
인증제품명 보이는 ARS 활용 LoRa통신 기반 주차 공유 시스템

모델명 파킹클럽 시스템 1.0

제품설명

및 제품사진

파킹클럽은 주차면에 설치된 무단주차 방지장
치를 활용하여 인가받은 사용자만 주차할 수 
있게 해주는 신개념 주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
로서 LoRa 자가망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주차공유 
솔루션입니다 

<구성 요소>

� 파킹캅

   - 차단바를 구비하고 있고 배터리로 구동되
는 LoRa기반 무단주차 방지장치 

     * Bluetooth 리모컨을 통한 로컬제어 지원 

� LoRa LPWAN 게이트웨이

   - LoRa망을 통해 LoRa기반 파킹캅을 인터넷
에 연결하는 LPWAN 게이트웨이 

� LoRa 네트워크 서버

   - 파킹캅 등의 LoRa기반 IoT 노드들을 등록 
및 관리하기 위한 서버

� 웹기반 주차관제시스템 (www.parkingclub.co.kr)

   - LoRa기반 파킹캅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 주차관리자 인터페이스

� 주차 예약용 스마트폰 앱(iOS, Android)

   - 주차장 예약 및 결제용 스마트폰 앱

� 보이는ARS 서비스 시스템(1855-0685)

   - 사전 예약 없이 현장 결제 또는 인증 후 
입차할 수 있게 해주는 보이는ARS 서비스 

파킹캅 파킹캅 BLE 리모컨

LoRa 게이트웨이 LoRa 네트워크 서버 

웹기반 주차관제시스템 주차공유 스마트폰 앱

주차공유 서비스 다이어그램

적용 ICT기술 LoRa, LPWAN, 센서, Bluetooth, 보이는ARS, 웹 기술, 앱 기술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기준(TCC-0080/R00-2019)

기업명 세종솔루텍 주식회사  

기업소개

세종솔루텍 주식회사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IoT 전문 벤처기업입니
다. 세종솔루텍은 2018년 회사 설립 이래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센서 
노드, LoRa LPWAN 게이트웨이, LoRa 네트워크 서버, 웹 기반 IoT 서비스 플랫폼 등 
LoRa 자가망 솔루션을 확보하였습니다.

파킹클럽은 세종솔루텍 주식회사가 제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IoT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주차 예약 및 공유 서비스입니다. 세종솔루텍 주식회사는 
파킹클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단주차 방지장치, 무단주차 방지장치 제어용 리모컨, 
무단주차 방지장치 제어용 스마트폰앱, 웹기반 주차관제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보유하
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및 기관의 고질적인 주차면 관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주차관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종솔루텍은 "즐거운 주차”를 모토로 주차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www.sjsolutech.com  

연락처 및 이메일
(연락처)  042-933-7700

(이메일)  admin@sjsolu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