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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일상을 

만들기 위한 연결

Soft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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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 주요사업

•스마트 주차장 통합 관제 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 

•공동현관 출입 관제 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

•홈 IoT 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

•�일상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SaaS 

- 모빌리티 

- 커뮤니티 

- D2C & O2O 커머스

세븐미어캣은 건물에 AIoT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과 

생활 Io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과 입주민간 커뮤니티는 물론, 

지역에서 다양한 일상생활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형 O2O, D2C 라이프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기축과 신축 건물 모두에 바로 도입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장(V2Parking)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상을 만드는, 

스마트시티 기업

회사연혁06

책임 있는

원스톱

직접개발

제조

시공

서비스

2022

2021

2020

2019

중소벤처기업부 주도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선정

특허등록 | 인공지능 기반의 주차장 공유 시스템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공지능 및 모빌리티 기술 협력

레이다 전문 기업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기술 협력 
-스마트주차장 센싱 및 관제기술 협력

자율주행 보안 기업, '아우토크립트' 기술 MOU 체결 
-  전기차 충전 사업, 자율주행차 공동연구/사업, 모빌리티 서비스 협력

원스탑 집수리 전문 기업 '워커맨', 서비스 제휴 MOU 체결 
- 주차관제 및 아파트 수리 서비스 협력

특허등록 | 라이다 위치추적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 한국, 싱가폴, 말레이지아

포스코 IMP·포스텍 홀딩스 투자 유치

스마트 주차장 V2X, Lidar eMap 개발

배곧 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마중 아파트 서비스 런칭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 자전거 공급 인프라 협력 구축

서울대학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스마트 주차장 협력

인공지능 IoT 시스템 IO 출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아파트 관리 운영사 사업 협력

특허등록 | 대상 객체의 오염도 및 파손도 인식 장치 및 방법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 투자유치

특허등록 | 딥러닝과 IoT 기반의 객체 출입통제 장치 및 방법

인공지능 IoT 주차시스템 AO 출시

엔젤  투자유치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직접생산확인, 벤처기업확인  |  인공지능 객체인식 개발 완료

시흥 배곧신도시 공장등록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IoT 주차시스템 하드웨어 개발 & AI 주차장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주)세븐미어캣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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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Smart City as a Service, 
Mobility & Life Platform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믿을 수 있는 함께 사는 이웃과 연결되고,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드립니다.

Solution

Soft

SaaS 

MLP 

Solution

스마트시티 

통합 관리

We LinkWe IoTSolution We Together My IoT

인공지능 IoT 주차 시스템 커뮤니티 서비스 회원제 커머스

D2C 서비스

지역 폐쇄몰

O2O 서비스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주민 세대관리

커뮤니티 시설 관리 

차량 케어 시스템 관리소 커뮤니티 스마트홈 IoT

방문차 관리 비대면 시스템 입주민간 중고거래 스마트 홈 케어

주차정산 비대면 시스템 공지사항 안내

주차장 순찰 시스템 관리소 1:1 요청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모빌리티 컨시어지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관제시스템

공동현관 출입 시스템

관리소 근무자 관리

주차장 정보 및 

입/출차 관리

방문자 관리

공지사항 및 관리내역 관리

우리 공간 IT 리모델링 입주자 & 관리자 IT 생활 편의 개선 내 공간 IT 리모델링

혁신적인 시스템과 

생활 만족 서비스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 삶터와 일터의

IT격차를 해소합니다.



기존 도입 방식 

입주자간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입주자와 관리소간 소통을 편리하게 합니다. 

작은 변화로 우리 건물을 한층 더 가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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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불편했던 우리의 공간을, 

함께하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IT 기술로 업그레이드합니다
Smart City

Soft

Mobility

Life

모빌리티

라이프

VS 세븐미어캣 도입

주차 관리

주차장 EV 전기충전기

입주자간 소통

입주자와 관리소간 소통

공동현관 출입

홈 네트워크

고가의�시스템�도입에�부담

장기수선충당계획에�의한�결정�필요

반값 리모델링 방식으로 도입 가능

운영 S/W 지속 업그레이드 지원

전기차�충전기�별도�도입�

주차시스템과�비연동

EV 충전 최저가 전기 충전기 

주차시스템과 연동

충전현황까지 관리 가능

포털�내�입주자�카페�가입

별도의�홈페이지�운영

입주자간 소통을 위한 특화 기능 제공

별도의 가입 필요 없음 

스마트폰 앱에서 통합 관리

게시판�공고�(엘리베이터,�관리소�등)

단방향�안내�방송�송출

수기�투표�

입주자와 관리소 간 소통 기능 제공

스마트폰 앱에서 통합 관리

실시간 알람 기능 제공

접촉�방식

비밀번호�입력�후�출입

RFID�/�NFC�Tag(스마트카드)�터치�후�출입

비접촉 방식의 노터치 프리패스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문열림

우리 가족 공동현관 출입 자동 알림 제공

고가의�시스템�교체�부담

장기수선충당계획에�의한�결정�필요

반값 할인 프로모션 제공 

개개인 구매로 합리적 전환



스마트 통합관리 솔루션은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건물 IoT 인프라와 연결되는 허브이자 

입주자, 관리자의 상호 커뮤니티 연결과 효율적인 민원관리는 물론, 

모빌리티 주차 관리환경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step 1. SaaS 스마트 통합관리 Solution 11 12 Better Everyday, Moving Life Partner

아파트, 빌라, 상업건물 

모두를 위한 스마트시티의 시작

IT 업그레이드 통합 솔루션

 

Solution

SaaS 

세대관리 | 주차관리 | 상업 점포관리

스탠다드 월 세대당 100원 견적이나, 기간 약정 시 무료

월 세대당 100원 견적이나, We IoT 도입 시 무료

별도 견적

※ 사전 신청, 계정생성, 관리자 교육지원

IoT 프리미엄

연동 프로커스텀

공지관리 | 신문고 | 관리소 1:1요청

계정정보 | 근무자관리 | 관리활동내역

주차장 정보 | 차량등록 관리 | 입출차 관리 |

방문자 관리 | 주차장 AS | 주차장 운영정책 

설정 | 블랙리스트 관리 | 주차장 순찰 관리 |  

할인권 사용 | 할인권 사용 내역 | 할인권 구

매 내역 | 매출내역 | 요금정책 설정  

전기차충전 현황관리 |  

스마트 주차장 관제관리

입주자 주요기능

SaaS Solution 요금제

관리소 주요기능

주차 주요기능 주차장 주요기능

각�필요�기능별�합리적�과금�가능 기존�IoT�시스템�연동�시�지원가능

•관리자 화면을 통해 입주자 및 차량 관리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공지사항, 월별 관리비 내역 업로드 등 입주자 안내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주차장 운영관리 시스템으로  

주차 차단기의 원격 조정은 물론, 입출차 차량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 세븐미어캣은?



생활함에 있어 관리소는 또 하나의 친구입니다. 

관리소와 편하게 소통 가능한 앱이 있어 우리의 소통 생활이 개선됩니다.

입주자간 믿고 거래하는 중고거래가 가능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 계속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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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ink, We Together 우리끼리만

삶터와 일터에서 생활이 달라집니다Link

We

Together

We

평생�무료,�서비스�지속�확장�,�다양한�서비스와의�연동�가능���

타사에 비해 세븐미어캣은?

내 중고차 판매

회원제 공유 월주차 (출시 예정)

회원제 공유 자동차 (출시 예정)

세차, 정비, 자동차용품

중고차 구매, 신차 구매, 자동차 보험

공지사항, 관리소 1:1 요청

신문고, 동네게시판

입주민간 중고거래

온라인도서관 도서공유(출시 예정)

입대회 투표(출시 예정)

관리비 현황(출시 예정)

학원, 헬스, 미용, 인테리어, 맛집, 

식자재 등

시즌별 다이렉트 상품&서비스

Mobility

Mobility

Life

Life

We Link | 커뮤니티

We Together | 회원제 D2C 폐쇄몰 & 지역 O2O 커머스

•�우리만의�특별�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렌터카도�간편하게,�하나의�

앱에서�바로�신청할�수�있

습니다.�

•�위젯�방식의�서비스�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주�사용하는�기능을�직접�

편집할�수�있습니다.�

•�우리�아파트의�커뮤니티�시

설의�사용�현황을�확인하

고,�예약할�수�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예약�현황을�

확인하고,�입주민들의�활동

내역�관리가�가능합니다.

•�내�차의�시세를�확인해�주

는�중고차�거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믿을�수�있는�전담�딜러에

게�상담을��받아�보세요.

•�관리소,�그리고�이웃과�함께�

소통할�수�있는�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중고거래,�동네�게시판�등�입

주자간의�커뮤니티�공간에

서�편하게�소통하세요.

•�입주민만을�위한�폐쇄형��

쇼핑몰을�제공합니다.

•�소상공인과�생산자까지�연

결하는�착한�커머스에�참여

할�수�있습니다.

장기렌터카 서비스

입주자 서비스 APP

커뮤니티 시설 예약

내 차 팔기 서비스

우리만의 커뮤니티

O2O & D2C 커머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걸맞는 

인공지능 주차 출입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주차장 차량 유도관제까지

자동차 멈춤의 공간이 스마트하게 탈바꿈됩니다.

공동현관 출입시스템으로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tep 3. MLP 함께 쓰는 We IoT15 16 Better Everyday, Moving Life Partner

자동차 시대의 변화, 

디지털 생활 편리 

We IoT 우리 건물도 가능합니다
IoT

We

•불법�차량�순찰�앱�서비스

•차량번호�인식�및�조회

•�방문증�및�불법차량�조회�

기능�

※�가격�:�주차면당�30원/월�

•출입통제�및�비대면�방문차량�관리

•블랙리스트�불법주차�감소

•주차차단기�원격�제어�기능

•�입/출차�출입�시간�데이터�정보�제공�

※�가격�:�견적�제공

•경비실�방문이�필요없는�비대면�티켓�발권기

•방문세대�정보�입력�후�방문증�무인�발급

•�유료�주차�무인�정산�

※�가격�:�견적�제공

•�IoT�카메라를�통한�차량�외관�

이미지�분석��

•�AI�차량관리�시스템을�통한��

차량의�오염도�·�파손도�관리��

※�가격�:�견적�제공

•지능형�주차�위치�확인

•실시간�주차정보�제공

•주차�공간�모니터링

•�주차�요금�정산�

※�사전�신청�접수�중��

※�가격�:�견적�제공

•�과금형�콘센트�충전기�(KC인증)

•�전기차�충전기�설치�및��

유지보수�지원

•�전기차�충전기�관제�기능�제공�

※�가격�:�협의,�무상지원�가능

•IoT�공동�현관�출입통제�시스템

•스마트폰�앱�연동으로�자동�문열림(비접촉)

•�출입문�통과�알림�서비스�제공(Beta)�

※�가격�:�견적�제공

4. 주차장순찰 시스템

1. 인공지능 IoT 주차시스템 2. 방문차 & 주차정산 비대면 시스템 3. 차량 케어 시스템

6. 스마트 주차장 관제시스템

5.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7. 공동현관 출입시스템

업계�최저가�견적,�리모델링�방식의�반값�도입�가능�

타사에 비해 세븐미어캣은?



setp4 MLP. 내집 업그레이드 My IoT17 18 Better Everyday, Moving Life Partner

My IoT 내 집, 내 공간도

스마트하게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loT

MY

•�스마트폰�앱에서�차량의�디지털�키�설치

•�차량문,�트렁크�잠금�해제,�엔진�시동�등의�다양한�

기능을�스마트폰을�통해�수행

•내�집�문�앞을�실시간�녹화�및�모니터링�

•외출�시,�스마트폰�앱으로�양방향�통신�가능

•움직임�감지�및�경보�알림�기능�제공�

1. 자동차 스마트 키 2. 스마트 도어벨 

•원하는�조건,�시간에�맞춰�자동�열림/닫힘�

•실시간�원격�컨트롤이�가능한�이지�오토�시스템

•와이파이로�스마트폰�앱과�한번에�연결

•IoT�전자식�스위치로�터치�동작,�소리�센서�적용�

•추가�배선�공사�없이�설치�가능�

•온도센서와�전류휴즈로�자동전원�차단�설계

3. 스마트 전동 커튼 4. 스마트 스위치

•�적외선�이용�리모컨으로�약�6천�종류의�전자제품�지원

•오래된�가전제품,�IoT�시스템�외�제품도�적용�가능

•실행시간�등�스케줄�설정�가능�

•실시간�온도�·�습도�모니터링�

•센서가�3초마다�감지하여�실시간�기록,�변화�관리

5. 스마트 IR 리모컨 6. 스마트 온습도

•1~100%까지�밝기�설정�가능�

•1,600만�가지�색상으로�공간�연출�가능

•스케줄�설정으로�조명�자동�켜짐�

7. 스마트 전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택배가 와도 걱정없는 원격 스마트 도어벨, 

아침 햇살을 자동으로 맞이하는 스마트 전동커튼 등, 

내 집과 내 공간이 IoT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다양한�IoT�서비스�통합,�쉬운�연동�가능�

타사에 비해 세븐미어캣은?



아파트
중고차세차

용품

육아애완

여행식품

주유

정비

입점2
+a+a

+a+a

+a

소상공인 직접생산자

입주자 

지역 소상공인 추천

1

Add On3

O2O

D2C

관리소 입주자

세븐미어캣은 ESG를 실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와 일터에 보다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더 좋은 가치실현에 언제나 동참하겠습니다.

SaaS MLP 도입 효과 및 사례19 20 Better Everyday, Moving Life Partner

소프트한 스마트시티

IT 리모델링으로 내가 머무는 건물과 

지역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Everyday

Better

시흥 스마트시티 배곧신도시 이지더원2차아파트 (900세대 )

시흥 스마트시티 배곧신도시 SK뷰 아파트 (1,442세대) 

수원 천천 푸르지오 아파트 (2,771세대 )

길음 뉴타운 삼성레미안 6단지 아파트 (977세대 )

지역 경제 활성화

ESG�상생가치�실현

타사에 비해 세븐미어캣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도입 의결에서부터 시공, 이후 관리소 교육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세븐미어캣이 ‘월화수목금토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SaaS MLP 도입 절차21 22 Better Everyday, Moving Life Partner

상담문의 시공도입 컨설팅

(도입의향서)

관리교육입찰 및 계약 입주자 안내 및 사용

setp1 setp4setp2 setp5setp3 setp6

건물 IT 리모델링 전문가와 

상담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 컨설팅도입 절차

H/W와 S/W의 핵심 기술을 모두 직접 개발 · 생산 · 설치하는 

‘풀체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븐미어캣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S 및 기술지원 서비스 또한 직접 제공합니다. 

세븐미어캣은?

counsel

개발 · 생산 · 설치

풀체인 제조기술



Soft Smart City as a Service,
Mobility & Life Platform

세븐미어캣은 IT기술로 삶터와 일터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가치연결을 돕습니다. 

모빌리티에서 홈 네트워크까지, 

커뮤니티에서 커머스까지,

이동과 삶의 원스톱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더 좋은 일상, 소프트 스마트시티 기업

www.7meerka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