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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서비스



더좋은일상을만드는,�

소프트스마트시티선도기업입니다.

IT기술을바탕으로창의적인서비스를창출하여더좋은삶으로의변화를이끌어내는것,

함께사는사회에서지속가능한인류의행복에공헌하는것이세븐미어캣이추구하는길입니다.



세븐미어캣은 AIoT�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을기반으로

O2O�생활플랫폼을제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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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Moving Life Partner, 7meerkat

• 회사명 (주)세븐미어캣

• 대표이사 주명규

• 브랜드 7meerkat (www.7meerkat.com)

• 설립일 2019. 04. 11

• 본사&연구소 경기도시흥시배곧2로82�서울대학교미래모빌리티센터

• 제조공장 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로59-21�로얄팰리스테크노622호

주요사업

모빌리티와주거공간의변화를추구합니다

• 주차장통합관제서비스

인공지능 IoT�주차차단기,�무인정산기,�방문증발권기,�V2X�스마트주차장

• 공동현관통합관제서비스

• 홈IoT�서비스

• 주거일상플랫폼어플리케이션서비스

홈&�모빌리티 |�커머스 |��커뮤니티

세븐미어캣은이동의삶에서자동차가가장오랜시간을머무르는주차공간을혁신하고자포기하지않고도전합니다.

주차공간에서부터시작된혁신은건물로연결되어 IT�기술이적용된스마트한건물,�우리의주거공간으로변화시킬것입니다.



세븐미어캣은 H/W와 S/W의핵심기술을

모두직접개발 ·�생산 ·�설치하는 ‘풀체인제조기술’을 보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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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인정서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원 각제품 KC인증완비 기술특허 기술특허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온라인자동차매매
정보제공등록증

세븐미어캣은원천기술을보유하고,�직접제조하기때문에가격경쟁력에서도우위를점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 A/S�및 기술지원서비스또한직접제공합니다.�

인증및자격



Moving�Life�Partner,
세븐미어캣과협력하고있는
파트너들을소개합니다.�

세븐미어캣은국내유수의기업  기관들과함께

연결의가치를만들어나갑니다.�

• 서울대학교FMTC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
만들고있습니다.�

• 포스코,�인천시등다양한기업및기관의투자를

유치하고,�협업하며스마트시티시대를앞당깁니다.

• 일상생활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

연결합니다.

자율주행보안기업 철강산업전문기업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ICT�기술 육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기술산업육성기관

글로벌식품기업 전국맛집배달서비스 식료품배달서비스

닭가슴살전문플랫폼 친환경한돈/한우 유기농식품전문기업

생활가전전문브랜드 종합복지몰 생활용품수입대행전문기업

라이프 스타일제휴기업

모빌리티 ·�기술협력기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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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주차문제를해결하고,�

생활의질을높입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이접목된스마트주차시스템으로

불법주차문제를해결하고,�차량관리까지가능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인공지능
IoT

통합시스템

ü 출입통제및비대면방문차량관리

ü 블랙리스트불법주차감소

ü 주차차단기원격제어기능

ü 사전방문기능

ü 입/출차출입시간데이터정보제공

AIoT�주차관제시스템A

공동현관노터치시스템B

ü IoT�공동현관출입통제시스템

ü 우리가족생활공간출입편의서비스

ü No�Touch,�공동현관자동출입

ü 자전거나쇼핑백등으로양손이

자유롭지않도편리하게출입

통합전기충전관리시스템C

ü 전기차충전기설치및유지보수지원

ü 전기차충전기관제기능제공

ü 차단기및공동현관노터치시스템

도입시무상제공

ü 불법 차량순찰처리애플리케이션서비스

ü 핸드폰앱을통해차량번호인식기능

ü 아파트방문증및불법차량조회기능

ü 순찰시차량번호촬영및정보조회기능

ü 우리아파트만의폐쇄몰혜택

ü 저렴한생활필수품부터

전국인기맛집까지

ü 아파트인근상점및마트연결

ü 아파트내폐쇄형중고거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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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순찰애플리케이션D

우리아파트폐쇄몰E

우리의생활은다양한연결로더욱편리해집니다.



바쁜일상,�하나의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관리부터일상생활편의서비스까지제공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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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서비스

방문차량사전등록

아파트생활편의서비스

차량오염도정보제공 입주민차량오염도관리

세븐미어캣애플리케이션

입주민중고차매입서비스

공동현관자동열림서비스 우리끼리아파트폐쇄몰 내중고차팔기 입주민커뮤니티



아파트관리소업무도, 하나의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기반의솔루션으로한번에해결합니다.

클라우드중앙관리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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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주차차단기원격조정기능제공

ü 입/�출차차량실시간현황정보제공,�입/출차차량정보간편조회

ü 입주세대별방문주차허용시간관리

ü 불법차량블랙리스트관리제공

관리자앱제공 차단기운영기능 순찰앱제공

언제어디서나접속가능 실시간입출차내역확인가능 수기순찰대장없이앱으로관리



배곧신도시를비롯해서울도곡동, 인천, 경기지역의다양한아파트들이

세븐미어캣과함께하고있습니다.�

IT기술을통해우리의생활이더편해지고,�가치를더하는방법,�

지금살고있는건물에맞는 AIoT�주차관제및생활 IoT�시스템구축을도와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설치 사례

세븐미어캣과함께하고있는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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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미어캣과함께하고있는아파트입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13단지아파트 (856세대)�

[장비구성]

ü 입차용번호인식기업그레이드 2세트

ü 출차용번호인식기신규설치 2세트

ü 사전방문앱서비스제공 /�전기충전시스템도입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제공

[교체범위]�정문/�후문전체

송도더샵퍼스트파크15단지아파트 (872세대 )�

[장비구성]

ü 입차용번호인식기업그레이드 2세트

ü 츌차용번호인식기신규설치 2세트

ü 사전방문앱서비스제공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제공

[교체범위]�동문/�서문/�북문/�남북전체

2022년 2월완공 2022년 2월완공



세븐미어캣과함께하고있는아파트입니다.

시흥스마트시티배곧신도시이지더원2차아파트 (900세대 )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8대

ü 보안CCTV�8세트

ü 비대면방문증발권기 1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정문/�후문전체

수원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아파트 (2,771세대 )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10대

ü 보안CCTV�10세트

ü 비대면방문증발권기 4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동문 /�서문 /�북문 /�남문전체

2021년 3월완공 2021년 6월완공

레퍼런스 |����설치 사례



세븐미어캣과함께하고있는아파트입니다.

시흥스마트시티배곧신도시SK뷰아파트 (1,442세대)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5대

ü 보안CCTV�5세트

ü 비대면방문증발권기 1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정문 /�후문전체

시흥스마트시티배곧신도시한라비발디캠퍼스 (2,700세대)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8대

ü 보안CCTV�8세트

ü 비대면방문증발권기 1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정문 /�후문전체

2021년 5월완공 2021년 3월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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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미어캣과함께하고있는아파트입니다.

길음뉴타운푸르지오2단지아파트 (1,634세대 )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8대

ü 보안CCTV�8세트

ü VIP폰 4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정문 /�관리동 /�후문 /�상가동전체

길음뉴타운푸르지오3단지아파트 (434세대 )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4대

ü 보안CCTV�4세트

ü VIP폰 2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정문 /�후문전체

2020년 12월완공 2020년 12월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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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미어캣과함께하고있는아파트입니다.

길음뉴타운삼성레미안6단지아파트 (977세대 )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5대

ü 보안CCTV�5세트

ü VIP폰 3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정문 /�후문 전체

삼라마이다스주상복합오피스텔 (80세대 )

[장비구성]

ü 인공지능일체형주차차단기 2대

ü 보안CCTV�2세트

ü 출구무인정산기 1대

ü 클라우드주차관제프로그램

[교체범위]�정문전체

2020년 10월완공 2021년 4월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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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연구소

경기도시흥시배곧2로82�
서울대학교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506호

제조
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로59-21�
로얄팰리스테크노622호

가장가까운곳에,�기분좋은만남

세븐미어캣

대표번호 1668-4179

www.7meerka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