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 PARKING SYSTEM OPERATION SOLUTION

오토파킹시스템 운영 솔루션
파프리카 서비스 소개

국내 동종업계 최초 품질부문
ISO 9001 인증

국내 동종업계 최초 환경부문
ISO 14001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인증

국내 동종업계 최초 승강기 
전부문 CE마크 획득

승강기 안전(KC) 
인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



플랫폼 선택사항 
(3가지 타입 선택 가능) 기본형

A
통합 관제서비스형

B C
프리미엄 운영형

도입 방법도입 방법 및 예시
(신축 및 기존 건물)

플랫폼 
도입 검토

주차설비
호환 검토
(기존 건물)

관리자 교육
및 운영

주차설비 연동
및 설치

파프리카와 함께하면
오토파킹시스템 운영이 쉬워집니다.

파프리카 서비스는 오토파킹시스템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출차 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주는 원격 출차 예약 기능 및 

실시간 주차장 정보 조회, 주차료 사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입 예시

1  주차관제설비

차단기, 차량번호 인식장치, 

루프코일 등

1  태블릿 PC 3  연동장치, LTE 모뎀

A
기본형 서비스 

•  스마트폰 출차 예약(세대 내 호출)

•  주차내역, 주차료 조회,  

주차쿠폰 발급

• 주차설비 고장 알림 서비스

• 신용카드결제(스마트폰)

A
기본형 서비스 

•  자주식 주차면 통합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차량번호 인식장치,  

무인주차정산기 등)

B
통합 관제서비스

•  주차장 운영 전반 

(인원투입 + 유지보수)

■  기본설치: 연동장치

■  운영 시 대여:  
LTE 모뎀, 태블릿 PC

■  별도 품목:  
주차관제설비, 키오스크 및 
무인주차정산기(카드전용)

주
차
장
입
구

주차설비주차장
관리

1

2

3

4   키오스크 또는 무인주차정산기

*  키오스크, 무인주차정산기의 이미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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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운영의 어려움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 부담, 주차료 수입관리의 어려움으로 투명성 저하

실시간 주차 현황 시스템 미비로 인한 주차장 회전율 저하 

출차 고객이 몰릴 때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 증가

주요 기능

• 스마트폰으로 간편한 출차 예약(세대 내 호출)

• 실시간 대기 순번 및 대기시간 확인

• 주변 주차장 정보 조회 및 위치 검색

출차 예약

• 실시간 빈자리 정보 제공 및 공유

• 스마트폰으로 주차료 간편결제

• 주차 쿠폰 발행 및 관리기능

주차료 간편결제

• 실시간 설비 운영상태 확인 가능 

• 고장 시 자동 문자 알림 서비스

알림 서비스통계

• 실시간 주차장 현황 조회

• 주차현황 및 통계 자료 제공

플랫폼 구성품 기본설치 운영 시 대여(각 1대) 무료제공 별도 품목

주차관제설비

키오스크

무인주차정산기연동장치 LTE 모뎀 태블릿 PC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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