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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실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1차 310호 
☎ 02-558-1392

부산사무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3층 308호
☎ 051-921-5501

A/S 문의  
☎ 1600-7596

하지만!
값비싼 네트워크형 무인택배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다~되는 
화물 도착 알림 / 보관 이력 조회 / 비밀번호 관리 / 택배 발송 서비스 / 배달 요금 결제 등

없어도 다~되는! IOT 택배보관함

인터넷 연결이 필요없어!
통신공사비도 월 인터넷 사용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기플러그도 필요없어!
전기공사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비쌀 필요없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니  별도의 월 운영 비용도 필요 없고 인터넷, 전기 공사비도 필요 없으니 

설치 비용도 저렴하고 택배C만의 IOT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가격마저도 낮추었습니다.



택배C 이용방법 택배C는 무인택배시스템 1위 업체의 제품입니다.

택배C는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 국내 최대 최첨단 디지털라커 생산라인]

택배C는 해외로도 수출합니다. [ 중동, 중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택배C 전용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 도어락

택배C는 관련분야 최다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유 특허 28건 (등록완료 14건, 국내출원 8건, 해외출원 4건 등 ) ]

다양한 종류의 보관함 구성

택배도착알림 서비스 (※2G폰 사용자는 SMS 전송) ☜

택배보내기 ☜

택배 찾기 / 보내기 이력 조회 ☜

관리사무소 공지확인 및 전자투표 서비스 ☜

☞ 편리한 비밀번호 입력방식

☞ QR 코드를 통한 데이터 통신 

☞ 고객 수취

☞ 배달자 보관/오배송 수거

l 택배화물 중계장치 및 사용법 l l 무인물품보관장치 l l 칸막이 연동기능 01 l l 칸막이 연동기능 02 l l 우편함 부설 택배함 l

택배만 연구하는 - 더 스마트해진 - 국민 택배함 -

 시스템의 편리함은 그대로! 
  보관함의 단점을 해결하였습니다!

IOT 택배보관함

편리한 기능이 제공되지만 값비싼 무인택배시스템?
[ 홈 네트워크가 도입된 아파트에 적합한 최고급 솔루션 ] 

▶ 발송 대행, 알림, 실시간 원격제어 등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제공

▶ BUT 부담스러운 초기 구축비용과 월 운영비용 

저렴하지만 관리가 안되는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쉽고 경제적인 도어락형 보관함]

▶ BUT 비밀번호 관리불가, 배달자 및 사용자 관리불가

▶ 사용이력 파악 불가, 배터리 교체시기 파악 어려움 등 구조적인 관리의 불편함

[ BASIC 1900 ] 
[ BASIC 1100 ]

[ BASIC 1100 ]

[ BASIC 1900 ] 

첫째  통신/전기 공사, 인터넷가입 등 불필요한 비용 No!

둘째  스마트 도어락과 택배C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스템의 편리한 기능은 그대로!

셋째  다양한 사이즈의 보관함으로 구성해서 심플한 설치로 원룸, 다세대, 아파트 등 어디든지 OK! 

SMS 또는 APP을 
통한 비밀번호 알림

시작버튼 > 전송받은 
비밀번호 입력

보관함 OPEN!
보관물품 수령

시작버튼 누르고
QR코드스캔

배달자 APP을 통해 
수령인 선택하기

승인번호 입력 후
보관함에 물품보관

배달자 물품보관

1999년 국내최초로 
무인택배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국내최초!

전국 1,400여개 현장, 120만세대 
이상이 자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최다!

국내 공동주택부분(약 90%이상)
시스템 보급율 1위!

국내최고!이용자 물품수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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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BASIC 1900
● 보관함 사이즈 2~6개 선택

● 프레임 마감 옵션

BASIC 1100
● 보관함 사이즈 2~4개 선택

● 우편함 추가 옵션

▶ H:1900  W:500  D:600

▶ H:1100  W:500  D: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