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라커 보급형 무인택배 시스템

UNMANNED PARCEL SYSTEMS

합리적 가격

가격의 부담을 내렸습니다.

자체관리 기능

관리가 간편합니다.

보관상태 실시간 조회

보관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 업계 1위 기업

SAENU
최다 리뷰와 평점

쇼핑몰 택배함
독보적 최다 리뷰와

높은 평점

사업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서울시가 선정한

혁신형 강소기업

지자체안심택배
최다 운영

고양시 등
15개 지자체

수주 및 운영관리

‘하이서울브랜드’
선정

‘Kibo-Star벤처기업’
선정

벤처중의 벤처,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
인증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보급형 무인택배

도입배경

고가의 장비
매월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

합리적 가격
자체관리기능 탑재

보관상태 실시간 조회

고급형

보급형

도어락

입/출고조회기능 없음
건전지 교체의 불편함

보안 개선

무인택배 시스템의 필수 기능은 그대로 그 외의 기능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

보급형 무인택배 시스템



- 택배물 배달
- 등기우편물 배달

- 비밀번호 인증
(동, 호 선택 가능)

- 택배 수취
- 등기우편물 수취

관리기능
- Locker 환경설정
- 물품보관상태 확인
(장기물품 등)

- 비상시 수동 개폐

- 입고 시 인증번호 자동 발송
-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매월 통신요금 발생

거주자 택배사

구성도 및 계통도

전체 구성도

SMS 자동 발송기능(옵션)-무선

인증/보관
인증/보관/찾기

HIV 2.0mm x 3C  (전기 인가)

분전반



하드웨어 구성요소

H/W 시스템 구성도

제어부

SMS 문자발신기
(옵션)

함체부

음성안내 스피커

스테인레스 키패드

7” TFT LCD
(with Touch Screen)

비상시 강제오픈레버

전원 및 통신 배선 연결부

BOX 식별 번호표

도어 자동 열림 및 수동 닫힘

통합형 잠금장치 모듈

보관함 전용 경첩 사용



이용안내

“택배보관” 선택

택배 보관 (배달자용)

1 2 3 4

택배 찾기 (수령자용)

빈 보관함 선택 5동, 호수 입력 임의의 비밀번호 입력 택배물품 보관

1 2 3 4“택배찾기“ 선택 보관된 보관함 선택 비밀번호 입력 보관함에서 택배물 수령



하드웨어 구성요소

구성도 ※ 높이(mm) : 대형900, 중형 450, 소형 225

100모델
(100세대 기준 23%구성률)

BOX 수

대형 : 3 BOX

중형 : 6 BOX

소형 : 14 BOX 

20모델
(20세대 기준 45%구성률)

BOX 수

대형 : 1 BOX

중형 : 2 BOX

소형 : 6 BOX 

80모델
(80세대 기준 24%구성률)

BOX 수

대형 : 2 BOX

중형 : 5 BOX

소형 : 12 BOX 

50모델
(50세대 기준 26%구성률)

BOX 수

대형 : 2 BOX

중형 : 3 BOX

소형 : 8 BOX 

150모델
(150세대 기준 19%구성률)

BOX 수

대형 : 3 BOX

중형 : 8 BOX

소형 : 18 BOX 



설치예시

시원하우스(50모델)

덕현고등학교(150모델) 전남무안승원팰리체(20모델)

웰유 오피스텔(80모델)

강일공공주택(50모델)

녹십자 오창공장(100모델)

의정부공업고등학교(150모델) 유엘코리아(20모델)

ㅛ(50,100모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