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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3길 25, 301호(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25, Seonyu-ro 13-gil, (Mullae-dong 6-ga ACE HIGHTECH CITY 2)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2257-8500~30 FAX. 82-2-6499-2126

(주)신우 유비코스는 2002년 설립 이후 줄곧 특화·차별화된

Factory

제어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263-1

축적해옴과 동시에 고객지향적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끊임없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떠오르는 태양은 이제

263-1, Aegibong-ro, Gaegok-ri, Wolgot-myeon,
Gimpo-si, Gyeonggi-do,Korea

BU SIN ESS
one stop solution

더 이상 24시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공간과 장소,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저희 (주)신우 유비코스는 품질경영·

TEL. 82-31-987-2127

www.swuc21.com

고객만족·글로벌 일류지향 이라는 회사 창립 이념 아래 최상의
시스템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과 더불어 21세기 정상

설계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Design

Since Shin Woo UBiCos’establishment in 2002, the company has constantly been focusing on building custom-

er-oriented system and service delivery, while it improves

its core competence in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and

제작

Production

영업

설치

Business

differentiated control systems. The rising sun of the 21st

유지보수

century will no longer mean 24 hours. In this era where

Maintenance

concepts of time and space are disappearing, we, Shin

Install

제어

Control

Woo UBiCos will continue to pursue quality management,
customer satisfaction and global first class intention a

part of our mission since our establishment to grow as a

21st-century leader with its top-notch system and service.

대표이사 품질명장 허정호

도시의 마천루 실루엣과 ㈜신우 유비코스 주차설비를 모티브로 하여
항상 고객 여러분께 편리한 주차, 안전한 주차, 빠른 주차서비스를 추

구 하는 신우유비코스 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BI로고입니다.
Shin Woo BI logo is motivated from silhouette of the city’
s skyscrapers & Parking system. Shin Woo UBiCos always provides
convenient secure and speedy parking for the customer’
s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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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TECHNOLOGY
OF URBAN PARKING

URBAN PARKING
PRODUCT

ADVANCED TECHNOLOGY
OF URBAN PARKING

URBAN PARKING만의 앞서가는 편리함

URBAN PARKING 제품

URBAN PARKING만의 앞서가는 기술력

유도등 MONITOR 적용 (OPTION)

소비자 운영비 절감을 위해 회생전원 인버터 적용

운전자가 차량진입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도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

고속으로 운행중인 MOTOR를 정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전류를 일반인버터는 저항기를 이

Guide Monitor (OPTION)

Apply Energy Saving Inverter (ESI) to lower customer operating costs

는 LED방식 (2-4글자, 기호표시)유도등에서 MONITOR를 적용하여 운전자 시인성 증대 및 입

용하여 전류를 소모하는데 반해 회생전원 인버터는 잉여전류를 MOTOR구동에 재사용함으로

차시 편리성 증대.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절감.

To determine the position of the vehicle when the driver enters the vehicle, Guide Monitor

To stop the motor at high speed, a general inverter uses a resistor to use up the occurring

displays letter with LED (2-4 letters, displaying of signs) for increasing driver convenience

current. However, ESI system dramatically reduces power consumption by reusing the ex-

of vehicle parking and retrieval.
- 다양한 안내표시 가능

- Availability of various guidances

- LED소자 불량에의한 글자 오류 방지

- Letter mistake prevention with durable LED chip

- 정확한 안내 문구 전달가능

APP NETWORK 적용
(OPTION)
App Network (OPTION)

- Accurate guidance for driver’s convenience

cess current to the motor drive.

승강기식(SWV)

평면왕복방식(SWCT)

다층순환방식(SWU)

Fast parking and retrieval

Space usage optimization

Space usage enlargement

빠른 입,출고 시간

지하 공간 활용

고장 상태 전달 및 출동 (주차기 조작반 에는 A/S 기사 출동 현황을 표시하여 고객 불만 감소)
person in charge and service engineer through the Internet or Wi-Fi network.

- 구동판넬의 발열량 감소로 판넬 부품 보호

주차기 수동조작반이 일반적으로 BUTTON을 사용하는데 반해 URBAN PARKING제품에는

본사
Head office

수평순환방식(SWCP)

승강기슬라이드방식(SWST)

Maximum parking with minimum space

Fast parking and retrieval

최소공간 최대주차

빠른 입,출고 시간

승강횡행식(SWP)

잉여공간 활용도 증대

Surplus space availability enlargement

이 가능하여 고장원인 파악이 용이하고 조치시간 단축.

Buttons are used generally in parking facilities’manual control panels. However, on the

other hand, URBAN PARKING products with applied touch screen make it possible for a
worker/operator to monitor the repairment of break-down and tuning time, which ease
and reduce the time of error treatment.
- 고장수리시 조치시간 단축

- Reduction wasting time on corrective maintenance

- 기계고장 원인 파악이 용이

- Easy to find the cause of machine error

- 기기 조정작업시 정밀 조정작업 가능

승강기식 하부구동방식 특허취득 (제10-1760019호)

Features of Program

Patent (#10-1760019) : Driving Unit locate at PIT

-고
 객이 TOUCH SCREEN에서 선택 가능(CLOSE선택시 비밀번호 입력적용)

설치되어 상부층에 주거 하는 입주자들의 민원

-주
 차기 사용횟수에 따른 부품 마모의 사전 점검으로 고장 발생 예방

통해 구동부를 하부(PIT)에 설치하는 방식을

-대
 기상태 출입구 OPEN CLOSE 적용 관리자 선택 프로그램 적용
-사
 용횟수 누적 COUNT 기능 적용

- Displays waiting, door open/close by system manager selected program
- Customers can choose above program from touch screen

- Cumulative Usage Count Function program is applied. So it can prevent

- Possible break-down by checking parts for wear in advance with parking
facility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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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iving panel

TOUCH SCREEN을 적용하여 고장수리 및 조정작업시 작업자가 MONITORING하면서 작업

알람메시지가 확인되어 직원이 출동 중입니다.
The alarm message has been confirmed and
personnel are on the move.

PROGRAM 특징

- Protect panel parts by reducing the heat output of

Touch Screen Panel for Manual Control

communication and response about the fault, warning message will be transferred to the

출동 메시지
Confirmation Message

- 판넬구성시 효율적 공간 활용이 가능

- Efficient space utilization for panel configuration

수동조작반 TOUCH SCREEN 적용

Using the network with mobile phone app in case of break-down of parking facility for

고장알람
Breakdown Alarm

- Save up to maximum 50 % on electricity bills

- 별도의 저항기 설치없이 판넬 구성 가능

공간 효율성 증대

주차기 고장발생시 휴대폰 APP과 NETWORK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자 및 A/S기사에게

- 전기료 최대 50% 절감

- Accurate control work during the equipment tuning

승강기식 주차설비는 특성상 상부에 구동부가

발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개발하여 특허 취득

Acquired patent for placing Driving Mechanism
in pit. Thanks to this design, noise & vibration
generated by motor & other machine can be
reduced dramatically.

수직순환식(SWMG)

건축공간 활용도 증대

Architectural space availability
enlargement

차량용승강기(SWCL)

외장형방향전환장치(EXTT)

Increase in stand-alone

Vehicle rotation in small space

자주식 주차장효율증대
parking lot efficiency

적은공간 차량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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