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K telecom COMPANY

| 서비스 소개
스마트모빌리티 베이직
·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 차량 주행 기록 조회

회사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스마트모빌리티 에코

회사차량 관리업무,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 계기판 주행거리, 연료소모량, 주유 잔량, 공회전 등 정보 조회
· 운전자별 주행 건수, 주행 거리, 운행률 등의 다양한 주행 통계자료 제공

업무용 공유차량
예약하기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요

스마트모빌리티 렌터카
· 렌터카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 렌터카 미반납 사고 발생 시 시동 차단

차량관리 업무를

스마트모빌리티 프로

확!

· 차량 운행기록 자동 저장
· 주행 구간 별 실시간 온도 관제

줄일 수 있습니다.

카셰어링

차량관리 업무는 이제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예약/배차/반납

캡스 스마트모빌리티에 맡기세요!
ADT캡스 1588-6400 | www.adtcaps.co.kr

| 서비스 구성

캡스 스마트모빌리티 란?
차량의 실시간 위치/상태 정보 및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운행관리 서비스입니다.
온도기록계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관리를 자동화하고 구성원간 차량공유 기능까지 가능한 법인 카셰어링 서비스
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량진단기
(OBD II)

디지털운행기록계
(DTG)

캡스 스마트모빌리티, 왜 좋을까요?

메인 단말기

전국단위 인프라 제공
전문보안기업 ADT캡스는 SK그룹의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 제휴사와의 렵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자동차 전문기업 SK렌터카와의 제휴를
통한 전국단위 기술지원 인프라를 제공
합니다.

신규설치비 100% 무료
차량 대수, 설치지역과 관계 없이 신규
설치비 100% 무료 장착 가능합니다.

T Map 위치기반 서비스

SKT

Mobility

국내 1위

IoT 전용망

전문 제휴사

부담 없는 계약 조건
1개월만 사용해도 단말기 반납 조건
하에 중도해지 반환금 면제 가능합니다.

편리한 카셰어링 서비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차량 공유가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
까지 제공합니다.

A SK telecom COMPANY

고객님 회사의 차량 사용 용도에 맞는 차량관리 솔루션으로
더욱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지원합니다.

스마트모빌리티 베이직

스마트모빌리티 에코

스마트모빌리티 프로

카셰어링

간단한 단말기 설치만으로 차량의 실시간 위치/운행 정보 및 이동경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차량관제 서비스입니다.

차량의 위치 및 이동 경로 뿐만 아니라 계기판 주행거리, 연료소모량, 주유 잔량, 공회전 등
차량상태 정보까지 수집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운행기록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통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서 수집된 운행기록을 자동 제출하는 기능과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24시간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법인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예약자간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가 잦은 법인 고객

차량의 연비관리를 통한 경제적 관리가 필요한 고객

잦은 차량업무로 인해 근태관리가 필요한 고객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리가 필요한 고객

10대 미만 법인용 차량 보유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객

10대 이상 법인용 차량 보유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객

| 주요 기능

| 주요 기능
정확한 위치 및 경로 모니터링

차량 운행 기록 조회

운행 기록 자동 저장

스마트모빌리티 에코 기능 제공

· DTG를 통해 운행기록 자동 저장
· PC 화면에서 e-TAS(교통관리공단) 제출용 파일 간편 추출 가능
· e-TAS* 업로드 대행 가능 (6개월 주기, ID/PW 제공 필요)

모바일 앱을 통한 차량 이용

실시간 온도 관제

법인별 맞춤형 설정 기능

· 주행 평균/주행 구간 별 실시간 온도 관제 기능

· 목적/목적지 등 필수정보 입력 여부 설정 가능
· 예약 가능 기간, 자동취소 등 법인별 정책 설정 가능

·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배차/ 반납
· 스마트폰을 통한 도어 원격제어 가능

운행 차랑별 호환 장착 가능

스마트모빌리티 렌터카

· USB/시가잭 타입으로 자가 장착 가능
· 전 차종 호환 가능하여 차량 교체 시 이전 설치 용이

ECO

정확한 운행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 OBDⅡ : On Board Diagnostics 의 약자로 운전석 하부에 있는 차량 진단 장치

손쉬운 장착 및 이전

| 주요 기능

스마트모빌리티 베이직 기능 제공

· 안전운전 지수 제공하여 안전운전 유도
· 과속, 급가속, 급감속, 운행시간을 통한 안전운전 점수 제공

· 한 개의 엑셀파일로 국세청 양식 운행 기록 추출

2대 이상 공용 차량 보유 사업장 운영 고객

BASIC

안전운전 지수 관리 기능

차량 운행 기록 자동작성

온도 관제 대상 차량 및 관련 업종 고객

스마트모빌리티 베이직 기능 제공

· 차량진단기(OBDⅡ*)를 활용한 계기판 주행 거리, 주유정보 체크
· 시동 ON/OFF, 공회전 시간 등 추가정보 관리 가능

· 운행 궤적 및 구간별 소요시간 확인
· 입출입 시간 및 업무 외 운행 시간 확인
· 차량 운전자 개인별 근태관리 기능 제공

법인 고객 및 그룹형 커뮤니티 운영 고객

| 주요 기능

BASIC

·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 LTE Cat.M1* 통신망 사용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A-GPS* 사용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대상 차량 업종 고객

미반납 사고가 걱정인 렌터카 운영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기능만 쏙! 담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 LTE Cat.M1 : LTE 이동통신망 기반의 저전력 광역 통신기술 표준

· 차종별/상황별 호환 장착 가능
· USB/시가잭 타입, OBDⅡ 타입, 배선 타입 제공

법인차량 운영 관리 업무 효율화

* DTG 또는 온도기록계 중 고객이 선택한 1개의 기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A-GPS : Assisted GPS의 약자로 이동통신망의 기지국을 이용해 기존의 GPS로 위치측정을 개선한 방식

실시간 차량 위치 모니터링

* e-TAS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https://etas.ts2020.kr)

· 별도 키 관리 없이 스마트폰 제어로 간편 운영 및 관리 가능
· 법인의 차량 가동률 확인을 통한 적정 차량 운영 대수 제안 가능
· 예약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관리자 업무 최소화

재시동 차단기능
OFF

· 렌터가 미반납 시, 시동 원격 차단
· 차량 손상 없는 무선 방해전파
제어방식 사용

* 스마트모빌리티 렌터카 서비스는 스마트 버튼이 있는 국산 승용차량에만 제공 가능합니다. (수입차량 제외)

실시간 주행 관제

차량 운행 기록 App

* 일부 차종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세운행기록

차량별 온도 이력 조회

차량 예약 서비스

카셰어링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