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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아마노코리아 사업 소개



아마노코리아 소개



주요 연혁

1996 아마노코리아(주) 법인설립

주차장관리프로그램[Aspect] 개발

2001 정기권관리프로그램 개발(AMANO Tag System)

ISO 9001 인증취득

2002 병원 OCS연동 주차관리시스템 특허출원

자동차단기 수출(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호주/대만/중국)

2003 무인요금정산기(사전 정산식 신형 NT-7900) 개발출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4 주차장 운영사업 개시(연세대학교 외)

중국 상해 Parking Show 해외전시회 출품

2005 천호, 복정, 학여울 환 승주차장 무인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무인요금정산기(NT-7600K) 개발 출시

2006 벤처기업 등록, ISO 14001 인증 취득

대전지사 설립, 서울아산병원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2007 부산지사 설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경희의료원 자주식 주차장 시공

2008 광주지사 설립 / 초음파 차량유도시스템 출시

2009 구미 생산공장 설립

김포시, 안산9권역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사경제매거진주최 글로벌 경영대상 선정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차관제 및 초음파유도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2010 자본금 45억 증자 / 서울대학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2011 올림픽공원 , 신도림 디큐브시티, 김포스카이파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코레일 전국 47개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2 자본금 106억 증자

지능형주차유도 전방위카메라 시스템 개발

몽골 주차관제시스템 수출

2013 전국공항 9개소 SI시스템 구축

수도권지역본부 설립 (강남지점, 강북지점, 경기남부지점 설립)

노상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등록

2014 자본금 206억 증자

인천공항3단계 주차관제시스템 수주

천안지점, 대구지점, 강북2지점 설립

센트럴 신세계 백화점 주차관제 및 영상유도시스템 구축

2015 한국 중견기업 확인서 등록

동부산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연세대학교 현대화 무인 주차관제 및 주차유도시스템 구축

2016 강서지점 설립

스타필드 하남,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차관제 및 영상유도시스템 구축

초음파유도시스템 인도네시아 수출

카카오T주차 업무제휴 체결

2017 강원지사 설립

인천국제공항 제3단계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스타필드 고양, 고양 이케아 주차관제 및 영상유도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 주차장 하이패스 활성화 MOU체결

KT/정보통신(ICT) 인프라지원 업무협약

대한민국 리딩기업 대상 수상

2018 강남2지점, 경기북부지점, 부천지점, 창원지점, 강릉지점 설립

포스코센터, 분당차병원 주차관제 및 주차유도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



주차관제 시스템 목적



시스템 특/장점

KEY Point

▷▶▷▶

일반차량
01가 3 2 7 4



시스템 특/장점

• 신용카드단말기는보안시험인증인 KTC 인증완료.
• 신용카드단말기는 보안시험인증인 KTC 인증완료.
• P-CAP 터치방식이다.
• 정액권/기간권/신용카드에 의한 출차관리가 가능하다.
• 전면부 LCD 판넬에서 사용방법을 안내 해 준다.
• 장비의 동작상태 및 장비 Error 체크 기능(Option)이 있다.
• 웹(WEB)할인, 웹(WEB)결제연동이 가능하다.

일반기능

Thermal printer 영수증의 발행·개별 기록, 집계 데이터의 인쇄인쇄장치

10.4인치 LCD 디스플레이표시장치

사용자기카
드

신용카드[IC] , 교통카드

전원 220VAC±10％, 50／60Hz

제품사양

요금계산 신용카드 / 교통카드 주차요금 결제

할인장치 바코드 할인권, 영수증 바코드, QR코드



시스템 유지보수



주요 연혁



Chapter 2
아마노코리아딜러 모집



딜러모집 개요

아마노코리아는 영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영업확장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활동을 수행할 딜러를 모집 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딜러는 아마노코리아의 주차관제시스템과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아마노코리아가 승인한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주차관제업계 압도적 1위, 아마노코리아에서

“열정과전문성을겸비한딜러를모집합니다.”



딜러 혜택

능력에따른이익최대화

차별화된제품경쟁력

영업기술및교육제공

서비스지원

딜러여러분은아마노코리아가제공하는
경쟁력있는비즈니스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딜러의 영업 능력에 따라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 구조01

-본사에 위치한 아마노 파트너스 룸을 제공합니다.

-아마노코리아 명함을 발급해 드립니다.

서비스 지원

05

영업 프로모션, 가격 프로모션 등 딜러 중심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04

다양한 딜러 프로모션 제공

03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지역별 영업담당자가 1:1로 배치되어
함께 일합니다.

-초심자도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교육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영업 및 기술 교육 제공

02 23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품질, 유
지보수에서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최첨단 주차관제 및 스마트 주차
운영 주차전문기업 입니다.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딜러 활동 절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딜러 지원 후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딜러지원및계약

1. 개인별로 담당 영업사원이
배치 됩니다.

2. 세미나,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배치및딜러교육

아마노코리아의 딜러로서
영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딜러활동시작

영업활동을 통해 작성한 사업
실행 예산을 검토 후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프로젝트등록및심사

프로젝트 심사 후 최종 계약
을 맺습니다.

계약체결

계약 체결 후 딜러비를
지급합니다.

딜러비지급
1

2

3 4

5

6



문의 및 지원접수처

문
의

및

접
수
처

홈페이지 : www.amano.co.kr

회사소개 ▶ 딜러모집 ▶ 딜러지원하기

E-mail : eunjeong_shin@amano.co.kr

아마노코리아 운영지원팀 딜러담당자 신은정

문의전화 : 02-2164-8595 

http://www.amano.co.kr/
mailto:eunjeong_shin@amano.co.kr


www.aman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