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BER
거주공간의 가치와 안전을 높이는 편리한 신개념 물류시스템의 선택!

POSBER와 함께하면 행복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www.posber.com

무인택배시스템 포스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스버는 다릅니다! 포스버는 앞서 갑니다!    
택배 배달 온다는 연락은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난감하시나요?
택배 도착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집에 아이들만 있어서 불안하신가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 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포스버가 함께 하겠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포스버가 한 차원 높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해 드립니다.
새로운 물류 시스템의 선택 !
거주 공간의 가치와 안전을 높이는 방법 !
Posber와 함께 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고급형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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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기술로 포스버는 앞서 갑니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자체 개발한 무인택배시스템 전문업체 
2. 무인택배시스템 업계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
3. 대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 업체
4. 타사 대비 경제적인 가격
5.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완벽한 로컬시스템
6. 아파트/ 오피스텔 / 원룸 / 단독주책 등 적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
7. 물품이력 추적 및 관리, CCTV 실시간 감시로 물품 분실걱정 해결 
8. 전화상담 및 고객서비스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고객지원 센터 운영

홈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택배가 도착하면 단위세대 월패드로
택배도착 알림 정보 제공

화물도착 알림 서비스   
택배가 도착하면 SMS 택배도착
알림 정보 제공

ONE CARD 시스템   
입주고객 출입카드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및 연동

홈 원격제어 관리시스템 운영
단지 자체 관리 서버를 통한 관리시스템

물품도난 방지
택배서버를 통한 물품이력 추적과 CCTV 
실시간 감시녹화로 물품도난을 철저히 방지  

고급형 제어부 UNIT

고급형 필로티(매립)

포스버는 다양한 모델과
기술로 앞서 갑니다.
공동형 제어부 UNIT
전원 220V
(분전반)

전원 220V

통신선 (UTP)
(방재실)

고급형 (제어부 + PBP10)

스마트형 (제어부PM3 + PB1)

개인형 

- 제어부 15인치/17인치 터치스크린
- 현장결제기/ 바코드/ 프린터 장착
- 제어부 사이즈(W500xH1950xD560mm)

- 제어부 10.5인치 터치스크린
- 제어부 사이즈(W500xH1950xD560mm)

- 제어부 10.2인치 터치스크린
- 사이즈(W500xH910xD400mm)

공동형 연결 UNIT
사양

I 고급형

5 BOX

4 BOX

8 BOX

4 BOX

3 BOX

3 BOX

9 BOX

6 BOX

4 BOX

6 BOX

PBP 1

PBP 2

PBP 3

PBP4(가변)

PBP5(냉장)

PBP 6

PBP 7

PBP 8

PBP 9

PBP 10

형태

모델명

공동형 연결 UNIT I 스마트형(제어부/연결UNIT) 
사양

I 디지털락 보관함

4 BOX

3 BOX

3 BOX

6 BOX

4 BOX

4 BOX

4 BOX

5 BOX

6 BOX

8 BOX

10 BOX

12 BOX

PM 1

PM 2

PM 3

PB 1

PB 2

PB 3

PR 1

PR 2

PR 3

PDR 1

PDR 2

PDR 3

형태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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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버는
당신의 여유로운 일상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포스버는 디자인에서도
앞서 갑니다.
포스버 설치사례 I 공동형(고급형)
포스버 설치사례 

무인택배실 - 고급형

주민공동시설 - 고급형

필로티(매립) - 고급형

무인택배실 - 고급형

주민공동시설 - 고급형

필로티(매립) - 고급형
 - 고급형

POSBER CATALOG . 06 l 07

www.posber.com

포스버 설치사례 I 공동형(스마트형)
포스버 설치사례 

주민공동시설 - 스마트형

무인택배실 - 스마트형

주민공동시설 - 스마트형

주민공동시설 - 스마트형

포스버 설치사례 
포스버 설치사례 I 개인형

TEL : 031 - 295 - 9057 FAX : 031 - 295 - 9058
콜센터 : 1588 - 9057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IT밸리 B동 1505호
www.posb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