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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를 활용하는 아주 쉬운 방법 New Smart Life in Apartments

SMART

LIFESTYLE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 곁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담아

즐거움과 편리함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아파트너



아파트의 새로운 스마트 라이프 아파트앱 아파트너

001

아파트너가 만드는
더욱 편리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I’M SUPER MOM

02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슈퍼맘의 하루 훔쳐보기

다른 아파트앱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파트너가 선두주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별 맞춤형제작' 같은 말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너를 찾는 이유 남다른 기술력에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모르셨나요?
아파트너를 통한 커뮤니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뿐만이 다양한 지역 입주민과 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정보 나눔이 시작됩니다.

전국최초 모바일 앱을 통한 아파트 전자투표!
안전하고 신뢰가 보장되는 공정한 투표 방식을 지원합니다.
보안 인증 시스템을 완비한 아파트 투표 시스템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를 구현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예약부터 
입주예약까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을 아파트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생활을 서비스합니다

JOYFU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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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주거가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아파트의 재발견

ULTIMATE SAFE ZONE

06

아이들이 마음놓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안전지대

LIVING PORT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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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스마트한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아파트너의 기능



아침에 출근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가스검침이나
단수 등 아파트 공지사항을
체크하고, 아이들 하교에 맞춰
커뮤니티 시설을 예약해요.
회사에 있어도 중요한 안건은
전자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구요. 아파트너를 사용하면서
워킹맘의 짐을 많이 
덜어놓을 수 있어요.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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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SUPER MOM

제 아침은 아파트너 알림을 보는 걸로 시작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 변경이나 단수 공지를 체크 

하죠. 정신없는 출근시간엔 게시판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남편과 아이들을 보내고 저도 출근을 

합니다.  예전엔 아파트의 여러 안건 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젠 아파트앱 

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나와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대표 선거를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회사에 앉아서 전자투표에 

참여했어요. 세상 참 좋아졌죠? (웃음)

월말엔 관리비조회와 함께 가계부 점검을 하는데 

저희 집이 같은 평형대에서 관리비를 많이 쓰는 

편인거 있죠. 비교액이 한 눈에 보이니 반성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 아파트 독서실 

자리를 예약하고, 전 헬스장을 예약해요. 아이들 

공부가 끝나는 시간에 운동을 마치고 나와서 함께 

손잡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겐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하루 중 최고의 시간 이에요. 워킹맘이라 

미안한 마음의 짐을 아파트너를 사용하면서 많이 

덜게 됐어요. 슈퍼맘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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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가 매겨진 기능의 상세한 설명은 9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아파트앱으로
단지에 있는 독서실도 예약하고...“

”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은
입주예약을 하면서 최대치에 달하게 돼요.

요즘은 왕래가 없는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어서
아파트 생활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JOYFU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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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안사람이 한 달 전부터 손 없는 날로 이사 날을 

받아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날을 받아서 이사가는 

게 구닥다리 같지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이사 날에 맞춰 아파트너로 입주예약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승강기에 이사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다리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평소에 

기원에서 바둑 두는 걸 좋아하는데 아파트 주변에 

기원이 있는지 입주민게시판에 물었더니 친절하게 

알려줍디다. 앞 동에 사는 이웃과 함께 내기 바둑 한 판 

두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기대가 되네요. (웃음)

아내 처음 이사 들어와서 보니 벽지 끝이 살짝 들려 

있어서 하자보수 신청을 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앱으로 신청하니까 바로 접수완료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참 편리해졌어요. 며칠 전에 딸 

내외가 놀러 왔었는데 그 때 아파트너로 처음 방문차량 

예약을  해봤었어요. 

남편 그게 참 좋았어요. 다른 차는 입구에서 한참을 

확인하고 확인증 써서 받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차량번호만 조회해보고 제 폰으로 입차알림이 와서 

편하게 들어왔어요. 외부차량이 들어와도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주차문제도 해소되고.. 불편함이 사라지니 

생활이 더 즐거워지네요. 

아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나이 먹은 

우리도 쉽게 쓸 수 있어서 더 좋아요.

(5

(6

(7

(8

* 번호가 매겨진 기능의 상세한 설명은 9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방문차량을 사용하면
뭔가 손님들에게 예의를 다 하는
기분이에요.

“
”

방문차량시스템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편하게 지켜볼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없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놓여요.

ULTIMATE
SAFE ZONE



요즘 차량에 비치한 전화번호를 악용한 범죄가 많죠. 저는 개인정보 유출 걱정없이 편하게 

주차합니다. 주차할 때 전화번호를 놔두지 않아도 통화연결이 가능한, 안심주차 기능이 있는 

아파트너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오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달려갑니다. 친구들이랑 미끄럼틀도 타고 구름다리도 건너면서 노는 걸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이의 행복한 모습은 제 삶의 활력소죠. 가끔 같이 놀러나왔다가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도 아파트너 앱을 통해 실시간 CCTV로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가 지치면 집에 올라가기 전에 택배알림 

체크부터 합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번거로움 없이 택배를 챙겨가면 센스 있다는 칭찬을 

듬뿍 받을 수 있답니다! (웃음)

ULTIMATE SAFE ZONE

(9

(10

(11

* 번호가 매겨진 기능의 상세한 설명은 9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안심주차
주차할 때
전화번호 노출 걱정없이,
내 전화번호는
아무도 몰라요!

“

”

CCTV 스마트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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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안에 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편리한 생활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

아파트너가 함께합니다.

Life System 구축으로 아파트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승강기 점검 안내와 같은

아파트 공지를 받아보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하자보수 접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잘 놀고 있는지 실시간 CCTV 조회,

방문차량 예약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까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LIVING PORTAL PLATFORM

맞춤형 아파트 앱으로

즐겁고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누리세요.

아파트너
맞춤형 기능

실시간알림

관리자가 작성한 즉시
입주민에게 전달되는
신속한 알림!

실시간 푸시 알림, 긴급 공지알림 !

엘리베이터 부착물, 게시판 인쇄물 등

입주민 확인이 되지 않았던

이전 방식을 탈피하였습니다!

전자투표 - 아파트 전용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전자투표 
법적효력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 입주민 동의 찬반투표

아파트내 다양한 활동 내용을 입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너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투표를 진행하고, 입주민의 자발적 투표가 확대됩니다.

투표 진행 시 푸시 알림이 제공되어 참여율이 높고, 실명인증과 본인 서명시스템을 통해

(1세대 1투표권 보장) 투명한 투표 결과가 제공되며,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인증받은 아파트너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편리하게 추진해보세요!

투표참여 투표항목 선택 서명하기실명인증(최초 1회)

1

2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예약을 간단하게!

관리사무소에, 담당하는 곳에 전화하던 불편했던 시스템,

이젠 앱에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손쉽게 커뮤니티 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1

2

3

원하는 시설예약을 선택합니다.

예약을 원하는 날짜, 시간대, 항목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3

커뮤니티시설예약

4

관리비조회

월별 관리비 조회 및
전월 관리비 비교

한눈에 들어오는 관리비 조회!

이제 종이고지서는 그만! 관리비 내역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너를 통해 편하게 월별 관리비를 조회하고,

전월 관리비 비교와 타 입주민과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통한 이전 관리비와 평형에 따른 평균 관리비 부과액을 확인하세요.

항목별 부과금액의 증감률 비교가 가능해 더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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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동호회 등
아파트별 맞춤 게시판

입주민간 자유게시판과 동호회 등

각 아파트 입주민의 성격에 맞는

커뮤니티 게시판, 갤러리 제공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쌓아

서로 가까워지고 활기찬 아파트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6

입주민게시판

이사날짜 지정, 현황 확인
승강기 사용여부 등
입주이사 관리시스템

이사가기 전에 일일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날짜와 이사방식 설명하던

예전의 방식을 스마트폰 안에

담았습니다. 날짜, 승강기 사용여부,

현황을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전용 상품입니다. * 기업용 하자접수 시스템 별도제공합니다.

5

입주예약시스템 하자접수

스마트폰 촬영으로
하자 보수 신청, 
진행상태확인

입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전화, 방문이

아닌 하자접수 등록으로 간편하게

하자 접수확인, 처리중, 보수완료와

같은 진행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입주민에게 빠른 전달이 가능합니다.

7

방문차량관리

8

아파트를 방문하는 차량
사전등록, 출입관리 제어

게이트에서 일일이 아파트 방문 손님의 방문 세대를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번거로움과

외부차량이 아무 세대나 둘러대고 무단출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아파트너의 스마트한 방문

차량 관리 기능! 차량번호와 방문일, 방문목적만 입력하면 번거로운 확인절차 없이 등록이 완료

됩니다. 이제 터치 몇 번으로 손님을 스마트하게 맞이하세요.

*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무단 주차로 간주하여 단속됩니다.

예약방법

1

2

3

4

지인이 방문예정인 날짜와 차량번호, 방문목적,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외부차량이 방문하면 차량번호로 간단하게 조회합니다.

차량번호 확인 후 사전 등록된 예약정보에 입차 처리를 합니다.

방문손님의 출입과 방문주차관리원의 정기 순찰이 편리해집니다.

입주민과 이웃 맺고
1:1 쪽지기능으로
편하게 대화가능

불편하게 인터폰 하거나 포스트잇

붙이던 날들은 이제 안녕!

입주민과 이웃 맺기를 통해

이웃 간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1:1 쪽지 기능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쪽지기능

tel. 1600-3123



LIVING PORTAL PLATFORM

입주민 의견 조사
설문푸시 전송
상세한 결과 리포트 제공

모든 입주민이 아파트 내의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설문조사

기능으로 기존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접근이 쉬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컨시어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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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등 공동시설
실시간 CCTV 스마트뷰

우리 아이는 잘 뛰어놀고 있을까?

입대의 회의에 참석 못 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파트너 앱으로 놀이터, 주차장 등 아파트

공동시설을 실시간 CCTV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제한된 채널만 운영

 가능합니다.

아파트너 앱으로 조식과 석식을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10

CCTV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알짜정보 업데이트

지금 핫한 소식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꿀팁까지!

일일이 찾지 않아도 모두 아파트너

채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안심주차

개인정보 유출 걱정없이
안심번호로 연결하는 보안시스템

주차 시 전화번호를 차에 남겨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번호 조회 만으로 차주와 안심번호로 연결하는 보안시스템입니다.

이제 주차문제로 연락을 해야할 때 낯선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안심번호로 전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주차관리요원도 전화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더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걱정하지 마세요.

9

1

2

3

차량번호 조회

안심번호 통화 연결

부재시 메시지 발송

사용방법

실시간 차량 위치알림

아파트 단지 내 출입하는 셔틀버스, 학원, 어린이집

차량의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옆집부터

옆 동의 이웃까지

아파트너로 소통 가능

모바일 앱과 연동 가능한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제공

관리자가 작성한 즉시

입주민에게 전달되는

신속한 알림

인쇄, 우편, 통신 비용,

인건비 대폭 절감 효과

공지 작성, 수신확인,

서명 등 소모적 시간 및

업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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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과 아파트 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돕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아파트너! 아파트 입주민의 파트너답게 실생활에 접목한 편의기능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시설예약, 실시간 

CCTV, 전자투표 등) 제공으로 30%의 사용자가 일 평균 3회 이상(구글 애널리틱스)의 접속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에 비해 MAU, DAU 지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계약단지수

연령별 접속비율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

모든 기기의

확장성

신속·정확한

공지 전달

비용

절감 효과

업무

경감 효과

일일 활성 접속자수 DAU 30%

 * 2018.06 ~ 2019.10 앱사용자 기준

1억4천뷰 2700만페이지뷰 방문자(세션수)

ANALYTICS

BUSINESS OVERVIEW

2017.08

15개

705개

2017.09

50개

2017.12 2019.10

71개

2018.01

193개

4.66% 24.70% 42.17% 16.46% 12.02%

18-24 25-34 34-44 45-54 55+



아파트너는 홈페이지 + 어플리케이션 + 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각 아파트별 맞춤 제작이 가능한 단 하나의 아파트앱 아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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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SMART

LIFESTYLE
더 나은 아파트 생활을 만드는 단 하나의 법칙

help@aptner.com
16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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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을 시작하는 아파트앱, 아파트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