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안한 머무름으로 편안한 움직임을 만드는 기업

마지막삼십분

회사소개서



주식회사 마지막삼십분 개요

대표자 이정선

2018년 8월

7억원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 창업허브 본관 521호

약 40억

2021. 04 ~ 2022. 04 누적 약 28만건

14명

설립 시기

자본금

소재지

2021년 매출액

누적 건수

現 임직원

 법인 개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안드로이드/iOS

 UX 디자인

 현장 운영 관리

 사업 기획/운영

 제품 기획

 영업 기획

 총무

 재무 회계

 인사 노무

 CS 및 경영 지원

개발팀 7 경영지원팀 2

고문 5

사업운영팀 4

대표이사

주요 연혁

2018. 08

(주)마지막삼십분 설립

2019. 05

- 현대자동차 투자유치

- 국토부 스마트 시티

   챌린지 기업 선정

2020

-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 (TIPS) 선정

- SK에너지, S-oil, 네이버, KIA, 

   서비스 제휴 MOU 체결

2021

- SKT, 티맵모빌리티 MOU 체결

- 후속투자 유치 (Pre A)

- 주차대행 솔루션 “링커” 서비스

   차량 年 15만대 돌파

2022

- 주차대행 솔루션 “링커” 서비스

   차량 月 약 3.8만대 돌파

기타

- 신용보증기금 NEST 6기 대표기업

- 서울시 공유기업

- 사회적 기업 진흥원 마을협동조합

   주차 컨설팅 기업



현장 운영 및 근무자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

GPS 기반 근무자 출/퇴근 관리


입/출차 수요 대비 적정 인력 배치


수요 집중 시간대 주차면 활용 방안 대응

차량 사고가 걱정이신 분들

플랫폼 기반 전용보험 적용


전 차량 사고시 보상


자부담금만 부담으로 수리 비용 절감 

매출 및 비용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관리자 시스템 및 근무자 플랫폼 제공


매출-비용 관리, 입차-출차 분석, 정산-청구 관리


데이터 분석 통한 마케팅 및 연계 부가서비스(추후)로 매출증대

15%

95% 30%

주차 공간 활용 및 

직원 관리 효율


증가

건물/관리자

만족도

주차 사고

발생 감소

마지막삼십분이 제안 드리는 주차 솔루션



현장 맞춤 전용 모듈 제공

다양한 관리 및 결제 수단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원하는 기능만 선택적으로 현장 맞춤 전용 모듈 제공 

실시간 입/출차 관리, 근무자 출/퇴근 관리, 매출 관리, 다양한 결제 수단 적용

제공 솔루션 1 : 현장 근무자 업무 전용 플랫폼 (앱)

메인 입/출차 현황 매출현황 상세 요금 결제 팝업 결제 수단 선택



한 눈에 현황 파악 가능

입출차 현황 및 관리

간편한 대시보드 시각화 제공으로 수요 집중 시간대 분석 통한 매출 증대

실시간 입출차 현황, GPS 기반 근무자 출/퇴근 관리, 매출-비용-순익 관리, 정산-청구 관리 가능

제공 솔루션 2 : 관리자 시스템 (웹)

실시간 입출차 대시보드 근무자 출/퇴근 현황 스케줄표 실시간 주차접수내역



사고로부터 안심하세요!
플랫폼 전용 보험으로 고객, 현장 불편 최소화

마지막삼십분이 드리는 약속, 첫번째

발렛파킹 서비스

담보범위

주요보험 조건

보상한도

자부담금(최소)

보험사 현대해상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I) 손해사고기준


- 주차대행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대인: 1사고당 50만원

대인: 1사고당 50만원

대인: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사고 처리 대응 절차

사고 접수
- 사고 현장 사진 및 고객대응

1

사고 경위 조사
- 담당자 지정 및 사고 경위 파악

2

사고 진위 확인
- 경위서 작성
- 사고 과실 여부 판단

3

보험사 접수 및 수리 진행
- 사고 차량 공업사 입고

4

수리완료 및 자부담금 결제
- 수리완료 및 차량 인계

5

사고 방지 매뉴얼

현장별 안전교육 자료 배포
현장 별 안전교육자료 비치

1

최초 교육
- 최초 현장 배정 전 2시간 이상 이수

2

사고 진위 확인
- 매 분기 2시간 이상 이수

3

사고 이력 관리
- 매 분기 2회 이상 사고시 

   별도 정기 교육 4시간 이상 이수

- 연 3회 이상 사고시 

   공인기관 지정/운영 안전 교육 및 
   연수 이수증 제출

- 별도 추가 테스트 진행

4



필요한 서비스와 기능만 선택하세요! 
현장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관리자, 근무자, 고객 모두에게 최적화된 맞춤 솔루션 제공

링커앱 관리자 시스템 부가서비스

입차 등록 입차 접수 근무자 파견

위치기반 근무 관리 근무자 수정/삭제 사전 출차요청 시스템

출차 등록 입출차 현황 관리 무인 키보관함

입차 시 메모 기능 매출/지출 현황 대리˙탁송 *

입차 사진촬영 데이터 수정 권한 발렛 보험

선결제 기능 운영현장 관리 세차 *

결제 수단별 매출 근무자 등록 고객 문자알림 전송

매출 현황 상세 데이터 삭제 권한 주차설비 연동(웹할인)

결제수단 카드 정산 관리 충전 ˙주유 *

결제수단 계좌/현금 계약 관리 커머스 *

출차요청 음성알림 계정 권한 관리 경정비 *

*추후 적용 예정 부가서비스

마지막삼십분이 드리는 약속, 두번째



빠르고 정확한 마지막삼십분의 관리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현장 별 담당자 지정/관리 통한 실시간 요청사항, 개선사항, 이슈 접수, 정산 및 청구 관리

S/W 

대응

운영 서비스

대응

마지막삼십분

개발팀

 자체 개발팀 보유


       (서버, 앱, 웹, 디자인 각 분야

 오류, 에러 즉각 대

 개선, 요구, 요청 사항 개발 

(예 : 사전 출차요청 시스템)

현장

 근무자, 관리자, 고객개선 및  

요구 사항 

마지막삼십분

사업운영팀/경영지원팀

 현장 운영/경험 노하우 기

 현장 맞춤 최적 솔루션 제

 현장별 전담팀 / DM 채널 구

 근무자 스케줄 관

 청구서 및 정산 관리

마지막삼십분이 드리는 약속, 세번째



누적 플랫폼 제공 약 100여곳
2022년 4월 기준,

“월 38,000여대 서비스 이용”

*월간 서비스 이용 차량 증감 Total

10,000

- 0

21.4월 21.6월 21.8월 21.10월 21.12월 22.2월 22.4월

20,000

30,000

40,000

940

9,217
9,260

15,921

20,891
22,756

26,193
27,064

28,654

32,267

29,796

35,183

38,775

주요실적

현대자동차

SK에코플랜트

BWP

서울역

매장형

매장형

링커

링커

접수형링커

접수형

매장형

잇차

링커

플랫폼 공급, 인력
직영

외 다수

플랫폼 공급
직영

플랫폼 공급, 인력
행사제로원 데이 행사

브랜드 론칭 행사

인천공항점

솔루션 공급, 인력
직영

솔루션 공급, 인력
행사

현장명 Product Type 비고

공신진흥빌딩
비엘에스 의원 등



투자사 현황

주차면 공급 제휴사

지자체 및 정부 기관 협업 현황(계약 기준)

모빌리티 서비스 제휴  현황(연동 개발 및 계약서 기준)

투자사 및 파트너사 현황

수상 및 선정 현황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협업 이력 (MOU, POC 계약 기준)

 현대/기아 커넥티드 카 연동 상용화

 (잇차 APP > 현대 기아 커넥티드가 목적지 전송)

 각 사별 플랫폼과 연동 협업 및 POC 완료

 차량 내비와 일원화 연동 POC(티맵>잇차

 차량 관리 서비스 연동(머핀,구도일존 > 잇차)

 카드 및 구독 고객 서비

 월간 구독 연계 및 포인트 구매 POC

 세차 및 정비 등 차량 관리 서비스 공급 일원

 차량/지역 별 고객 세분화 타

 다양한 부가서비스 협업 모델 구현

파트너 쉽 및 기술 협업 Reference

국토부 스마트 시티 

업무 협약서(부천시)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 

업무 협약서

디캠프 디데이 우승 확인서 

2019년 6월

신용보증기금 NEST 6기 

대표기업 선정서

SK에너지 카케어 플랫폼


제휴 업무 협약서



(주)마지막삼십분

주소: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521호

업태/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주차장 운영, 주차대행, 탁송대리

대표번호: 1811-9027 

대표메일: last30min@last30min.com

담당자: 한승훈

전화번호: 010-8667-1040

이메일: alan@last30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