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및 온라인 방명록 서비스

안심출입 Safety Pass(SP)
왜 필요한가요?
COVID19 공공시설 이용 시
방명록 작성 의무사항

COVID19로 인하여
출입명부 및 방명록 관리 업무 과다

출입명부나 방명록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작성된 출입명부나
방명록 관리의 불편함

전자출입명부 기존 QR코드의 불편함
종이사용 과다

1) 다수 아이디 존재 시의 불편함
2) 찾기 어려운 UI (접근성이 낮음)

COVID19 확진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시민의 자발적인 자가격리 방안 제공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활용한
집단시설 방문의 편리함 제공

안심출입 을 사용한다면?
OK! 단 한번의 회원가입

OK! 효율적인 방문객 관리

NO! 개인정보 유출

OK!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체계

NO! 불필요한 접촉 (종이, 볼펜) OK! 방문객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페이퍼리스(Paperless)
사회 시스템 체계 확립

관리자

신속한 COVID19 대응 방안의 제공 및
개인프라이버시 존중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시설물 방문이력을 공유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COVID19를 극복하자!

쉽고 편리한, 꼭 해야만 하는 솔루션!

안심출입 Safety Pass(SP)
1

회원가입

이름과 휴대폰번호 (인증확인)

2 전자출입명부

QR코드의 신뢰성 확보 (복사 방지)

13:05
확인

13:05

QR코드가 일정한 간격으로
랜덤하게 변화
(OTP 형식)

안내시간 or
화면 변화 제공

3 방문객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웹 그래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신만의 QR코드가 생성

(전체 방문객수, 상태별 인원 수)

검색결과 목록

날짜별 상세 설명페이지 및 엑셀 지원
마우스 클릭으로 조회 날짜 선택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 가능
검색년도(년, 월) 선택
1달이상 조회 시 페이징 처리로 다운방지

※ GPS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QR 체크인을 하면 해당 위치의 시설물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

엑셀파일 다운로드
상세정보 표시
(순번, 성명, 연락처, 방문시간)

코로나 위험성 안내

빨강(위험), 노랑(주의), 녹색(안전)으로 표시

QR코드의 아래에 체크 항목이 표시되며

마스크쓰기와 손소독을 독려함

“예”라고 대답한 부분은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
1일 1회 작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병원같은

신호등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시설물을 이용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방문자 데이터 엑셀화

해당 시설물내의 코로나 관련 상태를

1) 온라인 방명록 작성 시

■

(보안강화)

※ 액셀 형식으로 방문객 정보 다운로드 제공

5 코로나 신호등

4 온라인 방명록
■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

웹 솔루션

기간별 조회

코로나 신호등의 상태를 표시

GPS정보 기반
인접한 관리 시설물의
방문자로 분류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해당 시설물에 있을 시,
코로나 신호등에 “주의”로 표시하여 해당 시설물

신호등
확인

내가 방문한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인근에 있는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
집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클릭!

2) 온라인 방명록 미 작성 시
■

QR코드만 노출됨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COVID19 극복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선도하는 더웰 (THE WELL)
010-9878-0502

kdjdoc15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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