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패트롤
여러분의 온라인 방범순찰대
스마트한 방범순찰 시스템

보안인력, 시설 관리에
최적화 된 솔류션
www.secumonitor.com
www.solarware.kr

주요 특징
QR패트롤은 순찰/방범 관리 및 업무효율을 향상 시키도록 설계된 실시간
순찰/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다음 4 종류의 응용제품으로 구성됩니다:
QR패트롤 스마트폰 앱 | QR패트롤 웹 모니터 | QR-Patrol M.A.R.S. | QR-PTT 앱
스마트폰 앱

웹 모니터

상황 보고서 보내기

스케줄 & 보고서 생성

순찰/방범 점검위치의 비컨을 감지하거나,
NFC/QR코드를 스캔하고, 점검 상황을 실시간 보내줍니다.
QR패트롤은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업무흐름 관리를
효율화 시킴과 동시에 모든 문서작성을 자동화 시켜
종이보고서 없는 관리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웹 기반 모니터는 고객, 근무자, 지역, 상황과 점검위치를
관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각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센터에
비상경고 알람을 보내거나, 서명과 함께 스마트 데이터(사진, 음성,
주석)를 수신함으로서 실시간 순찰/방범 상황을 모니터 합니다.

QR-PTT

QR-Patrol M.A.R.S.

스마트폰용 순찰/방범 관리모니터

PTT 알림

QR패트롤 MARS는 QR패트롤모니터 스마트폰 버전으로,
이동하면서 순찰/방범 상태를 확인하고, 통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 새로운 상황보고서에 대한
실시간 알람을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영문만 가능)

QR패트롤 시스템과 연동된 QR PTT는 근무자 상호간,
홀로 순찰/방범 활동하는 근무자를 위한 통신을 으로 IP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방법입니다. QR PTT는 통신비용을 감소와
통신 저하를 최소화 시켜 효율성을 향상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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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패트롤
전세계 37개국 고객이 사용

3 가지 방식 기술
QR패트롤은 3방식으로 점검위치를 확인하는 신개념의 순찰/방범 관리
시스템입니다.: QR코드, NFC태그 와 비컨

QR-CODE
시설물이나 빌딩의 순찰 위치에 점검위치
QR코드를 부착한다. 근무자는 QR패트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고,
즉각적으로 알람을 송신합니다.

NFC
NFC태크 위에 스마트폰을 대는 즉시
QR패트롤 앱이 시작됩니다. NFC는
매일 순찰/방범 근무 실행 및 관리에
있어 편리함과 동시에 일부 업무의
수고를 덜어 줄 수도 있습니다.

BEACON
비컨은 단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QR패트롤은 진보된 비컨 기술을 접목한
전세계 유일한 순찰/방범 관리 시스템입니다.

알려진 고부가 Online 보안 시스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고객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예방하십시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고객의 요구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사후조치나 후회하지
마세요

고민 합니다.

보안관리를 최상의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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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주)원피아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5층 285호(제일오피스텔)
05716
전화번호 02 455 2177
팩스번호 0504 849 2220
Email onepia@naver.com
www.secumonitor.com

최상의 순찰 방범 관리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