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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스마트경비  APP 순찰시스템  

기능설명 및 제안서 
Apt Story Apartment Home System  

  스마트 경비 App  

  아파트 시설관리 프로그램  

  아파트 홈페이지 

아파트전문 프로그램 개발 

㈜아파트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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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1 스마트경비 ? 

스마트경비 (WSM-A100) 

- 모바일 + 온라인 경비 근무자 관리시스템 입니다. 

- 근무자 관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모바일 & PC 프로그램으로  인력관리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경비관리, 경비회사, 청소회사…등 현장이 많은 업체에서 인력관리 하는데 뛰어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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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2 순찰방식 및 보고방식 

  기존의 순찰 및 보고방식  

  기존의 순찰 및 보고방식  

순찰시계  

육안순찰 

정해진 위치 순찰 

임의순찰 

순찰일지 작성 

수작업 

순찰결과 

서면으로 보고 

스마트경비 앱  

다운받아 순찰 

관리자가 정해준 위치 NFC테그 찍으면 

 자동 저장되면 관리자에게 보고됨 

관리자는 프로그램으로  

근무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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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3 스마트경비 운영방식 

   스마트경비 (WSM-A100)  -  근무자용 앱 

    근무자가 스마트 경비 앱을 설치하고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출, 퇴근 기록과 함께 순찰 결과를 앱에 기록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경비 (WSM-A100)  -  관리자용 앱 

   관리사무소 및 외부에서도  근무자의 출, 퇴근 현황 및 순찰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순찰시계 및 일지작성에서 발생하는 부정확한 결과 입력이 불가능하며 

    한번 기록한 결과는 관리자에게 바로 보고되고 저장되는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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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4 스마트경비 시스템 

   모바일 앱 +웹 

    근무자가 기록한 출, 퇴근 및 순찰기록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전달되어    

    관리자는 편리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 

   근무자의 기록이 명확하게 관리하고 저장되며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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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5 

   NFC테그 설치  - 아파트스토리에서 제공 

    관리사무소  : 출근, 퇴근  

    순찰장소 : ( 경비실, 주차장, 분리수거장소  등. . . 기타 순찰코스에 설치) 

    * 종이 두께의 가로 2cm X 세로 2cm 메탈소재 테그 

   앱 설치  - 근무자 /관리자 

    근무자 : 스마트폰 앱 설치  

    관리자 : 스마트폰 앱 설치 

                컴퓨터 (관리프로그램 설치) 관리자용 

 

     개인 스마트폰 사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공용 스마트폰 제공해드립니다. 

스마트경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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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6 스마트경비 근무자 기능설명 

  - 근태/순찰 확인 

    근문자 본인의 근태 /순찰 

    결과를 앱으로 확인가능 

   근무자  - 스마트경비 앱으로 가능한 업무내용 

  - 순찰보고 

    순찰위치 테그를 찍어 보고하고 

    이상유무를 사진포함 보고가능 

  - 순찰 앱 장점 

    앱을 통해 근태/순찰/보고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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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6 스마트경비 관리자 기능설명 

  - 근태/순찰 현황 

    모든 근무자의 근태 결과를 

    앱으로 실시간 확인가능 

   관리자  - 스마트경비 앱으로 가능한 업무내용 

  - 순찰현황 

    모든 근무자의 순찰결과를 

    앱으로 실시간 확인가능 

  - 관리자 기능 

    모든 근무자의 연락처, 순찰 내용을 

    앱으로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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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6 스마트경비 홈페이지 기능 -1 

  - 관리자페이지 

1. 직원정보 입력 및 삭제 

2. 근태현황 확인 

    (엑셀로 저장 가능) 

3. 관리자만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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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7 

  - 관리자페이지  :  근무자의 순찰 결과를 년, 월, 일, 시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서비스로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스마트경비 홈페이지 기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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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7 

  - 관리자페이지  :  순찰 중 보고 내용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 실시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경비 홈페이지 기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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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7 스마트경비 홈페이지 기능 -4 

 

 일일, 월 단위   

 순찰시간 및 순찰위치, 순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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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7 스마트경비 홈페이지 기능 -4 

 

 출,퇴근 기록을 

 일일, 월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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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03 스마트경비 장점 및 운영비용 

 모바일 앱  +  PC  환경에서 운영되는  스마트경비(WSM-A100)   

1. 경비,보안, 청소 근무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2. 파견직원 및 인력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비절감)  
 

3. 출,퇴근 및 순찰결과, 청소결과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가능하여 인사고과 책정에 명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대수 설치비 월사용료 지원내용 

500세대 이하  100,000 30,000  

1. 근무자 인원과 관계없이 앱 사용이 가능합니다. 

2. NFC(메탈소재) 10개를 기본 제공합니다. 

    (추가시 1개당 2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000세대 이하 100,000 40,000 

1,000세대 이상 10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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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비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Tel   :  (02) 6925-5001~2  / Fax. (02) 6442-5009 

 E-mail  :  master@aptstory.com 

 홈페이지  :  www.aptstory.kr 

스마트경비 (WSM-A100)  아파트시설 관리프로그램 아파트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