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간을 위해 탄생한 유연한
출입관리 솔루션
SwipedOn의 기능

 	방문자와 직원을 위한 비접촉
출입관리

 	스크리닝 질문 및 경고

NETWORK-WIRED	버튼 터치 한 번으로 동선 추적

	
방문자 도착 즉시 직원에게 통보
 	방문자의 사진과 세부정보를

포착해서 방문자 동선 보고서
작성

 	맞춤 작성 가능한 각종 계약서/

비밀보장서약서(NDA)에 방문자
서명 요구

 	맞춤형 방문자 ID 배지 무선 인쇄
 	방 문일 전에 미리 방문자 등록
가능

LOCATION-CIRCLE 	다중 로케이션 관리

방문자와 직원을 위한 터치프리 출입관리,
스크리닝 질문 제시, 버튼 터치 한 번으로
동선 추적 등 SwipedOn 출입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즈니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한결 쉬워진 방문자 및 직원 관리

방문자 및 직원 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프론트 데스크의 보안성을
높이고, 건물을 드나드는 수많은 출입자를 시시각각 파악하세요. 방문자
정보를 빠짐없이 포착해 단번에 기록하고, 회사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출입관리를 자동화해 주는 시스템. 직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동종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지원까지 뒷받침됩니다.

프론트 데스크 업무 간소화

번거로운 체크인 업무는 믿음직한 SwipedOn에게 맡기고 이제는 방문자와
직원을 안전하게 맞이하는 소중한 본연의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SwipedOn
의 체크인 자동화로 방문자 등록과 도착 통보라는 번거로운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절감됩니다.

www.swipedon.com에서 프론트 데스크 업무를 혁신하세요.

건강과 안전 보호

비상사태 시에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거나 대피 인원을
파악할 때 편리하게 iPad를 이용하세요
(오프라인에도 가능). SwipedOns
대피 모드로 건강안전 활동을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wipedOns 타임스탬프 기능을
이용하면 동선 추적도 손쉬워집니다.

회사 브랜드 강화

직원 출입관리

 	화면보호기용 맞춤형 이미지

 	직원 출입관리

방문자에게 심어 주는 첫인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사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면서 최상의 방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SwipedOn를
맞춤 설정해 프론트 데스크 환경을
조성하세요.

PAINT-BRUSH 	브랜드를 살릴 맞춤형 로고와
색상 설정

 	방문자 ID 배지에 회사 로고 적용

7,000여
개 로케이션

74개
국

SwipedOn의 직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은 iPad는 물론 터치프리 앱인
SwipedOn 포켓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방문자와
직원을 모두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원 출입관리용 SwipedOn
포켓 앱

	직원 명단과 연동

 	시간추적 정보, 맞춤형 보고서

요금제 & 가격

최고의 가치를, 심플한 요금제로 누리세요.

모든 요금제에는 터치프리 출입관리, 방문자 스크리닝 도구, 간편한 동선 추적, 무료 셋업이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

Starter

$49

Enterprise

Business

$59

$99

로케이션당

$115

$149

$169

USD/월

USD/월

USD/월

USD/월

USD/월

USD/월

연 단위 청구

월 단위 청구

연 단위 청구

월 단위 청구

연 단위 청구

월 단위 청구

모던한 프론트 데스크를 구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직원과 방문자 모두의 안전과 보안,
법규준수를 한층 향상하는 방법.

완벽한 맞춤형의 커넥티드
업무공간 구축을 위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법.

요금제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wipedon.com에서 확인하세요.

개요

요금제 비교

연결된 iPad 또는 QR 코드 수
직원 수
기록되는 방문 수

Starter

Business

Enterprise

1개

다수

다수

최대 50명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방문자 및 직원 비접촉 출입관리
관리 대시보드상 동선 추적 도구
백신접종 증명자료 등 서류 요청
데이터 호스트국 선택 가능 - 미국, 캐나다, 영국, EU, 호주, 싱가포르
직원 출입 시 건강여부 체크

–

재택근무 근태관리

–

하나의 계정을 다수 로케이션에 연결

–

방문자 유형별로 차등화된 출입관리 플로우 설정

–

–

모든 연동 시스템에 액세스 가능

–

–

애드온 및
연동

SwipedOn은 프론트 데스크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는 다양한 애드온 및 연동을
제공합니다.

애드온

언리미티드 SMS

배달

로케이션당

$

20

USD / 월
연 단위 청구

케이터링

로케이션당

$

25

USD / 월
월 단위 청구

모든 알림을 수신자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간단한 방법.

이용 인원이 많은 경우
가장 유리한 요금제
간단한 설정만으로
손쉽게 이용
로케이션별로 적절하게
언리미티드와 크레딧을
유연성 있게 결합

$

25

USD / 월
연 단위 청구

로케이션당

$

29

USD / 월
월 단위 청구

리셉션 공간에서 택배, 음식 등
리셉션 공간에서 택배, 음식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라벨 스캔으로 배달물
전달 과정 단축
웹 대시보드에서
배달 로그 확인
직원이 Swipedon 앱으로
배달물 수령 여부를 파악
알림 횟수 설정

$

15

USD / 월
연 단위 청구

$

19

USD / 월
월 단위 청구

방문자가 도착하자마자 음료와
다과를 정성껏 건네 기쁨을
선사하세요.
맞춤형 메뉴로 케이터
링을 자유롭게 구성하세요
방문자를 환영하는 마음
을 담아 음료와 다과를
정성껏 대접하세요
방문자가 주문한 메뉴
정보가 식음료 담당
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인근 카페와 협업해서
완벽한 케이터링 절
차를 구축하세요

연동

Azure Active Directory
& Active Directory

갖가지 시스템에 분산된 모든 직원의
관련 기록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려면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SwipedOn &
Active Directory 동기화 및 Microsoft
Azure & Active Directory 연동으로
직원 명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골치 아픈 관리 업무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USER-CHECK 	 Active Directory에 이용자가
추가되면 SwipedOn에도
자동으로 신입직원 생성

trash-undo-alt 	이용 활동이 없거나 삭제된
이용자는 SwipedOn에
자동으로 아카이빙

6,200
나무
그루

30여

개 프로젝트

sync 	직위, 부서 등 직원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간편하게 동기화

MAP-MARKED-ALT 	Active Directory을 활용해

SwipedOn 로케이션을 실제
사무실에 매핑

Enterprise 요금제에서는 모든
연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고객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심는 나무 한 그루

하드웨어
iPads

SwipedOn은 iOS 11 이상을 실행하는
iPad에서 지원됩니다. 최상의 이용
환경을 누리시려면 iPad 9세대 모델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SwipedOn에서 iPad는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튼튼한 스탠드

모던한 미니멀 디자인이 돋보이는 특수 설계형 스탠드가 iPad를 안정감 있게 고정시켜 줍니다. SwipedOn이 엄선한
하드웨어 파트너 업체에서 기능성은 물론 고정력과 스타일까지 최고인 iPad 스탠드를 제작합니다. iPad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으며 색상, 마운팅 및 고정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프린터

방문자가 리셉션 공간에 도착하면 ID 배지를 인쇄하세요. SwipedOn은 다음
프린터 기종을 지원합니다. Brother QL810W, QL-820NWB, QL710W,
QL-720NW 라벨 프린터.
SwipedOn에서 프린터나 라벨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