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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철 이용구간의 사건사고의 빠른 보고 체계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협력사 직원, 내부직원 등 사고보고가 용이한  앱 개발 

● 사고내용을 텍스트, 사진파일전송 실시간 사고 보고가 가능하도록 구성.

● 현장사고 내용에 따른 조치현황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

● 재난 정보, 행동요령, 유관기관 정보등 사고 조치관련 내용 구성

현재 사용중인 '헬로 컴퍼니' 앱과 연계하여
 실시간 보고 앱 “재난알리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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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헬로 컴퍼니 “재난알리미”

재난알리미는  헬로컴퍼니  내 재난관련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1.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즉시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담당자 및 상위보고자가 실시간으로 사고 현황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2. 공사현장의 사고 은폐 방지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3. 재난 소식 및 비상시 행동요령, 유관기간 정보등을 통해 

            언제어디서나 사고 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4. 사고 접수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연락 및 대화를 통해 

            사건 내용 파악에 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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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보고 글 작성02

05

  재난알리미는 1.재난사고 보고를 위한 게시판과 2. 안전사고에 대한 공지를 위한 게시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사용자는 사고보고가 가능하며 공지는 제한된 관리자만 공지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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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사진업로드, 댓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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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알리미는 사진촬영이나 겔러리의 사진 업로드를 통해 사고현장의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댓글을 통해 사고 내용에 따른 의견과 실시간 진행상황 확에 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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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사용자프로필, 위치확인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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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알리미는 사용자 정보를 눌러 사고보고자의 정보확인이 가능하며, 전화버튼을 누르거나 전화번호를 눌러
  등록자와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위치 버튼을 눌러 사고 보고가 이루어진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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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공공정보 제공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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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알리미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상특보,  재난시 행동요령, 유관기관 연결등..)

  



Pride of Your Business ASPN
ASPN은 IT 세상을 선도하는 비즈니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

ASPN Hybrid Framework

Hybrid U/I

         Native Controller 

DB Control

H/W API Control

HTML5 CSS Java Script

Hybrid Framework

Hybrid U/I

          Native Controller 

DB Control

H/W API Control

Web Page

ASPN Hybrid Framework은 테두리만 Native로 개발

하고 컨텐츠는 웹페이지를 불러 오는 기존의  방식

과 달리 컨텐츠를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 저장하여 

빠른 속도로 불러 오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마스터와 같은 SAP 데이터를 자체 

DB에 주기적으로 동기화 하여 정보 검색 속도를 크

게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는 매번 서버에 접속 해야 합니다.)

SAP 최적화 설계와 Hybrid 모바일 기술로 실행 속도를 올리고 안정성을 향상시켜 …… 등등등

이 두 기술을 이용하여 SAP의 마스터 데이터를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03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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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스템 구성

❖ Client는 Android, ios Hybrid Application으로 개발 되어 U/I와 속도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

❖ 모바일을 통해 이동 업무를 지원하고 PC 화면에서는  각종 정보 관리를 지원 합니다.

❖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ERP나 각종 Legacy 연동이 가능합니다 .

Hello Server

CS client

XML service

Http Connection

- Android, ios Native
- JSON communication

- SSL security
JAVA Server

Window NT, JDK1.7, Tomcat, Oracle

Company
재난알리미

Admin Console
C

onnection (R
FC

, D
B

link, 
EA

I)

DBMS

EAI

ERP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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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