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AI 출입/근태�관리�솔루션

정확하고 빠른 얼굴인증 방식으로 사업장 근태를 효울적으로 관리하세요

알체라�소개

Make your AI dreams a Reality
알체라는 국내 인공지능(AI) 영상인식 분야의 선두주자로써 영상인식 인공지능,
증강현실, 영상 데이터 제작을 전문으로 얼굴 인식, 사물 인식,
화재 감지 기술과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년 KOSDAQ
성장성 특례상장
(IPO)

인공지능 영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

국내 최다 AI 영상인식
레퍼런스 확보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

국내 유일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 영역 레퍼런스 확보
외교부, 한국전력, 인천공항, 신한카드, 금융권, Snow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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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상황 감지 AI 기술

화재감시

글로벌 시장 검증 기술력

얼굴인식 AI 기술

국내 �위, 글로벌 top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얼굴 인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Top 수준의 빠르고 정확한 AI 안면인식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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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대 얼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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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기준 �:N 인식에 �.�초 소요

관계없이 정확한 얼굴 인식 가능

빠른 얼굴 스캔 가능

마스크 착용, 얼굴 노화, 조명/배경

이동 중 멈춤 없이도

AI 출입/근태관리 솔루션

AIIR Pass 소개
얼굴인식 AI 기반�근태관리�및�출입문�연동�솔루션

AIIR Pass는 빠르고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을 기록하여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근태 및 출입 솔루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형 솔루션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 받아 이용 가능하고,
허용된 인원만 출입하도록 출입문 제어 장치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월 평균/부서별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미만
근무자 확인 가능한 대시보드 홈 화면

인원별/팀별 출퇴근 기록 확인 및 수정 위한 근태 Tab

확실한 출퇴근기록

합리적인 운영 비용

편리한 근태관리

ID 도용/대리 출퇴근 불가능

폭 넓은 인원 구간

등록인원제한 없음

얼굴인식 인증으로

Why
AIIR Pass?
근무시간 자동 계산

별도 전용 기기 불필요,

기존 하드웨어 연동 설치 가능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의 적용대상이 근로자 5-49인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률 리스크 감소와 HR관리 효율 증대를 돕고자 AIIR Pass는 아래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업장 인원 분배 현황 조회

알체라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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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미만 근무자 확인

팀별/개인별 근무 현황 조회

적용 가능 분야

건설현장

사무빌딩

식당/카페

학교/학원

AI 출입/근태관리 솔루션

Addre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번길 �� GB� C동 �층

Website

www.alcherainc.com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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