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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드 솔루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세밀한 통찰

력과 세밀한 조사를 거쳐 모든 숙박사업의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축적해온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 여러

분의 꿈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숙박사업을 위해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약속드리며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이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설립년도

본사주소

사업분야

주식회사 제이드솔루션

2016년 04월 25일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
영산대학교 문화관 3514호 

IT 기기 제조업, 숙박 시설등의 솔루션 및 
통신장비 제조

통신 선로 공사없는 100% 객실관리 시스템

설치비 60% 이상 절감 200% 기대효과

스마트폰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실시간 객실 현황 및 매출내역 확인 가능

예약 시스템으로 매출 증대 효과

홈페이지 무상 제공 관리

숙박업소용 무선키텍



키리스 도어락

객실등

차임벨

디지털 스위치 유니버셜 콘센트 

무선키텍 (기본형)

※ 자사의 객실관리시스템 구성도※

무선 객실 관리 시스템 구성도
객실 관리에 필요한 보안, 조명, 온도 제어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배선 라인 없이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 설치 시 필수 요소인 관로 공사를 

없애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객실용 프로그램 및 예약 솔루션 무료제공. 

리모델링 시 원가 대폭절감이 가능합니다.

1. 무선 키텍 - 무선통신으로 객실 제어가 가능한 키텍 시스템 ( > 5p 참조 )       

2. 차임벨 - 객실 상태, 청소 요청, 도어벨 기능까지 한 번에 탑재한 유럽형 차임벨 ( > 7p 참조 ) 

3. 키리스 도어락 - 키리스 시스템으로  키가 없이도 입실 가능한 호텔식의 세련된 도어락 ( > 8p 참조 ) 

4. 객실 등- 객실 상태를 불빛 색으로 알려주고, 고객의 가이드램프 역할도 할 수 있는 객실등

5. 디지털 스위치  - 통 금형으로 세련되고, 조용한 터치감을 가진 멀티 디지털 스위치 ( > 8p 참조 )  

6. 유니버셜 콘센트 -현대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의  다전원 콘센트  ( > 8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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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RCU (Remote Control Unit) 시스템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설정/ 제어 /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RCUHome

전체구조도 

객실

복도



JADE

무선 키텍 시스템

1. 무선 플러그 키텍이란 ?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전기제어가 가능하므로 어떠한 

배선 공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 시 필수 

요소인 관로 공사를 없애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객실당 공사로 휴업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품특징

인디게이트, 컨트롤 박스, 카드 키홀더를 배선 연결 없이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해 원가절감이 가능합니다.

객실 전기 컨트롤 기능으로 객실의 비상시 전원을 차단시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입 퇴실 로그의 열람 및 분석이 가능하여 횡령의 원천 차단으로 매출의 투명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력 무선신호(라디오 주파수) 설치로 끊김 없는 무선신호를 송출하여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인테리어를 해치는 배선 라인을 전용 패널 제작으로 깔끔한 선처리 및 각 시설의 홍보 효과와 깔끔

한 인테리어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선
스마트키텍 

효과
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매출의
투명성

라디오
주파수이용

깔끔한
인테리어

2. 무선 스마트 키텍이란? 

제품소개

숙박시설 등의 객실 단말기(키텍)와 중앙의 관리 장치를 

배선 라인 없이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기존 설치 시 필수 

요소인 관로 공사를 없애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객실당 공사로 휴업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업주의 

영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 시설 등의 IT 기기입니다.

무선
스마트키텍 

효과
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매출의
투명성

강력한
무선신호

깔끔한
인테리어

무선통신

자사 키텍 자사 객실관리프로그램 청소 어플 

※ 자사 키텍과  객실프로그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실시간으로 연동 가능합니다.

실시간 연동



0286

키리스 도어락 시스템 

다기능 도어벨이란? 
JD-DS300S 키리스 겸용 도어락

차임벨 겸용 NFC도어락

객실 번호 및 방해금지, 청소 요청, 대기 상태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다기능 도어벨 입니다.
키리스 기능 탑재로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오픈이 

가능한  키리스 겸용 도어락입니다.

키리스 도어락 
RF C_200

키리스 도어락 
RF

스마트폰 오픈 가능한 NFC 기능을 포함한

키리스 EM락입니다.

JD-DS200S 일반 디지털 도어락
입실시 열쇠가 아닌 비밀번호나 카드 접촉으로 문을 

열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객실 번호 - LED 빛으로 깔끔하고 선명한 객실 번호 표시

차임벨 - 터치 버튼과 LED로 고급스러움을 강조

객실현황표시

Do Not Disturb, Make Up Room , Please Wait  3가지 상태를 표시 

다기능 도어벨(카메라형)이란? 

객실 번호 및 방해금지, 청소 요청, 대기 상태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카메라 도어벨 입니다.

유럽형 차임벨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유선형 차임벨로 객실 상황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차임벨

LED로 객실 번호를 

나타낼 수 있는 차임벨 

입니다. 

객실 번호 - LED 빛으로 깔끔하고 선명한 객실 번호 표시

차임벨 - 터치 버튼과 LED로 고급스러움을 강조

객실현황표시

Do Not Disturb, Make Up Room , Please Wait  3가지 상태를 표시 

카메라 작동

외부에서 차임벨을 눌렀을 때, 객실 내에서 상대방 확인이 가능

다기능 도어벨 시스템

제품소개



자사의 객실관리 프로그램

객실관리 및 실시간 연동 예약 프로그램 자사 어플리케이션 

01 객실관리 가능 

객실 상태 표시(공실/ 숙박/청소 요청/ 청소 중/퇴실 대기/ 외출) 

객실 이벤트 발생 시 화면 알림 기능 옵션으로 지정 가능 

화면상에 층별로 보기 가능 

키 삽입 및 제거 시에 따른 에어컨/ 전등/ 전열기구 연동 기능 

프런트에서 객실 별 설정 변경 가능

예약 시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여 해킹 등으로 안전한 예약관리 

객실의 실시간 상황과 추후 예약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한 객실 & 매출 관리 가능

청소직원앱 
추가서비스 지원

객실 관리 프로그램과 실시간으로 

청소 현황을 공유할 수 있어 

객실을 더욱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청소직원 APP

실시간 연동 

서비스 지원

청소 직원앱

객실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청소 현황을 공유할 수 있어 

객실을 더욱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예약 프로그램

대기 시간 없이 방 호수 선택하고 바로바로 

입실 가능한  실시간 객실 예약프로그램 

"어데고"  입니다. 

※ 현재 개발 중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02 그래프로 매출통계를 한눈에 확인가능

기간별 매출 확인가능 

매출 변동을 그래프로 확인할수있어 상황파악 용이 

오늘 / 일주일  / 월별 매출통계 확인가능

매출의 상세내역 확인가능

객실가동률/ 취소율/ 평균객실단가 확인가능          

무선통신

※ 자사 키텍과  객실프로그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실시간으로 연동 가능합니다.

실시간 연동



터치식 전기 스위치 유니버셜 콘센트

슬림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콘센트입니다.슬림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의 멀티 디지털 스위치입니다.

객실등

객실상태를 불빛색으로 알려주고 

고객의 가이드램프 역할도 할 수 

있는 객실등입니다.

통합 리모컨

객실의 모든기기를 한번에 

조절가능한 만능리모컨 입니다.

무인객실키자판기

고객이 객실사진을 확인하고 바로 

구매 가능한 고품격 객실 자동 

판매기 입니다.

스위치 시스템 콘센트 시스템

객실등 및  기타 제품 

제이드 갤러리제품소개



제이드솔루션 제이드솔루션 제이드솔루션 제이드솔루션 JADE SOLUTION

국내 지사 소개 

TEL :  1644 - 3368

제이드 본사

본사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 영산대학교 문화관 3514호

서울지사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1-7

해외지사 소개

경기지사
경기지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2번길 40

대전지사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번길, 348호

경북지사

경북지사

경북 경산시 대학로28길31 205동 1502호

경남지사 경남지사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6 103동 3406호

제주지사

제주지사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204, B1

베트남지사

러시아지사

Vietnam

Hanoi 
Jadesolution, 25 Floor, Phạm Hùng, Mễ Trì, Nam Từ 
Liêm, Hà Nội, Vietnam

Russia
Of. 745, #77, Zaporozhskaya str., Vladivostok, 
Russia 690021

TEL       : +7(423)255-1876
E-mail  : tramper7@gmail.com

Ho Chi Minh 
19-01C, Building Screc, 974 Truong sa, Phuong 12, 
Quan 3, HCM, Vietnam
TEL       : +63(0) 995-773-9809
E-mail  : ryan@jadesolution.kr

제이드솔루션 특허 등록증

특허증
(자동발권시스템) 

특허증
(도어락 관리시스템) 

특허증
(대기표 운영시스템) 

특허증(무선 통신에  의
한 호텔의 객실관리시스템) 

특허증
(전원차단시스템) 

벤처기업인증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무선키텍 KC 인증서  ISO 1400:2015 ISO 9001:2015

제이드솔루션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 무선 키텍 선두주자 보도내용 무선객실시스템 개발 보도기사베트남 사업설명회 성황리에 종료

어데GO 상표등록증 신용보증기금
NEST 기업선정

2018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상 표창장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ICT기업
(K-Global 300)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