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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 NFC 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 갖춘갖춘갖춘갖춘 Ramco HCM on Cloud 

 

* 국제적으로 분포된 직원 구조를 가진 기업, 여러 지역에 소규모 사무실을 낸 기업 및 보완성이 높은 

근무 환경에서 직원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하는 기업 등에 맞춤한 새로운 솔루션 

* 스마트 출석 체크 기능, 급여 처리를 위한 시간 및 출석 데이터를 원활하고 간편하게 통합 및 계산 

 

(첸나이첸나이첸나이첸나이, 인도인도인도인도 2014 년년년년 2 월월월월 17 일일일일 PRNewswire=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 클라우드, 태블릿 및 스마트폰으로 ERP, HCM 

및 항공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형 소프트웨어 업체 Ramco Systems 가 자사의 포괄적인 HR & 

인재관리 솔루션 Ramco HCM on Cloud (인적자원관리)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지원 기능을 장착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Ramco HCM 은 다양한 수준에서 직원들을 확인하고 추적하며, 직원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NFC 

기반으로 시간과 출석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5006-ramco-systems-mobile-new-attendance-kiosk 

 

상당수의 직원들이 사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먼 지역에서 이동한다. 점점 변화하고 있는 사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출석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급여장부에 통합시키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업체들은 효과적으로 자원 할당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직원 분포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생체 측정이나 스와이프 카드 같이 흔히 사용되는 출석 매핑 시스템들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투자 비용이 

높으며, 지리적으로 분산된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GPS+NFC 기반 

출석관리기능을 갖춘 Ramco HCM 은 이와 같은 조직의 고민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능의 

작용방식은 영상 을 참조한다.  

 

Ramco Systems CEO Mr. Virender Aggarwal 은 최신 기능과 관련해 “자사는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이 주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업 혜택을 도모하고자 기술 구조상 전환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새천년 직원이라는 젊은 노동 

인구가 부상함에 따라 HR 관리자들은 현재 시스템을 재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사는 GPS 와 NFC 

기반 출석 시스템을 출시함으로써 복잡한 노동력의 출석, 청구 및 급여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기업들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Ramco HCM on Cloud 는 직원관리, 채용, 인재관리, 직원계발, 직원계획 및 급여와 혜택 등 직원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솔루션이다.  

 

Ramco Systems 소개: 

미화 10 억 달러 규모 Ramco Group 의 자회사인 Ramco Systems 는 가장 적절한 클라우드 모델(공공, 

민간 및 커뮤니티)에서 여러 버티컬에 ERP, HCM, MRO, M&E, SCM, CRM, 재무, 서비스 관리, 자산 

관리, 공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분석을 제공한다. Ramco 는 전 세계적으로 1 천 개가 넘는 고객 

기관에서 15 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인도, 미국, 캐나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중동,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APAC 에서 20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ramco.com 에서 조회할 수 있다. 

 

Ramco 트위터 팔로우하기: @ramcosystems 

최신정보 구독: http://www.ramco.com/blog 

  

추가 정보 문의: 

Vinitha Ramani / vinitharamani@ramco.com 

+91-9840368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