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Ramco, SMS 기반 직원 셀프 서비스로 ‘포괄적 컴퓨팅’ 재정립  

 

-- 기업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대중에게  

 

(첸나이, 인도 2015년 1월PRNewswire=연합뉴스) Ramco Systems[http://www.ramco.com/ ]는 

NFC와 GPS 기반의 출석관리시스템(Attendance Management System)으로 인적자원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 소프트웨어 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이후, 새롭게 SMS 기반의 직원 셀프 

서비스(Employee Self Service, 

ESS)[https://www.youtube.com/watch?v=CkfRsq5uqRc&feature=youtu.be ] 출시를 발표했다. 

Ramco의 모빌리티(Mobility) 상품의 하나로 설계 및 개발된 이 새로운 기능은 Ramco HCM의 ESS 

사용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가 신청, 문의 제기,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기업들은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SMS를 통해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보도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14551-ramco-inclusive-computing-sms/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112/724017 ) 

 

이 기능은 인도 사업부에 1만6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US Fortune 10 기업에 

소개됐다. Ramco ESS 사용자들은 이제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문의를 처리하고 제기할 수 있다.  

 

Ramco는 SMS 기반의 ESS 기능으로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조직이나 업무 구역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 높은 보안 수준의 작업장(BPO, 공장, R&D 부서 등)이 있는 조직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amco Systems의 CEO Virender Aggarwal은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 대해 “당사 고객들은 Ramco의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스마트폰에서 Ramco HCM에 접속할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당사는 ESS 사용자의 상당 수가 휴대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 경험을 간소화하고 그 모바일 

경험을 모든 사용자에게 전하기 위해, 당사는 쇼트-코드 기반의 ESS 기능을 출시했다”면서 

“상호작용 방식을 재정립하는 모바일로, 당사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가 이 새로운 



기능을 채택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간단히 말해, 이는 ‘포괄적’ 기업 소프트웨어 구축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Ramco HCM은 현장과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한 다국가 급여대장을 갖춘 포괄적인 HR & 

인적자원관리 솔루션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HR 소프트웨어의 전세계 출시 이래로 Ramco는 

평균 1주일에 1고객을 신규로 추가하며 선도적인 Fortune 100 기업과 다국적 브랜드를 포함해 

총 350개 이상의 고객을 세계 전역에서 확보했다. 

 

Ramco Systems 소개 

Ramco Systems는 USD 10억 규모의 다각화 대기업인 Ramco Group의 한 부문이다. Ramco 

Systems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로, 모바일 최우선 철학과 인-

메모리 기반 플래닝 및 최적화 엔진으로 HCM, ERP 및 M&E MRO 분야 기업들에게 다중공유 

기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Ramco는 오늘날의 복잡한 시장에서는 

기능 자체만으로는 상품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Ramco는 유용성에 

최고의 중요성을 두고, MUSIC(Mobility, User Interface, Social, In-Memory, Context-aware 

applications의 이니셜)이라는 제품 철학을 만들었다. Ramco는 세계적으로 15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1천 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첸나이(인도)에 위치하며, 인도,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중동, 남아프리카 및 APAC 지역에 걸쳐 20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ramco.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Ramco 트위터 팔로우 @ramcosystems [http://twitter.com/ramcosystems ]/ 최신 소식 블로그 

http://www.ramco.c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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