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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가 만나는 근무 환경의 변화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적변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재택근무제도의 보편화
업무공간의 제약 탈피

인력운영의효율적변화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적변화
52시간 근무제도의 정착

‘NEW WAY’



① 제도적 변화

2020년근무환경의변화

1주 근로시간 총 68시간 52시간으로

68
시간

52
시간

평일 40 시간

평일 40 시간

평일 연장
12 시간

연장 근로
12 시간

휴일 주말
16 시간

[현행]

[개정]



② 환경적 변화

2020년근무환경의변화

코로나(COVID-19)로 인한 유래 없는 비대면 업무 환경

만나지 않고도 업무 진행이 가능한 비대면 업무 환경

클라우드 업무환경
(근태관리, 협업TOOL, 웹 클라우드)

다양한 비대면 업무 솔루션
(메신저, 화상회의등)

시차 출,퇴근제의 정착재택 근무, 원격 근무의 확대



③ 인력 운영의 효율적 변화

2020년근무환경의변화

업무 환경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확대

선택 근무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평균 근로시간 주 40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일이 많은 주의 근로를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내로 맞춤

재량 근무제
(재량 근로 시간제)

업무 특성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 산정

간주 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 시간제)

영업직, A/S, 출장업무등으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태 & 협업 관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국비지원 비대면 바우처(자부담금 40만원)으로

꼭 필요한 근태 & 협업 관리 솔루션 구축

‘비대면 바우처’로 준비하세요

근태 협업 시스템 Full Package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란?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스타트업 및 기관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모집)

국비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자부담금 40만원, 국비지원금 360만)

• 화상회의
• 재택근무(협업tool서비스)
•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신청방법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에서 신청

(www.k-voucher.com)

① 모집대상 & 신청기간 ② 국비 지원 내용

③ 모집규모 & 신청방법 ④ 제공 서비스 분야 (총 6개 분야)

비대면바우처지원사업에아직지원하지않으셨으면참고하세요!

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및 기관 등에 비대면 경제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약 80,000여개의 기업대상,
최대 400만원(자기부담 10%)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화상회의, 재택솔루션, 온라인교육, 보안솔루션 등의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www.k-voucher.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에듀테크
• 돌봄 서비스
•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http://www.k-voucher.com/


비대면 바우처로
근태 & 협업 시스템
구입 시 이것만은 꼭! • 근태 신청/승인 절차를 통한 관리 기능 구현

•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근태관리 구현

• 직원 별 주 52시간 관리 기능 제공
• 관리 기능 및 Alert등 관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간주근무제 기능 지원

• 지문 출입관리 근태리더기
• 발열감지 근태리더기
• 보안관리 근태리더기 등

• 단순 사무직이 아닌 제조, 유통업에서 사용가능한
확장기능(근무조) 포함 여부

• 급여, PMS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여부

① 기본 근태관리 신청과 승인 기능 및 편의성

② 주 52시간 관리 기능 ③ 유연근무제 지원 여부

④ 확장기능 제공 및 확장성 여부 ⑤ 근태리더기와의 기술 연동 지원 여부



근태 & 협업 솔루션 Full Package
기본 근태기능,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제의 확장기능에서부터 하드웨어 연동까지

오웬스큐브



오웬스큐브 Overview

근태& 협업솔루션Full Package

주 52시간 관리 기능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크 집계
시간외 근로시간 초과 방지 기능

시간외 근무시간 자동 산출
근태 시간 관리와 집계 자동화

재택근로에 대한 관리 기능

근로자의 자율성 확보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한

유연한 근무완성

기본 근태 관리(신청/승인)

기본 출/퇴근 시간 집계 지원
휴가/출장/비근무 신청에 따른 출 퇴근관리 지원

초과 근무 신청 지원
보상 휴가제도 기능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간주근무제 지원

모바일, 웹, 근태리더기 연동 가능
모바일을 통한 근태관리 지원, 웹을 통한
근태관리 지원
지문인식기(KT, S1), 키오스크 디바이스 연계지원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급여 시스템 연계
인사 시스템 연계
PMS 시스템 연계



오웬스큐브 주요기능

근태& 협업솔루션Full Package



오웬스큐브
USER INTERFACE



① 나의업무창

1. 주 단위 근무 계획 및 근무 시간 확인

2. 결재 상신 문서 및 승인 요청 문서 확인

3. 출 퇴근 기능 제공

4. 월 단위 근무시간 집계 확인 가능

1. 월 단위 근무 계획 확인 가능

2. 근무 계획 신청 및 연차, 비근무 추가 기능

3. 근태이상일 별로 검색 가능

4. 일정 내역 상세보기 기능 제공

오웬스큐브 주요 USER INTERFACE



② 승인 / 신청

1. 연차, 비근무 신청

2. 초과 근무, 대체 근무 신청

3. 외출, 외근 신청

4. 연장근무, 계획 변경 신청

1. 각 사용자별 결제 현황 파악

2. 취소, 삭제, 필터링, 검색 기능

오웬스큐브 주요 USER INTERFACE



③ 내 근태 사용 내역

1. 기본 근태 현황 파악

2. 연차, 비근무 초과 근무 현황 파악

3. 공용, 출장, 외출 현황 파악

오웬스큐브 주요 USER INTERFACE



④ 근태 현황 통합 관리

1. 그룹별 주간 조회, 일간 조회

2. 일 별로 사용자의 근무계획 및 출퇴근 시간 확인

3. 모바일 출, 퇴근시 GPS 위치 확인

4. 필터 검색 기능 제공

1. 일정 관리 및 일정 추가 기능

2. 근무스케쥴 추가, 변경, 삭제

3. 직원별, 팀원별, 부서별 조건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4. 다양한 일정 관리 기능 제공

오웬스큐브 주요 USER INTERFACE



⑤ 추가 기능 설정

1. 다양한 유연근무제 적용의 근무템플릿 생성 기능

2. 기본근무제 지원, 시차근무제 지원

3.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지원

4. 사용자 별 템플릿으로 개인화 지원 가능

1. 메일 알람 기능 제공

2. 사용중인 SMTP 정보로 연동 가능

3. 모바일 PUSH 알람 지원

4. 각종 서식 프린트 및 엑셀 다운로드 지원

오웬스큐브 주요 USER INTERFACE



오웬스큐브
PACKAGE PRICE



비대면 바우처를 통해서
자부담 40만원으로

오웬스큐브의
모든 근태 관리 패키지 상품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K-바우처플랫폼에서 오웬스큐브를 검색하세요”



오웬스큐브 PACKAGE PRICE

1년 경과 후 부터는 구축 및 교육비, 연동비용을 제외한 1,200,000원으로 년간 공급됩니다



비대면 근태관리 전문기업 오웬스그룹

근태 관리 시스템 공급 CASE



주요 구축 사례

세트렉아이 한국인삼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포스코교육재단

유니온커뮤니티 GS칼텍스 예울마루 아미코젠 이원다이에그노믹스

우리회계법인 켑코에너지솔루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일보

예스24 녹십자셀 뉴욕주립대학교 지학사

쌍용씨엔비 모나리자 스타자동차 SK임업

대표 구축 사례 외 140여 기업 및 기관 구축

스타자동차



근태 & 협업 솔루션 Full Package

기본근태기능, 시차출퇴근, 유연근무제의확장기능에서부터하드웨어연동까지오웬스큐브로해결하세요!

기본근태관리기능
시차 출퇴근 지원

복잡한근태환경지원
제조업(근무조), 유통업등

하드웨어연동
근태리더기등 연동

‘오웬스큐브’

확장근태관리기능
유연 근무제 지원 모바일지원

Anywhere & Anytime



감사합니다
OWEN’S CUBE Makes New 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