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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제도

“ 주간 근로 최대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01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제도
-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 줄어드는 근무시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01.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제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Not Optional!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제도
선택이 아닌 필수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제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잘되고 있다

조기 도입 혜
택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그럭저럭
되고 있다”

공공조달 우대

12%
23%

설비 투자비 융자 우선 지원
정책 자금 우선 지원

포상 우대
산재 보험료 할인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

위반 시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형

2018. 300인 이상
07.01 21개 특례 업종 제외
2019. 300인 이상
07.01 21개 특례 업종
2020.
01.01 50 ~ 300인 미만 기업
2021.
01.01 5 ~ 5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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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 52시간 준비,
손도 못 대고 있다”

01.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줄어드는 근무시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No Prepare, No Chance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줄어드는 근무 시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근무 시간 관리의 KEY POINT

업무 효율성 관리
업무 효율성
↑

=

업무 생산성
↑

=

가장 효율적으로
근무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은?

기업 경쟁력
↑

티:트리
그리고
쉐어인벤트*
이메일을 대체하는
업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근무 시간이 줄어들수록 효율적인 시간·업무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가장 현명한 근무 시간 관리는 티:트리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관리는 쉐어인벤트로!
* 티트리 도입 시 쉐어인벤트를 특별 할인가에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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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hareinvent.com
업무관리프로그램 쉐어인벤트가 궁금하다면
지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효율적인 근무시간관리

“

통합된 최적의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

02
효율적인
근무시간관리
-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솔루션
- 티:트리를 통한 근무시간단축제도 대응 방안

02. 효율적인 근무시간 관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솔루션

Everybody Likes T:TREE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근무시간관리 프로그램 티:트리
티:트리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

업무 집중도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

불필요한 야근 감소

제도 이행

워라밸 만족

기업 / 사용자
·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
· 조직 분위기 전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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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근로자
· 업무 및 조직에 대한 만족감 강화 효과
· 여가 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기능 효과

02. 효율적인 근무시간 관리
티:트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제도 대응 방안

No Problem, With T:TREE!

여러 측면에서 관리하는 실 근무시간 관리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제도
티:트리로 해결하세요
#티:트리를 통한 실 근무시간 관리

소정근로시간 체크

Q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체크

근무 시간 확인

출퇴근 기록으로 근무시간관리를 해도 되지 않나요?

A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출 ·퇴근 시간은 실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이 아닌
휴게 시간이 제외된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 해야합니다.
단, 선택적 근무제의 경우 출근시간이 근무 시작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무자가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할 경우 이는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제외)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계약한 시간(요일). 즉,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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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효율적인 근무시간 관리
티:트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제도 대응 방안

No Problem, With T:TREE!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제도
티:트리로 해결하세요

근무시간초과 사전 알림

#티:트리를 통한 초과근무관리 Ⅰ

개인별 누적 근무시간 조회

연장/휴일 근무 승인 관리

근무시간초과 사전 알림

Q 유형별로 근무시간관리 계산법이 다양한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A 티:트리가 도와드립니다. 티:트리는 일반 근무는 물론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록된 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초과 근로에 대한 알림을 사전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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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효율적인 근무시간 관리
티:트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제도 대응 방안

No Problem, With T:TREE!

초과 근무 사전 승인 제도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제도
티:트리로 해결하세요
#티:트리를 통한 초과근무관리 Ⅱ

연장근무 – 승인 시

연장근무 신청

연장근무 신청 내역

연장근무 – 반려 시

Q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퇴근을 권유하는 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A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는 연장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반려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자의 자율로 간주되어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티:트리의 승인 절차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연장근무 승인/반려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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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트리 소개

“

가장 현명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리

03
티:트리
소개
- 최적의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리
- KBS 뉴스에 보도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03. 가장 현명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리

최적의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리

We Are T:Tree

필요하고 적합한 기능만!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리
Windows

MAC

Android 지원

ERP/HR/출퇴근/업무관리 시스템 연계
연계 가능

근무 유형별 시간 조회
근무 상태에 따른 시간 조회

연장근무 신청
초과 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승인/반려

근로시간초과 사전 알림
주 40시간 근접 근무자 사전 알림

개인/부서별 대시보드
근로자 개인/부서별 대시보드 제공

* 모바일 기기의 활용 시 PC 전원 및 이석 감지 기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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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스템 연계

PC 전원 관리
근무 종료 시간 시 PC 전원 OFF

이석 감지
사용자 움직임 – 이석 감지

위치 정보 기록
근무 시작/종료 위치 정보 기록/활용 가능

엑셀 데이터 제공
기간별 근무 기록 다운로드 가능

03. 가장 현명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
리

최적의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리

Only, T:Tree

여러 기능의 단순 집합이 아닌
하나로 통합된 최적의 솔루션

PC제어 프로그램

출입관리 프로그램

· 프로그램 확장성

· PC 종료 – 정시 퇴근 유도

· 실제 출퇴근 시간 기록 가능

· 출퇴근 시간 기록

· 확장을 위한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
· 웹(Web) 위주의 제한적인 기능

· 과도한 도입 금액, 기능
· 불필요한 기능 多

· 체계적인 시간관리X
· 기기 도입 필수(추가 금액)

· 데이터 손실 가능
· 수치화를 위한 이중 작업

그룹웨어

수기/엑셀 문서

#여러 프로그램의 장점만을 살린 티: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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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기반의 PC 제어 솔루션

모바일 기기 O / PC 전원 종료 기능 O / 이석 감지 기능 O

· 근무시간관리에 적합한 기능만 구
현

추가금액 X

· 서버를 통한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도 ▲ / 데이터 누실 위험 ▼

KBS 뉴스에 보도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03. 가장 현명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
리

뉴스에 보도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리
주 52시간 근무 … “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KBS 아침뉴스타임[똑 기자 꿀 정보] 보도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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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트리 도입 레퍼런스

03. 가장 현명한 근무시간관리 솔루션 티:트
리

대표 레퍼런스

티:트리는
근무시간관리만을 위한 독자적인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업(관) 티:트리 도입 Reference
제조업

1990’

2000’

그룹웨어 전문 프로그램
기존 ‘그룹웨어’ 사용 기업
레퍼런스 다수 보유

PC제어 전문 프로그램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서비스 산업 통신

기존 ‘PC제어 솔루션’ 사용 기업
레퍼런스 다수 보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그룹웨어 기반
+ 근무시간관리기능 추가
! PC제어 어려움

PC제어솔루션 기반
+ 근무시간관리기능 추가
! 과도한 도입 금액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티:트리는,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이 추가된 것이 아닌

근무시간관리만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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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03. 가장 현명한 근무시간관리 프로그램 티:
트리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티:트리 마스코트 ─ 쉐어프렌즈 캐릭터 삽입

웰컴/굿바이 등의 화면에 캐릭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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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트리 기능 안내

“

티:트리의 주요 기능을 안내합니다

04
티:트리
기능 안내
- 주요 기능 안내
- 관리자를 특별한 기능

”

04. 티:트리 기능 안내
주요기능

일일 근무 현황
메인 화면

오늘 누적 근무시간
현재 근무 상태

근무 상태 변경
근무 유형별로 시간이 기록됩니다.

결재 요청

근무 상태 변경 버튼
결재 요청 버튼

요청 항목별 팝업을 통하여
결재선 선택 및 해당 내용 입력 후
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정보 수정/삭제 요청
팝업을 통하여 근무 시간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승인 후 근무 기록 정보에
반영됩니다.

근무 정보 수정 버튼

주간 근무 현황
이번 주의 근무 기록을
근무 유형별로 조회 가능하며
총 근무 시간 및 연장 근무 시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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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누적 근무시간

· 실 근무 : 총 근무시간 – 휴게 시간

04. 티:트리 기능 안내
주요기능

다중 결재 가능한
결재선 기능
나만의 결재선 등록
연장근무, 근무 정보 수정 내역 등
결재가 필요한 항목에 맞게
결재 전, 우선 등록 후 사용하세요.

결재선 삭제 버튼 (수정 불가)
결재선 클릭 시
해당되는 결재자 목록 조회 가능

다중 결재 기능
- 모든 결재는 결재자 입력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요청됩니다.
- 요청한 내역이 최종 결재 이전
반려될 경우 이전 결재 결과와 상관 없이
해당 요청 내역은 반려됩니다.

명칭/결재자 입력

· 결재자 이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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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 선택

04. 티:트리 기능 안내
주요기능

근무자 개인별
근태 및 근무 내역 조회
항목별 승인 요청 내역 조회
연장근무, 근무 정보 수정 내역 등
결재 승인 요청 항목 별로
근무자 본인의 요청 내역을
확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 근무내역 조회
- 기간별 근무 내역 조회 및
주간 연장근무, 평균 근무시간 등
근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정보 추가 및
오입력 정보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PC 로그 내역 조회
절전모드 등의 PC 로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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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티:트리 기능 안내
주요기능

관리자 전용 페이지
승인 관리 기능
기간별 검색

항목별 결재 요청 내역 조회
연장근무, 근무 정보 수정 내역 등
결재 승인 요청 항목 별로
근무자들의 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결재 기능

일괄 결재
개별 결재

항목별로 모든 결재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반려 시 동일한 반려 사유가
적용됩니다.

항목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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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상태별
목록 조회

04. 티:트리 기능 안내
주요기능

관리자 전용 페이지
관리자 대시보드
시간 관리
- 공통 시간 설정 : 일괄로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휴일 관리 : 회사별 휴일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관리
- 일별 종합 근무 내역 : 근무자들의 일별
근무 내역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일별 상세 근무 내역 : 오늘 진행된
근무자들의 모든 근무 내역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시간관리 – 공통 시간 설정

▲ 근무 관리 – 일별 종합 근무 내역

▲ 연차 관리

▲ 현황 조회

인사 정보 관리
- 부서 또는 근무자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관리
- 연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황 조회
- 기간별 근무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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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티:트리 기능 안내
관리자를 특별한 기능

관리자를 특별한 기능
교대 근무 관리
야간 근무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은 지정하여 야간 근무자
인원을 별도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조 근무자 등록
근무 기간을 설정하여 야간조 근무자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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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티:트리 기능 안내
관리자를 특별한 기능

관리자를 특별한 기능
연장근무 일괄 신청
연장근무 일괄 신청 등록
관리자가 주/야간 인원에 대하여
연장근무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일괄 신청 사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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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티:트리 기능 안내
관리자를 특별한 기능

관리자를 특별한 기능
식수 관리
식사 현황 신청
식수 신청 내역
신청한 식수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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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트리 구축 예시

“

”

티:트리의 각 유연근무제별 구축 예시
해당 구성은 각 고객사 별 상황에 맞게 구축된 화면 입니다.

05
티:트리
각 유연근무제별 구축 예시
- 탄력적근무제
- 선택적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05. 티:트리 각 유연근무제별 구성 예시
탄력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근무 일정 관리
근무자별 일정 관리
탄력A (2주단위)
탄력B (3개월단위)
특정일자/특정기간으로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스케쥴링
Top-Down 방식으로 관리자가 스케쥴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시 업무 신청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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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티:트리 각 유연근무제별 구성 예시
선택적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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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무제
관리자 화면
선택적 근무제 사용자별 목록
1개월 기준 (1일~말일) 안에서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설정하여,
사용자별 근무 시간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05. 티:트리 각 유연근무제별 구성 예시
선택적근무제

선택적근무제
관리자 근무일정설정
선택적 근무제 추가 (기본)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수 * 8시간)을
반영하여 계산 합니다.
연장 근무 시간은 1달 기준으로
28일 – 48시간 / 29일 - 49시간 /
30일 - 51시간 / 31일 - 53시간을
산정 합니다.

선택적 근무제 추가
(날짜 및 코어타임 추가)
특정날짜/특정일자로 코어타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잔여일수*8 > 총 근무가능시간-누적근무시간
의 경우, 관리자/사용자에게 사전알림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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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티:트리 각 유연근무제별 구성 예시
시차출퇴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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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메인 화면
시차 출퇴근 신청 화면
설정한 근무 기간 동안 시차 출퇴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요일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 합니다.

05. 티:트리 각 유연근무제별 구성 예시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 신청 일정 변경

시차출퇴근 신청 내역 확인
설정한 출퇴근 정보 확인 가능 수 있습니다.
현재일에서 가장 가까운
출퇴근 신청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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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솔루션 도입 문의 : info@goodinvent.com

홈페이지 URL
티:트리

http://ttree.co.kr/

굿인벤트

http://goodinvent.com/

쉐어인벤트 https://shareinv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