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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근태관리



근무타입에 최적화된 스케줄 설정
▶ 유연근무제(탄력근무, 선택근무, 시차근무, 등) 
▶ 파트타임, 교대근무 설정
▶ 개인별, 부서별, 업무별 세분화 관리
▶ 휴일, 연장, 야간근무 관리

한 눈에 직원의 근무 현황을 보여주는 캘린더 뷰
▶ 근태 유형을 한 눈에 관리(출근, 지각, 휴가, 조퇴, 시간외근무, 등)
▶ 근태기록과 근무계획 비교
▶ 근태유형 자동 변경

매일, 매주, 매달, 근태 관리로 주 52시간 근무 모니터링
▶ 자동 근무시간 통계 (일/주/월별)
▶ 휴일, 연장, 야간근무 관리 
▶ 잔여/초과 근무시간 확인
▶ 주간 허용 근무 초과 알림
▶ 근태보고서 다운로드(엑셀, PDF)

출입통제, 영상감시, ERP, 그룹웨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 실시간 영상감시/알림
▶ 구역 관리(안티패스백, 화재 등)
▶ 출입권한 세분화(개인별, 그룹별 등)
▶ 엘리베이터 제어
▶ ERP, 그룹웨어 연동

주 52시간 근로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슈프리마에게 맡기세요.

관리자는 편리하게



직접 만드는 워라밸
▶ 개인 근무 스케줄 신청
▶ 연차휴가 관리
▶ 대체 휴가제

PC/스마트폰으로 전자 결재
▶ 휴가 신청/승인
▶ 근무 스케줄 신청/승인
▶ 시간외 근무 신청/승인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
▶ 바이오인식(얼굴, 지문)
▶ 출입카드
▶ PIN (비밀번호)
▶ 모바일 사원증(NFC, BLE)

매일 아침마다 근로시간 확인
▶ 인증 시 실시간 잔여 근로시간 확인 
▶ 주간 허용 근무 초과 알림
▶ 개인별 근무 스케줄 열람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드는 
BioStar 2 FlexTime

직원은 스마트하게



10억 명 이상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

Security Top 50

9년 연속 
A&S International 선정 

세계 50대 보안기업 (2010~2018)

9만 개 업체 이상 사용하는
근태 솔루션

DetektorDeloitte
International Award

유명 보안 매체 ‘Detektor’ 선정
최우수 보안제품상 수상

150만 대 이상 판매된 
지문 인식 장치

Deloitte
Technology Fast 500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500 기술기업

01 주당 최대 근무시간

02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03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정부지원

주 52시간 근로제
근로기준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시행시기 이후에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납부

▶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금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제도

▶ 유연근무제 지원 제도

▶ 근로시간 조기단축 혜택

* 최장 6개월 간 시정기간 부여

현행법 주중 40시간
(*주중 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 총 68시간

주중 40시간 연장 12시간 총 52시간

300인 이상

근무자 수

50~300인 미만

21개 특례제외업종

5~50인 미만

2018. 07. 01

시행시기

2020. 01. 01

2019. 07. 01

2021. 01. 01

개정안

처음 도입하는 주52시간 근태관리
업계 1위 슈프리마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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