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 서비스 혁신 대상 수상 

굿소프트웨어 1등급 

중소 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 공급기업 

노버스메이 

회사 생활 필수 통합형 업무 플랫폼 

타임키퍼 
근무관리, 협업 툴, 원격접속, 화상회의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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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관리 체크 리스트 
근무관리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두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타임키퍼와 함께해보세요! 

근무관리! 체크해보세요! 

그룹웨어, 지문인식기로 근무시간을 관리합니다. 

영업직, 현장직, 생산직 인원이 많습니다. 

근무 시간 관리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업무시간 및 성과관리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도입 예정입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하시나요? 타임키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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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근로 문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타임키퍼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까지 의무화됩니다.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실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 감독 시 타임키퍼 주 52시간 근태관리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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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타임키퍼는 실제 근로시간 측정 방식으로 사무직, 영업직, 현장직 등 다양한 직군에 알맞게 제공합니다.  

전문 노무사를 통한 52시간 근무관리, 유연근무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컨설팅과 정부 지원 제도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 은행의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어플리케이션 상 퇴근 시각과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실근로시간 입증 사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문제 :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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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문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타임키퍼 
주 52시간 근무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에는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되어 이제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됩니다. 

제51조의 3(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 2에 따른 단위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시행일 : 2021. 4. 6.] 제51조의 3 

[시행일] 제51조의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사항 1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사항 3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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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대한 고민과 해결 
회사 업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관리 근무에 관한 어려움, 

검증된 기술력으로 타임키퍼가 해결해드립니다.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연장근로 결재 없이  

일을 하고 수당을 요청해요.” 

사전 신청 후 승인되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주 52시간이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해요.” 

근로시간 외 PC-OFF 화면 제어로 

불법 근로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기능이 필요해요.” 

회사 문화에 맞는 근무 환경으로 

기업 맞춤 구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무 일정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요.” 

캘린더와 목록형으로  

데이터 집계를 제공하고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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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키퍼와 함께 
업무 프로세스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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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일과 
내근직 A 직원의 업무 프로세스 

업종별, 직군별, 개인별로 다른 근무 유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08:54 출근 09:00 업무 시작 12:00 ~ 13:00 
휴게시간 

14:00 ~15:30 회의 16:00 연장근로 신청 19:30 업무 종료 
(PC 종료) 

업무 시간에 맞춰 
PC를 사용합니다. 

간편 결재 시스템으로 
빠르게 승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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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의 일과 
외근직 B 직원의 업무 프로세스 

업종별, 직군별, 개인별로 다른 근무 유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09:30 출근 10:00 외근 신청 10:30 ~13~30 
고객사 미팅 

13:30 ~ 14:30 
휴게시간 

15:00 프로젝트 
일정 변경 및 보고 

18:30 업무 종료 
(PC 종료) 

간편 결재 시스템으로 
빠르게 승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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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이용사례 
10만 명의 사용자분들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타임키퍼를 도입한 고객사들의 이용 사례 후기입니다. 

공공기관 / 학교 

솔루션 기능 및 합리적 가격으로 낙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PC-OFF 솔루션 도입 

1대의 서버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 근무시간 관리  

입찰 진행 

금융권 레퍼런스로 제품선정 및 수의계약  

이석관리 기능 및 다양한 정책설정 기능 우수 

모바일 앱을 통한 직원 통제 확인 후 구축 

로그인 SSO구현 

건국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을 하나의 서버로 
이중 관리가능한 기술적 이유 선정 

PC OFF 구축 과 HR시스템 연동 

모바일 앱을 통한 QR 코드, 암호 등을 이용한  PC 보안 기능 

로그인 SSO  

구현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 진행 요청 

근태관리기 대체기능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 구축 진행 

출퇴근관리 및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기능 우수 

로그인 SSO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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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이용사례 
10만 명의 사용자분들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타임키퍼를 도입한 고객사들의 이용 사례 후기입니다. 

금융업 

은행에 맞는 기능 개발 및 구축가능 부분에 따른 선정 

개인별 근태관리 정보 연계 

스크린 세이버(점심시간 보장) 등록 관리 

스크린 세이버 예외건수 관리 

그룹웨어/인사 정보 연동으로 업무 간소화 

데모버전 사용 후 제품의 우수성 확인 후 구축 

타사 제품 비교 후 기능 우수성 인정 선정 

연합회 및 금융권 레퍼런스 확인 후 제품기능 우수함  

제품의 가격에 합리성 확인 후 가성비가 높아 선정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한 부분 확인 후 수의계약 

고객사용 소프트웨어와의 충돌방지 

 제품의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구축 요구  

POC진행 후 제품의 우수성 확인 후 구축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파일로 제출 

인사/결재 쌍방향 연동으로 구축 

2개 제품 비교 후 입찰진행 기능 및  
가격 점수가 높아 입찰을 통한 제품 선정 

그룹웨어 및 HR시스템 연동을 통한 제품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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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이용사례 
10만 명의 사용자분들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타임키퍼를 도입한 고객사들의 이용 사례 후기입니다. 

건설 / 제조 

솔루션 자체 기능 우수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그룹웨어 / 인사 정보 연동으로 업무 간소화 

외근자 (현장 출퇴근 500명)에 대한 대처방안 

한화기계 본사 (서버 설치) 및 지방 지사 서버 분리 및 연동 

 서버 이중화로 인한 DB 안정성 확보 

솔루션 자체 기능 우수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노후화된 PC에서도 구동 가능하도록 요구 

현장 21곳에 대한 운영 가능 확인 후 구축 

S/W 자산관리 솔루션도 함께 구축 

회사 업무에 맞게 이석관리 기능 추가 개발 

데모 버전 사용 후 제품의 우수성 확인 후 구축  

솔루션 자체 기능 우수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직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도입 

인사정보 연동으로 업무 간소화 

노후화된 PC에서도 구동 가능 (리소스 소모가 적은 솔루션) 

내부 근무제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탄력근무제 / 선택근무제 스케쥴 적용 (자사 규정)  

휴게시간 스케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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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이용사례 
10만 명의 사용자분들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타임키퍼를 도입한 고객사들의 이용 사례 후기입니다. 

유통 / 서비스 

솔루션 자체 기능 우수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탄력근무제 적용 

주말 근무 진행시 정책 설정 (휴게시간) 

모바일앱을 통한 직원 통제 확인 후 구축 

솔루션 기능 및 합리적 가격으로 낙찰 

기존에 사용하던 에이전트가 PC를 느리게 해서 솔루션 교체

S/W 자산관리 솔루션 추가 도입 

AWS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 

근무시간 관리 기능 및 모바일 기능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형으로 진행 

야근 식대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근무시간관리 목적의 솔루션 도입 

솔루션 기능 우수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기능을 통한 지점 인력 근무시간관리 가능 

급여 및 휴가, 연차 연동 관리 등 커스터마이징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기능 우수4개사 비교 검토 후 수의 선정 



|   노버스메이 14 타임키퍼 

고객사 이용사례 
10만 명의 사용자분들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타임키퍼를 도입한 고객사들의 이용 사례 후기입니다. 

광고사 / 병원 

솔루션 기능 충족 및 합리적 가격으로 수의 

광고 분야 특성에 따른 유연근무제 구현 가능 

Mac용 지원 및 커스터마이징 구현 가능 

솔루션 기능 및 합리적 가격으로 수의 

유연근무제 관리 기능 필요 충족 

HR 연동 및 내부 업무시스템 연동  

솔루션 기능 충족 및 합리적 가격으로 윈백  

HR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을 요구 사항 구현 

 로그인 SSO / AD 연동 

유연근무제 관리기능 우수에 따른 수의 

업무환경에 다른 유연근무제 관리 기능 우수 

모바일 앱을 통한 직원 통제 확인 후 구축 



|   노버스메이 15 타임키퍼 

타임키퍼 고객사 리스트 
타임키퍼는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합니다. 

2021년 기준 파트너 업체 15,000+ 

공공. 

금융. 

교육. 

건설. 

기업. 

특례. 

타임키퍼의 고객사 그 외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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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업무 플랫폼 
타임키퍼로 
한 번에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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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관리 
주 52시간 근무관리 간편하고 확실하게! 

다양한 업무관리를 주 52시간으로 관리합니다. 

PC 접속, 모바일 앱, 지문인식기 연동으로 출퇴근을 체크하고,  

관리자용 웹사이트를 통해 근무 통계를 확인합니다. 

 

전자결재로 필요한 업무를 신청하고,  

결재자는 신청 내역을 조회하고 승인합니다. 

 

입사일, 퇴직 연차 등 인사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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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관리 
유연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타임키퍼 유연근무제 관리로 근로시간, 장소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교대 근무제 간주근로제 

주 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주 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 40시간 내로  
평균을 맞추는 제도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일정한  
기간마다 근무시간이  

바뀌는 제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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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정 
한눈에 업무를 체크하는 협업관리 

관리자용 웹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실시간 업무 공유 및 프로젝트 일정을 확인합니다. 

해당 일자에 대한 직원들의 일일 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참여 인원들과 업무 일정과 진행률을 공유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실시간 코멘트로 업무 롤백을 최소화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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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무 
비대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 

중요한 결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팅 기능을 통해 발표자와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합니다. 

 

회의 일자, 참여 인원, 알림 시간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으로 접속하여,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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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타임키퍼의 다양한 기능 
다양한 편의 기능 지원 

업무 부담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점별 

GPS 관리 

근태 단말기 

출퇴근 연동 

휴게시간 

사용 관리 

사용자별 

세부 설정 

출장/외근 

시간 내역 

포괄임금제 

별도 제공 

회의/이석 

(자리비움) 관리 

노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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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키퍼 서버 구성 
데이터 보호? 걱정마세요! 

PC 제어 기술력으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서버 구성 및 사양 

https 

443 

IIS 

코어 

Windows Server (2016이상 권장) 

MS-SQL (2014이상 권장) 

통신방식 

포트 

WAS 

기반 

OS 

DB 

권장 서버 구성 사항 

Intel Xeon E-2134 3.5GHz 

32GB(권장) 

2T (HDD 상관없음) 

듀얼, 케이블 연결식 전원 공급장치, 250W 

CPU 

RAM 

하드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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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노버스메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고민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20 머니투데이 서비스 혁신대상 수상 

중소 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 공급기업 선정 

이노비즈 인증 

청년 친화 기업 인증 

안전 스마트 시스템 모듈 특허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 선정 (중소기업벤처사업부) 

2020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초청 (중소기업벤처사업부) 

2020 한국 건설 안전 박람회 초청 

SK  / ADT 캡스 Partner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다우데이타 NOVUS 솔루션 총판 체결 

LG U+ Partner 체결 

Autodesk Gold Partner 선정 

SAMQ 개발 센터 설립 

제조 /산업기기 구축 진행 TOP 50 

SAMQ 솔루션 건축 제조 협회 

TimeKeeper 근태관리 시스템 개발 

창조 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선정 

USB 보안 솔루션 개발 

온수 공급 제어장치 알고리즘 특허 

Autodesk Korea Best Partner 수상 

SAMQ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 

시스템 알고리즘 기획상 수상 

NOVUS BAND 모듈 개발 

노버스메이 설립 

Autodesk Partner 계약 체결 

Microsoft Product 계약 체결 

Estsoft Partner 계약 체결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에 변화의 맞춰,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관리하세요! 

02-401-6761 

02-401-6761 

1833-6752 

sales@novusmay.com 

02-2178-9449  

도입문의   

대표번호   

고객지원   

이메일   

팩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9길 33 노버스 빌딩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3 민성빌딩 402호 

부산 남구 전포대로 133 IFC부산 507호 

U.S. OFFICE 950 Tower Lane, Stuite 1250, Foster City ,CA 94404  

HCM: 5th Floor, BR Office Building at Lot TH-1B, Street 7, Tan Thuan EPZ, Tan Thuan Dong Ward, District 7, HCMC 

서울본사 

R&D센터   

영남지사  

미국지사  

베트남지사  

mailto:sales@novusm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