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TONG은 ‘사용자 요구로 기획되는’
HR TONG 아이콘은
다년간의 e-HR 시스템
모바일 환경에서 HR 요구를 담는 서비스입니다.
운영 경험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발굴된,
통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HR 모바일
기능을 TONG으로 담아 제공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HR

필요를 담은 HR

더하는 HR

사내 시스템을 HR 관점으로 연계

현장의 요구를 담다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더하기

직원의 수요에 맞춘 HR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

HR TONG은 사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통합된
H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약없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HR TONG은 사내 시스템에서의
이벤트나 피드를 수집하여 푸시하고,
즉시 피드백을 구현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HR 기능을 제공합니다.
합리적 비용의 모바일 환경 구축

HR TONG은 기존 시스템의 HR
기능을 재사용하므로, 모바일을 위한
재구축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HR TONG은 ‘사용자 요구로 기획되는’
서비스입니다. 다년간의 e-HR 시스템
운영 경험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발굴된,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HR 모바일
기능을 TONG으로 담아 제공합니다.

HR 이벤트와 정보를 직원과 HR
부서의 관심사에 따라 푸시-피드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능동적 형태의 HR 컨텐츠
사용을 유도하고,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메일과 전화 대신 푸시 ‒ 피드백을
이용하여, HR 업무의 즉시성과
응답성을 개선합니다. 기존 HR
기능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고
능률을 향상시킵니다.

다양한 사내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로그와 직원 개인의 활동
피드 분석을 통해 평가, 멘토링,
직무/역량 분석 등 다양한 HR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관점의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태 관련 기능 소개
각종 근태 신청과
승인 프로세스 지원

HR Tong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휴가 신청
양식 이외에도,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근태 신청
양식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상황 공유 및
유연 근무제 대응

연장근무 신청

휴가 신청

교육 신청

출 /퇴근 이력 및 근태 실적 정보 보기

근무 현황 대쉬보드

팀 근무 현황 보기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 안내

협약업체 안내

콘도 및 휴양시설 신청

설문 / 평가

푸시 메시지를 통한
프로세스 지원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관련 직원/팀과 공유함으로써
법정 근무시간 준수 및 유연 근무제 운영에
대한 효율적,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기타 HR 연계 기능 소개

복리후생제도 소개 및 개인화 서비스
복리후생제도, 협약업체, 콘도 및 휴양시설 등
직원들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들을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더 폭넓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연계 및
평가 프로세스 지원

기존의 게시판, 설문, 평가지 등을 모바일 폼으로
전환하고, 구독자 / 대상자들에게 모바일을
이용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변경이나 프로세스 진행에 맞춰
푸시 메세지를 보내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