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고서에 출퇴근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경우(지문 및 사원등록 후)

- 근태관리를 하기위해 먼저 사원 지문을 다음과 같은 장비에 먼저 등록해서 사용하고, 프로그램에 사원등록은 나중에 했을 시

보고서에 사원 출퇴근 현황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카드리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한 것입니다.

카드리더 작업을 하면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원의 지문데이터만 장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출퇴근 원시자료 중 마지막 리더작업 했었던 이후 데이터 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사원등록을 했더라도 출퇴근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 합니다.

앞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먼저  기초코드 관리에서 사원코드 관리를 선택 후 사원을 등록 합니다.

     '사원코드관리' 화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사원을 등록 합니다.

  - 사원코드 추가 화면은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원등록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CD에 매뉴얼을 보시고, 기존에 입력 또는 다른 사원 등록한것을 참고 해서 입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용일'과 '입사일자' 입니다.

※ 주의 : '적용일'과 '입사일자'는 지문을 등록하고 처음 사용한 날자를 입력 합니다.

예제) 만약 사원을 프로그램에 '2010-07-30'자로 등록하는데, 장비에 지문을 등록해서 처음 사용한 날짜가  '2010-07-05' 일 경우 

        '적용일'과 '입사일자'를 '2010-07-05' 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 사원등록을 하고 '저장'했으면 해당사원의 스케쥴을 생성 합니다.

사원코드 관리'에서 옆 그림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후, 스케쥴 생성 창이 나타나면 해당사원과 해당기간을 입력해서 

스케쥴을 생성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자부터 연말일자까지 스캐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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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출퇴근 데이터를 '운영관리', '카드리더작업' 또는 '리더작업'에서 다시 가져 옵니다.

지문인식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50,000건의 로그 데이터를 저장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데이터를 장비에서 50,000건 내에서 다시 가져올수 있습니다. (장비별로 데이터 저장량 다름)

출퇴근 데이터를 가져 오지 못한 장비 또는 장비들을 선택 합니다.

  '기간별 데이터 복구' 또는 '기간별 데이터 읽어오기'에 체크 박스에 체크하고, 읽어 오지 못한 일자 구간을 입력 합니다.

    - 7월 5일 부터 7월 30일 까지 데이터를 읽어 오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 합니다.

클릭해서 선택한 리더기로 부터 지정한 날짜 사이의 출퇴근 성공한 데이터를 장비에서 다시 가져오기를 합니다.

3. 운영관리에서 '자율사번관리'와 '마감작업'을 실행하고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예제) 사번이 0015번인 홍길동 사원이 7월 5일 200번으로 지문인식기에만 먼저 등록하고, 출퇴근을 체크하다가 7월 30일자로 프로그램에 늦게 사원등록하였고, 

       정식으로 사원등록 하기전에 수시로 운영관리에서 리더작업과 자율사번관리 등 보고서 보기 위한 작업을 했을 때, 홍길동 사원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01 장비에서만 가져올때 02 장비에서만 가져올때 01~02 장비에서 가져올때

또는

1. 사원코드에서 '적용일'과 '입사일자'가 2010년 07월

05일로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 입력 되어

있다면 7월 5일로 수정해서 입력 저장

2. 스케쥴 생성

3. 운영관리 카드리더 작업에서 기간별 데이터복구를

이용해서 출퇴근 데이터 다시 가져옵니다.

4. 운영관리 '원지자료(사번)'에서 데이터 확인

5. 마감작업

기간별 데이터 복구를 이용해서

2010-07-05 부터 30날까지

데이터를 다시가져왔을때

원시자료(사번)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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