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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Service Operation 직무)



1.  회사소개

2. MetaPay 및직무소개

Table of Contents



3

Metanet Group 소개

2000년 IT컨설팅과 아웃소싱 서비스로 시작한 Metanet은 2012년 대우정보시스템, 2016년
Accenture Korea의 합병을 통해 전략에서 인프라에 이르는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echnology
Services

기반

Metanet
Metanet agile(formerly Metanet SNC) – IT 컨설팅, 아웃소싱 & 비즈니스 서비스

Metanet MCC - 컨택센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illpost - 비즈니스 프린팅 & 다이렉트메일 마케팅 서비스

Daewoo Information Systems - SI, IT 아웃소싱, 테크놀로지 혁신
Utimost INS - IT 아웃소싱 & 인프라 시스템
RDMK – 재보험 & 다이렉트 마케팅

COMAS - IT 인프라, 보안솔루션, 산업솔루션
NURI Solution - 금융 IT 솔루션

Metanet Global(The New of Accenture Korea) 
- 전략, 컨설팅, 디지털, 테크놀로지, 오퍼레이션
- 글로벌 딜리버리

Business 
Services

서비스확장

Technology
Services

성장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Firm

시장선도

Consulting
Services

글로벌네트워크확장

No.1 Digital Transformation
Professional Service Leader

~
20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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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et Group 소개

Metanet은 기업의 전략부터 System 및 Cloud 구축, 개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Total IT Service를 제공

Digital Native 
Company

Total IT Service

E2E Cloud
Integrator

Consulting
Services

Risk/ 
compliance

Solution

Strategic
Collaboration

ECM
Solution

IT Infra Service Premium 
Edu.company

Infra Solution

Metanet Group

2000 년
설립

계열사

10 개

매출액

임직원

IT 전문인력

Office

4,450 억

1,400 명

1,000 명

18 개
한국/싱가폴/중국/베트남

• 최근 10년 간 연평균 10%+ 매출성장 (2021년 매출 4,450억원 달성)

• 2000년 설립 이래, 8개 전문기업으로 네트워크 확장

• 2019년 Fortune Global 500의 15개 한국기업 전체, 국내 대기업 32개 중 30개 고객보유

• 글로벌 컨설팅 역량 & 딜리버리 센터 확보

Outstanding
Growth

• 국내 최대 Hybrid Cloud 서비스 기업, 금융 IT인프라 서비스 1위 (Metanet Tplatform)

• 국내 최초, 최다의 SAP 구축 경험 (Metanet Global)

• 공공 IT 사업 수주 1위, 교육 IT 서비스 1위 (Metanet Digital)

• 금융 리스크 관리 솔루션 1위 (Metanet Fintech)

• 임원 / CEO 전문 교육 1위 (IGM)

Market
Leadership

• Metanet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IPA) Lab (2018)

• Metanet Cloud Delivery Service (CDS) Center (2018)

• MetaERP for University 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80건 보유

• 대통령산업포장 (2003), 대한민국 ICT이노베이션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2014)

•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국무총리상 (2012),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 

• Metanet Beacon Awards - Outstanding Technical Excellence Award  (2012, 2014, 2016), IBM Choice 
Award (2014)

• ERP와 In-House SI 개발 방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160여개의 구축

• 로레알, BMW, Google, Fast Retailing 등의 국외 고객사에 대해 SAP, CRM, DevOps 등 국내 IT에 대한
운영체계 합리화 및 운영 서비스 제공

Technolog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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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HR 사업부직무 (Payroll Service Operation )

직무수행 필요 역량
직무수행
경험 현황

직무수행 연수별 교육 이수
개인별 필수 이수

공통 필수 이수 교육

연봉 조정 실무진행

인사제도 개선 시행

全 사원 업무지원

사업확대 제안(P/T) 추진

10년 이상

서
비
스

교
육/ 

소
득
세
법

교
육/ 

근
로
기
준
법

15) HRM 운영

14) 연봉제 설계 구축 실무

9)~15) 과정 중

2개 과정 이상 교육 이수

Payroll 시스템 설계

종합소득세 신고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유사업무 고객사 지원

신규회사 안정화 작업

5년 이상

13) 연봉 조정 실무

12) HRM 관리 과정

(채용~퇴직 프로세스)

9)~13) 과정 중

2개 과정 이상 교육 이수

Payroll 개선 제안

인건비 실적 분석(증, 감)

소득세 젤세방안 제시

해외법인 제 지급금 관리

(소득세법, 사회보험법)

3년 이상

11) 종합소득세법

10) 퇴직연금제도

9) 임금관리 실무
5)~11) 과정 중

3개 과정 이상 교육 이수
1개 회사(1,000명) 급여 마감

퇴직금 추계액 작업

사회보험 통합 관리

근로기준법 임금 이해

1년 이상

8) 근로기준법 이해

7) 주 52시간 운영 실무

6) 사회보험 통합교육

5) 사내근로복지기금

HR-보상 기본 개념 이해

소득세법 이해

사회보험법 이해

회계 기초 이해

HR 전산 시스템 운영

OA(엑셀, 워드)실무 가능

1년 ~ 신입

4) 보상기본 개념

3) 재무회계 기초과정

2) MetaPay 시스템 운영

1) OA 교육

4) 보상 기본 개념

3) 재무회계 기초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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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ay 소개

MetaPay는 Cloud 환경에서 구현되는 ‘급여 솔루션’으로, 급여 관련 ‘기본 Module’과 근태, 복리후생
등이 포함된 ‘확장 Mod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Needs에따라 BPO SVC 뿐만 아니라 SaaS 

SVC도제공 가능합니다

ERP

Sales

CRM

Manufact
uring

Inventory
M.G.T

Purchasing

Finance

Distribution

Human
Resources

Account
HR data
Interface

급여계산

연말정산

인사정보관리

복리후생

총무 시스템

근태관리

일용직관리*

확장 Module기본 Module

* 현재 고도화 중

Tax (원천세/지방세)

4대보험

Payroll Full Service

메타넷직원이고객사의급여업무를수행

(아웃소싱 )

→고객사 담당자의 급여 업무 감소로

타 업무 추가 수행 또는 직무 전환을 통한

신규 업무 수행 가능

SaaS Service

고객사직원이 MetaPay 시스템을사용하여

급여업무를수행 (시스템사용)

→고객사 급여 체계와 MetaPay 운영 노하우를

반영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하여 고객사

담당자의 급여 업무효율성 제고

MetaPa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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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ay는급여업무에필수값인발령정보를기반으로효과적인급여관리솔루션을제공하고있으며, 

추가로근태관리, 복리후생, 총무관리, 일용직관리시스템구축및서비스제공이가능합니다

MetaPay 소개

operation

System

일용직관리복리후생

▪기본Core 복리후생

(경조비, 교육비등)

▪선택적Flexible 복리후생

▪신청/ 현황조회

총무관리

▪총무관련신청및예약

관리

▪신청/ 현황조회

근태관리

▪주52시간및

유연근무제관리

▪교대조Shift 관리

▪출퇴근/ 연차관리

▪신청/ 현황조회

▪일용직근로전환대상

및원천징수공제관리

▪퇴직금자동정산

▪일용직근태

사회보험 연말정산

▪국세청간소화 PDF  

자료업로드

▪서류검토/ 결과조회

▪지급명세서작성

급여계산

▪급/상여계산/관리

▪급여명세서및은행

이체파일생성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추계액계산/관리

Tax 신고

▪원천세신고관리

▪지방세신고

사업소세 신고/관리

*  G/L , Cost center 관리

MetaPay Service Offering

Web/Mobile ESS 제공 (급여명세서조회, 제증명신청등)

▪사회보험취득/상실

▪사회보험사업장신고

▪예수금관리

▪이직확인서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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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ay 고객사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