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Proposal
—

HR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만 떼어낸 Add-on형

2018 연말정산
프로그램 YETA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tact us at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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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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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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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집약된
연말정산 전문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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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Verification

Safe

관리자가 사용자 정보를 손쉽게 업로드

사전 설문응답을 통해

MS Azure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신고용 파일 생성

부당공제 및 오류 자동필터링

Data Base 의 사용자정보 암호화

공제항목별 데이터 추출 및 관리 가능

전체 오류의70% 이상 제거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전송 데이터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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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tible

Professional

국내 각종 급여프로그램과 연동 가능

Payroll, IT전문가들이 설계 및 제작

연말정산 기초정보(사용자 정보, 급여)

매년 개정세법을 프로그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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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Informed

Fast

쉽고 자세하게 풀이된 세법

Simulation 기능으로 결과 선택 가능

입력과 동시에 본인의 환급세액을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 기능으로 임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조회 및 출력 가능

입력 가이드라인 제시

실시간 피드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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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문프로그램 YETA 특징
연말정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계부터 사용가이드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내 No.1 연말정산 프로그램

Point One

Point Two

Point Three

기존 솔루션 대비,
약 50% 운영비용 절감효과

사용자 만족도 극대화

Payroll 분야
최고전문가그룹이 제작

• 임직원의 입력시간 최소화

• 국세청 PDF 자동업로드 및 ERP시

• Payroll 전문가가 설계하고, IT 전

• 관리자 업무량감소로 핵심업무에 집

스템 연계로 사용자 직접 입력 최소화

문가가 개발한 연말정산 전문 프로그램

중함으로써 성과향상 효과

• 웹 버전의 프로그램 매뉴얼 제공

• 공제 누락과 부당 공제를 최소화하

• 세무조사 관련 리스크 및 비용 감소

•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팁을

는 연말정산 노하우 집약

• 수정신고 기능을 통해 재적기간 5년

제시함으로써 절세 등의 부가효과 창출

• At&P 세무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제

동안 추가신고 가능

공으로 최고의 연말정산 서비스 구현

오류수정 신고 비용, 연말정산 인건비, 자체개발 대비 시스템 개발 비용 등
연말정산 총 비용 약 54.4% 절감효과

오류수정 신고 비용
연말정산 인건비
시스템 개발비용

*약 1,000명 규모의 국내 고객사들의 YETA 도입사례를 바탕으로 구성

시스템 개발비용
48% 절감

연말정산 인건비
74% 절감

오류수정 신고비용
80% 절감

• 자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의 설계

• 임직원의 시스템 사용법 및 연말

• 시스템의 자동필터링 기능으로

및 개발, 개정세법 적용 및 검증에 들

정산 관련문의, 오류입력 건수 대폭

연말정산 오류 대폭 감소

어가는 시간 최소화

감소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산세 대

• 연말정산 소급적용, 개정세법 등

• 연말정산수행인력 비용절감

상자 감소

적시성 있는 업데이트로 효율적인

• 연말정산 작업 소요시간 절감

업무환경 구축
* 자체개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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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도입으로 인한 연말정산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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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품질 인증
국내외 공인 기관에서 인증 받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내 No.1 연말정산 프로그램

SAP 공식
CERTIFICATION 획득

GOOD SOFTWARE
1등급 인증 획득

대한민국 유일
SAP 독일 본사에서 진행하는
검토 과정을 거쳐 인증서 발급

한국정보통신협회가 인증하는
국가 공인 프로그램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YETA의 다채로운 기능

- 국세청 간소화 PDF자료 원클릭 업로드
- 개별공제항목에 대한 공제대상, 한도 등 사용자정보 입력가이드 제공
- 환급세액 실시간 조회 및 출력 가능
- 개정세법에 따른 근로자 개별 절세 Tip 제공

임직원

- 사용자 입력정보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 제시

-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 공급, 간단한 설치
- View 연동을 통하여 기초정보 DB연동 가능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일괄적인 지급조서 파일 생성
- 연말정산 개발에 따른 검증 작업 불필요

전산담당자

- 보안모듈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 급여항목, 사용자정보 등 기업별 특화 환경설정
- 개인별, 부서별 입력현황 실시간 조회
- 국세청 오류검증 기준에 근거한 신고자료 생성
- 실시간 피드백 가능한 관리자의 메모 기능

인사담당자

- 수정신고 및 중도퇴사자 처리기능 강화로 연중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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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사용자별 상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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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도입 사례
완벽한 프로그램 제공에서 폭 넓은 서비스까지
YETA 고객사의 이유 있는 선택

프로그램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
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문의할 일
이 많더라구요. 에이티앤피파트
너즈의 CS상담센터와 담당자 대
상 연말정산 교육이 큰 도움이 됐
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정보팀 담당자

SK C&C라는 기업이 IT 전문가

매년 개정세법으로 연말정산 로

의 집단이기 때문에 IT 관련한

직을 설계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

지적이 있을 법도 했는데

데, YETA는 입력자료를 세법에

YETA는 구성이 완벽하여 모두

맞게 검수해주고 국세청 기준까

가 만족하는 연말정산이 될 수

지 반영되어서 오류내역이 눈에

있었습니다.

띄게 줄었습니다.

SK C&C
HR팀 인사담당자

한국방송공사(KBS)
정보시스템 개발부 담당자

HR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만 떼어낸 Add-on형
연말정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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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병원
급여 항목, 과세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면서 분류
병원은 근로자분들의 업무시간이 동일하지 않고 교대로 근무하는

할 수 있어서 담당자로서

것이 일반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YETA와 함께해서 문제없이 연

좋았습니다.

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직종이 근무하는 병원의 특성상 다른 업계보다 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작업이 더 번거롭습니다. 직종별 샘플을 골라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여러 차례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법률
과 기준이 YETA에 명확
하게 분류되어 급여체계

야 하기 때문입니다.

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

그런데 YETA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뿐만 아니라 PDF 업

습니다.

로드 기능과 입력 데이터 검토를 통해 다양한 오류까지 검증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
니다.
연말정산 환급 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었던 연말정산 리포트가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절감 내역, 내가 공제 받지 못한 항목 등
연말정산에 유용한 정보를 통해 어려운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었
다는 직원 분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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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버전별 추천대상 및
서비스 제공범위
SAP Ver.
HCM 모듈을 사용하거나 SAP를 사용 중인 기업 등에 추천합니다.
*단, 인사, 급여 관련 Info type 설정을 위한 별도 개발 작업이 필요합니다.

On Premise Ver.
보안수준이 높고,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공기업, 연구기관, 학교
등에 추천합니다.

Cloud Ver.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인, 자사 개발비용 대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
로그램 구입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추천합니다.

ALL
- 사용자 입력 및 관리자 화면 : HTML5 기반의 풍부한 UI
- 수정신고 및 중도퇴사자 업무 처리 가능
-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실시간 응대
- 세법 전문가의 연말정산 관련 세법 자문 서비스(별도 구매)

SAP
- SAP 연계 기능
- SAP 인포타입 읽기 (급여, 비용, 인사 등 기간계 정보)
- SAP 인포타입 정보 쓰기 On Premise

ON PREMISE
- Appliance 방문 설치
- 데이터 연동 (Payroll 기초정보 업로드, 연말정산 결과 파일)
- Big Data 분석시스템

CLOUD
- 접속 Code를 통해 Cloud 접속
- 데이터 연동 가능(Payroll 기초정보 업로드, 연말정산 결과 파일 제공)

연말정산 프로세스의 End-to-End를 지원하는 YETA SAP 버전은
SAP HR 모듈과 연동되어 고객사에 최적화 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YETA SAP 버전 기능 FLOW

인 증

데이터조회

1

데이터전송

2
SAP HR 모듈 완벽 연동

SAP HR 내 결과값과 비교 가능

- SAP 스탠다드 인포타입의 급여정보 항목 활용

- HCM 모듈 내 연말정산 패치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 Logic 기동 및 결과값 저장

- 입력된 사용자 데이터는 YETA에서 1차 Logic
이 적용된 후, SAP 인포타입에 저장

3

- HCM 결과값과 YETA 결과값에 대한 비교 검
증 가능

4
국세청 PDF 자동 업로드

HCM 모듈 내 I/F 설정 작업 필요

- 국세청 PDF 자료 자동 추출 및 입력

- 인포타입 변수명 도표화, 추가 정리가 필요한
비용항목(회사 지원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처리 *별도 개발기간 소요

- 국세청 PDF 파일 업로드 시, 각 항목별 소득공
제 요건에 따라 본인 검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임직원이 직접 체크한 후 최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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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SAP Ver.

YETA On Premise Ver.
12

연말정산 프로세스의 End-to-End를 지원하는 YETA On Premise 버전은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고객사 정책에 맞는 최적의 환경으로 제공됩니다.

YETA On Premise 버전 기능 FLOW

1

2

3

4

5

프로그램 서버설치

기초정보 등록

급여 업로드

사용자 입력

연말정산 진행관리

CPU
Intel Xeon E3-1220
3.1GHz 이상

인감 및 로고 등록

수동 업로드(일괄 업로
드)

연말정산 PDF 자료 자
동 업로드

부서별/사용자별 입력
현황 확인

급여 업로드양식 다운로
드(선택한 급여 항목에
따라 양식 생성, excel
형태 업로드)

입력 단계 Validation
Check

관리자가 사용자 입력
오류 직접 수정 가능

입력 즉시 결과 확인

신고용 파일 생성

RAM
4GB 이상
Hard Disk
500G이상 RAID 구성

부서 등록
사용자 등록
급여항목 선정
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

Software
Centos_6.7(64bit)
DB
PostgreSql

1

개별 업로드
사용자 관리 화면에서
직접 입력 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At&P
의 관리자 응대서비스

자동 업로드
SSO연동(사전 계약 필
수)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 지원

2

- 기초 회사정보 등록(로고, 공지사항 포함)

용이한 유지보수와 Appliance 형태 구축
- 관리자 접속 시,세법 개정 및 새로운 패치 버전
공지 & 원격 업데이트 가능

- 급여 업로드 신고용 파일 생성 가능

- 하드웨어 오류 발생 시에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디스크 RAID 1 구성

- 급여 정보 업로드 및 기초 데이터 관리

- DB 암호화를 포함하여 YETA만의 정보기기
환경 필요

3

강력한 검증기능 및 부당공제 예방
- 강력한 검증기능 : 입력 단계에서 정보 간의 일
치를 확인하는 Logic 수행
- 부당공제 예방 : 입력시점에서 사용자에 맞는
공제 조건을 공지

4

서류검토 시 당해년도 이슈에 맞는 추가기능
지원
- 세법 변동 또는 국세청 이슈사항에 맞춰 추가
검증 기능 제공

YETA CLOUD Ver.
13

연말정산 프로세스의 End-to-End를 지원하는 YETA Cloud 버전은
자사 개발 대비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YETA CLOUD 버전 기능 FLOW

1

2

3

4

기초정보 등록

급여 업로드

사용자 입력

연말정산 진행관리

인감 및 로고 등록
부서 등록
사용자 등록
급여항목 선정
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

수동 업로드(일괄 업로드)
급여 업로드양식 다운로드
(선택한 급여 항목에 따라
양식 생성, excel 형태 업
로드)
개별 업로드
사용자 관리 화면에서 직접
입력 가능

연말정산 PDF 자료 자동
업로드

부서별/사용자별 입력 현
황 확인

입력 단계 Validation
Check

관리자가 사용자 입력 오류
직접 수정 가능

입력 즉시 결과 확인

신고용 파일 생성
프로그램에 대한 At&P의
관리자 응대서비스

자동 업로드
SSO연동(사전 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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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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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Cloud 인프라

- 기초 회사정보 등록(로고, 공지사항 포함)

- 공신력 있는 MS Azure Cloud 활용

- 급여 정보 업로드 및 기초 데이터 관리

- Azure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적용
(N/W, App, Data Layer 별 작동)
- SLA 기반의 안정적인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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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암호화

강력한 검증기능 및 부당공제 예방

- 모든 개인정보 Data 암호화 관리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등)

- 강력한 검증기능 : 입력 단계에서 정보 간의 일
치를 확인하는 Logic 수행

- 국가 인증 암호화 모듈 활용

- 부당공제 예방 : 입력시점에서 사용자에 맞는
공제 조건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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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A 고객사 소개
기업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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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사학기관

Address
04506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31 이화빌딩 3층

Phone

Fax

02-704-9717

02-704-9769

Mail
sales@atn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