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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환경에서 구현되는 ‘급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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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ay Overview

about MetaPay 01

스마트한 클라우드 기반 급여 솔루션
MetaPay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급여 솔루션으로써 제조, IT, e-commerce/유통, 

Financial,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Industry 내 120여개 이상의 고객사(약 120,000명)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taPay
급여관련 서비스
연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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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페이는 다양한 산업의 120개 고객사, 

12만명의 근로자들에게 급여 아웃소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조 7천억
급여 정산 금액/연간 누적

67만명
일용·사업소득자/월 평균

16만명
근로소득자/월 평균120개

고객사 98% 재계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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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ay는 기업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지급과 공제 기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한
Cloud Native Payroll Full Service Solution 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120개 고객사가 선택한 업계 선두 솔루션으로서 맞춤형 서비스 모듈과 높은 수준의 보안 지원, 

글로벌 HR 솔루션과의 호환성으로 급여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높여 줍니다.

다양한 산업 120개 고객사가 선택한
업계 선두 솔루션

고객 비즈니스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솔루션

간편한 모듈 선택형
솔루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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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급여 처리 업무는 그만!
메타페이와 함께라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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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ay는 Cloud 환경에서 구현되는 ‘급여 솔루션’으로, 급여 관련 ‘기본 Module’과 근태, 복리후생 등이 포함된 

‘확장 Mod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Needs에 따라 BPO SVC 뿐만 아니라 SaaS SVC도 제공 가능합니다

MetaPay
급여 및

퇴직급여 관리
원천세 (TAX) 사회보험 연말정산 인사정보 관리기본모듈

복리후생 근태관리 채용관리 일용직관리 고객사
개발 요청 

확장모듈

Interface

HCM BPO Service SaaS Service

ERP

기간계

ESS (Employee Self Service)

PC Mobile (Web)

•급여명세서 조회
•제증명서 신청/발급
•연말정산 수행
   (복리후생 신청/조회)
   (근태 신청/조회)

MetaPay Service

메타넷 직원이
고객사의 급여 업무를
수행 (아웃소싱)

고객사 급여 담당자가
MetaPay 솔루션을
사용하여 급여 업무를
수행 (솔루션 사용)

*확장 Module은 모듈별로 별도 비용 청구



출퇴근 휴가신청 부재신청 연장근무신청 근무조정 신청신  청

근무일정/출근부 신청내역 조회 근태결재 알림 설정조회/결재

근무일정

출근부

휴가신청

부재신청

연장근무

근무조정

근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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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Time은 ‘근태 솔루션’으로, New Normal 환경에서 임직원의 근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신청 

및 조회/결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태 Data는 MetaPay와 연동되어 급여 계산 시 반영됩니다.

I/F      

관리자 PC 화면 사용자 App 화면

MetaTime 특징 및 메뉴 

간단한 설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주52시간 및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지원

MetaTime

Meta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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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YTA는 ‘연말정산 솔루션’으로, AI Bot(연말정산 수행 및 FAQ/자연어 질의 가능), OCR, 시스템 내 오류 검증 

등의 기술/기능을 적용하여 임직원의 간편한 연말정산 수행과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etaYTA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합의서, 보안서약서 등의 기본 제공 서식 조회

MetaPay와 Data 연동

전자서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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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ign1)은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문서를 생성, 서명 날인, 발송, 관리 

등의 표준화된 계약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으며, MetaPay 내 인사/연봉 Data는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서식 조회MetaSign

1) 현재 구축 중인 솔루션으로, 23년 1월 내 서비스 예정

고객사별 양식 등록 (PDF만 가능), 서명 인원, 항목 추가, 수신자 지정, 구성원 검색, 미리보기 등의 기능 제공서식 만들기

E-mail 또는 SMS 메시지로 발송 (나이스신용평가 인증) 및 구성원의 서명 완료 서식 발송

조회 조건 (서식명, 발송기간, 진행상태 등)에 따라 조회 가능 및 PDF 다운로드 가능. 서명 완료 현황 및 독려하기 기능 제공결과 조회

MetaSign
인사 및 연봉 정보
연동을 통한
업무 효율화

MetaPay ESS 사용

급여명세서 조회, 제증명서 
신청 등과 동일한 Platform을 
사용하여 구성원/업무 
담당자의 편이성 증대

MetaPay Meta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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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IT, e-commerce/유통, Financial,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Industry 내 180여개 이상의 고객사
(약 220,000명)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 업종의 고객사 경험 고객사 시스템과의 Interface 구축 경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 고객사와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

제  조

IT/ Venture

e-commerce/유통

Financial

엔터테인먼트/Luxury/패션

Professional Service

산업 별 주요 고객 (Selective)

운영 현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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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솔루션 활용 및 보안 강화

180여개 고객사, 22만명 대상 서비스

그룹 차원의 전략적 협업/지원

메타넷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및 협업이 가능

시스템 I/F 구축 및 운영 경험 

Global Cloud HCM 및 ERP 연동

통합 솔루션 제공 및 업데이트

복리후생, 근태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