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Outsourcing

HCG는 20년�이상�축적된 HR제도�컨설팅

노하우와 42만�이상�고객이�사용하는�검증된

HR 시스템을�활용하여�최상의�급여�아웃소싱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컨설팅 노하우로 다져진 전문가 그룹,
HCG가 하면 다릅니다.

인정받은�솔루션을�통한�다양한�대직원�지원�시스템, 전문성과�능동적인�대처,

선제적�대응�마인드를�갖춘�담당자, 우리는�이것을�프리미엄�컨소싱(Consourcing)이라�부릅니다.

급여�아웃소싱을�해야�하는�이유

HR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

평가, 보상, 조직문화 등
HR 핵심 업무에 집중

급여 기밀
유지

기업 내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안 이슈 원천 차단

직·간접비
효율화

휴먼 에러
제거 및 방지

급여, 노무관리의 편리성과

급여 담당자의 실수 방지 및

각종 직·간접비 절감 효과

잦은 퇴사와 업무 로드 해결

HCG 급여�아웃소싱의�차별적�강점
Consultative Service

• HR 분야 오랜 노하우, 경험 기반의 전문적인 서비스
•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HR 서비스

• 고객이 원하는 Tailor made 서비스

Well-made Solution

• 42만 사용자에게 검증된 안정된 시스템

Proactive Expertise
in Outsourcing

• 정확한 이해와 문제 해결적 사고 능력

• 편리한 UI,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웹 시스템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배려와 고객 지향적 마인드
• 다양한 제도, 사례들에 대한 다수의 운영 경험
• 타 시스템과의 쉬운 연동이 용이한 시스템

HCG 시스템 이용 고객사/사용자 규모
유통

26개사
2.8만명

제조

343개사 42만명

155개사
15.4만명

서비스

140개사
10만명

금융

37개사
5.1만명

시스템 유지보수 고객사/사용자 규모
공공

25개사
8.1만명

유통

19개사
2.7만명

제조

230개사 23만명

62개사
8만명

서비스

109개사
6.2만명

금융

28개사
2.3만명

공공

12개사
3.6만명

HCG Payroll Outsourcing 서비스는 단순한 비용적 요소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적 가치(Long-term Value Creation)와

전략적 경쟁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sic Service

Special Service

급여/상여 관리
급여, 상여,
성과급�계산,
은행이체�명세서

퇴직금 관리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충당금�계산,
근로소득세�및�퇴직소득세�정산,
퇴직금�추계액�계산

사회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취득�및�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각�보험료�예수금�관리�등

원천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근로소득, 퇴직소득�외
소득자료�제공�시)

연말정산

정산계산�및�신고,
연말정산�관련�안내�및�매뉴얼�배포,
연말정산�서류�검증�및�전화�상담

제증명 관리

원천징수영수증�등

각종�증명서

직원 활용 시스템

연차사용, 연차촉진,
주 52시간�근태관리,
기타�개인정보�서비스

통계

급여관련�각종통계,
인력현황�등�제공된�데이터에
기반한�통계�서비스

동의서

연봉/근로계약,
정보활용동의서�등
각종�동의서�서비스

자문 서비스

보상정책�및
급여구조�자문서비스,
노무/세무�자문서비스

교육

연 1회�연말정산�교육�시행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HCG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고의 e-HR 시스템인 hunel(휴넬)과 JaDE(제이드)를 기반으로 구축된

Payroll 시스템을 사용하여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체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고객도 HCG의 Payroll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HCG는 HR 컨설팅, e-HR 솔루션, 급여 아웃소싱까지

HR 모든 영역에 걸친 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먼컨설팅그룹은 2001년�설립되어�국내 HR 시장을�선도하는 HR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유일하게�인사·조직�컨설팅, e-HR 솔루션�및�급여�아웃소싱�영역을�아우르는
HR Total Solution Provider입니다.

e-HR Solution
Top Brand

중소·중견기업을�위한
e-HR 솔루션

상시�성과관리를�위한
협업�플랫폼

중견, 강소기업의�효율적인

상시�성과관리�및�애자일

대상으로�복잡하고�다양한

가격, 높은�유연성, 최고의

플랫폼으로 OKR(Objectives

e-HR 솔루션�구축�서비스를

패키지를�제공합니다.

대기업, 공공, 금융, 그룹�계열사

통합�및�글로벌�확장�기업을

요구사항을�최적화한�맞춤형
제공합니다.

인사관리를�위하여�합리적인

성능이�탑재된�통합 e-HR

조직운영에�적합한�협업

& Key Results), 협업, 인정과

피드백�등의�성과관리�최신

트랜드와�베스트�프랙티스가

탑재된�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축형

구축형/클라우드

클라우드

HCG 홈페이지 www.e-hcg.com
@hcg.human2019

@Total.HRProvider

급여아웃소싱�블로그

hcg payroll

제이드�블로그

jade hr

홈페이지�바로가기

본사/급여아웃소싱사업본부: 서울시�서초구�사평대로 343, 3층(반포동�제일약품빌딩) 대표전화: 02-2194-5000

판교센터: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7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