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와 나하고가 함께하는
슬기로운 회사생활

임금(급여)명세서 작성
이제 나하고로 해결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은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나하고 하나면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무화 된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우리 수임처의 고민은 어떻게? NAHAGO와 함께!
수임처의 임금(급여)명세서 작성 부담, 고민하지 말고 NAHAGO와 함께 쉽고 편리하게 준비!

수임처 직원

수임처

세무회계사무소

임금(급여)명세서 확인,

임직원에게 임금(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수임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임금(급여)

출퇴근 관리, 셀프 연말정산 등을

연말정산 자료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명세서 작성, 연말정산, 4대보험 신고,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리하게 보내줄 수 있어요.

증명서 신청 등 수임업무가 편해져요.

NAHAGO로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쟁력이 한 층 업그레이드됩니다.
· 수임처의 임금(급여)명세서 작성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 나하고(모바일)로 임직원들이 연말정산을 신청한 자료를
편리하게 검토하고 진행현황 확인
· 신청한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발급가능하며
세무신고 결과 확인 가능

주요 기능

근무시간관리

임금(급여)명세서교부

연말정산

전자결재

회사전용 메신저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에 의거 임금(급여)명세서 의무 교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증명서 발급

근로계약

공지사항

무료 앱 NAHAGO(나하고) 하나로 혁신적인 업무 프로세스

직원, 수임처, 세무회계사무소의 소통방법, NAHAGO
체계적인 프로세스 자동화로 업무가 빠르고 간편해집니다

수임처 직원

수임처

세무회계사무소

임금(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연장근무 등 시간 기록
임금(급여)
명세서 확인

자동 연동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근무시간 집계
(근무일수, 근무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 등)

급여대장 확인 및 급여 확정

급여 세액 계산 요청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임금(급여)명세서 작성

임금(급여)명세서 전달

연말정산

직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신청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제출

제출자료 확인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신청
검토신청

(위하고)연말정산
자료 검토 및 계산 마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연말정산 결과조회

증명서

증명서 요청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신청 조회/확인

대리발급

신청 내역 확인

직접발급

증명서 발급
증명서 수신 및 확인
직원 발급내역 조회 및 이력 관리

증명서 발급

NAHAGO와 WEHAGO T edge를 연결하면 업무가 한 층 수월해집니다.

임금(급여)명세서
수임처의 급여내역 계산 및 급여명세서를 쉽고 빠르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해결
· 한 화면에서 수임처와 함께 급여 입력 자동 급여 계산
· 임금(급여)명세서를 NAHAGO(모바일)에서 바로 확인
· 근로기준법 기준의 급여대장 제공
T edge 연결기능 - 수임처 급여관리

수임처 연말정산
수임처의 직원들이 나하고(모바일)로 입력한
연말정산 자료를 검토하고 수임기업별로
연말정산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관리
· 간소화 자료를 직접 업로드
· 신고 마감 전 결정세액 사전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접 출력
WEHAGO T 연결가능 - 수임처 연말정산 관리

민원/증명서류 발급
발급요청 서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T edge/NAHAGO(모바일) 민원/증명 서류 요청 내역 조회 및 관리
· 신청인/서식별 발급 내역 조회
· 간편한 민원/증명서류 신청과 발급방식
· 서식별 발급번호 자동 생성 기능으로 편리한 발급대장 관리
· 회계/급여관리와 연계된 간편 발급
T edge / NAHAGO(모바일) 연결기능 - 민원서류, 증명서류

근무관리

전자결재

근로계약

회사전용 메신저

실시간 근무현황을
간편하게 관리

언제 어디서나
승인, 반려도 모바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업무 관련 대화는
NAHAGO에서

나를 위한 나하고, 회사를 위한 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