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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억원 가치의

절세비법을 알려 드립니다

세상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살펴보기

세모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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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성장의 숨은 1등 공신

소상공인사장님을지원하기위해

와 세모주치의는,

사장님의 수익, 성공, 절세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모장부가 찾은 문제는 ?

매출은 한계가 있는데

비용(인건비, 재료비), 

세금은 점점 늘어나,

수익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비스

매달 비용은 나가는데

세무 신고를 해주지만

사장님을 위한

지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1. 100만원 절세 및 부자 습관

2. 하루 5분으로, 사업현황 정리하기

3. 사장님의 불편 혁신하기

4. 빠른 신고로 숨은 수익 찾기

5. 나만의 전담 세모주치의

세 모 주 치 의 처 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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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100만원
=

매출

2,000만원

순수익 100만원을 만들려면,

사장님이 짜장면 3,000 그릇을 만들어서 배달해야 합니다 !

100만원은 1억원 은행예금이자 수익의 가치입니다.

지금, 쉽게 2000만원 매출 효과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절세 왜 중요할까 ?

(원가 및 비용 차감 = 순수익 5%)



절세가 어려운 이유는 ?

절세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절세습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모장부로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통장잔고가 바뀐다.

- 세모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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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롭지 않게 버리던, 청첩장/영수증 ?

경조사 (청첩장/부고 안내)

영수증 (퀵, 배송비, 식당 등)

경조사비
20만원 / 건

= 절세
3~4 만원/건

간이영수증
3만원 / 건

= 절세
4~6 천원/건

숨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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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1.  수기 증빙 사진 촬영하기

번거로운 수기증빙 전달은 끝!

더 이상 카카오톡, 이메일, 비닐봉투에 담아서
전달하는 방식은 잊으세요~

세모앱에서 사진 촬영만 하세요

수기증빙 보관은 물론 세무사에게 자동 전달되어
기장업무에 반영됩니다.

세무사무소에 전달이 필요한 증빙 촬영

간이영수증, 청첩장, 부고장(카톡)

혼합지출증빙(통장,세금) 등

활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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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무신고 알림 확인과
간편납부 활용, 가산세 방지

카드매출입금예정금액 같은 유용한 정보 제공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입금예정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줍니다.

세금납부, 급여계산내역 등을 제공

매달 발생하는 급여 계산내역은 물론 부가세환급
예상금액, 부가세 신고내역을 알려줍니다.

원천세납부 알림, 부가세예상금액 등을 제공

부가세예상금액을 통해 미리 챙겨서 가산세 및
세금 폭탄을 피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세금납부, 절세 정보, 세법개정 등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려 잊어버리고

연체되지 않도록 챙겨드립니다.

세모주치의가 챙겨드립니다

바로 간편납부

습관 2.  세모주치의 알림 확인하기

납부 금액 안내

▶ 원천징수소득세 :   2,536,000 원

▶ 지방소득세 :       156,000원

사장님, 멋진 하루 되세요

김세모 세무회계컨설팅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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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3. 통장 입출금 확인 및 메모하기

한 번의 계정 등록으로 자동 수집

국 세 청 의 전 자 ( 세 금 ) 계 산 서 , 현 금 영 수 증 ,
여 신 금 융 협 회 의 가 맹 점 카 드 매 출 내 역 을
수집합니다 .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수집합니다.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류

외상대금입금 , 카드매출 , 온라인매출 등 입출
거래내역의 용도를 분류할 수 있어 기장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간단한 메모로 절세가 된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계좌 구분 가능

사업용 계좌 : 세무사무소와 공유되는 계좌
개인용 계좌 : 사장님만 조회되는 계좌

(사업용 개인 계좌는 사업용 분류)

(방법 : 상단 우측 더보기 메뉴 > 계좌관리
> 계좌구분 > 사업자용 or 개인용)

세무 100점 팁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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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증빙관리

매출/매입, 계좌이체

직원/급여 관리

하루 5분으로, 사업현황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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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분 피드백으로 성장을 만드세요



내 손안의 절세습관

스마트폰에서
세무, 증빙, 절세, 금융을

쉽고 간편하게 !





사장님의 불편 혁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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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간편 이체

급여, 세금/공과금, 거래처 이체를 쉽고 간편하게

급여명세서와 간편이체

세모주치의가 드리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급여이체를 선택하시면 , 직원관리의 계좌번호로
간편하게 이체가 됩니다.

세금 / 공과금

잊어버리기 쉬운 세금을 세모주치의가 알려드리고,
알림 내용에서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이제 안녕 !

매입 증빙에서 거래처에 바로 이체

매입 세금계산서 확인 후 이체를 클릭하면 거래처에
결제대금이 바로 이체됩니다.

급여 확인

급여 요약 내용

▶ 급여 총액 :   8,600,000 원

▶ 세금 및 공제 :      966,000 원

▶ 직원 지급액 :   7,634,000 원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세모 세무회계컨설팅사무소 입니다

[ 12월 급여명세서 안내 ]

이달의 급여명세서 입니다

급여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간편 이체



사장님 알바로부터

신고 당해 보셨나요 ?

근로계약서 나중에 작성 해야지 하고 잊었더니,

5일 일하고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그냥 나가더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예시 ; 직원이 신고를 물어본 내용 예시 ; 사장님이 합의금 주고 해결한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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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 와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제출을 스마트폰으로 요청하고, 직원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제출하면, 실시간 세무사무소와 공유됩니다.

쉬운 스마트폰 서류 제출

직원에게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게 요청 및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020년 예정)

직원이 입사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요청 및 제출

직원을 등록하고 등록된 직원에게 제출서류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등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요청하고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

홍길동

010-1234-1234

[ 사장님스마트폰 ] [ 직원스마트폰 ]



매번 신고하기도 바쁘게
진행되어 답답하셨죠 !

이제 빠른 보고서 및 대응으로
절세를 위한 고민을 합니다.

빠른 신고로 숨은 수익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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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세무 증빙 연동 및 빠른 신고 대응

매일아침새벽배송으로세무증빙이자동수집됩니다.

실시간
연동

세모주치의



전담 세모주치의가 도와드립니다

절세

부가세
환급

세금

상속

국내 최고의

엄선된 세무전문가가

1:1 지원합니다.

직원

비용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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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과 절세 지원

전국 300명의 세모주치의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최고의 전문가 입니다.



최근 잦은 해킹, 보안 사고 ,

지금 이용하시는 서비스

신뢰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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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중에서유일한보안센터및이중화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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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핀테크 1위 웹케시 그룹 사내벤처

사내벤처 입니다



고객님의 절세와

숨은 수익을 찾아드립니다.

고객님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세 모 주 치 의 약 속

www.semojangb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