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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의 비효율성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호소합니다.

교육과정, 원아, 교사 신경못쓰고

하루종일에듀파인만하고 있음

⚫ 에듀파인지출한건입력 = 110번클릭, 15분소요

지겹다.

멍하다.

뭐하는 짓이지?

입력하기는하는데잘하고는있는지??

⚫ 공공재정환수법도입되어 500% 환수한다는데…

⚫ 에듀파인에서는직관적분석자료추출불가 TT

사립유치원에현실에맞지 않는시스템

⚫ 하드웨어가아직준비가덜되었는데

소프트웨어만강제도입

⚫ 국공립학교와는다른재원구조 (50:50)

⚫ 전문행정요원의부재

외부업체에위탁도못하게 하고 TT

⚫ 행정을고용하기어려운유치원의경우, 교사들의

업무가중

⚫ 실력있는행정을고용하더라도잦은이직

(사립유치원행정 vs. 국공립행정실)

⚫ 행정을뽑기만하면되나, 교육은누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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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케어가 찾은 최고의 대안 RPA

딥러닝/ 인공지능

단순업무효율향상

인공지능 로봇 업무자동화!  RPA플랫폼을 통해 업무효율을 혁신하세요! LG CNS RPA 솔루션.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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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클릭

❖지니는 접수 후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 직접 에듀파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이체확정”만 직접 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 이제는 지니에게 맡겨주세요.

지니(RPA) 프로세스

이체
확정

https://efinecare.com/Products/FineCareGe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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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업무로 인한 실수 ▼ 입력시간▼ 스트레스▼ 업무효율 ▲

정확한 DATA 입력 및 분석기능 (잔액일치검증, 항목별정산서, 추경포인트, 감사지적사항)

외부업체위탁이 아닌 유치원자체 입력 가능 (보안, 인증서, IP 문제 해결)

FINECARE CMS 사용시 징수결의업로드데이터자동 생성.

지니가 도와주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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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관리 유치원내부 PC에서인증서접속, 외부유출우려없음

회계업무외부위탁금지 유치원소속담당자가직접쉽게에듀파인입력(지니활용)

보안 (사용자 IP) DB, 서버등 외부유출없이유치원내부접속

인증서 외부유출에 관한 교육청 우려 완전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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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입력할 시간에 본연의 업무(원아/교사/학부모)에게 좀 더 집중하세요.

- 굳이매일에듀파인을입력할필요없음

원장님도 에듀파인을 입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이젠＇유치원회계＇가쉬워집니다.

에듀파인 담당자의 이직에도 불구하고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지니가 진짜 필요한 이유



파인케어 추가 기능
소개

9



10

1. 잔액일치검증 기능 화면 구성

1. 통장 거래내역 파일과 에듀파인 현금출납부 파일만 있으면 잔액일치여부를 손쉽게 확인 가능

- 누계잔액 및 일자별 잔액 확인 가능

잔액일치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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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액비교(통장=현금출납부) – 불일치 時

2

1. 통장거래내역(지출)보다 에듀파인 현금출납부가 919,500원 미입력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 3건의 지출이 에듀파인에 미입력 되었음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음

1

잔액일치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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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포인트 구성

추경포인트

1. 실제 운영중인 예산 데이터 기반으로 추경 시뮬레이션을 미리 작성해 볼 수 있어 필요 예산 또는 삭감 예산을 미리 파악 가능.

2. 산출기초를 작성하면 실시간 합계액 검증이 가능해 세입/세출 1:1 검증이 가능함.

3. 작업 완료 후 “업로드용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예산을 업로드 할 수 있음.

2. 추경 기능 3. 에듀파인 업로드용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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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별 정산보고서 화면 구성

1. 에듀파인 모드에서 ‘보고서‘ CLICK

2. 재원별 정산 내역(1)

3. 요약보고서 : 월별 분기별 계정과정별 집행현황

4. 항목별정산 : 보조금 및 지원금 / 수익자부담금 정산 현황

5. 정산보고서

⚫ 요약보고서 : SUMMARY

⚫ 상세보고서 : 일자별 수입/지출 현황

⚫ 월별보고서 : 월별 수입/지출 현황

6. 항목별정산 항목 더블클릭 시 상세내역 열람(2)

1

2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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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및 사학연금 고지내역 자동수집

1. 매월 4대보험, 사학연금 고지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 정확한 고지금액 적용

2. 급여대장 엑셀 변환 및 출력

3. 급여명세서 엑셀 변환, 출력, 이메일 전송

4. 보수일람표 엑셀변환 및 출력

급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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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케어 지니』를
지금바로 검색해보세요.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efinecare.com/
https://efinecare.com/Products/FineCareGen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