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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

의 젂자세금계산서 의무화(16조 2항)

젂자세금계산서 발행기관은 국세청과 연동하여

반드시 국세청의 인증을 받아야 함(16조 3항)

발행한 젂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인증해야

함(16조 3항)

젂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 세액 공제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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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구축비용
작성 프로그램

PKI 인증모듈

구매

PKI 모듈 연동

발송 시스템

발송 내역

관리 프로그램
국세청 연동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회원관리 프로

그램

결제내역관리

프로그램

2.전자세금계산서 직접구축



5

서비스 운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

• 1992년 창립이래 Enterprise IT Infra 서비스(ISP, 도메인, 호스팅, 메일 등) 운영

•현재 20만 여명의 기업사용자 확보

• 2008년 매출액 83억(금융결제원) –매년 20% 이상 성장기업

삼정데이타서비스가 운영하는 서비스

•기업젂용 호스팅 서비스 - 다이렉트호스팅(direct.co.kr)

•기업메일 1위 - 메일나라(mailnara.co.kr)

•콜센터 서비스 - 콜다이렉트(calldirect.co.kr)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 오픈애즈(openas.com)

•젂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다이렉트빌(directbill.co.kr)

3.회사소개

http://www.direct.co.kr/
http://www.direct.co.kr/
http://www.mailnara.co.kr/
http://www.mailnara.co.kr/
http://www.calldirect.co.kr/
http://www.calldirect.co.kr/
http://www.openas.com/
http://www.openas.com/
http://www.directbill.co.kr/
http://www.directbill.co.kr/


발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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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솔루션연동 Flow

국체청신고

젂자세금계산서 발행

작성

국세청신고

미발행 수신

승인

거젃

수정발행

관리용

역발행

수신

거젃

수정발행

젂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젂자서명

젂자서명

저장

역발행

수신

승인

거젃

수정발행

작성 저장

발행

수신

승인

거젃

수정발행

API를 이용해 다이렉트빌 솔루션에 데이터 젂송하면
세금계산서 ID와 상태값 리턴

세금계산서 ID를 API에 넣어서 호출하면 ID에 해당하
는 상태값 리턴

API를 이용해 다이렉트빌 솔루션에 데이터 젂송하면
세금계산서 ID와 상태값 리턴

세금계산서 ID를 API에 넣어서 호출하면 ID에 해당하
는 상태값 리턴

다이렉트빌 처리영역

수신자송신자

: 다이렉트빌에 표시되는 상태값

: 업무프로세스상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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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솔루션연동 - 발행 Open API

선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클릭

발행할 세금계산서가 웹으로 열리고 전자
서명할 수 있는 창(ActiveX)이 열림

데이터를 API를 통해
다이렉트빌 발행 프로그램에 전달

전송 후 결과값을 고객
클라이언트에 전달

국세청 연동

수신자에게 메일로 전달
http://api.directbill.co.kr/api.php?사업자
등록번호 =1234567890&상호=삼정데이

타서비스(주)&성명=다이렉트빌&사업장
주소=구로구 구로3동&업태=서비스업....

데이터 전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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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솔루션연동 – 관리 Open API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대한 API 제공

수신자의 행위(수신, 출력 등)에 대한 내역 확인 가능

API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관리 가능

XML 데이터 핸들링

XML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때문에 XML 
데이터 핸들링이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
에서 연동 가능 , VB, .Net으로 개발된 프
로그램도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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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솔루션연동 – Open API UI 소스 제공

웹 UI 소스 제공

웹 UI 소스의 데이터 처리가 REST나
SOAP 기반의 API를 이용해 XML로 처리
되고, XML 데이터는 자바스크립트로 핸
들링하기 때문에 서버스크립트
(PHP, .NET, ASP, JSP) 얶어에 의존하지
않고 수정 가능

링크만 유지하고 소스를 수정해 디자인
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음

소스를 수정해서 자사 서비스와 완벽하
게 통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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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빌 API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생성

주어진 시간, 날짜에 생성된 데이터 발송

수신자는 고객별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가능

역발행인 경우 수신자사이트에서 수신자

가 전자서명

8.수신자 관리



9.수신자관리 사이트

자동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신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

수정가능 수정가능

수정가능수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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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합 패키지 제공

국세청 연동, 간이 장부 개발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제공

회원관리, 결제내역관리, 요금제 설정 등

다이렉트빌 서비스가 가진 노하우를 패키지에 그대로 적용

API 제공으로 기존 시스템과 연동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패키지

10.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용 솔루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별도 구축 문의 : 02-2029-0300



11.연동 가능한 언어

Web Service XML 데이터

PHP .Net ASP JSP Java

Office VBA Visual Basic 델파이 파워빌더 SAP BW

Web Serivce 및 HTTP Request가 지원되는 모든 언어에서 사용 가능

XML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Database 종류와 관계없이 동작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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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젂화, 원격연결을 통해 고객지원

고객감동센터

• 24시간 365일 서비스 관리

기술지원센터

•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

R&D 연구소

12.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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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빌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및 관리

•매월 과금

•요금에 따라 다이렉트빌에서 제공하는 기능 사용

•수시 업그레이드

다이렉트빌 서비스

•PKI 공인인증모듈 포함

•단독서버에서 젂자세금계산서 사용

•사업자단위, 서버단위 라이선스

•솔루션 연동용 API 제공

•웹어플리케이션 UI 소스 제공

다이렉트빌 솔루션 단독구축

•회원관리 및 결제내역관리 프로그램 제공

•젂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이 가능한 라이선스

•자사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업 가능한 API 제공

•웹어플리케이션 UI 소스 제공

다이렉트빌 ASP 사업자용 솔루션 구축

13.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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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4.문의

서비스 별도 구축 문의 : 02-2029-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