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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I n d u s t r i a l  S u p p l i e s

많은 기업들이 아이퀘스트 B1과 함께하였습니다.

아이퀘스트 B1은 SAP 기반하에 성장, 성공, 혁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산업별 확장성

· 추가 필드, 테이블, 서식을

   간단히 생성하여 솔루션을

   직접 제작

· 500가지 산업별 솔루션으로

   어플리케이션 확장

· 서비스 계층 개발 플랫폼으로

   느슨하게 결합된

   웹 어플리케이션 생성 

비즈니스 통합

· SAP Business One

   통합 프레임워크(B1if)를 통해

   최첨단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 

· 매끄러운 회사 간 또는

   자회사 통합 

· 즉시 실행 가능한 표준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른 시스템과 통합

유연한 배포

·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어디서나 비즈니스 수행

· 파트너 또는 SAP가

   호스팅하는 Private Cloud나

   Public Cloud를 배포하여

   IT 풋프린트 감소 

· 온프레미스에서 실행하여

   기존 IT 인프라와 리소스 활용

실시간 인사이트

· 미래가 보장되는 선도 기술로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

·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 비즈니스에 친숙한 조건에 따라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시맨틱 레이어를 바로

   사용 가능

아이퀘스트 Business One

수출입관리 생산계획 공정관리

제조원가 품질관리 외주관리

인사관리 세무관리 경영정보

운영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재무관리 CRM 프로젝트관리

서비스관리

MRP

판매관리 생산관리



주문, 예측 진척정보

주문

기준정보

엔지니어링 정보

엔지니어링 정보

주문

실적정보
진척정보

공급망관리

( SCM )

계획 실적정보

설비제어 실시간 정보

물류정보
(PDA,

Bacode RFID)

제품개발
(PLM)

기준정보

아이퀘스트 B1 주요기능

인사관리

인사정보, 근태, 급/상여,

퇴직금, 연말정산

영업관리

견적, 수주, 매출,

출하, 수금

회계관리

예산, 전표, 자산, 외화,

결산, 부가세, 재무제표

구매관리

발주, 매입, MRP, 지급

원가관리

원가계산, 원가분석,

코스트센터별(원가, 손익)

재고관리

입고, 출고, 재고조사

(PDA, 바코드)

품질관리

수입, 공정, 출하

생산관리

OM, 작업지시, 실적, 

외주, 불량(PDA, 바코드)

아이퀘스트 Business One은 영업 및 고객 관계에서부터 재무, 운영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전반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생산 현장의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여 생산과 품질 업무가 개선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중소기업 ICT TOTAL 솔루션



생산측면

Profit
%

아이퀘스트 Business One은 중소기업 정보화에 앞장서 온 아이퀘스트가 세계적인 ERP 업체인 SAP를 기반으로 국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세스(Add on Solution)를 추가,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입니다.



아이퀘스트 B1 도입사례

아이퀘스트 B1 도입효과

아이퀘스트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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