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고편한인공지능클라우드 ERP

㈜아이퀘스트

[소개서및비교]

B2B SW 기업

얼마에요 ERP



직원들은이런고충이있어요 대표님은이런고충이있어요

• 시간대비 비효율적인 기초 데이터 정리
• 엑셀파일로 인해 담당자 부재 및 변경 시의 어려움
• 일일보고서, 매출현황 등 실시간 변동 건의 문서업무
• 부서별 비효율적인 업무 공유 및 연계업무

• 실시간 확인하고 싶은 수입, 지출 손익현황
• 거래처별 매출 현황 파악
• 직원들의 중복업무를 줄이며 경영 효율 극대화
• 직원의 입퇴사가 잦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업무

임직원의경영및업무고민을
한번에해결할수있는 ERP

얼마에요를선택하세요!



특허 받은 자동분개로
회계장부 자동 생성

웹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사용

GS 1등급 인증으로
사용편의성 및 안전성 보장

업종 상관 없는 모든 기능
월 39,000원 제공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제공

웹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사용

경쟁사 유료 서비스를
얼마에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

챗봇&전화 등 즉시 연결 가능한
업계 유일 고객친화 서비스

얼마에요ERP만의차별화된서비스로
사업성공으로한발더안내합니다.

인공지능회계장부 클라우드서비스 소프트웨어품질인증 부담없는사용료

탄탄한유지보수 자동세무자료생성 무료추가서비스 전담코디배치



매입/매출 세무/회계 인사/급여

재고/유통 제조/생산 수입/수출현장/공사

거래처관리 전자문서발송 예산관리

얼마에요 ERP

내역 연동 및 간편 등록
회계전표연동 계산서 발행 연계

회계자료 자동 생성
자동 분개 및 회계처리

임직원 급여 자동 반영
원천세 및 일용직 전자신고

물류 거래 회계전표 연동
재고 현황 파악

BOM등록 및 작업 지시서
자재 소요량 자동계산

HS코드, HS단위 적용
무역대금 결제 관리 및 전표 처리

전체 공사 현장 관리
현장별 장비, 자재 관리

미수금,미지급금 자동계산
거래처별 매출현황 파악

세금계산서, 견적서, 명세서 등
고객사에 전자발행 가능

예산 등록, 편성 및 집행
현황, 예산 실행 등 보고서

• 소기업 · 중소기업 업무에 최적화된 ERP 프로그램
•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로 사용이 가능

•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도 즉시 실무에 사용이 가능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제공

ALL IN ONE



무료제공

확장기능

포인트제공

추가 서비스 기능이 얼마에요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얼마에요ERP에 기능을 추가하여 확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기능들을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기본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얼마에요 EPR의추가혜택

자동 세무신고 자료 생성 쇼핑, 매출 플랫폼의
매출자료 불러오기 가능

내 사업장 신용정보조회 가능
※ 개인사업자 전용

블록체인기반의 전자계약 이메일, 팩스 전자발행 및 조회

※ 세무사랑 포맷 제공

※ 전자근로계약 무료

고객과 SMS문자로 결제 가능 얼마에요 내에서 금융업무 가능 저렴한 기업용 보안 패키지 회원 및 후원금 처리

※ 서비스 이름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얼마택스 플랫폼매출 개인사업자신용정보조회(KCB)

얼마싸인 웹메시지전송

간편문자결제(이노페이) 오픈뱅킹(KB바로이체) PC보안(알약기업ver) CMS(자동수납)

https://www.iquest.co.kr/products/erp_easysemu.do
https://www.iquest.co.kr/products/erp_easysemu.do
https://www.iquest.co.kr/products/mgnote01.do
https://www.iquest.co.kr/products/mgnote01.do
https://www.iquest.co.kr/notice/noticeInfo.do?seqno=10
https://www.iquest.co.kr/notice/noticeInfo.do?seqno=10
http://www.signbill.co.kr/wm/main.do
http://www.signbill.co.kr/wm/main.do
https://www.iquest.co.kr/products/web_message.do
https://www.iquest.co.kr/products/web_message.do
https://www.iquest.co.kr/products/easypay.do
https://www.iquest.co.kr/products/easypay.do
https://www.iquest.co.kr/products/kbBaro.do
https://www.iquest.co.kr/products/kbBaro.do
https://www.iquest.co.kr/products/est_security.do
https://www.iquest.co.kr/products/est_security.do
https://www.iquest.co.kr/products/cms_design.do
https://www.iquest.co.kr/products/cms_design.do


아이퀘스트는 1996년 창립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누구든지 쉽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합니다.

‘얼마에요ERP’는
코스닥상장사아이퀘스트에서만듭니다.

지속적인유지보수 솔루션연계 서비스센터

아이퀘스트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탄탄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제품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진행합니다.

아이퀘스트에서 개발되는 B2B솔루션은
각 제품별로 연계되어

무료, 혹은 제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퀘스트는 1:1 서비스를 통해
업계 최대 규모의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얼마에요 E사 W사 D사

서비스방식 설치형, Cloud (선택가능) Cloud Cloud Cloud

모바일앱지원 지원 (전용앱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주요타겟 중소기업(범용) 중소기업(범용) 소기업 중소기업(범용)

구성

재무, 회계/결산, 판매/매출, 
구매/매입, 물류/재고, 
세금거래, 제조/생산, 

공사현장관리, 영업관리, 
인사/급여

회계, 급여, 판매/구매, 물류재고, 제
조/생산, 원가 재무회계, 경비처리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 현장관리,

법인세무조정

통합패키지 통합패키지
재무회계 50만원 추가

입출고관리 30만원 추가
모듈 별 별도 구매

모듈 별 별도구매

세무사연동 세무사랑 Pro 연동
(업계 유일) 별도 세무법인 한정 지원 별도 세무법인 한정 지원 세무사 활용

고객지원

졍기교육
원격교육

1:1밀착케어(즉각대응 서비스)
방문교육(횟수제한없음)

전화원격교육
방문교육(2회 이후 유료)

정기교육
원격교육

방문교육(협의)
대리점 별도 교육

쇼핑몰연동 지원 지원 지원 미지원

편리기능 빅데이터기반 인공지능 회계 X X X

가격
가입/설치비 10만원 20만원 면제 / 특정모듈당가입비추가 회계 150만원 / 급여 70만원

월사용료 3만9천원 ~ 4만원 6만 9천원 ~ 10만 9천원 경영관리 14만원 ~

한눈에비교해보는
얼마에요ERP를선택해야하는이유!

얼마에요

설치형, Cloud (선택가능)

지원 (전용앱 지원)

중소기업(범용)

재무, 회계/결산, 판매/매출, 
구매/매입, 물류/재고, 
세금거래, 제조/생산, 

공사현장관리, 영업관리, 
인사/급여

통합패키지

세무사랑 Pro 연동
(업계 유일)

졍기교육
원격교육

1:1밀착케어(즉각대응 서비스)
방문교육(횟수제한없음)

지원

빅데이터기반 인공지능 회계

10만원

3만9천원 ~



홈페이지

대표전화

www.iquest.co.kr

1600-2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