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데이터 SAP ERP 연계
경제뉴스 | 무역협회 | 석유공사 유가 | 국세청
세무일정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입법예정 | 특허청 | 전자공시 | 
거래소 공시 | 외국환중개소 | 거래은행

SAP 표준 앱 기능 확장
재무 확장앱 | 물류 확장앱 | 경비처리앱 | 재무
결산앱 | 재무 분석앱

다국어 지원 | 모바일 지원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기타 추가 가능

외부 데이터 SAP ERP 연계 SAP 표준 앱 기능 확장

50 건 88 건10 건16 건

표준 피오리 기능 확장 솔루션



경제 뉴스

자동수집
5분 주기

단독 서버
(클라우드)

16 건

수집한 자료 검색,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가공
수집 시간/건수 표시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



공공기관 자료

자동수집
5분 주기

단독 서버
(클라우드)

10 건

국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공공기관 보도자료 항목별 표시

수집한 자료 검색,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가공

수집 시간/건수 표시

클릭하면 보도자료로 이동



특허 자료

자동수집
1시간 주기

단독 서버
(클라우드)

50 건 국내/해외 특허자료 항목별 표시

수집한 자료 검색,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가공

SAP 고정자산 마스터와 연계 개발 가능

수집 시간/건수 표시

클릭하면 특허 상세정보로 이동



공시 자료

단독 서버
(클라우드)

자동수집
1시간 주기

88 건

수집한 자료 검색,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가공

상장구분별 표시
수집 시간/건수 표시

클릭하면 공시 자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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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정보 통합 생성

기준정보 항목별 요청건수 표시

기존 요청 복사하여 신규 요청 생성

증빙파일 첨부 기준정보 상세화면으로 이동



기준정보 통합 승인

GL계정 승인 대상 표시 거래처 승인 대상 표시

자재 마스터 승인 대상 표시

+

한 화면에서 승인 대상 처리

고객사별 마스터 추가 가능



반제 처리

반제 금액 표시

추가 항목 입력 (수수료 등)

채권 선택 입금 선택

한 화면에서
반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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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마감일 관리

SAP 라이선스 사용자 관리

증빙 월 기준 마감일 설정
상신마감일(임시전표 생성)
결재마감일(회계전표 생성)

사용자 아이디, 부서별 마감일 관리



결산 모니터링

영업오더 주문건수 기준
미출고, 미청구 표시
(매출채권 미생성)

생산오더 생산건수 기준
미완료 표시

구매오더 발주건수 기준
미입고, 미매입 표시

(매입세금계산서 미처리)

미완료 메시지 표시

재무계정 마감대상
계정잔액 표시

(임시계정 Zero 확인)

연마감, 월마감 진행 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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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잔액분석

조회 조건 입력
(고객사별 조건 추가 가능)

채권 잔액 표시 채권 출처별 잔액 표시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가공채권, 채무 항목별 표시

채무 잔액 표시 채무 출처별 잔액 표시

총 잔액 표시



거래처 연령분석

채권 잔액 표시 연령 구간별 잔액 표시
(고객사별 구간 수정 가능)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가공채권, 채무 항목별 표시

총 잔액 표시

조회 조건 입력
(고객사별 조건 추가 가능)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항목 표시
( F.01 구조)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가공

공시 자료 조회SAP 재무제표 조회

재고/채권/채무 추이

판매관리비 추이

전체 추이

손익 추이



손익실적 분석

제품 그룹
고객 그룹

선택하여 분석

제품별 매출 추이 누적 표시

고객별 매출 추이 누적 표시

제품별 매출 추이
제품별 고객 매출 상위 표시

고객별 매출 추이
고객별 제품 매출 상위 표시

과거 데이터 추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