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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주)디케이테크인은 (주)카카오 개발 자회사로  
기업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B2B 서비스 제공, 솔루션 개발, SI 및 IT 시스템 구축,  
Web / APP 품질 검증, 인프라(데이터센터) 운영/관제 까지 IT 전반에 걸친 IT Total Service를 제공 합니다. 

IT 기술 솔루션 구축 및 소싱 전문 회사인 (주)디케이테크인은 2015년도 8월 설립 되었으며 
그간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 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안정성 및 협업 시너지에 대한 검증을 오랜 기간 거쳐오며  
기업 고객의 업무환경 개선 및 서비스 시너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 대표자  이 원 주

사업분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기술제공, 인터넷 서비스 등

사업장주소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10층(DTC타워)

전화번호  031 - 606 - 4600 , FAX : 031 - 624 - 4670 , willy.joo@kakaocorp.com

설립일자  2015년 08월 01일 임직원수  506 명

법인등록번호  131111 - 0418804 사업자등록번호  606 - 87 - 00134

mailto:willy.joo@kakaocorp.com


디케이테크인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을 통해 고객의 Needs와 기술을 연결하고, 
그 안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 된 IT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운영합니다. 

이러한 연결이 기술 분야 사업의 혁신과 고객 만족도 및 참여하는 구성원의 가치 향상을 지속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IT 기술 전문 기업으로써 기술과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연결하고 즐겁게 바꾸며 새로운 가치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Vision�

Value�

IT 기술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성공 및 혁신에 함께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는 기업.  

Mission�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한 동반 성장 

지속적 인재 발굴 및 인재 육성 & 구성원 기술 경쟁력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표준�경영�목표�

인재경영 
사람중심의 연결

신뢰 
신뢰 · 충돌  · 헌신

소통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존중

동반성장 
함께하는 기쁨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과  
역량 발휘를 위한 업무 플랫폼과 경험 제공.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양성 지원. 

여러 직무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미래지향적인 동반 성장.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을 통한 꾸준한 변화가  
이뤄지는 조직 문화 및 행복한 근무 환경. 

지속적 소통으로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  



- Kakao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기업 IT 시스템 개발 / 운영 

- 각종 APP 서비스 개발 / 운영

- 기업 / 브랜드 사이트 

- 제휴 시스템 / 프로모션 시스템 

-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 인프라 시스템

- T-fac : 카카오톡 기반 스마트 공정관리 서비스 

   (업무, 알람, 정보, 문서, 운송, 클러스터)

IT Outsourcing Smart Factory

Smart City

Smart Construction

- 스마트 건설 시스템 구축 사업 

   안전관리, 건설 IOT·AI·센싱, 건설 자동화

- 스마트 시티 서비스 구축 사업 

   방범, 교통, 청소, 공공안전등 도시문제 해결 

- 지능형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

- IT 컨설팅 

- 고객 비즈니스 맞춤 시스템 

- 공공 SW 정보화 시스템

- Digital Healthcare 

- e-commerce 

- IT 인프라 시스템

맞춤형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System Integration)

- 사내 정보 시스템 : 인사/업무관리, 경영/총무관리, 일반/사무관리  

- MRO : 통합 구매/자산 관리 

- ERP : SAP ERP 기반 컨설팅 및 구축 

- CRM : 고객관리/ 상담시스템 

- 구독 : 구독 플랫폼(솔루션) 사업 

- 챗봇 기반 비지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

기업 정보 솔루션 구축 사업 (Groupware)

AI 챗봇 구축 사업 (AI Bot)

- 각 분야별 품질 검증 서비스 

   (플랫폼, 커머스,컨텐츠, 금융, O2O)  

-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 ITO 서비스 

   (Management Service Provider)   

- IT 인프라 관제 서비스

디케이테크인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특성을 고려한 고객중심의 전문화된 서비스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주요사업�분야�



주요�고객�및�파트너사



dktechin 
(506)

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

카카오 서비스

CRM 서비스

구독 서비스

카카오 서비스 품질

커머스 서비스 품질

컨텐츠 서비스 품질

금융 서비스 품질

총무재무인사문화

SI 사업

Biz Message

어플리케이션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스마트 시티

시스템 구축

기업 솔루션

SAP ERP

워크플랫폼

경영정보 서비스

구매자산 서비스

기술전략

사업추진

UX

Front-end 전반

기획

데이터 센터

카카오 인프라

금융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인프라 관제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챗봇

스마트 팩토리

디자인

검색 서비스

스마트 건설

Tech CS

O2O 서비스 품질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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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

구매사

ERP,�인사등
Legacy System

확장
Module

공급사

구매시스템 엔터프라이즈는 구매/자산관리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맞춤 설계 가능한 

All in One 서비스입니다. 

또한, ERP, 인사시스템 등 기존 legacy system과 I/F설계를 통해 더욱 유연한 서비스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장점

구매시스템
엔터프라이즈

01.

02.

04.

03.

ALL��in��ONE

구매담당자,공급사모두구매시스템하나로

구매,자산관리업무를진행해보세요!

Mobile

모바일웹으로언제어디서나

손쉽게구매시스템에접속해보세요!

EasyCertification�

카카오톡지갑인증으로

더욱편리하게인증해보세요!

Customizing

업종,요구사항을분석하여

최적화된시스템으로설계,

커스터마이징해보세요!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



구매요청
공고
입찰

계약
발주
전자서명

입고
검수
정산

업체
수행도
평가

자산등록
조회
수정

자산지급
/반납

자산실사

입찰/계약/발주 납품/검수관리공급사

구매사

전자결재
기능

조직도 권한
ERP
I/F

인사
I/F

기존모듈
I/F확장 캘린더,�대시보드,�

카카오톡�지갑�인증

ALL�in�ONE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

기본 모듈만으로도 강력한 구매관리, 자산관리, 공급사기능을 이용 해보세요! 

*추가 확장 모듈을 통해 전자결재, 조직도/권한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ustomizing

분석,
제안

맞춤
설계

• 기존구매업무와요구사항에대한분석진행

• 기업맞춤형구매프로세스최적화컨설팅

• 기존인터페이스(legacy)고려

• 기업에최적화된설계

사전
준비

• 데모사이트를통한사전구매시스템체험

• 기업요구사항수립

구매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설치형

최적화된 기업 맞춤형 설계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설치형은�사전준비,�분석/제안,�맞춤설계�3단계과정을�통해�설계됩니다.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



Mobile

모바일웹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시스템에 접속 해보세요!
알림을�통해�모바일웹�바로�접속�

입고/검수�작업도.�모바일로�현장에서!�

QR코드�인식으로�자산�실사/관리를�빠르게!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

자산 지급일 2019-04-15
자산 코드 A0123456789aa

사용중

2021 Macbook Pro M1 16형
flora.a (이혜민) / UX팀판교

자산 지급일 2019-04-15
자산 코드 A0123456789aa

불용재고

2018 Macbook Pro 15형
ribo.koo (구윤대) / UX팀판교

자산 지급일 2019-04-15
자산 코드 A0123456789aa

수리

2018 Macbook air 13형
jason.h (이승현) / 구매플랫폼파트판교

사용자를 검색하세요

자산리스트

9:41 AM

자산조회



Easy�Certification

불편한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톡 지갑으로 인증 해보세요!
카카오톡만�있으면�이용�가능하며,��

이미�지갑을�이용하는�경우�연동하여��서비스�이용�가능합니다.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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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스템으로�

개선되는�프로세스�

구매요청�

공고/입찰�

계약/발주�

입고/검수�

수행도평가�

유무형�자산관리�

자산실사�

상태변동�이력�

감가상각�

확장모듈�



상세�기능

자산관리�
업무

구매�
업무

1.�구매요청

구매가�필요한�물품을�

간단하게�요청

2.�공고/입찰

구매요청을�확인하고�

필요한�물품을�공고나�입찰을�

통해�확보

3.�입찰/계약

입찰을�통해�새로운�업체와�

거래하거나,�기존�업체와의�

계약을�통해�구매�진행

4.�입고/검수

물품의�입고를�확인하고�

검수를�통한�현황�파악

5.�자산등록/지급

자산을�등록,�지급하고�

자산조회�및�실사를�통해�

더욱�정확하게�관리

6.�구매/자산현황�파악

대시보드를�통해�

전반적인�구매,�자산�현황을�

한�눈에�확인

구매시스템으로�개선되는�프로세스



별도의�관리�없이�품목(마스터)�단위로�구매요청을�진행�해보세요!

 

별도의�문서로�
품목�관리,�검색

품목신규등록

등록된�품목�검색

품목등록�후�
구매요청

구매요청�완료

 

등록된�품목�검색

품목등록�후�구매요청

구매요청�완료

 

AS�-�IS TO�-�BE 상세화면

구매요청�페이지

상세�기능

품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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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청



번거로운�의사소통을�줄이고,�공고�-�견적�-�입찰을�하나의�프로세스로!

 

별도의�공고등록

입찰�참여�요청

공고�확인

재고�조사

입찰,�견적�참여

 

공고�확인�
(공고일정�캘린더)

입찰,�견적�참여

 

AS�-�IS TO�-�BE 상세화면

공고관리�페이지 입찰관리�페이지

상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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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별도의�계약/발주서�전달�없이�시스템�안에서�모두�해결하세요!

 

계약을�위한�의사소통

계약서(발주서)�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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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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졓 헪혾칺/P� 쿦얗 삶많 믖팯 옪헫�슪 찒몮

,38��������콚몒
,38�������	�
헖칺믖팯

,38��������몒믖팯
헖칺믖팯 ������� ,38

찒몮 핓엳�쇪�뺂푷핂�뽆�쇷삖삲

�쿦얗 ��&"

빷�뺂펻�짝��홓�빷많 ��쭎많켆	7"5
�쪒솒

샎헒 핂젢핊 KBTPO�KFPOH���!LBLBPNPCJMJUZ�DPN�������������

뻖칺�샂샇핞 퓮쫂
뻖칺�샂샇핞�헣쫂

뻖칺�헣쫂

�옫졶핞@핆않흫컲@���@멺헏컪�QEG멺헏컪 �옫졶핞@핆않흫컲@���@헪팖컪�QEG헪팖컪

칺펓핞쩖 ���믖팯������������ ����������,38

쫆칺�훊콚 컪풆킪�맣빶묺�펆훊옪����밆����퓲폲찚싷���

펓�졓 혾쩢옎솧섣헣쫂�킮	훊
 샎핂칺졓

핂젢핊 TJMWFS�P!LBLBPDPSQ�DPNTJMWFS�P!LBLBPDPSQ�DPN핂젢핊

헒쩖�	뺂컮
 ��������������������������헒쩖�	뺂컮


펓�샂샇핞묺잲�샂샇핞 TJMWFS�P�	폲킇
TJMWFS�P�	폲킇


묺잲�샂샇 펓�샂샇
샂샇핞�헣쫂

줊���슪풶펂���컪쩒쭒윦

핓��잖맞핊 �������������������핆않흫컲����핓��뫃몮졓

핓��킪핟핊핓��뫃몮쩖 ���������������������������@���@���
핓�뫃몮�헣쫂

짪훊�젢졶 짪훊�젢졶�뺂푷핂�슲펂맟삖삲�
짪훊�젢졶

��폲���폲펮�컪찒큲�뫎읺�킪큲��묺잲푢�컪˘묺잲푢�컪�펾멾

짪훊컪졓 젪옮���샎푆컪찒큲푷�컪쩒�빷

�������������������빷�믾��폲핓몮�

짪훊핊 ���������������������������@���@���짪훊�쩖
짪훊�헣쫂

supermicro 120-server

많멷����������
빷칺���큖콢욶켦
쫂흫믾맒�����맪풢
핞칾캏����풂폏

짪훊�뫎읺
몒퍋�뫎읺 �잍�뫎읺짪훊�뫎읺

묺잲�푢� 핓��뫎읺뫃몮�뫎읺 몒퍋�짪훊�뫎읺 컪찒큲뫎읺뻖�뫎읺헣칾컪�뫎읺 PSB�B�	핂짊


계약/발주



이메일,�전화는�그만!�실시간으로�입고/검수를�진행하고,�현황을�파악해보세요.

 

납품�진행내역�공유

검수�진행

검수�확인�전달

검수�확인�완료

 

검수(모바일웹)�진행�
(납품일정�캘린더)

검수�확인�완료

 

AS�-�IS TO�-�BE 상세화면

상세�기능

검수�내역

입찰관리�페이지

삹믾 멎쿦

���������������� 빷샎믾 � � �쭎핊�QEG

핊킪 캏� 픦멺 멎쿦핞 �쭎핊

빷퐒욚핊 삲킪�펓�멎쿦�힒

�����������_����������� 	훊
싢�핂��˘ ����������,38� ����������,38 ���������� ����������

몒퍋�믾맒 뻖칺�졓 �홓�몒퍋�믖팯 믖쩖�멎쿦�믖팯 빷퐒욚핊 멎쿦퐒욚핊

짆읺쫂믾

�픦멺

멎쿦�흫찧�줆컪 핊��쭎믾 *$0�&9&�%.(�(*'�핳핞쁢�핊��쭎많�쭖많삖삲�
펓�멎쿦�핆컪�QQUY
펓�멎쿦�핆컪�QQUY
펓�멎쿦�핆컪�QQUY

����������멎쿦퐒욚핊

빷퐒욚핊 ����������

멎쿦�핆 멎쿦�핆픒�퓒�픦멺픒�핓엳훊킪믾�짢앛삖삲�

삹믾 핆쾒

�����������_����������� 	훊
싢�핂��핆 ����������,38 ����������,38
몒퍋�믾맒 뻖칺�졓 �홓�몒퍋�믖팯 믖쩖�멎쿦�믖팯

���������������� 짦엲 묺잲멎쿦픦멺�묺잲멎쿦픦멺�묺잲멎쿦픦멺�숞
훒�숞훒�숞훒�쫂펺훛삖삲� �

���������������� 펓�멎쿦 � � �쭎핊핂�핖펂푢�QEG
���������������� 묺잲�멎쿦 묺잲�멎쿦�핆�퐒욚 PSB�B	핂짊
 �쭎핊핂�핖펂푢�QEG

���������������� 헣칾�퐒욚 묺잲�멎쿦�핆�퐒욚 PSB�B	핂짊
 �쭎핊핂�핖펂푢�QEG

핊킪 캏� 픦멺 멎쿦핞 �쭎핊

검수�확인

입고/검수



수행도평가를�통해�믿을�수�있는�공급사를�체계적으로�관리�해보세요!

 

별도�업체�평가내역서�
작성

업체�수행도평가

별도의�평가내역�관리

업체별�수행도평가�
내역�확인

업체�수행도평가

업체�수행도평가�
내역�확인

 

AS�-�IS TO�-�BE 상세화면

공고관리�페이지

상세�기능

�콚 많퐒욚

퓒�졷�푆펞�픦멺핂�핖삲졂�핞퓮옻멚�빶멶훊켆푢픦멺

칺�헟믊컿

펔픚 �쥲삖�핂켦 짿�콛솒 팖헣컿 믾쿮엳 헣쫂엳 혾솒
�읺

�풚슪��많

퓮펾컿 헏믇컿 ��폲U 폏펓샂샇핞�펻얗 믾쿮샂샇핞�펻얗 칺�킪큲�

퍋헞 뻖칺픦�많핳���퍋헞	삶헞
픎�줂펕핆많푢 ���콚��맪��샎��맪픦��풚슪읊�컮�훊켆푢�

�풚슪��많읊�컮�펺�핓엳훊켆푢

펔픚 �쥲삖�핂켦 짿�콛솒 팖헣컿 믾쿮엳 헣쫂엳 혾솒
�읺

�풚슪��많

퓮펾컿 헏믇컿 ��폲U 폏펓샂샇핞�펻얗 믾쿮샂샇핞�펻얗 칺�킪큲�

맣헞 뻖칺픦�많핳���맣헞	핳헞
픎�줂펕핆많푢 ���콚��맪��샎��맪픦��풚슪읊�컮�훊켆푢�
홓픦멺

잲푾�잚혿 잚혿 쭖잚혿 잲푾�쭖잚혿
핺먾앦�픦 삲킪�핊몮�탄픎�뻖핆많푢 

잲푾�잚혿 잚혿 쭖잚혿 잲푾�쭖잚혿
펓줂�혾솒 펓줂�쿦�킪�뻖칺퐎픦��쥲삖�핂켦핂�풞빦푢 

헏헣 팒퀺풎�
많멷�헏헣컿 묺잲�많멷픦�헏헣컿픒�많훊켆푢�

많졷

EBOO�MFF�	핂캏뮪
묺잲샂샇핞

싢�핂��핆펓�졓

EBOO�MFF�	핂캏뮪
멎쿦샂샇핞

��폲J	��폲짆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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먾앦헣쫂
펓�쿦솒�많 묺잲샂샇핞

수행도평가



자산의�유형별로�분류하여�더욱�정확하게�관리�해보세요!

 

유형별�자산�등록

자산�유형별�맞춤�
정보�입력

자산�목록�확인

자산�일괄�변경

 

자산관리 상세�화면

입찰관리�페이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자산등록취소

-비고

자산이미지추가 최대 1개 선택가능대표이미지선택이미지

대표이미지.jpg

사용자구분 개인자산 공용자산 수량  

거래처 직접입력

시리얼번호 잔존가액  원

조회 ERP코드  

내용연수 선택취득일 2021-01-01

취득원가  원위치 위치선택

카테고리결과

품명1 900

품명3 900

품명2 900

품명4 900

품명7 900

품명5 900

품명8 900

품명9 900

품명10 900

900품명6

품명

소분류1 900

소분류3 900

900소분류2

소분류

중분류2 900

중분류3 900

900중분류4

중분류7 900

중분류5 900

중분류6 900

중분류1 900

중분류

대분류1 900

대분류3 0

대분류4 23

대분류5 46

대분류6 200

대분류7 100

대분류8 50

대분류9 50

15대분류2

대분류

카테고리선택

IT_무형(B) 소모품(C) 비품(D) 렌탈/리스_유형(E) 렌탈/리스_유형(F)IT_유형(A)

자산등록 자산일괄등록

관리자

분류관리

위치관리

거래처관리

조직장비관리

알림관리

권한관리

자산실사

내자산

자산지급/반납

지급대기

자산지급/반납

자산관리

등록대기

자산등록

자산조회 

감가상각현황

자산만료현황

자산현황

자산등록 지급/반납

자산관리시스템

유형별�자산등록 자산관리�모바일웹

상세�기능유무형자산관리



자산을�QR코드로�등록하여�더욱�손쉽게�관리,�실사�해보세요!

 

실사�예약

실사�현황�관리

QR코드

실사�알림

자산실사 상세�화면

자산실사 자산실사�모바일웰

상세�기능

자산 지급일 2019-04-15
자산 코드 A0123456789aa

미실사

2020 Macbook Pro 15형
flora.a (이혜민) / UX팀판교

자산 지급일 2019-04-15
자산 코드 A0123456789aa

미실사

2020 magic mouse
kai.su (김희수) / UX팀판교

자산 지급일 2019-04-15
자산 코드 A0123456789aa

미실사

2021 imac 24형
ribo.koo (구윤대) / UX팀판교

자산실사

자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실사를 진행해 주세요.

기간 : 2021-02-01 ~ 2021-03-01

9:41

자산 실사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목록 인쇄하기

2020-06-09 판교 오피스 자산실사 처리 확인 저장유

2020-06-09 판교 오피스 자산실사 처리 확인 저장유

2020-06-09
2대 파손, 모서리 긁힘
1대 서랍 열쇠 분실
1대 상판 코팅 파손
1대 바퀴 분실

flora.a (이혜민)/UX팀

ribo.koo (구윤대)/UX팀

jason.h (이승현)/UX팀

무

보고자날짜 결과보고내용이상유무

결과보고이력
결과보고등록

500 250 250사무용 책상 -

500 250 250사무용 책상 -

500 250 250사무용 책상 1대 상판 코팅 파손

렌탈/리스_유형(E)

500 250 250사무용 책상
-

500 250 250사무용 책상 -

500 250 250사무용 책상 -

500 250 250사무용 책상 -

500 250 250사무용 책상 -

렌탈/리스_무형(F)

50 25 25비품(D) 사무용 책상 1대 서랍 열쇠 분실

10 5 5소모품(C) 사무용 책상 2대 파손, 모서리 긁힘

600 300 300IT_무형(B) 사무용 책상 -

100 50 50IT_유형(A) 사무용 책상 -

총수량 실사완료수량 실사대기수량 비고분류 품명(중분류)

자산실사현황

실사위치 위치1, 위치2, 위치3, 위치4

실사자산상태 가용재고, 사용중

실사시작일 2021-01-01 실사종료일 2021-02-01 종료일연장

실사자산분류 IT_유형, IT_무형, 소모품, 비품, 렌탈/리스(유형), 렌탈/리스(무형) 

실사명 21년 3월 판교 자산실사 진행 건

실사상태실사자 진행중flora.a (이혜민) / UX팀 재직

자산실사정보

자산실사상세

관리자

분류관리

위치관리

거래처관리

조직장비관리

알림관리

권한관리

자산실사

내자산

자산지급/반납

지급대기

자산지급/반납

자산관리

등록대기

자산등록

자산조회 

감가상각현황

자산만료현황

자산현황

자산 등록 지급/반납

자산관리시스템

자산실사



자산의�지급부터�반납,�폐기까지�자산의�이력을�상태별로�관리�해보세요!

 

자산�등록

자산�지급/반납

상태변동이력�확인

자산�지급/반납�내역

 

상태변동이력 상세�화면

사용자

flora.a (이혜민) / UX팀 재직

분류

렌탈/리스(유형) > 하드웨어 > 노트북

자산코드

51801165ant0029

시리얼 번호

51801165ant0029

자산위치

판교

거래처

자산형태

렌탈/리스(유형)

자산정보

자산 지급하기

자산상세

9:41 AM9:41

자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flora.a (이혜민) / UX팀판교

2020 Macbook Pro 15형

사용중

1 2 63 74 85 9 10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AAKK0420121200003퍼시스책상 모션데스크 1600 블랙 -IT(유형) > 가구 > 책상 > 퍼시스책상 > 모션 데스크 FDD016J_X2021-01-14

자산코드품명 시리얼번호분류지급일

자산반납
보유장비

지급 신청한 내역이 없습니다.

신청서번호승인일자 자산유형 자산분류 품명 자산코드 시리얼번호 자산지급일 자산위치 지급처리

지급신청내역

사용자검색

자산지급/반납

관리자

분류관리

위치관리

거래처관리

조직장비관리

알림관리

권한관리

자산실사

내자산

자산지급/반납

지급대기

자산지급/반납

자산관리

등록대기

자산등록

자산조회 

감가상각현황

자산만료현황

자산현황

자산 등록 지급/반납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자산관리시스템

자산지급flora.a (이혜민) / UX팀

자산지급/반납 자산상세

상세�기능상태변동이력



 

회계정보�입력

감가상각현황�확인�
(정액법)

기존�감가상각관리�
legacy�I/F

감가상각현황�확인�
(정률법)

 

감가상각 상세�화면

별도의�감가상각관리는�그만!�등록된�자산의�감가상각�현황을�자동으로�확인�해보세요!

감가상각현황 감가상각현황�상세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dk techin dk techin2020-06-09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 …사용중

dk techin dk techin2020-06-09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 …사용중

dk techin dk techin2020-06-09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 …사용중

2020-06-09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사용중

2020-06-09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사용중

2020-06-09 dktechin(디케이테크인) 자산 사용중flora.a (이혜민)/UX팀/재직 coco.uxp(정운교)/T-koop서비…

flora.a (이혜민)/UX팀/재직 coco.uxp(정운교)/T-koop서비…

flora.a (이혜민)/UX팀/재직 coco.uxp(정운교)/T-koop서비…

사용중

사용자 수정자변경일 내용상태

변경이력등록
변경이력

비고 입력 된 비고 내용이 노출됩니다.

비고

내용연수 1년 잔존가액 100,000 원

ERP코드 -

취득원가취득일 2020-06-09 100,000 원

회계정보

반납일지급일 2020-06-09 -

지급자 rosie.hee(김소희)상태 불용재고

자산상태

자산이미지 대표이미지.jpg

디케이테크인거래처 2020 맥북 프로 16인치품명

-시리얼번호 노트북소분류

위치 판교오피스 중분류 Apple

대분류자산코드 AAAA921012000004 한글

자산형태사용자 flora.a (이혜민) / UX팀 재직 렌탈/리스(무형)

QR코드출력자산정보

자산상세

관리자

분류관리

위치관리

거래처관리

조직장비관리

알림관리

권한관리

자산실사

내자산

자산지급/반납

지급대기

자산지급/반납

자산관리

등록대기

자산등록

자산조회 

감가상각현황

자산만료현황

자산현황

자산등록 지급/반납

자산관리시스템

목록 수정

상세�기능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1 2 63 74 85 9 10

coco.uxp (정…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애플 매직키보…IT(유형) > 전산장…

flora.a (이혜…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아이맥 27 inchIT(유형) > 전산장…

jason.h (이승…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맥북 프로 16…IT(유형) > 전산장…

coco.uxp (정…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로지텍 g100 마우스…IT(유형) > 전산장…

ribo.koo (구…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애플 매직키보…IT(유형) > 전산장…

flora.a (이혜…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애플 매직마우…IT(유형) > 전산장…

jason.h (이승…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맥북 프로 16…IT(유형) > 전산장…

coco.uxp (정…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아이맥 27 inchIT(유형) > 전산장…

ribo.koo (구…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맥북 에어 16…IT(유형) > 전산장…

flora.a (이혜… 판교오피스 2021-01-14 888,888,888 888,888,888 888,888,8882021-01-14 사용중 ABCDE88888882020 맥북 프로 16…IT(유형) > 전산장…

사용자 위치 취득일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자산코드 품명지급일 분류상태

10
조회건수 : 833 / 934 건 엑셀다운로드

검색어  전체

지급일 2021-01-01 2021-01-01~기간위치 전체

0전체 100,000,000~금액범위상태 전체

검색 초기화

감가상각현황

관리자

분류관리

위치관리

거래처관리

조직장비관리

알림관리

권한관리

자산실사

내자산

자산지급/반납

지급대기

자산지급/반납

자산관리

등록대기

자산등록

자산조회 

감가상각현황

자산만료현황

자산현황

자산등록 지급/반납

자산관리시스템

감가상각



  

확장모듈,�legacy�I/F 상세�화면

확장모듈과�legacy�I/F로�더욱�유연하고�정확하게�구매시스템을�이용�해보세요!

전자결재 조직도�및�권한

전자결재

조직도�및�권한

대시보드

인사,�ERP

기타�legacy 저장취소

ribo.koo(구윤대)

rosie.hee(김소희)

floraflorafloraflorafloraflora.a(이혜…

ribo.koo(구윤대)

coco.uxp(정운교)

jason.h(이승현)

기술전략실

B2B사업부문

SI사업부문

서비스부문

정보보호위원회

좋은일터만들기모임

크루유니언

품질부문

인사문화실

재무팀

총무팀

인프라부문

디케이테크인

 

조직도

믾팖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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핺줂

킇핆핞
EBWJE�KFPO	헒숞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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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능

KBTPO�I	핂킇


�
�혾핞

kai.su(김희수)

ribo.koo(구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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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모듈,�legacy�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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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사이트�체험�

Contact�us



데모사이트에서�구매/자산관리시스템을�체험할�수�있습니다.��

데모사이트�체험을�원하는�경우�대표이메일로�별도의�요청을�주시면�최대한�빠르게�안내�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표이메일�:�tkoop.biz@kakaocorp.com

데모사이트



구매시스템�엔터프라이즈�설치형에�관한�관심에�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사항을�아래의�대표이메일로�문의�주시면�빠른�시간�내에�담당자가�연락�드리겠습니다.

Contact�us

대표�이메일
tkoop.biz@kaka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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