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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제한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아이퀘스트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이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본 Presentation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미래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매매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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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rporate Identity
Prologue

B2B SW 생태계를 선도하는 사업의 동반자

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Portfolio 구성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기업

안정된 매출과 높은
이익율로 재무건전성

우수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산관리 솔루션 '얼마'

●  중소기업용 통합경영관리 
솔루션 패키지형 ERP '얼마에요'

●  국내 최적화 솔루션을 접목한 
중견기업용 구축형 ERP '얼마에요SAP'

27.8%
순이익율
(2019)

수익성

26.6%
영업이익율

(2019)●  4차 산업 신기술을 접목한 지속적인 제품 개발 

•빅데이터, AI 자동분개처리 기술 특허 획득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계약 서비스 

•오픈뱅킹을 활용한 이체 기능 

•클라우드 ERP 서비스

●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사업 수혜 1순위 

(스마트 팩토리,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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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싸인빌 ™

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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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01. 회사소개
Chapter 01. Company Overview

B2B 통합경영관리 솔루션을 선도하는 SW 기업

 Company Profile  대표이사

회사명 주식회사 아이퀘스트

대표이사 김순모

설립일 1996년 11월 27일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임직원수 103명

주요사업 중소기업 경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자본금 9.8억원

매출액 131억원 (2019년 기준)

김 순 모 대표이사 

2008~현재    ㈜아이퀘스트 대표이사

1999~2008   ㈜아이퀘스트 사업총괄

1996~1999   성광슈퍼

1987~1995   영우통상㈜ 뉴욕

정도경영 가치창조경영 고객중심경영

초심을 잃지않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도를 지키는 투명경영

창조적인 기술력으로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경쟁력 향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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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장연혁
Chapter 01. Company Overview

1996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2000~2013

● 국민은행 ‘바로ERP’ 서비스 제휴

●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  KICOX 선정 스마트팩토리 구축 
우수기업 선정

●  세무사회 세무신고프로그램  
‘세무사랑’과  연동 제휴

● 하이서울브랜드 강소기업 선정

● 모범납세기업 국세청장상 수상

●  SAP KOREA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체결

● ㈜아이퀘스트 법인 설립

●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회계처리 특허 취득

●  예산 및 후원관리 
‘얼마에요 비영리’ 출시

●  병역특례업체 ‘석사 전문연구요원’ 
기업 지정

●  ‘얼마에요’ 클라우드 버전 
(웹서비스형) 출시

● KICOX 주관 글로벌선도기업 선정

● 기술혁신형기업 이노비즈 인증 획득

● 신한은행 InsideBank ERP 제휴

● 우리은행 우리ERP 제휴

●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사업자 등록

● ASP(Saas) 방식의 사용료체계 전환

● 국제표준품질 ISO9001 인증획득

● 얼마에요 Good SW 국가공인인증 획득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금감원’ 전자금융업 등록 승인 

●  모바일 전용 소기업 대상 사업/ 
자산관리 서비스 ‘얼마’ 출시

●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서비스 
‘싸인빌’ 출시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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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사업모델
Chapter 01. Company Overview

*매출구조 :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ASP방식으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
*패키지 ERP : 회계, 재고, 인사급여, 세금신고와 같이 ERP 요소를 별도 추가개발 및 구매 없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받는 형태

*매출구조 : 초기 구축비, 유지보수비 , 추가 개발비 로 이어져 지속적인 추가 매출이 발생
*구축형 ERP : ERP를 사용하는 조직 내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ERP 방식

패키지 ERP

구축형 ERP

License 구매

설치/구축

사용

운용

지속적 기능 업데이트

유지보수

부가서비스 사용
(추가 매출 기대)

서비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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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
Chapter 01. Company Overview

영리시장

비영리 : 얼마에요 NPO 공통 : 싸인빌

타깃 시장 매출규모 제품

비영리, 공익 단체의 예산,

후원관리 부터 자산, 급여, 

세무신고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 및 거래증빙 관리가

결합된 전자 문서 서비스

INVESTOR RELATIONS 2021ㅣ09

10억 이하

10억 ~ 100억 이하

1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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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제품 ① - 얼마에요™
Chapter 01. Company Overview

중소기업 통합경영관리 솔루션 얼마에요TM

ASP기반 SaaS방식의 ERP SW, 중소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사업경영관리 솔루션

다양한 부가서비스도소매, 제조/생산, 건설, 무역, 서비스, 비영리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

스크래핑
서비스

세금계산서
발행

SMS 및 팩스
서비스

전자문서
작성

보안솔루션
서비스

세무신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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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제품 ② - 얼마에요 SAP™
Chapter 01. Company Overview

구축형 ERP 얼마에요 SAPTM

글로벌 No.1 SAP 기반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통합관리 맞춤형 구축 솔루션

얼마에요SAP 기본 프로세스

유연한 확장성

Plan

원자재 제품제조

ERP 센서 MES

 최적화된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 비효율성 제거

 손익분석에 기반한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원가경쟁력 강화

 불량 예방체계 구축과 품질정보 표준화로 품질관리 신뢰성 향상 산업별 확장성 비즈니스 통합 Real-time Analytics

iQuest
Local Add on

80%

체계적인 지원
(Call 서비스)

고객 서비스 센터

SAP Business One
Core Proces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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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제품 ③ - 얼마™
Chapter 01. Company Overview

소상공인 대상, 간편한 손익/자산관리 서비스 얼마TM

*출처 :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2019)

블루오션 소상공인 시장

경쟁력

매출의 성장궤도 진입

연간 1만개의 고객 유치 

목표로 마케팅 실시

2021E2020 2022E 2023E 2024E

50

(단위 : 억원)

2019
사업체수

652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기업,
사업, 자산관리가

필요한 기업

90%▲

간편한 손익/분석 사업진단 서비스 제공

통신사, 은행 제휴를 통한 연계서비스

업계유일 자동보고서 시스템 구축

매출매입

간편이체

손익관리

예상세액조회

급여관리

거래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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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제품 ④ - 싸인빌™
Chapter 01. Company Overview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계약 및 거래 문서관리 서비스 싸인빌TM

출처 : 보도자료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업계유일 최적의 가격 경쟁력 보유

국내 전자문서 시장 규모 추이종이 없는 비대면 전자계약과 전자 문서 발행

2015

비대면 전자계약 전자 거래 문서, 증명서 발급 쉬운 보관 및 관리

2018 2020E

33,864
42,500

49,756

고객 확보 본격화

2021 2022 2023 2024

5,000

실시간 위·변조 확인
강력한 보안성 확보

비대면 전자 통합 문서관리 시스템 단일 포인트 결제로 모든 문서 대응

(단위 : 억원)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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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RP 시장의 성장
Chapter 02. Market Opportunity

출처 :  2016~2018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출처 :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2019)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통계자료 (20.3Q)

2017 2019E 20162021E 20182018 2015 20182020E 2017 20192022E 2019 2020.3Q

2,788

747

93
96 98

102
1082,964

808
3,151

8453,350
851

3,562
920

3,787

(단위 : 억원) (단위 : 천개)신생개인기업
신생법인기업

(단위 : 만개)도소매
제조/건설

[코로나에도 창업하는 나라]

높은 비율의 ‘얼마에요’ 주 사용 업종의 증가 
(도소매, 제조/건설 )

30

12
12

9

33
28

국내 ERP 시장 전망 신생 기업 동향 주요 타깃 업종 창업동향

국내 창업기업 증가로 인해 ERP Market Size 성장 예상
ERP시장의 성장과 타깃 층 증가에 따른 ‘얼마에요’의 직접수혜

CAGR

6%

CAG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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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니기업을 통한 시장확장
Chapter 02. Market Opportunity

매출액 1억 미만의 미니기업시장 공략을 통한 ERP Market 시장 확대

도소매업 (32%)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24%)

건설업
교육업
기타

*출처 :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2019)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청, 2019)

매출액 기준
국내활동기업

652만

매출액 1억 미만 

64.4% (약 420만)
개인사업자

90.8%

매출액 기준 국내 활동기업 통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자 형태

소상공인 
사업체 수

2,740,227개

5천만원 미만

1억원~5억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5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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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시장 확장
Chapter 02. Market Opportunity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업무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

바우처 결제

6,400억원 투자

비대면 바우처 정부 예산 및 구축 업체 목표

(단위 : 개)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신규 고객 확대

2020 2021E

80,000

[1차사업] [2차사업]

60,000

언택트 시대, 비대면 바우처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아이퀘스트 공급사 선정 2020년 10월부터 본격 서비스 진행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2년간 16만 기업 혜택

수요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도입비용 90% 정부지원  혜택

얼마에요ERP 전 고객 지원대상 및 혜택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0.3Q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솔루션
Online

직무교육
돌봄서비스

중소기업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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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Market Opportunity

스마트팩토리 정부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얼마에요 SAP’ 시장 확대 가능성 증대

04.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확대

출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팩토리 도입효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인해 참여 기업 확대

2020년 정부예산

4,925억원 투자

원가

18% 절감
생산성

23% 향상

불량률

46% 감소

납기기간

35% 단축

매출

7.7% 향상

고용 효과  

30명

산업재해

18.3% 감소 스마트
팩토리

공
장

운
영 현장자

동
화

제
품

개
발

공급사

슬
관

리

스마트팩토리 정부 예산 및 구축 업체 목표

(단위 : 개)

ERP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시 지원금 지원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
정부지원사업

지자체 별 10~30% 추가 지원 확대지자체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으로 니즈 확대기업 도입 확대

2019 2022E

30,000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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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화된 경영성과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로 성장하는 기업

2017년 K-GAAP, 2018년~2020년  K-IFRS, 2020년 3Q 기준

매출추이 영업이익 추이 순이익 추이

2018 2018 20182020.3Q 2020.3Q 2020.3Q2017 2017 20172019 2019 2019

115

29 30

25% 25%
27%

18%

27% 27%
30%

33%

116
31

21

131
35 36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CAGR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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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속적인 실적 성장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

신규 제품확장으로 지속적인 매출액 상승 및 수익성 확대

주요 제품별 매출 현황

2018 2020(E) 2021(E)2017 2019

(단위 : 억원)얼마에요
얼마에요SAP
기타
신규사업

92 94
101

17

14

1314
99

국내 기업 환경에 적합한 통합관리

비대면 계약 및 문서관리 서비스

SAP기반 구축형 ERP

제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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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기술을 통한 트랜드 대응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

아이퀘스트 기술력 ABC 
A: AI 자동회계처리 B : Block Chain, Big data C : Cloud

국내 기업 환경에 적합한 통합관리 솔루션을 

지속 연구 개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

ERP 인공지능/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모바일 ICT 오픈뱅킹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어디서나 실시간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연구 개발

전자계약 서비스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빅데이터 및 기계학습을 이용한 자동분개 

*특허등록번호: 10-1914620

은행의 금융서비스 이용편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의 최고의 보안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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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포트폴리오 다변화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

ERP Platform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
B2B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을 지향

다방면으로 사업 외연 확대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쇼핑몰 연동

CMS

세무신고

스크래핑

보안 솔루션

그룹웨어

ONE STOP 자동화 시스템

ㅣ      얼마, 얼마에요M 등 전용앱 개발

ㅣ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등 지원

ㅣ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사업자 인증

ㅣ      국세청, 은행,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자동 수집

ㅣ      오픈뱅킹 기술을 활용한 이체 서비스

ㅣ      알약 서비스 연동

ㅣ      옥션,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등  6개 쇼핑몰과 연동

ㅣ      하이웍스, LG U+ 그룹웨어와 연동 제휴

ㅣ      자동이체 서비스 기능 제휴

ㅣ 빅데이터 AI기반의 ERP ONE STOP 자동화 시스템

제품 Line-up

얼마에요

NPO

싸인빌 얼마에요 SAP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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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비대면 마케팅 및 고객관리 역량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

창업 초기부터 25년간 비대면 마케팅 방식을 고수, 중간 마진을 최소화한 판매방식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축적된 비대면 마케팅 (On-line Marketing) 역량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극대화

마케팅 역량을 통한 매출극대화

고객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의 안정적 성장

전담코디제 Customer Service 지속적인 신규고객 유입

● 상담창구 일원화로 업무 연속성 유지

● 고객의 초기 사용교육

● 정기교육 진행

● 원격 서비스

● 방문교육 서비스

●  코로나19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신규 고객 수

●  2019년 0.6%대의 낮은  해지율

SNS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키워드 마케팅 배너 마케팅 라디오/신문 TV CF 광고



INVESTOR RELATIONS 2021ㅣ25

06. 제휴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

제휴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신규 사업개발 및 매출외형 확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신규 고객 추가 확보

●   ‘우리은행’의 자금관리 Win-CMS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지원 솔루션 개발

●   이스트소프트의 ‘알약’ 서비스와 

제휴하여 얼마에요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솔루션 판매

●   신한은행 자금관리서비스와 

연동하여 은행계좌와 법인카드 

관리 등 경영활동 특화서비스 개발

●   가비아의 ‘하이웍스’ 그룹웨어와 

연동을 통해 법인카드 지출내역 

승인, 품의/결의서 연동 등의 

연계상품 개발

●   LG U+ 그룹웨어와 ‘얼마에요’ 가 

연동하여 중소기업 통합 경영관리 

솔루션

●   나이스페이먼츠의 CMS 서비스를 

연동하여 ‘얼마에요’ 내 자동이체 

부가서비스를 판매

●   부산은행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BIC와 ‘얼마에요’가 결합한 상품

●   국민은행 자금관리 서비스 

StarCMS와 ‘얼마에요’ 연동상품

●   2021년 1분기 출시 예정



INVESTOR RELATIONS 2021ㅣ26

07. Vision
Chapter 03. Investment Highlight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B2B SW 생태계를 선도하는 사업의 동반자

● B2B 마켓 플랫폼
● 핀테크 사업 확대 (전자금융업, 오픈뱅킹)
● 신용평가모델 / 해외시장개척
●  스타트업발굴 등 중장기적 성장모델을 

통한 성장

● Saas방식 및 웹클라우드 도입
● 구축형 ERP ‘얼마에요 SAP’ 구축
● 소상공인용 ‘얼마’ 출시

●  회계를 몰라도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제품으로 회사의 도약 발판 마련

매
출
성
장 신제품과 해외사업을 통한 사업다각화

제품과 기술의 발전

얼마에요 패키지 성장

얼마에요
출시

얼마에요 SAP, 
얼마 등

신제품 출시

글로벌 시장개척

신규사업을 통한 

외형 확장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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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PO Plan
Appendix

공모주식수 2,000,000 주

액면가 100원

공모희망가액 9,200원 ~ 10,600원

공모예정금액 184억원 ~ 212억원

상장 후 주식수 9,860,000주

예상시가총액 907억원 ~ 1,045억원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0년 12월 23일

수요 예측일 2021년 1월 20일 ~ 1월 21일

청약 예정일 2021년 1월 27일 ~ 1월 28일

상장 예정일 2021년 2월 5일

구분 주식수 지분율 보호예수기간

최대주주 등
(자기주식 포함)

4,397,000 44.59% 6개월

우리사주조합 784,000 7.95% 1년/2년

벤처금융
1,470,000 14.91% 1개월

467,000 4.73% 6개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60,000 0.61% 3개월

합계 7,178,000 72.79%

 재무상태표(별도)

 공모일정  보호예수 / 의무예탁 사항

 공모 후 주주구성

최대주주 등
(자사주 4.56% 포함) 

44.59%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0.61%

공모주주
20.28%

소액주주
6.92%

벤처금융
19.65%

우리사주조합
7.95%



INVESTOR RELATIONS 2021ㅣ29

02. 요약재무제표
Appendix

구분 2017 2018 2019 2020.3Q

유동자산 56.8 23.2 145.9 179.3

비유동자산 152.3 173.0 64.1 63.7

자산총계 209.1 196.2 210.0 243.0

유동부채 26.5 68.7 46.3 39.9

비유동부채 14.4 3.2 8.2 18.3

부채총계 40.9 71.9 54.5 58.3

자본금 9.8 9.8 9.8 9.8

자본총계 168.2 124.3 155.5 184.6

구분 2017 2018 2019 2020.3Q

매출액 115.0 115.6 131.5 105.0

매출원가 24.1 24.2 26.8 32.4

판관비 61.5 60.0 69.7 40.2

영업이익 29.4 31.4 35.0 32.2

영업 외 수익 3.3 6.3 10.2 6.5

영업 외 비용 0.6 12.9 3.1 0.5

당기순이익 29.7 21.3 36.5 35.5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 본 요약 재무상태표 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요약 재무상태표 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 2017년은 K-GAAP기준 작성)

 재무상태표(별도)  손익계산서(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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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모형등급
[등급설명]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최근 기업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

03. 기업 신용평가표
Appendix

 기업평가 등급  등급현황

현금흐름 등급

Watch 등급

 등급현황  산업 내 위치

자료 출처 : 평가기관NICE 평가정보 (2020.9.30)

활동성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 규모

하위

상위

중위

최상위최상위

최상위
등급

신용능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대처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기업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주의

양호 우수

상위

최상위

0.01%
C이하

A+
평가일 2020.06.27
재무일 2019.12.31

CF1
결산일 2019.12.31

정상
기준일 2017.04.22

0.08%
CC

1.49%
CCC

46.02%
B

40.19%
BB

8.82%
BBB

3.13%
A이상

CF6

부실

CF4

열위

CF2

양호

CF5

위험

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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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적재산권 현황
Appendix

특허 출원번호 등록일 상태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문서 발행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2010-0032137 2010-08-25 등록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비한 모바일 단말 장치 10-2009-0025680 2012-08-29 등록

세무 신고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서버 10-2013-0071730 2017-03-22 등록

AI빅데이터 및 기계학습을 이용한 자동 분개

수행 방법 및 이를 실현하는 서버
10-2018-0055512 2018-10-29 등록

실용신안 10년 스케줄 확인이 가능한 탁상용 캘린더 1건

상표 등록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외 10건

디자인 등록 거래명세표 2건

프로그램 등록 얼마에요ERP 외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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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회적 활동
Appendix

● 미혼모를 위한 쉼터

● 미혼모 지원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재단

● 미혼모 지원

● 장애인 구강보건재단

● 의료 소외계층 지원

● 구로 구민복지재단

● 저소득 가정 어린이, 청소년 지원

●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 지원

● 백혈병 어린이 지원

● 아동 보호 시설

● 아동 복지 지원

아이퀘스트는 더불어 행복한 미래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모의 집

(‘09~현재)

마리아수녀회

(‘04~현재)

바보의 나눔

(‘18~현재)

스마일재단

(‘13년~현재)

구로희망복지재단 

(‘13년~현재)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11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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