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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스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 Dynamics ERP 파트너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고객가치를 한국의 Dynamics ERP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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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전문가그룹

10년 이상의 Dynamics 제품 전문가

딕스코리아의 80% 이상의 R&D 및 컨설팅 의 주요 인력들은

마이크로소프트 Dynamics 제품의 컨설팅 및 개발 경력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및 해외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사에

Global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

개발

고객지원

딕스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 Dynamics 365 Business 

Central 컨설팅 및 교육 및 고객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용자 및 고객사를 위한 한국 현지화 패키지

기능을 제공하여,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Business Central Local Package 는 아시아 최초로

공식출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풀무원, 이더트로닉스
올리콘, 명인제약

제조

다니엘 웰링턴, 밀레
기가포톤, 로얄코펜하겐
오로라, 컨실리움, Dräger

아스렉스, 세르비에, TLV

유통/서비스

TCS , 국제백신연구소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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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산업별고객

주요고객사

제조 유통/서비스 비영리

4차산업

스트리미

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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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plication and a platform

Dynamics Business Central

What is New in Dynamics Business Central?

A member of the Dynamics 365 family

What is Dynamics Business Central?



Microsoft Dynamics 365 Business Centra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완전한 클라우드 기반 ERP 및

회계 응용 프로그램으로, 30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On-premise 기반 ERP솔루션으로 인정받은 Dynamics 

NAV의 기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라이선스는 TEAM MEMBER(팀 멤버), 필수(ESSENTIAL), 프리미엄(제조, 서비스 모듈 기능 포함)의 3 가지 레벨이

있으며 각각 가격대가 다릅니다.

2017년 4월 미국과 영국, 캐나다 국가의 서비스 런칭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기타 국가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Dynamics Business Central 로드맵



Single Sign-in

Microsoft Office365계정을

이용한 Office365의 Apps 및

Business Central기능 접근



공용 데이터 서비스



• 완전함

• 모든 업무

• 퍼블릭 클라우드

• 확장성

• 멀티 테넌트

• 산업별 파트너

• CSP를 통한 진행

• 글로벌 솔루션



사내 Dynamics 365관리자에 의한 앱 소스 내 필요한 모듈 및

기능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손쉽게 적용이 가능함.

Business 
Central

채용관리

Talent

운송관리

TMS

고객관리

Sales

마케팅

관리

Marketing



Power Apps

Flow1. Flow를이용한소셜및비즈니스응용프로그램과의작업을자동화

2.  다양한워크플로구축

⚫ 전자 메일, 텍스트 및 푸시 알림 보내기

⚫ 데이터 원본 간에 파일 복사

⚫ 비즈니스 데이터 자동 수집 및 구성

⚫ 승인을 간소화하고 즉각적인 경고발송

PowerBI



서버가 필요 없는 구조로, Business Central 과 연결하여, 타 서비스로의 확장이 용이.



Power Apps

Flow

PowerApp를사용하면 개발코드 사용없이 클릭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및 상호
플랫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PowerApp을 사용하여 고객은 여러 클라우드 소스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비즈니스 라인
시나리오를 위한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PowerBI





계정과목관리
전표관리
원장관리
예산관리
현금흐름예측
손익분석관리
부가세관리

회계관리

품목정보관리
매출처관리
가격관리
견적관리
주문관리
반품관리
세금계산서
목표/실적관리

영업관리

품목정보관리
매입처 관리
가격관리
견적관리
주문관리
반품관리
세금계산서
구매계획관리

구매관리

품목정보관리
입출고창고관
리
재고실사관리
재고수불관리

재고관리

은행계정관리
원장관리
현금흐름예측

현금관리

품목정보관리
공정관리
BOM관리
생산주문관리
생산예측관리

제조관리

서비스 주문관리
서비스 기획
서비스 가격
서비스 계약

서비스관리

에센셜 라이선스 프리미엄 라이선스

데이터 조회, 경비 및 타임시트 승인

Team Member License

피킹,풋어웨이
다중창고관리
ZONE/BIN

창고관리



“전체사용자＂ “추가사용자＂

제조,서비스 관리를 제외한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에센셜 사용자의 기능에, 
제조/서비스 관리 모듈까지
추가된 사용자

읽기/이미 생성된 데이터 수정,

견적 생성, 작업시트 작성, PowerApp 사용

팀멤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체 사용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별, 사용자그룹별
역할기반화면제공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Business Central은 30개 이상의
기본 역할센터 화면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손쉬운화면
메뉴정리 기능 제공



Multi Language 지원
Multi Company 지원



리본 메뉴 클릭을 통한
신규,삭제,수정, 데이터 추적
기능



판매처와 관련된 진행 중인, 

견적, 주문, 반품, 출고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여신, 채권잔액, 연체잔액
등의 회계데이터 관련
상태조회가 가능함.





Power BI 보고서의 D365 BC 

화면 내 연결기능을 통한
업무 직관성 향상







Microsoft Power BI 연동



Microsoft Power BI 데이터가져오기



이미만들어진엑셀리포트



엑셀에서분개장입력



감사합니다



㈜딕스코리아는 한국의 Dynamics 365 비즈니스
센트럴 고객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ERP를
도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
contact@deex.co.kr / 02-574-4625

윤경희대표
Katherine.yoon@deex.co.kr

㈜딕스코리아

mailto:contact@dee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