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관리가 쉬워진다!

- 관리비 ERP 
- 세대 관리 
- 임대 관리 
- 전자 투표

- 예약 시스템 
- 관리자 그룹웨어 
- 각종 필수 시스템 올인원

집합건물/공동주택부터  소규모  주택/빌라까지

레이브 클라우드

방문, 원격 지원 등 
꾸준한 교육 및 관리

지속 업데이트 되는  
맞춤 프로퍼티 시스템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솔루션

www.Ley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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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Cloud

프로퍼티 관리 최적화 시스템

업계 전문가 표준

원클릭 업무처리

꾸준한 교육과 밀착 관리

Optimized Property Management System

Industry Expert Standard

One-click Easy Solution

Steady Care Program

관리, 시행, 시공, 분양, 공인중개, 세무법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습니다. 
특허 등록번호: 1020593510000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표준 회계 시스템은 기본이며,  
우리 빌딩에 맞춤 설정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관리비, 
예치금, 임대 등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및 문자로 
손쉽게 안내 및 고지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업무들이 원클릭으로 간편해집니다.

이용방법과 각종 정책, 상황에 필요한 컨설팅을  
방문, 원격, 매뉴얼 강의 등으로 제공합니다.  
맞춤 교육으로 더욱 쉽게 레이브 활용이 가능합니다.

2레이브만의 차별화된 장점

레이브 클라우드
관리비 ERP와 커뮤니티 관리 종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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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FIN

레이브 워크

이 모든 기능을 올인원으로!

Leyve ERP

Leyve FMS

Leyve FIN

Leyve Work

관리비, 중간 정산, 분할/합산 고지 등 복잡한 업무 
레이브 자동 처리 시스템으로 손쉽게 해결하세요.

- 관리비 부과/수납

- 계좌/카드 자동이체

- 전자 투표 시스템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인사이트 보드

- 세금계산서 통합발행

- 프레스(공지) 시스템

- 장기수선충당금 도출

- 다양한 모드의 고지서

- 맞춤 컨설팅

- 적립요율 설정

- 맞춤 컨설팅

- 카드 결제

- 카카오페이 인증

- 공용 시설 예약 시스템

- 일정 관리 시스템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자라면 
미뤄뒀던 장기수선계획을 레이브로 수립하세요.

나이스페이먼츠 자동이체,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업계 선도 기술로 결제와 인증 처리를 하세요.

검증 안된 앱들은 결국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레이브 워크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세요.

Leyv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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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브 에어북 (임대 관리)

레이브 회계

레이브 그룹웨어

레이브 스퀘어

Leyve Airbook

Leyve Accounting

Leyve Groupware

Leyve Square

매달 반복되는 인보이스를 자동 생성하고 
카카오톡/문자로 알림하여 손쉽게 임대 관리하세요.

건물 관리에 꼭 필요한 회계 기능만 탑재, 
심플한 사용법으로 쉽게 이용하세요.

관리 회사와 관리사무소 맞춤 그룹웨어 
각 빌딩 및 관리사무소의 중앙 관리하세요.

프로퍼티에 업체와 상품을 등록하고, 
홈 택배,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세요.

- 인보이스(송장)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

- 홈 택배

- 복식부기 (전표처리)

- 카카오톡/문자 알림

- 회사/조직 관리

- 비즈니스 등록 및 홍보

- 레이브 ERP 연동

- 임대(월세) 관리

- 멤버 관리

- 급여 관리

- 편의점 택배

- 상품 등록 및 홍보

- 재무제표

- 공동주택관리 표준

- 중앙 관리

Leyv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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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ERP

정확한 관리비 부과/수납

인사이트 & 체커

다양한 고지서 모드

단계별로 업무를 확인하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가, 중간 정산, 연체료 등을 원클릭 계산합니다.

납부 및 수납 현황을 월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 프로퍼티의 이슈를 즉시 파악합니다.

통합, 분리, 그룹별, 입주민별 등으로  
고지서를 생성하고 맞춤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미납오납완납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

관리비 입주 예치금 등기 분양

부과:�207,000원

납부:�207,000원

레이브 ERP
관리가 쉬워진다! 레이브 클라우드 대표 시스템 레이브 ERP

일반

부과 중

수납 중

연도

2021

종료일

2021-04-30

월

4

납기일

2021-05-25

수납 마감일

2021-05-05

시작일

2021-04-01

부과 마감일

2021-05-02

컨트롤

부과 검토

수납 검토

부과 마감

수납 마감

중간정산 유닛 조회 항목 조회

1

1

2

2

3

3

삭제 생성

컨트롤

부과와 수납을 정확하게 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컴플레인을 줄이세요.

관리비 현황, 입주민, 예치금, 등기,  
분양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개별 고지서 발부,  
건물 내 유닛 합산/분리 고지서 발부  

기능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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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FMS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도출

적립요율 설정

건물 외부, 내부 및 각종 시설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도출하고 
이를 관리비 ERP에 연동하여 부과 및 수납합니다.

주택 및 건물 시설의 환경에 따라 
산정 방법 및 적립요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브 FMS
공동주택은 필수, 집합건물은 권장. 레이브 시설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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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Work

전자 투표 시스템

프레스(공지) 시스템

공용 시설 예약 시스템

카카오페이 인증이 탑재된 투표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투표 운용을 합니다.

공문/안내문 등 어디서나 작성 및 편집하고 
인쇄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에 따른 맞춤 이용과 
비대면 최적화된 여러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레이브 전자투표 전자 서명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투표를 완료할 시 무효 표 처리 됩니다.

투표 완료재서명

날짜 선택 시간 선택

일

25

02

09

16

23

30

월

26

03

10

17

24

31

목

29

06

13

20

27

03

화

27

04

2021 5월 Month Year

11

18

25

01

금

30

07

14

21

28

04

수

28

05

12

19

26

02

토

01

04:00~04:15

05:00~05:15

06:00~06:15

07:00~07:15

08:00~08:15

09:00~09:15

04:30~04:45

05:30~05:45

06:30~06:45

07:30~07:45

08:30~08:45

09:30~09:45

04:15~04:30

05:15~05:30

06:15~06:30

07:15~07:30

08:15~08:30

09:15~09:30

04:45~05:00

05:45~06:00

06:45~07:00

07:45~08:00

08:45~09:00

09:45~10:00

08

15

22

29

05

잔여 시간 예약

> >

공고 문서 안내 문서 일반 문서

제목

승강기 공사 안내

지하 주차장 청소 안내

작성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삭제 생성

상세

상세

작성일

2021-05-02

2021-04-15

레이브 워크
커뮤니티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세요. 레이브 워크 커뮤니티 운영 시스템

소유자/입주자 구분, 면적 가중치 
서명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 선택 

검증된 각종 고급 설정을 이용하세요.

일별, 월별 사용 가능 시간 설정과  
이미지 및 상세 설명 편집으로  
예약 시스템을 운용하세요.

템플릿에 맞춰 간편하게 작성하고 
A� 사이즈로 정확하게 인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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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FIN

계좌/카드 자동이체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통합발행

서면 출금동의 및 비대면 전자 출금 동의로 
계좌 및 카드의 자동이체 처리가 간편해집니다.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거래처 세부 정보까지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인증서 등록으로 PC, 모바일 등 
언제 어디서나 원클릭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레이브 FIN
업계 선도 기술로 인증과 결제가 안전해집니다. 레이브 핀테크 시스템

세금계산서 통합발행과도  
연동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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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Airbook

임대(월세) 관리

멤버 관리

인보이스(송장) 시스템

보증금, 납기일, 부과액, 알림 세팅 등 맞춤  
단 1회 세팅으로 자동 관리가 시작됩니다.

인보이스 멤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거나, 
내 빌딩 멤버를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렌털비, 모임비 등 정기 수금이 필요할 때 
자동화된 인보이스 시스템으로 맞춤 관리를 합니다.

레이브 에어북
카카오톡/문자 알림까지 자동화된 인보이스 시스템. 레이브 에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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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Accounting

복식부기 (전표처리)

계정과목

재무제표

꼭 필요하고 간단한 기능으로만 구성 
관리비 ERP와 연동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표준 계정과목 기본 설정 
맞춤 계정과목 추가 및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분개된 항목들이 자동으로 집합건물/공동주택  
필수 장부로 자동 작성됩니다.

레이브 회계
공동주택 회계처리 표준에 따른 회계 시스템. 레이브 회계

분개장,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필수 장부를 자동 생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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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Groupware

전자결재 시스템

회사/조직 관리

급여 관리

온라인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기안 및 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딩 및 관리사무소 중앙 관리 및 권한 설정 등 
복잡한 환경에 맞게 회사와 조직 관리를 합니다.

체계적인 급여관리뿐만 아니라 
각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자동 발송까지 합니다.

레이브 그룹웨어
관리 회사와 관리사무소 맞춤 그룹웨어. 레이브 그룹웨어

회사 중앙 관리, 관리사무소 단독 관리 등  
업무 환경에 맞게 세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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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ve Square

택배 보내기

업체 등록

상품 등록

간편 등록으로 기사님 방문 택배 서비스와 
기존 편의점 택배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 기반으로 
업체를 조회하거나, 내 업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하고, 
지역기반으로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레이브 스퀘어
하이퍼로컬 시스템 그리고 홈택배까지. 레이브 스퀘어

내 건물, 내 동네 등 지역기반 조회가 가능한  
하이퍼로컬 시스템입니다.



관리비 경리 서비스
Accounting Service

업무량과 인건비가 단숨에 줄어듭니다. 
레이브 소속 전담 매니저가 원격으로  
관리비 부과/수납처리를 대행합니다.

세무 서비스
Tax Service

매번 자료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무법인들과 연계로 
맞춤 세무 대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임대 관리 서비스
Asset Management Service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임대 관리 전문 업체들과 연계로  
월세 수납 대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쇄 서비스
Printing Service

고지서의 퀄러티가 높아집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부하는 고지서를 
프리미엄 삼등분 용지에 인쇄하여 배송해드립니다.

레이브만의 차별화된 장점13

Leyve Alliance

연계 및 제휴 서비스
다양한 대행 서비스로 복잡한 업무들을 원스톱 해결

종합 건물 관리 서비스
Building Management Service

고품격 관리로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건물 관리 전문 업체들과 연계로  
원스탑 건물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레이브 클라우드 프로퍼티 관리 솔루션

www.Leyve.com

 레이브 클라우드 

건물 관리가 쉬워진다! 

건물, 단지, 프로퍼티 관리 필수 솔루션 

컨설팅부터 비대면 최적화까지 원스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4층

02-856-8001 
leyve@leysys.com

www.Leyve.com 
www.Leysys.com

Property Management System 
Facility Management System 

Asset Management System

레이브  클라우드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프로퍼티 관리 솔루션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