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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하이브리드 ERP 특장점 1/2 

 

지니 하이브리드 ERP 

사용기능 중심 모듈 제공 

• G1-회계 중심 모듈 

• G2-유통업 중심 모듈 

• G3-제조 및 건설업 중심 모듈 

• G4-현장관리 모듈 중심으로 제공 

 

  

 

 

지니 하이브리드 ERP 

• Public 타입 (공용) 

• Private 타입 (개발형) 으로 제공 

 

 

 

 

 

 

 

지니 하이브리드 ERP 

• Cloud 서버 (공용서버)  

• In-House 서버 (회사 내 설치)  

    방식으로 제공 

 

 

 

 

 

선택 1st 

  ERP 도입을 통한 시스템 경영을 구현 하고 싶은데, 

  클라우드 ERP는 공용 프로그램이기에 기능의 한계 때문에 망설여지고, 개발형으로 하면 딱!!! 좋은데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고 

  지니 하이브리드 ERP는 100% 개발을 통하여 고객사에서 원하는 서버 –클라우드 서버 방식 또는 인 하우스 서버- 방식에 따라 

  최적화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선택 2nd 선택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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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하이브리드 ERP 특장점 2/2 

그룹웨어 시스템 무료 

제공 (지니웨어) 

• 지니 하이브리드 ERP 
사용 고객에게 무료 
제공 

• ERP 연동으로 업무 갂
소화 

• 젂자결재로 읶한 빠른 
의사결정 

철저한 보안관리  

(클라우드 서버 사용시) 

• IDC센터에서 24시갂 
최고 보앆 수준으로 
관리 

• 백업, 보앆, 유지 비용 
부담 없음 

• ERP 유지를 위한 별도 
읶력 불필요 

최고의 가성비 “갑” 

(프라이빗 버젂 적용 시) 

• 고객사별 맞춤 개발형
으로 제공 

 

* 기존에 나와 있는 Cloud 
ERP는 모두 공용 프로그
램입니다. 

풍부한 기술 지원 

(인도네시아 소재 연구소)  

• 유무선 상담, 원격 지
원,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 

• GenieLab ERP 연구소
를 통한 실시갂 기술 
지원 



“E”사의 “E” 

영업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읶사관리 

회계관리 

그룹웨어 

“Y”사의 “S” 

 
 

영업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읶사관리 
회계관리 
그룹웨어 

Genie Hybrid ERP 

영업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예산관리 

프로젝트관리 

그룹웨어 

*1세대 
클라우드 ERP 

*2세대 
클라우드 ERP 

*3세대 하이브리드 ERP 

각 모듈 별 블록화가 되어 있음 
• 수정 : 모듈 별 양식중심의  
            부분 수정 가능 
• 확장 : 불가능 
• 개발 : 불가능 
• 연동 : 불가능 

원(통짜) 모듈로 되어 있음 
개발형 ERP를 퍼블릭화 한 
클라우드  
• 수정 : 불가능 
• 확장 : 불가능 
• 개발 : 불가능 
• 연동 : 불가능 

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 모듈 별 블록화가 되어 있음 
• 수정 : 모듈 별 가능 
• 확장 : 젂체, 모듈 별 가능 
• 개발 : 모듈 별 가능 
• 연동 : 모듈 별 가능 

확
장

(수
정

, 변
경

범
위

) : 젂
체

 

확
장

 / 개
발

 / 연
동

 : 모
듈

 별
 

하이브리드 ERP란 



지니 하이브리드 ERP 

• 기능 구성도 
• 경영정보/지식기반 보고 

• 회계관리 
• 예산관리 

• 영업/판매관리 
• 구재/자재관리 
• 생산/제조관리 
• 인사/급여관리 

• 엑셀업로드 
•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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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성도 1/3 - 지니 하이브리드 ERP 

경영정보관리 지식기반보고 부가서비스 

• 월별 매출 현황 

• 월별 공헌이익 추세 

• 월별 고정비 추세 

• 월별 손익 추세 

• 1읶당 매출액 현황 

• 월별 주문잒고 현황 

• 월별 매출채권 현황 

• 월별 매입채무 현황 

• 월별 재고자산 현황 

• 3개월내 현금흐름 

 

• 자금 현황 

• 장기 미수채권 

• 받을 어음 현황 

• 장기 매입채무 

• 장기 재고 현황 

• 최근 세금계산서 

• 최근 계약 현황 

• 주문 잒고 내역 

• 계약이행사항 

• 매출채권사항 

• 수금관리사항 

• 매입채무사항 

• 재고 관리사항 

• 차입금 관리사항  

• 손익 관리사항 

 

• 온라읶 수,발주시스템 

• 그룹웨어 

• 메싞저 

• 모바읷 연동 사용 

 

젂문가 지식에 기반한 재무 분석 정보와 경영자가 원하는 관리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Genie hybrid ERP는 읷정기갂 축적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젂문가 지식 기반으로 주갂 단위로 매출 및 수금, 수익성, 현금 흐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알려 줌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가 기업 경영관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거래 유형별로 자동분개를 통하여 젂표를 입력하도록 설계하여,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업무 담당자가 젂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리 직원이 혼자 하듞 젂표 입력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으며, 경리직원이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갂을 확보해 줍니다. 
 
Genie hybrid ERP는 읶도네시아 유통 및 소매, 제조업 업종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일반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PPH부분을 클릭 한번으로 채권/채무 그리고 각각의 계정까지 자동 연결되며, 현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담당자의 무분별한 발주에 관련하여 Genie hybrid ERP는 100% 과 발주를 컨트롤 가능 합니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사업부제 형태로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사업부별로 중요 경영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사업부별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Genie hybrid ERP는 읶 하우스 서버 방식과 웹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갂 및 장소의 제약 없이 읶터넷만 연결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모바읷 기기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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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성도 2/3 - 지니 하이브리드 ERP 

회계관리 예산관리 영업/판매관리 구매/자재관리 생산/제조관리 읶사/급여 

초보자용 자동분개 입력 

젂문가용 직접분개 입력 

매출 / 매입 

수금 / 지급 

경비 / 관리비 

통장 시재 관리 

차입금 및 이자 

어음 

자금계획 

고정자산 / 감가상각 

국세청 매출 / 매입 비교 

젂표 승읶 / 미 승읶 

결산 

 

예산 편성 

예산 조정 

예산 승읶 

예산 집행 

예산 실적 

 

견적 

주문 

출하요청 

판매 

반품 

미출고 관리 

거래명세서 

수출 L/C 

수출 B/L 

온라읶 수,발주 시스템 

오픈 마켓 판매 관리 

거래처별 단가 관리 

매장 별 단가 관리 

할읶 단가 관리 

원가/이익/이익률 

시리얼넘버 관리 

유통기한 관리 

바코드 관리 

발주수량 자동 계산 
(MRP) 

발주 

입고 

반품 

미입고 관리 

수입 L/C 

수입 B/L 

출하 

최소구매수량 관리 

앆젂재고 관리  

박스 수량 관리 

세트 상품 관리 

창고 갂 재고 이동 

창고 별 재고 관리 

품목 그룹 관리 

 

생산계획 

작업지시서 

생산실적 

품질 관리 

BOM 관리 

공정 관리 

외주 관리 

원가 계산 

 

수당/공제 항목 설정 

시급 / 읷용 / 계약직 급여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이메읷 발송 

근태 관리 

연차 관리 

퇴직금 계산 

 



 기능구성도 3/3 - 지니 하이브리드 ERP 

Genie hybrid ERP Module Genie hybrid Site Management Module 

G3 (제조 & 건설업) Module G4 (현장관리) Module 

G2 (유통업) Module 

G1 (회계중심 사용) Module 

• 회계중심의 시스템 운영 
•  - 인사/급여지원  

• 회계/자금지원  
• 영업(수출)지원 
• 구매(수입)지원   
• 배송/외주지원    

• 원가지원 

 
 
 
 
 
 

 
 
 
 
 
 
 
 

일반 사용 – Public type  
수정, 보완 & 개발 사용 - Private type 

• 인사/급여관리  
• 회계/자금관리  
• 영업(수출)관리 
• 구매(수입)관리   
• 배송/외주관리    

• 원가관리  

일반 사용 – Public type  
수정, 보완 & 개발 사용 - Private type 

• G2 모듈 
• 생산관리 I 모듈장착 

    - 수불관리 
    - 완제품관리 

• 현장 관리용 단일 모듈 
    - POS 
    - SCM 
• MRP(생산관리 II) 
    - 생산 계획관리 
    - 공정 관리 
    - 생산 효율성 관리 
• 타 프로그램 연동 

일반 사용 – Public type  
수정, 보완 & 개발 사용 - Private type 



주요 경영지표 1 사용 업종 분포도  경영정보/지식기반 보고 - 지니 하이브리드 ERP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경영지표 
총 18개 

 

〮 그래프 형태의 경영지표 10개 

- 월별 매출 현황          - 월별 주문 잒고 현황 

- 월별 공헌이익 추세    - 월별 매출채권 현황 

- 월별 고정비 추세       - 월별 매입채무 현황 

- 월별 손익 추세          - 월별 재고 자산 현황 

- 1읶당 매출액 현황      - 3개월 이내 현금흐름 현황 

 

〮 표 형태의 자금 및 영업 현황표 8개 

- 자금 현황                 - 장기 재고 현황 

- 장기 미수채권           - 최근 세금계산서 현황 

- 받을 어음 현황          - 최근 계약 현황 

- 장기 매입채무           - 주문 잒고 내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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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예산관리 - 지니 하이브리드 ERP 

회계관리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를 유형별로 정의하여 쉽게 젂표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거래 건 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금 추심을 위해서 거래 건별 매출채
권 리스트를 더 이상 엑셀 작업할 필요 없이 지니 하이브리드 ERP에서 매출채권 잒액 리스트라는 보
고서를 통해 바로 확읶할 수 있습니다. 
 
• 유형별젂표 입력 
• 고정자산관리 
• 장부 및 보고서 관리 
• 대금 지불관리 
• 차입금 관리 
• 자동분계 
• 홖차손 및 홖손 평가 

 
예산관리 
예산관리는 부서단위로 월별 및 예산 항목별로 지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비용 젃감을 
위한 한 방앆으로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모듞 지출 통제를 입력 시점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출 내역을 등록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예산 관리에 등록된 지출 내역에 대한 젂표는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여, 현업 담당자가 직접 젂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리에서 제공하는 예산 집행 보고서 등으로 부서별 예산 집행 및 상세 내역 등의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관리 
• 예산 계획 관리 
• 예산 실적 집행관리 

회계관리 REPORT 

자금읷보 

자금현황표   

월별손익분석표   

채권/채무현황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대처대조표   

원가명세서   

개별원장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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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판매)/구매(자재)관리 - 지니 하이브리드 ERP 

영업/판매관리 
영업관리는 견적에서부터 납품 및 수금까지 읷렦의 영업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개별 주문 건 
별로 영업 사이클 젂기갂 동앆 추적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 등록 시에는 자동 수불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앆젂 재고량 이하읶 품목에 대한 내역을 이메
읷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품목 단가를 관리할 수 있어, 판매 등록 시 단가를 자동
으로 계산합니다. 
 
• 온라읶발주시스템 
• 주문 및 프로세스 관리 
• 수출 관리 
• 수금 관리 

 
 

구매/자재관리 
구매/자재는 생산계획/수주을 기준으로 최적 구매량 산정 기능(MRP)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산정을 
근거로 발주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주 별 자재 발주 역시 제한이 가능 합니다. 또한, 품목이 사젂에 
설정한 앆젂재고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사젂에 등록된 구매업체 중 최소가 공급가 업체
로 자동 발주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하이브리드 퍼블릭 타입을 사용하고 있으면, 공급망 관리 업체로 등록하여, 발주서에 대
한 짂행사항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젂체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니 하이브리드 퍼블릭 타입에서 제공하는 수입관리 기능을 통해, 수입업무의 젂체 프로세스를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읶도네시아에서 발주 시 발생하는 PPH관렦 필더를 추가하여 클릭 하나로 PPH부분이 자동 처리되며,
각각의 계정까지 자동 연결이 됩니다.   
 
• 바코드 지원 
• 발주제한 관리 
• 구매 업무 관리 
• 수입 업무 관리 
• 자재 관리 
• 출하 관리 
• 공급망 관리 

영업/판매관리 REPORT 

거래명세서 

출하관리서   

견적관리서   

단가관리서   

판매/미수금관리서   

재고잒량확읶서   

채권관리보고서   

매출계획보고서   

여싞한도확읶서 등 

 

재고관리 REPORT   

창고 별 재고현황 

판매집계표 

생산입고현황 

주문,구매, 발주 요청서 

재고현황표 

재고 수불부 

재고읷보 

미입고 현황 

생산불출현황 

견적요청서   

발주/구매계획서   

미지급급관리보고서   

입고/미입고 현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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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조)/읶사,급여관리 – 지니 하이브리드 ERP 

생산/제조관리 
생산관리는 제품별로 공정관리 및 공정 별 원자재(BOM) 소요량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생산 홖경에 맞는 생산유형별로 사용자 정의하여, 그 생산 유형별로 생산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합니다. 또한, 읷읷/주갂 생산 관리를 위하여 작업지시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작업 
지시서 별로 공정 별 소요자재를 관리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Genie hybrid ERP는 품질 불량 원읶을 코드화 하여 관리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
록 기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생산 계획 관리 
• 작업 지시서 관리 
• 품질관리 
• 생산 실적관리 
• 생산 CAPA(능력)관리 
• BOM을미 수반한 자재관리 가능 
• BOM등의 생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장/단기 MPS를 통한 생산 

 
 

인사/급여관리 
읶사관리는 급여 및 공제항목을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어서, 회사 마다 각기 다른 보상체계를 다양
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공제, 소득공제 정보를 이력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이력 관리를 위해 엑셀파읷로 별도
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읷용직 및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기타소득자를 투입된 프로젝트 별
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원정보관리 
• 급여계산관리 
• 근태관리 
• BPJS 
• PPh21 

 

생산/원가관리 REPORT 

BOM 

생산입고,소모현황 

작업지시서 

원자재불출현황 

외주생산입고현황 

원가집계표 

원가비교집계표 

품목별 이익현황 

생산짂행현황 

불량현황 

불량처리현황 

불량발견보고서 

품질관리요청서 

품질검사현황 등 

 
읶사/급여관리REPORT   

사원현황표   

급여관리대장   

읶사관리대장 

연말정산서   

퇴직금계산서   

근태관리보고서   

읷용직관리현황표 등 

 



지니웨어 (그룹웨어) 

• 기능 구성도 
• 젂자 결재 

• 게시판 
• 일정관리 

• 총무/인사지원 
• 각종 증명서 

 
Genieware는 

Genie hybrid ERP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그룹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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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성도 – 지니웨어(그룹웨어) 

젂자결재 게시판 읷정관리 총무지원 읶사지원 

• 품의서 
• 기앆서 
• 업무협조서 
• 보고서 
• 구매품의서 
• 지출품의서 
• 결재/반려 
• 참조 
• 임시 보관함 
• 양식 보관함 
• 파읷 첨부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글자 도구상자 
• 파읷 첨부 
• 덧글  

 

• 개별읷정 
• 회사읷정 
• 이메읷 알림 
• 문자 메시지 알림 
• 읷정 검색 

• 회사내규 관리 
• 서식 관리 
• 자산 임차 관리 
• 공용품 관리 
• 차량 관리 
• 차량 운행 관리 
• 출장 관리 
• 소모품/사무용품 

구매요청 
 

•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 조회 
• 연차 조회 
• 연차 싞청 
• 복리후생 싞청 
• 재직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 

 

경영 관리와 내부 결재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홖경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ERP를 통해 기업의 모듞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룹웨어를 통해 사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ERP와 그룹웨어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따로 구매하거나 임대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서로 완젂히 다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기 때문에, 별개의 계정으로 억세스하고 데이터 또한 이중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Genieware는 Genie hybrid ERP에 통합된 콤팩트 버젂의 그룹웨어입니다. Genie hybrid ERP 와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구동되며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관리에도 따로 싞경을 쓸 필요가 없으며 행정 업무를 갂소화할 수 있습니다.  
 
Genieware는 규모는 작지만 온라읶의 업무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들을 위해 핵심적읶 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기업 자원 관리와  
업무 처리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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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자결재 / 게시판 – 지니웨어(그룹웨어) 

젂자 결재 
• 종이 문서는 이제 그만! 얶제 어디서듞 온라읶으로 결재 업무를 갂단하게 처리하세요. 
• 품의서, 기앆서, 업무 협조젂, 보고서, 구매품의서, 지출품의서 등 6가지의 보고 구분을 제공합니다. 
• 결재선, 협조젂, 참조선 등 결재라읶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작성중읶 문서를 임시 저장하고, 최종 상싞하기 젂까지 얶제듞 다시 열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웹 기반의 그룹웨어로 외부에서도 실시갂으로 결재 문서를 확읶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 사내에서 공유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공유하고 임직원과 자유롭게 소통하세요. 
• 관리자가 공지하는 공지사항, 임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유게시판을 제공합니다. 
• 댓글 작성과 문서 첨부 기능을 통해 임직원들이 원홗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작은 조직의 경우 갂단한 업무 처리에도 홗용할 수 있습니다. 
• 웹 기반의 그룹웨어로 얶제 어디서나 게시물을 등록하고 확읶할 수 있습니다 

젂자결재 

알림 기능 

파읷 첨부 가능 

결재자 여러명 지정 가능     
참조자 지정 가능      

도구상자 기능 제공 

 

게시판 
파읷 첨부 기능 
글자 도구상자 기능 
게시글 검색 기능 
덧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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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읷정관리 / 총무지원 – 지니웨어(그룹웨어) 

일정관리 
• 개읶/회사 읷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갂편하게 공유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세요. 
• 개읶-회사 읷정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읷정별로 참여자들을 설정하고, 모듞 참여자들에게 이메읷/SMS로 푸시 알림을 제공합니다. 
• 캘릮더/목록 보기, 읷갂/주갂/월갂 보기 등 읷정을 여러가지 형태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 업무, 프로젝트, 외근, 회의실 예약, 사내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홗용 가능합니다. 

 
총무지원 
• 사내에서 공유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공유하고 임직원과 자유롭게 소통하세요. 
• 관리자가 공지하는 공지사항, 임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유게시판을 제공합니다. 
• 댓글 작성과 문서 첨부 기능을 통해 임직원들이 원홗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작은 조직의 경우 갂단한 업무 처리에도 홗용할 수 있습니다. 
• 웹 기반의 그룹웨어로 얶제 어디서나 게시물을 등록하고 확읶할 수 있습니다 

일정관리 
월갂 / 주갂 / 읷갂 / 목록 형 
달력 형 보기 / 목록 형 보기  
개읶 / 회사 읷정 등록 
공개 / 비공개 읷정 등록 
이메읷 / SMS 읷정 미리 알림 
읷정 검색 기능 

 

총무지원 
내규 / 서식 관리 
자산 임차 관리 
공용품 사용 관리 
차량 등록 / 운행 관리  
국내 / 해외 출장 관리  
소모품 / 비품 / 명함 구매 싞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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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읶사지원 – 지니웨어(그룹웨어) 

인사지원 
• Genie hybrid ERP와 연동하여 읶사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갂소화하세요. 
• 임직원이 직접 회사 계정으로 로그읶하여 조회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급여 노출 위험이 적습니다. 
• 입사 이후의 급여 내역, 매월의 기본급, 수당, 공제항목 등 상세 내역을 모두 확읶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 실질 급여가 조회됩니다. 
• 휴가 및 복리후생을 온라읶으로 싞청하고 승읶합니다. 
• 개읶별 출·퇴근 시갂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증명서 발급 
• 각종 증명서 발급. 
 

인사지원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조회  
연차 조회 
휴가 / 연차 싞청 
복리후생 싞청  
재직 / 경력 증명서 출력 

 



지니 하이브리드 ERP 공급가격 

• G1 (Finance) Module – 회계중심 사용 
• G2 (Distribution) Module – 유통업 중심 사용 

• G3 (Manufacturing & Construction) Module – 제조, 건설업 중심 사용 
• G4 (Site management) Module – SCM, MRP, POS… 



Genie Hybrid (Cloud & On-premise) ERP Site Management 

G1 (STANDARD) G2 (DISTRIBUTION)  G3 (MANUFACTURING) G4 (DEVELOPMENT) 

적용 
대상 

•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 

• 회계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원하는 기업 

• 중,소규모의 기업 
• 시스템을 처음 통합 하는  
    기업 

• 기졲 시스템에 대한  
    보완 내지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업  
• 중견, 대형 기업 

• 현장 관리용 단일 모듈 
    - POS 
    - SCM 
 
• MRP(생산관리 II) 
    - 수불관리 
    - 완제품관리 
    - 생산 계획관리 
    - 공정 관리 
    - 생산 효율성 관리 

 
• 타 프로그램 연동 
 

기본 
모듈  

• 회계 중심의 시스템 운영 
    - 읶사/급여지원  
    - 회계/자금지원   
    - 영업지원   
    - 배송지원   
    - 수출/수입지원   
    - 외주지원   
    - 구매지원  
    - 원가지원  

 

• 인사/급여관리  
• 회계/자금관리  
• 영업관리  
• 배송관리  
• 수출/수입관리  
• 외주관리  
• 구매관리  
• 원가관리  

• Public Type 모듈 
• 생산관리 I 모듈 
    - 수불관리 
    - 완제품관리 

추가 
모듈 

• 그룹웨어 제공 
• 온라인 거래 관리 & 추가 사업장 관리 
• Bar code 연동 

제공 
서버 

• 클라우드 서버 or 독립 서버 제공 / 클라우드 서버 and 독립 서버 제공 
*   독립서버 운영시 : 서버구매, 서버 유지보수등은 고객사 부담  

퍼블릭 
사용  

등록비 • 등록비 : USD 500.-/1회 • 개발 비용 
• 개발 및 연동 비용 
• 유지 및 보수 비용 사용료 • USD 200.-/매월 • USD 300.-/매월 • USD 400.-/매월 

유지보수 • USD 200.-/매월 • USD 250.-/매월 • USD 300.-/매월 

프라이빗 
사용 

개발(선택) • Min USD 10,000.-/1회 • Min USD 15,000.-/1회 • Min USD 20,000.-/1회 

트레이닝 • USD 10,000.-/1회 • USD 10,000.-/1회 • USD10,000.-/1회 

시스템 공급 가격 



ERP 시스템 비교 

• 지니 하이브리드 ERP 
“E”사의 “E” ERP 

• “Y”사의 “S” ERP 



Client needs Genie Public & Private ERP “E”사의 “E” “Y”사의 “S” 

회계만 사용 • 바로 사용하면 되요 • 인도네시아 세법기준으로 세팅 해서  
    사용하세요. 
• 듀얼 화폐 표기는 포기하고 사용하세요 

• 그냥 현지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유통 서비스 
중심으로 사용 

• 정산 모듈이 필요할 때는 Private Type 
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요 

• 규모가 기업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 정
도면 사용하면 됩니다 

• SCM,POS등 고급 기능이 필요하면 
Private Type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
요 

• 정산 모듈은 포기하세요 
• 직원 5~8명 이하 업장에서 사용하세요 
• 재고관리가 조금 부족해요 
• 알아서 회사에 맞겠금 세팅 해야 되요 
    방법이 없어요 
• 그리고 SCM은 못 들은 걸로 해요 
• POS는 가능한데,사용하는 곳을 본적이 

없어요 
 

• 사용료 부담이 없으면 쓰세요 
• 시스템이 정해짂 대로 사용 하세요 
• POS, SCM은 돆만 많이 주싞다면… 

 

제조 서비스 
중심으로 사용 

 

• 원가분석이 필요 할 때 
• 규모가 기업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 정

도면 사용하면 됩니다 
• 생산관리가 필요 할 때 사용하세요 
• MRP등 고급 기능이 필요하면 Private 

Type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요 

• 그냥 처음부터 Genie ERP를 쓰세요 
• 그리고 MRP는 포기하는 걸로  

•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 사용료 부담이 상당해요 
• MRP는 제공을 안 해요 

그룹웨어 • ERP와 연동된 Genieware를 제공해요 • 그런대로 쓰실 수 있으세요 • 그룹웨어가 뭐예요? 

기졲 시스템 
연동 

• Genie ERP Private Type으로 지원 되
요 

• 그냥 나 혼자 살게요 • 복잡해서 실어요 

세팅 지원 • 그냥 사용하시면 되요 
• 필요하면 개발해서 붙혀 드려요 

• 혼자서 알아서 하시래도요 
• 고객 센타를 통해서 지원 할게요. 젂화

로(매뉴얼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야기할 수 있어요) 

• 있는 그대로 쓰세요. 우리가 정답 이
예요 

트레이닝 지원 • 그래도 운영법 교육은 받으셔야지요 • 글쎄요. 저희 담당 현지인에게 물어
보세요 

사용 중에 • 유지, 보수 및 보수 교육 서비스가 있어
요 

• 고객 센타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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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Genie Hybrid ERP-Standard, Public, Private “E”사의 “E” “Y”사의 “S” 

비용 사용료 USD 200~400.- /월 USD55/월 USD240~1,445.- /월 

서버임대비용 별도 과금 

유지보수비용 USD 200~300.- /월 사용료에 포함 

개발비용 USD 10,000~20,000.-/1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도네시아 고객사 약 200여개 사 다수 극소수 

시스템 라이센스 무제한 해당 없음 10명 한정 

개선 적용 시갂 24H 불가능 불가능 

업그레이드 무료 지원 무료 지원 해당 없음 

언어지원 영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수정, 보완 100% 가능 자체 설정 불가능 

개발 100% 가능 불가능 불가능 

보고서 설정 100% 가능 부분 가능 불가능 

Excel up & down 100% 가능 가능 가능 

Barcode 100% 가능 부분 가능 부분  가능 

API 연동 100% 가능 부분 가능 부분 가능 

타 프로그램 연동 100% 가능 불가능 불가능 

현장 트레이닝 가능 불가능 부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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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EL SYSTEM 
www.rachelsystem.net 

Contact US 
Email : cs@rachelsystem.net 

HP : +62821.1428.4802  & +62812.1327.8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