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achel Club is….. 

Our Business 

Rachel System KorinAD Humanscape 

ERP Consulting Service Groupware Service Creative Design Service Medical service by Block chain 

• Ecount  ERP consulting 
 

• Genie ERP - Public type 
                        - Private type  
• Genie MRP Service 
• Genie SCM Service 
• Genie CRM Service 
• Genie Finance Service 

 
     HR  
     Payroll 
     Finance 
     Sales(Import) 
     Purchase(Export) 
     Production 
     Outsourcing 

• Hanbiro Global Groupware 
     Web mail for Company 
     E approval for Company 
     Board for Company 
     Messenger for Company 
     File Box Service for Company 

• Homepage Production 
• Advertising Production 
• Creative Design 
     CI & BI 
     Brand naming 
     Head letter 
     Name card 
     Pamphlet 
     Brochure 
     Catalog 
• Marketing Consulting  

 

• Helen Service 
• Dream Service 

www.rachelsystem.net www.korinad.com www.humanscape.co.kr 

Jakarta Indonesia 
Korea 
China 
Japan 
USA 

Vietnam  

Jakarta Indonesia 
Korea 

Jakarta Indonesia 
Hong Kong 
Singapore 

Korea 



Rachel System is….. 

1. 팀 구성-ERP  

진단 컨설팅 팀 시스템 컨설팅 팀  트레이닝 팀  개발팀 

2. 클라이언트-ERP  

• PT. Doosan Cipta Busana Jaya (H&M OEM) 
• KEPID (한전산업개발)  
• PT. Dongbu Daewoo electronik Indonesia (동부-대우전자)  
• PT. Aneka Trans Utama (포위딩) 
• PT. Daewoong Infion (대웅제약) 
• PT. BIA (포스코-대우인터네셔널) 
• PT. Nonghyup Feed Indonesia (농협사료인도네시아) 
• PT. CMS Kaltim (광산) 
• PT. Bisang world (CPRE) 
• PT. Wampu (중부 발전소) 
• PT. Corea System (Telkom master vender) 
• PT. TP link Indonesia (세계1위 모뎀 판매회사) 
• PT. Feelbuy (락앤락, 도루코) 
• PT. Merdis & Neohaus (Q-channel 홈쇼핑 마스터 벤더) 
• PT. Lotte Data Communication Indonesia (롯데정보통신) 
• PT. Lotte Members Indonesia (롯데멤버스) 
• PT. DWI Prima Sentosa (신발제조업) 
• BC Card Indonesia (비씨카드) 
• TRULAND (가구제조업) 
• Blue rose narado (쎔소나이트 가방) 
• Wangta Agung Grup (Ardiles) 
• Ionpay (Nicepay-Payment Gateway) 
• Samkyung Jaya Garments (GG무역) 
• PT. DAELIM DABIDOS Indonesia (대림산업-대림 다비도스) 
• PT. KOSTEC Prima Baja (POSCO 협력사) 
• PT. Shinta Woo Sung                                                                                                                                                                                                …………more about 200 companies 



Client needs Genie Public & Private ERP Ecount ERP System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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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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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Comparison 1/2 



Features Genie Private ERP Genie Public ERP Ecount ERP SystemEver 

비용 사용료 USD300~400 /M USD55 /M USD55/M USD1,000~ /M 

서버임대 별도 과금 

유지보수(선택) USD200~300 /M USD200~300 /M 사용료에 포함 

개발비용 별도 책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도네시아 고객사 약 200여개 사 다수 극소수 

시스템 라이센스 무제한 무제한 해당 없음 사용자당 

개선 적용 시간 36H 24H 불가능 불가능 

업그레이드 무료 지원 무료 지원 무료 지원 해당 없음 

유지보수(선택) USD200~300/M USD200~300/M 해당 없음 

언어지원 English 
Korean 
Bahasa 

English 
Korean 
Bahasa 

Korean, English,  
Japanese, Chinese,  

Vietnamese, Spanish  

English 
Korean 

프로그램 기능 세팅 100%  70~80% 자체 운영 불가능 

보고서 세팅 

시스템 연동 Excel up & down 100% 100% 

Barcode 

API 일방적으로  

교육훈련 지원 별도 협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System Comparison 2/2 



Genie ERP by Rachel System 

경영정보화 영역 현장관리 영역 

Tools Module Public Type  Private Type Develop Type 

적용 
대상 

• 중,소규모의 기업 
• 단일 모듈만 사용하는 경우 
• 시스템을 처음 도입 또는 통합 하는 기업 

• Public Type을 기본으로 하여  
    기능상의 추가, 수정, 변경을  
    요하는 경우 적용 
• 기졲 시스템에 대한 보완 내지는 업그

레이드가 필요한 기업  
• 특화 모듈이 필요한 기업  
• 중견, 대형 기업 

• 현장 관리용 단일 모듈 
    - Point Of Sales 
    - Manufacture Resource  
      Planning 
    - Supply Chain 
Management 
 
• LEAN Consulting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Consulting 

기본 
모듈  

E-Pajak & 
I Inventory 
업로드 툴  

회계,인사
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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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모듈만 선택 사용 

추가 
모듈 

• 그룹웨어 / CRM (고객-영업활동-관리) 제공 
• 온라인 거래 관리 & 추가 사업장 관리 
• Bar code 연동 

제공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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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비용  

• 개별 판매가 • 등록비 : USD 1,000.- 
• 사용료 : 유통, 기타 서비스 산업 USD 300.- / 월 (유지,보수 USD200.-별도) 
               제조서비스 산업 USD 400.-/ 월 (유지, 보수 USD300.-별도)  

• 개발 비용 
• 개발연동 비용 
• 유지,보수 비용 

선택 
비용 

• 해당 없음 • Public Type 세팅 & 트레이닝 서비스 : 
    유통, 기타 서비스 산업 USD 20,000- / 제조 서비스 산업 USD 30,000.- 
• Private Type : Public 기능의 추가, 변경, 수정 & 트레이닝 : 
    유통, 기타 서비스 산업 USD 30,000~ / 제조 서비스 산업 USD 40,000~ 



Hanbiro Groupware Service by Rachel System 

Public Groupware Service Private Groupware Service 

적용 대상 • 모든 기업 
• 협업 관리가 필요한 기업:  기업전용 메신저, 전용 파일 박스등  
• 기업젂용 웹 메일이 필요한 경우: 예) cs@rachelsystem.net 

• 기업젂용 그룹웨어 구축 

기본 모듈  • 기업 젂용 웹 메일 서비스 (10G/사용자당) 
    예) cs@rachelsystem.net 
• 기업 젂용 메신저 서비스 
• 기업(구성원) 젂용 클라우드 디스크 서비스 
• 기업 젂용 젂자결제 서비스 
• 기업 젂용 프로젝트 관리 기능 
• 기업 젂용 게시판 기능 
• 기업(구성원) 젂용 일정관리 기능  
• 기업(구성원) 젂용 업무 관리 기능 

• 별도 구성 

제공 서버 • 클라우드 서버 제공 • 기업내 서버 구성 
 

기본 
비용  

• 등록비 : USD 500.- 
• 사용료 : USD 6.- / 1인 / 월  

• 별도 협의 

추가 
비용 

• 선택] 트레이닝 서비스 : USD 3,000.- / 1회 
• 선택] 풀 세팅 서비스 : USD 5,000.- / 1회 (트레이닝 서비스 포함) 



Ecount cloud ERP Service by Rachel System 

Public Type Private Type 

적용 대상 • 등록 및 사용료 납부 후  
• 자체 커스터 마이징을 통한 사용 
• 즉시 사용 
• 고객 센터 상담 지원  

• System optimization 
• Training for operation 제공 
• 3~4개월 소요 
• 젂문 컨설턴트상담 지원 

• 자영업자 
•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 

기본 모듈  • 인사/급여관리  
• 회계/자금관리  
• 영업(수출)관리  
• 구매(수입)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젂 모듈 제공 - 원하는 모듈만 선택 사용 

추가 모듈 • 그룹웨어 (젂자결제, 게시판, 메신저, 알림설정등) 10명까지는 무료 제공 
• 온라인 거래관리시스템 무료 제공 
• 추가 사업장 관리 무료 제공 
• Bar code 연동 

제공 서버 • 클라우드 서버 제공 

기본 비용  • 등록비 : USD 350.- 
• 사용료 : USD 55.- / 월  

추가 비용 • 선택] 추가 교육 : USD 3,000.-/4~6H 

컨설팅 
비용 

• 고객센타 지원 (무료) • 젂문 컨설팅 팀 지원 
•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교육 
    - 유통 서비스 산업 USD 10,000.~ 
    - 제조서비스 산업 USD 15,000.~  
• 3~4개월 소요  



ASIS 1st 2nd  3rd Report 
TOBE  

TOBE  Report 
Complete 

Define • Structure analysis 
• Master data analysis 

• System logic settings 
    -Sales, Purchase, Inventory logic 
    -Production logic 
    -Finance logic 

Optimization,  
submission of  
training plans 
-Schedule 
-Functions 
-Target 

 

• System 
     optimization 
• Operator training 
• Company Reports & 

Current Status  
     setting 
 
• Submit Results  
     Report 

Submit  
Completion  
Reports 

• Define-Master data 

• Admin ID issue Operator ID issue 

Prepare 
for  
Client 

• Organization chart 
• Master data  
    - Items list 
    - Client list 
    - Vender list 
    - HR list  
    - Chart of account 

• Master data 
• Company 

Reports and 
Current Status 

• Master data Finished  
report check 

Task for 
Client 

• Create Master Data Hierarchy Group 
• Designation of major personnel by function 

Remark • Period : about 3~4weeks 
• Target: 1,2nd ASIS-Director(Manager) 
                3rd ASIS-Operator 
• Determination of optimization & training,  
• Determination of target 

Period : about 
2weeks 

 

• Period :  
      about 4~6weeks 
• Operator of  
      functions 

Submission, 
Inspection 

Rachel System’s consulting process 



ASIS – 1st  2nd  3rd  

Structure • Analysis  •  Confirmation 

• Fix the system manag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any's work processes) 

 

Master data • Submission, Analysis • Analysis (re - interpretation) 
• Fix the level group 

• Fixed 

• Fix the master data logic  

• Fix the master data operator – Items, Client & Vender, HR, COA 
• Master Dame Provide Configuration Form 

 

System logic 
-working  
 process 

• analysis of the company's work 
processes 

• Part I – Sales/Purchase/Inventory analysis 
     (Fix the system coverage) 

• Part I – Modify & Fixed 

• Part II – Production analysis 
     (Fix the system coverage) 

• Part II – Modify & Fixed 

• Part III – Finance (HR) analysis 
     (Fix the system coverage) 

• Part III – Modify & Fixed 

• Fixed the system operato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rt's work processes) 
• System Operations privileges, confirmation and enablement 
• Apply work analysis to TOBE 

ASIS (Diagnostics and Analysis) Process 



Session I – Sales/Purchase/Inventory  Session II - Production Session III – Finance (HR) 

 
 

Session I 

Sales 

Purchase  

Inventory 

Session II Production  

Session III Finance (HR) 

 

• Function • Apply TOBE based on ASIS 

• Target • Operator & manager of functions 

• Function • Operator-How to system operation / Manager-How to find result 
• Refer – TOBE sheets 

• Interim repor
t 

• Key Progress by Part (Operator-What/ Manage-How) 
• Future refinements and requirements for parts 
• Next schedule 

TOBE (Practice)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