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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표준프로세스채택

단기간·저비용으로구현

외식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One Stop Process를 통해 마법처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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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유통환경, 소비자 동향의 변화에 직면한 외식업종은 경 전략의 일환으로

검증된 Solution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R-1 외식 Solution은 후지쯔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시스템 구축 및 운 노하우를 집약하여

고객 IT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Total Service를 통해 투자효율 최대화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 할 것 입니다.  

p.1 개요



고객사 운 시스템의 조사·기획에서부터 구축, 이행,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Life-Cycle 전체를 지원하여 고객사에게 최상의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프로세스를 내재한 패키지로 업무 효율화를 제공합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운 아웃소싱 서비스로 고객사의 운 부담을 최소화 합니다. 

IT 트랜드에 맞추어 최신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최신기술 기반의 Total Supplier’s로 POS에서 기간업무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사·기획
서비스 운

설계·구축·이행

한국후지쯔 전문 요원이
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On-Site 아웃소싱
데이터센터 아웃소싱
패키지 운 지원
장애 대응

한국후지쯔의 전문 운 팀이
패키지 적용을 위한 운 설계, 
인프라구축, 교육, Setup을 실시하여
운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고 유연한
이행을 실현합니다.

Fit Gap 분석
패키지 Setup
사용자 교육
매뉴얼 정비
업무 이행

고객의 운 현황 또는 IT투자비용을
한국후지쯔의 외식업종 전문 컨설턴트가 조사 및
예측하여 기대되는 비용대비효과를 분석합니다. 

또 구체적인 패키지 적용계획을 입안합니다.

운 현황 조사
문제점 및 비용분석
Solution 제시
도입 절차 제시

개요 p.2



구축비 최소화

Speed한 적용

검증된 프로세스

맞춤형 업무 지원

Web Base

다변화에의 대응

성장기반 향상

Total Service

업무형 개발에 비해 80% 절감

빠른 도입 및 적용 가능

점포수에 따른 가격 체계

도입에서 운 까지 Total Service제공

투자비

최소화

비지니스

역량강화

운 비

최적화

특징

축적된 외식업 노하우와 실 운 프로세스를 적용

고객사의 특화된 업무 커스터마이징 제공

최신 Web환경 및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

유통다변화, 점포 증가의 대응, 다국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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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특징 / Service 구성

Service 구성

시스템의 구축에서부터 운 및 유지보수까지 전체 Service를 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H/W 고객의 요건과 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이징 실시
고성능/고신뢰/고가용성 서버를 기반으로 안정된 업무시스템 구축

패키지 패키지로 단기간, 저비용으로 최적의 업무구현
고객 특화업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지원

POS 최신 PC 하드웨어 기술을 적용한 POS 및 다양한 주변기기 공급

본 부

점 포

구 축

Total Management 담당자를 선임하여 서비스 전체를 통제·조정하며 정기적 보고 실시
장해관리 등 일련된 운 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개선 제언

패키지 유지보수 패키지 Level-up 및 Patch 적용 (법률환경 변경 등) 
업무요건 변경에 따른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Q/A 대응

서버운 시스템 환경관리, 시스템 운 모니터링 등 서버 운 서비스 제공
계약된 범위내에서의 Backup 및 Batch Job 실행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운 업무 Application 운 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

IDC 다양한 장애·재해대책 등의 설비를 갖춘 전산 Space 제공
VPN, Internet회선 등의 운 서비스 제공

점포장비보수 점포의 POS, H/W, S/W 및 각종 주변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본 부

점 포

운



선불 및 후불제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
외식업 특성에 맞는 Special Order관리
효율적인 매장 및 좌석관리
Set메뉴 및 터치방식의 용이한 메뉴 네비게이션
다양한 지불방법 및 고객 Point관리 기능

POS 시스템

점포 Office의 모든 업무
주문 및 자재 수불, 재고관리
KPI분석방법에 의한 효율적인 매출 분석
매출대비 원가 및 비용, 인건비 분석
점포근무자의 근태, 급여관리

점포운 시스템

유통다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마스터관리
통합구매 및 물류센터 지원 시스템
점포, 물류센터의 적정재고 관리 및 자재 수불
KPI분석방법에 의한 효율적인 매출 및 운 실태 분석
매출대비 원가 및 비용, 손익 분석
가맹점의 여신관리

업관리 시스템

점포 지도 및 매출목표, 다면 평가관리
점포 시설 현황 및 이동관리
통합 고객 Point제도 관리

매장운 시스템

직원, 점포근무자, 퇴직자 등의 채용, 인사 관리
점포근무자를 포함한 근태 및 급여관리
각종 보험 및 수당관리
연말 정산 및 퇴직 정산 관리

인사급여 시스템

자동분개에서 결산까지의 재무회계
부가세 등 세무관리
예적금 및 예산, 자금관리
감가상각등의 자산관리 (정율법, 정액법)

회계관리 시스템

유통환경에 대비한 최신 Web환경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Portal 제공
다국어 기능 제공
사용자 중심의 Online Help기능 (전자메뉴얼)

비지니스환경 제공

패키지업무구성

패키지 업무구성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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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점포수에 따라 서버 단독구성에서 WEB서버, DB서버의 분리 및 이중화 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규모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단독구성 WEB/DB 분리구성

NETWORK
(ADSL또는 전용선)

이중화 분리구성

사용자PC POS

ADSL Modem

VPN

Back Room 매 장

본부 이미지

점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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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System 구성 / 동작환경

동작환경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부 점 포

INTERNET
ADSL 망

업무APPL
(JAVA)

업무APPL.
(Visual Studio)

업무감시 APPL

소켓통신 APPL

Windows XP

TCP/IP

Windows XP

Web 브라우저
(Explorer 6.0 이상)

TCP/IP

VPN장비VPN장비 ADSL모뎀

MSDE
OLE
OCX

POS

사용자 PC
Patten Java Framework

Windows Server

TCP/IP

MS SQL
Server

소켓통신
APPL

WAS

IIS

System 구성



패키지 전문 운 조직을 통하여 전문가에 의한 고객 시스템 운 및 기술지원을 수행합니다.

Service 체제

기대효과

Service체제 / 기대효과 p.6

·Speed한 Biz환경 구축
·멀티브랜드 지원
·국내, 해외 어디나 설치가능

최단시간내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에 의한 운 /관리
·IDC, VPN 등 연계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운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강화 (e-Portal)
·다국어 지원
·사용자정의 e-메뉴얼
·OA 연계
·사용자 보안, 권한관리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기능

·One Stop Processing
·인력의존도 최소화(직·간접인건비)
·적정재고유지,관리효율 극대화
·물류센터, 인사/회계 연동 지원

표준 프로세스, Cost Performance추구

·KPI분석기법을 적용한 판매 분석
·매출대비 비용 및 인건비 분석
·매출대비 재료비 분석
·고객분석 및 선호상품 분석
·주문자별 매출기여도분석 등

실시간, 통합, Matrix 분석

·Menu별 원가계산
·일일 손익계산서
·자금수지일계표
·Loss원인 파악기능
·점포운 평가시스템

차별화된 업관리 기능

시스템
도입

비즈니스
지원

철저한
원가절감

강화된
분석

안정적
시스템운

특화된
업관리

장애대응 기술지원

HW 유지보수

SW 유지보수

POS 유지보수

·업무 운 및 보고
·서버/네트워크 운

·패키지 기능 개선
·패키지 유지보수
·고객 어플리 운

운 보고

의뢰 지시

요청

작업/장애사항 통보

작업의뢰

보고 ■어플리케이션 운

■인프라 운
조치

의뢰

조치

의뢰

전산기획

본부현업

각 매장



■ 본 사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3-1 전화:(02)3787 - 6000/팩스:(02)3787-6073

■ 남사업부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1 대한교원공제회관 9층 전화:(051)462 - 2468/팩스:(051)462-2448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2동 171-18 협력회관 2층 전화:(054)272 - 1622/팩스:(054)273-0643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1 남타워 16층 전화:(053)744 - 5296/팩스:(053)744-4431

■ 서부사업부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7층 전화:(062)942 - 9630/팩스:(062)942-6313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대전상공회의소 5층 전화:(042)487 - 5551/팩스:(042)487-5550

이카탈로그내용은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2008.4)

한국후지쯔 kr.fujitsu.com 

>>
외식업을 새롭게 운 하고자 하는 고객

운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고객

고정매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객

적정 재고관리와 매출원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고객

운 자의 개인 능력에 좌우되는 내제된 위험에서 탈피하여 시스템화가 필요한 고객

다점포, 멀티브랜드로 사업 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고객

이런 고객은 지금 R-1 Solution 도입여부를 결정하십시오.

FE그룹(본사) 02-3787-6000

서울,경인,강원,제주
보수지역

053-744-5296 대구사업소

대구,경북
보수지역

054-220-4640 포항사업소

포항,경북
보수지역

052-271-5219 울산 업소

울산,경북
보수지역

051-462-2468 부산사업소

부산,경남
보수지역

협력사 제휴

대전사업소 042-487-5551

대전,충청
보수지역

호남사업소 062-942-9630

광주,전남북
보수지역

창원 업소 055-284-4580

창원,마산
보수지역

협력사 제휴

FQRC(본사)

전국
보수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