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브 클라우드 견적서
견적서 버전: 2021-08-05

귀하

공급자 정보
등록번호 850-86-00938

상호 주식회사 레이시스 대표자 최경섭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 길 94, 4 층 (서초동)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화번호 02-856-8001 이메일 service@leysys.com
모든 금액에는 부가세(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간 플랜 스탠더드 어드밴스 프리미엄 프라임
세팅비 220,000 원 220,000 원 220,000 원 220,000 원

1 년 이상 약정 시 세팅비 전액 할인
계정 기본료 정가 165,000  원 231,000  원 297,000  원 363,000  원
1 년 약정 할인가 82,500 원 115,500 원 148,500 원 181,500 원

할인율 50% 50% 50% 50%
+ 유닛(세대) 당 요금 440  원 275 원 440  원 275 원 440  원 275 원 440  원 275 원

포함 상품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워크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워크

레이브 커뮤니티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워크

레이브 커뮤니티
레이브 에어북 라이트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워크

레이브 커뮤니티
레이브 에어북

중도해지 및 환불 진행 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가 기준으로 일할 산정되며 약정에 따른 위약금(세팅비 할인, 이벤트 상품 대금 등)이 발생됩니다.
고지서, 스퀘어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일부 영역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정가로 구매할 경우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 기능
레이브 ERP 관리비 부과/수납, 온/오프라인 고지서, 세대/사업자/차량 관리, 카카오톡/SMS
레이브 FMS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연동(장충금)
레이브 워크  캘린더, 온라인 문서

레이브 커뮤니티 온라인 장부,  공용 시설 예약, 방문차량, 관리전자 투표
레이브 에어북 임대 관리, 인보이스(송장) 시스템, 내 빌딩 연동

레이브 회계 복식부기(전표), 재무제표, 레이브 ERP 연동
레이브 그룹웨어 조직 관리, 전자 결재 시스템, 급여 관리

                년                월                일

주식회사 레이시스 대표이사



레이브 클라우드 견적서
견적서 버전: 2021-08-05

귀하

공급자 정보
등록번호 850-86-00938

상호 주식회사 레이시스 대표자 최경섭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 길 94, 4 층 (서초동)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화번호 02-856-8001 이메일 service@leysys.com
모든 금액에는 부가세(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간 플랜 얼티밋 울트라 엔터프라이즈
세팅비 220,000 원 220,000 원 220,000 원

1 년 이상 약정 시 세팅비 전액 할인
계정 기본료 정가 429,000  원 495,000  원 561,000  원
1 년 약정 할인가 214,500 원 247,500 원 280,500 원

할인율 50% 50% 50%
+ 유닛(세대) 당 요금 440  원 275 원 440  원 275 원 440  원 275 원

포함 상품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워크

레이브 커뮤니티
레이브 에어북

레이브 회계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워크

레이브 커뮤니티
레이브 에어북

레이브 회계
레이브 그룹웨어 라이트

레이브 ERP
레이브 FMS
레이브 워크

레이브 커뮤니티
레이브 에어북

레이브 회계
레이브 그룹웨어

중도해지 및 환불 진행 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가 기준으로 일할 산정되며 약정에 따른 위약금(세팅비 할인, 이벤트 상품 대금 등)이 발생됩니다.
고지서, 스퀘어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일부 영역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정가로 구매할 경우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 기능
레이브 ERP 관리비 부과/수납, 온/오프라인 고지서, 세대/사업자/차량 관리, 카카오톡/SMS
레이브 FMS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연동(장충금)
레이브 워크  캘린더, 온라인 문서

레이브 커뮤니티 온라인 장부,  공용 시설 예약, 방문차량, 관리전자 투표
레이브 에어북 임대 관리, 인보이스(송장) 시스템, 내 빌딩 연동

레이브 회계 복식부기(전표), 재무제표, 레이브 ERP 연동
레이브 그룹웨어 조직 관리, 전자 결재 시스템, 급여 관리

                년                월                일

주식회사 레이시스 대표이사



레이브 클라우드 견적서
견적서 버전: 2021-08-05

귀하

공급자 정보
등록번호 850-86-00938

상호 주식회사 레이시스 대표자 최경섭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 길 94, 4 층 (서초동)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화번호 02-856-8001 이메일 service@leysys.com
모든 금액에는 부가세(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간 플랜 스타터 베이직
세팅비 220,000 원 220,000 원

1 년 이상 약정 시 세팅비 전액 할인
계정 기본료 정가 33,000  원 99,000  원
1 년 약정 할인가 16,500 원 49,500 원

할인율 50% 50%
+ 유닛(세대) 당 요금 440  원 275 원 440  원 275 원

포함 상품 레이브 ERP 레이브 ERP
레이브 FMS

중도해지 및 환불 진행 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가 기준으로 일할 산정되며 약정에 따른 위약금(세팅비 할인, 이벤트 상품 대금 등)이 발생됩니다.
고지서, 스퀘어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일부 영역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정가로 구매할 경우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 기능
레이브 ERP 관리비 부과/수납, 온/오프라인 고지서, 세대/사업자/차량 관리, 카카오톡/SMS
레이브 FMS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연동(장충금)
레이브 워크  캘린더, 온라인 문서

레이브 커뮤니티 온라인 장부,  공용 시설 예약, 방문차량, 관리전자 투표
레이브 에어북 임대 관리, 인보이스(송장) 시스템, 내 빌딩 연동

레이브 회계 복식부기(전표), 재무제표, 레이브 ERP 연동
레이브 그룹웨어 조직 관리, 전자 결재 시스템, 급여 관리

                년                월                일

주식회사 레이시스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