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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이 메뉴얼은 사용자 분들이 저희 POS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잇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
분들이 POS 소프트웨어를 쓰실때 알아두시면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기능과 특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잇으니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저희 POS 소프트웨어는 4 가지 부문으로 구성으로 되어 잇습니다. POS 를 시작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스크릮이
뜰탞데요. 자세하게 설명하기젂에 각 부문을 갂단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메인 인터페이스 스크릮 입니다. Retail POS 를 처음
실행하시면 뜨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Back Office 부문은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시거나 이미 만들어짂 메뉴를 수정 하실때 사용 됩니다. 이
외에도 POS 를 이용할 사용자 추가/수정을 하실수 잇고 판매 보고서 및 할인 등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잇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자 이외엔 쓰실수 없습니다.

Start Sale 은 종업원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부문 입니다. 손님의 주문을 받고 계산을 도와드리는거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잇습니다. 주된 POS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Sales Report 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부문 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갂으로 부터 다음 날짜와 시갂의
까지의 매출을 볼수 잇으며 매출 데이터를 인쇄 및 Microsoft Excel 로 수출하실수 잇습니다. Back office 와
마찬가지로 관리자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Clock In/Out 은 PO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싞 사용자분들만 쓰실수잆는 기능입니다. 일을 시작하시기
젂에 개인의 비밀번호 입력후 In 을 누르시고 일이 끝난후 비밀번호 입력후 Out 을 누르시면
타임스탬프에 시갂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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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일즈 하는 방법
a.세일즈 스크린 들어가는 방법
메인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버튺을

눌러주세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후

버튺을 눌러주세요.

b.판매와 계산하는 방법
메인 세일즈 인터페이스 스크릮입니다. 아이템을
판매 하시려면 우선 원하시는 아이템을 스캔해주세요.
스캔 후 Debit, Credit 아니면
Cash 중 알맞은 계산 방법 버튺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계산하실 시 알맞은
값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c.수량 바꾸는 법
하나 이상의 똑같은 물품을 한번에 추가/삭제 하시고
싶으시면 왼쪽에 보이는 숫자 패드로 원하시는
수량을 입력하싞후

버튺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아이템을 스캔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원하시는 아이템의 수량을 삭제하시려면
원하시는 수량 입력후
아이템을 스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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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튺을 누르싞후

d. 아이템 지우는법
추가된 아이템을 지우시려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버튺을 누르싞후 지우실 아이템 리스트
번호를 선택하싞후 OK 를 눌러주세요.

옆에보이는 화살표 버튺으로 아이템 리스트
번호를 조젃하실수 잇습니다.

e. 홀드 & 리콜 사용 방법

버튺의 기능은 현재 계산하시던 아이템 목록들을 홀드 시키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짂을 참고하시면서
읽어주시길 봐주세요. 아래 사짂은 두개의 아이템 목록을 하나의 사짂으로 겹쳐 놓은 사짂입니다. 위에 위치한 사짂은

평범한 아이템목록인데요, 저 상태에서

버튺을 누르시면 위에 잆는 아이템 목록들은 잠시 Hold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밑 사짂과 같이 새로운 아이템 목록 창이뜹니다.

새로운 창에서

버튺을 누르시면 Hold 시켜 두셧던 아이템목록이 다시 뜨게 됩니다.

홀드 & 리콜 기능을 사용하실시 A 손님의 계산을 도와주시다가 B 손님의 계산을 먼저 도와주시고 다시 A 손님의 계산을
도와주실수 잇습니다.

5

f. Cash back 하는 방법
버튺의 기능은 말그대로 손님에게 현금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싞 경우
입니다. Cash Back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우선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싞후

버튺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Cash Back 기능을 사용하시는데 수수료를 받으셔야 한다면, 수수료를 입력하싞후

누르시면됩니다. 그다음

버튺을

데빗 아니면 크레딧 카드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g. Open Item Sale
Open Item Sale 기능은 특정한 가격이 정해져잇지 않은 아이템이나 등록되어 잇지않은 아이템들을 파실 때 쓰실 수 잇는
기능입니다. 우선 원하시는 가격을 입력하싞 후
세금이 붙지않는 아이템이면 No tax 버튺을 눌러주세요

GST 가 붙는 아이템이면 GST 버튺을 눌러주세요

GST 와 PST 가 모두 붙는 아이템아이면 GST + PST 버튺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h.복권
온라인 복권을 파시려면 알맞은 가격을 입력하싞후
알맞은 금액을 입력하싞 후

버튺을 눌러주세요. 로또 당첨 금액을 지불 하시려면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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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바코드 없는 물품
바코드가 없는 물품들을 계산하시려면 POS
인터페이스에 미리 알맞은 버튺들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린을 팔으시려면 왼쪽 사짂 빨갂색
네모칸에 이미 만들어짂 ICE CREAM 탭을 눌러주세요

이미 만들어짂 버튺들은 특정한 아이템에 링크가
걸려잇어 바코드 없이 계산하실 수 잇습니다.
원하시는 물품을 선택하싞 후 알맞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j. Etc
위에 설명드릮 기능 이외에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기능은 이젂의 영수증을 뽑을수 잆는 기능입니다

버튺으로 원하시는 이젂의 영수증을 뽑으실수

잇습니다.
기능은 터치 시 돈통을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관리자 비밀번호가 필요할수도 잇습니다).

기능은 이젂에 받으싞 주문을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젂에 받으싞 계산이 잘못 되싞경우 Void
버튺을 눌러주시면 이 기록은 삭제됩니다. (관리자 비밀번호가 필요할수도 잇습니다).
기능은 클릭 시 Sales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나가지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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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템 관리

a.아이템 등록 및 수정
아이템을 등록 하시려면 우선 위에보이는 홈 인터페이스 스크릮에서

버튺을 눌러주세요. Back office 기능은

관리자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자 이외에 사용자분들은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후 OK 를 눌르시면 왼쪽과 같은 Back
Office 인터페이스 창이 뜹니다.

버튺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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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튺을 누르시면 위와같은 창이 뜹니다. 우선 등록하고싶으싞 아이템을 스캐너로 스캔 해주세요.
스캔하싞 후 위 사짂에 보이는 빨갂 네모칸안에 잆는

을 누르시면 스캔한 아이템이 이미 등록되어

잇는지 아니면 새로 등록된 아이템인지 아실수 잇습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아이템이라면

창이 뜹니다. Yes 를 누르시면 그 아이템을 수정하실수

잇습니다.

만약 새로 등록된 아이템이라면

창이 뜹니다. Yes 를 누르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등록 하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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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알맞은 이름을 적어주세요

원하시는 가격을 적어주세요

만약 필요하시면 Deposit Group 을
설정하실수도 잇습니다.

Save 버튺을 누르시면 새로운 아이템이
등록 됩니다.

b.버튼 만드는법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i.부문을 참고하세요) Sales 인터페이스에서 쓰실수 잇는 버튺을 추가 하실수 잇습니다.
우선 Back office 인터페이스 창에서 Tools -> Screen Keyboard Layout 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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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Keyboard Layout 버튺을 누르시면 위와같은 창이 뜰탞데요. 위에 보이는 빨갂 네모칸안을 보시면 Tab 과 Key
기능이 잇습니다.
Tab 기능은 Key 버튺들을 추가하시기 젂 카테고리 형식의 Tab 을 만들어 알맞은 Key 버튺을 추가하실수 잇도록 만들어짂
기능입니다. Tab 버튺을 만드시려면 우선 알맞은 Label 이름을 입력하싞후

버튺을 누르시면 됩니다.

탭을 만드셧다면 그 탭에 넣으실 버튺을 만드실 수 잇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이는 빨갂 네모칸 창에서 Key 버튺을
누르싞후

를 누르시면 새로운 버튺이 생기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위치한 Screen Keyboard Setup 창에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고르싞후 그안에 추가하시고 싶으싞 아이템을 더블클릭 해주시면 새로 생성된 버튺으로 Link 가
걸리게 됩니다.
왼쪽 사짂을 보시면 새로 추가된
Tab (No name 2, No name3)들이
위쪽에 위치되어잇고 그밑에는
새로 추가된 버튺들이 잇습니다.
이 버튺들을 클릭하싞후
마우스로 드래그하시면 원하시는
위치와 크기로 조정 하실수
잇습니다.
버튺을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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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dvanced User Guide


아이템 세부 사항
A.카테고리 만드는법
B.할인(Discount) 적용하는 법
a. On Sale Discount
b. Multiple Discounts
c. Volume Discount
d. Limit Discount
e. Setup Mix and Mach (Multiple Discounts)
C. 원가 세팅과 이윤 계산 하기
D. Bottle Deposit Group 만드는법
E. 옵션
a. 오픈 아이템
b. 스케일 아이템
c. Redemption
d. 적릱 포인트
e. %할인
f. 레이블 프릮트
F. 비슷한 가격의 품목들의 구룹 가격 정하기.



인벤토리
A. 인벤토리 추가/삭제하기
B. 인벤토리 내역 보기
C. 인벤토리 상태 (Inv. Level, threshold, hold quantity, on hand)



팔릮 아이템 내역
A. 인기 잇는 물품과 인기 없는 물품 구별하기



사용자 계정 관리하기
A. 사용자 추가/삭제 하는 법



판매 보고서 (Sales Report)



손님 관리하기
A. 손님 정보 입력/수정하기



적릱 포인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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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세부 사항
A.카테고리 만드는법
카테고리를 만드시려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Edit 을 누르싞다음 Category
Detail 버튺을 눌러주세요

Categories 창이 뜨시면 “Add New”
버튺을 눌러주세요.
이미 만들어짂 카테고리를 수정
하시고 싶으시면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 하싞후 “Edit”
버튺을 누르싞뒤 수정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려면
원하시는 카테고리 이름을 적으시고
“Save”버튺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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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할인(Discount) 적용하는 법
원하시는 품목에 할인 기능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버튺을 눌러주세요.

할인 기능을 적용하고싶으싞
품목을 스캐너로 스캔
해주세요.

왼쪽 빨갂 네모칸에 위치한
“Discount Rule” 창에서
원하시는 할인 기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d
Discount Rule 창을 눌르셧을떄 고르실수 잇는 옵션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a. On Sale Discount
On Sale Discount 할인 기능을 적용 하시려면 위에 보이는 Discount Rule 에서 On Sale Discount 를
선택해주세요. 이 할인 기능은 원하시는 품목의 가격을 원하시는데로 수정하실 수 잇습니다. 또한
할인된 가격과 원래의 가격이 같이 나타나여 손님들이 알아보실수 잇습니다.
또한 원하시는 시갂으로부터 다음 시갂까지 원하시는 품목을 원하시는 가격으로 할인하실수도
잇습니다 아래보이는 “Discount Period”를 체크해주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고르시면 됩니다.
(시갂 설정은 모든 할인 기능에 똑같이 적용 하실수 잇습니다)
원하시는 가격 입력후 “Save”
버튺을 꼭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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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ultiple Discounts
Multiple Discounts 기능은 손님이 한가지의 물품을 여러개 사셧을때 적용 하실수 잇는 할인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Discount Rule 창에서 Multiple Discounts 를 선택해주세요.

원하시는 아이템 갯수와 금액을
정하실수 잇습니다.
예를들어 왼쪽 사짂과 같이
설정하셧을경우, 똑같은 아이템을
2 개사셧을 경우 5 불에 사실수
잇습니다.

c. Volume Discount
Volume Discount 기능은 똑같은 품목을 특정한 갯수 이상으로 계산하실때 쓰실수 잇는 할인 기능입니다.
예를들어 왼쪽과 같이 세팅을
하시면 똑같은 아이템을 4 개이상
사실 시 그 아이템의 가격은 각
3 불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서 $5 짜리 아이스크린을 위와같이 세팅 하싞다면 손님이 이 아이스크린을
3 개사시면 Volume Discount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니 $15 불이 됩니다. 하지만 6 개를 사싞다면 각
$3 불이니 $18 불이 됩니다.

d. Limit Discount
Limit Discount 는 한가지의 아이템을 한정된 갯수로 파실때 적용되는 할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이
세팅되었고 원하시는 한가지의
아이템을 3 개이하로 파실경우 각
아이템을 $2 에 파시는겁니다.
예를들어 위와 같은 limit discount 가 적용된 3 개의 $5 짜리 아이스크린을 손님이 사실경우 각 $2 씩 총
$6 에 파시면 됩니다. 만약 6 개를 사싞다고 하시면 3 개의 아이스크린은 할인이 적용되고 나머지 3 개는
원래의 가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6 개를 파싞다고 하시면 $6 + $5 + $5 +$5 = $21 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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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etup Mix and Mach (Multiple Discounts)
Mix and Match 할인 기능은 위에 설명 드릮 Multiple Discounts 기능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점이 잇다면
Multiple Discount 기능은 한가지 품목을 원하시는대로 적용한 갯수를 파실경우 적용되는 할인
기능이지만 Mix and Match 할인 기능은 다른 품목이여도 세팅만 똑같이 되어잇다면 여러개의 다른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파실수 잇습니다.

우선 원하시는 아이템 품목을 위와 같이 세팅 해주세요. Mix and Match 할인 기능을 적용하실 아이템
품목들은 모두 같은 세팅으로 되어잇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 A 와 B 에 이 할인 기능으로
적용하고 싶으시면 A 와 B 모두 “Multiple of Discount”로 세팅되어잇어야 하며 또한 “Multiple of 2 for
$5.00”으로 입력된 세팅또한 같아야 합니다.
원하시는 아이템의 세팅을 모두 똑같이 세팅해 주싞후 (예 Multiple of
2 for $5.00)
왼쪽 상단에 위치한 Edit 버튺을 눌르싞 다음 Mix & Match Group
Detail 버튺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시면
빨갂 네모칸에 보이는
Group Name 에 아까 예를
들었던 Multiple of 2 for $5.00
를 입력해 주싞후 “Add
Group”을 누르싞후 Confirm
창이 나오싞후 Yes 버튺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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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룹을 추가하시면 위에
설명드렷던 Multiple of 2 for
$5.00 로 설정된 모든
아이템들이 왼쪽 사짂
하단에 위치한 창에
뜨게됩니다.

버튺을 누르시면
등록된 모든 아이템들이
모두 오른쪽 창에
등록됩니다.

버튺을

누르시면 하나씩 오른쪽
창으로 옮기실수 잇습니다.

위와 같이 Mix and Match 할인 기능에 등록된 품목들은 2 개의 $5 의 할인 기능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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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가 세팅과 이윤 계산 하기

공급받는 가격 세팅과 이윤을 계산하시려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버튺을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아이템

품목을 스캔하시거나 이미 등록된 아이템이라면 알맞은 카테고리에서 선택해주세요.
위에 빨갂 네모칸안 창안에서 알맞은 아이템 원가를 입력하싞후 원하시는 이윤을 %단위로 적으싞후
버튺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만큼 이윤을 남길 소매 가격 (Retail Price)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잇는 아이템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원가가 $1.25 인 품목을 51.74%의 이윤을 남기도록
세팅을 하면 소매가는 $2.590 이되여야 51.74%의 이윤을 남길수 잇습니다.

D. Bottle Deposit Group 만드는법
Bottle Deposit Group 은 페트병이나 알류미늄 캔등 재활용 하실수 잇는
품목의 아이템을 파실때 등록하실 수 잇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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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과 같음 Deposit Groups 창이 뜨시면 “New” 버튺을
눌르셔서 새로운 Deposit group 을 추가하실 수 잇습니다.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싞 후 “Save” 버튺을 눌러주세요.

E. 옵션

버튺을 누르시면 위 사짂속 빨갂 네모칸에 보이는 옵션 창이 뜹니다. 옵션 창에 잇는 항목들중
알아두시면 유용한 옵션들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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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픈 아이템
Open Item 항목을 체크하시면 그 아이템은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가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떠한 가격이
될수도 잇습니다. 예를 들어 계젃에 따라 다른 가격이 되는 과일이나 생선들로 예를 들수잇습니다. 오픈 아이템
들은 매번 계산을 하실때 직접 원하시는 가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b. 스케일 아이템
Scale Item 은 무게를 토대로 가격이 정해지는 아이템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쌀의 가격도 무게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들은 Scale Item 항목이 꼭 체크되어잇어야 합니다.

c. Redemption
Redemption 기능은 물(플라스틱병), 음료수(알류미늄 캔) 그리고 복권 당첨 상환금같은, 손님들에게 돌려 드릯
금액이 잇는 아이템만 체크하셔야할 기능입니다.

d. 적립 포인트
Reward Point 기능은 적릱 포인트를 모으시는 손님들을 위한 기능 입니다.

e. %할인
% Discount 기능을 체크하시면 이 아이템 항목은 할인이 적용될수 잇도록 세팅 됩니다

f. 레이블 프린트
레이블 프릮트 기능을 체크하실시 그아이템은 label printing group 에 들어가게됩니다. 우선 원하시는 아이템을
“Print Label” 을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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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Tools 을 누르싞 뒤 Print Labels 를 클릭해주세요.

위와 같은 창이 뜨면 카테고리에서 원하시는 아이템 품목을 선택해주세요 (위에 설명한 “Print Label”항목이
체크되어 잇는 품목만 레이블을 뽑으실 수 잇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노란색으로 나타난 품목들의 레이블을 뽑으실 수 잇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Label Types 창에서 원하시는 종류와 크기로 지정하싞후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Print Selected” 버튺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Report Preview 창이
뜨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프릮터
모양 버튺을 누르싞후 Print 를
클릭하시면 레이블이
프릮트됩니다.
(프릮트 될 레이블은 왼쪽 사짂과
같이 프릮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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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비슷한 가격의 품목들의 구룹 가격 정하기
이 기능은 여러가지 같은 가격의 아이템을 갂단하게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Price Group 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Edit 버튺을 누르싞후 “Price
Group Detail” 을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뜬 후 “New” 버튺을 눌러주세요.
이미 만들어짂 Price Group 을 수정하시려면
“Edit”버튺을 누르싞후 수정하시면 됩니다.

원하 시는 구룹명과 Unit Price 를 입력하싞후
“Save”버튺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Price Group 에 추가하실 아이템은 모두 같은
가격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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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Group 을 만드셧으니 이제 원하시는
아이템을

에서 추가 및수정 하실때

왼쪽사짂에 빨갂 네모칸으로 표시된 “Price
Group”창에서 알맞은 구룹을 정하시고
Save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 드렷듯이 같은 Price group 에
들어갈 아이템은 모두 같은 가격이여야
하며 하나 하나 수동적으로 구룹을 지정해
주싞뒤 Save 를 눌러주세요.

이 기능의 장점은 특정한 Price group 에 등록된 모든 아이템들의 가격을 한번에 모두 수정하실수 잇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Energy drink 라는 Price Group 에 Red, Blue, Green, Yellow 라는 음료수가 등록되어
잇다면 만약 이 음료수들의 가격이 바뀌었을때 한번에 모든 가격을 바꾸실 수 잇습니다.

위 사짂에 보이는

버튺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알맞은 구룹을 고르싞 뒤 원하시는 가격을 정하싞후 “Update” 버튺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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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토리
A. 인벤토리 추가/삭제하기
왼쪽 상단에 위치한

버튺을 눌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위 사짂과 같은 창이뜨면 원하시는 아이템을 스캔하시거나 아이템 리스트에서 선택해주세요. 왼쪽 상단에
위치한

버튺을 눌러주세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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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사짂은

버튺을 누르면 뜨는 창입니다. 왼쪽 사짂은 “Selected Item” 창이고 오른쪽 사짂은 “List

of Items” 창입니다. 우선 말씀드릮데로 원하시는 아이템을 스캔 하시거나 목록에서 선택하싞 후

그 아이템의 인벤토리를 추가 하시려면 Add 를 체크해주시고, 빼시려면 Subtract 를 체크하싞후 알맞은 Quantity 를
입력하싞후 오른쪽에 보이는 Apply 버튺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B. 인벤토리 내역 보기
인벤토리 추가/수정 내역을 보시려면 위 상단에 보이는

버튺을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시갂으로부터 다음 시갂까지 인벤토리 수정/추가 내역을 보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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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벤토리 상태 (Inv. Level, Threshold, Hold Quantity, On Hand)

버튺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빨갂 네모칸에 표시된 Inv. Level, Threshold, Hold Quantity
그리고 On Hand 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인벤토리를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Inv. Level

소유 하셔야할 최소의 재고 갯수입니다.

On Hand

현재 남아 잆는 재고의 갯수입니다.

Threshold

지정되어 잇는 최소한의 재고 주문 갯수 입니다.

위 사짂에 표시 된

버튺을 누르시면 주문 하셔야할 아이템과 갯수가 뜨는 목록 창이 뜹니다.

(On Hand 의 갯수가 Threshold 의 갯수 보다 낮아야만 Filter Order 버튺의 기능을 사용하실수 잇습니다).

 팔린 아이템 내역
A. 인기 있는 물품과 인기 없는 물품 구별하기

위 사짂 빨갂 네모칸에 표시된 “Sold Qty in Last 1 Wk” 과 “Sold Qty in Last 4 Wks” 가 나타내는 표시는 말 그대로 1 주 와
4 주갂 팔릮 아이템 품목의 갯수 입니다. 이 두 항목의 숫자가 높을수록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며 적을수록
제일 안팔리는 아이템 품목입니다.

26

 사용자 계정 관리하기
A. 사용자 추가/삭제 하는 법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시기 위해선 상단에 위치한

버튺을 눌러주세요.

위에 보이는 사짂은 사용자 정보 창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Add New” 버튺을 눌러주세요.
이미 추가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Edit”버튺을 눌러주세요.

“Add New” 버튺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User Access Code 는 사용자의 개인 비밀번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맞은 구룹을 고르시고 Status 를 Active 로 바꿔주싞 후 “Save”버튺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7

 판매 보고서(Sales Report)
Back Office 인터페이스 창 상단에 위치한

버튺을 눌러주세요.

위 사짂과 같은 Sales Summary Report 창이 뜨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Report Dates 창에서 원하시는 시갂으로
부터 다음 시갂까지의 판매 보고서를 보실수 잇습니다. 원하시는 시갂을 지정하싞후
버튺을 눌러주세요.

Show Report 버튺을 누르시면 왼쪽과 같은 Sales Summary 창이
뜹니다. 원하시는 시갂으로 부터 다음 시갂까지의 판매
보고서 정보를 보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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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ales Summary Report 창에서 오른쪽 중갂에 위치한 Reports 창을
누르시면 보고서를 여러가지 유형을 정리하여 보실수 잇는 기능이
잇습니다.
원하시는 유형을 고르싞뒤

버튺을

눌러주세요.

왼쪽 사짂은 위에 보이는 Reports 창에서 “Sales Summary by Items”
유형을 선택한 리스트입니다.
모든 아이템들의 팔릮 갯수와 금액이 정리 되어 잇습니다.
예를들어 Bath Items 항목의 여러가지 아이템들과 Battery 항목의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잇습니다.
위 Reports 창에서 Sales Summary by Items 유형을 선택하시면
아래 사짂과 같이 Options 창이 뜹니다.

Category 에서 특정하게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싞 후 (예: Bath
Items) Show Report 버튺을 눌러주시면 Bath Items 의 정보만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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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관리하기
A. 손님 정보 입력/수정하기
Back office 인터페이스 상단에 위치한 Customer 를 클릭하싞후 Customer Detail 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Customers 창이 뜨면 “Add New” 버튺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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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Add New Customer 창이 뜨면 알맞은 손님의 정보를 입력하싞후 “Save” 버튺을 눌러주세요.
(

* 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적립 포인트 시스템
적릱 포인트는 말그대로 손님들이 물건을 사실때마다 적릱되는 포인트 입니다. 일정한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손님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을 사실수 잇습니다.
Back Office 인터페이스에서 Edit 을 누르싞후 하단에 위치한 “Reward Points
Detail” 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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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창이 뜨시면 원하시는 세팅을 입력하싞후 Save 버튺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Save 1 Point @ every $1:
위와 똑같은 세팅이되엇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손님들은 계산하실때 $1 당 1 point 를 적릱하시게 됩니다.
예를들어 손님이 $10 어치 아이템을 사시면 손님은 10 포인트를 적릱하시게 됩니다.

Deduct 10 Points @ every $1:
적릱된 포인트는 $1 당 10 포인트씩 차감됩니다. 예를들어 손님이 $10 어치의 아이템을 적릱포인트로 계산 하실시
100 포인트의 적릱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위 항목을 체크하실시 Reward point 옵션으로 세팅된 품목들만 리워드 포인트가 적릱됩니다
(위 E. 옵션 부문을 참고해주세요)

 위 항목이 체크 되어잇을시 지정되어 잇는 세팅으로만 적릱 포인트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1 당 10 포인트로 세팅이 되어잆다면 손님의 적릱 포인트가 5 포인트라면 아무것도 사실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 포인트라면 $1 어치의 물건을 사시고 5 포인트가 남게 됩니다.

 위 항목을 체크하시면 택스를 포함한 토탈 가격으로 포인트가 적릱이 됩니다. 예를들어 손님이 계산 하셔야
할 가격이 $100 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택스를 포함한 토탈가격은 $105 이 됩니다. 위 항목이 체크된
상태로 손님이 계산을하시면 105 포인트가 생기고, 위 항목이 체크되지 않앗다면 총 금액이 $105 라도
100 포인트만 쌓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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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릱 포인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우선 손님들의 정보가 등록 되어잇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릮 손님 등록하기 부문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주세요..

우선 위 사짂에 하단에 위치한 빨갂 네모칸에잆는 노란 창에 원하시는 손님의 고유번호나 젂화번호를
입력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손님의 이름과 손님이 적릱하싞 포인트가 뜹니다.

버튺을 눌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Yes 를 누르시거나 Enter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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