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팝베이직 - 빠른 사용 방법
프로그램은 먼저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신 후에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완료된 부분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 접속계정/비밀번호는 admin / admin 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시작화면이 뜹니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재고창고 및 거래처 그리고 품목을 등
록하셔야 합니다.

기본자료등록
메뉴 -> 프로그램기본정보 -> 주거래처정보관리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신 후 우측 상단의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거래구분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관리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관리할 창고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관
리그룹으로 두고 “창고A"라고 적고 확인을 누릅니다.

창고는 구매 옵션에 따라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한 후에 거래구분을 매입입
고 및 매출출고로 두어서 각각의 입고처, 출고처 거래처도 등록합니다.

다음으로는 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메뉴 -> 프로그램기본정보 -> 전체품목정보관리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등록창이 뜹니다. 품목구분은 품목의 분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품목코드(고유한 코드 값) 및 기타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완료합니
다.

입고따라하기 (출고도 동일)
기본 거래처 및 품목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입고를 해 보겠습니다.
메뉴 -> 입고내역정보관리 -> 품목입고내역관리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화면에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
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기본 입고일자에 커서가 있습니다. 엔터키를 눌러서 거래처명에 커서가 가도록 합니다.
거래처명에서 검색할 키워드나 그냥 엔터키를 치면 거래처리스트가 나옵니다. 원하는 거래처를 키보드 엔터키
로 선택 또는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합니다.

데이터는 입고화면에 표시되고 마우스 커서가 품목을 검색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거나, 그냥 엔터키를 치면 품목리스트 창이 뜹니다.
거기서도 원하는 품목을 더블클릭하여서 품목을 불러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수량부분에 입고수량을 입력하고 엔터키,
단가부분에 입고단가를 입력하고 엔터키,
비고란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입고할 데이터가 우측에 누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입고할 품목을 여러 개 불러와서 누적 시킨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고가 완료됩니다.
출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고처를 선택하고, 품목을 선택하여 출고를 처리하면 됩니다.

전체재고현황
입고와 출고를 등록하면 재고가 형성이 됩니다. 재고는 검색일자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01-01 ~ 2016-01-31 이라고 된다고 가정하면...
프로그램에서의 현재재고는 2016-01-31의 재고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에서의 이전재고는 2016-01-01 이전의 재고 즉, 2015년 12월 31일 날짜의 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간입고는 두 날짜 사이의 입고, 기간 출고는 두 날짜 사이의 출고를 각각 의미합니다.

특정 품목의 재고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품목을 선택한 후 재고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재고수정 창이 뜹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수량만큼 입력하고, 많으면 많은 만큼 마이너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정 품목의 단품수불현황 (어떤 품목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서 지금 재고가 얼마이다..)을 확인하고
자 하실 때에는 특정 품목을 더블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떠서 그 수불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품목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기능
거래처와 품목이 많아서 일괄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엑셀로 약속된 서식을 통하여 한꺼번에 업로드가 가능합니
다.
설치된 프로그램 폴더(C드라이브 -> 아이팝폴더)에서 보시면 xls 폴더 안에 각각의 서식이 존재합니다. 해당
서식에 맞추어서 파일을 저장해 두신 후에 각각의 일괄이체 화면에서 처리 버튼을 눌러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품목이체 화면입니다. (메뉴 -> 프로그램환경관리 -> 전체품목엑셀파일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