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S(LE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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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치장그룹 및 치장구역을 정의해야
합니다.

치장그룹/구역 정의
메뉴 -> 프로그램기본정보 -> 치장그룹정보관리로 이동합니다.
등록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치장그룹: A 라고 입력합니다.
가로개수: A ZONE 이 보여지는 화면에서의 가로 칸의 개수입니다. 5칸씩 보여지고자 하는 경우 5를 입력

비고란에 해당 A ZONE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시면 시작화면에 나옵니다.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B ZONE 도 만드시면 됩니다.
메뉴 -> 프로그램기본정보 -> 치장구역정보관리로 이동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등록버튼을 눌러서 아래처럼 작
성합니다.

치장구역은 여러 개 등록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3자리로 치장구역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요구에 따

라 제약 조건은 변경 가능합니다.)
A01, A02, A03 ~~ 이런 식으로 우선 등록해 보세요~~
비고란에 각 구역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시면 시작화면에 나옵니다.
등록을 하면 아래처럼 치장그룹 내에 치장구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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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구분이라고 있습니다. 매입(입고)처 또는 매출(출고)처 등 항목을 선택하고 거래처명을 입력 후 확인 버튼
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를 추가해 둡니다.
다음으로는 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메뉴 -> 프로그램기본정보 -> 전체품목정보관리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등록창이 뜹니다. 구분은 품목의 분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적정재고: 기본적으로 보유되어야 할 재고의 개수로 해당 값 이하로 떨어진 경우 과부족 검색 대상이 됨
보관일수: 입고 후 일정 일 이상 초과 된 경우 알림 대상이 됨 (유통기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정재고, 보관일수에 해당이 없는 품목들은 0 으로 해 두시면 됩니다.

바코드 입고 처리
이제 입고를 해야 합니다. 시작화면에서 입고할 구역을 먼저 선택합니다.

해당 치장구역의 이름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우측의 상세구역 이름이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입고할 상세구역을 더블클릭합니다. (제목부분)
거래처명 부분에서 엔터키를 치거나 검은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리스트가 나옵니다. (더블클릭으로 선택)
품목검색 부분에서 엔터키를 치거나 검은 버튼을 누르면 품목리스트가 나옵니다. (더블클릭으로 선택)

수량을 입력하고 나서 입고처리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코드가 인쇄되고 입고가 잡힙니다.

--> 샘플 바코드

아래는 입고가 된 후 변경된 화면입니다.

바코드 출고 처리
출고는 일괄출고와 간편출고가 있는데..먼저 간편 출고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바코드 라는 이름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바코
드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처럼 바코드 품목 정보가 나타납니다.

바코드 수량 그대로 출고하면 그냥 출고처리하기 버튼을 누르고, 수량을 일부부만 출고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한 후에 출고처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출고가 처리됩니다.
일괄출고처리는 프로그램 화면 상단의 “일괄출고처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일괄출고처리 창이 열립니다. 거래처를 선택하신 후 바코드를 스캔하면 아래
처럼 화면에 누적이 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출고가 됩니다.

내가 찾는 품목이 어디있을까?
특정한 품목을 검색하여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에는 시작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품목검색 기능을 활용합니다.
품목코드 또는 품목명 등의 검색 문자를 2자이상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아래와 같이 해당 품목이 있는 치
장구역을 표시하게 됩니다.
내용 중에서 출고를 원하는 품목인 경우 바로 더블클릭하시면 상단의 바코드 간편출고 창으로 데이터가 표시
됩니다.

재고의 처리
프로그램에서의 재고의 처리에 필요한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역내재고삭제: 특정 치장구역에 존재하는 재고를 모두 또는 선택 삭제합니다.
구역내재고이동: 특정 치장구역의 재고를 다른 치장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재고가 전산상에는 없는데 있는 경우는 해당 품목을 입고잡으시면 됩니다.
입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화면의 치장구역 중에서 재고가 있는 항목의 치장구역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와 같
은 치장구역/입고등록 창이 열립니다.

위 화면에서 다시 우측의 상세보기 화면에서 재고가 있는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재고상세 창이 열립니다.

해당 치장구역내에 삭제할 바코드가 있다면 CHK 부분을 더블클릭하여서 체크해둡니다..
그리고 선택자료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재고수정 개념으로 입출고 내역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재고를 다른 치장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CHK 부분을 더블클릭하여서 체크해둡니다..
그리고 하단의 이동할 치장구역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하여 둡니다.
그리고 선택자료이동 버튼을 누르면 재고가 이동이 됩니다. (이동 후 화면이 변경됩니다.)
특정한 바코드의 재고를 수정하는 경우는 수정할 바코드를 더블클릭하면 아래처럼 화면에 표시됩니다.

실제 수량을 조정한 후에 재고수정 버튼을 누르면 재고가 수정됩니다.

전체품목재고현황 (품목코드별)
전체품목재고현황 코드별 재고 화면은 전체 품목의 재고를 보여주되 과부족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재고, 기간입고출고, 재고등을 표시합니다. 과부족 데이터의 경우는 빨간색 표시가
처리됩니다.

전체품목재고현황 (바코드별)
전체품목재고현황 바코드별 재고현황은 바코드별로 치장구역의 상세재고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보관일수 초과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으며, 초과된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