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품목코드 : 입력 품목의 고유코드 관리,다른 품목코드와 중복불가. 품목 및 규격,약어,또는 

숫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영문,숫자 기준으로 30자까지 입력가능 

2. 품목명 : 입력 품목의 품목명 입력 영문,숫자 기준으로 50자까지 입력가능 

3. 규격 : 입력 품목의 규격 입력 영문,숫자 기준으로 50자까지 입력가능 

4. 주단위 : 입력 품목의 주단위 입력 

5. 메이커 : 기초자료-코드-메이커에 입력한 메이커 코드 또는 메이커 명으로 검색 입력 

메이커 코드가 없을시 “.”치고 엔터 후 메이커 코드 입력 창이 뜨면 메이커 코드 입력 후 

입력 

6. 재고구분 : 원가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이동평균만 사용됩니다 

7. 규격계산 : 파이프등을 잘라서 매출할 때나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A. T=계산후금액적용(mm)은 단가는 M단위로 관리하고 mm단위로 잘라 팔 때 사용하

며, 규격란에 길이를 mm 단위로, 수량에 개수를 입력합니다. 

B. M=계산후금액적용(m)은 단가는 M단위로 관리하고 m단위로 잘라 팔 때 사용하며, 

규격란에 길이를 m 단위로, 수량에 개수를 입력합니다 

C. P=계산후수량적용(M)은 규격란에 가로 세로 길이를 M단위로 입력하며 단가는 ㎡ 

당 가격을 입력합니다. 

D. C=가설자재 및 임대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주로 제품을 가공 또는 임대 일수를 

합계액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산으로 „규격x수량x단가 = 합계액‟ 으로 계산되

므로 규격란에 가공 또는 임대 일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E=사용자입력은 규격란에 임의의 규격을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 입력 



8. 안젂재고 : 최소 관리하여야 하는 재고를 입력 입력시 현재고가 안젂재고 밑으로 떨어지

면 품목 검색화면의 총재고 부분이 분홍색으로 표시 

9. 적정재고 : 최대 관리하여야 하는 재고 입력 

10. 매입가 : 현 품목의 매입가 입력 

11. 매출가 1~6 : 현 품목의 매출가를 1~6으로 구분하여 입력. 매출가 2~6은 매출가 1을 기

준으로 %율로 입력이 가능 

12. 메모 : 품목의 메모를 입력. 품목검색창 또는 판매메뉴에서 품목검색시 문자검색을 이용

하여 검색 

13. 비고 : 품목의 비고를 입력 

14. 옵션설정: 1) 입력후 내용유지,재고,단가유지 : 체크하여 새로운 품목입력시 품목검색창에     

서 비슷한 품목을 선택하여 입력버튼 누르면 선택한 품목이 화면에 셋팅 되며, 

필요한 부분한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편리. 비슷한 품목 연속 입력시 편리. 

2) 바코드 생성 : 체크시 품목코드의 코드번호가 바코드의 바코드에 복사입력 

15. 바코드 : 입력 품목의 바코드 입력(다수입력가능) 

16. 타사코드 : 입력 품목의 타사코드 입력(타사 발주 및 공급사 재고 조회시 필요,다수입력가

능) 

17. 분류명 : 입력 품목의 분류 입력 또는 삭제. 빈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로 추가,삭제 가능 

18. 매입최소 : 매입시 최소 매입수량 입력(매입 입력시 자동으로 최소매입수량 셋팅) 

19. 매출최소 : 매출시 최소 매출수량 입력(매출 입력시 자동으로 최소매출수량 셋팅) 

20. 표시구분 : 표시안함 선택시 해당 품목의 검색 화면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음 

21. 보관장소 : 해당 품목의 보관장소를 입력 

22. 입력확인 : 입력 품목의 저장 

23. 취소 : 입력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