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ERP 8
더욱 확장된 내부 System
MULTI MARKET (온/오프/SNS/해외/가상) 에 특화된 솔루션

Widoo

· 쇼핑몰 상품연동/주문수집/배송정보

· 실시간 매출추이분석

모바일

· 사방넷을 통한 오픈마켓/제휴몰 연동
· 고객, 재고, 적립금, 예치금 연동

· 매장/일자/상품단위 분석
· 창고/매장 재고실사
· 창고로케이션관리

ERP

POS
· 신용/체크단말기
· 셋트, 묶음, 1+1 판매 다중화된

· 상품추이분석/MD큐레이션
· 방문판매 M-POS

WMS

프로모션
· 판매대기, 고객관리 연동

· DAS /DPS/ SORTER

SCM

· 단체주문, 완불주문상품

· 우체국택배/EMS 연동

배송 트랙킹

· 시장사입/위탁상품에

마케팅

최적화된 배분/출고

· 적립/예치금/쿠폰관리

· CJ대한통운 연동
· 스캐닝에 의한 온/오프라인

· Alipay 연동

· 모바일기반의 마케팅 도구 활용

· 생산공장 POP관리

· 완불건 개인 배송요청

· 매출 효율분석

· 해외생산 선적관리

· 박스단위 내품리스트 출력

· 온라인 주문 ▷ 매장 배송 기능

· 온/오프라인 상품권, 쿠폰 동시 사용,

· 국내물류 하차관리

· 매장 반품 스캐닝에 의한

· KICC, NICE, SPC 밴사 연동
· 텍스리펀트(GTF)연동

동시 적립 가능

· 위탁마진관리 기능 정율

· SMS/LMS/MMS 문자 쿠폰 발송

- 정액 모두 가능

상품 배송-출하

확정 기능
· 로케이션별 재고관리

강화된 사용자 Interface
1
2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는 단위 Program을 개인의 업무 성격에 맞게

4
3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및 Program별 권한 관리를 통해
사용자 관리가 용이합니다.

6

5

1 업무 흐름에 따른 대분류 Menu를 표시합니다.

2 단위 화면별로 즐겨찾기, 엑셀 Up/Download,
현재의 화면 상태 저장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5 엑셀의 피벗처럼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3 엑셀의 피벗처럼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4 공통 검색 조건을 통해 별도의 검색 조건의 지정없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6 ERP System을 사용중인 사용자 정보와 자주 실행하는 업무는
하단 버튼 클릭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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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RP 8
Mobile Solution
단순하고도 명료한 매출추이분석과 사용자의 권한에 맞는 매뉴를 구성합니다.
기능: 창고/매장재고실사, 재고로케이션, 본사반품, 상품별 재고조회 기능 등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바코드 스캔
indicate 의미

1주일 평균
상위 횟수
판매율(%)

판매일수(d)

재고주수(w)

할인판매율(%)

스타일단위 매출 추이 정보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P/B (%)

누적판매율

일판매량

7일 이동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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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RP 8
스마트폰으로 창고와 매장의 재고를 조사한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스캐너만 있으면, 언제든지 창고와 매장의 실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기반 / 하이브리드형 모바일웹 기반 두 가지 버전 모두다
가능합니다.
* 바코드 스캔시 실시간으로 DB에 반영됩니다. ( DATA 유실 최소화 )
iOS, Android 모두 지원 ( Pure App. )
창고실사 ( 로케이션 기반 실사 ) , 매장실사 ( 섹터기반 실사 )
→ ERP/ POS 실시간 조회 가능.

스마트폰&모바일프린터 소개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통해서 가격인하스티커, 재고실사 집계표,

Font

SCM박스 내품 리스트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시 양식의 폼 구성을 메타로 구성하여 관리합니다.
(iOS, Android 가능)

Form
Barcode

· 출력 폼 구성 요소 등록
· 검색용 쿼리 등록

· 모바일프린터
LK-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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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RP 8
POS
하나의 화면내에서

4
1

고객 관련 정보로 부터 제품 정보 및
기타 본사와의 업무 연락 내용등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별도의 작업 없이도 정보의 확인 및

2
5

조치가 가능합니다.

3

1 판매 또는 반품 고객에 대한 판매 관련 정보등이 표시됩니다.- 유입고객수 등록 가능
2 판매 또는 반품 대상 상품 정보가 표시됩니다.
3 고객과 관련하여 구매 이력 및 마일리지 적립, 상품권 발급/사용 이력등 구매 이력 정보가 표시됩니다.
(신규가입 자동 할인쿠폰 발급 기능 내장.)- 완불건 고객 배송 요청 기능 포함
4 해당 매장내의 상품별 재고 정보 및 맞춤상품에 대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제화 등
5 본사로 부터의 공지 사항와 이동 지시 및 처리등 관련 이력 및 예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Customer Dashboard - 현재 개발중
· 스마트폰 wifi신호 기반 고객 분석 툴 업체인 walk insights와 협업을 통해서 매장 앞 고객 트레픽과 방문자 정보를 포스 구매정보와 연동합니다.
· 방문자가 신규 방문자인지, 재 방문자인지 데쉬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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