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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Chapter 1. 지점의 개념

지점이란?

[지점관리 개념도]

본사 외 외부에 물류창고, 직영매장(백화점 매장), 차량 등을 지점이라 말하며, 본사 재고 이외의 

다른 영역의 재고와 판매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 설정하여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본사와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끼리의 재고이동부터, 지점에서 직접 제품 출고(판매), 

입고(매입)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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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관리 기초교육

Chapter 2. 지점 등록

2-1 환경 설정

설정환경      7. 공통처리사항        2.지점처리의 설정 값을 [1]On(본사/지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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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2-2 지점 거래처 등록

고객관리     1. 거래처등록 또는 상단 [거래처] 아이콘 클릭 후 [추가]

상호에 지점명 입력

거래처 구분을 5. 지점 또는 6. 창고 선택 후 [저장]

Tip 거래처 구분은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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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관리 기초교육

환경      12. 지점, 자금관리 거래처 등록

왼쪽 거래처 목록에서 지점으로 사용할 거래처 선택 후 [등록 ▶] 및 [저장]

1

2

Tip 품목 조회 창에서 지점별 재고를 확인하시려면 각 지점의      선택 란에 체크해주세요. 

1

부산창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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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Chapter 3. 지점 거래 입력

3-1 본사, 지점 간의 재고 이동

본사와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재고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전표 입력 방법입니다.

판매회계       1.거래명세표 입력       12.본支이동 / 13.支본이동 / 14.支店이동

전표구분

본支이동(본지이동) 본사에서 지점으로 재고를 이동

支본이동(지본이동) 지점에서 본사로 재고를 이동

支店이동(지점이동)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지점간에

재고를 이동

설명

지점선택

1

2 재고 이동에 관련된 품목 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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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관리 기초교육

3-2 지점과 거래처와의 거래

지점에서 직접 거래처에 매출(수금), 매입(지급)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전표 입력 방법입니다.

판매회계      1.거래명세표 입력      18.支店판매 / 19.支店외출/수금 / 20.支店외입/지급

전표구분

支店외출/수금 (지점외출/수금)
지점 자체적으로 판매처에 매출이 발생 및 지점에서 

미수금을 입금처리 (지점의 재고가 소모)

支店외입/지급 (지점외입/지금)
지점 자체적으로 구입처에 매입이 발생 및 지점에서 

미지급금을 출금처리 (지점의 재고가 증가)

支店판매(지점판매)
지점에서 소비자에게 현금매출을 하는 경우에 사용

(거래처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음)

설명

1

판매거래처 선택2

3 판매 내역 입력

지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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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3-3 재고손익

지점의 재고가 실재고와 틀려 새로 맞출 때 사용하는 전표 입력법입니다.

(본사의 재고손익 전표와 같은 개념)

판매회계       1.거래명세표 입력       15.支店재고

1

2

재고를 변경할 지점 선택

재고를 변경할 품목을 검색 후 변경할 만큼의 수량과 단가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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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관리 기초교육

재고관리     10.지점재고/판매      1.지점재고현황 또는 2.지점판매현황

Chapter 4. 지점 재고현황 및 판매현황

지점이 가지고 있는 품목별 재고와 지점이 판매한 품목별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같은 조건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뉴안에서 양식종류를 통해 재고현황, 

판매현황을 바꿔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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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지점재고현황 <예시>

지점판매현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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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끝난 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방법1   경영박사 프로그램내 [도움말]을 이용해 주세요.

방법2   경영박사 프로그램내 [메신저]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방법3   유선 고객센터 1833-7333 내선 2번 상담 가능합니다.

M W R M = L = O W R M

경영박사 실시간 라이브 교육

구독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전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경영박사 E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