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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Chapter 1. 축산 식품이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에서 얻어지는 식육과 원유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하여 각각 가공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그리고 알가공품을 말합니다.

1-1 축산 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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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용자 교육

축산업 전용 양식지

경영박사에서는 축산물 사용자들을 위한 거래명세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여 매출 시 축산업종에 맞추어 좀 더 자세한 거래내역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반 거래명세표 용지와 다르게 부가세 란 이 없고 원산지, 이력번호, 도축장, 박스, 

중량 인쇄가 가능합니다.

1-2 축산업 전용 양식

5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환경       13. 양식지 여백주기

2. 축산 전용 양식 세팅방법

기타(주문)양식 탭       [축산업체용 거래명세표 사용환경 자동세팅] 버튼      [예] 클릭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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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용자 교육

[결과] 축산양식 반영된 매출 입력화면

규격       규격/원산지, 

수량       수량/중량, 

적요       이력번호 도축장 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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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1-3 이력번호 입력 및 매출 시 호출 방법

축산물 세팅 시 활성화 되는 창으로 거래입력 시 뜨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비고활용 [1]매입비고로 세팅 되어있을 경우 매입 시 입력해둔 이력번호를 

매출 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입 전표에 이력번호를 입력합니다.1

[최근거래입력  창]

8



축산 사용자 교육

매출 전표에 품목 입력 후 엔터 시 

최근 거래 가격표 창이 떠 매입 및 이력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하단 [1]매입비고 및       매입수량호출 옵션에 체크 시 해당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 집니다.

2

9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Chapter 2. 역제조

2-1 역제조 란? 

일반적인 조립제조 공정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이 아닌 축산물 제조방법으로,

제품(부위)을 만들때 원재료(원육)를 분리/분산제조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제

원재료 (원육)

갈비살 

살치살

안심

등심

제품 (부위육)

한우

10



축산 사용자 교육

환경      7.공통처리사항       1.제조처리 [1]On (제조/유통업) 

2-2 역제조 환경설정

11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2-3 역제조 품목 등록 방법

제조 시 원육의 품목구분을 원재료로 등록합니다.

1

부위육의 품목 구분을 제품으로 등록합니다.

[제조처리] 클릭하여 BOM을 등록합니다.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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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용자 교육

2-4 역제조 BOM 등록 방법

등록할 원육(원재료)이 속해 있는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갈비(부위육-제품)를 만들 때 소요되는 원육(한우-원재료)을 선택 후 [추가 ▶ ]를 클릭합니다.

Tip    육가공과 같이 분리하는 작업의 제조형태는 일반적인 공산품처럼 조립제조가 아닌 

          분리하는 분산제조 개념입니다.

[소요량]을 등록합니다.   

kg 단위의 재료가 들어가서 kg 단위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 소요량은 1로 입력하시거나 

로스율(손실율)까지 포함하려면 손실율 까지 감안한 소요량을 등록합니다.

소요량 등록 시 kg이 아닌 g단위라면 소요량을 소수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1

2

3

1

2

3

Tip

BOM(Bill of Materials)은 제조관리의 기본으로 자재명세서를 뜻합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각 요소의 소요량에 대한 목록입니다.

BO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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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2-5 역제조 전표 입력 방법

전표구분 [본사제조] 선택 후 부위육(제품)을 입력합니다.

품목 입력 후 제조 중량(수량)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조 수량 입력 후 파트리스트가 작성되며 원육(원재료)의 중량(재고)는 줄어들며,    

부위육(제품) 의 중량(재고)는 늘어나게 됩니다.

    제조 처리 시 폐기, 손실과 같은 로스 분은 [재고손익] 전표를 통해 재고를 

    로스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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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용자 교육

Chapter 3 주문(저울) 바코드

3-1 주문(저울) 바코드란?

바코드 안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의 정보가 들어있어 바코드를 스캔시 해당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바코드에 대한 패턴을 확인 해야 하며, 패턴값에 따라 품목의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거래명세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패턴값의 경우 업체마다 각기 다르며, 매입거래처에 대한 패턴은 거래처 정보에 각각 지정하시어

사용 가능합니다.

15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3-2 주문(저울)바코드 바코드 패턴 설정

환경     6.품목처리법     51. 품목검색시 주문바코드 적용(VIP2)      [1]YES 설정

환경     6.품목처리법     52.주문바코드 패턴 설정

기본패턴

[품목=A, 수량=B(b는 소수점), 적요=C 단가=P, 금액=G]

1234567

XXXXXXX

[사용안함]

 7자리

1314

XXXX

[사용안함]

 4자리

617

XXX

[사용안함]

3자리

151

BBb

[수량]

3자리

89101112

AAAAAAAA

[품목코드]

8자리

총 25자리 바코드의 경우 하단 예시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

16



축산 사용자 교육

매입처별 패턴 (우선처리)

고객관리      1.거래처등록      매입처 선택 후 수정      기타사항      

       저울바코드 항목에 입력(매입처별 고유 패턴 등록)

매입처에서 매입해온 품목이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올 경우

2004240 

XXXXXXX

[사용안함]

 7자리

6002

XXXX

[사용안함]

 4자리

010019

XXXXXX

[사용안함]

6자리

0220

BBBb

[수량]

4자리

0431110

AAAAAAA

[품목코드]

7자리

예시

3-3 주문(저울)바코드 등록

매입처별 저울바코드 패턴을 확인하여 각각 매입처별 등록 필요

17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Chapter 4 축산물 이력제

4-1 축산물 이력제 란?

4-2 이력제 코드 사용효과

이력제 시스템이란 소 · 돼지 · 닭 · 오리 · 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출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소 돼지 닭 / 오리 /계란

품목별로 이력제 코드번호를 각각 부여한 상태에서 매출 입력 시 개체번호를 입력한 내용

기준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력제 사이트에 등록 가능한 문서파일을 생성하여 

업로드가 가능하며, 개체번호 기준의 상세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기존 쇠고기 이력제 기능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이 기능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18



축산 사용자 교육

4-3 경영박사로 이력제 등록하는 방법

수입 쇠고기, 돼지, 한우, 육우, 젖소 중

한가지를 선택 후 이력제 코드를

지정한 뒤 저장합니다.

품목등록에 이력제 코드번호 설정하기

품목 등록창에서 돼지/쇠고기 분류에 맞게 이력제 코드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1

19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원장출력      6.매출장에서 이력제 변환할 항목을 클릭 한 뒤 화면조회를 누르면

이력제 사이트에 업로드 가능한 파일로 변환됩니다.

이력제 사이트에 등록가능한 문서파일로 변환하기

이력제 사이트에서 문서파일 업로드하기

2

3

①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https://mtrace.go.kr/ 접속

②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20



축산 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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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Tip

거래처 등록에서 미리 거래처의 관리코드에 입고처 유형을 지정해주셔야

업로드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22



축산 사용자 교육

4-4 이력제 사이트 거래내역을 경영박사로 업로드하는 방법

축산물의 경우 이력제 사이트 또는 축산 관리 프로그램에서 거래내역을

엑셀로 변환시켜 경영박사 EDI (엑셀전표전환) 기능을 통해 일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EDI 란?

엑셀 형식으로 저장된 거래내역을 경영박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매출, 매입, 발주, 

수주 등 의 전표로 일괄 변환해주는 기능 입니다.

EDI 기능을 통해 변환 시 자료 오입력 및 입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DI 사용시에는 프로그램 내 항목과 엑셀파일 내 항목에 일치할 수 있게 엑셀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 EDI(축산) 양식 샘플 ]

거래처코드(일련번호)는 사업자 번호 또는 거래처 관리코드 번호로 기입 해야 하며, 

품목코드(상품코드)는 품목의 바코드(관리코드) 혹은 내부코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1

2

23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EDI(축산) 변환 방법

양식변경으로 엑셀파일 항목과 동일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예시) 일련번호=거래처코드, 상품코드=품목코드, 이력번호=전표적요, 도축장=적요공백(뒤), 

바코드=전표BIGO3, 중량=수량)

각 메뉴별 설명

전표 계정에서 외상매입(지점기능의 경우 지점구매) 로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 행 선택으로 원하는 행부터 불러올 수 있게 설정 가능 합니다.

새로 고침 으로 변경내역을 반영 해야 합니다.

전표생성으로 엑셀내용을 변환합니다.

앞서 수정한 엑셀파일을 불러옵니다.

(엑셀 저장 시 97-2003 통합문서로 저장해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6

4

7

8

9

5

전표날짜자동부여

전표번호자동부여

단가변환

거래처사업번호연동

Set처리(VIP) 

날짜를 지정을 안 하셨다면 오늘날짜로 자동으로 변환

전표번호를 지정을 안 하셨다면 자동으로 1,2,3~번호로 전표저장

프로그램에 단가처리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단가생성

거래처코드에 관리코드가 아닌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신 경우 체크

(거래명세표 입력 창 하단 세트 입/출고와 동일) 매출이 나갈 품목과 세트로 

같이 거래되는 품목을 [제조처리]에 등록하고 엑셀불러오기시 자동으로 

원재료를 전표상에 같이 입력해주는 기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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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로트(LOT) 관리

5-1 로트(LOT) 란?

일반적으로 <로트>란 한 덩어리 라는 의미를 가지며, 

경영학 상 생산이 실시되는 단위의 수량을 뜻합니다.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동일 원료 ˙ 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그룹을 나타내는 번호)

매입 또는 제조/생산과정에서 같은 품명을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각각의 생산번호 

또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별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재고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로트(LOT) 번호를 부여하여 개별 재고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상품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25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5-2 로트번호 등록

로트번호를 입력(입고) 할 수 있는 전표구분은

[현금매입, 외상매입 / 출금, 재고손익, 본사제조, 협력제조, 지점재고, 지점외입 / 지급] 에서만 

가능합니다.

로트 는 품목 등록처럼 미리 등록하는 것이 아닌 입고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 매입/생산 시 

직접 번호를 등록합니다.  

로트 입력란에 내용을 입력한 상태에서 전표를 저장하면 해당 로트 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공란으로 입력된 상태에서 전표입력을 진행하면, 해당 품명 기준으로 기존 등록된 로트번호 

리스트가 나타나면서, 원하는 로트번호를 선택하여 입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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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로트번호가 등록된 상품 출고

출고관련 전표를 입력시 로트 입력란에 직접 품목이 가지고 있는 로트번호를 기입하거나

공란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하여 로트 리스트화면을 나타낸 뒤 원하는 로트번호를 선택하여 

출고처리 합니다.

출고 기준의 전표구분은 [현금매출, 외상매출 / 입금, 재고손익, 지점재고, 지점판매, 

지점외출 / 수금] 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전 로트번호를 검색해서 지정하거나,

신규 번호를 넣고 지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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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로트번호별 입/출고 수량 및 재고현황 조회

5-5  매입시 로트번호 일괄 생성

선택된 로트번호의 최근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재고없는 LOT보기
체크를 통해 로트번호별 재고수량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이되는 로트번호를 입력하고,

연속에 체크 및 연속생성 원하는 갯수를 

넣고 [신규]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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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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