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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관리 화면

1) 프로모션 조회
프로모션 등록 이력 조회

2) 매장 상품 조회 조건
브랜드, 매장, 상품 사용여부
선택하여 상품 조회

3) 대분류 리스트
미사용은 리스트 하단에 표시

4) 중분류 리스트
미사용은 리스트 하단에 표시

5) 소분류 리스트
미사용은 리스트 하단에 표시

6) 상품 조회
품번, 바코드, 상품명 (LIKE) 조회

7) 상품 기본 리스트
대∙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
기본 정보 표시

8) ExcelIN / ExcelOUT
ExcelIN: 상품 마스터 전산 적용
ExcelOUT: 전산 데이터 다운로드

9) 프로모션 정보
상품의 프로모션 정보 표시

10) 상태 정보
프로그램 버전 및 사용자 ID 표시

※ 개별 신규, 수정 기능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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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IN 기능은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 가능 (정보팀 담당자에 요청)



2. 프로모션 조회 화면

1) 프로모션 등록 이력 조회
브랜드, 매장, 품번, 프로모션 적용 날짜, 프로모션 등록날짜, 종료여부를 선택하여 조회

2) 프로모션 이력 리스트
예정, 적용, 종료로 구분하여 프로모션 등록 정보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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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celIN 화면

1) 등록 매장 선택
2) 등록 파일 선택 및 데이터 읽기
파일 찾기: 약속된 형태의 엑셀파일 (마스터 파일)
엑셀 받기: 마스터 엑셀 포맷 내려 받기
시트 선택: 데이터를 읽을 시트 선택

3) 데이터 유효성검사 및 수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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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엑셀 파일에서 읽어온 상품 데이터
체크박스 선택된 항목만 적용
품목적용 및 프로모션 적용 여부에 따른 데이터 적용

5) 데이터 적용 진행 상태 표시
6) 데이터 적용 진행 결과 내역 표시



4. ExcelOUT 화면

전산에 등록된 최신 상품 데이터를
마스터 파일로 내려받는 기능

내려받은 마스터 파일은 ExcelIN을
통해 상품 등록/수정 가능

1) 대분류 표시 조건
브랜드, 매장 조건의 대분류 조회
사용여부의 상품 조회

2) 대분류 리스트
내려받을 상품의 대분류 선택

3) 진행상태 표시
엑셀 다운로드 진행 상태

4) ExcelOUT 진행(확인) 및 취소
- ExcelOUT 결과 파일 (상품 마스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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