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ed a point of sale and jewelry inventory software for 
your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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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매장에 최적화된 포스시스템 제안서



몇번의 클릭만으로 여러기능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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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고객관리기능
반지 사이즈, 브랜드 선호도등 고객프로필에 추가할수 있음

도매기능및 고객별 판매관리
업체별판매단가관리와 고객등급별 단가관리가 가능

다양한 옵션기능
영수증템플릿 등 환경에 맞는 라이브러리제공

5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할인기능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고객 관리와 연계되어 구매내역은 물론 다양한 할인
정책으로 Vend Loyalty 기능을 활용 할수있습니다.

강력한 제품검색엔진
지정 사용자 정의 태그 및 카테고리 도움에 빠르게
스타일, 수집, 연도 등을 기준으로 검색

복잡한 재고관리를 손쉽게 관리가 가능
ex) 귀금속 -> 반지-> 커플용 유사한 콘텐츠를 관리 하며

언제 누가 무엇을 판매 하였는지 판매 내역과 추적이 용이합니다.
다양한판매기능지원

중량판매및 세공비등 편의기능지원



주얼리 매장에 최적화된 사용하기 쉬운 포스 프로그램

강력한 검색엔진을 통해 보타 세밀하고 빠른
재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 중 재무보고, 분석 인적자원 및 귀금속에 필요
한 판매관리 시스템 (중량) 다양한 편의 기능을 통해, 수익을 최적
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독창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재고관리를 손쉽게 관리할수 있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를 3단계로 나눠 관리 할수 있습니다. ex) 귀금속 -
> 반지-> 커플용 유사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제품등을 그룹별로
나눠 관리 할수 있습니다.
상품에 이미지를 넣어서 관리 할수 있으며, 100여가지의 매출 보
고서는 언제 누가 무엇을 판매 하였는지 판매 내역과 추적이 용이
하도록 설계 되어있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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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얼리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재고를 쉽게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일괄 업로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검색 기능을 통해 상품
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별칭, 바코드, 관리번호의 검색 기능은 주얼리 매장과 같
은 복잡한 상품구조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바포스 프로그램의 내장되어 있는 로열티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기능을 통해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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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관리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상품들 중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고 어떤 제품이 언제
어떤 거래처에게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나요?
취급하는 상품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상품을 손쉽게
찾고 지정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제품에 고유의 바코드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상품 등록과 동시에 바코드를 쉽게 만들고 출력하여 상품
재고 처리에서 판매관리까지 빠르게 할 수 있어
매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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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관리

주얼리샵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상품들 중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고 어떤 제품이 언제
어떤 고객에게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나요?
취급하는 상품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상품을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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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생성기능

바코드 생성 기능을 통해 바코드가 없는 상품도 누구나
손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자체 내장된 바코드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상품 입력과 동시에 화면 이동 없이 등록 화면에서 바코드를 생성
하여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의 앞자리를 구분 상품의 분류별로 접두어를 붙여 바코드
만 보고도 어떤 분류의 상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 수공예품 등 바코드가 없는 어떠한 상점의 상품이라도 누
구나 쉽게 재고와 판매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개라벨출력기능

바코드 생성 기능을 통해 바코드가 없는 상품도 누구나
손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얼리 관리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라벨 출력 기능을 통해 상
점 이름, 가격, 디자인 번호 등 원하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크기, 폰트 크기, 라벨 사이즈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개발자의 코딩과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여
러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원하는 수량만큼 손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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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라벨출력기능

중량값을 통한 다양한 판매관리

주얼리 소프트웨어는 귀금속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체에서 24K, 
14K, 등 중량값을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업체인경우 귀금속 매입관리, 판매관리, 고객 관리,
거래명세표 발행, 바코드 생성에서 발행을 비롯하여 주얼리
스토어의 모든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재고관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엔진을 사용하는 전 채널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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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라벨출력기능

다양한 판매환경을 지원합니다.

귀금속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체에서 각종 수공비및, 재료비, 세공
비 등 쥬얼리샵에 적합한 다양한기능을 제공합니다.

도매거래처의 업체별 판매단가관리 외상, 미수금관리를
전산화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거래명세표, 영수증 템플릿등
주얼리 매장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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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보고서

50여가지의 다양한보고서와 고객관리

다양한 판매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기있는제품,매출비중이 높은
제품별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여 재고및 판매관
리를 좀더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scv,excel 형식으
로 내보낼수 있으며 여러필드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보고서 형태
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한 고객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데이터 베이스 엔진을 통해 구매와 소매,도매에 필요한 업
체관리를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고객의 구매 리스트와,외상관리
와 고객별 업체별로,서로 다른 판매가격등을
관리 지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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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의기능

영업속보 기능

판매화면에서 기능키의 영업 속보 버튼을 선택하여 현재까지의
매출현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매판매 현황의 합계, 도매판매 현황의 합계, 현재까지의 구매내
역과 금액 이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현금매출, 카드 매출의 합계금액과 사원별로 누가 얼마를 판매하
였는지에 대한 상세 판매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 다양한 할인 기능과 거래처별 판매내역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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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의기능

직원 출퇴근기능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원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카드 혹은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간편하게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달력,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관련된 다양한 옵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원별 등급을 지정하여 사용 메뉴의 권한 설정을 할 수 있
으며 직원별로 사용 메뉴를 바탕화면에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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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80여개 국가의 언어와 세법지원

유니코드로 제작된 자바포스의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국가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80여 개 국가의 언어와 현지 세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5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영수증 템플릿은 외국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력물을 제공하며
세율 변경과 상품별 tax 등 소프트웨어의 수정 없이 사용자 옵션
에 따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 해외 교민 및 외국인을 상대하는
매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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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기능



소개시스템의 구성

시스템 권장사양및 하드웨어

프로세서 64비트를 지원하는 Intel® 또는 AMD 2GHz 이상
프로세서* SSD 4.2 이상 포함
운영 체제 : Windows10, 7, xp 지원
RAM :2GB 이상 8GB 권장
모니터 해상도 100% UI 크기 조정의 1280 x 800디스플레이
UI 비율 조정 시 1920 x 1080 디스플레이 이상

하드 디스크 공간
SSD 128GB의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거나 가입을 확인하고 온라인 서
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요구에 따른 하드웨어
PDA및 핸드터미널 장치, 백오피스와 POS 
네트웍 연결시 서버시스템 필요
바코드스캐너 CCD 및 RASER , 라벨프린터, 라벨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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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함께 시작하세요!

SW, HW의 통합 개발관리가 중요합니다.
익스페디아소프트웨어는 2004년부터 현장경험을 통해
얻어진 풍부한 노하우로 다양한 서비스분야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은

익스페디아소프트웨어
TEL :070-407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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