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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발급 요청
구매/발급 요청 개요
구매/발급 요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HOME]

구매/발급에 관한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매신청]

명함/화환/조화/선물의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각종 서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관리]

발급신청에 대한 지급완료 처리 및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설정]

구매/발급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OME
공지사항 등록하기
1. [구매/발급 요청]>[HOME] 화면에서는 구매/발급에 관한 공지사항 등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텍스트 입력 창이 열리면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내
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력 창 상단의 메뉴를 사용하여 폰트 스타
일, 폰트 크기, 글머리 기호 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이 HOME 화면에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정 살펴보기
[설정] 메뉴에서는 구매/발급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명함스타일 설정]

명함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환/조화/선물 설정]

화환/조화/선물에 관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설정]

발급신청의 대상이 되는 각종 서식의 종류를 등록할 수 있
습니다.

[거래처 설정]

명함/화환/조화/선물 등의 제작업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MS 설정]

구매요청 시 전송되는 SM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거래처 설정
거래처 등록하기
1. [설정]>[거래처 설정] 에서는 명함이나 화환/조화/선물 구매 신청 시 주문제
작해줄 업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업체 등록] 창이 열리면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업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업체명]

업체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담당자]

업체 담당자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연락처]

업체 혹은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E-mail]

업체 혹은 담당자의 E-mail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비고]

기타 기록할 사항을 입력합니다.

[구분]

어떠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인지 선택합니다.

[전송방법]

주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송할지 선택합니다.

3. 업체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명함스타일 설정
명함스타일 등록/수정/삭제하기
1. [설정]>[명함스타일 설정] 에서는 구매신청 대상이 되는 명함의 표준 스타일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명함스타일 등록] 창이 열리면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명함스타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명함스타일 명]

명함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명함 이미지]

명함스타일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용도]

명함스타일의 용도를 입력합니다.

[표시 여부]

해당 명함스타일의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업체명]

해당 명함스타일을 주문할 업체를 선택합니다.

[필드 ID]

명함에 들어갈 항목의 ID를 입력합니다.

[필드명]

명함에 들어갈 항목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필수]

해당 항목이 필수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3. 명함스타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명함스타일의 수정 또는 삭제는 해당 명함스타일 행 우측의 [수정] 또
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화환/조화/선물 설정
화환/조화/선물 등록/수정/삭제하기
1. [설정]>[화환/조화/선물 설정]에서는 구매신청의 대상이 되는 화환/조화/선물
의 표준 품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화환/조화/선물 등록] 창이 열리면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
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구분]

해당 품목이 화환/조화/선물 중 어느 종류인지 선택합니
다.

[품명]

해당 품목의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대표문구]

해당 품목에 기입될 대표문구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업체명]

해당 품목을 주문할 업체를 선택합니다.(필수입력)

[표시 여부]

해당 품목이 목록에 표시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비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3. 화환/조화/선물 품목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품목의 수정 또는 삭제는 해당 품목 행 우측의 [수정] 또는 [삭제] 버
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발급신청 설정
발급신청 서식 등록/수정/삭제하기
1. [설정]>[발급신청 설정]에서는 발급신청 대상이 되는 서식을 등록할 수 있습
니다. 화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발급신청 등록] 창이 열리면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발
급신청 서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표시 여부]

해당 서식을 목록에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표시순서]

해당 서식이 목록에 표시되는 순서를 선택합니다.

[발급신청명]

해당 서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3. 발급신청 서식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발급신청 서식의 수정 또는 삭제는 해당 서식 행 우측의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SMS 설정
SMS 설정하기
[설정]>[SMS 설정] 에서는 구매신청 시 거래처에 전송되는 SMS에 관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대표 번호]

SMS 발신번호를 입력합니다.

[대표 코멘트]

SMS 대표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구매신청>명함신청
명함신청 등록/수정/삭제하기
1. [구매신청]>[명함신청]에서는 명함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명함신
청 등록]을 클릭합니다.

2. [명함신청 등록] 창이 열리면 각 항목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명함신청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신청일자]

명함을 신청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신청자]

명함을 신청한 사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명함명]

명함스타일 이름을 선택합니다.(필수입력)

[개수]

명함을 몇 통 신청할지 선택합니다.

[용도]

명함의 용도가 표시됩니다.

[이름]

명함에 사용될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전화번호]

명함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명함신청 등록 항목
위 명함신청 등록 항목 중 용도와 이름 및 전화번호는 [설정]>[명함스타일 설정]에서

Note

설정한 용도 및 필드명에 따른 항목입니다. 따라서 명함에 추가로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명함스타일 설정에서 필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3. 명함신청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명함신청의 수정 또는 삭제는 해당 명함신청 목록의 [수정] 또는 [삭
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명함신청 전송하기
1. 등록한 명함신청 내용을 A9 시스템 상에서 제작업체에 바로 전송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명함신청 목록의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전송내용 작성] 창이 열리면 등록할 때 입력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
어 있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제작업체에 주문 내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내용 항목
위 전송내용 항목은 [설정]의 [명함스타일 설정]과 [거래처 설정]에서 설정된 내용을

Note

토대로 입력됩니다. 해당 명함스타일에서 설정된 담당 거래처와 명함에 들어갈 내용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전송] 버튼이 [재전송]버튼으로 변경되어 업체에 전송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매신청>화환/조화/선물 신청
화환/조화/선물 신청 등록/수정/삭제하기
1. [구매신청]>[화환/조화/선물 신청]에서는 화환/조화/선물을 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화환/조화/선물 등록] 창이 열리면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
여 화환/조화/선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신청자]

화환/조화/선물을 신청한 사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신청일시]

화환/조화/선물의 신청 일시가 표시됩니다.

[품명]

화환/조화/선물의 품목을 선택합니다.(필수입력)

[도착일시]

화환/조화/선물이 도착될 일시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받는사람]

화환/조화/선물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받는사람 연락처]

화환/조화/선물을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도착장소]

화환/조화/선물 도착장소의 주소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문구]

화환/조화/선물에 삽입될 문구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사유]

화환/조화/선물을 신청하는 사유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추가 요청사항]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화환/조화/선물 품명
위 화환/조화/선물 등록 항목 중 품명은 [설정]>[화환/조화/선물 설정]에서 등록된

Note

품명이 반영됩니다.

3. 화환/조화/선물 신청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화환/조화/선물 신청의 수정 또는 삭제는 해당 신청 목록의 [수정] 또
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환/조화/선물 신청 전송하기
1. 등록한 화환/조화/선물 신청 내용을 A9 시스템 상에서 제작업체에 바로 전송
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화환/조화/선물 신청 목록의 [전
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전송내용 작성] 창이 열리면 등록할 때 입력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
어 있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제작업체에 주문 내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내용 항목
위 전송내용 항목은 [설정]의 [화환/조화/선물 설정]과 [거래처 설정]에서 설정된 내용을

Note

토대로 입력됩니다. 화환/조화/선물 설정에서 설정된 담당 거래처와 품명의 내용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전송] 버튼이 [재전송]버튼으로 변경되어 업체에 전송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발급신청 등록/삭제하기
1. [설정]>[발급신청 설정]에서 등록했던 서식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발급신청] 창이 열리면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신
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신청자]

발급을 신청한 사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신청일자]

발급의 신청 일자가 표시됩니다.

[발급명]

발급신청의 대상을 선택합니다.(필수입력)

[수량]

발급신청 수량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신청사유]

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발급명
발급신청 항목 중 발급명은 [설정]>[발급신청 설정]에서 등록한 발급신청명의 내용이

Note

표시됩니다.

3. 발급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완료된 발급신청 목록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발급신청 내역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관리
지급완료 처리/취소하기
1. [발급신청 관리]에서는 사원들이 등록한 발급신청 목록을 확인하고 지급완료
된 항목에 대해서 지급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신청 목록 중 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완료 처리를 할 경우 해당 항목 행
의 [지급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수 또는 전 항목에 대해서 지급완료 처
리를 하고자 할 경우 좌측 체크박스 상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체크를 한 이
후 표 우측 하단의 [지급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요청]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화면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완료 처리가 되어 상태가 지급완료고 변
경되고 [취소]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지급완료 처리가 된 이후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취

소]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