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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1.1. 시작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Solbi Food2 POS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의
프로그램 -> Solbipos -> SolbiFood2 -> FoodPOS 를 실행합니다.

를 실행 하거나, 시작 -> 모든
(Window XP 기준)

해당 IP로 등록된 POS 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없습니다.
해당 IP로 POS 를 등록 후 다시 실행합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2 공통코드관리 – 3.2.1 포스코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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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 인증 (로그인)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사용자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사원번호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사용자 생성시 초기암호는 사용자번호랑 일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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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점작업
개점작업을 합니다.

개점일자를 입력하고 (Default : 현재일자) 개점 버튼을 누르면 개점작업이 완료되면 준비금 입
력란이 활성화 되어 준비금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점 작업 이전에는 준비금을 등록 할 수가 없습니다. )
※주문 전용 포스의 경우 개점작업이 필요 없고, 정산포스가 여러 개 일 경우 한 개라도 개점이
되어 있으면 주문 작업이 가능합니다.
※ 개점 작업 이후에는 횟수 에 관계없이 준비금을 여러 번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 단 한번 입력된 준비금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1.4. 메인화면
정산포스와 주문포스의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분리 되어 있습니다. 정산포스의 경우 모든 버튼을 사용할
수 있고, 주문포스의 경우 정산과 관련된 버튼들은 사용할 수 없게 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정산포스일 때 화면
(모든 기능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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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포스일 때 화면
( 개점 , 중간출금 , 출납부 및 매출조회 계산원마감 , 포스마감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관련 포스설정 및 정산 / 주문포스 결정은 아래
(SOLBIFOOD MAIN 매뉴얼 –

2.6 공통코드관리 –

2.6.1 포스코드 ) 를 참조하세요

2. 프로그램 세부기능
2.1. 중간출금
중간 출금작업을 합니다. (정산포스만 가능).

< 중간 출금 화면 >
돈 통에 있는 돈을 미리 입금 할 때 (사무실 , 중간정산 등의 경우 ) 사용합니다.
(입금이지만 POS 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출금이므로 중간출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입금할 금액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중간 출금에 등록을 하고 확인을 하면 계산원 마감 시 출금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6

2.2. 출납부
현금출납 작업을 합니다.

< 현금 출납 화면 >

< 계정 코드 화면 >

현금 출납이 있을 시에 등록하면 계산원 마감 시 현금시재에 지출과, 수입이 반영됩니다.
추가버튼을 누르면 계정코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른 다음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계정이 등록됩니다.
계정코드 등록은 관리프로그램을 실행 공통코드관리에서 등록, 수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2 공통코드관리 - 출납코드 ) 를 참조하세요
출납부에 등록되어진 내용을 수정, 삭제 하고자 한다면 수정 및 삭제를 하고자 하는 출납내역을 선택하고
수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3. 출퇴근
출, 퇴근시에 점각을 하여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원번호를 입력하면 사원명이 표시되고 출근점각 전이면 출근버튼, 출근점각 이후면 출근시간이 표시되고
퇴근버튼이 나타난다. 퇴근점각은 출근점각 후 최소 30분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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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린터 체크
현재
연결된 프린터의 상태 값이 표시됩니다.
용지가 없는지 전원이 꺼져있는지 등의 프린터 상태를
체크하여 주방에 주문서가 출력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를 최
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결된 프린터가 상태 체크 기능을 지원 해야 하며
시리얼 통신 (Com Port)을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패러럴 (LPT) 통신일 경우 상테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 주방 프린터 상태 체크 화면 >

2.5. 관리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Main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사용자 인증 화면 >
사용 할 매장과 사용자를 선택한 후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 POS 프로그램에서 관리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하여 실행하는 경우 POS 환경의 관리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 로그인 합니다.가 체크 되어있을 경우는 별도의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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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문
주문관련 작업을 합니다.
2.6.1. 테이블 현황

화면 좌측에 등록 된 층이 표시되면 원하는 층을 선택 할 경우 해당 층에 설정된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층 및 테이블 설정은 관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층관리는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2 공통코드관리 – 층코드 ) 를 참조하세요
(테이블 관리는 SOLBIFOOD MAIN 매뉴얼 -> 3.1.3 환경설정 - 테이블 관리 ) 를 참조하세요
(테이블 기능버튼 등록은 3.1.3.환경설정 - 기타 참조)
화면 상단에는 개점일자, 사용테이블, 판매금액, 주문금액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데 판매금액의 노출을 원치
않을 경우 환경 설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SOLBIFOOD MAIN 매뉴얼 -> 3.1.3 환경설정 – POS 환경 ) 를 참조하세요

예약 테이블의 경우는 예약석이라는 글자와 예약 시간이 표시되며 예약 시간은 1시간 전부터 예약시간 30분
후까지 표시 됩니다.

< 예 약 지정 화면 >

< 예약 확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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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좌석에 주문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클릭하면 예약 손님 여부를 확인 후 주문이 되며 예약 내역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제를 하더라도 예약석이라는 메시지가 위에서 설명한 시간까지 계속 나타
납니다.현재 주문이 되었거나 식사중인 테이블은 오른쪽 상단에 주문시간이 표시되고 중앙에는 주문메뉴와
총 주문금액, 하단 왼쪽에는 객수가 표시됩니다.

주문메뉴는 환경설정에서 테이블에 주문메뉴 표시를 설정 해야만 표시됩니다.
( SOLBIFOOD MAIN 매뉴얼 -> 3.1.3 환경설정 – 포스환경 – 일반 ) 를 참조하세요
주문 시 환경설정에 고객수를 입력 하도록 설정되어있는 경우는 고객수를 입력하는 창이 표시되며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 창이 표시되지 않으면 테이블 하단 왼쪽에도 객수가 표시 되지 않습니다.
( SOLBIFOOD MAIN 매뉴얼 -> 3.1.3 환경설정 – 포스환경 –

일반 ) 를 참조하세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 서로 다른 포스에서 주문이나 결제 시 중복으로 작업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작
업 중인 테이블에는 사용중 이란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3.1 파일 – 3.1.3환경설정 – POS 환경 – 일반 – ‘
층표시 화면 이 사라집니다

< 층사용 안함 미체크시 >

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체크시 테이블 창 좌측에

< 층사용 안함 체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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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주문 / 결제

< 주문 결제 화면 >

테이블 화면에서 테이블을 클릭하면 주문/결제 화면이 표시됩니다.
좌측 상단에는 주문내역이 표시되고 우측 상단에는 판매 할 메뉴가 표시됩니다.
판매 할 메뉴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설정이 되어야만 표시됩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2 코드관리 ->– 3.2.6 단축메뉴관리 ) 를 참조하세요
메뉴를 선택하면 주문내역에 메뉴가 추가됩니다.
▶ 주문관련 버튼 기능
등록된 주문기능버튼이 표시되며 주문 시 사용합니다. (주문기능버튼 등록은 2.10.3. 기타 참조)
1)수량추가 - 주문내역에서 수량을 추가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 후 수량추가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메뉴의 수량이 하나씩 증가됩니다. ( EX : 부대찌개 +1 )
2)수량변경 - 주문내역에서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 후 수량변경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면 입력한 수량으로 선택한 메뉴의 수량이 변경됩니다. ( EX : 부대찌개 + 3 )
3)수량빼기 - 주문내역에서 수량을 빼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 후 수량빼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메뉴의
수량이 하나씩 감소합니다. ( EX : 부대찌개 -1 )
4)지정취소 - 주문내역에서 취소를 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 후 지정취소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메뉴가
취소됩니다. ( 기존의 주문 완료되었던 내역도 삭제 가능합니다. )
5)전체취소 - 주문내역의 내용을 모두 취소됩니다.
( 기존의 주문 완료되었던 내역과 지금 주문했던 내역들 모두가 취소 처리 됩니다. )
6)결제취소 - 결제 입력 후 잘못 입력한 것을 취소하는 버튼으로 잘못 입력된 결제 내역을 선택 후 결재취
소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결제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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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할인 –

주문내역에서 원하는 할인 항목을 선택 후 금액 또는 할인율을 입력하면 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할인이 됩니다. 할인된 내역은 결제 할인란에 표시됩니다.

< 할인 선택 화면 >

< 할인출력 화면 >

7.1)메뉴금액 할인 : 선택 한 메뉴에 대해서 입력한 금액만큼 할인됩니다. (메뉴 할인)
(EX : 부대찌개 10,000원 -> 1,000원 할인 )
7.2)메뉴 %할인 : 메뉴금액 할인과 동일하나 금액이 아닌 할인율에 의해서 할인됩니다.
(EX : 부대찌개 10,000원 -> 10% 할인 ( 즉 1,000원 할인 ) )
7.3)전체금액할인 : 전체금액 할인을 선택 후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영수증에 대해 입력한 금액만큼
할인됩니다.
(EX : 부대찌개 10,000원 , 된장찌개 5,000원 = 합 : 15,000원 에서 2,000원 할인 )
7.4)전체금액 %할인 : 전체금액할인과 동일하나 금액이 아닌 할인율에 의해서 할인됩니다.
(EX : 부대찌개 10,000원 , 된장찌개 5,000원 = 합 : 15,000원 에서 10%할인 ( 즉 , 1,500원 할인 ))
7.5)에누리 할인 : 입력한 금액만큼 에누리 할인됩니다. ( 금액할인과는 다르게 잔액 절사를 의미 합니다. )
7.6)이벤트할인 : 관리프로그램에서 등록된 영수증 이벤트의 의한 할인을 합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3 행사관리 ) 를 참조하세요
7.7)지정할인 : 관리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할인구분에 의한 할인을 합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2 공통코드관리 - 할인 구분코드 ) 를 참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등록된 할인 할 코드가 나타나며 원하는 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코드에 맞게 할인됩니다.
7.8)봉사료 : 관리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봉사료에 의해 봉사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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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환전 - 버튼을 누르면 돈통이 열립니다.
9)고객정보 - 버튼을 누르면 고객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10)회원조회

- 회원 방문 시 버튼을 눌러 검색어를 입력 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조건에 따라 회원이
조회됩니다. 검색어 미입력시 모든 회원이 조회됩니다

< 회원 조회 화면 >

11)직전출력 - 영수증 프린터에서 출력된 바로 전 영수증이 다시 출력됩니다.
12)서비스 - 버튼을 누르고 서비스로 지급할 메뉴를 선택하면 주문내역에 추가되며 단가는 0원으로 표시됩
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서비스임을 나타냅니다.
( EX : 메뉴자체를 기준금액 및 포스 판매가를 0으로 했을경우 고정 서비스 메뉴가 됩니다. )
13)손실처리 - 손실처리 버튼을 누르고 금액을 입력하면 입력한 금액만큼 손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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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방메모 –

관리프로그램에서 등록된 주방메모를 주문 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주방에 전달 합니다.
(주방주문서)

< 주방 메모 화면 >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2 공통코드관리 - 주방 메모 ) 를 참조
15)포장 –

메뉴를 포장 판매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포장 버튼을 누른 후 포장할 메뉴를 선택 합니다.
포장메뉴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 포장 시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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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담당자 – 테이블을 담당할 테이블 담당자를 등록합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1.3 환경설정 – 포스환경 – 일반 ) 에서 담당자를
고정으로 지정하면 매주문시마다 담당자를 설정케 할수 있습니다.
17)보류&복원 –

선불제에서만 사용 할 수 있으면 매출 내역을 보류 및 복원 합니다.

< 보류 복원 화면 >

18)주문서 재인쇄 –

직전 주문서를 재인쇄합니다.

19)회원 등록 - POS에서 회원등록을 합니다.

<회원등록 화면>

20) 매출조회 – 영수증별 판매내역 매출속보 , 일보등을 확인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 하단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21) 신용할인 : (1)
(2)
(3)
(4)
(5)
(6)
(7)

광주비자 할인
현대 M 포인트 조회
현대 M 포인트 할인
U-ZONE 할인
은련카드
멤버십 조회 - olleh
멤버십 할인 - olleh

( 금결원 )
( 금결원 )
( 금결원 )
( 금결원 )
( KIS )
( KIS/FDIK/Smartro/KSNET/STAR )
( KIS/FDIK/JTNet/Smartro/KSNET/STAR )

< 신용할인 화면 >
22) 곱빼기 - 메뉴코드관리에 등록한 곱빼기 단가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23) 반찬만 - 메뉴코드관리에 등록한 반찬만 단가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24) 스페셜 - 메뉴코드관리에 등록한 스페셜 단가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 환경설정에서 다중판매가를 사용합니다. 옵션이 체크되어 있을경우에만 곱빼기,반찬만,스페셜단가가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25) 선결제 – 해당테이블에 미리 선납금액이 있을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선결제를 할 테이블을 선택한후 선결제 버튼을 누르고 해당금액 만큼 결제한 후 주문 또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6) 포인트 + 다음단골 서비스
(1) Bzero 포인트 조회/적립/차감
(2) 다음 단골 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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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타결제 – 캐쉬백 , 티몬등 타업체 결제시스템 연동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1) OK CASHBAG
(2) MTIC
(3) 티몬

29) 분리결제 – 기존 주문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특정 메뉴 만 결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예를들면 짜장 2 / 짬뽕 3 / 소주 1 에서 짜장 1 + 짬뽕 1 만 별도로 결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 정산 기능 버튼
1)신용카드 -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 승인 화면 표시되고 카드를 리딩하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표시됩
니다. 할부기간과 결제금액을 입력 후 승인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승인이 떨어집니다.
주문화면에서 그냥 카드를 리딩 하면 신용카드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서 뜨게 됩니다. OK Cashbag 을 적립하려면 캐시백 적립카드를 읽고 승인을 누르면 카
드승인과 동식에 적립이 이루어 집니다.
단, 관리프로그램 POS환경에서 캐쉬백 적립을 사용합니다. 를 설정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1.3 환경설정 ) 를 참조
봉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봉사료는 관리프로그램 POS환경에 설정된 값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
다 . (SOLBIFOOD MAIN 매뉴얼 -> 3.1.3 환경설정 ) 를 참조

< 인터넷 승인 화면 >

< 단말기 승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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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인 불량 등으로 인터넷 승인 안될 시에는 단말기 승인을 선택 한 후 백업 단말기로 승인하고 카드
번호, 승인금액, 승인번호, 가맹점 번호를 입력 후 승인을 눌러 해당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저장합니다.

< 가맹점 번호 화면 >
< 가맹점 정보 화면 >

단말기 승인 시
버튼을 누르면 가맹점을 입력 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되고 등록된 가맹점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2 공통코드관리 - 카드 가맹점코드 )에서 해당 가맹점번호 및
카드사를 등록하여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수표

- 수표를 받았을 경우 수표 조회 및 정산을 합니다.
발행일자와 수표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수표의 정상여부가 조회되
며 정상 수표인 경우 입금을 누르면 해당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 수표 예시 화면 >

< 수표 조회 화면 >

※ 수표 조 회시 요령 : 수표에 입력순서대로 빈칸을 채웁니다.
( EX : 예시와 같은 경우라면 1번째 빈칸엔 44270369
2번째 빈칸에 23
3번째 빈칸엔 3259
4번째 빈칸엔 3006
5번째 빈칸엔 13 채우면 자동으로 마지막 칸에 자동 금액이 입력됩니다.)
후에 조회를 누르시면 정상 수표라면 일자에 표시가 되면서 메시지가 출력되고 후에 입금을 누릅니다.
3)외상

- 외상 가능 회원일 경우 금액이 전부 외상 처리 됩니다.
(외상가능여부 설정은 SOLBIFOOD MAIN 매뉴얼 -> 3.2.11 회원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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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인트

5)현금

- 회원의 경우 포인트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용포인트보다 많이 입력 할 경우 가용포인트만 자동
으로 입력됩니다.
- 주문을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금액을 입력 후 Enter 를 누르면 현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5.1)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려면 현금영수증 버튼을 누릅니다. 항목을 모두 입력 후 승인 버튼을 누르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이때, 승인금액은 수정을 할 수 없는데 승인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받
은 금액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승인 화면 >

Ex> 승인금액이 5,000원이고 받은 금액이 10,000원 일 때 받은 금액란에 5,000원을 입력 후 현금영수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1 + 만원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2)OK 캐쉬백에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승인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발행과 동시에 적립이 됩니다.
금액이 5000원 미만인데 캐쉬백을 적립하고자 한다면 OK Cashbag 버튼을 누릅니다.

< 오케이 캐쉬백 카드 적립 화면 >

OK Cashbag 적립 화면에서 캐시백 카드를 리딩하고 승인을 누르면 적립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단말기 승인도 동일하게 식별번호와 금액만 입력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내역은 현금
영수증 발행으로 표시가 됩니다.
6)정산 - 결제할인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 결제 처리됩니다.
( 즉 현금영수증 , 오케이 캐쉬백 적립도 필요없는 즉시 현금 결제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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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결제는 현금 , 신용카드 , 수표 등을 사용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ㄱ) 현금 : 5) 현금 버튼 , 6) 정산 버튼을 사용합니다. 차이점은 현금버튼 (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 잔돈계산
가능 ) 이고 정산 버튼 ( 여러동작없이 바로 정산작업 간단 계산 완료 가능 ) 이 있습니다.
ㄴ) 수표 ; 2) 수표 버튼을 사용하여 조회후 입금 처리 하면 됩니다. 단 VAN사가 금결원인 경우에만 조회
가 가능합니다.
ㄷ) 신용카드 : 1) 신용카드 버튼을 사용하여 승인후 입금처리합니다.
ㄹ) 포인트 : 회원만 포인트 결제가 가능합니다.
ㅁ) 현금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금액을 계산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현금처리)
▶ 코스메뉴
코스메뉴를 주문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등록된 코스메뉴를 클릭합니다.

< 단축 메뉴 창에서 코스 메뉴 클릭시 화면 >

코스메뉴를 선택하면 코스메뉴의 단계별로 설정된 메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단계의 메뉴가 선택되면 주문완료 버튼을 눌러 주문을 완료합니다.

< 코스 메뉴 선택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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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셋트메뉴
오픈셋트메뉴를 주문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등록된 오픈셋트메뉴를 클릭합니다.

< 단축 메뉴 창에서 오픈세트메뉴 클릭시 화면 >

오픈셋트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한 오픈메뉴셋트에 포함된 메뉴가 모두 표시됩니다.
표시된 메뉴 중 선택 할 수 있는 메뉴갯수 만큼 선택합니다.
지정된 메뉴 개수가 4개라면 전체 선택 할 수 있는 메뉴 중 4가지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총 선택 할 수 있는 메뉴 수만큼 메뉴를 선택 한 후 주문완료 버튼을 눌러 주문을 완료합니다.

< 오픈 세트 주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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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좌석이동
테이블 이동 작업을 합니다.

※좌석이동 버튼을 누르면 현재 주문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만 활성화가 되고 이동 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테이블을 제외 한 모든 테이블이 표시되며 옮겨질 테이블을 선택하면 해당 테이블로 모든 내역이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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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좌석합석
테이블 이동 작업을 합니다.

※좌석합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주문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만 활성화 되고 합석 시킬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테이블을 제외 한 모든 테이블 중 주문되어있는 테이블만 표시되며 합석 할 테이블을 선택하면 해당 테이블로
모든 내역이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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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그룹지정
그룹 지정 작업을 합니다.

※그룹지정 버튼을 누르고 지정 할 테이블들 을 선택 하면 테이블 하단에 G-M , G-1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룹을 여러 테이블을 지정하려면 그룹지정 버튼을 누르고, G-M을 먼저
선택하고 다른 테이블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을 그룹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지정된 테이블은 주문은 모든 테이블에서 가능하나 결제는 그룹마스터(G-M) 테이블에서만
가능하며 예약석을 그룹으로 지정하려면 그룹을 먼저 지정해두고 그룹마스터(G-M) 테이블을 예약
테이블로 설정하면 그룹 지정된 모든 테이블에 예약석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6.6. 그룹해제
그룹 해제 작업을 합니다.

※그룹해제 버튼을 누르고 해제 할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해당 테이블의 그룹 지정이 해제됩니다.그룹마스터
(G-M)테이블을 선택 할 경우 해당그룹이 모두 해제되며 일반 테이블 선택 시는 해당 테이블만 그룹에서 해
제됩니다.

24

2.6.7. 메뉴이동
주문을 잘못 받았거나 영수증을 분할 발행 할 경우에 메뉴를 이동 할 수 있습니다.

< 메뉴를 이동할 주문테이블 선택 화면 >

< 테이블 선택후 이동할 테이블 선택화면>

1) 메뉴이동 버튼을 누르면 현재 주문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만 활성화되고 메뉴를 이동하려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테이블을 제외 한 모든 테이블 중 주문되어있는 테이블만 표시되며 메뉴를 이동 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이동하려는 메뉴를 선택 후 화살표 버튼을 눌러 이동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작업을 완료합니다.

※ 이동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다시
옮기려면 확인 후 다시 이동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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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예약
예약 관련 작업을 합니다.

<

예약 관리 화면 >

< 예약 일자 조정 화면 >

※신규예약 버튼을눌러 예약을 등록합니다. 회원인 경우는 조회 후 예약 사항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비회원
일 경우는 성명, 연락처를 입력한 후 예약 일시 조회 버튼을 눌러 날짜와 시간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예약일시를 입력합니다. 예약하려는 테이블을 조회해서 선택하고 인원수를 입력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
면 예약이 완료됩니다.테이블 화면에서 예약석 표시는 서버의 날짜와 시간 기준입니다.
2.6.9. 주문서 재인쇄
주문서를 재인쇄 합니다.

< 1. 주문 재인쇄 선택화면 >

< 2.개별 인쇄 선택화면 >

1. 주문서인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주문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만 활성화되고 출력하려는 주문서를 선택합니
다. 주문서를 선택하면 해당 내역이 출력됩니다.
2. 프린터체크 버튼을 눌러 출력 전에 프린터의 상태를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주문화면에서 주문서 재인쇄 선택 시는 직전 주문서를 재인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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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기타
주문 화면을 나가지 않고 각종 메뉴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1. 기타에서 선택할수 있는 메뉴들 >

< 2.저울데이터 선택 화면 >

1. 기타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표시되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작업 화면이 표시됩니다.

2.6.12. 아이템메뉴
아이템 메뉴 주문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관리프로그램 – 3.2.2 메뉴코드에서 아이템을 지정한메뉴는 포스 주문창에서 클릭시 설정된 아이템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에 필요한 아이템을 선택후 ‘ 확인’ 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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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배달
배달 주문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배달주문 (그리드방식)

< 배달 주문 리스트 현황 >
※ 상단에 배달 주문 내역이 나타나고 주문 선택 시 좌측 하단에 주문메뉴가 표시됩니다.
▶ 버튼 기능
1)신규주문 – 신규배달 주문을 등록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를경우 배달 등록창으로 이동합니다.
2)주문수정 – 기존의 배달주문내역중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3)주문삭제 – 기존의 배달주문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4)주문/결제 – 현재 선택되어진 배달주문내역을 결제하기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5)배달 - 배달원을 선택한 후 주문저장을 하면 진행 상태가 배달 중으로 바뀌며 배달이 시작됩니다.
6)전표출력 – 배달용/주방용 전표를 재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재출력을하고자 하는 배달주문내역을 선택후 배달용인지 주방용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7)그릇회수 – 배달완료된 항목중에 그릇회수여부를 선택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8)매출조회 – 영수증 건별 또는 일별 기간별 메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9)대기전화 – 수신 하지 못한 전화 목록이 나타납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면 해당전화번호로 배달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배달화면에서 전화가 올 경우 메시지가 나타나며 클릭 시 전화가 자동으로 착신됩니다.

※배달작업

중일 때 전화가 오는 경우 메시지가 표시되며 작업을 취소 하고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연결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목록에 저장됩니다.

< 배달작업중에 전화오는경우 >

< 아니오 선택시 대기화면에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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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등록화면

▶ 버튼 기능
1)주문저장 – 현재 배달주문내역을 저장합니다.
2)주문/결제 - 주문 또는 결제를 합니다. 방법은 일반 주문/결제와 동일합니다.
3)배달을 선택하고 배달원을 선택한 후 주문저장을 하면 진행 상태가 배달 중으로 바뀌며 배달이
시작됩니다.
4)전표출력 – 배달용/주방용 전표를 재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재출력을하고자 하는 배달주문내역을 선택후 배달용인지 주방용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5)그릇회수 - 배달 완료된 내역에 대하여 그릇 회수를 하였을 때 그릇회수를 체크합니다.
그릇회수를 클릭하면 모든 배달 내역이 완료됩니다.
 배달주문(테이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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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기능
1)신규주문 – 신규배달 주문을 등록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를경우 배달 등록창으로 이동합니다.
2)미수신목록 – 전화주문이 왔으나 받지못한 목록을 보여줍니다.
3)주문삭제 – 기존의 배달주문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4)주문/결제 - 주문 또는 결제를 합니다. 방법은 일반 주문/결제와 동일합니다.
5)배달을 선택하고 배달원을 선택한 후 주문저장을 하면 진행 상태가 배달 중으로 바뀌며 배달이
시작됩니다.
6)전표출력 – 배달용/주방용 전표를 재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재출력을하고자 하는 배달주문내역을 선택후 배달용인지 주방용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7)그릇회수 - 배달 완료된 내역에 대하여 그릇 회수를 하였을 때 그릇회수를 체크합니다.
그릇회수를 클릭하면 모든 배달 내역이 완료됩니다.
8)매출조회 – 영수증 건별 또는 일별 기간별 메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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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매출조회
매출을 조회합니다.

화면 좌측에 개점 후 발생 된 매출 내역이 표시되고 영수증 선택 시 해당 영수증의 매출 메뉴가 우측에 표
시되고 하단에 결제내역이 상세 표시됩니다.
▶ 버튼 기능
1)입금변경 - 입금변경 하고자 하는 영수증을 선택 후 입금변경 버튼을 누르면 해당내역이 결제화면으로 넘
어가고 결제내역에서 입금 취소 후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면 변경합니다.
2) 영수증재출력 –
3) 현금영수증 –

선택한 영수증을 재출력 합니다.
정산이 완료된 영수증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5천원 이상 매출이고 현금영수증
을 발행하지 않았던 영수증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4) 매출취소 –

선택 한 영수증에 대한 매출을 취소합니다.
VOID처리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예를 선택하면 VOID 처리가 되며 구분에
VOID 표시가 되며 전체 내역이 붉은색 글씨로 표시됩니다.
결제내역에 신용카드가 있을 경우 결제테이블로 이동하여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VOID 처리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동됩니다.
※매출 취소할 때 신용카드를 취소하지 않을경우 그이후에는 신용카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포인트적립 –
6) 간이영수증 –
7) 비제로적립 –

추후 회원포인트 적립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일반매출 -> 회원매출전환 )
실제 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추후에 BZERO포인트 적립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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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속보 화면 >

< 매출총계 화면 >

< 매출집계 화면 >
2.8. 마감
계산원/포스 마감을 합니다.
계산원 교대나 포스 마감 시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금시재를 입금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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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원 마감시에는 
※매출내역에 로그인한 계산원 매출내역이 표시가 되고 시재내역에 현재 시재를 입력합니다.
기타에는 고객수, 객단가, 매출취소(VOID) 등의 처리 금액이 참조사항으로 표시됩니다.
시재를 입력하고 계산원마감 버튼을 누르면 계산원 마감이 완료됩니다.
주문 포스의 경우에는 계산원 마감이 없습니다.
포스 마감시에는 
※매출내역을 확인하고 마감버튼을 누르면 해당 포스가 마감됩니다. 정산 포스의 경우 포스마감을 하면 다
시 개점하기 전까지는 주문 및 결제가 불가능하며 주문 포스는 포스 마감이 없습니다.
동시 마감시에는 
※계산원 마감 시재 입력후 동시 마감버튼을 누르면 계산원/포스 마감이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후방마감이 되었거나 취소 하려는 일자 이후에 개점된 일자가 존재하면 마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9. 환경설정
포스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합니다.
2.9.1. 일반
포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정합니다.

매장코드 와 DB IP 는 사용자가 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 설치업체에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으로 포스에 문제 발생시 관리지가 조치를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인증받기 버튼을 눌러 포스의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 받지 않을 경우 사용이 100회로 제한됩니다.)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하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Default : 영수증 발행)
정산 시 주방주문서를 출력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하면 정산 시에 주방주문서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를 체크하면 항상 최신 프로그램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Default : 자동업데이트, 권장)
단축메뉴구분은 주문을 하기 위해 테이블을 선택했을 때 메뉴를 구성 하는 구분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수표인식기 연동을 위한 포트를 지정합니다.
영수증 인쇄매수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일반 환경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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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주변기기
포스에 연결 된 주변기기를 설정합니다.

▶ 영수증 프린터
주방프린터에 출력합니다.를 체크하면 영수증을 주방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포스에 연결된 주방프린터가 여러 개일 경우 주방프린터 코드가 빠른 순으로 적용됩니다.
기종, 포트, 속도를 선택 후 저장하면 프린터 설정이 완료됩니다.
※ 사용가능 프린터
POS_MAN(KM-1000), Epson계열 프린터(EX : SRP-350 ,STP-131) , NRP-1800(N&P Tech), FP-410(후지쯔),
WTP-100(세우), Povi(웹앤비젼)등
▶ 고객표시대
고객표시장치(CDP)를 설정합니다.
※ 사용가능 CDP
SD-2000(서로테크), 영문20 C2L, NCP-3000(N&P Tech), CDP-2532(CNP Tech), CDP16C1L7700(CNP
Tech), CDP5256M(CNP Tech), GRADUS, WPOLE100
듀얼 모니터로 선택을 하면 설정 버튼이 나타납니다. 듀얼 설정 버튼을 눌러 등록하려는 이미지(jpg), Flash
(swf)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눌러 추가 합니다.

파일을 모두 추가 한 후 저장하면 순번에 의해 듀얼 화면에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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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리더기
카드리더기의 방식과 포트를 설정합니다.
듀얼 설정 버튼을 눌러 등록하려는 이미지(jpg), Flash (swf)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눌러 추가 합니다.
Povi 장비 일 경우에는 COM5로 설정해야합니다.
Toshiba 장비일 경우에는 COM8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 저울
저울메뉴 사용시 연동되는 저울을 설정합니다.
상태체크 버튼을 눌러 저울의 상태를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저울에서 사용하는 앞2자리를 세팅하여 줍니다.
※ 저울에 대한 설정이 변경된 경우 포스 프로그램과 데몬을 종료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데몬은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시스템 트레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로 종료 해주셔야 합니다.
2.9.3. 기타
기타 환경설정을 합니다.

※환경설정 –

버튼 설정을 지정하는 화면

▶ 발신표시 장치
포스에 연동될 발신표시 장치를 설정합니다.
▶ 테이블 기능버튼
테이블 기능 버튼을 설정합니다. (최대 7개까지 설정 가능)
먼저 사용할 기능의 라디오버튼을 눌러 기능을 선택 후 등록할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에 기능이 등록됩니
다.
▶ 주문 기능버튼
주문 기능버튼을 설정합니다. (최대 12개까지 설정 가능)
먼저 사용할 기능의 라디오버튼을 눌러 기능을 선택 후 등록할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에 기능이 등록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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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달구지콜
달구지 대리운전을 호출할 수 있는기능입니다.

▶ 등록 화면
달구지 대리운전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실때에는 목
적지와 고객연락처등을 입력하신 후 대리운전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이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
야 합니다. 본사 : 1544-5194로 문의주세요 )

▶ 내역조회 화면
달구지 대리운전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신 건별로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 집계조회 화면
달구지 대리운전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한 건수와
수수료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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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듀얼화면
고객표시대가 듀얼로 설정된 경우 고객에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듀얼 설정은 2.9.2. 주변기기 참조)

※화면 상단 중앙에 듀얼설정에서 설정된 이미지나
플래시가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하단에는 고객의
주문내역과 결제 정보가 표시됩니다.
우측 상단에는 포스 및 담당자와 회원인 경우 회
원명과 총 누적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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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Q
1) 관리프로그램을 시작할때마다 프로그램 암호를 물어봅니다. 자동로그인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답변 ) 환경설정 –

일반에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에 체크되어있는 항목을 삭제하세요

2)개점작업을 할 때 준비금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취소할순 없나요 ?
답변 ) 기존의 들어간 준비금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출금을 통해 임의적으로 삭제 해야
합니다. ( 또는 – 입금을 통해 금액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
3)관리자외에는 관리프로그램으로 로그인 할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 또는 관리프로그램 클릭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일때 하는 방법은 ?
답변 ) 솔비푸드 ASP 매뉴얼 에서 환경설정 – 일반 에서
ㄱ ) 관리프로그램 실행시 자동으로 로그인 합니다. 체크시 암호를 묻지않고 바로 로그인합니다.
ㄴ ) 체크해제시는 관리프로그램 권한만 가진 사용자만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4)주문 테이블 현황에서 판매금액 합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 솔비푸드 ASP 매뉴얼에서 환경설정 – 일반에서
테이블 현황 화면의 총 판매 금액을 표시합니다에 체크를 해제 합니다.
5)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데몬이 죽지않던데 그건 왜그런거죠 ?
답변 ) 데몬은 주방 프린터를 관장합니다. 그러므로 항시 켜져있어야 됩니다.
6)주방프린터를 변경한 후 프린터 체크를 했는데도 꺼져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답변 ) 위의 대답과 같이 항시 프로그램은 종료 되어 있어도 항시 데몬은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 트레이에 있는 데몬을 종료 시켰다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지 주방프린터의 변동사항이 적용 됩니다.
7)guest 사용회수가 100회가 다되었습니다. 어찌 해야 되나요 ?
답변 ) 데모 버전의 사용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구매 해주셔야합니다.
문의 사항은 솔비넷 포스사업부로 문의 바랍니다. ( TEL : 02-2222-7650 )
8)계산원 마감후 누락된 매출분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취소할순 없는지요.
답변 ) 계산원은 마감은 다시 취소할수 가 없습니다. 다시 개점후 재마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9)신용카드 매출을 발생한후 관리프로그램 [신용카드 매출내역]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답변 ) 신용카드 매출 내역은 포스마감 및 후방 관리프로그램을 마감을 해주셔야만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반드시 마감후 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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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스마감후 계산 누락분이 발생된걸 확인하였습니다. 마감을 취소할순 있는지요 ?
답변 ) 포스마감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포스마감을 클릭후 마감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11)인터넷 승인과 단말기 승인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 인터넷 승인이라 함은 포스상에서 카드 리더기를 통해 직접승인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단말기 승인이라 함은 포스상이 아닌 백업 단말기를 통해 승인을 받음을 의미하므로 가상의 카드
승인을 받았음을 기록해 두기 위한 걸로 사용 됩니다.
12)어떤메뉴를 고정적으로 서비스로 지급하는 방법과 가끔 손님접대용으로 서비스로 대접하고 싶을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고정으로 서비스 지급 : 기준판매가 0 포스 판매가 0
13)입금변경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기존의 매출 발생 내역중에서 현금으로 끊었던걸 다시 카드로 끊어야 될때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입금변경을 사용하는데요 입금변경을 통해 동일내역을 불러 들여서 다시 다른 결제 방식으로 재 결
제후 기존 결제 내역을 취소 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입금변경을 하면 기존 매출내역이 삭제 되어
지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입금변경은 기존의 매출내역을 한번더 불러 오는 것을 의미
할 뿐이지 기존 내역을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매출취소를 하는 도중 신용카드건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매출분은 취소가 되었지만 신용카드를 다시금
취소하고자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매출취소를 통해 카드승인내역을 취소 해야 하지만 카드 승인을 취소하지 못했을경우엔 카드
사에 문의를 통해 강제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 POS에서 카드 승인 취소 가능기간은 3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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