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100 (오더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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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화면 (전원 ON)
Display 부

키보드

KEY 터치부

[ 오더 단말기 번호 ]
[ 오더 단말기 Program 버전 ]
[㈜유니패스 전화번호 ]
를 보여줍니다.
⇒ 잠시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1 초기화면 – 서버에 연결이 안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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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에 연결이 될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요구 송신을 보냅니다.
⇒ 일정시간 동안 서버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상위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1.2 초기화면 – 서버에 연결이 된 경우

[ 업체명(사우나명) ]
[ 업체내 매장명 ]
[ 서버에 접속이 완료 되었음 ]
을 알려줍니다.
⇒ 잠시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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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사용자 관리)

- Display부의 날짜와 시간은 서버의 날짜와 시간 입니다.
- 사용자 로그인 방법에는 KEY 로그인, ID/PW 사용 로그인 두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2.1 로그인 – KEY 로그인
- KEY 터치부에 KEY를 터치 합니다.
⇒ 등록된 KEY가 아니면 경고음이 나오며 상위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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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그인 –ID/PW 로그인
- 키보드에 아무 버튼을 누르더라도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 취소버튼을 누르면 상위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① 사용자 ID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②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 사용자 ID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며 상위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 정상 로그인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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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불 판매
① #버튼을 누릅니다.

- 등록된 판매메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 부분(현재 페이지 마지막)을
참고 하세요.
② 주문한 메뉴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버튼과 #버튼 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a. *버튼 : 메뉴코드 입력 후 *버튼을 누르면 수량 칸으로 이동 되어
주문 수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량 입력후 #버튼을 누르
면 다음 라인으로 이동 합니다.
b. #버튼 : 메뉴코드 입력 후 #버튼을 누르면 수량을 1로 넣어주고 다음
다음 라인으로 이동 합니다.
- 수량 변경 : ▲▼버튼을 눌러 메뉴로 이동하여 수량 변경 후 #버튼을
누르면 적용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변경 전 수량으로
되돌아 갑니다.
- 메뉴 삭제 : ▲▼버튼을 눌러 삭제하고자 하는 메뉴로 이동 후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한 메뉴코드가 상위 라인에 존재한다면 상위 라인에 수량만 더해져
서 나옵니다.
☞ 등록된 판매메뉴를 보실려면 메뉴버튼을 누릅니다.

- ▲▼ 버튼을 눌러 메뉴를 확인한 후 취소 버튼을 눌러 화면을 빠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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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메뉴 선택이 완료 되었다면 KEY 터치부에 고객의 KEY를 터치 합니다.

※ 정상 후불 승인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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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불 판매 취소 및 후불 총액 확인
- 후불 판매 취소에는 키보드 취소와 KEY 터치 취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1 후불 판매 취소 – 키보드 취소
① 메뉴 버튼을 누른 후 1번을 누릅니다.
② 취소하고자 하는 메뉴코드와 수량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③ 고객의 KEY를 터치 합니다.
⇒ 프린터 설정에서 영수증 출력함으로 되어 있다면 영수증이 출력
됩니다. (프린터 설정은 6번 참조)
4.2 후불 판매 취소 및 후불 총액 확인 – KEY 터치 취소
① 고객의 KEY를 KEY 터치부에 터치 합니다.
- 고객이 발행시킨 후불판매 정보가 나타나며 후불건수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
[
[
[

M – 남자 (W – 여자) : 101- 락카번호 ]
고객이 발생시킨 후불판매 총금액 ]
KEY를 터치한 오더 단말기에서 발생시킨 후불판매 합계 ]
KEY를 터치한 오더 단말기에서 발생시킨 후불판매 건수 ] - 입력된
메뉴 갯수, 후불 판매 취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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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버튼을 눌러 이동 후 변경하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 합니다.
단, 원래의 수량보다 작은 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 수정 후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데이터의 수량과 금액부분이 두줄로
나뉩니다.
첫째라인 : 원래 데이터 수량, 금액
둘째라인 : 취소하고자 입력된 수량, 금액

③ 고객의 KEY를 터치 합니다.
⇒ 프린터 설정에서 영수증 출력함으로 되어 있다면 영수증이 출력
됩니다. (프린터 설정은 6번 참조)
※ 정상 후불 판매취소 승인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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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감 리포트
① 메뉴버튼을 누른 후 3번을 누릅니다.
- 오더 단말기에서 발생한 판매내역이 출력됩니다.
6. 프린터 설정 변경
① 메뉴버튼을 누른 후 2번을 누릅니다.

- 프린터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3번 버튼으로 영수증
출력여부를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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