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선택사항 및 추가구성상품(옵션판매) 개선

2009.2.11



[주문선택사항] 추가금액 설정기능 신설

[주문선택사항]과 [추가구성상품]의 차이점

꼭 !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문선택사항] 과 [추가구성상품]의 결제 금액

[추가구성상품] 등록 및 수정화면

[주문선택사항] 등록 및 수정화면



[주문선택사항]의 추가금액 설정 기능 신설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20,000원 0원

+1,000원

+2,000원

+3,000원

판매가격 판매가 추가가격

변경 전 주문선택사항 변경 후 주문선택사항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1,000원

22,000원

23,000원

실판매가

기존에는 [주문선택사항] 등록시 본상품 가격 그대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 [주문선택사항]별로 추가금액을 설정하여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선택사항]과 [추가구성상품(옵션)]의 차이점

New 주문선택사항 추가구성상품 (구 명칭: 옵션판매)

본 상품에 대한 다양한 타입 및 가격 설정

(예: 티셔츠 타입 A, 타입 B, 타입 C… )

본 상품의 액세서리 및 코디상품을 ‘추가’ 판매

(예: 카메라 삼각대, 케이스, 메모리카드… )

주문선택사항을 반드시 선택해야

상품주문 가능 (주문시 필수 조건)

추가구성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상품주문 가능 (주문시 필수조건 아님)

판매시 해당 상품의 구매수량 데이터에 반영됨
추가구성상품 판매수량은

해당 상품의 구매수량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음

용도

주문조건

구매수량

기존 [주문선택사항]에 추가금액 설정 기능이 없어서 [추가구성상품(옵션판매)] 기능을 대신 이용해오셨다면,

앞으로는 [주문선택사항] 기능을 이용하셔야 고객 결제 금액이 정확합니다.



[주문선택사항]과 [추가구성상품(옵션)]의 결제 금액 차이 (복수 구매의 경우)

New 주문선택 사항

추가구성 상품 (구 명칭: 옵션판매)

타입 A 

타입 B 

20,000원 2,000원

3,000원

판매가격 판매가 추가가격

20,000원

20,000원

22,000원

23,000원

실판매가

타입 A 와 타입 B를 구매 시 고객 결제 금액 : 45,000원

옵션 A 

옵션 B 

20,000원 2,000원

3,000원

판매가격 판매가 추가가격

20,000원 22,000원

3,000원

실판매가

옵션 A 와 옵션 B를 구매 시 고객 결제 금액 : 25,000원

현재 [추가구성 상품(구 옵션판매)] 기능은 옵션A와 옵션 B를 동시에 구매하는 복수 구매 기능을 임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3월 초 기능을 정상화 할 예정입니다.



[주문선택사항]과 [추가구성상품(옵션)]이 함께 있을때 결제 금액

New 주문선택사항 + 추가구성상품 (구 명칭: 옵션판매)

타입 A 

타입 B 

20,000원 2,000원

3,000원

판매가격 판매가 추가가격

20,000원

20,000원

22,000원

23,000원

실판매가

고객 결제 금액 : 50,000원

옵션 A 

옵션 B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꼭 ! 확인 하셔야 합니다. 

1. [추가구성 상품 (옵션판매)] 기능 -> [주문선택 사항] 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존 [주문선택사항]에 추가금액 설정 기능이 없어서 [추가구성상품(옵션판매)] 기능을 대신 이용해오셨다면,

앞으로는 [주문선택사항] 기능을 이용하셔야 고객 결제 금액이 정확합니다.

타입 A

타입 B 

20,000원 2,000원

3,000원

본 상품 판매가격 판매가 추가가격

20,000원 22,000원

3,000원

실판매가

[주문 선택 사항]으로 수정 하지 않고, 이전에 등록한 [추가구성 상품 (옵션판매)]으로 판매를 하신다면

고객이 타입 A와 타입 B를 복수 구매 할 경우 결제 금액이 25,000원이 됩니다.

[주문선택 사항]으로 수정 하시면, 45,000원으로 정상 결제 됩니다.

* 현재 2009년 2월까지는 복수 구매가 안되도록 제한 하였습니다. (타입 A만 구매 가능)

3월 이후 복수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 될 예정입니다.

타입 A 와 타입 B를 구매 시 고객 결제 금액 : 25,000원



꼭 ! 확인 하셔야 합니다. 

1. 추가 구성 상품에서 수량 입력창이 [비적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고객이 [주문선택사항]을 통하여 타입A 와 타입B를 동시 구매 하였을 경우, 

옵션별 구매수량 입력창이 비적용 상태이면 옵션이 2개가 구매 됩니다. 

(고객은 옵션 상품 1개만 구매 하고 싶어도 본상품이 2개가 구입되므로, 옵션 상품도 2개가 구매되는 경우입니다.)

비적용으로 어 있을 경우

타입 A 

타입 B 

20,000원 2,000원

3,000원

본 상품 판매가격 판매가 추가가격

20,000원

20,000원

22,000원

23,000원

실판매가

고객 결제 금액 49,000원

옵션 A 2,000원 4,000원

1개

1개

수량

비적용

타입A, 타입B 동시 구매(본상품 2개)이므로 옵션A도 2개 주문

1개

1개

2개



[주문선택사항] 등록/수정팝업 화면설명

1. 주문선택사항의 구분갯수를 선택합니다. (1개 또는 2개)

2. 주문선택사항에 적용할 상품타입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 상품타입은 [,]콤마 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 타입A,타입B,타입C,타입D..

3. 상단에 상품타입 입력 후 [주문선택 등록/수정]을 누르면

하단의 표에 주문선택사항이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4. 하단에 노출된 각 주문선택사항별로

[추가금액], [노출여부], [재고수량],[관리코드]를

빈칸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공통적용]기능을 활용하면,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재고수량이 ‘0’이면 상태는 [품절]로 표시되며

‘1’이상이면 [판매중]으로 표시됩니다. 

6. 주요 필드의 최상단을 클릭하시면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자동 재정렬되며, 좌측 하단의 화살표 버튼을 통해

특정 주문선택사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7. 개별적으로 행추가를 하시려면 우측 하단의

[주문선택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8. 입력하시려는 주문선택사항의 개수가 많은 경우,

[엑셀양식다운받기]로 다운받은 후, [엑셀로등록하기]로

업로드하시면 주문선택사항이 일괄로 입력됩니다.

9. 다른 상품의 주문선택사항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시려면

우측 상단의 [다른상품 선택사항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상품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0. 입력 완료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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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선택사항] 등록/수정 상세요령

① 팝업창 하단 Grid에 바로 입력하기

1. 주문선택사항의 구분갯수를 선택합니다. (1개 또는 2개)

- 1개를 선택하면 [구분1]만 노출되며, 2개를 선택하면 [구분2]까지 노출됩니다. 

2. 각 구분별 입력창에 상품타입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 상품타입은 [,]콤마 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 타입A,타입B,타입C,타입D..

- [구분 2]에는 [구분1]과 조합될 값을 입력해 주세요. 

3. 상품타입 입력을 완료한 후 [주문선택 등록/수정]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화면에 주문선택사항이 자동 조합되어 노출됩니다.

4. 화면에 노출된 각 주문선택사항별로 ‘추가금액’, ‘노출여부’, ‘재고수량’ 등을

입력해 주세요. (선택공통적용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5.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선택사항이 등록완료 됩니다.

6. 필요하신 경우, [주문선택 행추가]를 하셔서 내용을 추가하실수도 있습니다.

4

5



[주문선택사항] 등록/수정 상세요령

② [다른상품 선택사항정보]를 통해 불러오기

1. [다른상품 선택사항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상품 선택사항 정보 불러오기] 팝업창으로 이동합니다.   

3. 상품번호, 주문번호, 물품명/브랜드명/모델명 기준으로 상품을 검색합니다.

4. 주문선택사항정보를 복사 적용 할 상품을 찾아 [상품명]을 더블클릭합니다.

5. [주문선택사항] 등록화면 하단에, 선택하신 상품의 주문선택사항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며, 다시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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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선택사항] 등록/수정 상세요령

③ 엑셀파일로 일괄 등록하기
42

주문선택사항이 2개인 경우 주문선택사항이 1개인 경우

비워둠

3

1

1. [엑셀양식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후, 엑셀파일을 저장합니다. 

2. [Sheet1]에 아래 화면과 같이 주문선택사항 내역을 입력합니다.   

- [구분 1],[구분 2] 둘다 사용시 양쪽 열을 모두 채워주시고

- [구분 1]만 사용하실 경우, [구분 2]의 열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 기타 입력형식은 [필드설명] 시트를 참고해 주세요.

3. [엑셀로등록하기]를 클릭후 작성하신 양식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4. 업로드가 완료시, 하단 화면에 주문선택사항 내역이 입력됩니다.

5.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등록됩니다.



[추가구성상품] 등록 및 수정팝업 화면

1. 추가구성상품의 구분갯수를 선택합니다. (최대 15개)

2. 구분별 입력창에 상품타입/가격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 상품타입 및 가격은 [,]콤마 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 타입A,타입B,타입C,타입D.. 1000,2000,3000…

3. 상단에 상품타입/가격 입력후 [추가구성 등록/수정]을 누르면

하단의 표에 추가구성상품 목록이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4. 하단에 노출된 각 추가구성상품별로

[가격], [노출여부], [재고수량]를 빈칸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공통적용]기능을 활용하면,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고수량] 입력기능은 2월 23일에 적용 예정입니다.

5. 하단 표에서 [상품명], [가격] 등 항목의 최상단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자동 재정렬되며, 

좌측 하단의 화살표 버튼을 통해

특정 주문선택사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6. 개별적으로 행추가를 하시려면 우측 하단의

[추가구성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7. 입력하시려는 추가구성상품의 개수가 많은 경우,

[엑셀양식다운받기]로 다운받은 후, [엑셀로등록하기]로

업로드하시면 주문선택사항이 일괄로 입력됩니다.

8. 다른 상품의 주문선택사항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시려면

우측 상단의 [다른상품 선택사항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상품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입력 완료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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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구성상품 등록/수정 팝업창’의 상세 이용방법은 ‘주문선택사항 등록/수정 팝업창’과 거의 유사함



[추가구성상품] 수량 입력창 표기 기능의 활용

[추가구성상품] 등록/수정 팝업창 에서 구매수량 입력창 노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적용] 선택시 : 추가구성상품의 수량 입력창이 노출되지 않음[적용] 선택시 : 추가구성상품의 수량 입력창이 노출됨

à [주문선택사항]에 상품을 운영중이거나, ‘액세서리’ 및 ‘추가구매’ 형태로
[추가구성상품] 기능을 운영하고자 할때 활용될 수 있음.

à[추가구성상품] 기능을 [주문선택사항] 대신 운영하는 경우 활용 가능했으나,
이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주문선택사항으로 재등록 한후 운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