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부터 Cook Medical은 당사 제품 라벨에 있는 2개의 바코드 중 하나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당사 라벨에는 두 가지 바코드가 있는데, 제품 라벨의 상단부에 있는 짧은 바코드와 제품 라벨 하단부에 있는 긴 
바코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긴 바코드에는 제품의 GS1 국제거래단위번호(GTIN), 로트 번호 및 유효 기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 바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GTIN이 짧은 바코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의 제품 라벨에서 짧은 바코드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짧은 
바코드가 삭제되면 당사 제품 라벨이 간단해지고 중복되는 정보가 제거될 것입니다. 

의문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당사 SSC(Shared Service Cente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r.orders@cookmedical.com 또는 +822 62923500

중요 안내문: Cook 제품 라벨의 바코드 변경

 이 짧은 바코드는 
 제품 라벨에서 단계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이 긴 바코드는 제품  
라벨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유효 기한 로트 번호G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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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한 로트 번호

일반적 질문
Cook Medical의 제품 라벨의 바코드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Cook의 제품 라벨에서 어떤 사항이 변경되나요? 
현재 당사의 제품 라벨에는 두 가지 바코드가 있는데, 제품 라벨의 상단부에 있는 짧은 바코드와 제품 라벨 하단부에 있는 긴 
바코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품 라벨에 있는 짧은 바코드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6년 4월부터 현재 당사 라벨에 있는 짧은 바코드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간 후에도 2016년 4월 전에 인쇄된 
제품 라벨이나, 짧은 바코드 인쇄를 아직 중지하지 않은 Cook 설비에서 나온 제품 라벨에는 짧은 바코드가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Cook 설비에서 Cook 제품 라벨에 짧은 바코드를 더 이상 인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품 라벨에서 짧은 바코드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긴 바코드에는 짧은 바코드에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바코드가 삭제되면 중복되는 정보가 제거되고 당사 제품 
라벨이 간단해질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 다음의 문제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캐너가 긴 바코드를 읽지 못합니다. 
 • 소프트웨어가 바코드 내의 데이터를 GTIN, 로트 번호 및 유효 기한으로 분류하지 못합니다. 
 •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kr.orders@cookmedical.com 또는 +822 62923500 번으로  

Cook SSC(Shared Service Cente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캐너가 긴 바코드를 읽지만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로딩되지 

않습니다. 

긴 바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G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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