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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북 개요 

 

회계 스마트북 소프트웨어는 총 13가지 모듈로 되어있습니다 : 총계정원장(GL), 외상매입금(AP), 외상매출금(AR), 현금 

및 은행 관리(CA), 고정자산 관리(FA), 재고 관리(IN), 세금계산서(Invoice), 구매 주문(PO), 판매 주문(SO), 전자세금계

산서(E-invoice), 시스템 설정, 전표검토 및 Setup tools까지 총 14가지의 모듈을 제공합니다.  

 

총계정원장: 사용자 설정, 분개장 입력, 기입된 자료들 활용한 보고서 작성 기능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기입 및 매입처와의 매입채무 현황 집계 

외상매출금: 미수금 기입 및 매출처와의 매출채권 현황 집계 

현금 및 은행 관리: 현금 입출금 및 은행 계좌 입출금 집계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 관리 및 선급비용 배부 기능 

재고 관리: 재고 흐름 파악,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를 배부 가능 

매출세금계산서: 자가 세금계산서 인쇄가 허가된 회사의 경우, 자가 세금계산서 인쇄 가능 

구매요청서 관리: 원자재 구매 및 주문 관리 

매출주문서 관리: 매출처로부터 온 발주 및 운송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Viettel 과 VNPT 를 연결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설정: 세율, 환율, 기초 잔액 입력, 사용권한 허가, 비밀번호 설정, 회사정보 설정 등 

전표검토: 입력된 전표 정렬 및 중복 및 오류가 있는 전표 확인 기능 

Setup tools:   

  

  

Commented [A2]: Used to set up some general 

information such as: System configuration, module access, 

Change password, Company information, Access screen, 

Form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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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북 시스템의 단축키 및 아이콘 설명 

단축키 설명 

F3: 찾기 

F5: 새로고침 

CTRL + N: 전표 신규작성 

CTRL + S: 전표 저장 

CTRL + D: 전표 삭제 

CTRL + Q: 창 닫기 

CTRL + SHIFT + C: 전표 복사 

ALT + D: 전표(열) 복사 

ALT + N: 다음 전표 

ALT + P: 이전 전표 

ALT + U: 되돌리기  

CTRL + ->: 옆으로 이동(tab) 

CTRL + <-: 앞으로 이동 (tab) 

CTRL + H: 메인 메뉴로 이동 

 

아이콘 설명 

 : 메인메뉴로 이동 

: 로그인, 로그아웃,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보안 

• 사용자 

• 사용자 그룹 

• 사용자권한설정 

• 회사정보 

• 모듈권한설정 

• 삭제된 전표 

• 보고서 양식 

 

: 가져오기 

Commented [A3]: EN ver doesn’t have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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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태수정 

• 삭제된 전표 목록 

: 모듈 양식 및 번호 유형 설정 

: 메인메뉴를 제외한 모든 창 닫기 

 

스마트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언어: 

기본 언어 

• VN: 베트남어 

• EN: 영어 

• KR: 한국어 

언어 변경:  

 

기타 언어 

• CN: 중국어 

• JP: 일본어 

• KH: 캄보디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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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계정원장의 체계 

 

총계정원장(GL)은 본 회계시스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현금 미수금, 현금 미지급금, 고정자산, 재고자산에 입력하는 모든 거래는 총계정원장에 기록됩니다. 본 프로그

램에 사용자는 계정의 정보 설정, 입력 및 원장 전기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총계정원장은 설정, 입력, 처리, 분개장 및 보고서까지 5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1. 설정 

설정은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a) 계정과목 둥록(Chart of account) 

스마트북은 2014년 12월 22일자 재무부가 공포한 시행규칙 200/TT-BTC 에 규정된 주요 계정과목 목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규정된 계정과목의 하위계정(최대 레벨5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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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정 생성 방법: 

- 계정코드: 하위 계정코드 레벨 입력 (*) 

참고: Smartbook은 하위 계정코드 레벨 5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계정과목(VN): 베트남어  

- 계정과목(EN): 영어 

- 계정과목(KR): 한국어 또는 기타 언어(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 계정분류: 각각에 맞는 계정 선택 (자산Asset, 부채Liability&자본Equite, 수익Income, 비용Expense)  

- 계정과목군: 주요계정과목군 선택 (레벨 1, 첫 세자리 계정코드) 

- 사용상태: 계정과목의 사용 상태 설정: 사용(Active), 미사용(Inactive) 

- 신규 설정 저장은 저장(Save) 버튼을 클릭 

- 신규 계정과목 생성시 신규(New) 버튼을 클릭 

-  활성화된 창을 닫을 때에는 닫기(Close)버튼을 클릭 

- 계정과목 목록 내의 기존 계정과목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 삭제를 원하는 계정과목 선택 

+ 삭제(Delete) 버튼 클릭 

 

참고: “계정과목” 목록은 총계정원장, 분개장, 재무제표 등에 전체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계정과목을 삭제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 삭제하였을 경우, 이는 재무제표 상 해당 계정과목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b) 계정과목 그룹 

Commented [A4]: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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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ook은 시행규칙 200/2014/TT-BTC(발표일 : 2014.12.22)에 규정된 레벨 1과 레벨 2의 계정과목 목록을 제공합니

다.  

사용자는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은 레벨 1 과 레벨 2 이외의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계정과목 그룹 생성: 

- 그룹코드: 계정의 레벨 1 코드 형태 

- 그룹명(VN): 베트남어 

- 그룹명(EN): 영어 

- 그룹명(KR): 한글 

- 신규 설정 저장은 저장(Save) 버튼을 클릭 

- 신규 계정과목 그릅 생성은 신규(New) 버튼을 클릭 

- 활성화된 창을 닫을 때에는 닫기(Close)버튼을 클릭합니다. 

 

c) 대차대조표 계정 설정: 

Smartbook 은 시행규칙 200/2014/TT-BTC(발표일 : 2014.12.22)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계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활성화 체크를 통해 대차대조표 상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보설정- 코드, 적요 (VN, EN, KR), 총합계(그룹코드 합계), 비활성화 (대차대조표 상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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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각 항목 별 대차대조표 상 코드와 관련하여 계정의 잔액을 표시합니다. 

- 구분(차,대): D또는 C,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D: 차변 잔액 

  + C: 대변 잔액 

- 계정과목: F3키를 눌러 계정과목을 선택 

- 잔액상태: 대차대조표 상의 잔액 표시는 음수 (-) 또는 양수 (+)로 반영된다. 

- 계정과목코드: 계정의 레벨 1 코드 형태 

- 기초잔액, 기말잔액: 전기 대차대조표의 기초잔액, 기말잔액 표시 

 

3단계: 계정과목 코드의 계정과목군 코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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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모든 핵심 대차대조표 코드의 계정과목 그룹 설정  

 

 

d)  타계정 대체: 

이 기능은 사용자가 기말에 자동적으로 타계정을 대체하여 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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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정 대체 등록 방법: 

- 계정과목: 계정과목 입력 (F3을 눌러 계정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 

- 구분(차,대): 계정의 잔액  

+ D: 계정의 차변 

+ C: 계정의 대변  

- 단계별 코드(StepCode): 레벨 1(첫3자리 코드) ->레벨 1(첫3자리 코드) 1단계,  

레벨 1(첫3자리 코드)-> 레벨 2(첫 4자리 코드) 2단계  

레벨 1(첫3자리 코드)-> 레벨 3(첫 5자리 코드) 3단계 

(예시 : 9110000 (레벨 1)를 4212000 (레벨 2)로 타계정 대체시 같은 레벨이 아니므로 2단계인 2를 선택, 

같은 레벨일 경우 1단계로 선택합니다.) 

 

2. 입력 

a) 전표 입력 

총계정원장 모듈 사용시, 일반 거래 또는 기타 특정거래를 직접 입력이 가능하니다. 

 

데이터 입력 세부안내: 

- 모듈(Module):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GL) 

- 전표번호(Batch no): 자동으로 전표 번호가 생성됩니다.  

(F3를 눌러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Date): 영수증의 날짜는 반드시 회계 월이내여야 합니다. 

- 모듈전표번호(Number): 자동으로 모듈 번호가 생성됩니다. 

Commented [A5]: Different from EN ver 

▪: The Steps of processing (for example from account ref. 

5, 6, 7, 8 into 911 is done at Step1 and from 911 balanced 

into 4212 will be done at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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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Status): 항상 대기(Hold) 상태를 유지 

- 회계 월(Month): 장부기장 해당 월 선택 (예시, 2015년 6월은 06-2015로 표시)   

- 적요(Description (VN)): 베트남어  

- 적요(Description (EN)): 영어 

- 적요(Description (KR)): 한국어 또는 기타 언어(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계정 처리: 

사용자는 비고, 세금, 원가, 이익, 그룹의 표시할 데이터 값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차변(Debit): F3을 눌러 계정과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 

- 대변(Credit): F3을 눌러 계정과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 

- 통화단위(Currency unit): 사용할 통화단위 선택(VND, USD, KOR……) 

- 환율(Rate Exchange): VND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 입력 

- 금액(Cury Amount): VND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한 금액 입력 

- VND 금액(Amount): VND이외의 금액에 대해 환율을 적용한 금액,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직원, 매입처, 매출처: F3을 눌러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 

+ 직원 목록(현금관리 모듈) 

+ 매입처 목록(외상매입금 모듈) 

+ 메출처 목록(외상매출금 모듈) 

 

b) 채권채무 상계처리 

채권과 채무 상계처리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Commented [A6]: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7]: Missing 

Description (VN), (EN) and (KR): regularly display in 

compliance with the entry description. The user can change 

description details by a manual typing. 

Commented [A8]: EN ver doesn’t have this 

Commented [A9]: Missing  

▪Invoice number, invoice date: The user shall enter the 

invoice number and invoice date (if any) in order to the 

software shall run the list VAT invoices input and outpu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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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Process) 

a) 연마감: 

 

회계연도 말, 총계정원장 마감시 사용하며, 각 계정의 잔액은 모두 차기이월 됩니다. 

  

b) 되돌리기(Un-release Bathch) 

이 기능은 삭제된 전표를 원래의 상태(대기)로 복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 

Commented [A10]: Missing 

▪Select from the beginning date to the ending date. 

▪Select Print review to order a post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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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총계정원장, 매입채무, 매출채권, 현금 관리, 재고 관리 및 고정자산 관리와 같이 복구할 모듈을 선택

합니다. 

- 기간은 회계 월 또는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전표가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 복구가 필요한 전표를 선택합니다. 

- 실행(Execute)버튼을 클릭합니다. 

 

 

4. 분개장 (Inquiry) 

본 항목은 조회하는 기간에 대한 모든 모듈의 입력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

합니다. 

 

 

Commented [A11]: Different from EN ver: 

▪Period: Select Period of accounting and press download 

to show the lock enttires. 

▪The lower part of screen will present all entries occurred 

in the chosen Period of locke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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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를 사용하여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 모듈(Module): 모듈 분류(GL, CA, FA, AP, AR, FA……) 

- 전표번호(Batch no): 전표 번호 

- 기간(Period): 전표일자(예: 012009는 2009년 01월 20일) 

- 모듈번호(Reference no): 모듈전표번호  

- 거래일자(Transaction date): 거래일자 

- 상태(Status): 전표 상태 (P: 마감(Post), H: 대기(Hold)) 

- 통화 유형(CurryID): 통화 유형  

- 환율(Currency Rate): VND외 통화의 환율  

- 계정과목(Account):  차변 계정과목 

- 상대 계정과목(AcctRef): 대변 계정과목 

- 금액(Amount) 

- VND 금액(Amount): VND이외의 금액에 대해 환율을 적용한 금액 

- Description VN: 베트남어 

- Description EN: 영어 

- Description KR: 또는 기타 언어(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 매입처, 매출처, 비용 유형 등 

  

5. 보고서 

입력된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고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a) 시산표: 

Commented [A12]: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13]: Missing 

Similar with: TransDescr, VenID, CustID, TranType, 

TransDesc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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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할 회계기간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통화유형 : 조회할 통화를 선택 (Currency ID) 

- Excel file이 필요할 경우, 내보내기(Export Excel) 선택 

- 인쇄 전 미리보기를 원할 시 “인쇄” 버튼 선택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 “닫기” 버튼을 선택하여 창에서 나가기  

 

+ 인쇄 미리보기 상세 내용 

 데이터 시트에서 인쇄할 시산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 시트 상세 내용 

Commented [A14]: EN ver doesn’t ha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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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131계정) 또는 외상매입금(331계정)이 아닌 계정을 더블 클릭시, 해당 계정의 원장이 아래

와 같이 미리보기로 나타납니다. 

 

+ 외상매출금(131계정) 또는 외상매입금(331계정)을 더블 클릭시, 아래의 항목과 같이 해당 항목 아래에 

거래처별 내역이 붉은 글씨로 보여집니다.  

 

+ 버튼 

 인쇄 : 시산표 출력 

 Excel로 내보내기 : 화면의 데이터 형식을 Excel로 변환 

+ 예시 : 외상매입금(331계정)의 거래처별 내역과 함께 Excel로 변환할 때 

 1단계 : 331계정을 더블클릭 -> 화면에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2단계 : 그 상태에서 Excel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b) 요약 총계정원장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할 통화유형 선택 

- 조회할 보고서의 계정유형을 선택  

+ 전체 (ALL) 

+ 계정과목 (F3에서 선택) 

- “인쇄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확인 

Commented [A15]: EN ver doesn’t have this 

Commented [A16]: EN ver doesn’t ha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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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기” 버튼을 선택하여 나가기 

 

- Excel로 내보낸 파일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OCSMAP 시트: 계정과목 목록 

+ DOCSMAP 시트에서 계정과목을 클릭시 해당 계정원장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계정원장에서 B10셀의 “DOCSMAP”을 클릭하면 DOCSMAP 시트로 이동합니다. 

 

c) 상세 총계정원장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할 통화유형 선택 

- 조회할 보고서의 계정유형을 선택  

Commented [A17]: EN ver doesn’t ha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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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ALL) 

+ 계정과목 (F3에서 선택) 

- “인쇄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확인 

- “닫기” 버튼을 선택하여 나가기 

 

- 기산일” 옆 “VND-USD” 에 체크박스를 선택할 시, 인쇄와 Excel 내보내기에서 VND와 USD가 함께 나타납

니다 

- Excel로 내보내기 옵션 

+ 전체 보고서 : 계정별 원장, 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포함됩니다. 

Index 시트에서 계정과목을 클릭시 해당 계정원장으로 이동합니다.  

+ 메인계정 보고서 : 계정 그룹별(레벨 1 : 111,112…) 원장이 Excel로 변환됩니다. 

 

d) 대차대조표 

Commented [A18]: EN ver doesn’t have this 

Commented [A19]: EN ver doesn’t ha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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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할 보고서 “Excel로 내보내기” 선택시 Excel로 저장 

- “인쇄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확인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 미리보기 :  

 

+ 옵션(Option) : 

세부내역 : “세부내역” 버튼 클릭시 데이터 화면에 해당 잔액 유형(차변,대변)과 계정과목 코드가 나타납니다 

+ Excel로 내보내기 (Export Excel)  

Detail 체크박스 선택시 -> 변환한 Excel에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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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체크박스 미선택시 -> 변환한 Excel에 요약본이 나타납니다. 

+ 인쇄 

상세내역 : “세부내역”버튼 클릭 후 “인쇄” 버튼 선택 

요약 : “인쇄”버튼 선택 

 

e) 손익계산서: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할 보고서 “Excel로 내보내기” 선택시 Excel로 저장 

- “인쇄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확인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Commented [A20]: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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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  

 

+ 옵션(Option) : 대차대조표와 동일합니다. 

세부내역 : “세부내역” 버튼 클릭시 데이터 화면에 코드와 해당 잔액이 나타납니다. 

 

+ Excel로 내보내기 (Export Excel)  

Detail 체크박스 선택시 -> 변환한 Excel에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Detail 체크박스 미선택시 -> 변환한 Excel에 요약본이 나타납니다. 

+ 인쇄 

상세내역 : “세부내역”버튼 클릭 후 “인쇄” 버튼 선택 

요약 : “인쇄”버튼 선택 

 

 

Commented [A21]: EN ver doesn’t ha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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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현금흐름표: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g) 계정과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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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 “Excel로 내보내기” 선택시 Excel로 저장 

 

h) 일계표: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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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조원가명세서: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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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판매비와관리비명세서: 

 

- 조회할 회계기간과(기산일/마감일), 비교할 기간(기산일/마감일)을 함께 입력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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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일반분개장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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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표 출력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m) 일일현금잔액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  

n) 자동결산항목 확인 

- 조회할 회계기간과(기산일/마감일), 비교할 기간(기산일/마감일)을 함께 입력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o) 매출원가명세서 

- 조회할 회계기간과(기산일/마감일), 비교할 기간(기산일/마감일)을 함께 입력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Commented [A22]: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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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손익계산서 명세 

- 조회할 회계기간과(기산일/마감일), 비교할 기간(기산일/마감일)을 함께 입력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q) 지급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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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r) 수취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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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보기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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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아래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 설정: 매입처 등록 

▪ 입력: 매입 영수증 등록 

▪ 전기: 외상매입금 전표마감 

▪ 조회: 외상매입금 조회 

▪ 보고서: 장기부채계정별 원장, 매입처별 원장, 매입채무계정별 원장 등   

1. 설정 

 

설정에서는 매입처 코드, 매입처명을 포함하여 3가지 항목에 대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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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 기본정보: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납세코드 

- 기본설정 : 지급조건 설정, 부가세 유형, 외상매입금 계정, 선급금 계정, 통화유형, 환율 

- 계좌정보 :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전화번호 및 은행팩스번호 

Save (저장)버튼을 눌러 매입처 등록 저장 

New (신규)버튼을 눌러 새로운 업체 추가 

Close (닫기)버튼을 눌러 매입처 등록 창 닫기 

기타옵션 

Export Excel(엑셀로 내보내기): 매입처 목록을 Excel file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Import(가져오기): Excel file에서 매입처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단계: 체크박스 클릭>>가져올 주소창이 나타납니다. 

 

“Template(템플릿)”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단계:   버튼을 선택시 가져올 경로선택이 가능합니다. 

3 단계: 버튼을 선택하여 파일을 스마트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의 : Template File 에서 가져온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2. 입력 

재고이동과 관련된 영수증 입력의 경우, 재고관리 모듈과 연결됩니다.  

원재료, 소모품 및 외부 서비스 요금 (전기비, 수도비, 전화비, 사무실 임차료)과 관련된 매입 영수증에 대해 입력이 가능

합니다. 

 

Commented [A23]: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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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영수증 입력 세부절차 안내 

일반내역(General area)과 상세내역(Detail area) 총 2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일반내역(General area): 영수증의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화면 상단에 위치합니다. 

- 전표번호(Batch no): 공백, 소프트웨어가 순차적으로 자동 기입 

- 기간 (mm-yyyy): 영수증이 발생한 회계기간 

- 모듈전표번호 (Voucher No.): 영수증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전표일자 (Voucher Date): 영수증 날짜는 회계기간이내여야 합니다..  

- 양식 (Voucher Type): Voucher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매입처 (Vendor ID): F3을 눌러 매입처 목록에서 선택.  

- 은행정보 (Bank Account): 계좌 선택시 시스템 관리 모듈에서 설정된 환율을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적요 (Description): 해당 거래 내용을 입력(VN-EN) 

- 구매요청서번호: (주문 번호 입력) 

- 지급일자: 지급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지급조건: F3키를 눌러 목록에서 선택 

-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F3키를 눌러 목록에서 선택 

상세내역(Detail area):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데이터 시트 부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 계정과목 (Account): F3키를 눌러 비용계정을 선택  

- 선급금일 경우: 외화로 선급금 지급시,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일자와 적용 환율을 기재합니다. 나머지 금액

은 지급일의 매도율에 따라 기록됩니다. 

- 통화 유형: 지급되는 통화 선택 

- 환율: VND에 대한 환율 

+ 예시: USD 기준, 영수증 일자의 환율이 21,500일 경우, 21500를 입력합니다. 

+ VND의 경우: 환율은 1입니다. 

- 금액: 영수증 상 금액 

- VND 금액: 금액에 환율을 곱한 금액 

- 부가세 유형: F3키를 눌러 목록에서 선택 

- 부가세 금액은 반드시 실제 발생된 세금이어야 하며, 외화의 경우, 환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 적요 (VN - EN): 일반내역 부분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영수증 번호 기재 

Commented [A24]: Missing 

SmartBooks gọi một hóa đơn do nhà cung cấp gởi đến là một 

Voucher. Như vậy vào lúc nhận được hóa đơn này kế toán 

thực hiện ghi tăng công nợ phải trả bằng cách lập một 

Voucher trong màn hình Voucher and Adjustment Entry. Một 

khi Voucher đã được lập mà có sai sót về số lượng, giá trị thì 

cách duy nhất để sửa là lập điều chỉnh (Debit hoặc Credit 

Adjustment). 

SmartBooks xem điều chỉnh tăng (Credit Adjustment) như 

một Voucher. Tuy nhiên một điều chỉnh giảm (Debit 

Adjustment) sau khi tạo ra cần được gắn với một Voucher cụ 

thể. 

Khi thanh toán cho nhà cung cấp, kế toán lập phiếu chi trong 

module Account Payables qua màn hình Manual Check 

Entry, đồng thời thực hiện gắn khoản thanh toán này cho từng 

hóa đơn cụ thể (trường hợp thanh toán một lần cho nhiều hóa 

đ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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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일자 기재 

기타옵션(other option): 허용 권한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앞으로(Pervious) : 이전 입력된 전표로 이동 

- 다음(Next) : 다음 전표로 이동 

- 되돌리기(Un-release) : 전표 상태를 ‘마감(Posted)’에서 ‘대기(Hold)’로 변경(본 기능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

용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매입처 등록(Vendor) : 매입처 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매입처 등록으로 가지 않고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

다. 

 

3. 전기(Process) : 외상매입금 전표 마감 

 

본  항목은 외상매입금 모듈에 입력된 영수증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기할 항목 모두 또는 월

별로 선택하여 “실행”버튼을 누릅니다.  

Commented [A26]: EN ver doesn’t have. Deleted 1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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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상매입금 조회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요약(Summary)” 또는 “상세(Detail)”를 선택 

- “보기(View)” 버튼 선택 

5. 외상매입금 보고서 

a) 장기부채계정별 원장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VND-USD 통화가 함께 조회시 체크박스를 선택 

- 통화유형 : 조회할 통화를 선택 (Currency ID) 

- 외상매입금계정 331(장기외상매입금) 또는 338(장기차입금) 선택 

- 모든 매입처 (All Vendor) 또는 특정 매입처 (Vendor) 선택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Excel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Excel로 변환 

 

- Excel로 내보낸 파일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OCSMAP 시트: 계정과목 목록 

+ DOCSMAP 시트에서 계정과목을 클릭시 해당 계정원장으로 이동합니다. 

 

Commented [A27]: EN ver doesn’t have this part.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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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매입처별 원장 

 

- “장기부채계정별 원장” 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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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입채무계정별 원장 

 

- “장기부채계정별 원장” 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d) 매입처 조회 

 

- “인쇄” 또는 “내보내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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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매입부가세 조회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Excel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Excel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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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매입처별전표 출력 

 

 

g) 연체 미지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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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기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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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아래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 설정: 매출처 등록 

▪ 입력: 매출 세금계산서 등록 

▪ 전기: 외상매출금 전표마감 

▪ 조회: 외상매출금 조회 

▪ 보고서: 미수금 현황, 미수금 잔액, 매출처별 부가세유형 조회, 매출부가세 조회 등   

1. 설정 

 

설정에서는 매출처 코드, 매출처명을 포함하여 3가지 항목에 대해 입력합니다. 

- 매출처 기본정보: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납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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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정 : 통화유형, 환율, 외상매출금 계정코드, 매출 계정코드, 선급금 계정코드, 결제조건, 부가세 유형 

- 결제정보 : 카드번호, 카드 소유자명, 카드 유형, 카드 유효기간 

 

Save (저장)버튼을 눌러 매출처 등록 저장 

New (신규)버튼을 눌러 새로운 업체 추가 

Close(닫기)버튼을 눌러 매출처 등록 창 닫기 

 

기타옵션 

Export Excel(엑셀로 내보내기): 매출처 목록을 Excel file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Import(가져오기): Excel file에서 매출처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단계: 체크박스 클릭>>가져올 주소창이 나타납니다. 

 

“Template(템플릿)”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단계:   버튼을 선택시 가져올 경로선택이 가능합니다. 

3 단계: 버튼을 선택하여 파일을 스마트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의 : Template File 에서 가져온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2. 서비스 매출 입력 

재고이동과 관련된 영수증 입력의 경우, 재고관리 모듈의 판매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본 모듈에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을 수행합니다. (재고와 관련 없는 경우)  

 

Commented [A28]: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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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영수증 입력 세부절차 안내 

일반내역(General area)과 상세내역(Detail area) 총 2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일반내역(General area): 영수증의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화면 상단에 위치합니다. 

- 전표번호(Batch no): 공백, 소프트웨어가 순차적으로 자동 기입 

- 기간(mm-yyyy): 영수증이 발생한 회계기간 

- 모듈전표번호(Voucher No.): 영수증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전표일자(Voucher Date): 영수증 날짜는 회계기간이내여야 합니다.  

- 양식(Voucher Type): invoice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번호(Invoice no) : 세금계산서 번호 입력 

- 매출처(Customer ID): F3을 눌러 매출처 목록에서 선택.  

- 은행정보(Bank Account): 계좌 선택시 시스템 관리 모듈에서 설정된 환율을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통화 유형: 지급되는 통화 선택 

- 환율: VND에 대한 환율 

- 발주서 번호: (주문 번호 입력) 

- 계약 번호 : 계약 번호 입력 

- 계약 일자 : 계약서 일자 입력 

- 결제조건 : F3키를 눌러 목록에서 선택 

- 외상매출금 계정과목: F3키를 눌러 목록에서 선택 

- 적요(Description): 해당 거래 내용을 입력(VN-EN) 

상세내역(Detail area):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데이터 시트 부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 계정과목(Account): F3키를 눌러 해당 매출계정을 선택  

- 선수금일 경우: 외화로 선수금 받을시, 사용자는 반드시 수령일자와 적용 환율을 기재합니다. 나머지 금액

은 수령일의 매입률에 따라 기록됩니다. 

- 통화유형: 지급받을 통화 선택 

- 적요 (VN - EN): 일반내역 부분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수량 : 서비스 수량 입력 

- 단가 : 서비스당 단가 입력 

- 금액: 세금계산서 상 금액 

- 부가세 유형: F3키를 눌러 목록에서 선택 

Commented [A29]: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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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버튼을 눌러 매출 세금계산서 저장 

+ 차변 : 131(외상매출금)계정 

+ 대변 : 매출 계정(데이터 시트에 입력한 계정과목) 

기타옵션(other option): 허용 권한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앞으로(Pervious) : 이전 입력된 전표로 이동 

- 다음(Next) : 다음 전표로 이동 

- Un-release : 전표 상태를 ‘마감(Posted)’에서 ‘대기(Hold)’로 변경(본 기능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사

용이 가능합니다.) 

- 매출처 등록(Customer) : 매출처 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매출처 등록으로 가지 않고 바로 등록이 가

능합니다. 

 

3. 전기(Process) : 외상매출금 전표 마감 

 

본  항목은 외상매출금 모듈에 입력된 전표를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기할 항목 모두 또는 월별

로 선택하여 “실행”버튼을 누릅니다.  

Commented [A33]: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34]: Diffrerent from EN ver 

This module is used to close account payable entries which 

were recorded and transferred into General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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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상매출금 조회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요약(Summary)” 또는 “상세(Detail)”를 선택 

- “보기(View)” 버튼 선택 

 

5. 외상매출금 보고서 

a) 미수금 현황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VND-USD 통화가 함께 조회시 체크박스를 선택 

- 통화유형 : 조회할 통화를 선택 (Currency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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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계정 131(외상매출금) 또는 138(기타미수금) 선택 

- 요약 또는 상세 선택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Excel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Excel로 변환 

b) 미수금 잔액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통화유형 : 조회할 통화를 선택 (Currency ID) 

- 계정과목 코드 선택 

-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Excel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Excel로 변환 

- Excel로 내보낸 파일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OCSMAP 시트: 계정과목 목록 

+ DOCSMAP 시트에서 계정과목을 클릭시 해당 계정원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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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출처별 부가세유형 조회 

 

 

d) 매출부가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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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은행거래전표 출력 

 

 

f) 연체 미수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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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기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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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금 및 은행관리 

 

현금 및 은행관리 모듈은 아래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설정: 부서, 직급, 사원 등록 

▪ 입력: 현금 출금, 현금 입금, 은행 출금, 은행 입금 

▪ 전기(Process) 

▪ 현금 및 은행거래 조회 

▪ 보고서: 일일현금내역, 현금출납장, 현금출납장 보조명세서, 현금 및 은행 거래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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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a) 부서 등록 

 

회사의 조직도에 기초하여 분류된 각 부서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선택하여 새로운 “부서코드”와 

“부서명(EN, VN)”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b) 직급 등록 

 

직급등록은 조직 내 직무의 종류, 책임 정도를 분류하는데 사용됩니다. “신규” 버튼을 선택하여 새로운 “직급코드”와 “직

급명(EN, VN)”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c) 사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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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등록은 현금 또는 은행 계좌를 통하여 급여 이체시 사용됩니다. “신규” 버튼을 선택하여 새로운 “사원코드”와 “사원

명”을 입력하고 F3을 눌러 “부서” “직책” 을 목록에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2. 입력 

a) 현금 및 은행 출금 

회사 내에서 현금과 관계된 모든 거래는 현금 모듈에 수행 및 저장됩니다. 신규, 저장 및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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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분(General area):  

- 전표번호(Batch no): 공백, 소프트웨어가 순차적으로 자동 기입 

- 기간(mm-yyyy): 영수증이 발생한 회계기간 

- 모듈전표번호(Voucher No.): 영수증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전표일자(Voucher Date): 영수증 날짜는 회계기간이내여야 합니다.  

- 현금계정(Cash account): F3을 눌러 목록에서 현금계정 선택  

- 선급금(은행 출금 항목): 매입업체에게 외화를 통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체크박

스 선택시 외상매입금 모듈과 연결되며, 본 주문에 대한 외상매입금 입력시 선급금에 상응하는 정확한 환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적요(VN-EN): 지급 내용 입력 

- 수취인: 수취인 기재 

- 주소: 수취인 주소 기재 

상세내역(Detail area):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데이터 시트 부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 계정과목(Account): F3키를 눌러 해당 매출계정을 선택  

- 적요 (VN - EN): 일반내역 부분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금액: 지급액 입력 

- 통화 유형: 지급되는 통화 선택, 환율: VND에 대한 환율 

-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리얼 번호 : 세금계산서 상 시리얼 번호 

+ 세금계산서 번호 

+ 세금계산서 발행일 

+ 매입처: F3키를 눌러 선택 

Commented [A36]: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37]: Missing 

▪Currency type, Exchage rate: Depending on currency 

type, there will be corresponding exchage rate to VND 

Commented [A38]: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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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버튼을 눌러 입력한 내용 저장 

+ 차변 : 데이터 시트에 입력한 계정과목 

+ 대변 : 현금 계정 

- “출금전표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 매입처에 지급시 : 모듈전표번호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1단계 : “AP voucher” 칸에 F3를 눌러 외상매입금 전표를 선택  

+ 2단계 : 체크박스를 통해 1개 또는 다수의 전표를 선택 

+ 3단계 : “Execute(실행)” 버튼 클릭 

- 상기 모듈전표 검색하여 가져올시 아래의 내용이 자동으로 데이터 시트 부분에 입력됩니다. 

+ 금액 

+ 계정과목 

+ 적요(각 언어별) 

+ 세금계산서 정보(세금계산서 번호, 시리얼 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일) 

+ 매입처 코드 

+ 외상매입금 모듈전표번호 

 

기타옵션(other option): 허용 권한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앞으로(Pervious) : 이전 입력된 전표로 이동 

- 다음(Next) : 다음 전표로 이동 

- 되돌리기(Un-release) : 전표 상태를 ‘마감(Posted)’에서 ‘대기(Hold)’로 변경(본 기능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

용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57 

 

b) 현금 및 은행 입금 

 

 

 

일반부분(General area):  

- 전표번호(Batch no): 공백, 소프트웨어가 순차적으로 자동 기입 

- 기간(mm-yyyy): 영수증이 발생한 회계기간 

- 모듈전표번호(Receipt No.): 영수증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전표일자(Receipt Date): 영수증 날짜는 회계기간이내여야 합니다.  

- 현금계정(Cash account): F3을 눌러 목록에서 현금계정 선택  

- 통화 유형: 지급되는 통화 선택, 환율: VND에 대한 환율 

- 선수금(은행 입금 항목): 매출업체에게 외화를 통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체크박스 

선택시 외상매출금 모듈과 연결되며, 본 주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입력시 선수금에 상응하는 정확한 환율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요(VN-EN): 수취 내용 입력 

- 지급인: 지급인 기재 

- 주소: 지급인 주소 기재 

상세내역(Detail area):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데이터 시트 부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 계정과목(Account): F3키를 눌러 상대계정과목 선택  

- 적요 (VN - EN): 일반내역 부분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금액: 영수증상 금액 

Commented [A39]: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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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상 필요한 정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리얼 번호 : 영수증상 시리얼 번호 

+ 영수증 번호 

+ 영수증 발행일 

+ 매출처: F3키를 눌러 선택 

- “저장”버튼을 눌러 입력한 내용 저장 

+ 차변 : 현금 계정 

+ 대변 : 데이터 시트에 입력한 계정과목 

- “입금전표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 주의 : 

매입부가세가 포함된 비용 또는 매출부가세가 포함된 현금 매출의 경우 아래의 2가지 행을 모두 입력합니다. 

+ 첫번째 행: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 입력 

+ 두번째 행: 매입부가세(133) 또는 매출부가세(333)을 입력합니다. 매출부가세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

한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 매출처에서 입금시 : 모듈전표번호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1단계 : “AR voucher” 칸에 F3를 눌러 외상매출금 전표를 선택  

+ 2단계 : 체크박스를 통해 1개 또는 다수의 전표를 선택 

+ 3단계 : “Execute(실행)” 버튼 클릭 

- 상기 모듈전표 검색하여 가져올시 아래의 내용이 자동으로 데이터 시트 부분에 입력됩니다. 

+ 금액 

+ 계정과목(131 또는 외상매출금에 기초한 상세내역) 

+ 적요(각 언어별) 

+ 영수증 정보(영수증 번호, 시리얼 번호, 영수증 발행일) 

+ 매출처 코드 

+ 외상매출금 모듈전표번호 Commented [A40]: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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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Process) 

현금 및 은행전표 마감 

본  항목은 현금 모듈에 입력된 전표를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기할 항목 모두 또는 월별로 선택

하여 “실행”버튼을 누릅니다.  

 

 

4. 조회 

현금 및 은행거래 조회 

본 항목은 조회기간의 현금 및 은행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보기(View)”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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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a) 현금출납장 

: 본 항목에는 조회 기간의 입출금 내역 및 잔액에 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인쇄 미리보기” 버튼 클릭 

 

- “Excel 내보내기” 기능 

 

기본값으로 VND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화유형을 선택시 해당 통화로 조회됩니다. 

+ 통화유형 : USD, JPY 

+ VND-USD 통화를 함께 조회시 체크박스를 선택 

+ 주요 계정(By Main Account) : 

체크박스 선택시 주요 계정(111)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상세내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크박스 

미선택시 각 계정별 상세내역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시) 1111, 1112 등 각 세부 계정과목 조회가 가능합니다. 

 

Commented [A41]: EN ver doesn’t have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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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금출납장 보조명세서 

: 본 보고서는 현금 출입에 대한 상대계정과 함께 영수증 및 결제부분에 대하여 항목별로 나타납니다.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인쇄 미리보기” 버튼 클릭 

 

- “Excel 내보내기” 기능 

기본값으로 VND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화유형을 선택시 해당 통화로 조회됩니다. 

+ 통화유형 : USD, JPY 

+ VND-USD 통화를 함께 조회시 체크박스를 선택 

+ 주요 계정(By Main Account) : 

체크박스 선택시 주요 계정(111)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상세내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크박스 

미선택시 각 계정별 상세내역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시) 1111, 1112 등 각 세부 계정과목 조회가 가능합니다. 

 

c) 현금 및 은행 거래명세서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인쇄 미리보기” 버튼 클릭 

Commented [A42]: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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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수금/가지급금 명세서 

 

본 보고서는 회사에 지급한 가수금/가지급금 계정(141,244,341,342)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인쇄 미리보기” 버튼 클릭 

e) 은행입출금 보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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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조회기간의 은행 입출금에 대한 상대계정과 함께 입금전표 출금전표가 나타납니다.  

- 조회할 회계기간 입력을 입력 (기산일/마감일) 

- “인쇄 미리보기” 버튼 클릭 

 

f) 출금전표 출력 

출력 기간을 설정하여 출금전표를 인쇄합니다. 

 

g) 입금전표 출력 

출력 기간을 설정하여 입금전표를 인쇄합니다. 

 

Commented [A43]: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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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현금 입/출금 내역조회 

특정기간의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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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 관리 모듈은 단기 및 장기 선급비용, 월별 감가상각 계상, 월별 선급비용 배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고정자산관리 모듈은 아래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설정: 고정자산 유형, 고정자산, 장기선급비용 등록 

▪ 입력: 고정자산 청산 및 재평가 

▪ 전기(Process): 감가비용 및 당기 선급비용 계상 

▪ 고정자산 조회: 고정자산 내용 및 당기 비용 조회 

▪ 보고서 

1. 설정: 

a) 고정자산 구분 

: 고정자산 구분코드, 적요(VN, EN, KR), 및 계정과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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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등록 

: 구매한 고정자산을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 고정자산 코드 입력 

- 고정자산명 입력 

- 매입가격 입력 

- 기본정보 탭: 고정자산 구분코드, 단위, 일련번호, 원산지, 구매일, 상표, 모델명 등 

- 감가상각비 탭: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배부율, 자산재평가액, 고정자산 처분이익, 

고정자산 처분손실에 대한 설정 

- 기타 탭: 자산의 내용연수, 감가상각 시작일, 감가상각 종료일, 실제 감가상각 종료일, 실제 감가상각액, 실제 감

가상각 기간(월)에 대한 설정 



 

68 

 

- “Print” 버튼 클릭시 아래와 같이 고정자산관리대장 출력이 가능합니다. 

+ 1단계 : 데이터 부분에서 출력할 고정자산 선택 

+ 2단계 : “Print”버튼으로 출력 

-  

c) 장기선급비용 및 배부 등록 

: 장기선급비용으로 인식된 자산에 대해 비용 배부 등록시 사용합니다. 

 

- 배부내용 탭: 선급비용 코드, 선급비용 내용, 수량, 취득원가, 배부기간, 실제 배부된 기간, 배부액, 배부 시작일, 

배부 종료일, 실제 배부 종료일에 대한 설정 

- 배부율 탭: 장기선급비용 계정과목, 배부비용 계정1, 배부율 1(%), 배부비용 계정 2, 배부율 2(%)에 대한 설정 

- “Print” 버튼 클릭시 아래와 같이 장기선급비용관리대장 출력이 가능합니다. 

+ 1단계 : 데이터 부분에서 출력할 장기선급비용 선택 

+ 2단계 : “Print”버튼으로 출력 

 

2. 입력 

a) 고정자산 처분 

- 전표번호(Batch no): 공백, 소프트웨어가 순차적으로 자동 기입 

- 전표일자(Voucher Date): 영수증 날짜는 회계기간이내여야 합니다. 

- 기간(mm-yyyy):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기입 

- 모듈전표번호(Voucher No.): 영수증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매출처(Customer ID) : F3을 눌러 목록에서 선택 

- 통화 유형: 지급되는 통화 선택, 환율: VND에 대한 환율 

Commented [A44]: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45]: EN ver doesn’t have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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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요(VN-EN-KR): 지급 내용 입력 

- 처분할 자산코드 : F3을 눌러 목록에서 선택 

 

- 주의 : 

+ 한가지 자산코드로 여러 차례 처분가능 

+ 처분시 외상매출금 세금계산서로 자동 전표 생성 방법 

1단계 : “미수금계정 전표 생성” 체크박스를 클릭 

2단계 :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invoice serial, Invoice Date, Invoice no) 

 

 

b) 고정자산 재평가 

고정자산 처분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Commented [A46]: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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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a) 감가상각비 계상 

본 항목은 아래의 데이터 시트에 나타난 고정자산 목록에서 선택시 자동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대체합니다. 해당 

월에 감가상각비 계상할 고정자산을 체크박스로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b) 선급비용 계상 

본 항목은 아래의 데이터 시트에 나타난 장기선급비용 목록에서 선택시 자동으로 당기 비용을 계산하여 대체합니다. 해

당 월에 인식할 장기선급비용을 체크박스로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Commented [A47]: Different from EN version 

Calculate monthly fixed asset depreciation by seting up 

reference number, select depreciation month, date, 

description in both Vietnamese and English. 

Commented [A48]: Different from EN ver 

Calculate monthly expenses allocation by selecting 

accounting month, reference number, allocation date, and 

click to select expenese for allocation in the month and press 

process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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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자산 내역 및 비용 조회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View)” 버튼 선택 

5. 보고서 

a) 고정자산 목록  

 

b) 월별 감가상각비 내역서 

- 조회할 회계기간을 입력(mm-yyyy) 

-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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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정자산 재평가 보고서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View)” 버튼 선택 

 

d) 고정자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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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선급비용 배부내역서 

 

f) 고정자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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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재고자산 관리 

 

 

재고자산관리 모듈은 아래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 설정 

▪ 입력 

▪ 전기(Process) : 매출원가 및 제조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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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Commented [A49]: Missing description 

•Setup: List of categories, list of groups, list of 

warehouses, list of items, list of units, Input an opening 

balance. 

•Input: Input of raw material, input of finished products, 

Other inputs, Goods return, Output RMs for production, 

Sales, Other outputs, Returned sales. 

•Proccess: Release batches, Input unit price of finished 

goods, Input unit price of output RMs, Input COGS, Post 

to general ledger, Calculate COG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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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설정 

본 항목에는 재고자산 구분, 종류, 품목, 장소, 재고단위, 기초 자료 입력을 설정합니다.  

 

주의:  

- 재고자산 분류: 상품, 원재료, 도구, 완제품 

- 재고자산 구분: 상품, 원자재, 부자재, 도구, 완제품 

- 재고자산 품목: 품목 코드, 장소 코드, 재고 단위, 창고에 보관하는 재고자산 계정 

(152,155,156), 제품관련 계정 (또는 비용계정 621,627,641,642)설정이 필요합니다. 

-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사용하 사용되며 반대 계정에 제품 제조비용이 계상되며, 완제품은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재고자산 분류 

 

 

재고자산 구분 

Commented [A50]: Different. EN ver is listed as a, b, c, d, 

e, f, with explaination. I put screencaps here 

Commented [A51]: There are included code of each type 

of inventory, English name as well as Vietnamese name of 

each type 

Commented [A52]: There are included code of each type 

of inventory, English name as well as Vietnamese name of 

each type, and also corresponding inventory accounts, 

corresponding cost accounts, corresponding revenue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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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등록 

 

재고자산 품목 

Commented [A53]: Set up warehouse system (warehouse 

A, warehouse B…) 

Commented [A54]: Setup Code of inventory, included: 

code of each inventory, English name as well as Vietnamese 

name of each type, code of group of inventories, units) 

▪Gerneral: F3 Select Class ID, site ID (warehouse ID), 

units, units convert (if have 2 units) 

▪Account: Software will be run automatically 

▪Cost info: No need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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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단위 

 

기초재고 입력 Commented [A55]: For example, if you want input the 

opening balance in 2013, you have to select first is 2013, and 

select second year is 2014 to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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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입력 

a) 원자재 입고 

  

 

- 본 항목은 구매한 원재료, 상품 및 도구들의 자료를 기입할 때 사용합니다.  

- 본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 기본설정: 품목코드, 수량, 단가, 세율 

+ 매입비용: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입력합니다. AP모듈(외상매입금)에 기록된 구매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입비용 배부: 구매비용을 품목 단가로 배부합니다. 

Commented [A56]: Based on purchased invoices, and 

declaration import of raw material, tools, supplies, 

accountants shall make input notes by each item code of 

materials, tools and supplies. 

Commented [A57]: Different from EN ver 

Input of raw materials if any:  transportation fee, import fee, 

import tax. There are 3 steps.  

•Step 1: make one AP voucher in AP module: Dr 

Acc.1526, 1536 / Cr Acc. 331 

•Step 2: User F3 choose AP voucher no. After that Input 

allcat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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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58]: •Step3: Choose calculated  

Commented [A59]: Press Print button to print Receip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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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완제품 입고 

 

 

- 본 항목은 입고된 완제품 수량 입력시 사용됩니다. 

- 재공품 계정(154)를 선택하고 품목 코드, 완제품 수량을 선택합니다. 단가는 마감시 “제품제조원가 계산” 과정에

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c) 기타 구매 

 

Commented [A60]: During the period, accountants 

determine number of finished products produced to make 

input notes for finished products. Note: Input quantity only  

Commented [A61]: Different from EN ver 

Press Print button to print Receipt Finished Goods Note 

Commented [A62]: EN ver doesn’t have. 1 pictur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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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매입환출 

 

- 본 항목은 구매한 원재료, 제품, 도구를 매입처에 환불할 경우 사용합니다.   

+ 구매한 전표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한 후 수량을 입력합니다.  

 

 

 

e) 출고 

Commented [A63]: This is c. 

Commented [A64]: Different from EN ver 

First time, you have to select R1BatNbr (It is the Receipt No. 

which you return goods). After that, select period, Delivery 

date, Description VN, ENG, KR if any, and finally, input 

quantity return.  

Press Print button to print Delive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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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원재료, 제품, 도구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출고할 경우 입력합니다.   

- 출고 수량을 입력하합니다. 단가는 마감시 “제품제조원가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Commented [A65]: Different from EN ver 

Based on output note for production: raw materials code, 

warehouse, quantity. 

Press Print button to print Delive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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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매출 

 

- 본 항목은 완제품, 상품, 원자재를 판매할 경우 사용합니다.   

- 매출 수량을 입력시, 단가는 마감시 “제품제조원가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비고: 원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621계정(직접재료비)은 632계정(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g) 기타매출 

 

Commented [A66]: Different from EN ver 

Accountants use sale invoices to record sales notes 

Press Print button to print Delivery Note  

 

Commented [A67]: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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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매출환입 

 

- 본 항목은 판매한 원재료, 상품, 완제품이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었을 경우 사용합니다.   

+ 판매한 전표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한 후 수량을 입력합니다.  

 

i) 거래내역 조정 

 

- 본 항목은 재고자산의 수량, 금액이 조정될 경우 사용합니다.   

+ 예시1 : 기말 재고수량이 0인데, 금액이 1일 경우, 본 항목을 사용하여 수량과 금액을 일치시킵니다.  

(본 항목은 반올림을 사용합니다.) 

+ 예시2 : 실제 재고수량과 프로그램상 수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항목을 사용하여 일치시킵니다.  

 

j) 재공품 입력 

 

-  본 항목은 마감시 재공품 및 작업율을 입력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３. 제품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계산 (Process) 

본 항목은 아래와 같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 

- 1단계 : 재고자산 모듈전표 마감 

- 2단계 : 투입 원재료 단가 계산 

- 3단계 : 제품제조원가 설정 / 계산 

- 4단계 : 매출원가 계산 

- 5단계 : 총계정원장 전기 

Commented [A68]: Different from EN ver 

The same with goods returned 

Commented [A69]: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70]: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71]: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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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단계 : 재고자산 모듈전표 마감 

조회한 기간에 입력한 모든 전표를 마감합니다.  

주의: 제품제조원가와 매출원가 계산을 위해 모든 전표가 마감되어야 합니다.   

 

 

 

b) 2단계 : 투입 원재료 단가 계산 

 

투입된 원재료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Commented [A72]: Different from EN ver 

 

Release batches by type: 

▪Input raw materials 

▪Output raw materials 

▪Goods returned 

▪Input finished products 

▪Sales 

▪Returned sales 

 

Commented [A73]: Different  

Go into Post to general ledger to transfer expenses 621, 622, 

627 into general ledger 

 

Choose from date… to date… Then click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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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단계 : 제품제조원가 설정 / 계산 

 

- 제품제조원가 설정: 본 항목은 회사가 소프트웨어의 제품제조원가 계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설정합니

다. 매출원가 계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 제품제조원가 계산: 본 항목은 조회기간의 제품제조원가 단가를 계산합니다. 스마트북은 아래 5가지 내용 수행

합니다. 

+ 표준 원재료, 노무비 및 제조경비(BOM)에 따른 제품제조원가 계산 

: 회사가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경비 사용 표준을 설정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c-1/ BOM신고 

- 제조단계 설정 

- 각 단계별 사용 621(직접재료비), 622(직접노무비), 627(제조경비) 기준 설정 

- 사용한 원자재는 표준소요량에 따라 자동 입력되며, 해당 기간에 발생한 노무비와 제조경비는 622(직접

노무비), 627(제조경비)란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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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제품제조원가: 

- 기말 재공품 뿐만 아니라 해당기간의 입력한 완성품 수량과 BOM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621(직접재료비), 

622(직접노무비), 627(제조경비)을 계산합니다.   

- BOM방법에 따른 제조원가와 실제 제조원가 비교 

+ BOM방법에 따른 제조원가> 실제 제조원가(621, 622, 627) 경우, 스마트북은 실제 제조원가를 반영합

니다.  

+ BOM방법에 따른 제조원가< 실제 제조원가(621, 622, 627), BOM에 따른 제조원가를 완제품(154) 원

가로 인식합니다.(차액은 다음 단계에서 매출원가로 계상됩니다.)  

 

 

 

c-3/ 매출원가 산입 

- BOM방법에 따른 제조원가- 실제 제조원가 차액을 매출원가 계정으로 계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주의: “Update” 버튼을 클릭후 종료합니다.  

 

d) 4단계 : 매출원가 단가 계산 

매출원가 계산법으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사용합니다. 

 

Commented [A74]: Different from EN ver. 3 pictures 

deleted 

Step 1: Select the accounting period for costing calculation. 

Step 2: Go into calculate costing section, enter quotas for 

manufacturing of each type of finished products. A finished 

product comprises of many kinds of raw materials with pre-

determined quotas so that each finished product and each raw 

material shall be entered in 1 line (This quota shall include 

natural deficiency amount if any). Once completing this step, 

click save button. Accountant shall choose the latest quotas 

table for the next time costing calculation. If there are any 

chage, accountants should correct it. 

 

Commented [A75]: Different 

Choose from date… to date… Choose download. Select 

calculator and then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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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총계정원장으로 전기 

 

본 항목은 입력한 내용을 총계정원장으로 전기하는 항목입니다.  

입력한 기간에 대한 모든 재고자산 관련 거래를 총계정원장으로 전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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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보고서 

a) 장소별 재고현황 

  

 

- 조회일을 입력 

- 재고자산 품목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재고자산 장소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b) 입출고내역서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Commented [A76]: To present quantity, remaining value 

of each type of goods at each period.  

Commented [A77]: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78]: To present quantity and value at the 

beginning period, quantity and value incurred during the 

period, quantity and value at the closing period for each 

inventory code at the select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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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View)” 버튼 선택 

- 재고자산 품목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재고자산 장소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Item” 설정 : 인쇄미리보기 선택시 “All” , 모든 품목 출력시 “All item”, 품목별 출력시 “Item”  

- Excel로 저장시 “Export Excel” 버튼, 재고자산별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출력시 “

인쇄” 버튼 선택 

 

c) 재고자산 거래명세서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기산일/마감일)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d) 원재료 소요량명세서 

  

 

Commented [A79]: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80]: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81]: c. 

Commented [A82]: To present quantity, value of raw 

material being stock-out for production in the select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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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재고자산 품목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재고자산 장소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Excel로 저장시 “Export Excel” 버튼, 재고자산별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e) 완제품 입고내역서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재고자산 품목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재고자산 장소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Excel로 저장시 “Export Excel” 버튼,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f) 원가집계표 

  

 

Commented [A83]: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84]: EN ver doesn’t have this part 

Commented [A85]: To present various type of costs 

constituted value of input finished goods for each type of 
finished goods (labor cost, raw material cost, overhead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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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할 원가표 선택: 계수별, 제조생산 과정별, BOM 또는 특정 원재료별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Commented [A86]: E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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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품목별 명세서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재고자산 품목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재고자산 장소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h) 매출총이익 명세서 

: 각 품목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비교하며, 매출총이익을 나타내는 명세서입니다.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재고자산 품목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Commented [A87]: To present quantity, unit price, total 

purchased amount, total cost of sale amount for each 

inventory code in the selected period.   

Commented [A88]: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89]: To present quantity, sale unit price, 

revenue, unit cost of sale and cost of goods sold, gross profit 

for each sold inventory code during the selected pr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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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장소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i) 매출총이익 내역서 

: 각 품목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비교하며, 매출총이익을 나타내는 내역서입니다.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재고자산 품목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재고자산 장소 범위 설정(F3 눌러서 목록에서 선택)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j) 매입환출 및 매출환입 

  

 

 

Commented [A90]: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91]: . 

Commented [A92]: To present quantity, revenue, cost of 

goods sold and gross profit for each sold goods type during 

the selected period. 

Commented [A93]: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94]: To present details in quantiy, value of 

inventory returned to vendor during the select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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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매입처에게 반품한 내역 조회시 “매입환출” 선택 

- 매출처에게 반품받은 내역 조회시 “매출환입” 선택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k) 원자재 입고 내역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l) 원자재 출고 내역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Commented [A95]: EN ver doesn’t have 

Commented [A96]: EN ver doesn’t have but VN ver have 

these sections  k l m n 

Commented [A97]: VN ver doesn’t have 

Commented [A98]: V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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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회계전표 인쇄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R1 : 입고한 원재료, 도구, 소모품 전표 출력 

- R4 : 반품한 재료, 도구, 소모품 전표 출력 

- S1 : 해당기간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도구, 소모품 전표 출력 

- S2 : 해당기간 배송한 상품, 완제품 전표 출력 

n) 재공품 내역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 조회할 회계기간 선택 (기산일/마감일) 

Commented [A99]: V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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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선택 Commented [A100]: VN ver does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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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모듈은 아래 3가지로 구성됩니다. 

▪ 설정: 분실, 손실된 세금계산서 

▪ 입력: 세금계산서 목록 및 검토 

▪ 보고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보고서 및 분실, 손실된 세금계산서 보고서, 세금계산서 사용 상태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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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a) 매출세금계산서 입력 

 

- 본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사항 

+ 세금계산서 양식 

+ 일련번호 

+ 수량 

+ 매출처 납세코드 

+ 매입처 납세코드 

- 출력 : 회사는 세금계산서 자가 발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출력: 

+ 계약서 번호 

+ 계약서 일자 

Commented [A101]: Missing in EN ver 

Commented [A102]: Different from VN ver 

Phân hệ này dùng để đăng ký phát hành hóa đơn. 

Cần phải nhập dầy đủ thông tin như : 

Tên công ty của mình, địa chỉ, mã số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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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소 세금계산서 입력 

 

본 기능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입력됩니다. 

세금계산서 취소 일자, 회사명, 주소, 납세코드, 취소 방법 등을 입력합니다. 

 

c) 분실 세금계산서 입력 

 

본 기능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입력합니다.  

보고서 번호, 보고 일자, 회사명, 주소, 납세코드, 세금계산서 분실 및 손실 사유에 대해 기입합니다. 

2. 입력 

a) 출고서, 내부이전 

외상매출금 및 재고자산 모듈에 입력한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 가능합니다.  Commented [A103]: Different from EN ver 

From Account Receivable module, it shall input invoices’ 

information to be printed this module or input the returned 

sales Inventory Management module. After processing the 

documents in this module, there will have a list of invoices to 

be pr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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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열(Printed)을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세부사항이 나타납니다.   

b) 세금계산서 내역 

 
외상매출금 모듈 또는 재고관리 모듈에서 입력한 세금계산서 조회시 목록에 나타납니다.  

인쇄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세부정보를 확인 후 인쇄 가능합니다. 

 

c) 세금계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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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세금계산서 번호를 입력하여, 인쇄상태 및 정보를 확인합니다.  

 

3. 보고서 

a)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b) 취소 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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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세금계산서 취소 건이 있는 경우, “인쇄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보고

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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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실 세금계산서 내역 

 

 

d) 세금계산서 사용 현황 

 

 

VIII. 구매요청서 



 

109 

 

 

 구매요청서 관리 모듈은 아래 3가지로 구성됩니다.  

▪ 입력: 구매요청서 입력 

▪ 실행: 구매요청서 결제 요청, 구매요청서 승인 

▪ 보고서: 구매요청서 내역 

 

1. 입력 

Purchase Order 

 
  

- 사용자는 구매 요청 승인을 위해 내부 결제를 요청합니다. 

- 모듈전표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구매요청일자, 매입처, 상세내용을 기재합니다. 

- 구매품목코드 선택, 수량, 단가, 세율 등을 입력합니다. 

-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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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a. Submit Batches 

 

- 작성한 구매요청서 중 내부결제를 올릴 전표를 선택하여 “실행”버튼을 선택합니다. 

 

b. Approved Batches 

 

 

-  승인할 구매요청서를 선택하여 “실행”버튼을 선택하면 승인이 됩니다. 

 

3.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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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출력시 “인쇄” 버튼 선택 

 

IX. 판매입력 

 
 

 판매입력 관리 메뉴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성된다. : 

▪ 입력: 매출주문서 입력 

▪ 전기: Submit Batches, Approved Batches 

▪ 보고서: Sale Order Report 

 

1. 입력 

-  매출처로부터 받은 매출주문서를 작성하는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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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전표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주문일자, 매출처, 상세내용을 기재합니다. 

- 판매품목코드 선택, 수량, 단가, 세율 등을 입력합니다. 

-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2. 전기 

a. Submit Batches 

 
 

  

b. Approved Batches 

 

Commented [A104]: Seniors may open Sales Order from 

customers to approve. If seniors agree a particular SO, he/she 

may click into approved box for thi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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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le Order Report 

 
 

-  조회할 회계기간을 선택 (기산일/마감일) 

- 미리보기시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 버튼, 출력시 “인쇄” 버튼 선택 

Commented [A105]: At the Approved order report, the 

SO with submit box and approved box being ticked are the 

approve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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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전자세금계산서 모듈 

 

 
 

1. 실정 

a. 통신사 등록 

 

- 통신제공업체 선택 

- 서비스 링크, 포털 서비스 주소 입력(예시. Example: https://api-sinvoice.viettel.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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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정등록 

 

- 통신제공업체(예시. Viettel)가 제공한 계정을 등록.  

+ 계정ID 

+ 비밀번호 

- 계정은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예시. 세무계정 : 11111a@A) 

 

c. 사용자 등록 

 

- 통신공급업체와 스마트북 간의 서비스 연결(Viettel) 

- 통신공급업체는 사용권한을 가진 하위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A106]: Different from EN ver 

Declare the login account, system account, service account 

from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ice provider. 

Commented [A107]: Different from EN ver 

Input full information for the user account, account for 

connect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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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련번호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양식(Commercial invoice 또는 내부사용 세금계산서)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유형, 일련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사항 

- 발행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금일로부터 25 일전까지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시) 오늘이 7 월 1 일인 경우 이전 25 일까지의 날짜로 발행이 가능하지만, 날짜와 세금계산서 번호는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a) 재고자산관리 모듈을 통해 입력된 세금계산서의 발행 

 

재고자산모듈 – “입력”-“매출” 기능에서 세금계산서 상태를 전기(Release)로 선택 

Commented [A108]: Different from EN ver 

Input full information: Invoice code, Invoice name, Invoice 

number, Serial invoice and supplier. 

Commented [A109]: 2.입력 

 

Commented [A110]: Different from EN ver 

This module is used to input invoi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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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모듈에서 선택한 전표가 데이터 시트에 표시됩니다. 

 

 

 

“전기(Release)” 버튼을 선택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후 “실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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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출처의 정보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초안발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초안에는 세금계산서 날짜, 세금계산서 번호는 나타나지 않으며 나머지 정보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본 기능은 다음과 같은 옵션을 포함합니다. 

- 발행한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취소 

- 세금계산서 PDF 로 다운로드 

세금계산서 양식을 목록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취소 

 

취소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취소일자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취소됩니다. 

 
 

Commented [A111]: 3.전기 

a.발행 

Commented [A112]: EN ver doesn’t have this part 

Commented [A113]: EN ver doesn’t have this 

From the list of invoices, choose the invoice to be issued, 

choose the processing method: Draft release, Release … 

Commented [A114]: b.관리 

Track invoices for a list of invoices, invoi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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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시스템 설정 

 

1. 부가세유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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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유형 및 환율 설정 

 
3. 거래조건 현황 

 
4. 계정 접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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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서별 기초잔액 

 
6.  코스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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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잡 센터 

 
8. 프로핏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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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팀별 비용, 이익 구성 

 
10. 팀별 비용, 이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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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전표검토 

1. 전표 정렬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순서대로 정렬되지 않은 전표를 정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렬할 각 모듈과 해당월을 선택합니다.(주의: 정렬 전, 각 모듈별로 전표를 전기(마감)전 실행합니다.) 

 

 
2. 전표 대차금액 확인 

 입력된 전표 중 대차가 맞지 않는 전표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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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표 중복기입 확인 

 입력된 전표 중 중복 기입된 전표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외상매출금 전표 확인 

  Commented [A115]: Use check to know the debt 

customers receivable fo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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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상매입금 전표 확인 

  

 
 

XIII. SETUP TOOLS  

Commented [A116]: Use supplier deb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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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2. 비밀번호 변경 

  

Commented [A117]: Used to configure the input form, set 

to get a decimal number, to round how many numbers after 

commas …. 

Commented [A118]: User can change password by 

himself to ensure the security of software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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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정보 

  

 
 

4. 보고서 양식 

  

Commented [A119]: Used to enter some basic 

information of the company, for displaying information on 

some cards, forms ... in reports. 

 

Commented [A120]: Manage menus in modules to show 

or not, some unnecessary menus will be hidden if not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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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듈권한설정 

  

 

Commented [A121]: Help manage which form users are 

allowed to use, thereby decentralizing user input to avoid 

input errors and increase data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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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모듈 

 

메인 메뉴에서, 예산 모듈은 총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입력 : 예산 입력 

▪ 보고서 : 예산에 대한 보고서 

 

1. 입력 

 

- 회사의 연간 예산을 설정하여 편성합니다.  

- 예산 편성 내용을 “적요”란에 베트남어,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 데이터 시트에 계정과목 코드, 부서/프로젝트, 코스트 센터를 선택합니다. 

- 1 월 ~12 월 편성한 예산을 입력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Commented [A122]: EN, VN vers don’t have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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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 조회할 월/년도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계정과목 코드를 선택하고 조회할 팀/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 “인쇄 미리보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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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동기화 

 

 

자료의 동기화는 업로드된 데이터와 다운로드한 데이터가 중앙서버에서 여러 데이터 소스간의 

교환 및 동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정보 교환 및 동기화 과정을 위해 SQL 서버 사본을 이용합니다. 

 

SQL서버 사본은 데이터 복사,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암호화 기술, 데이토 분산 및 데이터 

동기화 와 데이터 통합이 수행됩니다. 

 

본 기술은 서버간 상위 거래를 통해 사용되며, 확장성, 가용성, 자료 및 보고서, 여러 위치로부터의 

데이터 통합, 비동기 데이터 통합 및 배치절차 분할 실행 등을 실시합니다. 결합한 사본은 주로 데

이터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응용프로그램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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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로컬 소프트웨어에서 중앙시스템으로 인터넷 연결 시 자동으로 실행되며, 아래 두가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분류 1: 회사 내 로컬 소프트웨어 설정 

분류 2: SS audit의 중앙시스템은 중앙서버에서 자료를 집중 관리 

 

기업의 로컬 소프트웨어 정보의 동기화 및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

앙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당사의 중앙시스템은 로컬 데이터 시스템 복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복원 및 유지보수는 인터넷

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행 가능합니다. 

 

장점: 

- Window 유형과 Web유형의 장점을 결합 

-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의 높은 가용성 

- 데이터 복사 및 원격시스템, 보호 및 복원 기능 

- 정보를 정확하고 적시에 반영 자능 

- 통신을 수행하는 동안 데이터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