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S ERP
매뉴얼
[기준정보, 재무/회계 편]
ver. 2018

‘

목차
I.

전표 / 세금계산서 관리 ----------------------------------------------1.

2.

전표관리

-----------------------------

1)
2)

----------------- 6
----------------- 29

전표관리
회계전표 엑셀변환

세금계산서

-----------------------------

1)
2)
3)

----------------- 34
----------------- 48
----------------- 53

세금계산서 관리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6

34

3.

전자세금계산서

-----------------------------

57

4.

이세로자료 관리

-----------------------------

71

II. 통장 / 신용카드내역 관리 ---------------------------------------------1.

2.

통장거래내역 관리

-----------------------------

1)
2)
3)

----------------- 80
----------------- 85
----------------- 86

계좌등록 및 수정
거래내역 업데이트
통장거래내역 관리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III. 원장 조회

-----------------------------

5

79

80

96

------------------------------------------------------- 104

1.

계정별원장

-----------------------------

105

2.

거래처원장

-----------------------------

108

3.

프로젝트별원장

-----------------------------

114

4.

부서별원장

-----------------------------

120

5.

구분별원장

-----------------------------

126

6.

종합별원장

-----------------------------

131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

137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

141

(주) 에이알소프트

목차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

145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

149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

153

12. 프로젝트별 예산현황

-----------------------------

157

IV.

결산 / 재무제표 관리 ---------------------------------------------1.

2.

3.

이월

-----------------------------

1)
2)
3)
4)

-----------------------------------------------------------------

이월일반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

1)
2)
3)
4)
5)
6)

-------------------------------------------------------------------------------------------------

-----------------------------

1)
2)
3)
4)
5)
6)

-------------------------------------------------------------------------------------------------

IV. 기타자료 관리

182

182
186
190
194
198
201

관리용재무제표
프로젝트별 손익
예산자료 입력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분개장

162

162
163
171
177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잉여금처분계산서
일,월계표

161

203

203
205
207
209
213
215

---------------------------------------------------

1.

자금일보

-----------------------------

218

2.

감가상각명세서 관리

-----------------------------

220

3.

결산부속명세서

-----------------------------

226

217

(주) 에이알소프트

목차
IV. 마감대체

----------------------------------------------------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

231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

233

3.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

236

4.

장부마감

-----------------------------

238

VII. 기초정보관리

----------------------------------------------------

1.

지점정보

-----------------------------

240

2.

사업부정보

-----------------------------

243

3.

거래처정보

-----------------------------

246

1)
2)

----------------- 246
----------------- 249

거래처정보
거래처 엑셀변환

4.

프로젝트관리

-----------------------------

255

5.

구분내역관리

-----------------------------

258

6.

부서정보관리

-----------------------------

261

7.

종합코드관리

-----------------------------

263

8.

계정과목관리

-----------------------------

265

1)
2)
3)
4)

-----------------------------------------------------------------

9.

계정관리 일반
통합계정관리
계정그룹관리
상세계정관리

-----------------------------

276

10. 재무제표 표시

-----------------------------

278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
원가명세서 재공품 편집
매출원가

VIII. 회사관리자
1.

-----------------------------------------------------------------

278
287
290
293

----------------------------------------------------

회사공인인증서 등록

239

265
268
271
273

적요관리
1.
2.
3.
4.

230

-----------------------------

296

296

(주) 에이알소프트

I. 전표 /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2. 세금계산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이세로 관리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화면|

②

①

③
④

⑤

|개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한다.

① 조회조건 설정창 : 저장된 전표 조회를 위한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창이다.
② 주요 버튼 창 : 전표관리 화면에서 이용되는 버튼들이다.
③ 전표목록 창 : DB에 저장되어 있는 전표목록 중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전표들을 표시한다.
④ 전표입력정보표시 창 : 선택된 전표에 대한 입력시간, 수정시간, 입력자, 승인날짜 등의 입력정보를 표시
한다.
⑤ 전표입력 창 : 선택된 전표에 대한 금액, 계정정보, 거래처정보, 적요 등 내용정보를 표시한다. 전표추가
모드와 전표수정모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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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회조건 설정 창 |
조회조건 설정 창
창 안내
저장된 전표 조회를 위한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창이다.

화면

버튼 안내
표시

•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표 중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지점, 사업부 부합하는 회

계전표를 일자순(혹은 입력순)으로 표시한다.

찾기

•

조회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금액(혹은 텍스트)을 입력한 후 ‘찾기’를 클릭하면 회계전표 조회

결과 목록 중 일치하는 부분을 목록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찾는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회계전표를 검색할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지점명 / 사업부

•

회계전표를 검색할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모든 지점과 사업부내의 회계전표를 검색하

고자하면 ‘전체’를 선택하면 된다. 지점과 사업부는 기준정보 메뉴에서 지점관리와 사업부관리에
등록된 곳들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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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회조건 설정 창 , 주요버튼 창 |
조회조건 설정 창
일자순 / 입력순

•

검색된 회계전표 목록을 일자순(혹은 입력순)으로 조회한다. 일자순은 전표일자순을 의
마하고, 입력순은 전표를 입력한 시간 순을 의미한다.

전표승인여부

•

전표승인기능 사용 시 나타나는 부분이다. 전표승인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전표만 조회할
수 있다.

주요버튼 창
창 안내
전표관리화면의 주요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

버튼 안내
승인 / 승인취소

•

전표승인기능 사용 시 나타나는 버튼이다. 선택한 전표를 승인하거나 승인취소할 수 있
다.

•

승인된 전표만 모든 장부 및 재무제표 등에 반영된다.

추가

•

새 전표를 입력할 때 클릭한다. 화면 하단의 전표내용표시 창이 전표추가모드가 되며 분
개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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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2) – 버튼 |
주요버튼 창
수정

•

화면 하단의 전표내용표시 창이 전표수정모드로 전환된다. 전표목록창에서 클릭되어 있
는 부분에 해당하는 전표 내용이 전표내용표시창에 보여지며, 해당 전표를 수정할 수 있
다.

삭제

•

전표목록창에서 클릭한 행에 해당되는 전표가 삭제된다.

보기 / 인쇄

•

출력할 전표를 선택체크(V)한 다음, ‘보기’ 혹은 ‘인쇄’를 클릭한다. ‘보기＇는 인쇄미리보
기 화면이며 ‘인쇄＇는 인쇄화면이다.

양식

•

선택체크(V)된 전표 출력시 출력양식을 지정할 수 있다.

엑셀

•

현재 전표목록 창에 표시된 전표들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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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전표목록 창 |
전표목록 창
창 안내
저장되어 있는 전표 중 선택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표시된다.

화면

항목 안내
전표일자

•

전표의 전표일자가 yyyy-mm-dd 형태로 표시된다.

구분

•

전표 분개시 입출구분을 의미한다. 1. 출금 / 2. 입금 / 3. 차변 / 4. 대변

계정번호 / 계정명

•

전표 분개시 계정번호와 계정명을 표시한다. 계정번호와 계정명은 기준정보의 상세계정
메뉴에 저장한 정보를 이용한다.

금액

•

전표 분개 시 금액을 표시한다.

적요

•

전표 분개 시 적요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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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전표목록 창 |
전표목록 창
지점 / 사업부

•

해당 전표 저장시 입력된 지점 및 사업부를 표시한다. 지점과 사업부를 정확히 저장해야
재무제표 등을 표시할 때 지점별, 사업부별로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다.

계산서발행

•
•

해당 전표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 필드에 세금계산서 종류가 표시된다.
0. 없음 / 1. 매출세금계산서 / 2. 매입세금계산서/ 3. 매출계산서/ 4. 매입계산서/ 5. 현
금, 신용카드 매출/ 6. 신용매입,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7. 수출 / 8. 면세농산물

선택

•

전표를 선택 시 이 필드에 체크(V) 한다.

승인여부

•

전표관리에서 승인제도를 사용 시 보여지는 필드이다. 해당 전표가 승인처리되었는지,
미승인 상태인지를 표시한다. 승인된 전표만 각 장부 및 재무제표 등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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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4) – 전표 입력정보 표시 창 |
전표 입력정보 표시 창
창 안내
선택된 전표에 대한 입력시간, 수정시간, 입력자, 승인날짜 등의 입력정보를 표시한다.

화면

항목 안내
전표번호

•

전표일자로 시작되는 전표번호는 각 전표의 고유 번호이다. 예를들어 전표일자가 2018
년 8월 1일이고 그 일자의 4번째 전표라면 전표번호는 20180801004 이다. 전표일자
가 변경되면 전표번호변경된다.

전표적요

•

전표 분개시 입출구분을 의미한다. 1. 출금 / 2. 입금 / 3. 차변 / 4. 대변

지점 / 사업부

•

해당 전표의 지점명과 지점코드, 혹은 사업부명과 사업부번호를 표시한다.

입력

•

전표를 최초 저장한 입력시간과 입력자 id를 표시한다.

수정

•

전표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수정시간과 수정자 id를 표시한다.

승인

•

해당 전표의 승인 일시와 승인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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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일반
전표내용 표시 창에서 ‘추가모드＇와 ‘수정모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버튼과 필드에 대해 설명한
다.

버튼
행삽입

•

클릭(선택)되어 있는 행의 위에 빈 행을 삽입한다. 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행은 다른 행
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이용하여 다른 행으로 커서 이동시 자동 삭제된다.

현재행삭제

•

선택한 행을 삭제한다.

분개항목 설정

•

마이다스는 사용자가 각자의 분개내용에 맞게 분개항목을 설정한다. (작업안내 페이지
참조)

계정관리

•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메뉴가 표시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계정수정이
가능하다.

적요등록

•

기준정보 > 적요관리 메뉴가 표시된다. 필요에 따라 자주 쓰는 적요를 등록하면 이후
분개시 빠르고 간편하게 적요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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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저장

•

입력 및 수정한 내용을 저장한다. (단축키 : F4) 최초 저장시 저장한 시간과 저장한
id가 해당 전표의 정보로 저장되고, 수정시에는 수정한 시간과 수정한 id가 저장된
다. 이는 전표를 선택 시 전표 입력정보 표시 창에 이용된다.

세금계산서

•

해당 전표에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다. (단축키 : F6) 세금계
산서가 발행된 전표에는

아이콘이 전표입력창 우측 상단에 표시된

다. 또한, 전표목록 창에서 해당 전표에 해당하는 행의 계산서발행 필드에 발행된 세
금계산서 종류가 표시된다.

전표추가

•

새 전표를 입력할 수 있게 전표 입력 창이 ‘전표추가’모드로 전환된다.

현재전표삭제

•

현재 전표입력 창에 표시되고 있는 전표가 삭제된다. 연결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시에는 함께 삭제할 것인지 묻는 안내창이 나온다.

전표인쇄 / 미리보기

•

현재 전표입력 창에 표시되고 있는 전표를 인쇄 / 인쇄미리보기 한다.

양식선택

•

전표를 인쇄할 때 어떤 양식으로 인쇄할 것인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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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거래처등록

•

분개시 거래처조회에 보여질 거래처를 등록한다. 등록한 거래처는 기준정보 > 거래처

정보 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 화면의 거래처등록 창은 거래처정보 화면의 ‘추가＇모드
일 때 화면과 동일하다.

공통 필드
전표번호

•

자동으로 부여되는 각 전표의 고유번호이다. 사용자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표일
자와 각 일자의 몇번째 전표인지를 함께 표시한다. yyyy년 mm월 dd일에 n번째로 입
력된 전표의 경우, 전표번호는 yyyymmdd00n 이다. 만약, 전표수정으로 인하여 전표
일자가 변경되면 전표번호 역시 자동으로 변경된다.

전표일자

•

전표 일자를 입력하는 필드이다. 마우스로 클릭 시 달력이 표시된다. 키보드를 이용하
여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해도 된다.

전표적요

•

전표 전체에 대한 적요를 입력한다. 공백이 가능하다.

지점명 / 사업부

•

전표의 지점과 사업부를 입력한다. 각 전표마다 해당 지점과 사업부를 정확히 입력해
야 모든 장부와 재무제표 등 결산 시 지점별/사업부별로 조회할 때 정확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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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차변합계 / 대변합계 / 차이

•

입출구분에 따른 차변과 대변의 각각의 총 합을 표시한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
치하여 차이가 0일때만 전표의 저장이 가능하다.

입력 항목 안내




전표 입력 창의 분개항목은

을 클릭하고 분개항목 설정 창에서 한다.

각 분개항목을 정확히 입력해 놓으면 각 장부에서 거래처별, 계정별, 프로젝트별 등 각 분개
항목별 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입출구분

•

1. 입금 / 2. 출금 / 3. 차변 / 4. 대변 이며 입출구분 셀을 더블클릭하여 1~4 중 선택하

거나, 직접 키보드로 1~4를 입력한다.

계정명 (F2 : 계정코드 조회)

•
•
•

계정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계정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계정번호나 계정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계정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계정코드 조회 창에서 입력할 계정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자동 입
력된다.

•

계정수정은 아래

에서 할 수 있다.

금액

•

각 계정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단, 차변 금액의 합과 대변 금액의 합이 일치해
야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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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적요 (F2 : 적요 조회)

•
•
•

적요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적요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적요번호나 적요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적요를 조회할 수 있다.
적요 조회 창에서 입력할 계정을 더블클릭하거나, 적요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자동 입
력된다.

•

적요수정은 기준정보 > 적요조회 에서 할 수 있다.

거래처명 (F2 : 거래처 조회)

•
•
•

거래처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거래처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거래처번호나 거래처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거래처를 조회할 수 있다.
거래처 조회 창에서 입력할 거래처를 더블클릭하거나, 거래처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자동 입력된다.

•
•

거래처수정은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에서 할 수 있다.
거래처등록은 아래

를 클릭한다.

예산명 (F2 : 예산항목정보 조회)

•
•
•

예산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예산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예산번호나 예산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예산을 조회할 수 있다.
예산항목정보 조회 창에서 입력할 예산을 더블클릭하거나, 예산 선택 후 선택을 누르
면 자동 입력된다.

•

예산수정은 기준정보 > 예산항목관리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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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구분명 (F2 : 구분내역 조회)

•
•
•

구분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구분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구분번호나 구분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구분을 조회할 수 있다.
구분내역 조회 창에서 입력할 구분을 더블클릭하거나, 구분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자
동 입력된다.

•

구분수정은 기준정보 > 구분내역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사원명 (F2 : 사원정보 조회)

•
•
•

사원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사원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사원번호나 사원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사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사원정보 조회 창에서 입력할 사원을 더블클릭하거나, 사원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자
동 입력된다.

•

사원정보 수정은 인사관리 > 사원정보조회 에서 할 수 있다.

외화금액 / 환율

•

외화금액과 환율을 입력시, 계정별 원장을 비롯한 각 원장에서 외화금액표시를 이용할
때 표시된다.

•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전표입력시 외화*환율=원화 자동계산에 체크하면,
분개시 외화금액과 환율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액 란에 원화가 입력된다.



참고)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외화금액 관리기능 사용 을 체크하면, 전기
분 이월 페이지, 거래처원장, 프로젝트원장, 거래처별계정별원장, 거래처별 프로젝트

별원장 등에서 외화금액표시란이 자동 체크되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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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프로젝트명 (F2 : 프로젝트 조회)

•
•
•

프로젝트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프로젝트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프로젝트번호나 프로젝트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조회할 수 있다.
프로젝트 조회 창에서 입력할 프로젝트를 더블클릭하거나, 프로젝트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자동 입력된다.

•

프로젝트수정은 기준정보 > 프로젝트관리 에서 할 수 있다.

부서명 (F2 : 부서정보 조회)

•
•
•

부서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부서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부서번호나 부서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부서정보 조회 창에서 입력할 부서를 더블클릭하거나, 부서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자
동 입력된다.

•

부서수정은 기준정보 > 부서정보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종합명 (F2 : 종합코드정보 조회)

•
•
•

종합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종합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종합코드나 종합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종합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종합코드정보 조회 창에서 입력할 종합코드를 더블클릭하거나, 종합코드 선택 후 선택
을 누르면 자동 입력된다.

•

종합코드 수정은 기준정보 > 종합코드관리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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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1. 공통사항
원가명 (F2 : 원가중심점 조회)

•
•

원가중심점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원가중심점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원가중심점 코드나 원가중심점명 필드에서 F2를 누르면 원가중심점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

원가중심점 조회 창에서 입력할 원가중심점을 더블클릭하거나, 원가중심점 선택 후 선

택을 누르면 자동 입력된다.

•

원가중심점 수정은 재고관리 > 원가중심점 등록 에서 할 수 있다.

입력 공통 사항 안내

•
•
•
•

입력하는 그리드(표)는 마우스 클릭, 키보드 화살표 및 엔터 로 셀 이동이 가능하다.
각 행의 마지막 셀에서 엔터를 누르면 빈 행이 하나 추가된다.
마지막 행의 모든 셀에서 키보드 화살표 아래방향을 누르면 빈 행이 추가된다.
여러 행의 중간에 행을 삽입하고 싶다면, 행을 클릭하고

을 클릭하면, 선택했던 행의

위에 빈 행이 삽입된다.

•

빈 행(다른 셀에 입력값이 있어도 금액이 0원이라면 빈 행으로 간주)에서 키보드 화살표 윗방향
을 누르면 빈 행이 삭제된다. 만약, 빈 행의 아래에 다른 행이 있다면 키보드 화살표를 아래방향으
로 눌러도 빈 행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

윗 행에 금액, 거래처명, 프로젝트명 등이 입력되어 있다면 그 밑의 행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윗 행
의 셀 정보가 그대로 자동 입력된다.따라서 빠르고 편리하게 분개작업이 가능하다.

•

사용하지 않는 분개항목은

에서 편집을 통하여 표시하지 않음으로 저장해 놓

으면 분개작업이 더욱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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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2. 전표추가 모드
창 안내
새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입력 칸이 빈 칸으로 이루어진 창이다. 좌측 상단의 ‘전표추가＇모드
글씨를 확인할 수 있다.

화면

버튼안내
붙여넣기

•

‘전표수정’ 모드에서 복사한 전표복사 내용이 있다면, ‘전표추가＇모드에서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면 복사해 놓았던 내용이 그대로 붙여넣기 된다.

•

같은 내용의 전표가 다른 일자로 여러 번 발생 시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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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3. 전표수정 모드
창 안내
전표목록 창에서 전표를 더블클릭하거나 수정버튼을 누르면 전표 입력창이 ‘전표수정＇모드로 전환
되며 해당 전표 내용이 보여진다. 원하는 부분을 수정 후 저장(단축키:F4)를 누르면 수정내용이 반영
된다.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수정내용은 반영되지 않는다.

화면

전표정보 표시
세금계산서 존재 여부

•

현 전표에 연결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라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승인여부

•
•
•

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승인여부가 표시된다.
와

로 승인여부가 표시된다.

승인된 전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전표를 승인취소 후 수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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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전표 입력 창 |
전표 입력 창
3. 전표수정 모드
버튼안내
전표복사

•
•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전표입력 창에 보여지는 전표의 내용이 복사된다.
그 후,

를 클릭하여 ‘전표추가‘ 모드로 전환한 후

를 클릭한다.

증빙보기

•

저장된 증빙을 볼 수 있다.

불러오기

•

증빙에 첨부할 파일을 불러온다.

증빙저장

•

불러온 증빙을 저장한다.

증빙삭제

•

첨부되어 있는 증빙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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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작업안내|
전표입력 창 분개항목 설정하기
①
②

을 클릭한다.
전표 입력창에 표시될 분개항목 내용과 표시순서를 설정한다.

 우측 ‘표시 안할 항목‘에서 좌측＇표시할 항목’으로 전표 입력창에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을 표시내용설
정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좌측 ‘표시할 항목＇에서 각 표시항목을 클릭한 후 표시순서결정 보튼을 이용하여 이동시켜 표시순서를
정한다.

③ 분개항목설정 변경이 완료되면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저장하고 전표 입력창의 분개
항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한다.
 최초 설정으로 돌리려면 ‘최초 설정으로’ 를 클릭하면 된다.
 변경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종료＇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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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작업안내|

전표 승인제도 설정
①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을 클릭한다.
 재무회계 > 전표관리 內

이나

을 클릭해도 된다.

② 일반 탭을 클릭한다.
③

을 클릭한다.

④ 전표승인제도를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 버튼 및 아이콘을 확인한다.

전표 입력하기
①

혹은

② 전표입력창이

를 클릭한다
모드로 전환된다.

③ 전표일자와 적요, 지점 및 사업부 등을 입력하고 분개를 한다.
④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한다.

⑤ 입력한 전표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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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작업안내|
전표 수정하기
① 전표목록 창에서 수정할 전표를 더블클릭하거나, 수정버튼을 누른다.
② 전표입력 창이

모드가 된 것을 확인한다.

③ 저장되어 있는 전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을 수정한다.
④

을 클릭하여 다시 전표를 재저장한다.

전표 삭제하기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① 전표목록 창에서 삭제할 전표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하면 삭제 경고창이 뜬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전표가 삭제된다.

혹은

① 전표목록 창에서 삭제할 전표를 더블클릭한다.
② 전표목록창 내의

를 클릭하면 전표가 삭제된다.

저장된 전표 조회하기
① 조회할 기간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② 조회할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③ 전표승인제도 이용시, 전표승인여부를 선택한다.
④

를 클릭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전표 목록이 전표목록창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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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작업안내|
전표 출력 양식
①

혹은

버튼을 클릭하면 전표 출력양식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의 재무회계 탭에서 전표양식을 정할 수도 있다.
③ 영문전표로 출력에 체크하면 전표입력창 및 전표 관리 메뉴가 영문으로 표시된다. 또한, 전표출력
물도 영문으로 표시된다.
④ 전표 출력 시 상단의 결재란 표시 변경은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의 일반 탭에서 결재란 내용을 입
력한다.
 전표 출력 양식은 아래와 같다.

세로3장(양식그리기)

세로2장(양식그리기)

가로2장(양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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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1) 전표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작업안내|
전표 출력 양식

특수(A4양식지)

세로1장(특수양식그리기)

가로1장(양식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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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전표 전자결재

1. 전표관리

2) 전표 전자결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전표 전자결재란 ? |
전표전자결재 기능을 이용하면 전표 입력 시 승인자, 참조자, 담당자, 회람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전표 제출 시
해당 전표의 승인자, 담당자 등에게 결재가 필요한 전표가 표시된다.
승인자, 담당자, 참조자는 해당 전표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결재자는 회사관리자만 지정 가능하다.

전표 전재결재 기능 이용시에만 결재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전표 표시 창]의 상단에 표시된다.

| 전표 전자결재란 이용 시 전표 화면 |
전표 전자결재를 위하여 [결재자 지정 창]을 띄우는 2가지 방법
• [전표관리] 메뉴에서 전표 입력 시 항상 [결재자 지정 창]이 표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회사관리
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전표승인제도 사용]에 체크한다.
• 특정 전표에 대해서만 전표 전자결재를 하고 싶은 경우 : [전표 입력 창]에서 해당 전표 내용이 표시된
상태에서 ‘전자결재 사용＇에 체크(v)하면 해당 전표에 대해서만 전자결재가 가능하며, 타 전표 입력 및
수정 시에는 [결재자 지정 창]이 표시되지 않는다.

전자결재 사용 시 표시되는 [결재자 지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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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전표 전자결재

1. 전표관리

2) 전표 전자결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결재자 지정하기 (1) |
•

각 결재라인 옆에는 돋보기 아이콘 버튼이 있다.

•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결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원, 즉 회사관리자 목록이 표시된다.

•

그 중 한 명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후 '선택'을 누르면 해당 결재라인 옆에 선택한 회사관리자(사원)명이 표
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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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전표 전자결재

1. 전표관리

2) 전표 전자결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결재자 지정하기 (2) |
•

모든 결재라인은 한 명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한 결재라인에 두 명 이상의 사원을 입력해도 된다.

•

이름 옆 'x'를 클릭하면 해당 회사사용자가 삭제된다. 단, 승인이 완료된 승인라인, 참조라인의 결재자, 마감
한 담당자는 삭제가 불가하다.

| 결재자 분류 |
•

승 인 자 : 제출된 전표를 승인할 최종 승인자를 지정한다. 승인된 전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한다.

•

참 조 자 : 제출된 전표를 참조할 참조자를 지정한다.

•

담 당 자 : 제출된 전표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

회 람 자 : 제출된 전표를 회람할 수 있는 회람자를 선택한다. 전체 인원이 회람하길 원하는 경우 '전체회람'
에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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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전표 전자결재

1. 전표관리

2) 전표 전자결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결재 방법 |
•

지정된 결재라인 별로 해당 제출 전표를 확인하는 화면이 다르다.

•

결재(혹은 업무처리) 시 메세지가 있다면 입력한 후 승인 버튼(혹은 마감버튼, 회람 버튼)을 누르면 반영된다.

•

결재(마감) 결과에 따라 반려 버튼(혹은 마감해제 버튼, 회람 취소 버튼)을 누르면 반영된다.

→ 승 인 자 : [그룹웨어 > 전자결재] (결재분류 : 승인)
→ 참 조 자 : [그룹웨어 > 전자결재] (결재분류 : 참조)
→ 담 당 자 : [그룹웨어 > 내업무처리]
→ 회 람 자 : [그룹웨어 > 회람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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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전표 전자결재

1. 전표관리

2) 전표 전자결재
위치 : 재무회계 > 전표관리

| 결재 상태 확인 |
•

승인(마감)한 승인자는 테두리가 초록색, 반려한 승인자는 테두리가 빨간색, 아직 미처리인 승인자는 테
두리가 하얀색이다.
아래의 예에서 강부장은 승인, 허과장은 반려, 김대리는 미처리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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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회계전표 엑셀변환

1. 전표관리

2) 회계전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회계전표 엑셀변환

|화면|

|개요|
마이다스 프로그램 내 저장되어 있는 회계전표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일괄 저장하거나, 거꾸로 회계전표 정보
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마이다스로 업로드하여 회계전표를 DB에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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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회계전표 엑셀변환

1. 전표관리

2) 회계전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회계전표 엑셀변환

| 탭 (1) - 엑셀파일설정 |
화면

화면안내
불러 올 엑셀파일의 데이터 형태에 관한 안내화면이다.

작업안내
엑셀파일설정 탭에 표시된 대로 엑셀파일의 열을 구성해야 한다.
필수항목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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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회계전표 엑셀변환

1. 전표관리

2) 회계전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회계전표 엑셀변환

| 탭 (2) - 엑셀불러오기 |
화면안내
자료형식설명 탭에 기술된 형식으로 만들어진 엑셀파일을 마이다스로 읽어오는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일괄 저장한 회계전표는 저장자료삭제탭에서 일괄 삭제가 가능하다.

버튼안내
①

: 읽어올 엑셀파일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②

: 원본파일명에 입력된 엑셀파일을 읽어와서 화면에 내용을 표시해 준다.

③

: 화면에 표시된 엑셀파일 내 회계전표를 마이다스에 저장한다.

작업안내
①

불러올 엑셀파일을 선택 입력한다.

②

를 클릭하여 엑셀파일의 내용을 읽어온다.

③

을 클릭하면 선택(V)한 세금계산서가 DB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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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회계전표 엑셀변환

1. 전표관리

2) 회계전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회계전표 엑셀변환

| 탭 (3) - 저장자료삭제 |
화면

화면안내
엑셀불러오기 탭에서 일괄 저장한 회계전표를 일괄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이다. 저장차수 별로 일괄 삭제가 가능하다.

버튼안내
①

: 엑셀불러오기 탭에서 저장한 일자와 순서대로 저장차수가 부여된다. 삭제
하려는 저장차수를 선택하면 해당 저장차수 때 저장되었던 회계전표 목록이 보여진다.

②

: 선택된 저장차수에 저장된 모든 회계전표를 표시한다.

③

: 삭제를 클릭하면 선택된 저장차수의 모든 회계전표가 삭제된다.

작업안내
①
②
③

삭제할 저장차수를 선택한다.
를 눌러 일괄 삭제할 회계전표가 맞는지 확인한다.
를 눌러 해당 저장차수에 해당하는 회계전표들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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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1. 전표관리 > 2) 회계전표 엑셀변환

1. 전표관리

2) 회계전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회계전표 엑셀변환

| 탭 (4) – 엑셀로 내보내기 |
화면

화면안내
DB에 저장되어 있는 회계전표 정보를 엑셀파일로 일괄 저장할 수 있다.

버튼안내
①

: 저장되어 있는 회계전표중 선택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회계전표 정보를 읽어온다.

②

: 조회된 회계전표를 엑셀파일로 변환한다.

작업안내
①

지점 및 사업부를 선택한다.

②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③

를 클릭하여 선택조건에 부합하는 회계전표를 조회한다.

④

을 클릭하여 회계전표 조회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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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화면|

①
②

③

|개요|
① 조회조건 설정 창 : 저장된 전표 조회를 위한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창이다.
② 세금계산서 목록 창 :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들을 보여주는 창이다.
③ 세금계산서 입력 창 : 세금계산서 목록창에서 선택된 특정 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여주거
나,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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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회조건 설정 창 |
조회조건 설정 창
창 안내
저장된 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한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창이다.
‘세금계산서 확정 여부’ 및 ‘자료확정‘,’승인취소’버튼은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에서 세금계
산서 승인제도에 체크(V) 되어 있는 경우에만 노출된다.

화면

버튼 안내
불러오기

•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중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지점, 사업부,

전자서명여부, 거래처승인 여부, 세금계산서 확정여부 조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표시
한다.

찾기

•

불러온 세금계산서 목록 중에서 세금계산서 종류 / 국세청 처리 / 표시순서 / 금액 에 부

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찾는다.



세금계산서 종류 : 특정 종류의 세금계산서를 찾을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 매입세금
계산서 / 매출계산서 / 매입계산서 / 현금, 신용카드 매출 / 신용매입,매입자발행세금계
산서 / 수출 / 면세농산물’



국세청 처리 : ‘미전송 / 처리중 / 처리완료 / 에러’ 처리상태를 특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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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회조건 설정 창 |
조회조건 설정 창



표시순서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순으로 세금계산서 검색 결과 목록을 조회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입력한 순으로 세금계산서 검색 결과 목록을 조회한다. ‘일자순 / 입력순‘



금액 : 찾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세금계산서를 검색할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Yyyymmdd형태로 키

보드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지점명 / 사업부

•

세금계산서를 검색할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모든 지점과 사업부내의 세금계산서

를 검색하고자 하면 ‘전체’를 선택하면 된다. 지점과 사업부는 기준정보 > 지점관리와 사업
부관리에 등록된 곳들이 나타나게 된다.

전자서명

•

전자서명 여부를 나누어 검색할 수 있다. 만약 전자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조회하려면 ‘전
체＇를 선택하면 된다.

거래처승인

•

거래처 승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거래처 승인 여부에 관계없
이 조회하려면 ‘전체＇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확정 여부

•
•

세금계산서 승인제도 사용 시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박스가 보이게 된다.
세금계산서 확정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세금계산서 확정 여부
에 관계없이 조회하려면 ‘전체＇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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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회조건 설정 창 |
조회조건 설정 창
자료확정 / 승인취소

•
•

세금계산서 승인제도 사용 시 이 버튼들이 보여진다.
선택한 세금계산서를 확정하려면 ‘자료확정’ 버튼을 클릭한다. 자료확정이 승인 된 세금
계산서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페이지 등에서 조회된다.

추가

•
•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입력 시 이 버튼을 누른다.
세금계산서 입력 창이 ‘추가＇모드가 된다.

수정

•
•

기존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 시 이 버튼을 누른다.
세금계산서 목록 창에 있는 세금계산서 중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누

르면 세금계산서 입력창이 ‘수정＇모드가 된다.

삭제

•

세금계산서 목록 창에 있는 세금계산서 중 삭제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누
르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삭제된다.

보기 / 인쇄

•

인쇄할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V) 후 ‘보기’를 누르면 인쇄미리보기창이 뜨고, ‘인쇄’를
누르면 인쇄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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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세금계산서 목록 창 |
세금계산서 목록 창
창 안내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중 선택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표시된다.

화면

항목 안내
종류

•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된다.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yyyy-mm-dd 형태로 표시한다.

공급가액 / 세액

•

세금계산서의 해당 금액을 1원단위로 표시한다.

거래처명

•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명을 표시한다. 거래처는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페이지에 등록되
어 있는 거래처정보를 이용한다.

사업자번호

•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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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세금계산서 목록 창 |
세금계산서 목록 창
업태 / 종목

•

거래처의 업태와 종목을 표시한다.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의 해당 거래처에 등록되어 있
는 업태와 종목을 이용한다.

전표번호

•

해당 세금계산서에 연결된 전표번호를 표시한다.

전자서명

•

회사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거래처승인

•

거래처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승인이 되었는지, 또는 자체승인인지 등을 표시한다.

국세청처리

•

해당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미전송상태인지, 또는 처리완료, 처리에러 등의 상태인지를
표시한다.

선택

•

세금계산서 조회 목록 중 특정 세금계산서만 인쇄 / 미리보기를 하려 할 때 선택할 수 있
게 해놓은 체크박스이다.

지점코드 / 사업부

•

해당 세금계산서에 저장되어 있는 지점코드와 사업부를 표시한다. 이를 이용하여 지점별
/ 사업부별 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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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세금계산서 목록 창 |
세금계산서 목록 창
자료확정

•

세금계산서 승인제도를 이용할 때만 이 항목이 보인다. 승인(자료확정) 여부를 표시한다.

세금계산서 정보
선택한 세금계산서의 입력정보(종류, 지점, 입력시간 및 입력ID, 수정시간 및 수정ID, 서명, 메일전송
여부, 승인IP, 승인자 메일주소, 승인일자, 국세청전송여부)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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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세금계산서 입력 창 |
세금계산서 입력 창
1. 공통사항
일반
세금계산서 입력 창에서 ‘세금계산서입력＇탭과 ‘상세내역입력＇탭, ‘안분,불공정보’탭 에서 공통적
으로 보이는 버튼에 대해 설명한다.

버튼
저장 ( 단축키 : F4 )

•

입력 및 수정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저장한다.

현재 세금계산서 삭제

•

현재 세금계산서 입력 창에 보여지는 세금계산서를 삭제한다. 연결된 전표가 있다면
함꼐 삭제도 가능하다.

분개 ( 단축키 : F6 )
자동분개편집에서 저장해 놓은 자동분개유형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분개＇를 클릭하면 저
장해놓은 항목대로 전표생성을 할 수 있다. 또한 생성된 전표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연결되
어 있다. 연결된 전표번호는 ‘전표번호‘ 항목에서 확인된다.

자동분개편집

•
•
•

자동분개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뜬다.
를 눌러 새 자동분개유형을 추가할 행을 만든다.
유형선택(매출 혹은 매입)을 선택하고 유형명을 입력한다. 그 후 아래 표에 분개에 이
용될 계정명을 편집한다. (계정번호 조회 : F2)

•
•
•

을 클릭하여 자동분개항목을 저장한다.
유형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유형을 클릭하고

를 누른다.

마이다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유형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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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세금계산서 입력 창 |
세금계산서 입력 창
2. 세금계산서 입력 탭
입력항목 안내
세금계산서 종류

•

1

2

3
4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 종류를 선택하면, 각 부분 코드가 합쳐져 3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일반

0

과세

1

영세율

0

과세

0

일반

0

과세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0

과세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1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2

안분계산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1

현금,신용카드매출

0

과세

0

일반

0

과세

4

면세농산물

0

과세

의제매입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0

일반

현금매출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1

영세율

현금매출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2

면세

현금매출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3

봉사료

현금매출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0

일반

현금매출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1

영세율

현금매출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2

면세

3

봉사료

현금매출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0

일반

현금매출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1

영세율

현금매출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2

면세

현금매출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3

봉사료

현금매출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현금매출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0

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1

고정자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의제매입공제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1

0
신용매입,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

수출

8

면세농산물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일반

2

6

고정자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0

0

5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신용카드

1

현금영수증

0

과세

2

화물운전자복지카드

0

과세

4

면세농산물

0

과세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0

과세

0

수출면장

0

과세

1

Invoice

0

과세

0

일반

0

과세

매입세금계산서검토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매출세금계산서검토표
의제매입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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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세금계산서 입력 창 |
세금계산서 입력 창
2. 세금계산서 입력 탭
지점명 / 사업부

•

세금계산서의 발행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세금계산서 입력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거래처명, 공급가액 등 입력필요항목을 기입한다. 세금계산서
종류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자동 변경되어 표시된다.

거래처 정보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래처 정보를 표시한다. 거래처 정보는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등을 이용한다. 불러온 정보
중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셀을 더블클릭하여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거래처정보를

등록해놓지 않은 거래처라면,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화면으로 가서 거래처를 등록해
도 되고 현재 페이지인 세금계산서 관리 페이지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거래처 정보를 등록해도 된다.

전자발행분 / 수정발행분

•

전자발행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세금계산서 일때 체크된다. 또한, 여기에 체크
가 되어 있으면 우측에 전송일자와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수정발행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정할 때 이용한다.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당초 승
인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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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세금계산서 입력 창 |
세금계산서 입력 창
2. 세금계산서 입력 탭
회사정보

•
•

현 회사의 정보를 불러온다.
정보를 수정하려면 기준정보 > 지점정보의 해당지점의 정보를 수정한다.

합계

•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합계금액이 표시된다.

전송일자 / 승인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국세청 전송)을 한 세금계산서일 때 , 국세청 전송일자와 발행 승
인번호가 표시된다.

버튼 안내
인쇄 / 미리보기

•

현 세금계산서를 인쇄 / 인쇄미리보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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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세금계산서 입력 창 |
세금계산서 입력 창
3. 상세내역입력 탭
항목 안내
모드

•
•

추가모드 : 새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을 입력할 때 추가모드로 표시된다.
수정모드 : 기존의 세금계산서 수정모드 시 상세내역입력 탭도 수정모드로 표시된다.

세금계산서 종류 표시

•

세금계산서 입력 탭에서 선택한 세금계산서 종류명이 표시된다.

책 번호 / 일련번호 / 비고

•

필요시 현 세금계산서의 책 번호 및 일련번호, 비고 등을 입력한다.

4. 안분, 불공정보 탭
항목 안내
모드

•
•

추가모드 : 새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을 입력할 때 추가모드로 표시된다.
수정모드 : 기존의 세금계산서 수정모드 시 안분,불공정보 탭도 수정모드로 표시된다.

불공제내역

•
•

선택박스에 있는 불공제내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세금계산서 종류가 201 또는 211번(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 이 항목을 정확
히 체크해야 한다.

안분정보등록

•
•

단축키 F2를 누르면 매입세액 안분현장 조회 창이 뜬다.
안분현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을 클릭하면 안분현장관리 화면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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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작업안내|
세금계산서 수정하기
① 세금계산서 목록 창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더블클릭하거나, 수정버튼을 누른다.
② 세금계산서 입력 창이

모드가 된 것을 확인한다.

③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을 수정한다.
④

을 클릭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재저장한다.

세금계산서 삭제하기
세금계산서를 삭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삭제 시 연결된 전표를 함께 삭제할 수도 있다.

① 세금계산서 목록 창에서 삭제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하면 삭제 경고창이 뜬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삭제된다.

혹은

① 세금계산서 목록 창에서 삭제할 세금계산서를 더블클릭한다.
② 세금계산서 입력 창 내의

를 클릭하면 전표가 삭제된다.

저장된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① 조회할 기간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② 조회할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③ 전자서명, 거래처승인 여부를 선택한다.
④ 세금계산서 승인제도 사용시, 세금계산서 확정여부를 선택한다.
⑤

를 클릭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전표 목록이 전표목록창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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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작업안내|
세금계산서 입력하기
①
②

버튼이나,

를 클릭하여

모드가 되게 한다.

세금계산서 종류를 알맞게 선택한다.

③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④ 세금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입력 항목을 기입한다.
⑤ 상세내역입력탭과 안분, 불공정보의 탭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작성한다.
⑥ 거래처정보, 회사정보, 금액 합계 등을 확인한다.
⑦ 자동분개편집을 통해 저장해 놓았던 자동분개유형 중 하나를 택한 후

를 누르면 해당 세금계

산서에 연결된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전표 입력은 여기를 참고한다.
⑧ 전표입력이 완료되면
면
⑨

을 클릭하고, 해당 전표를 삭제하려면

, 입력을 취소하려

를 누른다.
을 눌러 세금계산서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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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화면|

|개요|
마이다스 프로그램 내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일괄 저장하거나, 거꾸로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마이다스로 업로드하여 세금계산서를 DB에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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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 탭 (1) - 자료형식설명 |
화면

화면안내
불러 올 엑셀파일의 데이터 형태에 관한 안내화면이다.

작업안내
자료형식설명 탭에 표시된 대로 엑셀파일의 열을 구성해야 한다. 빈 칸으로 비워둔 곳은 입력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종류코드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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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 탭 (2) - 엑셀내보내기 |
화면

화면안내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엑셀파일로 일괄 저장할 수 있다.

버튼안내
①

: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중 선택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읽어온다.

②

: 조회된 세금계산서를 엑셀파일로 변환한다.

작업안내
①

지점 및 사업부를 선택한다.

②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세금계산서 종류를 선택한다.

③
④

를 클릭하여 선택조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회한다.
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조회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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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 탭 (3) - 엑셀불러오기 |
화면안내
자료형식설명 탭에 기술된 형식으로 만들어진 엑셀파일을 마이다스로 읽어오는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일괄 입력한 세금계산서는 입력자료삭제탭에서 일괄 삭제가 가능하다.

버튼안내
①

: 읽어올 엑셀파일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②

: 원본파일명에 입력된 엑셀파일을 읽어와서 화면에 내용을 표시해 준다.

③

: 화면에 표시된 엑셀파일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마이다스에 저장한다.

작업안내
①

①

②

③

불러올 엑셀파일을 선택 입력한다.

를 클릭하여 엑셀파일의 내용을 읽어온다.

저장할 세금계산서를 선택 체크(V) 한다.

을 클릭하면 선택(V)한 세금계산서가 DB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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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엑셀변환

| 탭 (4) - 입력자료삭제 |
화면

화면안내
엑셀불러오기 탭에서 일괄 저장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이다. 저장번호 별로 일괄 삭제가 가능하
다.

버튼안내
①

: 엑셀불러오기 탭에서 저장한 일자와 순서대로 저장번호가 부여된다. 삭제하려는 저
장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저장번호 때 저장되었던 세금계산서 목록이 보여진다.

②

: 선택된 저장번호에 저장된 모든 세금계산서를 표시한다.

③

: 삭제를 클릭하면 선택된 저장번호의 모든 세금계산서가 삭제된다.

작업안내
①
②
③

삭제할 저장번호를 선택한다.
를 눌러 일괄 삭제할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한다.
를 눌러 해당 저장번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들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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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2. 세금계산서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화면|

|개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일괄 발행할 수 있는 화면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더불어 전표도 연결시켜 발행
할 수 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거래처정보선택 탭 : 세금계산서를 일괄발행할 거래처를 선택한다.
일괄발행 탭 : 세금계산서 및 전표 일괄발행을 위한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한다.
저장삭제탭 : 일괄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일괄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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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2. 세금계산서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작업안내|
거래처 정보선택 탭
①

탭을 선택한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③

를 클릭하면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 목록이 우측

④ 세금계산서를 일괄발행할 거래처를 목록 중에서 클릭한 후,

에 보인다.
를 클릭하면 좌측

로 거래처정보가 이동한다.

⑤ 세금계산서 일괄발행을 할 거래처를 선택체크(V) 한다.
⑥ 발행할 세금계산서에 입력될 금액을 월정수수료 항목에 입력한다.
⑦ 월정수수료가 부가세 포함금액이면 부가세 항목을 체크(V)한다.
⑧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500,000원이면 부가세 항목에 체크(V)하고, 부가세 불포함 500,000원이
면 체크하지 않는다)

⑨

탭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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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2. 세금계산서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작업안내|
일괄발행 탭
① 먼저 발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선택한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선택한다.
③ 전표도 함께 발행시 이용될 적요를 적는다. 또한 이 적요는 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에 입력된다.
④

는 전표 발행일자와 발행순서를 합쳐 표기되며, 자동으로 부여된다.

⑤ 영수 / 청구 종류를 선택한다
⑥ 전표를 함께 발행할 시,

을 체크하고 분개유형을 선택한다. (자동분개유형 편집은

을 클릭한다.)
⑦

을 클릭하면 거래처정보선택 탭에서 선택체크(V)한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전표
(분개포함에 체크시)가 작성된다.

⑧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하단의 세금계산서와 전표보기은 수정은 불가능하며, 오직 확인만 가능하다.
 세금계산서에 기입될 상호 및 성명 등 회사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면, 기준정보 > 지점정보에서 해
당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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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2. 세금계산서

3)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작업안내|
저장삭제 탭

①

는 저장번호에 따라 그 저장번호때 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준다.

②

에서 조회할 저장번호를 눌러도 일괄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을 볼 수 있다.

③

목록에서 삭제할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V) 후,

를 클릭하면 그 저장번

호때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가 모두 삭제된다.
④ 또한 함께 연결된 전표가 있다면,

에 체크(V)후

를 클릭하면, 세금

계산서 삭제시 함께 삭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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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4) 전자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4) 전자세금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화면|

|개요|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이메일보내기, 거래처승인 관리, 국세청전송, 처리결과조회 등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

① 세금계산서 전송 탭 : 세금계산서 입력 및 전자서명, 이메일 발송, 국세청 전송 등을 처리한다.
② 처리결과조회 탭 : 국세청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의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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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4) 전자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4) 전자세금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일반|
•

세금계산서 입력

전자서명

거래처에 이메일 송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전송한 세금계산서 처리결과
마이다스에 자동 반영

처리결과 요청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 에서 세금계산서 입력

혹은
•

재무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에서

•

회사관리자 > 회사인증서등록에 등록한 회사 인증서를 이용하여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

•

거래처정보의 E-mail주소로 이메일 송부

•

거래처 E-mail주소 수정은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에서 수정

혹은
•

자체승인을 통한 거래처승인

•

거래처 승인을 완료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

•

접수증 확인

•

(국세청으로 전송한 다음날까지) 전송한 세금계산서의 처리결과가
마이다스에 자동 반영됨

•

전송 다음 날까지 처리결과가 도착되지 않았다면, 처리결과 조회탭
에서 처리결과 요청을 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회사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 전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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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4) 전자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4) 전자세금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탭 (1) – 세금계산서 전송 |
화면

①
②

③

화면안내
① 조건 설정 및 버튼 창 : 세금계산서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 설정버튼들과 전자서명, 이메일 발송, 국
세청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② 세금계산서 목록 창 : 기간, 지점별, 사업부별 등 각 조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들을 검색할 수 있고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승인상태, 국세청 처리상태 등을 함께 표시한다.
③ 세금계산서 입력 창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관리 화면의 세금계산서 입력 창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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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소프트

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4) 전자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4) 전자세금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건설정 및 버튼 창 |
창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 설정버튼들과

전자서명, 이메일 발송, 국세청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는
매출계산서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색과 조회만이 가능하다. 매입계산서 등은 세금계산서

관리 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다.
화면

조회 조건 선택 안내
불러오기

•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목록을 불러온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키보드로 yyyymmdd형태로 입력해

도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과 사업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종류

•

매출세금계산서 혹은 매출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전자서명

•

전자서명 처리상태(서명완료 / 서명안됨)를 특정하여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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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건설정 및 버튼 창 |
거래처승인

•

거래처 승인상태(미발송/승인전/승인완료/자체승인)에 따라 조회한다.

국세청처리

•

국세청 처리상태(미전송/처리중/처리완료/처리에러)를 특정하여 조회한다.

버튼 안내
추가

•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 클릭한다. 화면 하단에 추가모드로 세금계산서 입력 창
이 보이게 된다.

•

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은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관리의 세금계산서 입력 창과 동일하다.

수정

•

세금계산서 목록창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더블클릭한다. 혹은,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버튼을 누르면 아래 세금계산서 입력 창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상세 내용

이 표시되며 수정모드라고 표시된다.

•

내역 수정 후,

를 누르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수정된다.

삭제

•

세금계산서 목록 창에서 삭제할 세금계산서 행을 클릭 후,

를 클릭하면 삭제 안내창

이 뜬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삭제된다.

•
보기 / 인쇄

•

선택 체크(V)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미리보기 페이지나 인쇄페이지로 연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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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건설정 및 버튼 창 |
전자서명관리

•
•
•

: 선택체크(V)한 세금계산서에 회사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다.
: 선택체크(V)한 세금계산서에 되어있는 서명을 삭제한다.
회사공인인증서는 회사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하며, 회사관리자 > 회사인증서 등록 에서

해야 한다.

•

회사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위의 인증서 선택 창에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표시

된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
이 된다.

•

전자서명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셀에 ‘서명완료＇라고

표시된다.

•

‘서명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에 재서명 하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V) 한 후,

서명삭제를 눌러 서명을 삭제하고난 다음 다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이메일

•

: 해당 세금계산서의 승인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에 등록된 거래처 이메일로

메일을 발송한다. 거래처 이메일을 발송하려면, 선택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서명이 완료되었
고, 정확한 이메일주소여야 한다. 이미 거래처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

: 이메일을 보내기 위하여 메일서버설정을 등록한다. 환경설정 > 이메일

설정 탭을 참고한다.

•

거래처 승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재전송하려는 경우 :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V)한

후, 자체승인처리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 승인상태를 자체승인으로 변경 후 다시 이메일 전
송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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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건설정 및 버튼 창 |
거래처 승인관리

•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 승인 받는 것을 대신하여 마이다스를 통하여 거래처 자체승인

처리가 가능하다. 자체승인처리 버튼을 눌러 자체승인처리가 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승인
부분에 ‘자체승인＇이라고 표시된다.

국세청 전송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한다. 전

송할 세금계산서들을 선택체크(V)후 국세청전송 버튼을 누르면 된다.

•

: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서버인증서 정보(국세청 공개키)

를 보여준다. 해당 서버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버인증서는 마이다스에서
관리한다.

표시순서

•
•

일자순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순으로 조회한다.
입력순 : 세금계산서 입력일자 순으로 조회한다.

세금계산서창 표시

•

이 부분을 체크하면 화면 하단에 세금계산서 입력 창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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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2) – 세금계산서 목록 창 |
창 안내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중 선택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표시된다.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려면
세금계산서를 클릭한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더블클릭하면 된다.

화면

항목 안내
종류

•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코드로 표시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화면에 보이는 세금계산서
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계산서로 한정된다.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yyyy-mm-dd 형태로 표시된다.

서명일자

•

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한 서명일자가 표시된다.

공급가액 / 세액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1원 단위로 표시된다.

거래처명 / 사업자번호

•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명과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표시된다.

전자서명

•

전자서명 상태를 보여준다. 서명안된 세금계산서는 빈칸으로, 서명 된 세금계산서는 ‘서
명완료’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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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2) – 세금계산서 목록 창 |
거래처 승인

•
•
•
•

거래처가 승인을 했는지 등의 처리결과를 보여준다.
이메일 발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송‘ 이라고 표시된다.
이메일 발송을 한 경우 ‘승인전’ / ‘승인완료＇라고 표시된다.
자체승인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승인처리를 한 경우, ‘자체승인’이라고 표시된다.

이메일

•
•

거래처에 메일을 보낼 때 쓰이는 이메일 주소가 표시된다.
자체승인을 한 경우 승인자의 이메일주소가 표시된다.

국세청처리

•
•
•
•

국세청전송에 대한 처리상태를 보여준다.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라고 표시된다.
국세청 전송을 한 경우 ‘처리중‘/’처리완료’/’처리에러‘ 라고 표시된다.
국세청 처리결과 조회는 ‘처리결과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하다.

선택

•

세금계산서 서명, 국세청 전송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각각 선택해야 할때 쓰이는 필드
이다.

지점코드 / 사업부

•

해당 세금계산서가 어느 지점, 어느 사업부의 세금계산서인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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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2) – 처리결과조회 |
화면

①
②
③

화면안내
① 조건 설정 및 버튼 창 : 처리결과와 기간 선택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송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② 전송번호 목록 창 : 각 전송번호 별 처리상태와 접수증번호를 표시한다.
③ 세부내용표시 창 : 전송번호 목록 창에서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전송번호에 전송되었던 전자세
금계산서의 정보와 처리결과코드, 처리결과내용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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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1) – 조건설정 및 버튼 창 |
창 안내
국세청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들의 처리결과를 기간별, 처리결과별로 조회할 수 있다.

화면

항목 안내
불러오기

•

입력한 시작일자, 종료일자 내의 기간 중 선택한 처리결과인 전송번호 목록을 불러온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검색할 국세청전송일자 혹은 기간을 입력한다.

처리결과 선택

•

국세청으로 전송한 전송번호 목록 중 특정 처리결과만을 조회하는 데 이용된다.

처리결과요청

•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한 다음날까지도 처리결과가 뜨지 않으면 이 버튼을 클릭
하여 처리결과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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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2) – 전송번호 목록 창 |
항목 안내
전송일자

•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한 일자를 표시한다.

전송번호

•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할 때의 전송번호를 표시한다.

처리상태

•

국세청으로 전송한 결과에 대한 처리상태를 표시한다. 처리중 / 처리완료 / 처리에러 로
표시된다. 처리에러시 해당 세금계산서들을 다시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재전송해야한다.

접수증번호

•

국세청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후, 받은 접수증 번호를 의미하며 NTS-전송일
자 형태로 시작된다.

각 접수번호 클릭 시

•

국세청으로 전송한 전송번호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들을 조회하려면, 조회하고자 하는 행
을 클릭하면 해당 전송번호때 전송되었던 세금계산서들이 아래 세부내용 표시 창에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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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세 화 면 안 내 (3) – 세부내용 표시 창 |
일반

•
•
•

각 전송번호별로 그 때 전송된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를 표시한다.
각 세금계산서는 발행 된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각 세금계산서마다 처리결과코드와 처리결과내용이 표시되며, 아래와 같다.
처리결과코드

처리결과내용

NoResult

미처리

SUC001

성공

SYS001

연계사업자 인증오류

SYS002

중복된 SubmitID

SYS003

존재하지않는 submitID

SYN001

복호화 실패

SYN002

공급사업자, 수탁자 전자서명 오류

SYN003

승인번호 중복 오류

SYN004

전자세금계산서 스키마 오류

ERR001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번호 오류

ERR002

공급받는 사업자 사업자번호 오류

ERR003

수탁사업자 등록번호 오류

ERR004

전송일시 오류

ERR005

발급일시 오류

ERR006

작성일자 오류

ERR007

공급가액, 세액 오류

ERR008

코드 유형 오류

ERR009

폐업사업자 발급 오류

ERR010

국세청 등록번호 오류

ERR011

당초 승인번호 오류

ERR999

정의되지 않은 기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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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내|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불러온다.
② 기간, 지점명과 사업부, 종류, 전자서명상태, 거래처 승인상태, 국세청 처리상태를 선택한 후
를 클릭한다.
③ 세금계산서 목록 창에 세금계산서 목록이 불러와진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전자서명)
① 발행(전자서명)할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V)한다.
②

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한다. (회사관리자 > 회사공인인증서 등록 이 되어있어야 공인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발행(전자서명)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V) 한 후,

를 클릭한다.

이메일 보내기
① 먼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승인 요청 메일을 보내려면 서버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을 클릭하여 이메일 서버 설정을 한다. ( 혹은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이메일 설정 탭)

③ 이메일을 발송할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V)한다. 그 세금계산서들은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
다.
④

를 클릭하여 해당 거래처의 이메일로 승인 요청 메일을 보낸다.

⑤ 혹은,

를 클릭하여 담당자가 자체승인처리 할 수 있다.

국세청 전송
① 국세청으로 전송할 세금계산서들을 선택체크(V)한다.
②

을 클릭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한다.

③ 처리결과조회탭에서 해당 전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송한 다음날이 지나도 처리결과가 뜨지 않
으면 처리결과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처리결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10일을 지나 발행하면 미발행가산세가 있음)
 세금계산서들은 발행한 다음날까지 반드시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한다. (미전송가산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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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요|
국세청 이세로에 저장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마이다스에 자동으로 입력시켜주기 위한 화면이다. 이세로(홈택스) 사
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엑셀로 다운받은 후, 엑셀읽기 탭에서 저장한다.
저장된 이세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및 업데이트탭에서 이세로와 마이다스 입력내용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차이
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마이다스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 탭(1) - 엑셀읽기 |
•

이세로에 저장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엑셀파일을 통해서 마이다스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 탭

버튼안내
자료구분

•

마이다스에 저장할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다. (100 : 매출세금계산서, 200 : 매입세금계산서,
300 : 매출계산서, 400 : 매입게산서)

•

이세로사이트에서 받은 자료의 종류와 일치해야 한다.

읽기

•
•
•

엑셀파일명에 입력된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내용을 표시해준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읽혀져야만 마이다스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구분에서 선택된 종류(형식)과 엑셀파일의 형식(종류)가 다르면 매입/매출을 정확히 선택하
라는 경고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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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1) - 엑셀읽기 |
저장

•
•
•

읽기버튼을 통해 읽어온 내용을 마이다스에 저장한다.
읽어온 엑셀파일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 된다.
이미 저장한 내용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은 해당 월의 내용을 자동으로 모두 삭제 후, 새로운 내용
으로 재저장한다.

엑셀파일명

•
•

읽어들일 엑셀파일명을 선택한다.
을 눌러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한다.

저장된 자료보기

•

이미 저장된 자료중, 선택된 자료구분에 대해서 시작년월과 종료년월 사이에 해당하는 자료내역
을 보여준다.

자료삭제

•

시작년월과 종료년월 사이의 이세로자료를 삭제한다. 삭제후 엑셀읽기를 통해서 재저장할 수 있
다.

시작년월 / 종료년월

•

저장된 자료보기와 자료삭제를 할 때, 그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된다.

엑셀

•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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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1) - 엑셀읽기 |
작업안내
이세로자료(엑셀) 읽어오기

①
②
③
④

홈택스에서 이세로자료를 다운받는다.
을 눌러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한다.
자료구분을 알맞게 선택한 후,

를 클릭하면 엑셀파일의 내용이 표시된다.

을 눌러 마이다스에 자료를 저장한다.

저장된 자료보기 / 삭제

①

조회할 시작(종료)년월과 자료구분을 선택한 후,

를 클릭하면 마이다스에 저

장된 저장자료 중 기간과 자료구분에 해당하는 목록이 표시된다.

②

시작(종료)년월을 선택한 후,

를 클릭하면 마이다스에 저장된 저장자료 중 해당 기간

의 자료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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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2) – 분석 및 업데이트 |
공통

•
•

이세로자료와 마이다스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조정하는 기능
이세로에 등록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마이다스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분개해 주는 기능

버튼안내
자료분석

•

선택한 자료구분에 대한 이세로자료와 마이다스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자료구분 선택

•
•

자료구분별로 별도로 처리되며, 분석하려는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다.
100 : 매출세금계산서 , 200 : 매입세금계산서, 300 : 매출계산서, 400 : 매입계산서

시작일자 / 종료일자

•
•

분석할 자료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입력한다.
해당일자 내의 자료만 분석하며 표시한다.

세금계산서 창 표시

•
•

이 부분을 체크(V)하면 세금계산서 입력창이 화면 하단에 표시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더블클릭해도 이 부분이 체크(V)되며 세금계산서 입력창이 표시
되어 해당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엑셀변환

•

화면에 표시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선택셀합계

•
•

금액 항목에서 셀을 클릭하면 해당 셀의 금액이 이 부분에 나타난다.
또한, 여러 셀을 드래그하여 선택 시, 드래그 된 여러 셀의 합계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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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2) – 분석 및 업데이트 |
처리완료 탭

•
•

이세로와 마이다스에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건이 표시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자료는 동일한 건으로 처리되며, 날짜만
다른 경우에는 날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이세로 데이터와 마이다스 데이터 비교 안내

①
②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은 것 中 날짜만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이 일치하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같은 것으로 처리(매칭)한다.

③
④

위 1, 2 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처리완료 탭에 표시된다.
이세로 세금계산서상 일자와 마이다스 세금계산서상 일자가 다른 경우, 해당 항목은 이세로일자
와 마이다스일자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⑤

전송일자 정보는 부가세신고시 가산세 계산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등에서 이용되므로 반
드시 입력해주어야 한다.

⑥

처리완료탭의

를 클릭하면 마이다스(세금)계산서의 전송일자를 모두 이세로

(세금)계산서의 전송일자로 변경해준다. 전송일자항목에 노란색 표시가 없도록 반드시 이 작업
을 해 주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반영분 탭

•
•

이세로에는 전자세금계싼서로 등록되어 있지만, 마이다스에는 일반세금계싼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마이다스 입력시 전자발행분이 체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전

마이다스 입력 시 전자발행분이 체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이 탭에 표시된다.

자발행분 체크(V)를 하면 처리완료 항목으로 옮겨간다.

•

이세로 일자와 마이다스 일자가 다르거나, 이세로 전송일자와 마이다스의 전송일자가 다른 경우 해당 항목
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

를 누르면, 마이다스의 해당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분으로 자동으로 바
꾸어 주고 전송일자도 이세로상의 전송일자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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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2) – 분석 및 업데이트 |
국세청X 마이다스전자(세금)계산서 탭

•

이세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이다스상에는 전자(세금)계싼서로 등록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목록
이 조회된다.

•

이 탭에 보이는 모든 항목은 반드시 확인 후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원인 유형

①
②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데 마이다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체크한 경우
국세청에 저장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이다스 상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르거나 공급가액(세액)이 1원이라도 차이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동일한 건이 [마이다스 누락분] 탭에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다스 누락분] 탭에 나타나는 내용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함

국세청X 마이다스일반(세금)계산서 탭

•
•

이세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마이다스에도 일반세금계산서로 등록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나타난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받은 경우 이 탭에 표시되며 실제 종이세금계산서가 맞다면 정상적인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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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5) 이세로자료 관리

2. 세금계산서

5) 이세로자료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이세로자료 관리

| 탭(2) – 분석 및 업데이트 |
마이다스누락분 탭

•
•

이세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등록되어 있지만, 마이다스에는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건을 표시함
이 탭에 보이는 모든 항목은 반드시 확인 후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원인 유형

①
②

거래상대방이 우리회사로 잘못 발행 후 국세청으로 전송한 경우(한전 관련 건이 많이 나타남)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와 마이다스상의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ex.
마이다스 상에서 KT, 한전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
력한 경우)
=> 이 경우는 [국세청X 마이다스전자(세금)계산서] 탭에도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 두 항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1원이라
도 틀리면 두 탭에 동시에 표시됨.

 위와 같은 원인으로 차이 내역을 수정해도, 이 탭에 표시되는 항목이 있다면 마이다스에 (세
금)계산서가 입력이 안된 경우이다.

 따라서

버튼을 이용하여 마이다스에 일괄입력한다.

작업안내
마이다스 누락분 전자세금계산서에 반영하기

①
②

마이다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일괄입력할 누락분을 선택체크(V)한다.
자동분개 전표를 동시에 만들려면 자동분개유형을 선택한 뒤,
를 선택체크(V)한다.

 자동분개유형은
을 클릭하여 편집하면 된다.
 자동분개유형 설정창 사용법은 여기 를 참고한다. (하이퍼링크 클릭 -> 자동분개편집)
③

를 클릭하면 누락분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반영된다. 그리
고 저장번호가

에 표시된다. (저장일자와 저장순번을 합쳐 yyyymmddnnn 으로

표시됨)

④

이곳에서 반영된 전자세금계산서 저장목록은 [일괄발행(세금)계산서 삭제]탭에서 조회할
수 있다. (

⑤

)

입력된 세금계산서, 전표는 재무회계 > 전표 관리 / 세금계산서 관리 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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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표/세금계산서 관리
2. 세금계산서 > 5) 이세로자료 관리

2. 세금계산서

5) 이세로자료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이세로자료 관리

| 탭(2) – 분석 및 업데이트 |
일괄발행(세금)계산서 삭제 탭

•

[마이다스누락분]탭에서 일괄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저장번호별, 개별건별로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이다.

버튼안내
자료표시

•

저장번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저장번호의
(세금)계산서가 표시된다.

저장자료삭제

•

선택한(세금)계산서를 삭제한다. 만약, 연결된 전표도 함께 삭제가 선택체크(V)되어 있으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연결된 전표도 함께 삭제된다.

연결된 전표도 함께 삭제

•

선택된 자료 삭제시, 세금계산서 내용만 삭제할지 연결전표도 함께 삭제할지를 선택한다.

저장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입력하기에서 생성된 저장번호이다. 저장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저장번호
의 모든 (세금)계산서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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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1) 계좌 등록 및 수정

1. 통장거래내역 관리

1) 계좌 등록 및 수정
위치 :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 통장 정보관리 탭

|화면|

|개요|
마이다스는 법인통장 계좌를 등록해서 자동으로 30분마다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통장 거래내역 업데이트 방법은 3가지가 있고, 2) 거래내역 업데이트에 안내되어 있다.

|버튼안내|
불러오기
• 저장되어 있는 통장 목록을 새로고침하여 보여준다.
계좌순 / 은행순
• 조회시 정렬 순서를 정한다. 계좌번호 순으로 조회하거나 은행명 순으로 보여준다.
통장추가
• 새로운 통장을 등록하고자 할 때 클릭한다.
통장삭제
• 저장된 통장정보를 삭제하고자 할 때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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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1) 계좌 등록 및 수정

1. 통장거래내역 관리

1) 계좌 등록 및 수정
위치 :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 통장 정보관리 탭

|버튼안내|
저장
• 입력한 통장 정보가 서버에 저장된다
전체삭제
• 저장된 모든 통장이 삭제된다.
거래내역조회
• 모든 통장에 대해 마지막 조회일 ~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
연결체크
• 연결체크까지 성공한 통장만이 해당 통장의 거래내역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입력항목안내|
지점선택

• 해당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지점을 선택한다. 해당 지점에 권한없는 이용자는 이 통장의 거래내역
을 볼 수 없다.
사업부선택

• 해당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사업부를 선택한다. 해당 사업부에 권한없는 이용자는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없다.
은행구분

• 현재 마이다스에서 거래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 은행들이다. 은행명을 선택한다.
은행별 입력 항목

• 각 은행마다 입력해야할 입력필요항목이 다르다. 은행구분에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 항목
필드가 바뀐다.
통장계정번호 / 통장계정과목명

• 계좌 거래내역 회계처리(자동분개) 시 해당 계좌가 처리될 기본 계정번호를 적는다. 통장계정번호는 반
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통장(은행)별로 종속계정을 만들어 등록하면 편리하다(권장사항). 종속계정 등록은 기준정보 > 상세계
정관리에서 가능하다.

• 해당 통장종속계정을 여기에 등록해두면 계정별원장에서 통장별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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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1) 계좌 등록 및 수정

1. 통장거래내역 관리

1) 계좌 등록 및 수정
위치 :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 통장 정보관리 탭

|입력항목안내|
통장거래처번호 / 통장거래처명

• 통장 종속계정이 아닌, 거래처원장을 통해 통장거래내역을 관리하려는 경우 이 항목을 입력한다. 계좌
거래내역 회계처리(자동분개)시 해당 계좌가 처리될 기본 거래처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 해당 통장의 거래처를 먼저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에 등록한 후, 거래처를 여기에 등록하면 된다.

•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을 이용하여 해당 통장거래처를 조회하게 되면 통장의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
다.

• 통장별로 종속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회사는 이 항목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
체크카드미지급금 계정번호 / 체크카드미지급금 계정명

• 체크카드 출금인 경우 이 계정번호가 세팅되어 있으면 분개제안 시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사용중지

• 해당 통장의 거래내역 자동 업데이트를 중지하고자 할 시, 이곳을 체크하고 저장을 한다.
연결체크성공여부

•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어야 통장의 거래내역이 자동 업데이트 된다. (연결체크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사용중지는 해제되어 있어야 함.)

|작업안내|
통장(법인계좌) 등록하기
①

를 클릭한다.

② 통장을 조회할 권한을 정하기 위해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하고, 은행 및 계좌번호 등 필요입력항목을
기입한다.
③ 통장거래내역으로 자동분개 시 이용될 통장계정번호를 입력한다. (계정번호 조회 : F2)
④ 만약, 거래처원장을 통하여 관리시 통장거래처번호를 입력한다. (거래처번호 조회 : F2)
⑤ 체크카드 출금인 경우 체크카드미지급금 계정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분개제안 시 우선적으로 제안하
게 된다.(계정번호 조회 : F2)
⑥

을 눌러 입력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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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1) 계좌 등록 및 수정

1. 통장거래내역 관리

1) 계좌 등록 및 수정
위치 :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 통장 정보관리 탭

|작업안내|
통장(법인계좌) 연결체크하기
① 연결체크를 수행할 통장을 좌측 통장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우측 통장정보 화면에서 상단의

를 클릭한다.

③ 연결체크에는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된 계정정보와 id, pw 등이 정확한 지 은행사이트에
서 체크하게 된다. 이미 연결체크를 성공한 통장의 경우, 재 연결체크는 필요 없다.
④ 연결체크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이 체크(V)표시가 나타나게 되며,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통장(법인계좌) 수정하기
① 좌측 통장목록에서 수정할 통장을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 통장의 정보가 보여진다.
② 수정할 부분을 재입력한다.
③

을 눌러 수정한 정보를 저장한다.

통장(법인계좌) 사용중지하기
① 좌측 통장목록에서 사용중지할 통장을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 통장의 정보가 보여진다.
② 사용중지 필드를 체크(V)한다.
③

을 눌러 수정한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중지된 통장은 거래내역조회가 되지 않는다. 다시 거래내역을 조회되게 하려면 사용중지 체크를
해제하면 된다.

저장된 모든 통장 거래내역 조회하기
①

를 클릭한다.

② 등록된 (회사의) 전계좌에 대해 거래 내역을 조회한다는 안내창이 뜬다. (해당 버튼은 한번만 실행하면
된다.)
 연결체크에 성공했고, 사용중지 상태가 아닌 통장만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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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1) 계좌 등록 및 수정

1. 통장거래내역 관리

1) 계좌 등록 및 수정
위치 :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 통장 정보관리 탭

|작업안내|
저장된 통장 삭제하기
① 좌측 통장목록에서 삭제할 통장을 클릭한 후,

를 클릭한다.

② 해당 통장이 삭제된다.
③ 혹은, 저장된 모든 통장을 삭제하려면

를 누르면 모든 통장이 삭제된다.

89

㈜에이알소프트

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2) 거래내역 업데이트

1. 통장거래내역 관리

2) 거래내역 업데이트 안내

|통장거래내역자동조회방법3가지|

01

사용회사 선택 시 자동으로 금융거래 조회 처리가 된다.
•

회사 선택이 빈번하거나 해당 회사의 사용자가 많은 경우는 조회 요청이 많아져 서버
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마이다스는 선택시점과 마지막 조회 성공 시점 사이가 30
분 이내인 경우에는 회사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마지막 조회 성공 시점이 1월 1일 오후 1시였다면, 1월 1일 오후 1시 30분
이전에는 회사선택을 할지라도 금융거래 자동조회를 하지 않는다.

02

회사 선택 시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전 계좌의 내역을 불러 올 수 있다

•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 통장정보관리 탭] 화면에서 거래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03

특정 계좌에 대해 직접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를 하고자 할 때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통장내역불러오기 탭]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과
통장을 선택한 후, 내역조회를 클릭한다.

|통장거래내역조회를위한조건2가지|
① 해당 통장정보(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 통장정보관리 탭)의 연결체크가 체크(V) 되어있
어야 한다.
② 해당 통장이 사용중지가 해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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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화면|

|개요|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에서 저장(등록)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회계처리 즉 전표발행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이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는 자주 쓰는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쉽게 회계처리 할 수 있다.

통장 자동분개 탭 : 통장(계좌)를 선택하여 자동분개를 통한 전표처리가 가능하다.
통장내역불러오기 탭 : 특정 기간을 정하여 거래내역 조회를 해야 할 때, 이 탭에서 할 수 있다. 또한 DB에 이미 저
장되어 있는 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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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1) – 통장 자동분개 |
창 안내
DB에 저장되어 있는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자동분개 할 수 있다. 기본 계정코드, 거래처코드, 체크
카드미지급금 계정코드 등은 회사관리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에서 해당 통장의 정보를 수정함으로
써 변경 및 등록이 가능하다. 상대 거래처번호, 계정번호 등은 이 탭에서 할 수 있으며 그때 마이다스
는 자동분개제안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회계처리를 돕는다. 또한 만들어진 전표를 바로 확인이 가능
하며, 자동분개로 발행된 전표를 삭제할 수도 있다.

화면

버튼 안내
조회

•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통장명과 전표성격(발행/미발
행),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가 된다.

통장선택

•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통장(계좌)가 표시된다. ‘은행명(계좌번호)’ 형태로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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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1) – 통장 자동분개 |
전표선택

•

이 부분을 선택하면 전표 발행분 혹은 미발행분만 따로 조회가 가능하다. 회계처리를 할
때 보다 편리하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거래내역 중 조회할 특정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자동분개제안

•

마이다스는 아직 전표를 생성하지 않은 거래내역에 대하여 분개내용을 자동으로 제안해
준다. 자동 분개하여 전표를 발행할 때, 이전 자동분개되었던 적요와 송금인 데이터를 토
대로(입금시 대변, 출금시 차변에 입력될) 상대 계정번호 혹은 거래처를 제안한다.

•

마이다스가 자동제안한 분개내역은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안기준
• 사용빈도 : 통장거래내역에서 자동분개 시 가장 많이 이용된 계정번호 혹은 거래처
번호

•

최신사용 : 통장거래내역에서 자동분개 시 가장 최근에 이용된 계정번호 혹은 거래
처번호

•

정확도 : 이전 자동분개했던 것들 중 적요, 내용, 송금인, cmsCode 와 일치하는 정
확도가 높은 거래처번호를 제안하게 된다.

자동분개실행

•

선택체크(V)된 거래내역을 자동분개실행하여 전표를 발행한다. (단, 계정번호가 입력되
어 있어야 한다)

선택항목삭제

•

선택체크(V)된 거래내역이 이미 자동분개 실행되어 전표가 있는 상태라면, 해당 전표를
삭제한다.

93

㈜에이알소프트

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1) – 통장 자동분개 |
항목 안내
거래일자

•

각 거래의 거래일자가 yyyy-mm-dd형태로 표시된다.

입금 / 출금

•

입금 내역일시 입금란에, 출금 내역일시 출금란에 금액이 1원 단위로 표시된다.

적요

•

거래수단등 거래의 적요가 표시된다.

내용

•

입, 출금 시 해당 거래내역의 자세한 내용이 표시된다.

송금인

•

송금인이 있다면 송금인이 표시된다.

cmsCode

•

일반적으론 공란이고, 특수한 경우(동명이인 구분 등)에 입력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 셀에 표시된다.

전표번호

•

자동분개를 이용하여 전표를 발행했을 시, 해당 전표번호가 표시된다. 전표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전표내용을 볼 수 있다.

선택

•

자동분개를 하고자 할 때, 또는 분개삭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부분을 선택체크(V)한다.
선택체크(V)를 하면 계정번호, 거래처번호, 송금수수료계정번호 등을 편집할 수 있는 상
태로 셀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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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1) – 통장 자동분개 |
계정번호

•

자동분개시 사용될 상대계정번호를 적는다. (기본계정번호는 통장계좌정보의 계정번호
임)

거래처번호

•

자동분개시 사용될 상대거래처번호를 적는다.(기본거래처번호는 통장계좌정보의 거래
처번호임)

송금수수료계정번호

•

송금수수료가 있다면, 그 송금수수료를 처리할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송금수수료

•

송금수수료 금액을 적는다.

계정제안 / 거래처제안

•

각 거래내역별 상태정보가 계정제안(거래처제안)에 표시된다.

 제안상태 종류
• 분개완료 : 자동분개실행을 클릭하여 전표가 발행된 상태이다. 해당 전표번호를 확
인할 수 있다. 전표번호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전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내부제안 : 자동분개제안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의 계정번호(거래처번호)가 제안된
상태를 뜻한다. 내부제안 기준으로는 사용빈도 / 최신사용 / 정확도 가 있다.

•

사용자설정 : 사용자가 직접 계정번호(거래처번호)를 입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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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1) – 통장 자동분개 |
작업안내
자동분개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자동분개하고자 하는 행을 선택체크(V)한다.
계정번호와 거래처번호를 입력한다. (거래처, 계정번호 조회 : 더블클릭 or F2)
송금수수료가 있다면 송금수수료계정과 송금수수료를 입력한다.
자동분개 실행을 클릭한다.
해당전표번호를 확인한다.
전표번호를 더블클릭하면 해당전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은
할 수 없다.)



예시

만약 ‘신한은행(140)’ 라는 통장의 통장계정번호와 통장거래처번호가 아래와 같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자.

또한, 이 통장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자동분개하려면 먼저 선택부분을 체크하고, 아래와 같이 상대계정번호
와 상대거래처번호, 송금수수료계정번호 등을 입력한다.

분개편집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전표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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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1) – 통장 자동분개 |
작업안내
자동분개한 전표 삭제하기

①
②
③

삭제할 전표가 있는 거래내역 행을 선택체크(V)한다.
선택항목분개삭제를 클릭한다.
계정제안과 거래처제안에 ‘분개완료‘ 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과 전표번호가 사라지며 해당
거래내역을 재분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생성된 사용내역은 자동분개를 실행하지 않는다.(선택되어 있어도 무시된다)
이미 생성된 사용내역에 대한 전표를 변경하려면, 분개삭제 후 재생성 해야 한다.

97

㈜에이알소프트

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2) – 통장내역불러오기 |
창 안내
저장되어 있는 통장(계좌)을 특정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거래내역을 불러올 수도 있다.
화면 좌측에는 저장되어 있는 통장 목록이 보여진다. 통장 등록은 회사관리자만 가능하며, 회사관리
자 > 통장/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다.
통장 등록 시 지점 및 사업부를 특정하면 해당 지점 및 사업부에 권한이 ㅇㅆ는 사용자만 그 통장 거
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화면

버튼 안내
내역조회

•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입력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의 해당 통장 입출금 거
래내역이 조회된다. 조회결과는 거래일자(시간)순으로 조회된다.

불러오기

•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기간 내의 거래내역을 불러온다.

항목 안내
계좌번호

•

각 거래내역이 발생한 계좌번호가 표시된다.

거래일자

•

각 거래내역이 발생한 거래일자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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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3) 통장거래내역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3) 통장거래내역관리
위치 : 재무회계 > 통장거래내역관리

| 탭(2) – 통장내역불러오기 |
거래시간

•

거래내역이 발생한 거래시간이 표시된다.

적요

•

거래내역의 적요로써 결제수단(혹은 입/출금 수단)이 표시된다.

입금액

•

입금 거래내역이라면 입금액이 표시되며, 출금 거래내역이라면 입금액은 0원으로 표시
된다.

출금액

•

출금 거래내역이라면 출금액이 표시되며, 입금 거래내역이라면 출금액은 0원으로 표시
된다.

내용

•

입금자명 혹은 사용처 등 결제내역이 표시된다.

잔액

•

해당 거래내역이 발생한 직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표시한다.

보낸이

•

보낸 사람이 있는 경우에 표시된다.

거래지점

•

거래지점을 표시한다.

cmsCode

•

일반적으로 공란이며, cms코드란 동명이인 구분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입
력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있을 시 이 부분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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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1. 통장거래내역 관리 > 4) 참고 동영상

1. 통장거래내역 관리

4) 참고 동영상

|동영상안내|
아래 동영상은 통장 등록과 연결체크, 거래내역 조회 방법 3가지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담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 1. 통장거래내역관리 의 1) 계좌 등록 및 수정, 2) 거래내역 업데이
트 안내, 3) 통장 거래내역 관리 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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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화면|

|개요|
회사가 보유한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카드회사에서 다운받은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자동분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화면이다. 엑셀자료를 읽어오려면 먼저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
록된 신용카드 정보는 엑셀자료 읽기 및 자동분개시 사용된다.

| 탭(1) – 신용카드 정보관리 |
버튼 안내
자료조회

•

카드목록을 조회하거나 새로고침한다.

카드추가

•

새로운 신용카드를 등록할 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이 ‘추가＇모드로 바뀐다.

카드삭제

•

삭제할 카드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카드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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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 탭(1) – 신용카드 정보관리 |
검색

•

카드명에서 입력한 텍스트를 검색한다.

저장

•

입력 및 수정한 신용카드정보를 DB에 저장한다.

엑셀변환

•

신용카드목록(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안내
카드번호

•
•

신용카드번호 16자리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카드명

•

관리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적당한 이름을 입력한다.

별명(엑셀파일 신용카드번호)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마이다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

일부 사이트의 엑셀자료에는 신용카드번호란이 전체가 표시되지 않고 ***처리되어 있거나
M56710 과 같은 관리용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 마이다스에서 이러한 엑셀자료를 정확히 처리
하기 위해서 이 란에 엑셀파일의 카드번호란에 표시되는 이름을 등록한다.

•

마이다스는 엑셀자료를 읽어올 때, 읽어온 신용카드번호가 여기에 등록된 신용카드번호인지를
판단하고, 등록된 번호가 아닌 경우 별명(엑셀파일 신용카드번호)중에서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검사 후, 해당별명의 신용카드번호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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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 탭(1) – 신용카드 정보관리 |
미지급금 계정번호

•

읽어온 엑셀자료를 기초로 자동분개시 대변항목인 신용카드미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입력받는
항목

•

신용카드별로 종속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장함(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미지급금 계정
내에 신용카드별 종속계정을 만든 후 해당 카드미지급금 종속계정을 등록하면 된다.

•
•

여기에 등록된 계정과목으로 자동분개시 대변에 카드승인금액이 분개된다.
카드사용 및 결제 내용은 카드미지급금 종속계정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지급금 거래처번호

•

카드미지금금을 종속계정으로 등록하지 않고, 미지급금계정에서 모든 카드의 거래내역을 처리
후 미지급금 계정의 거래처원장을 통해서 관리하려는 경우 이 항목을 설정한다.

•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에서 해당카드의 거래처를 등록한 후, 여기에 해당 거래처를 입력한다.
여기에 입력된 거래처번호는 자동분개시 대변 계정과목의 거래처 번호에 저장해준다.

•
•

카드사용및 결제내용은 카드미지급금계정의 거래처원장에서 카드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카드미지급금 종속계정을 이용하는 회사는 이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부서번호 / 프로젝트번호

•

자동분개시 부서와 프로젝트번호도 함께 입력하여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 항목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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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 탭(2) – 엑셀자료 불러오기 |
•

이 탭은 각 신용카드회사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엑셀자료를 마이다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용카드정보관리
탭에서 저장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분개를 수행하게 된다.

엑셀파일 다운로드 안내
신한카드

①
②
③

신한카드 접속 후 로그인
이용내역조회 -> 조회구분, 이용지역, 조회기간 선정
조회양식 -> 회계양식 선택 후 조회 클릭하면 팝업창 뜨고, 엑셀자료 다운로드 가능

이세로 사이트

①
②
③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금액확인/변경
분기 혹은 월 체크 후 조회

BC카드 사이트

①
②
③
④

bc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카드이용조회
전체이용내역
조회기준,이용지역,카드구분,카드상태,전체선택 후 조회기간지정 (기간선택시 1개월
내로만 조회가능)

⑤

출력양식->회계양식 선택 후 하단의 다운로드 클릭
(이용지역 전체 선택 시 조회결과 화면은 뜨지 않고, 다운로드만 가능)

⑥

압축해제하면 엑셀자료 보기 가능

하나카드

①
②
③
④
⑤

하나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내역->승인내역조회
조회할카드선택 -> 이용지역,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
하단의 다음 버튼 활성화 되었을 경우 다음버튼 전부 클릭 후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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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 탭(2) – 엑셀자료 불러오기 |
국민카드

①
②
③
④

국민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이용, 결제내역/이용내역/승인내역조회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 -> 마지막 오른쪽의 csv 파일 저장버튼 클릭
팝업창에서 엑셀파일 저장

버튼 안내
읽기

•

엑셀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한다.

저장

•
•
•

화면에 표시된 사용내역 정보를 마이다스에 저장한다.
표시화면에서 이미 저장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 내역은 추가적인 저장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용내역은 여러 번 저장버튼을 눌러도 한번만 저장되므로,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다른
내역과 같이 불러와서 저장버튼을 눌러도 정확히 한번씩만 입력된다.

엑셀파일 다운받은 사이트 선택

•

읽어들일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를 선택한다. 각 카드사별로 파일의 레이아웃이 다르
므로, 다운받은 사이트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선택한 엑셀파일과 다운로드받은 사이트 정보가
다른 경우 엑셀파일을 읽어올 수 없다.

엑셀파일명

•

카드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을 선택한다.

표시화면의 ‘이미저장’ 열의 의미

•

읽어온 내역이 이미 마이다스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이 항목이 체크되며 이미 저장된 항목은 저
장버튼을 눌러도 추가로 중복저장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

마이다스는 항목이 저장되었는지 여부를 카드번호/승인일자/승인번호/공급자사업자번호/승인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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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 탭(3) – 전표, 세금계산서 관리 |
•

이 탭은 신용카드 사용내액에 대해 자동으로 전표생성 및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록을 하는 화면이다.

전표생성순서

1.
2.
3.
4.

조회 버튼 클릭
재동분개제안 버튼 클릭
제안내용확인 및 수정
자동분개실행 버튼 클릭

버튼 안내
조회

•
•
•
•
•

마이다스에 입력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한다.
저장번호로 조회 : 선택된 저장번호에 해당하는 내역을 불러온다
날짜로 조회 : 시작일자와 끝일자 사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온다.
전표선택 : 발행여부 선택하여 불러온다.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선택하여 불러온다.

자동분개제안

•
•

아직 전표를 생성하지 않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분개내역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마이다스는 먼저 공급자 사업번호를 참조하여 과거 전표 생성이력을 조회 후 해당 내역을 표시한
다.

•

처음으로 거래된 공급자인 경우, 공급자의 업종이나 상호를 바탕으로 마이다스가 임의분석 후 해
당 내역을 표시한다.

•

마이다스 내부 로직에 등록되지 않은 업종 및 공급자명에 대해서는 마이다스는 분개제안을 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마이다스가 자동제안한 분개내역은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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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 탭(3) – 전표, 세금계산서 관리 |
자동분개실행

•

선택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동분개 및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자동생성한
다.

•

이미 생성된 사용내역은 자동분개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미 생성된 사용내역에 대한 전표나 세금
계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땐 분개삭제 후 재생성 해야한다. (또는 전표관리 메뉴나 세금계산서 관
리메뉴에서 해당 전표를 수정, 삭제하면 된다.)

선택항목분개 삭제

•

선택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미 생성된 전표가 있는 경우 해당 전표를 삭제한다. 단, 사용내역 자
체는 삭제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 내역도 함께 삭제 : 해당전표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 자체도 삭제하려면 이 부분을 체크
한다. 단, 신용카드 내역을 함께 삭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

삭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다시 저장하려면 엑셀자료 불러오기 탭에서 작업한다.

날짜설정

•
•

신용카드 날짜로 : 신용카드 내역의 일자로 전표가 생성된다.
이 날짜로 : 선택한 일자로 전표가 생성된다.

부가세분개 방법

•
•

해당내역을 자동분개할때 차)부가세 대급금 분개도 함께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부가세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가능하며, 이미 전표가 발행된 내역은
선택을 변경할 수 없다.

•

마이다스에서는 부가세 대급금계정을 112600번으로 고정하고 있다.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메뉴에서 부가세대급금 계정본호가 112600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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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신용카드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2.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1)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신용카드사용내역관리

| 탭(4) – 엑셀 내보내기 |
•

이 탭은 저장되어 있는 신용카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하는 탭이다.

버튼 안내
저장된 자료보기

•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입력하면, 저장된 신용카드 내역 중 해당 기간 내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조회된다.

엑셀

•

화면에 보이는 목록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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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2. 거래처 원장
3. 프로젝트별 원장
4. 부서별 원장
5. 구분별 원장
6. 종합별 원장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10.구분별 계정별 원장
11.종합별 계정별 원장
12.프로젝트별 예산현황

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계정별원장

|화면|

|개요|
각 계정번호별로 원장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종속계정을 합치거나, 통합계정별 원장 조회도 가능하다. 검색 조회
후 특정 계정만을 특정하여 엑셀파일로 저장하거나, 여러 계정에 대한 원장 내용을 한꺼번에 엑셀파일로 저장하
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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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계정별원장

|버튼안내|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 혹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한다.
시작번호 / 끝번호

• 원장을 조회할 계정의 시작번호와 끝번호를 입력한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조회창이 뜬다. 계정별 원
장은 계정과목별로 나뉘어서 조회된다.

통합계정으로

•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에 설정해놓은 통합계정대로 원장을 조회한다.
종속계정합치기

•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 설정해놓은 대로 종속계정을 합쳐 상세계정별로 원장을 조회한다.
지점명 / 사업부

• 지점별, 사업부별로 특정하여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고자 하면 이 부분을 선택한다. 전표를 만들 때, 지
점명과 사업부명을 잘 저장해 놓아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처명 표시 / 프로젝트명 표시

• 조회화면에서 거래처명을 표시할지, 프로젝트명을 표시할 지 정한다.
계정과목명

• 시작 계정번호와 끝 계정번호 내의 계정과목 중 데이터가 있는 계정과목들이 나타나며, 계정과목명을
선택하면 해당 계정의 원장이 조회된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앞, 뒤 계정원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

외화금액표시

• 계정별 원장을 조회 시 외화금액도 함께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버튼을 클릭한다.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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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계정별원장

|버튼안내|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계정과목의 원장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 혹은 인쇄 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설정한 시작계정번호와 끝 계정번호 내의 모든 계정과목의 원장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 혹은 인쇄
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화면엑셀변환

• 현재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계정과목의 원장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데이터엑셀변환

• 설정한 시작계정번호와 끝 계정번호 내의 모든 계정과목의 원장을 엑셀파일로 한번에 저장한다.

|작업안내|
조회하기
① 조회할 계정들의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입력한다. (계정코드 조회:F2)
② 지점 및 사업부를 선택하고 거래처명을 표시하여 원장을 조회할 것인지, 프로젝트명을 표시하여 원
장을 조회할 것인지 선택한다.
③ ‘표시＇를 클릭하여 계정별 원장을 조회한다.
④ 계정과목명에는 조회된 계정과목 중 가장 코드번호가 낮은 계정과목이 나타나게 되며, 다른 계정으
로 이동하고자 할 시에는 선택박스화살표를 눌러 이동하거나, 좌 우 화살표를 눌러 이동할 수 있다.
⑤ 특정 항목에 대한 전표를 보려면 그 행을 더블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전표가 보여지
며, 바로 전표의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 및 삭제는 재무회계 > 전표관리의 내용과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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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2) 거래처 원장

1. 계정별 원장

2) 거래처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원장(내역 / 잔액)

|화면|
 거래처원장(잔액)

 거래처원장(내역)

|개요|
특정 계정번호에 대한 거래처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범위 내 거래처번호인 각 거래처별 해당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거래처의 해당 계정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선택한 범위 내 거래처번호인 ) 거래처별로 해당 계정에 대한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거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참고)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외화금액 관리기능 사용 을 체크하면, 전기분 이월 페이지, 거래
처원장, 프로젝트원장, 거래처별계정별원장, 거래처별 프로젝트별원장 등에서 외화금액표시란이 자동 체크
되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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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2) 거래처 원장

1. 계정별 원장

2) 거래처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원장

|공통일반|
버튼 안내
계정번호 / 계정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거래처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거래처 / 끝 거래처

• 검색할 거래처들의 거래처번호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거래처 조회 창이 뜬다. 만
약, 한 거래처번호에 대한 거래처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거래처와 끝거래처에 그 거래처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구분항목선택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 구분별로 특정하여 거래처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 구분을 입력해야 정확한 거래처원장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거래처원장을 조회 시, 그 상세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 예를 들어 ‘111300(보통예금)’ 이라는 상세계정 내 ‘111301(신한은행)’이라는 종속계정이 있는
경우, 종속계정합치기를 체크한 후 111300(보통예금) 계정번호의 거래처원장을 조회하게 되면,
계정명을 111301로 입력한 전표가 포함되며 거래처원장 조회 결과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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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2) 거래처 원장

1. 계정별 원장

2) 거래처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원장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잔액 ‘0’ 포함

• 해당 계정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잔액이 0원일 때, 그 거래처를 검색 결과 목록에 표시할지 여부를
정하는 부분이다.

• 예를 들어,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거래처A의 잔액이 0원일때,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모
든 거래처원장 조회시,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거래처A가 나타나고 체크해제되어 있으면 거
래처A는 보이지 않는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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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2) 거래처 원장

1. 계정별 원장

2) 거래처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원장

| 탭(1) – 잔액 탭 |
항목 안내
거래처명

• ‘(거래처번호) 거래처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거래처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거래처의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거래처원장(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거래처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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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2) 거래처 원장

1. 계정별 원장

2) 거래처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원장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거래처명

• 시작거래처~끝거래처 내에서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거래처명이 거래처번호
순으로 표시된다. 거래처명을 누르면 그 거래처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하
여 거래처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
으로 연결한다.

금액표시란

• 마우스로 각 셀을 클릭했을 시, 그 셀의 금액이 금액표시란에 나타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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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2) 거래처 원장

1. 계정별 원장

2) 거래처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원장

| 탭(2) – 내역 탭 |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
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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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3) 프로젝트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3) 프로젝트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원장(내역 / 잔액)

|화면|
 프로젝트원장(잔액)

 프로젝트원장(내역)

|개요|
특정 계정번호에 대한 프로젝트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범위 내 프로젝트번호인 각 프로젝트별 해당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
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프로젝트의 해당 계정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선택한 범위 내 프로젝트번호인 ) 별로 해당 계정에 대한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
클릭하면 그 상세거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참고)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외화금액 관리기능 사용 을 체크하면, 전기분 이월 페이지, 거래
처원장, 프로젝트원장, 거래처별계정별원장, 거래처별 프로젝트별원장 등에서 외화금액표시란이 자동 체크
되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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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3) 프로젝트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3) 프로젝트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원장(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계정번호 / 계정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프로젝트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프로젝트 / 끝 프로젝트

• 검색할 프로젝트들의 프로젝트번호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프로젝트 조회 창이 뜬
다. 만약, 한 프로젝트번호에 대한 프로젝트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프로젝트와 끝프로젝
트에 그 프로젝트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구분항목선택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 구분별로 특정하여 프로젝트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
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 구분을 입력해야 정확한 프로젝트원장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프로젝트원장을 조회 시, 그 상세계
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 예를 들어 ‘111300(보통예금)’ 이라는 상세계정 내 ‘111301(신한은행)’이라는 종속계정이 있는
경우, 종속계정합치기를 체크한 후 111300(보통예금) 계정번호의 프로젝트원장을 조회하게 되
면, 계정명을 111301로 입력한 전표가 포함되며 프로젝트원장 조회 결과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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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3) 프로젝트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3) 프로젝트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원장(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잔액 ‘0’ 포함

• 해당 계정에 대한 프로젝트원장의 잔액이 0원일 때, 그 프로젝트를 검색 결과 목록에 표시할지 여
부를 정하는 부분이다.

• 예를 들어,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프로젝트A의 잔액이 0원일때,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원장 조회시,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프로젝트A가 나타나고 체크해제되어 있
으면 프로젝트A는 보이지 않는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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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3) 프로젝트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3) 프로젝트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원장(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항목 안내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번호) 프로젝트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프로젝트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프로젝트의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프로젝트원장(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프로젝트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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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3) 프로젝트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3) 프로젝트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프로젝트명

• 시작프로젝트~끝프로젝트 내에서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명이 프로
젝트번호순으로 표시된다. 프로젝트명을 누르면 그 프로젝트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
살표를 이용하여 프로젝트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프로젝트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금액표시란

• 마우스로 각 셀을 클릭했을 시, 그 셀의 금액이 금액표시란에 나타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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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3) 프로젝트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3) 프로젝트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
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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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4) 부서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4) 부서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원장(내역 / 잔액)

|화면|
 부서별원장(잔액)

 부서별원장(내역)

|개요|
특정 계정번호에 대한 부서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범위 내 부서번호인 각 부서별 해당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
을 더블클릭하면 그 부서의 해당 계정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선택한 범위 내 부서번호인 ) 별로 해당 계정에 대한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
하면 그 상세거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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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4) 부서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4) 부서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원장(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계정번호 / 계정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부서별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부서 / 끝 부서

• 검색할 부서들의 부서번호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부서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부서번호에 대한 부서별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부서와 끝부서에 그 부서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구분항목선택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 구분별로 특정하여 부서별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 구분을 입력해야 정확한 부서별원장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부서별원장을 조회 시, 그 상세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 예를 들어 ‘111300(보통예금)’ 이라는 상세계정 내 ‘111301(신한은행)’이라는 종속계정이 있는
경우, 종속계정합치기를 체크한 후 111300(보통예금) 계정번호의 부서별원장을 조회하게 되면,
계정명을 111301로 입력한 전표가 포함되며 부서별원장 조회 결과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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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4) 부서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4) 부서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원장(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잔액 ‘0’ 포함

• 해당 계정에 대한 부서별원장의 잔액이 0원일 때, 그 부서를 검색 결과 목록에 표시할지 여부를
정하는 부분이다.

• 예를 들어,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부서A의 잔액이 0원일때,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모든
부서별원장 조회시,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부서A가 나타나고 체크해제되어 있으면 부서A는
보이지 않는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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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4) 부서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4) 부서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원장(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항목 안내
부서명

• ‘(부서번호) 부서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부서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부서의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부서별원장(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부서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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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4) 부서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4) 부서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부서명

• 시작부서~끝부서 내에서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부서명이 부서번호순으로 표
시된다. 부서명을 누르면 그 부서별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하여 부서별원
장 이동도 가능하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부서들에 대한 부서별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
로 연결한다.

금액표시란

• 마우스로 각 셀을 클릭했을 시, 그 셀의 금액이 금액표시란에 나타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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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4) 부서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4) 부서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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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5) 구분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5) 구분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원장(내역 / 잔액)

|화면|
 구분별원장(잔액)

 구분별원장(내역)

|개요|
특정 구분번호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범위 내 계정번호인 각 구분별 해당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
을 더블클릭하면 그 구분의 해당 계정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선택한 범위 내 계정번호인 ) 해당 계정에 대한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거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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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5) 구분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5) 구분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원장(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구분번호 / 구분명

• 조회할 구분번호를 입력하면 구분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구분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구분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구분내역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구분별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계정번호 / 끝 계정번호

• 검색할 계정코드들의 계정코드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코드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계정코드에 대한 구분별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 계정번호와 끝 계정번호에 그 계
정코드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로 특정하여 구분별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를 입력해야 정확한 구분별원장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구분별원장을 조회 시, 그 상세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 예를 들어 ‘111300(보통예금)’ 이라는 상세계정 내 ‘111301(신한은행)’이라는 종속계정이 있는
경우, 종속계정합치기를 체크한 후 111300(보통예금) 계정번호의 구분별원장을 조회하게 되면,
계정명을 111301로 입력한 전표가 포함되며 구분별원장 조회 결과에 반영된다.

132

㈜에이알소프트

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5) 구분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5) 구분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원장(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안내
계정과목명

• ‘(계정번호) 계정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구분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구분의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구분별원장(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구분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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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5) 구분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5) 구분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계정과목명

• 시작계정번호~끝계정번호 내에서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내역중 검색하는 구분번호가 포함된 내
역이 있는 경우에 계정명이 계정번호순으로 표시된다. 계정명을 누르면 그 구분별원장이 보여진
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하여 구분별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구분들에 대한 구분별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
로 연결한다.

금액표시란

• 마우스로 각 셀을 클릭했을 시, 그 셀의 금액이 금액표시란에 나타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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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5) 구분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5) 구분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
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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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6) 종합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6) 종합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원장(내역 / 잔액)

|화면|
 종합원장(잔액)

 종합원장(내역)

|개요|
특정 계정번호에 대한 종합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범위 내 종합번호인 각 종합별 해당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
을 더블클릭하면 그 종합의 해당 계정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선택한 범위 내 종합번호인 ) 별로 해당 계정에 대한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
하면 그 상세거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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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6) 종합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6) 종합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원장(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계정번호 / 계정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종합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
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종합 / 끝 종합

• 검색할 종합들의 종합번호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종합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종합번호에 대한 종합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종합과 끝종합에 그 종합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구분항목선택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 구분별로 특정하여 종합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
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 구분을 입력해야 정확한 종합원장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종합원장을 조회 시, 그 상세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 예를 들어 ‘111300(보통예금)’ 이라는 상세계정 내 ‘111301(신한은행)’이라는 종속계정이 있는
경우, 종속계정합치기를 체크한 후 111300(보통예금) 계정번호의 종합원장을 조회하게 되면,
계정명을 111301로 입력한 전표가 포함되며 종합원장 조회 결과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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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6) 종합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6) 종합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원장(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잔액 ‘0’ 포함

• 해당 계정에 대한 종합원장의 잔액이 0원일 때, 그 종합을 검색 결과 목록에 표시할지 여부를 정
하는 부분이다.

• 예를 들어,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종합A의 잔액이 0원일때, 계정번호 111301에 대한 모든
종합원장 조회시,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종합A가 나타나고 체크해제되어 있으면 종합A는
보이지 않는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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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6) 종합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6) 종합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원장(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항목 안내
종합명

• ‘(종합번호) 종합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종합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종합의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종합원장(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종합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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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6) 종합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6) 종합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종합명

• 시작종합~끝종합 내에서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종합명이 종합번호순으로 표
시된다. 종합명을 누르면 그 종합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하여 종합원장 이
동도 가능하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종합들에 대한 종합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금액표시란

• 마우스로 각 셀을 클릭했을 시, 그 셀의 금액이 금액표시란에 나타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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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6) 종합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6) 종합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원장(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
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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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화면|
 거래처별 계정보기(잔액)

 거래처별 계정보기(내역)

|개요|
특정 거래처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거래처 한 곳에 대해 각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
하면 그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특정 계정과목의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거
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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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거래처번호 / 거래처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거래처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계정번호 / 끝 계정번호

• 검색할 계정과목들의 계정코드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코드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계정코드에 대한 거래처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계정코드와 끝계정코드에 그 계
정코드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로 특정하여 거래처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를 입력해야 정확한 거래처별 계정 내역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거래처별 계정내역을 조회 시, 그 상
세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143

㈜에이알소프트

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안내
계정과목명

• ‘[계정코드] 계정과목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계정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거래처별 계정별 보기(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정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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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7)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계정과목명

• 시작 계정번호~끝 계정번호 내에서 해당 거래처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계정과목명이 계정
코드순으로 표시된다. 계정과목명을 누르면 그 계정 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
용하여 계정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계정과목들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
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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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화면|
 프로젝트별 계정보기(잔액)

 프로젝트별 계정보기(내역)

|개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프로젝트에 대해 각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계정과목의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
거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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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프로젝트번호 / 프로젝트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프로젝트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계정번호 / 끝 계정번호

• 검색할 계정번호들의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코드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계정코드에 대한 프로젝트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계정코드와 끝계정코드에 그 계정코드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로 특정하여 프로젝트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
게 지점이나 사업부를 입력해야 정확한 프로젝트별 계정 내역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프로젝트별 계정내역을 조회 시, 그
상세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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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안내
계정과목명

• ‘[계정코드] 계정과목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계정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프로젝트별 계정별 보기(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정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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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8) 프로젝트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계정과목명

• 시작 계정번호~끝 계정번호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계정과목명이 계
정코드순으로 표시된다. 계정과목명을 누르면 그 계정 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하여 계정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계정과목들에 대한 프로젝트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
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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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화면|
 부서별 계정보기(잔액)

 부서별 계정보기(내역)

|개요|
특정 부서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부서에 대해 각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해당 부서에 대한 특정 계정과목의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거래
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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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부서번호 / 부서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부서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
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계정번호 / 끝 계정번호

• 검색할 계정과목들의 계정코드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코드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계정코드에 대한 부서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계정코드와 끝계정코드에 그 계정
코드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로 특정하여 부서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를 입력해야 정확한 부서별 계정 내역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부서별 계정내역을 조회 시, 그 상세
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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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안내
계정과목명

• ‘[계정코드] 계정과목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계정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부서별 계정별 보기(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정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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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9) 부서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부서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계정과목명

• 시작 계정번호~끝 계정번호 내에서 해당 부서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계정과목명이 계정코
드순으로 표시된다. 계정과목명을 누르면 그 계정 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
하여 계정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계정과목들에 대한 부서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
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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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화면|
 구분별 계정보기(잔액)

 구분별 계정보기(내역)

|개요|
특정 구분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구분에 대해 각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해당 구분에 대한 특정 계정과목의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거래
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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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구분번호 / 구분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구분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
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계정번호 / 끝 계정번호

• 검색할 계정과목들의 계정코드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코드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계정코드에 대한 구분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계정코드와 끝계정코드에 그 계정
코드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로 특정하여 구분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를 입력해야 정확한 구분별 계정 내역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구분별 계정내역을 조회 시, 그 상세
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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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안내
계정과목명

• ‘[계정코드] 계정과목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계정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구분별 계정별 보기(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정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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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0) 구분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구분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계정과목명

• 시작 계정번호~끝 계정번호 내에서 해당 구분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계정과목명이 계정코
드순으로 표시된다. 계정과목명을 누르면 그 계정 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
하여 계정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계정과목들에 대한 구분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
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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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화면|
 종합별 계정보기(잔액)

 종합별 계정보기(내역)

|개요|
특정 종합코드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잔액탭과 내역탭으로 나뉘어 있다.
①

잔액 탭 : 선택한 종합코드에 대해 각 계정의 직전잔액, 차대변금액, 잔액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계정과
목에 대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②

내역 탭 : 해당 종합코드에 대한 특정 계정과목의 상세거래내역을 보여준다. 각 행을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거래내역에
대한 전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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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종합번호 / 종합명

• 조회할 계정번호를 입력하면 계정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번호 조회 창
이 뜬다. 계정번호 수정 등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할 수 있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종합원장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기수 범위 내
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계정번호 / 끝 계정번호

• 검색할 계정과목들의 계정코드 범위를 입력한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계정코드 조회 창이 뜬다.
만약, 한 계정코드에 대한 종합원장만 검색하길 원한다면 시작계정코드와 끝계정코드에 그 계정
코드만 입력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마이다스는 지점별, 사업부별로 특정하여 종합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전표입력시 정확하게
지점이나 사업부를 입력해야 정확한 종합별 계정 내역을 볼 수 있다.

종속계정합치기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종속계정보다 상위인 상세계정으로 종합별 계정내역을 조회 시, 그 상세
계정 내 종속계정들의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외화금액표시

• 이 부분이 체크(V)되어 있는 경우, 조회결과에 외화직전잔액, 외화차변, 외화대변, 외화잔액이 함
께 표시된다. 또한 외화금액이 표시되려면 해당 전표의 분개항목에 외화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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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버튼 안내
미리보기 / 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안내
계정과목명

• ‘[계정코드] 계정과목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검색한 계정번호에 대한 계정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계정번호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종합별 계정별 보기(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정 원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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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1. 계정별 원장

11) 종합별 계정별 원장
위치 : 재무회계 > 종합별 계정별 보기(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계정과목명

• 시작 계정번호~끝 계정번호 내에서 해당 종합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계정과목명이 계정코
드순으로 표시된다. 계정과목명을 누르면 그 계정 원장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
하여 계정원장 이동도 가능하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계정과목들에 대한 종합원장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
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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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1. 계정별 원장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예산 현황 (내역 / 잔액)

|화면|
 프로젝트별 예산 현황(잔액)

 프로젝트별 예산 현황(내역)

|개요|
마이다스에서는 각 프로젝트별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프로젝트관리와 예산항목관리를 통해 각 프로젝트
명과 예산명을 저장해 놓은 다음, 회계처리 시 분개항목에 적절한 프로젝트명과 예산코드를 입력해 놓으면
이 화면을 통하여 프로젝트별 각 예산과목에 대한 내역과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프로젝트를 분리하여 예산 집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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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1. 계정별 원장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예산 현황 (내역 / 잔액)

|공통일반|
버튼 안내
지점명 / 사업부 / 프로젝트 선택

• 조회할 지점, 사업부,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정확한 결과 반영을 위해서는 전표 회계처리시 지점
명, 사업부, 프로젝트명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프로젝트별 예산집행현황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단,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회계
기수 범위 내의 일자여야 한다.

시작 예산코드 / 끝 예산코드

• 초기값은 0과 999999999로 세팅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예산코드에 대한 조회를 의미한다. 특
정 예산코드에 대한 집행현황을 조회하려면, 조회하고자 하는 예산코드가 포함되게 알맞게 시작
예산코드와 끝 예산코드를 지정하면 된다.

자산부채항목제외

• 이 부분이 체크(V)되면 계정과목이 자산,부채항목인 경우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된다.
전체보기 / 전체인쇄

• 검색한 선택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범위 내 예산과목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인쇄할 수 있게 인쇄하
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개별보기 / 개별인쇄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인쇄할 수 있게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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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1. 계정별 원장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예산 현황 (내역 / 잔액)

| 탭(1) – 잔액 탭 |
항목 안내
예산과목명

• ‘[예산코드] 예산과목명’ 형식으로 표시된다.
직전잔액

• 시작일자 이전까지의 해당 예산코드에 대한 예산잔액을 나타낸다.
차변 / 대변

• 해당 예산코드에 대한 차/대변 금액을 나타낸다.
잔액

• 직전잔액에서 차/대변금액이 계산되고 난 후 종료일자시의 잔액을 나타낸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프로젝트별 예산 현황(내역)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예산코드에 대한 상세내역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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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장 조회
1. 계정별 원장 >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1. 계정별 원장

12)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현황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예산 현황 (내역 / 잔액)

| 탭(2) – 내역 탭 |
버튼 안내
예산과목명

• 시작 예산코드~끝 예산코드 내에서 해당 예산코드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예산과목명이 예
산코드순으로 표시된다. 예산과목명을 누르면 그 예산과목이 분개항목으로 입력된 회계처리내역
들이 보여진다. 옆에 있는 좌우화살표를 이용하여 예산과목 이동도 가능하다.

항목 안내
일자

• 거래내역의 전표일자가 표시되며, 공란인 행은 윗 행의 전표일자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다.
계정번호 / 계정명

• 해당 예산과목을 포함하여 저장된 각 전표의 계정번호와 계정명이 표시된다.
적요

• 전표의 적요가 표시된다.
차변 / 대변 / 잔액

• 해당 계정의 금액이 차변 혹은 대변에 표시된다.
항목 더블 클릭 시

•

해당 전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 방법은 전표관리의
전표입력창 입력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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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
관리
1. 이월
2. 재무제표

3. 관리용 재무제표

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1) 이월 일반

1. 이월

1) 이월 일반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이월

|일반|
개요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할 시, 전기분 회계데이터의 이월은 필수적이다. 마이다스에서는
재무회계 메뉴에서 입력했던 모든 회계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다. 만약,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원가명
세서의 전기분 데이터가 잘못 표시되고 있다면 이 페이지에서 이월상태를 체크하여야 한다.

버튼 안내
불러오기

• 선택한 지점 사업부에 대한 전기분 데이터가 조회된다.
지점 / 사업부

• 이월할 전기분 데이터의 해당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모든 지점 사업부를 조회하려면
‘전체＇를 선택한다.

구분별로 이월하기

• 구분별로 이월하려면 이 부분을 선택체크(V)해야 한다.
• 체크하면, 자동이월데이터가 나타나는 부분에 구분코드와 구분명이 함께 보여진다.
• 또한 데이터 이월시 전기분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던 구분코드와 구분명이 함께 저장되므로
전기에 이어 연속적으로 구분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외화금액표시

• 대차대조표의 전기분 데이터 이월시 이용된다.
• 외화금액을 따로 표시하여 이월하려면 이 필드를 선택체크(V)한다.
마감관리

• 클릭하면 전기이월 데이터 마감 설정창이 뜬다.
• 각 지점별사업부별로 항목이 표시되며, 각 지점별사업부별로 재무제표와 거래처이월, 프로
젝트 이월 마감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체크(V)가 표시되면 마감이 된 것이며, 체크해제는 마감해제이다.
• 회사관리자만 변경이 가능하다.
• 마감 체크가 되어있는 지점별사업부별 해당 재무제표는 더 이상 전기 이월 데이터를 수정,
변경할 수 없다.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시엔 마감체크를 하여야 한다.

• 마감 설정을 변경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야 변경내용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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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화면|

①
②

③

④

|개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이월한다.
①

이월 일반을 참고한다. 지점 및 사업부별 마감관리와 이월을 할 때 이용된다.

②

지점 사업부 선택창 : 1번 이월 일반에서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의 목록이 보인다.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정확히 선택한
다.

③

이월 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과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으로 나뉜다. 자동이월탭은 마이다스가 자동으로
전기분의 데이터를 불러옴으로써 빠른 이월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직접 이월데이터(계정별 잔액)를 입력하거나 수정
하고 싶다면 이월데이터 추가,수정,삭제 탭을 이용한다.

④

거래처 및 프로젝트 이월 입력 : 이월테이터 추가, 수정, 삭제 시 해당 계정번호에 거래처나 프로젝트 정보도 함께 저장
하고 싶다면 이 창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즉,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이나 계정별 프로젝트별 잔액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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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주의및참고사항|
전기의 당기 재무제표와 올해의 전기 재무제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예를 들어 이번 회계기수가 1월 1일에 새로 시작된다고 하면 업무자는 1월 1일에 전기분의 재무상
태표 데이터를 이월하게 된다.

•

하지만 1월 이월 이후에도 업무자는 3월까지는 전기에 추가적인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월 결산이 마무리된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이월한 데이터(당 회계기수의 재무상태표
전기 데이터)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업무 담당자는 전기의 재무상태표와 당기의 재무상태표의 이월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다시 한 번 ‘자동이월＇탭에서 불러오기 및 저장을 하여 자동이월을 하셔야 한다.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지점 사업부 선택 창 |
화면

개요
이월 일반 선택창에서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의 목록이 보인다.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정확히 선택한다.

작업 안내
이 창에서 지점사업부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 이월 데이터 입력 창에 해당 지점사업부의 이월데
이터 현황이 표시된다. 다른 지점사업부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 이월데이터 입력창에 보여지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사업부에 대한 이월데이터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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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
화면

개요
전년도 회계기수도 마이다스를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했을 시, 마이다스에는 전기분 대차대조표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을 위해 마이다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
로 불러와 전기분 이월대차대조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작업 안내

①

를 클릭하면 지점사업부선택창에서 선택한 지점사업부의 전기분 재무상태표 관
련 데이터가 표시된다.

②

만약, 어떤 계정번호의 전기분 거래내역 이월 시,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정보와 프로젝트 정
보까지 함께 저장하여 이월한다면, 거래처 항목과 프로젝트 항목을 각각 선택 체크(V) 한다.

③
④

을 클릭하여 자동이월을 완료한다.
이월된 데이터는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탭에서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다.



특정 계정번호에 대한 이월데이터 저장 시, 거래처나 프로젝트 이월입력을 하고자 하면 정보를 입력
하고자 하는 계정번호 행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 거래처 및 프로젝트 이월 입력 창에 해당 계정번호에
거래처와 프로젝트 이월 현황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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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
항목 안내
입출구분

•

계정잔액의 입출구분이 표시된다. (3. 차변 / 4. 대변)

계정번호 / 계정명

•

이월할 계정의 번호와 계정명이 표시된다.

금액

•

이월할 계정잔액이 표시된다.

거래처

•

해당 계정의 거래처별 잔액을 함께 이월할 때 체크한다.

프로젝트

•

해당 계정의 프로젝트별 잔액을 함께 이월할 때 체크한다.

구분코드 / 구분명

•
•

상단

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비품’이라는 계정 잔액이 1,780,000 이라고 할 때, 구분별로 이월하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만약 전기분 회계처리시 ‘비품＇계정에 대해 구분코드를 함께 저장해놓았다면 아래처
럼 표시된다. 전기분 회계처리시 저장된 구분코드를 함께 이월데이터로 저장이 가능
하며, 구분별 잔액을 관리할 수 있다.

외화금액

•
•

상단

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는 항목이다.

각 계정에 대한 외화잔액이 표시되며, 함께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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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
화면

개요
선택된 지점사업부의 이월대차대조표 데이터(계정별 잔액)가 표시된다. 기존에 입력된 이월대차대조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데이터는 자동저장된다.
각 계정번호를 선택하면 그 계정번호의 이월데이터 내에 있는 거래처별 잔액과 프로젝트별 잔액이 표시된
다.

버튼 안내
행삽입

•

선택되어 있는 행 바로 위에 빈 행이 삽입된다.

현재행삭제

•

선택되어 있는 행을 삭제한다.

전체삭제

•

선택된 지점사업부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이월대차대조표 데이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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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
항목 안내
입출구분

•
•

계정잔액의 입출구분을 입력한다. (3. 차변 / 4. 대변)
마우스로 더블클릭시 선택박스가 나타나며, 키보드로 직접 3 혹은 4를 입력해도 바로
변환된다.

계정번호 / 계정명

•

이월할 계정의 번호와 계정명이 표시된다. (단축키 F2 : 계정코드 조회)

금액

•

이월할 계정잔액이 표시된다.

구분코드 / 구분명

•
•

상단

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비품’이라는 계정 잔액이 1,780,000 이라고 할 때, 구분별로 이월하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만약 전기분 회계처리시 ‘비품＇계정에 대해 구분코드를 함께 저장해놓았다면 아래처
럼 표시된다. 전기분 회계처리시 저장된 구분코드를 함께 이월데이터로 저장이 가능
하며, 구분별 잔액을 관리할 수 있다.

외화금액

•
•

상단

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는 항목이다.

각 계정에 대한 외화잔액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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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3) – 거래처 및 프로젝트 이월 입력 창 |
화면

개요
이월데이터 입력창에서 선택된 계정의 거래처별 잔액과 프로젝트별 잔액을 보여준다. 또한, 거래처와 프
로젝트별 잔액을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

버튼 안내
새로작성

•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지우고, 해당계정의 거래처별 잔액을 새로 작성시 클릭한다.

행추가

•
•

새롭게 거래처 잔액을 입력해야 할 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빈 행이 마지막에 추가된다.
해당 행에서 다른 행으로 커서가 옮겨갈 시, 금액이 0이면 해당 행은 삭제된다.

행저장

•

입력한(선택된) 행을 저장한다.

행삭제

•

선택한 거래처(프로젝트)잔액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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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1. 이월

2)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

|작업안내|

자동이월
① 먼저, 불러올 지점 및 사업부를 선택하고 구분별 이월여부와 외화금액표시 여부를 선택한다.
② 좌측 지점 사업부 선택창에서 전기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선택한다.
③ 이월데이터 입력 창에서 자동이월 탭을 선택한 후,

를 클릭한다.

④ 계정잔액 이월 시, 거래처와 프로젝트 전액도 함께 이월한다면 거래처나 프로젝트를 선택체크(V)한다.
⑤

을 클릭하면 계정잔액 이월이 된다. 저장된 결과는 이월데이터 추가,수정,삭제 탭에 표시된다.

이월데이터 입력 및 수정
① 새로운 행을 삽입하여 이월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을 클릭한다.

② 기존에 입력된 이월데이터를 수정하려면 해당 셀에 수정정보를 입력한다.
③ 계정별 잔액 행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계정에 대한 거래처별 잔액과 프로젝트별 잔액을 우측 거래
처 및 프로젝트 이월 입력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④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혹은 계정별 프로젝트별 잔액)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창의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한다.
⑤ 만약 특정 계정 잔액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해당 계정잔액 행을 클릭한 뒤,

를 클릭하면

해당 행이 삭제된다.
⑥ 만약 기존에 입력된 모든 이월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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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1. 이월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화면|

①
②

③

|개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이월한다.
①

이월 일반을 참고한다. 지점 및 사업부별 마감관리와 이월을 할 때 이용된다.

②

지점 사업부 선택창 : 1번 이월 일반에서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의 목록이 보인다.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정확히 선택한
다.

③

이월 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과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으로 나뉜다. 자동이월탭은 마이다스가 자동으로
전기분의 데이터를 불러옴으로써 빠른 이월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직접 이월데이터(계정별 잔액)를 입력하거나 수정
하고 싶다면 이월데이터 추가,수정,삭제 탭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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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1. 이월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지점 사업부 선택 창 |
화면

개요
이월 일반 선택창에서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의 목록이 보인다.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정확히 선택한다.

작업 안내
이 창에서 지점사업부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 이월 데이터 입력 창에 해당 지점사업부의 이월데
이터 현황이 표시된다. 다른 지점사업부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 이월데이터 입력창에 보여지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사업부에 대한 이월데이터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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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1. 이월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
화면

개요
전년도 회계기수도 마이다스를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했을 시, 마이다스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을 위해 마이다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
로 불러와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작업 안내

①

를 클릭하면 지점사업부선택창에서 선택한 지점사업부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관
련 데이터가 표시된다.

②
③

을 클릭하여 자동이월을 완료한다.
이월된 데이터는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탭에서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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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1. 이월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
항목 안내
입출구분

•

계정잔액의 입출구분이 표시된다. (3. 차변 / 4. 대변)

계정번호 / 계정명

•

이월할 계정의 번호와 계정명이 표시된다.

금액

•

이월할 계정잔액이 표시된다.

구분코드 / 구분명

•
•

상단

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이라는 계정 잔액이 230,000 이라고 할 때, 구분별로 이월하기
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만약 전기분 회계처리시 ‘이자비용＇계정에 대해 구분코드를 함께 저장해놓았다면 아
래처럼 표시된다. 이와 같이 전기분 회계처리시 저장된 구분코드를 함께 이월데이터
로 저장이 가능하며, 구분별 잔액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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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1. 이월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
화면

개요
선택된 지점사업부의 이월손익계산서 데이터(계정별 잔액)가 표시된다. 기존에 입력된 이월손익계산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데이터는 자동저장된다.

버튼 안내
행삽입

•

선택되어 있는 행 바로 위에 빈 행이 삽입된다.

현재행삭제

•

선택되어 있는 행을 삭제한다.

전체삭제

•

선택된 지점사업부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이월손익계산서 데이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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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1. 이월

3)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

|작업안내|

자동이월
① 먼저, 불러올 지점 및 사업부를 선택하고 구분별 이월여부를 선택한다.
② 좌측 지점 사업부 선택창에서 전기 이월손익계산서 데이터를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선택한다.
③ 이월데이터 입력 창에서 자동이월 탭을 선택한 후,
④

를 클릭한다.

을 클릭하면 계정잔액 이월이 된다. 저장된 결과는 이월데이터 추가,수정,삭제 탭에 표시된다.

이월데이터 입력 및 수정
① 새로운 행을 삽입하여 이월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을 클릭한다.

② 기존에 입력된 이월데이터를 수정하려면 해당 셀에 수정정보를 입력한다.
③ 만약 특정 계정 잔액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해당 계정잔액 행을 클릭한 뒤,

를 클릭하면

해당 행이 삭제된다.
④ 만약 기존에 입력된 모든 이월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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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1. 이월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화면|

①
②

③

|개요|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이월한다.
①

이월 일반을 참고한다. 지점 및 사업부별 마감관리와 이월을 할 때 이용된다.

②

지점 사업부 선택창 : 1번 이월 일반에서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의 목록이 보인다.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정확히 선택한
다.

③

이월 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과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으로 나뉜다. 자동이월탭은 마이다스가 자동으로
전기분의 데이터를 불러옴으로써 빠른 이월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직접 이월데이터(계정별 잔액)를 입력하거나 수정
하고 싶다면 이월데이터 추가,수정,삭제 탭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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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1. 이월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지점 사업부 선택 창 |
화면

개요
이월 일반 선택창에서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의 목록이 보인다. 이월할 지점사업부를 정확히 선택한다.

작업 안내
이 창에서 지점사업부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 이월 데이터 입력 창에 해당 지점사업부의 이월데
이터 현황이 표시된다. 다른 지점사업부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 이월데이터 입력창에 보여지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사업부에 대한 이월데이터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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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1. 이월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
화면

개요
전년도 회계기수도 마이다스를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했을 시, 마이다스에는 전기분 원가명세서 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월을 위해 마이다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
로 불러와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작업 안내

①

를 클릭하면 지점사업부선택창에서 선택한 지점사업부의 전기분 원가명세서 관
련 데이터가 표시된다.

②
③

을 클릭하여 자동이월을 완료한다.
이월된 데이터는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탭에서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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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1. 이월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자동이월 탭
항목 안내
입출구분

•

계정잔액의 입출구분이 표시된다. (3. 차변 / 4. 대변)

계정번호 / 계정명

•

이월할 계정의 번호와 계정명이 표시된다.

금액

•

이월할 계정잔액이 표시된다.

구분코드 / 구분명

•
•

상단

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급여’라는 계정 잔액이 61,600,000 이라고 할 때, 구분별로 이월하기를 이
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만약 전기분 회계처리시 ‘급여 ＇계정에 대해 구분코드를 함께 저장해놓았다면 아래
처럼 표시된다. 이와 같이 전기분 회계처리시 저장된 구분코드를 함께 이월데이터로
저장이 가능하며, 구분별 잔액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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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1. 이월 >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1. 이월

4)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위치 : 재무회계 > 전기분 원가명세서 이월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이월데이터 입력 창 |
이월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탭
화면

개요
선택된 지점사업부의 이월손익계산서 데이터(계정별 잔액)가 표시된다. 기존에 입력된 이월손익계산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데이터는 자동저장된다.

버튼 안내
행삽입

•

선택되어 있는 행 바로 위에 빈 행이 삽입된다.

현재행삭제

•

선택되어 있는 행을 삭제한다.

전체삭제

•

선택된 지점사업부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이월손익계산서 데이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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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1) 재무상태표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위치 : 재무회계 > 재무상태표

|화면|

|개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의미한다. 마이다스에서는 지점 및
사업부별 재무상태표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계정유형별, 구분별 등의 조건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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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1) 재무상태표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위치 : 재무회계 > 재무상태표

|일반|
계정과목 표시 안내
자산, 부채, 자본 표시

• 자산, 부채, 자본은 아무 표기도 없이 굵고 진한 글씨로 표시된다.
계정그룹, 주계정, 종속계정 표시

• 각 계정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 정의한 포함순서대로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 아래와 같이 계정그룹은 I, II, III… 과 1), 2), 3) … 형태로 증가하고
• 주계정은 1, 2, 3 … 형태로 증가한다.
• 종속계정은 순서표기 없이 표시된다.

<재무상태표 표시>

<상세계정관리 표시>

상세계정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계정별 원장)을 조회하고 싶을 시
• 각 계정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계정의 원장이 보인다.
구분별 재무제표 조회방법 안내
• 먼저, 회사관리자 > 일반 탭 의 전기이월시 구분별로 이월 에 체크한다. (회사관리자만 가능)
• 재무회계 > 재무상태표의 구분항목선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지정 지점 사업부 내
구분별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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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1) 재무상태표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위치 : 재무회계 > 재무상태표

|버튼안내|
표시

• 설정 조건 및 여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종료일자

• 재무상태표를 조회할 기간의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계정별 표시 설정

• 종속계정 합치기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종속계정 표시는 생략되고 종속계정의 금액은 주계
정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 종속계정별로 표시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주계정과 종속계정이 모두 조회된다.
• 통합계정으로 표시 : 동일한 계정그룹 내에 있는 상세계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사용한다.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에서 설정한 대로 표시된다.

표시언어 선택

• 현재 마이다스에서는 한글 / 영어 로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다. 영문 계정명은 기준정보 > 상세
계정에서 각 계정에 등록된 영문 계정명이 이용된다.

지점명 및 사업부

• 지점 및 사업부를 특정하면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조회할 수있다. 지점별
사업부별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

구분항목선택

•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 회계 데이터(전표)내에 구분을 입력해 놓고, 구분별 이월기능을 사용중일
시 구분항목들이 보인다. 구분을 선택하면 해당 구분별 재무상태표를 확인할 수 있다.

• 구분별 이월기능 설정 :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전기이월시 구분별로 이월 체크
인쇄 및 보기

• 재무상태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페이지 혹은 인쇄미리보기 페이지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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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1) 재무상태표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위치 : 재무회계 > 재무상태표

|버튼안내|
비교식으로 / 당기분만

• 비교식으로 : 당기와 전기를 함께 표시한다. 어느 한 기(期)만 금액이 있는 상세계정의 경우, 없는
기(期)의 금액은 0으로 표시된다. 전기분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월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당기분만 : 전기 금액은 모두 0으로 표시된다.

엑셀변환

• 재무상태표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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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2) 손익계산서

2.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손익계산서

|화면|

|개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손익계산서에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수익, 비용, 이익이 주요 구성
항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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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2) 손익계산서

2.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손익계산서

|일반|
계정과목 표시 안내
매출수익,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계정그룹

• 아래와 같이 계정그룹은 I, II, III… 형태로 증가한다.
상세계정(주계정, 종속계정) 표시

• 각 계정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 정의한 포함순서대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 주계정은 1, 2, 3 … 형태로 증가한다.
• 종속계정은 순서표기 없이 표시된다.

<손익계산서 표시>

<상세계정관리 표시>

상세계정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계정별 원장)을 조회하고 싶을 시
• 각 계정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계정의 원장이 보인다.
구분별 손익계산서 조회방법 안내
• 먼저, 회사관리자 > 일반 탭 의 전기이월시 구분별로 이월 에 체크한다. (회사관리자만 가능)
• 재무회계 > 손익계산서 구분항목선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지정 지점 사업부 내 구
분별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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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2) 손익계산서

2.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손익계산서

|버튼안내|
표시

• 설정 조건 및 여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표시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계정별 표시 설정

• 종속계정 합치기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종속계정 표시는 생략되고 종속계정의 금액은 주계
정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 종속계정별로 표시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주계정과 종속계정이 모두 조회된다.
• 통합계정으로 표시 : 동일한 계정그룹 내에 있는 상세계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
할 때 사용한다.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에서 설정한 대로 표시된다.

표시언어 선택

• 현재 마이다스에서는 한글 / 영어 로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영문 계정명은 기준정보 > 상
세계정에서 각 계정에 등록된 영문 계정명이 이용된다.

지점명 및 사업부

• 지점 및 사업부를 특정하면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수있다. 지점별
사업부별 손익을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

구분항목선택

•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 회계 데이터(전표)내에 구분을 입력해 놓고, 구분별 이월기능을 사용중일
시 구분항목들이 보인다. 구분을 선택하면 해당 구분별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다.

• 구분별 이월기능 설정 :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전기이월시 구분별로 이월 체크
인쇄 및 보기

• 손익계산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페이지 혹은 인쇄미리보기 페이지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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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2) 손익계산서

2.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손익계산서

|버튼안내|
표시방법

• 마이다스는 손익계산서를 여러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간에 대한 경영성과를 측정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같은 일자간(기간)의 당기와 전기 손익을 비교할 수도 있고, 전기 전체와 당기의 해당 일자까지의
누적을 비교하는 등 많은 표시방법이 있다.

• 종류 : 당기누적 + 전기전체 / 당기기간 + 당기누적 / 당기기간 + 전기기간 / 당기분만 / 누계손익
+ 누계예산 / 기간손익 + 기간예산 / 당기예산 + 전기예산

손익계산서 순서편집

• 마이다스에서는 각 지점별 사업부별 손익계산서 항목 순서, 계산방법, 표시명 등을 편집 및 저장
할 수 있다.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화면이 나타난다. (링크에 연결된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안내 참
조)

매출원가편집

• 매출원가편집을 클릭하면 상품 및 재품 등의 재고자산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자동으로 대
체하기 위하여 계정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

• 기준정보 > 매출원가 화면이 나타난다. (매출원가 편집방법 안내 참조)
엑셀변환

• 손익계산서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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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3) 원가명세서

2. 재무제표

3) 원가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원가명세서

|화면|

|개요|
원가명세서란 제품 제조를 함에 있어, 원가를 계산한 보고서를 의미한다. 즉 제품을 제조할 때 투입된 원가의 세부항목과
그 액수를 기입하면 된다. 원가는 제품제조원가나 도급공사원가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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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3) 원가명세서

2. 재무제표

3) 원가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원가명세서

|일반|
계정과목 표시 안내
원가선택에 따른 표시범위

• 원가선택(제품제조원가/도급공사원가)에 따라 상세계정관리에서 해당 계정그룹 내 상세계정들
만 원가명세서에 표시된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계정그룹

• 아래와 같이 계정그룹은 I, II, III… 형태로 증가한다.
상세계정(주계정, 종속계정) 표시

• 각 계정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 정의한 포함순서대로 원가명세서에 표시된다.
• 주계정은 1, 2, 3 … 형태로 증가하며, 종속계정은 순서표기 없이 표시된다.

< 원가명세서 표시>

<상세계정관리 표시>

상세계정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계정별 원장)을 조회하고 싶을 시
• 각 계정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계정의 원장이 보인다.
구분별 원가명세서 조회방법 안내
• 먼저, 회사관리자 > 일반 탭 의 전기 이월 시 구분별로 이월 에 체크한다. (회사관리자만 가능)
• 재무회계 > 원가명세서 구분항목선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지정 지점 사업부 내 구
분별 원가명세서 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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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3) 원가명세서

2. 재무제표

3) 원가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원가명세서

|버튼안내|
표시

• 설정 조건 및 여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에 대한 원가명세서를 표시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원가명세서를 조회할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계정별 표시 설정

• 종속계정 합치기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종속계정 표시는 생략되고 종속계정의 금액은 주계
정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 종속계정별로 표시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주계정과 종속계정이 모두 조회된다.
• 통합계정으로 표시 : 동일한 계정그룹 내에 있는 상세계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원가명세서에 표시
할 때 사용한다.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에서 설정한 대로 표시된다.

표시언어 선택

• 현재 마이다스에서는 한글 / 영어 로 원가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영문 계정명은 기준정보 > 상
세계정에서 각 계정에 등록된 영문계정명이 이용된다.

지점명 및 사업부

• 지점 및 사업부를 특정하면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에 대한 원가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구분항목선택

•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 회계 데이터(전표)내에 구분을 입력해 놓고, 구분별 이월 기능을 사용 중일
시 구분항목들이 보인다. 구분을 선택하면 해당 구분별 원가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구분별 이월기능 설정 :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전기 이월 시 구분 별로 이월 체크
인쇄 및 보기

• 원가명세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 페이지 혹은 인쇄미리보기 페이지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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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3) 원가명세서

2. 재무제표

3) 원가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원가명세서

|버튼안내|
표시방법

• 마이다스는 원가별 원가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 표시기간과 원가선택을 여러가지로 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원가명세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 표시기간 종류 : 당기누적 + 전기전체 / 당기기간 + 당기누적 / 당기기간 + 전기기간 / 당기분만 /
누계손익 + 누계예산 / 기간손익 + 기간예산 / 당기예산 + 전기예산

• 원가선택 :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 원가명세서 內 계정그룹 중 데이터가 있으면 표시된다.
(ex. 용역매출원가 , 도급공사원가, 제품제조원가 등)

재료비 편집

• 재고자산 중 원재료를 원가명세서의 재료비로 자동 대체할 시 이용하기 위한 계정정보 편집창이
다.

•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의 원재료비(계정번호 : 115000) 을 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계정번호 :
721100)와 매칭시켜 재료비 편집창에 저장해 놓으면 계정번호 115000 으로 분개 처리한 원재
료비가 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에 표시된다.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원재료 화면이 나타난다. (원재료 편집방법 안내 참조)
재공품편집

• 원가명세서상 각 계정과목 금액응ㄹ 자동으로 재공품 및 제품계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계정정보
를 편집한다.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재공품 화면이 나타난다. (재공품 편집방법 안내 참조)
엑셀변환

• 원가명세서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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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4) 합계잔액시산표

2. 재무제표

4) 합계잔액시산표
위치 : 재무회계 > 합계잔액시산표

|화면|

|개요|
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표시하는 표이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입력된 자료가 대차 차액 없이 정확히 처리되었는 지를 검증하
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대차평균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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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4) 합계잔액시산표

2. 재무제표

4) 합계잔액시산표
위치 : 재무회계 > 합계잔액시산표

|일반|
계정과목 표시 안내
계정과목 표시
계정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표시하거나, 계정명만 표시된다.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저장한 대로 작은 계정번호인 계정그룹순으로 표시된다.
또한 그 계정그룹 내의 상세계정들 역시 상세계정관리에서 저장한 대로 포함 순서대로 표시된다.

< 합계잔액시산표 표시>

<상세계정관리 표시>

상세계정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계정별 원장)을 조회하고 싶을 시
• 각 계정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계정의 원장이 보인다.
구분별 원가명세서 조회방법 안내
• 먼저, 회사관리자 > 일반 탭 의 전기이월시 구분별로 이월 에 체크한다. (회사관리자만 가능)
• 재무회계 > 합계잔액시산표 구분항목선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지정 지점 사업부
내 구분별 합계잔액시산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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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4) 합계잔액시산표

2. 재무제표

4) 합계잔액시산표
위치 : 재무회계 > 합계잔액시산표

|버튼안내|
표시

• 설정 조건 및 여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에 대한 합계잔액시산표를 표시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할 시점(종료일자)을 선택한다.
계정별 표시 설정

• 종속계정 합치기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종속계정 표시는 생략되고 종속계정의 금액은 주계
정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 종속계정별로 표시 : 종속계정을 사용한 경우 주계정과 종속계정이 모두 조회된다.
• 통합계정으로 표시 : 동일한 계정그룹 내에 있는 상세계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합계잔액시산표에
표시할 때 사용한다.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에서 설정한 대로 표시된다.

표시언어 선택

• 현재 마이다스에서는 한글 / 영어 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할 수 있다. 영문 계정명은 기준정
보 > 상세계정에서 각 계정에 등록된 영문계정명이 이용된다.

지점명 및 사업부

• 지점 및 사업부를 특정하면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에 대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할 수있다.
구분항목선택

• 선택한 지점 및 사업부 회계 데이터(전표)내에 구분을 입력해 놓고, 구분별 이월기능을 사용중일
시 구분항목들이 보인다. 구분을 선택하면 해당 구분별 합계잔액시산표를 확인할 수 있다.

• 구분별 이월기능 설정 :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전기이월시 구분별로 이월 체크
인쇄 및 보기

• 합계잔액시산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 페이지 혹은 인쇄미리보기 페이지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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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4) 합계잔액시산표

2. 재무제표

4) 합계잔액시산표
위치 : 재무회계 > 합계잔액시산표

|버튼안내|
계정번호 표시

• 체크(V)시 : 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명 앞에 계정번호가 함께 표시된다.
• 미체크시 : 합계잔액시산표에 계정명만 표시된다.
엑셀변환

• 합계잔액시산표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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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5) 잉여금처분계산서

2. 재무제표

5) 잉여금처분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잉여금처분계산서

|화면|

|개요|
잉여금처분계산서 화면은 잉여금처븐계산서 혹은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의미하며, 이는 한 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이익잉여금을 통해 분배하여 나타내는 보
고서이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을 합친 금액이 결손일 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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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5) 잉여금처분계산서

2. 재무제표

5) 잉여금처분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잉여금처분계산서

|버튼안내|
표시

•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표시한다.
•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가 없다면, 새로작성과 같이 자동으
로 데이터를 불러와 표시해준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 항목은 전기분 데이터를 조회하고, 당기순
이익(당기순손실)항목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의 데이터를 조회한다.

새로작성

• 입력된 잉여금처분내역이 일괄 살제되며, 각 항목의 금액을 다시 불러온다.
저장

• 입력 및 수정이 끝난 후 저장을 클릭하면 서버에 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내역을
저장한다.

인쇄 / 미리보기

•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페이지나 미리보기페이지로 연결
한다.

엑셀

•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자동체크표시)

•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체크되며, 처분전이익잉여금이 결손인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로 체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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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5) 잉여금처분계산서

2. 재무제표

5) 잉여금처분계산서
위치 : 재무회계 > 잉여금처분계산서

|버튼안내|
회계기수와 처분확정일 표시창

• 당기와 전기가 회계기수와 회계기수 시작일자, 종료일자로 표시되며 당기 처분확정일은 당 회계기수
종료일의 3개월 뒤로 표시된다.

• 처분확정일은 변경 가능하다.
당기분만

• 이 부분을 체크(V)하면 인쇄, 엑셀파일 저장 시 당기분만 출력 및 저장된다.

|일반및작업안내|
잉여금처분계산서
•

처분전잉여금,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으로 구성된다.

•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이익잉여금 처분액

결손금처리계산서
•

처분전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결손금 으로 구성된다.

•

차기이월결손금 = 처분전결손금 + 결손금처리액

① 입력 필요항목은 각 목차의 빈 항목에 직접 항목명과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임의적립금 이입액, 이익잉여
금 처분 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란에 금액을 입력한다.)
② 처분계산이 끝난 후
③

을 누르면 서버에 작업한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저장된다.

를 클릭하면 저장해 놓은 잉여금처분계산서가 보이게 되고, 새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할때
는

을 클릭하여 재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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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6) 일,월계표

2. 재무제표

6) 일,월계표
위치 : 재무회계 > 일,월계표

|화면|

|개요|
일(월)계표는 매일(매월) 거래내역의 분개를 계정과목별로 집계한 분개 집계표를 의미한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차이가 당
일(당월)발생잔액이다.
현금 항목은 입출금전표 발생을 나타낸다. 차변의 현금은 현금이 출금된 것을 의미하고, 대변의 현금은 현금이 입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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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2. 재무제표 > 6) 일,월계표

2. 재무제표

6) 일,월계표
위치 : 재무회계 > 일,월계표

|버튼안내|
표시

• 설정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불러와 일(월)계표를 표시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조회할 분개내역일자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 일계표를 조회한다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동일한 날로 설정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별 사업부별 분개내역만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명과 사업부를 특정하여 선택한다.
모든 지점과 사업부에 대해 검색하려면 전체를 선택한다.

한글 / 영어

• 계정과목명을 한글로 표시할 것인지 영문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 영문계정과목명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각 계정명에 영문계정명을 등록하면 된다.
계정번호 포함

• 계정번호포함을 체크(V)하면, 계정과목명 앞에 계정번호를 함께 표시한다.
인쇄 / 보기

• 현재 화면을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페이지 혹은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변환

• 화면에 표시된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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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1) 프로젝트별 손익

3. 관리용재무제표

1) 프로젝트별 손익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손익

|화면|

|개요|
각 프로젝트별 손익 현황과 원가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분개할 때 프로젝트번호를 입력해 놓았다면, 각 프로젝트별 계정별 금액
을 한 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며, 프로젝트별로 당기 순이익 등을 조회가 가능하므로 프로젝트별 관리할 때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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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1) 프로젝트별 손익

3. 관리용재무제표

1) 프로젝트별 손익
위치 : 재무회계 > 프로젝트별 손익

|버튼안내|
표시

• 설정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불러와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를 표시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데이터를 조회할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 특정일자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한다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동일한 날로 설정하면 된다.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별 사업부별 프로젝트만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명과 사업부를 특정하여 선택한다.
모든 지점과 사업부에 대해 검색하려면 전체를 선택한다.

인쇄 / 보기

• 현재 화면을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페이지 혹은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변환

• 화면에 표시된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작업안내|
계정과목 범위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는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에서 각 계정그룹 내의 계정과목만 표시한
다.

•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 계정그룹의 시작게정번호와 끝계정번호가 500000, 699999 으로 설정
되어 있다면 해당 범위 내 계정번호 분개내역만 집계된다.

• 또한, 원가명세서는 원가선택을 하여 각 게정그룹(원가)의 원가명세서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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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2) 예산자료 입력

3. 관리용재무제표

2) 예산자료 입력
위치 : 재무회계 > 예산자료 입력

|화면|

|개요|
지점 사업부별 예산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마이다스는 비영리법인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마이다스에서 예산관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당해연도 예산을 입력
해야 한다.
법인에 따라 예산을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 관리하기도 하고, 월별예산을 수립하기도 한다.
(월별예산기능사용설정 :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재무회계 탭 > 예산입력시 월별입력 적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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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2) 예산자료 입력

3. 관리용재무제표

2) 예산자료 입력
위치 : 재무회계 > 예산자료 입력

|작업안내|
예산자료 입력
① 예산자료를 입력할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② 좌측 지점사업부목록 표시창에서 지점사업부를 선택하면 우측창에 예산자료 입력창에 예산자료들이
보인다.

③

은 선택된 행 위에 빈 행을 하나 삽입한다.

④

는 제일 아래에 빈 행을 하나 삽입한다.

⑤

는 선택된 행을 삭제한다.

⑥ 모든 자료 입력 및 수정이 끝나면 반드시

을 눌러야 DB에 저장된다.

⑦ 지점사업부의 예산을 삭제하려면 좌측 지점사업부목록 표시창에서 삭제할 사업부를 클릭한 후,
를 클릭하면 사업부가 삭제된다.

 월별 예산을 세우는 법인은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재무회계 탭 > 월별예산기능 사용에 체크하면,
예산자료 입력창의 항목이 yyyy-MM 형식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계정별 월별 예산입력
이 가능하다.

조회
① 예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② 좌측 지점사업부목록 표시창에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지점 사업부가 나타난다.
③ 각 지점 사업부명을 클릭하면, 우측 예산자료입력창에 지점 사업부에 입력된 예산항목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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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3)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

3. 관리용재무제표

3)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
위치 : 재무회계 >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

|화면|

|개요|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는 손익계산서 계정그룹별로, 해당 계정그룹 내의 상세계정들의 월별 금액을 보여준다. 기간별 매출, 매입, 판
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의 변화를 조회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흐름을 볼때 월별 경영성과를 알 수 있어 편리한 메뉴
이다.

|버튼안내|
표시

• 설정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불러와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를 표시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해당 회계기수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자동 입력되어 있다.
• 변경할 수 없다.
지점명 / 사업부

• 계정별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자 하는 지점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만약 모든 지점과 사업부에 대
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려면 지점과 사업부를 ‘전체＇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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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3)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

3. 관리용재무제표

3)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
위치 : 재무회계 > 계정별 월별합계 조회

|버튼안내|
계정명

• 매출수익,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 손익계산서 내 계정그룹이 표
시된다.

• 계정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계정그룹 내의 상세계정들의 월별합계가 조회된다.
인쇄 / 미리보기

• 인쇄를 위하여 인쇄페이지나 미리보기 페이지로 연결된다.
엑셀변환

• 조회된 데이터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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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3. 관리용재무제표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화면|

|개요|
기간 내에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조회하는 메뉴이다. 거래처별로 총 매출내역과 총 매입내역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
다. 또한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의 상세 수수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버튼안내|
표시

• 설정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보여준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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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3. 관리용재무제표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버튼안내|
지점명 / 사업부

• 각 세금계산서에는 지점명과 사업부명이 저장되어 있다.
• 특정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하면 그 지점 사업부로 저장된 세금계산서만 검색된다.
• 따라서 거래처별로 수수한 지점별 사업부별 세금계산서를 검색 시 유용하다.
종류

• 매출세금계산서만 조회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만 조회시 선택한다.
•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조회하려고 할땐 ‘전체세금계산서＇를 선택한다.
세금계산서 확정

• 세금계산서 승인제도 이용중일시 나타나는 선택박스이다. (회사관리자 > 환경설정 > 일반 탭)
• 세금계산서 확정 여부를 선택한다.
합계표시 탭
사업자번호 순 / 거래처명 순

• 거래처별로 조회할 때 거래처를 사업자번호 순으로 정렬할 것인지, 거래처명 순으로 정렬할 것인
지 선택한다.

• 기본값은 사업자번호 순이다.
내역표시 탭
세금계산서표시창

• 여기에 체크(V)하면 화면 하단에 세금계산서 입력창이 표시된다.
• 체크하지 않았더라도, 내역표시 탭의 목록 중 하나(세금계산서)를 더블클릭하면 이 부분이 체크
(V)표시가 되며, 화면 하단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이 보이며,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 합계표시 탭에서 거래처를 더블클릭하여 내역표시탭이 열린 경우에는, 더블클릭한 거래처의 사
업자번호가 보인다.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를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내

역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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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3. 관리용재무제표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화면안내|
합계표시 탭
일련번호

• 첫 행이 일련번호 1이 되며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여 자동부여된다.
거래처명 / 사업자번호

• 이용자가 설정한 대로 사업자번호순, 혹은 거래처명순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이 있는 거래처
가 표시된다.

매출건수 / 매출공급가액 / 매출세액

• 해당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총 매출건수와 총 매출공급가액, 총 매출세액이 표시된
다.

매입건수 / 매입공급가액 / 매입세액

• 해당 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총 매입건수와 총 매입공급가액, 총 매입세액이 표시된
다.

합계

• 화면 제일 아래에 표시되며 총 매출(매입)건수의 합과 총 매출(매입)공급가액, 총 매출(매입)세액
이 표시된다.

조회

①
②
③

조회할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선택한다.
조죄할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세금계산서의 종류(전체/매출/매입)를 선택하고, (세금계산서 승인제도 사용중일시) 세금계산
서 확정여부를 선택한다.

 해당 행 더블클릭시, 내역표시탭으로 전환되며 거래처별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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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3. 관리용재무제표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위치 : 재무회계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화면안내|
내역표시 탭
세금계산서 종류 / 일자

• 해당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일자가 표시된다.
적요

•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표시된다.
매출(매입) 공급가액 / 매출(매입)세액

•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된다.
전자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표시한다.
지점코드 / 사업부코드

• 세금계산서에 저장되어 있는 지점과 사업부의 코드가 표시된다.
자료확정

• (세금계산서 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확정 여부가 표시된다.
 각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화면 하단에 보이게 된다. 열리는 창을 이용하여 세
금계산서의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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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5)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3. 관리용재무제표

5)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화면|

|개요|
본 메뉴는 해당 기간 내의 모든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 대한 조회 화면이다. 지점 및 사업부, 세금계산서 종류를 특정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의 모든 매입매출을 조회할 때 편리하다.

|버튼안내|
표시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매입매출장을 화면에 출력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검색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범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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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5)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3. 관리용재무제표

5)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위치 : 재무회계 >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버튼안내|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하면 그 지점 사업부로 저장된 전표데이터만 검색된다.
• 따라서 지점 사업부별 분개내역을 검색 시 유용하다.
종류

• 세금계산서 종류를 선택한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입력하며 기본값은 ‘9.전체’ 이다.
인쇄 / 보기

• 매입매출장을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 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화면)

• 매입매출장을 보이는 화면 대로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 종류, 일자, 적요,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엑셀(데이터)

• 검색한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항목 : 번호, 구분, 전표일자, 거래처, 사업자번호, 공급가
액, 부가세)

 행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매입계산서 중 아래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행은 ‘불공제매입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219

㈜에이알소프트

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6) 분개장

3. 관리용재무제표

6) 분개장
위치 : 재무회계 > 분개장

|화면|

|개요|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한 장부를 의미한다. 각 계정별 원장에 전기하기 전 썼던 장부로서, 현재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
는다.

|버튼안내|
표시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분개장을 화면에 출력한다.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검색할 전표일자 범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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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산/재무제표관리
3. 관리용재무제표 > 6) 분개장

3. 관리용재무제표

6) 분개장
위치 : 재무회계 > 분개장

|버튼안내|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하면 그 지점 사업부로 저장된 전표데이터만 검색된다.
• 따라서 지점 사업부별 분개내역을 검색 시 유용하다.
종속계정 합치기

• 이 부분에 체크(V)가 되면, 종속계정은 생략되고 해당 종속계정을 포함하는 상세계정으로 표기된
다.

모든행-전표번호 표시

• 이 부분에 체크(V)가 되면, 모든 행에 전표번호와 전표일자가 표기된다.
• 미체크시, 전표번호와 전표일자가 동일한 것은 맨 윗 행만 전표번호와 전표일자가 표기되며, 나머
지 행은 전표번호와 전표일자가 생략된다.

한글 / English

• 계정명을 표시할 언어를 선택한다. 계정명 수정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인쇄 / 보기

• 분개장을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 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엑셀

• 분개장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작업안내|
•

각 분개의 행을 더블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해당 전표가 표시된다. 이를 이용하여 전표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전표 입력(수정)창은 재무회계 > 전표관리 > 전표 입력 창과 동일하므로 작업방법 역시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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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1. 자금일보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3. 결산부속명세서

V. 기타자료관리
1. 자금일보 > 1) 자금일보

1. 자금일보

1) 자금일보
위치 : 재무회계 > 자금일보

|화면|

|개요|
자금으로 등록해 놓은 계정과목의 증감내역, 입출금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자금관련 보고서 메뉴이다.
조회 이전 날짜까지의 잔액, 입출금내역, 종료일자까지의 현재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버튼안내|
표시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자금일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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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1. 자금일보 > 1) 자금일보

1. 자금일보

1) 자금일보
위치 : 재무회계 > 자금일보

|버튼안내|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검색할 자금계정 분개 일자범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한다.
지점명 / 사업부

• 검색할 자금계정 분개내역에 해당하는 지점명과 사업부를 선택한다.
구분항목선택

• 분개시 분개항목에 구분을 입력하였다면, 구분별로 자금일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자금항목입력

• 자금항목 설정창이 열린다.
• 등록 안된 계정들 창에서 자금항목으로 설정할 계정을 선택한 후

을 누르면 선택된 계정

이 등록된 계정들 창으로 이동한다.

• 등록된 계정들 창에 있는 계정들은 자금항목으로써, 자금일보 조회시 조회되는 계정들이다.

•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면, 등록된 계정들 창에서 삭제할 계정을 선택 후

를

클릭하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 등록과 해제를 통한 계정이동은 바로 서버에 저장된다.
인쇄 / 보기

• 자금일보 출력을 위하여 인쇄화면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을 연다.
엑셀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자금일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화면안내|
• 화면 상부에 자금항목으로 설정된 각 계정들의 시작일자 기준 잔액이 표시된다. 또한 시작일자기준 자금항
목 총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화면 중앙부의 입출금 내역에서의 잔액으로 표기된다.

• 입출금내역에는 자금항목으로 설정된 자금계정들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일자순으로 기록되며, 잔액(자금계
정 총계) 도 반영된다.

• 화면 하단부에는 종료일자기준의 자금항목들의 잔액과 자금계정총계가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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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화면|

|개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고정자산등록을 통하여 각 자산의 해당 감가상각 계산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전거 이월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월관리를 할 수 있다.

|일반|
버튼 안내
표시

•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다.
• 사용구분선택 : 사용중인 자산 / 양도폐기 자산 (취득일, 처분일로 구분된다.)
• 고정자산계정 : 유형자산, 무형자산 내 상세계정들이 나타난다. (기준정보 > 상세계정 편집)
• 순서정렬 : 자산코드순 / 입력순 / 폐기일순
• 경비구분 : 감가상각비를 코드별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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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일반|
엑셀

• 각 탭(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인쇄 / 보기

• 각 탭(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인쇄하거나 인쇄미리보기 화면으로 연결한다.

| 탭(1) - 상각방법편집 |
•

각 고장자산에 대한 회계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계정별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기본정보를 편집, 저장하는 탭이다.

•

감가상각명세서 작성 시 신규로 항목을 추가할 때, 여기에 입력된 내용으로 상각방법이 자동 세팅된다.

버튼 안내
저장

• 계정별 감가상각방법을 수정 및 편집한 후, 반드시 저장버튼을 눌러야 수정사항이 저장된다.
기본값으로

• 모든 편집(수정)사항을 삭제하고 마이다스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으로 감가상각방법이 세팅된다.

| 탭(2) – 회계 감가상각 |
버튼 안내
현재행저장

• 각 자산에 대한 내용을 입력 및 수정한 후, 반드시 현재행저장버튼을 눌러야 수정사항이 저장된다.
현재행삭제

• 선택된 현재행을 삭제한다
행추가

• 새로운 자산을 입력하기 위하여 빈 행을 하나 추가한다.
전체감가상각데이타재작성

• 수정을 취소하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자산감가상각내역을 다시 불러오려면 이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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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탭(2) – 회계 감가상각 |
항목 안내 (자산정보 입력창)
계정코드 / 계정명

• 고정자산의 계정코드를 입력한다. 계정코드에 따라 계정명은 자동 입력된다. (단축키 F2 : 계정코
드 조회)

상각방법

• 0. 정액법, 1. 정율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산명

• 자산명을 입력한다.
취득일 / 처분일

• 자산의 취득일자 및 처분일자를 입력한다.
취득가액

• 자산의 취득가액을 입력한다.
당기증가

• 당기증가액을 입력한다.
전기말상각누계

• 전기말 현재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입력한다.
내용연수 / 상각율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입력하면 상각율은 자동계산되어 표시된다.
월수

• 해당 월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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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탭(2) – 회계 감가상각 |
당기상각비

• 당기증가, 전기말상각누계, 내용연수(상각율), 월수 등의 입력에 따라 자동 계산된다.
당기감액

• 당기감액을 입력한다.
기말장부가액

• [기초가액 + 당기증가 – 전기말상각누계 – 당기상각비 – 당기감액] 의 결과이다.
국고취득 / 국고증가 / 국고전기상각누계 / 국고상각액 / 국고감액 / 경비계정

• 해당 자산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칸에 알맞은 금액을 입력한다.

항목 안내 (자산정보 조회창)
기초가액 = 취득가액

전기말상각누계액 = 전기말상각누계

전기말잔액

• 이월된 데이터가 존재할 때, 해당 자산의 전기의 당기말장부가액이 표시된다.
당기증감 = 당기증가

기말잔액 = 기초가액

상각대상금액 = 기말잔액 – 전기말상각누계액 + 당기증감

당기상각비 = 당기상각비

당기말상각누계액 = 전기말상각누계액 + 당기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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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탭(2) – 회계 감가상각 |
미상각잔액 = 상각대상금액 - 당기상각비

국고상각대상금액 = 국고취득 + 국고증가

국고전기말잔액

• 이월된 데이터가 존재할 때, 해당 자산의 전기말잔액(전기의 당기말잔액)이 표시된다.
국고기말상각누계 = 국고전기상각누계 + 국고상각액

국고당기말잔액 = 국고상각대상금액 – 국고기말상각누계 – 국고감액

입력ID / 입력일시 / 수정ID / 수정일시

• 해당 행(자산정보)를 입력한 ID와 일자, 또는 수정한 ID와 일자가 표시된다.

| 탭(3) – 감가상각 요약 |
• 각 자산에 대한 취득일과 처분일을 [회계 감가상각]탭에서 저장했다.
• 이 탭에서는 각 자산의 취득일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사용중인 자산 / 양도, 폐기자산 / 합계 로 나누어 표시
한다.

| 탭(4) – 세무조정 관리 |
• 고정자산의 세무조정을 위한 입력 탭이다.
• 각 고정자산의 세무조정 입력내용은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새로작성 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된다.

• 각 행을 입력하면 반드시

을 눌러 해당입력사항을 저장해야 한다.

| 탭(5) – 세무조정 요약 |
• 자산의 사용중 여부를 분리하여, 각 자산의 세무조정 요약정보를 사용중인 자산과 양도,폐기자산, 합계 창으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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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2.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1)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위치 : 재무회계 > 감가상각 명세서 관리

| 탭(6) – 이월관리 |
전기데이터 이월 탭
작업안내
전기 감가상각데이터 불러오기
①

에 불러올 전기 회계기수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하면 해당 회계기수의 감가상각데이터가 표시된다.

이월하기
①

을 눌러 위에 불러온 전기데이터를 당기 기준으로 이월할 내역을 조회한다.

②

을 눌러 데이터베이스에 이월내용을 저장한다.

이월한 데이터 삭제 탭
작업안내
이월데이터 삭제하기
① 삭제할 저장차수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하면 해당 저장차수로 저장된 모든 이월데이터가 표시된다.

③

를 누르면 표시된 이월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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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3. 결산부속명세서 > 1) 결산부속명세서

3. 결산부속명세서

1) 결산부속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결산부속명세서

|화면|

|개요|
법인세 신고시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는 화면이다. 마이다스에서는 4가지 형식으로 결산부속명세서 작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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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3. 결산부속명세서 > 1) 결산부속명세서

3. 결산부속명세서

1) 결산부속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결산부속명세서

|일반공통|
버튼 안내
표시

• 선택조건에 맞는 결산부속명세서가 있다면 그 목록과 내용을 표시한다.
기준일자

• 결산부속명세서의기준일자를 선택한다. 기준일자 내의 데이터만 조회된다.
지점 / 사업부

• 조회할 지점 및 사업부를 선택한다. 해당 지점 사업부의 데이터만 조회된다.
형식선택

• 작성할 명세서의 형식을 선택한다.
• 형식을 선택하면 해당 형식탭이 자동으로 열린다.
저장된 명세서

• 저장된 명세서 목록을 보여준다.
• 저장된 명세서를 삭제하고자 할 때, 삭제할 명세서를 선택한 후

를 누른다.

명세서 추가

• 새로운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명세서명을 적은 후 이 버튼을 클릭한다.
명세서 수정

• 기존의 명세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할 이름을 적은 후 이 버튼을 클릭한다.
인쇄 / 보기

• 결산부속명세서를 인쇄한다.
저장

• 수정을 취소하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자산감가상각내역을 다시 불러오려면 이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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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3. 결산부속명세서 > 1) 결산부속명세서

3. 결산부속명세서

1) 결산부속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결산부속명세서

|일반공통|
행삽입

• 선택된 행 위에 새로운 빈 행이 하나 추가된다.
행추가

• 데이터의 목록 가장 아래에 빈 행이 하나 추가된다.
행삭제

• 선택된 행을 삭제한다.

|작업안내|
공통
새 명세서 작성
① 작성할 결산부속명세서의 기준일자, 지점, 사업부, 형식을 선택한다.
② 명세서의 이름을 입력하고

를 클릭한다.

③ 해당 명세서의 세부내역을 작성한다.

저장한 명세서 조회
① 조회할 기준일자, 지점, 사업부, 형식을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하여 저장되어 있는 명세서를 조회한다.

형식1 탭
작성
① 먼저 좌측 계정편집창에 불러올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계정조회 단축키 : F2)
②

혹은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계정의 내역을 불러

온다. 단, 이 버튼들을 누르면 이전까지 편집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모두 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④

은 거래처원장에서 해당 계정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잔액)를 불러온다.
은 계정별원장에서 해당 계정번호의 잔액(기준일자)을 불러온다.

⑤ 추가적인 수정작업을 끝낸 후,

을 눌러 DB에 작성한 명세서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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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자료관리
3. 결산부속명세서 > 1) 결산부속명세서

3. 결산부속명세서

1) 결산부속명세서
위치 : 재무회계 > 결산부속명세서

|작업안내|
형식2 탭
작성
① 불러올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②

을 클릭하여 거래처원장에서 해당 계정번호 내역을 불러온다.

③ 추가 수정 및 입력을 완료하고,

을 클릭하여 DB에 명세서를 저장한다.

형식3 탭
작성
① 작성할 계정과목별 기초잔액, 기말잔액 등을 입력한다.
② 추가 수정 및 입력을 완료하고,

을 클릭하여 DB에 명세서를 저장한다.

형식4 탭
작성
① 작성할 품목별 수량 및 단가, 금액 등을 입력한다.
② 추가 수정 및 입력을 완료하고,

을 클릭하여 DB에 명세서를 저장한다.

 주의사항
• 명세서를 작성 및 수정한 후, 반드시 저장을 하여야 DB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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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3.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4. 장부마감

VI. 마감대체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위치 : 재무회계 >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화면|

|개요|
재고자산 중 원재료를 원가명세서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재료비 정보편집을 해 놓았다면, 마이다스를 이용하여 마감대체시 자동분개
를 할 수 있다.

|버튼안내|
표시

• 현재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한다.
분개

• 원재료의 재료비 대체를 이용하여 자동 분개를 한다.
기준일

• 자동 분개에 입력될 일자를 입력한다.
지점 사업부별 마감

• 각 지점 사업부별 마감분개를 하고자 할 시, 이 부분을 선택하면 그리드가 각 지점 사업부별로 나
뉘어, 데이터를 각 지점 사업부별로 조회한다.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 사업부만 조회하고자 할 시, 이 부분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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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1)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위치 : 재무회계 >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버튼안내|
원가선택 / 재료비

• 마감대체분개할 원가명세서의 원가와 재료비를 선택한다.
• 만약,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이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을 이용하여 원가명세서 원재

료 편집을 한다.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원재료 참고)

마감삭제

• 이미 마감분개내역이 있을 시, 다시 마감을 하고 싶을 땐 먼저 마감삭제를 클릭하여 기존 마감을
삭제한 후,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감분개일자

• 마감분개내역이 있을 시, 그 일자를 표시한다.

|작업안내|
마감분개 및 삭제

①
②
③
④
⑤

데이터를 조회할 지점 및 사업부를 선택한다.
원재료비를 대체할 원가와 재료비를 선택한다. (

을 이용)

분개 기준일을 입력한다.
마감시 원재료 실재고액을 입력한다.
를 클릭하면, 입력한 실재고액을 뺀 금액에 대한 자동분개처리가 이루어진다. 차대변에
‘재료비편집’의 편집내용이 이용되며, 적요는 [마감분개 - ] 로 적힌다.

⑥
⑦

마감분개가 완료되면 마감분개일자에 해당 일자가 표시된다.
만약 마감분개를 다시 하려면,

를 클릭하면 자동발행된 전표도 함께 삭제된다. 그 후 다

시 분개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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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 1)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1)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위치 : 재무회계 >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화면|

|개요|
원가명세서상 각 계정과목이 자동으로 재공품 및 제품계정으로 대체된다.
원가명세서 재공품 계정 설정은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재공품 에서 한다.

|버튼안내|
분석

• 현재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한다.
분개

• 원가의 재공품 및 제품 대체를 이용하여 자동 분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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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 1)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1)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위치 : 재무회계 >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버튼안내|
기준일

• 자동 분개에 입력될 일자를 입력한다.
지점 사업부별 마감

• 각 지점 사업부별 마감분개를 하고자 할 시, 이 부분을 선택하면 그리드가 각 지점 사업부별로 나
뉘어, 데이터를 각 지점 사업부별로 조회한다.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 사업부만 조회하고자 할 시, 이 부분을 선택한다.
원가선택

• 대체할 원가를 선택한다.
재공품편집

• 기준정보 > 재공품편집 참고
마감삭제

• 마감완료되었을 경우, 마감분개일자에 헤당 일자가 표시된다.
• 재마감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감을 삭제해야 하며, 마감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이 삭
제된다.

|작업안내|
자동분개 마감대체
① 원가와 지점, 사업부를 선택하고 (

을 클릭하여) 현재 원가명세서상 각 비용항목과 현재 미대체

제조원가, 마감전 재공품 재고액 등을 확인한다.
② 재공품편집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마감시 재공품 실재고액’을 입력한다. 여기에 입력하는 금액대로 차)재공품 대) 각 비용항목 으로 분
개된다.
④ 또한, ‘마감전 재공품 재고액’에서 ‘마감시 재공품 실재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 ‘제품으로 추가대체할
금액‘ 이 차)제품 대)재공품 으로 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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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 1)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2.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1)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위치 : 재무회계 >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작업안내|
⑤ 자동분개 실행된 전표는 재무회계 > 전표관리 에서 확인가능하다. (입력한 기준일이 전표일자로 입력
되어 있다)

마감삭제하기
① 이미 마감분개내역이 존재한다면,
② 재 마감분개를 하고자 한다면,

에 해당 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을 클릭하여 기존의 마감분개를 삭제한 후 다시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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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3.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 1)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3.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1)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위치 : 재무회계 >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화면|

|개요|
본 메뉴는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대체분개를 하는 화면이다.
매출원가 정보 편집은 기준정보 > 매출원가 에서 할 수 있다.

|버튼안내|
분석

• 현재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한다.
분개

• 매출원가 편집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분개를 한다.
기준일

• 자동 분개에 입력될 일자를 입력한다.
지점 사업부별 마감

• 각 지점 사업부별 마감분개를 하고자 할 시, 이 부분을 선택하면 그리드가 각 지점 사업부별로 나
뉘어, 데이터를 각 지점 사업부별로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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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3.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 1)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3.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1)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위치 : 재무회계 >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버튼안내|
지점명 / 사업부

• 특정 지점 사업부만 조회하고자 할 시, 이 부분을 선택한다.
매출원가

• 대체할 매출원가를 선택한다.
매출원가편집

• 기준정보 > 매출원가 참고
마감삭제

• 마감완료되었을 경우, 마감분개일자에 헤당 일자가 표시된다.
• 재마감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감을 삭제해야 하며, 마감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이 삭
제된다.

|작업안내|
자동분개 마감대체
① 원가와 지점, 사업부를 선택하고 상품재고액 등을 확인한다. 또한 매출원가편집이 올바르게 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② ‘마감시 상품 실재고액’을 입력한다. 여기에 입력하는 금액을 뺀 상품매출원가로 추가대체액이 XXX
원이라면, 차)상품매출원가 XXX 대) 상품 XXX 으로 분개된다.
③ 자동분개 실행된 전표는 재무회계 > 전표관리 에서 확인가능하다. (입력한 기준일이 전표일자로 입력
되어 있다)

마감삭제하기
① 이미 마감분개내역이 존재한다면,
② 재 마감을 하고자 한다면,

에 해당 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을 클릭하여 기존의 마감분개를 삭제한 후 다시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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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감대체
4. 장부마감 > 1) 장부마감

4. 장부마감

1) 장부마감
위치 : 재무회계 > 장부마감

|화면|

|개요|
장부마감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장부를 마감해 놓으면 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작업안내|
마감

① 마감할 대상(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의 yyyymmdd 칸에 마감할 일자를 입력한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장부가 해당일자로 마감된다.

③ 마감된 장부는 해당 일자 이전의 내역은 수정할 수 없다.

마감해제

① 마감된 기간 내의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먼저 마감해제가 되어야 한다.
②

를 클릭하면 전표마감과 세금계산서 마감이 함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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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 지점정보
2. 사업부정보

3. 거래처정보
4. 프로젝트관리
5. 구분내역관리
6. 부서정보관리
7. 종합코드관리
8. 계정과목관리
9. 재무제표표시

VII. 기초정보관리
1. 지점정보 > 1) 지점정보

1. 지점정보

1) 지점정보
위치 : 기준정보 > 지점정보

|화면|

|개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지점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지점을 별도 등록함으로써 지점별 부가세, 원천세 신고 및 법인전체 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지점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순은 지점ID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고 이름순은 지점명 순으로 조회한다 .
지점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지점이 검색된다.

지점추가
지점을 신규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지점삭제
선택된 지점정보를 삭제한다. 단, 전표입력, 세금계산서 입력, 거래명세표 입력 등에서 한번이라도 지점ID가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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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 지점정보 > 1) 지점정보

1. 지점정보

1) 지점정보
위치 : 기준정보 > 지점정보

|버튼안내|
지점수정
새로운 지점코드에 변경할 지점코드를 입력하고 ‘지점수정’을 누르면 입력한 코드정보로 변경된다.

저장
변경할 지점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변경된다.

엑셀변환
모든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입력항목안내|
지점ID
지점관리를 위한 ID로써 반드시 영문자로 입력한다. 세금계산서 입력창, 전표 입력창, 재무제표 표시창 등에서 표시된다.

지점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지점명을 입력한다. 지점의 부가세신고, 원천세 신고시 신고서에 사용된다.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을 입력한다. 지점의 부가세신고, 원천세 신고시 신고서에 사용된다.

법인등록번호
본점의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지점의 부가세신고, 원천세 신고시 신고서에 사용된다.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업종코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입력한다. 지점의 부가세신고, 원천세 신고시 신고서에 사용된다.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점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E-Mail
지점의 대표E-mail을 입력한다

법정동코드
지점의 법정동코드를 입력한다.

사업장세무서코드, 사업장세무서명
지점 사업장의 세무서 코드와 세무서명을 입력한다. 세무서코드는 각종 세금의 납부서를 만드는 데 이용되므로 정확히 입력되어야 한다.

주민세 납세지
주민세를 납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입력한다. 주민세납부서 인쇄에 이용된다.

개업일자, 폐업일자
지점의 개업,폐업일자를 입력한다

사용중지
사용중지에 체크(V)하게 되면 사용회사선택창에 지점이 표시되지 않는다. 지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체크해 놓으면 지점관리에 편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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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 지점정보 > 1) 지점정보

1. 지점정보

1) 지점정보
위치 : 기준정보 > 지점정보

|작업안내|
지점추가
①

버튼을 클릭한다.

② 지점정보 화면이

모드로 변경된다.

③ 지점ID, 지점명, 사업자번호 등 필드 정보를 입력한다.
④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단축키 : F4)

⑤

을 클릭하면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을 클릭하면 업태, 법정동코드, 세무서코드를 조회할 수있다.

지점수정
① 좌측 지점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지점을 선택한다.
②

모드 화면에서 지점정보를 수정한다.

③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단축키 : F4)

지점ID 수정
① 좌측 지점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지점을 선택한다.
② 변경할 지점코드를
③

에 입력한다.

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지점의 ID가 입력한 대로 수정된다.

 지점ID는 영문자이어야 한다.

지점삭제
① 좌측 지점목록에서 삭제할 지점을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한다.

③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지점정보가 삭제된다.
 한 번이라도 해당 지점이 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에 이용되었다면 지점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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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2. 사업부정보 > 1) 사업부정보

2. 사업부정보

1) 사업부정보
위치 : 기준정보 > 사업부정보

|화면|

|개요|
사업부를 등록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성과를 사업부별로 관리한다.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 원천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사업단위를 뜻한다.
사업부는 회사 내부의 경영단위로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표입력시 사업부코드를 입력하면 사업부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사업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순은 사업부번호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고 이름순은 사업부명 순으로 조회한다 .
사업부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사업부가 검색된다.

사업부추가
사업부를 신규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사업부삭제
선택된 사업부정보를 삭제한다. 단, 전표입력, 세금계산서 입력, 거래명세표 입력 등에서 한번이라도 사업부번호가 사용된 경
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번호수정
새로운 번호에 변경할 사업부번호를 입력하고 ‘번호수정’을 누르면 입력한 사업부번호로 변경된다.

저장
변경할 사업부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변경된다.

엑셀변환
모든 사업부에 대한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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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2. 사업부정보 > 1) 사업부정보

2. 사업부정보

1) 사업부정보
위치 : 기준정보 > 사업부정보

|입력항목안내|
사업부번호
사업부의 번호를 표시한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업부번호를 설정해 주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번호로도 설정할 수 있다.
자동생성번호는 기본적으로 1000번 사업부(사업부명:사업부없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부 번호는 1001번부터 순차
적으로 부여된다.

사업부명, 대표자명, 설명
해당 사업부의 사업부명과 대표자명, 설명 등을 기입하면 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부면 체크(V) 한다.

사용중지
사업부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중지 여부에 체크(V)한다. 그러면 사용회사선택, 전표입력 시 사업부 선택 등 사
업부를 선택하는 곳에서 사용중지된 사업부는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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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2. 사업부정보 > 1) 사업부정보

2. 사업부정보

1) 사업부정보
위치 : 기준정보 > 사업부정보

|작업안내|
사업부추가
①

버튼을 클릭한다.

② 사업부정보 화면이

모드로 변경된다.

③ 사업부명, 대표자명등 필드 정보를 입력한다.
④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단축키 : F4)

⑤

을 클릭하면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업부수정
① 좌측 사업부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사업부를 선택한다.
②

모드 화면에서 사업부정보를 수정한다.

③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단축키 : F4)

사업부번호 수정
① 좌측 사업부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사업부를 선택한다.
② 변경할 사업부번호를
③

에 입력한다.

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부번호가 입력한 대로 수정된다.

 사업부번호는 숫자여야 한다.

사업부삭제
① 좌측 사업부목록에서 삭제할 사업부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한다.

③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부가 삭제된다.
 한 번이라도 해당 사업부가 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에 이용되었다면 그 사업부를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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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3. 거래처정보 > 1) 거래처정보

3. 거래처정보

1) 거래처정보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화면|

|개요|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여기에 등록한 거래처 정보는 전표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표 입력 등 각종 회계
관리에 이용된다.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거래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순은 거래처번호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고 이름순은 거래처명 순으
로 조회한다 .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거래처명 내에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거래처가 검색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거래처번호 내에 입력한 번호가 포함된 거래처가 검색된다.

거래처추가
거래처를 신규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거래처삭제
선택된 거래처정보를 삭제한다. 단, 전표입력, 세금계산서 입력, 거래명세표 입력 등에서 한번이라도 거래처번호
가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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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3. 거래처정보 > 1) 거래처정보

3. 거래처정보

1) 거래처정보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버튼안내|
번호수정
새로운 번호에 변경할 거래처번호를 입력하고 ‘번호수정’을 누르면 입력한 거래처번호로 변경된다.

저장
변경할 거래처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변경된다.

엑셀변환
모든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입력항목안내|
거래처번호
추가하려는 거래처의 번호가 표시된다. 마이다스는 자동으로 거래처번호를 생성하여 설정하지만, 사용자가 원하
는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거래처번호 자동생성은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번호 중 가장 큰 번호에 1을 더한 번호를 다음 번호로 부여한
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거래처 번호를 불필요하게 높은 번호로 입력하면 향후 자동번호는 모두 그
이후 번호로 표시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처정보에 이용된다.

거래처명(한글), 대표자명, 직위, 업태, 종목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처 정보에 사용된다.

주소1, 주소2, 우편번호, 거래처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거래처의 정보를 알맞게 입력한다.

E-Mail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위하여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낼 때 여기에 입력된 이메일주소로 메
일이 발송된다.

주민등록번호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상세내역입력의 주민번호발행분 입력 칸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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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3. 거래처정보 > 1) 거래처정보

3. 거래처정보

1) 거래처정보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정보

|작업안내|
거래처추가
①

버튼을 클릭한다.

② 거래처정보 화면이

모드로 변경된다.

③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등 필드 정보를 입력한다.
④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단축키 : F4)

⑤

을 클릭하면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거래처수정
① 좌측 거래처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거래처를 선택한다.
②

모드 화면에서 거래처정보를 수정한다.

③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단축키 : F4)

거래처번호 수정
① 좌측 거래처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거래처를 선택한다.
② 변경할 거래처번호를
③

에 입력한다.

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거래처번호가 입력한 대로 수정된다.

 거래처번호는 숫자여야 한다.

거래처삭제
① 좌측 거래처목록에서 삭제할 거래처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한다.

③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거래처가 삭제된다.
 한 번이라도 해당 거래처가 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에 이용되었다면 그 거래처를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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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3. 거래처정보 > 2) 거래처 엑셀변환

3. 거래처정보

2) 거래처 엑셀변환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 엑셀변환

|화면|

|개요|
마이다스 프로그램 내 거래처정보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타 프로그램의 거래처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업
로드하여 마이다스에 자동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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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3. 거래처정보 > 2) 거래처 엑셀변환

3. 거래처정보

2) 거래처 엑셀변환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 엑셀변환

| 탭 (1) - 자료형식설명 |
화면

화면안내
불러 올 엑셀파일의 데이터 형태에 관한 안내화면이다.

작업안내
자료형식설명 탭에 표시된 대로 엑셀파일의 열을 구성해야 한다. 빈 칸으로 비워둔 곳은 입력되지 않는다. 사업자등
록번호는 이미 마이다스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중복이면 해당 거래처를 추가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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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3. 거래처정보 > 2) 거래처 엑셀변환

3. 거래처정보

2) 거래처 엑셀변환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 엑셀변환

| 탭 (2) - 엑셀내보내기 |
화면

화면안내
마이다스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버튼안내
①

: 마이다스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②

: 조회된 거래처정보를 엑셀파일로 변환한다.

작업안내
①
②

를 클릭하여 마이다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를 조회한다.
을 클릭하여 거래처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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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처정보

2) 거래처 엑셀변환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 엑셀변환

| 탭 (3) - 엑셀불러오기 |
화면안내
자료형식설명탭에 기술된 형식으로 만들어진 엑셀파일을 마이다스에서 읽어오는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일괄 입력한 거래처 정보는 저장삭제탭에서 일괄 삭제할 수 있다.

버튼안내
①

: 읽어올 엑셀파일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②

: 원본파일명에 입력된 엑셀파일을 읽어와서 화면에 내용을 표시해 준다.

③

: 화면에 표시된 엑셀파일의 거래처정보를 마이다스에 자동으로 입력한다.

④

: 거래처정보를 저장할 때 시작 거래처번호대를 설정할 수 있다. 시작번
호대에 입력한 번호대에서 적절한 번호를 생성해서 저장한다.

작업안내
①

②

③

불러올 엑셀파일을 선택 입력한다.

를 클릭하여 엑셀파일의 내용을 읽어온다.

저장될 거래처번호의 시작번호대를 입력하고

을 클릭하여 마이다스에 거래처정보를 일괄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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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처정보

2) 거래처 엑셀변환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 엑셀변환

| 탭 (3) - 엑셀불러오기 |
④

저장에 성공한 거래처정보는 저장성공명세에 표시되고, 저장에 실패한 거래처정보는 저장시 에러 명세에 표
시된다. 에러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재입력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거래처의 경우 : 마이다스에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지 체크한다. 이미 존
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일 경우, 거래처를 저장하지 않는다.



마이다스에 없는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가 올바른지 체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저
장하지 않는다.



사용자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거래처인 경우 : 마이다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서 거래처명이 동일
한 거래처가 이미 존재하는지 체크한다. 거래처명이 이미 존재하면 저장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
처를 저장한다.



자동생성되는 거래처 번호는 시작번호대에 입력된 번호대에서 자동으로 적절한 번호를 생성해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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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처정보

2) 거래처 엑셀변환
위치 : 기준정보 > 거래처 엑셀변환

| 탭 (4) - 저장삭제 |
화면

화면안내
엑셀불러오기 탭에서 일괄 저장한 거래처정보를 일괄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이다. 저장 차수 별로 일괄 삭제가 가능하
다.

버튼안내
①

: 엑셀불러오기 탭에서 저장한 저장번호가 표시된다. 삭제하려는 저장번
호를 선택하면 해당 저장번호에 저장된 모든 거래처가 표시된다.

②

: 선택된 저장번호에 저장된 모든 거래처를 표시한다.

③

: 삭제를 클릭하면 선택된 저장번호의 모든 거래처가 삭제된다.

작업안내
①
②
③

삭제할 저장번호를 선택한다.
를 눌러 일괄 삭제할 거래처가 맞는지 확인한다.
를 눌러 해당 저장번호 내의 모든 거래처정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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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관리

1) 프로젝트관리
위치 : 기준정보 > 프로젝트관리

|화면|

|개요|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화면이다. 프로젝트 번호를 전표 분개시 입력하면, 후에 프로젝트별
손익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부관리기능보다 간단히 프로젝트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프로젝트관리기능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손익을 파악하여 인센티브(상여금)를 지급하려는 경우

•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회계전표에 프로젝트코드를 입력한다.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작업진행 계산 시, 매출 및 원재료비, 제조경비 등을 입력할 때 프로젝트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

현장별 매출내역과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작업진행율 계산에 필요한 현장별 금액을 조
회할 수 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안분계산을 위한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 시)의 경우

•

개발비계정 회계처리 시 프로젝트코드를 입력하면 개발비를 프로젝트별로 관리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재고관리) 입력, 일용근로자료(인사관리) 입력 시 프로젝트코드 별로 입력을 할 수 있다.

사원정보 입력 시 프로젝트 코드를 입력하여 프로젝트 별로 사원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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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관리

1) 프로젝트관리
위치 : 기준정보 > 프로젝트관리

|사업부관리와 프로젝트관리의 차이점|
사업부관리

•
•

각 사업부를 마치 별개의 회사처럼 관리하는 기능이다.
사업부별 사용자 접근권한설정, 사업부별 재무상태표, 사업부별 손익계산서 조회, 사업부별 외상매출금 잔액관리,
사업부별 잔액이월 등 각 사업부별로 회계관리가 가능하다.

•

회계처리시 모든 전표와 세금계산서에 사업부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젝트관리

•
•
•

회계처리시 입력한 프로젝트코드별로 프로젝트를 분류하여 주는 기능이다.
필요한 경우에만 프로젝트 코드를 입력한다.
따라서, 프로젝트관리를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이용하면 사업부별로 회계관리를 하는 것보다 관리 규모가 작고 단
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부관리기능과 프로젝트관리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면 특정사업부의 특정프로젝트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프로젝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순은 프로젝트번호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고 이름순은 프로젝트명 순으로 조
회한다 .
프로젝트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프로젝트명 내에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프로젝트가 검색된다.

프로젝트추가
프로젝트를 신규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프로젝트삭제
선택된 프로젝트정보를 삭제한다. 단, 회계처리시 한번이라도 프로젝트번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번호수정
새로운 번호에 변경할 프로젝트번호를 입력하고 ‘번호수정’을 누르면 입력한 프로젝트번호로 변경된다.

저장
변경할 프로젝트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변경된다.

엑셀변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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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관리

1) 프로젝트관리
위치 : 기준정보 > 프로젝트관리

|작업안내|
프로젝트추가
①

버튼을 클릭한다.

② 프로젝트관리 화면이

모드로 변경된다.

③ 프로젝트번호, 프로젝트명, 대표자명 등 필드 정보를 입력한다.
④
⑤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단축키 : F4)
을 클릭하면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프로젝트번호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번호를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
다. 자동생성되는 번호는 저장된 프로젝트번호 중 가장 큰 프로젝트번호의 다음 번호가 부여된다.

프로젝트수정
① 좌측 프로젝트 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②

모드 화면에서 프로젝트정보를 수정한다.

③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단축키 : F4)

프로젝트번호 수정
① 좌측 프로젝트 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② 변경할 프로젝트번호를
③

에 입력한다.

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프로젝트번호가 입력한 대로 수정된다.

 프로젝트번호는 숫자여야 한다.

프로젝트삭제
① 좌측 프로젝트목록에서 삭제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한다.

③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프로젝트정보가 삭제된다.
 한 번이라도 해당 지점이 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에 이용되었다면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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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내역관리

1) 구분내역관리
위치 : 기준정보 > 구분내역관리

|화면|

|개요|
거래처, 프로젝트, 부서별 관리 외에 사용자 임의로 정한 구분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화면에서 구분항목을 입력하
면 된다. 구분내역관리에 관리항목을 저장하고, 분개시 이용하면 각 계정과목에 대하여 각 구분별 조회가 가능하다.

|구분코드사용예시|
법인의 자금, 회계는 통합하여 관리하나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본부)별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마이다스의 사
업부 기능을 사용하여 관리가 가능하다.
만약 사업부 內 소(小)사업부가 존재하는 경우 소사업부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구분코드를 이용한다.

회계전표 입력 시 각 사업부 코드와 함께 구분코드를 입력하면, 재무제표 화면에서 회사전체/각 사업부/소
사업부 별 내용을 각각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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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내역관리

1) 구분내역관리
위치 : 기준정보 > 구분내역관리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구분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구분번호는 구분번호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고 구분명순은 구분명 순으로 조회한다 .
구분명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구분명 내에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구분명이 검색된다.

구분추가
구분을 신규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구분삭제
선택된 구분정보를 삭제한다. 단, 회계처리시 한번이라도 구분번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번호수정
새로운 번호에 변경할 구분번호를 입력하고 ‘번호수정’을 누르면 입력한 구분번호로 변경된다.

저장
변경할 구분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변경된다.

엑셀변환
모든 구분내역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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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내역관리

1) 구분내역관리
위치 : 기준정보 > 구분내역관리

|작업안내|
구분추가
①

버튼을 클릭한다.

② 구분내역관리 화면이

모드로 변경된다.

③ 구분번호, 구분명, 대표자명 등 필드 정보를 입력한다.
④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단축키 : F4)

⑤

을 클릭하면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구분번호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번호를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자
동생성되는 번호는 저장된 구분번호 중 가장 큰 구분번호의 다음 번호가 부여된다.

구분수정
① 좌측 구분 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구분을 선택한다.
②

모드 화면에서 구분정보를 수정한다.

③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단축키 : F4)

구분번호 수정
① 좌측 구분 목록에서 수정할 구분을 선택한다.
② 변경할 구분번호를
③

에 입력한다.

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구분번호가 입력한 대로 수정된다.

 구분번호는 숫자여야 한다.

구분삭제
① 좌측 구분목록에서 삭제할 구분내역을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한다.

③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프로젝트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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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6. 부서정보관리

6. 부서정보관리

1) 부서정보관리
위치 : 기준정보 > 부서정보관리

|화면|

|개요|
각 부서별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부서별로 비용지출규모를 관리하려면 부서정보관리에서 부서를 저장하면 된
다. 또한 사원이 많은 경우 급여작업시 부서별로 입력을 위해서는 부서관리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부서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사원정보 입력 시 부서코드를 함께 입력할 수 있다.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부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순은 부서번호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고 이름순은 부서명 순으로 조회한다 .
부서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부서명 내에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부서명이 검색된다.

부서추가
부서를 신규등록할 수 있는 추가모드로 변경된다

부서삭제
선택된 부서를 삭제한다. 단, 회계처리시 한번이라도 부서번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번호수정
새로운 번호에 변경할 부서번호를 입력하고 ‘번호수정’을 누르면 입력한 부서번호로 변경된다.

저장
변경할 부서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변경된다.

엑셀변환
모든 부서에 대한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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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6. 부서정보관리

6. 부서정보관리

1) 부서정보관리
위치 : 기준정보 > 부서정보관리

|작업안내|
부서추가
①

버튼을 클릭한다.

② 부서정보관리 화면이

모드로 변경된다.

③ 부서번호, 부서명, 대표자명 등 필드 정보를 입력한다.
④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단축키 : F4)

⑤

을 클릭하면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부서번호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번호를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자
동생성되는 번호는 저장된 부서번호 중 가장 큰 부서번호의 다음 번호가 부여된다.

부서수정
① 좌측 부서목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부서를 선택한다.
②

모드 화면에서 부서정보를 수정한다.

③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단축키 : F4)

부서번호 수정
① 좌측 부서목록에서 수정할 부서를 선택한다.
② 변경할 부서번호를
③

에 입력한다.

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부서번호가 입력한 대로 수정된다.

 부서번호는 숫자여야 한다.

부서삭제
① 좌측 부서목록에서 삭제할 부서내역을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한다.

③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부서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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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7. 종합코드관리

7. 종합코드관리

1) 종합코드관리
위치 : 기준정보 > 종합코드관리

|화면|

|개요|
종합코드별로 회계전표를 저장하면, 종합별원장을 조회할 수 있다.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프로젝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순은 프로젝트번호 순서대로 조회하는 것이고 이름순은 프로젝트명 순으로 조
회한다 .
프로젝트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면 프로젝트명 내에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프로젝트가 검색된다.

종합코드추가
프로젝트를 신규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종합코드삭제
선택된 종합코드정보를 삭제한다.

종합코드번호수정
새로운 번호에 변경할 종합코드번호를 입력하고 ‘번호수정’을 누르면 입력한 종합코드번호로 변경된다.

저장
변경할 종합코드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변경된다.

엑셀변환
모든 종합코드에 대한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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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7. 종합코드관리

7. 종합코드관리

1) 종합코드관리
위치 : 기준정보 > 종합코드관리

|작업안내|
종합코드추가
①

버튼을 클릭한다.

② 종합코드관리 화면이

모드로 변경된다.

③ 종합코드번호, 종합코드명을 입력한다.
④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단축키 : F4)

⑤

을 클릭하면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종합코드번호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번호를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
다. 자동생성되는 번호는 저장된 종합코드번호 중 가장 큰 종합코드번호의 다음 번호가 부여된다.

종합코드명 수정
① 좌측 종합코드목록에서 수정할 종합코드를 선택한다.
②

모드 화면에서 종합코드명을 수정한다.

③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단축키 : F4)

종합코드번호 수정
① 좌측 종합코드목록에서 수정할 종합코드를 선택한다.
② 변경할 종합코드번호를
③

에 입력한다.

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종합코드번호가 입력한 대로 수정된다.

 종합코드번호는 숫자여야 한다.

종합코드삭제
① 좌측 종합코드목록에서 삭제할 종합코드를 선택한다.
②

를 클릭한다.

③ 경고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종합코드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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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1) 계정관리 일반

8. 계정과목관리

1) 계정관리 일반
위치 :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계정그룹관리/상세그룹관리

|버튼안내|
변경취소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경우 이 버튼이 활성화된다. 변경취소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저장 이후의 모든 변경사항이
취소된다.

변경저장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경우 이 버튼이 활성화된다. 변경저장버튼을 누르면 모든 변경 사항이 일괄 저장된다.

불러오기
저장되어 있는 계정항목리스트로 다시 보여준다.

|계정과목분류안내|
계정그룹

•
•

상세계정들의 그룹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계정그룹은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원가명세서 계정]으로 3가지로 나누어진다

상세계정

•
•
•
•
•

실제 회계처리에 사용되는 계정단위이다
상세계정은 주계정과 종속계정으로 나뉘어진다
주계정 : 기본적인 회계처리 단위이다.
종속계정 : 주계정에 종속된 계정으로서 주계정처럼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으로 사용된다.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에는 주계정과 합쳐서 표시하거나 종속계정별로 표시할 수 있어서 상세계정을 이
용하면 상세한 계정과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합계정

•

상세계정을 묶어서 표시할 때 이용된다. 계정그룹내에 있는 상세계정을 통합하여 한 개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때 통합계정을 사용한다.

•

통합계정 편집은 통합계정관리 화면에서 할 수 있다.

270

㈜에이알소프트

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1) 계정관리 일반

8. 계정과목관리

1) 계정관리 일반
위치 :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계정그룹관리/상세그룹관리

|공통작업안내|
메뉴선택

•

각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추가, 수정, 삭제’ 등 각 항목에 맞는 팝업메뉴가 나타
난다.

표시순서변경

•

해당 계정을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으면 표시순서가 변경된다.

드래그

종속계정을 주계정으로 변경

•

해당 계정을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붉은색 계정그룹 항목에 옮겨 놓으면 종속계정이
주계정으로 변경된다.

드래그

주계정을 타계정의 종속계정으로 변경

•

해당 계정을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변경하려는 계정의 왼쪽 라인으로 끌고 가면 해
당계정의 종속계정으로 변경된다.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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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1) 계정관리 일반

8. 계정과목관리

1) 계정관리 일반
위치 :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계정그룹관리/상세그룹관리

|계정정보창안내|
각 계정을 선택하면 해당 계정에 대한 상세정보가 표시된다. 계정그룹, 통합계정, 상세계정별로 표시되는
항목이 다르다.

계정종류표시

• 정보창 상단에 해당 항목의 계정 종류가 표시된다.

계정그룹

• 상세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이 속하는 계정그룹을 보여준다

차대구분

• 해당 계정이 차변잔액 계정인지 대변잔액 계정인지 보여준다.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금액의 부호를 결
정하거나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금액 표시시 이 항목이 사용되므로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주계정정보

• 종속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이 소속된 주계정을 표시한다. 주계정인 경우 당해 계정과 동일하다.

통합계정정보

• 해당 계정이 통합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계정에서의 위치를 보여준다. 통합대표계정은 해
당계정이 통합계정의 대표계정임을 의미하고, 통합소속계정은 해당계정이 대표계정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통합계정에 등록되지 않은 계정의 경우에는 통합계정없음으로 표시된다.

272

㈜에이알소프트

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2) 통합계정관리

8. 계정과목관리

2) 통합계정관리
위치 :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화면|

|개요|
통합계정은 재무제표를 나타낼 때, 상세계정을 묶어서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동일한 계정그룹내에 있는 상세계정들을
한 통합계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통합계정
: 통합계정에 포함된 주계정
: 통합계정에 포함된 주계정의 나열적 종속계정
: 통합계정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차감적 종속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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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2) 통합계정관리

8. 계정과목관리

2) 통합계정관리
위치 :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통합계정종류안내|
통합계정은 통합대표계정과 통합 소속계정으로 나뉜다.

통합대표계정

•

통합하려는 주계정 중 하나를 통합대표계정으로 설정해야 한다.

통합소속계정

•

통합대표계정 외 주계정들을 통합소속계정이라고 한다.
통합계정
통합대표계정

상세계정

통합소속계정

|작업안내|
예를 들어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을 합쳐서 매출채권 이라는 통합계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려
는 경우

① 통합계정관리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를 선택한다

② 표시되는 계정리스트 창에서 받을어음을 선택한다.(받을어음을 통합대표계정으로 설정한다)
③ 통합계정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을 선택하고, 통합계정명 편집창에서 계정명을 매출

채권으로 변경한다. (재무제표에는 받을 어음과 통합된 모든 계정을 합산하고 재무제표에는 매출채권

으로 표시해 준다)

(뒷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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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2) 통합계정관리

8. 계정과목관리

2) 통합계정관리
위치 : 기준정보 > 통합계정관리

|작업안내|
④ 만약 받을어음계정에 대손충당금과 같은 차감적종속계정이 있으면, 차감적 종속계정의 계정명을 변경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매출채권대손충당금이라고 입력한다.

④ 입력을 완료하면 통합계정관리창에 매출채권과 매출채권대손충당금 계정이 표시된다. 매출채권을 선
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를 선택한다.

⑤ 외상매출금 계정을 선택한다.
⑥ 선택 후 통합계정관리창의 매출채권 아래에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다.
⑦

을 누르면 통합계정 편집내용이 저장되고, 재무제표에서 통합계정으로 보기를 선택하면
통합계정관리에 설정된 내용대로 재무제표가 통합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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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3) 계정그룹관리

8. 계정과목관리

3) 계정그룹관리
위치 : 기준정보 > 계정그룹관리

|화면|

|개요|
계정그룹은 그룹 내에 있는 실제 계정인 상세계정의 합계금액을 표시해 주고 그룹별 표시순서를 결정한다. 또한 유동자산,
당좌자산 등 계정그룹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재무상태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다.
트리형태로 표시되는 계정그룹의 순서체계는 각 항목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각 항목에 맞는 메뉴가 나타난다. 이 메뉴들을
통하여 계정그룹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하위계정그룹을 추가하고 현 계정그룹을 삭제하는 작업을 실행한다. 또한 마우스
왼쪽을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계정그룹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부모그룹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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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3) 계정그룹관리

8. 계정과목관리

3) 계정그룹관리
위치 : 기준정보 > 계정그룹관리

|작업안내|
계정그룹 수정
① 수정할 계정그룹을 선택 후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을 클릭한다.

② 계정그룹 정보를 수정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③

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하위계정그룹 추가
① 하위계정그룹을 추가할 계정그룹 항목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를 클릭한다.

② 추가할 하위계정그룹에 대한 계정번호, 계정명, 시작계정번호, 끝계정번호, 차변구분여부, 상세계정포
함가능여부를 입력한다.
③ 확인을 클릭하면 하위계정그룹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계정그룹 삭제
① 삭제할 계정그룹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를 클릭한다.

② 삭제여부를 묻는 확인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해당 계정그룹이 삭제된다.
 단, 하위에 상세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계정그룹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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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4) 상세계정관리

8. 계정과목관리

4) 상세계정관리
위치 :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화면|

|개요|
회계처리에서 실제 사용되는 상세계정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이 곳에서 상세계정을 신규등록하거나, 계정명 변경, 표시순
서변경 등 계정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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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4) 상세계정관리

8. 계정과목관리

4) 상세계정관리
위치 :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계정과목종류안내|
주계정

•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일반계정을 의미한다.

종속계정

•

주계정에 종속되어 주계정을 세분화해서 관리할 때 이용되거나, 주계정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
시할 때 이용된다.

•

위와 같이 주계정(보통예금)과 종속계정(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으로 계정관리 시, 재무상태표
는 종속계정별로 표시하거나, 종속계정을 모두 합쳐 보통예금이라는 주계정으로도 금액을 표시할 수 있
다.

•

경영관리 목적으로는 종속계정별로 상세 내역을 관리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재무제표는 종속계정합치
기로 표시하면 불필요한 상세내역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

나열적 종속계정

•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주계정의 금액을 분류해서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차감적 종속계정

•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주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된다.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표시하고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재무
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때에 차감적 종속계정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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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8. 계정과목관리 > 4) 상세계정관리

8. 계정과목관리

4) 상세계정관리
위치 :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작업안내|
상세계정 등록
① 붉은색 계정그룹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를 클릭한다.

② 계정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사용자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단, 계정번호 구간 내의 번호여야 한다.
③ 계정명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른다.
④

을 클릭하여 변경된 계정정보를 저장한다.

종속계정 등록
① 파란색 주계정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를 클릭한다.

② 계정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사용자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단, 계정번호 구간 내의 번호여야 한다.
③ 계정명을 입력하고 종속계정종류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른다.
④

을 클릭하여 변경된 계정정보를 저장한다.

현재항목 수정
① 파란색 주계정 또는 초록색 종속계정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을 클릭한다.

② 계정정보를 수정한 후, 확인을 누른다.
③

을 클릭하여 변경된 계정정보를 저장한다.

현재항목 삭제
① 파란색 주계정 또는 초록색 종속계정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를 클릭한다.

② 삭제 알림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계정이 삭제된다.
③

을 클릭하여 변경된 계정정보를 저장한다.

 단, 종속계정이 있는 주계정은 삭제할 수 없다. 종속계정이 있는 주계정을 삭제하려면 해당 주계정 내
의 모든 종속계정을 삭제 후 주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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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9. 적요관리 > 1) 적요관리

9. 적요관리

1) 적요관리
위치 : 기준정보 > 적요관리

|화면|

|개요|
자주 쓰는 적요를 계정별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다. 이곳에 적요를 등록해 놓으면 회계전표 입력 시 편리하게 적요를 입력
할 수 있다.
화면 좌측은 계정과목 목록이다. 계정과목은 이 화면에서 편집할 수 없고 계정과목관리에서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다. 각 계
정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에 해당 계정과목일때 선택 가능한 적요목록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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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9. 적요관리 > 1) 적요관리

9. 적요관리

1) 적요관리
위치 : 기준정보 > 적요관리

|버튼안내|
자료조회
등록된 적요목록을 조회한다.
좌측, 우측에 있는 번호순/이름순은 각각 계정번호와 계정명 순으로 표시, 적요번호와 적요명 순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추가
적요를 새로 입력할 수 있게 빈 행이 추가된다.

삭제
선택된 행을 삭제한다

저장
변경된 내용을 저장한다

|작업안내|
적요추가
① 적요를 추가할 계정과목을 화면 좌측 계정과목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화면 우측 적요목록 위

버튼을 클릭한다.

③ 새 적요를 추가할 수 있는 빈 행이 생긴다. 적요번호는 저장되어 있는 가장 큰 적요번호의 다음 번호로
자동 부여된다.
④ 적요명을 입력한다.
⑤

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적요삭제
① 삭제할 적요를 선택한다.
②

버튼을 클릭한다.

③

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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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화면|

|개요|
마이다스는 사업부 별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편집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일반법인, 비영리법인, 금
융법인 등 손익계산서의 표시형태가 다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 없이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으로써 회사에 특성에 맞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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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사업부 편집 창 |
사업부 편집 창
창 안내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을 편집할 사업부 목록을 편집할 수 있다.

화면

버튼안내
사업부 추가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을 정할 사업부를 추가할 수 있게 사업부편집 목록에 한 행이 추

가된다. 여기에 추가할 사업부는 기준정보 > 사업부관리 메뉴에서 사업부정보가 저장되
어 있어야 한다.

사업부 삭제

•

삭제할 행을 선택 후, 사업부삭제를 클릭한다. 안내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해당 사업

부와 그에 대한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편집 내용이 삭제된다.

선택사업부 저장

•

선택되어 있는 사업부에 대한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을 저장한다.

전체사업부 저장

•

사업부편집 목록에 있는모든 사업부에 대한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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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상 세 화 면 안 내 (1) – 사업부 편집 창 |
사업부 편집 창
필드안내
사업부번호

•

사업부번호는 기준정보>사업부정보 메뉴에 있는 각 사업부에 부여된 사업부번호를

의미한다. 사업부번호를 변경하려면 사업부정보 메뉴로 이동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사업부명

•

사업부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명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본 메뉴

에서는 사업부명을 변경할 수 없고, 사업부명 역시 사업부정보 메뉴에서 변경 가능하다.

보고서타이틀 / 보고서타이틀(영문)

•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고서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다. 영문 보고서타이틀은 영문으

로 손익계산서 출력 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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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 창 |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 창
창 안내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항목을 보여준다. 이 안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 후 [항목 편집창]에서 해당 항
목의 표시방법을 편집할 수 있다.

화면

버튼안내
계산항목추가

•

구분이 ‘계산＇인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빈 행이 추가된다.

현재항목삭제

•

삭제할 항목을 선택 후 이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항목 목록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되고 손익

계산서 미표시 항목 창에 해당 항목이 표시된다.

위로/아래로

•

선택된 항목의 표시 순서를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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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상 세 화 면 안 내 (2) –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 창 |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 창
필드안내
번호

•

손익계산서 표시항목의 표시순서 번호이다.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동부여되며 의미

는 없다.

계정명

•

해당 표시항목의 계정명이다. 계정명 편집은 항목편집창에서 한다.

표시내용

•

해당 표시항목을 구성하는 항목 및 계산방법이 표시된다. ‘그룹’항목의 경우 해당계정

그룹의 상세계정들을 표시하게 되고, ‘계산’항목의 경우 계산값을 한줄로 표시한다.

구분

•
•

구분의 종류는 ‘그룹’과 ‘계산‘ 이다.

‘그룹’은 계정그룹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계정그룹에 속하는 상세계정을 손익계산

서에 표시한다.

•

‘계산’은 다른 항목의 결과값을 더하거나 빼서 손익계산서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

를 들어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이므로 매출총이익항목은 ‘계산’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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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상 세 화 면 안 내 (3) – 손익계산서 미표시 항목 창, 표시방법 선택 창 |
손익계산서 미표시 항목 창
창 안내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계정그룹의 내역을 보여 준다.

화면

버튼안내
미처리항목 등록

•

선택된 항목이 손익계산서 표시항목 창에 추가된다.

삭제항목 복원

•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 창에서 현재항목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될 항목이 여기에 표

시되는데,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때 사용한다.

표시방법 선택 창
개요
손익계산서 표시 항목 창에서 선택된 항목에 대해 표시방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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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상 세 화 면 안 내 (4) – 항목편집 창 |
항목편집 창
창 안내
손익계산서 표시항목 창의 선택된 항목에 대하여 표시 내용을 편집하는 화면이다.

화면

필드안내
계정번호

•

구분이 ‘그룹＇인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계정번호만 표시하고, 구분이 ‘계산’인 경우에

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부여한 계정번호를 표시한다.

계정명

•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그룹이름을 입력한다.

표시내용 / 표시내용 보기

•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내용을 보여준다. 구분이 ‘계산＇인 경우에는 추가할 항목 선택 창에

서 계산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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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상 세 화 면 안 내 (5) – 추가할 항목 선택 창 |
추가할 항목 선택 창
창 안내
구분이 ‘계산＇인 경우 이 창이 활성화된다. 현재 선택된 항목의 계산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화면

버튼안내
+ 항목으로 추가

•

선택된 항목이 항목편집창의 표시내용의 계산 항목 마지막에 + 로 추가된다.

- 항목으로 추가

•

선택된 항목이 항목편집창의 표시내용의 계산 항목 마지막에 - 로 추가된다.

마지막 항목 삭제

•

항목편집창의 표시내용의 마지막 계산항목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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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0. 재무제표 표시

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위치 : 기준정보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작업안내|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편집 및 저장 예시
① 먼저 기준정보 > 상세계정관리 메뉴로 가서 계정그룹의 계정명과 하위계정그룹을 적당한 이름으로 재
조정한다.

②

를 클릭하여 새로운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을 저장할 행을 생성한다.

③ 사업부번호를 입력하고, 보고서 타이틀을 수정한다.

④ 손익계산서 표시항목창에서 표시항목 순서 및 항목 추가/삭제를 한다.
⑤ 각 항목마다 표시방법선택, 계정명, 표시내용을 편집한다.

⑥

을 클릭하여 편집내용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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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2)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

10. 재무제표 표시

2)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
위치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원재료

|화면|

|개요|
재고자산 중 원재료를 원가명세서의 재료비로 자동으로 대체하기 위한 계정정보 편집 창이다.
여기에 등록된 계정정보는 마감대체시 자동분개를 할 때 이용된다.

| 원재료의 재료비 대체 |
제조업의 경우 결산시 원재료, 부재료 등 재고자산 계정의 원재료비, 부재료비를 계산하여 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 부재
료비 계정으로 계정 대체할 필요가 있다. 마이다스는 재무회계 > 원재료계정의 원재료비 대체 에서 이 곳의 정보를 이용
하여 자동 대체 작업을 한다.

예) 원재료비 = 기초원재료재고액 + 당기 원재료매입액 – 기말원재료재고액 일때
마이다스는 기말 원재료재고액만 입력하면 위의 식으로 원재료비를 계산해서
차) 원재료비(원가명세서) XXXX
대) 원재료 XXXX
라고 분개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가명세서의 재료비 계정과 연결된 재고자산 중 원재료 계정의 계정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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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2)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

10. 재무제표 표시

2)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
위치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원재료

| 버튼 안내 |
자료조회

•

서버에 저장된 재료비 계정정보를 불러온다.

저장

•

재료비 계정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해야 한다.

재료비추가

•

새로운 재료비 계정정보를 추가한다. 클릭하면 공란의 원가정보가 추가되며 연결 계정을 입력할 수 있다.

재료비삭제

•

등록된 재료비 계정정보 중 삭제할 계정정보를 클릭 후 재료비삭제를 클릭하면, 선택된 항목이 삭제된다.

| 화면 안내 |
등록된 항목 창

•

DB에 등록된 재료비 정보를 표시한다. 워가명세서상 재료비 계정번호와, 그와 연결된 재고자산의 계정번
호가 매치되어 표시된다.

값 설정 창
원가명세서 재료비 계정코드 / 계정명

•

마감시 대체할 원가명세서 상의 재료비 계정번호와 계정명이 표시된다.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계정코드 / 계정명

•


원가명세서의 재료비 계정과 연결된 대차대조표 상의 원재료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선택’ 버튼

•
•

연결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원가계산서상의 원재료비 대응계정설정] 창이 열린다.
좌측의 원가명세서계정을 선택한 후, 그 계정에 연결될 대응계정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원가명
세서 재료비 계정코드 및 계정명과 대차대조표 재료 계정코드 및 계정명에 자동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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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2)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

10. 재무제표 표시

2) 원가명세서 원재료 편집
위치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원재료

| 화면 안내 |
전기분 표시를 위한 기초 금액 입력

•
•

당기에 처음으로 마이다스를 사용하는 회사를 위한 입력 항목이다.
원가명세서는 전기분과 비교표시 하여야 한다. 원재료비의 경우 마이다스에 전기분 회계자료가 있
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분 원재료비에 대한 [기초 재고자산재고액, 당기 재고자산증가액,
기말 재고자산 재고액] 등 금액은 전기분 회계자료를 읽어서 표시해 주지만, 당기에 처음으로 마이
다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전기 회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표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 이 항목을 입력해 놓으면, 원가명세서 상의 전기분 재료비에 이 금액이 표시된다.

•

전기분 데이터가 있는 회사는 입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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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3) 원가명세서 재공품 편집

10. 재무제표 표시

3) 원가명세서 재공품 편집
위치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재공품

|화면|

|개요|
원가명세서상 각 계정과목 금액을 자동으로 재공품 및 제고품계정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계정정보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여
기에 등록된 재공품 및 제품 정보는 마감대체 자동분개를 할 때 이용된다.

| 원재료의 재료비 대체 |
제조업의 경우, 제품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원가명세서 계정에 회계처리를 한 후 기말 결산을 통하여 원가를 재공품 및 제
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한다.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하여 원가명세서 계정에 분개한 모든 계정과목은 결산시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또한 재
공품 계정에 집계된 제조원가는 기말 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하고 제품계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재고액 + 당기 총재조원가 – 기말재공품재고액
이므로 마이다스가 이 금액을 구하고 제품계정으로 원가를 자동 대체시키기 위하여, 원가계정그룹과, 원가를 대체할 제
공품계정, 재공품을 대체할 제품계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마이다스는 기말 재공품재고액만 입력하면 상기의 식으로 당기 제조원가 및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해서

차) 재공품 XXXX

대) 원가명세서 각 비용항목 XXXX

차) 제품

대) 재공품 XXXX

XXXX

으로 자동분개처리를 한다.
여기에서 등록된 정보는 재무회계 > 원가계정의 재고자산 대체 메뉴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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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3) 원가명세서 재공품 편집

10. 재무제표 표시

3) 원가명세서 재공품 편집
위치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재공품

| 버튼 안내 |
자료조회

•

서버에 저장된 원가명세서 계정정보를 불러온다.

저장

•

원가명세서 계정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해야 한다.

재공품추가

•

새로운 원가명세서(재공품) 계정정보를 추가한다. 클릭하면 공란의 원가정보가 추가되며 연결 계정을 입
력할 수 있다.

재공품삭제

•

등록된 원가명세서(재공품) 계정정보 중 삭제할 계정정보를 클릭 후 재공품삭제를 클릭하면, 선택된 항목
이 삭제된다.

| 화면 안내 |
등록된 항목 창

•

DB에 등록된 원가계정 정보를 표시한다. 워가명세서상 계정그룹과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번호가 매치되
어 표시된다.

값 설정 창
원가명세서 그룹번호 / 그룹명

•

마감시 대체할 원가명세서 상의 계정그룹 정보를 입력한다. 계정그룹은 기본정보 > 계정그룹관리
메뉴를 통해 설정한다.

재공품 계정코드 / 계정명

•

원가명세서 그룹을 대체할 재공품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제품 계정코드 / 계정명

•

재공품 계정에서 구해진 당기총제조원가 금액을 대체할 제품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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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3) 원가명세서 재공품 편집

10. 재무제표 표시

3) 원가명세서 재공품 편집
위치 : 기준정보 > 원가명세서 재공품

| 화면 안내 |



‘선택’ 버튼

•
•

연결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원가계산서상의 재공품 대응계정설정] 창이 열린다.
좌측의 원가명세서 계정그룹을 선택한 후, 그 계정에 연결될 재공품계정과 제품계정을 선택한 후 확
인을 누르면 원가명세서 그룹정보와 재공품 계정정보, 제품 계정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전기분 표시를 위한 기초 금액 입력

•
•

당기에 처음으로 마이다스를 사용하는 회사를 위한 입력 항목이다.
원가명세서는 전기분과 비교표시 하여야 한다. 재공품의 경우 마이다스에 전기분 회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분 재공품에 대한 [기초 재공품 재고액, 기말 재공품 재고액] 등 금액을
전기분 회계자료를 읽어와서 표시해주지만, 당기에 처음으로 마이다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전기 회
계자료가 없으므로 비교표시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없다.

•

따라서 이 경우에 전기분 금액을 입력해 주면, 원가명세서 상의 전기분 재공품 항목에 이 금액이 표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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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4) 매출원가

10. 재무제표 표시

4) 매출원가
위치 : 기준정보 > 매출원가

|화면|

|개요|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자동으로 대체하기 위한 계정정보를 편집하는 메뉴이다. 이 정보를 이
용하여 마감대체시 자동분개를 한다.

|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대체 |
결산시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 계정은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정으로 계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
다.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 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으로 계산될 때,
기말상품재고액만 입력하면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차) 상품매출원가 XXXX
대) 상품 XXXX

로 자동분개처리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계정, 그와 연결된 재고자산계정의 계정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된 정보는 재무회계 >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대체 메뉴에서 자동 대체 작업을 수행할 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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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4) 매출원가

10. 재무제표 표시

4) 매출원가
위치 : 기준정보 > 매출원가

| 버튼 안내 |
자료조회

•

서버에 저장된 매출원가 계정정보를 불러온다.

저장

•

매출원가 계정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해야 한다.

매출원가추가

•

새로운 매출원가 계정정보를 추가한다. 클릭하면 공란의 원가정보가 추가되며 연결 계정을 입력할 수 있
다.

매출원가삭제

•

등록된 매출원가 계정정보 중 삭제할 계정정보를 클릭 후 매출원가삭제를 클릭하면, 선택된 항목이 삭제
된다.

| 화면 안내 |
등록된 항목 창

•

DB에 등록된 매출원가 정보를 표시한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계정번호와, 그와 연결된 재고자산의 계
정번호가 매치되어 표시된다.

값 설정 창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정코드 / 계정명

•

마감시 대체할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계정코드 / 계정명

•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계정과 연결된 대차대조표 상의 재고자산 계정번호를 입력한다.

 ‘선택’ 버튼
• 연결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대응계정설정] 창이 열린다.
• 좌측의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정을 선택한 후, 그 계정에 연결될 재고자산 계정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정정보와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계정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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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초정보관리
10. 재무제표 표시 > 4) 매출원가

10. 재무제표 표시

4) 매출원가
위치 : 기준정보 > 매출원가

| 화면 안내 |
제품제조원가 여부

•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자산 재고액, 당기 재고자산 증가액, 기말 재고자
산 재고액] 등의 정보를 함께 표시하는데, 이 항목이 체크되면 ‘당기 재고자산 증가액＇을 표시할 때
[당기 + 재고자산 계정명 + 제조원가] 로 표시된다.

•

예) 상품인 경우 이 항목을 체크시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표시됨

매출원가를 한줄로만 표시함

•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재고액, 당기재고자산 증가액 , 기말재고자산재고액]등 정보
를 모두 표시하지만 용역매출원가의 경우 용역매출원가 한줄로만 표시한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한
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란을 체크한다.

전기분 표시를 위한 기초 금액 입력

•
•

당기에 처음으로 마이다스를 사용하는 회사를 위한 입력 항목이다.
손익계산서는 전기분과 비교표시 하여야 한다. 매출원가의 경우 마이다스에 전기분 회계자료가 있
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분 매출원가에 대한 [기초 재고자산 재고액, 당기 재고자산 증가액,
기말 재고자산 재고액] 등 금액을 전기분 회계자료를 읽어와서 표시해주지만, 당기에 처음으로 마이
다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전기 회계자료가 없으므로 비교표시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없다.

•

따라서 이 경우에 전기분 금액을 입력해 주면, 손익계산서 상의 전기분 매출원가에 이 금액이 표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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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회사관리자
1. 회사공인인증서 등록

VIII. 회사관리자
1. 회사인증서 등록 > 1) 회사인증서 등록

1. 회사인증서 등록

1) 회사인증서 등록
위치 : 회사관리자 > 회사인증서 등록

|화면|

|개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여기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는 세금계산서 전자서명 시
인증서 선택창에 표시된다.

|작업안내|
① 등록하려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한다.
• 공인인증서 저장 폴더에서 signCert.der 파일과 signPri.key 파일 총 2개를 반드시 동시에 선택한
다.(동시선택 : ctrl키를 누르며 마우스로 파일 클릭)

② 인증서 저장 버튼을 눌러 서버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한다. 공인인증서는 암호화되어 전송하므로 서버
에도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된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보안에 안
전하다.
 공인인증서 저장 위치
• c:\program Files\NPKI\발급자이름 폴더\USER\회사이름폴더\
혹은
• 드라이브명(D, E등):\NPKI\발급자이름 폴더\USER\회사이름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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