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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거래내역 개요
거래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거래처별]

전체 거래처의 목록과 구체적 정보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 매출 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금/출금]

입금,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출금 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처별
전체 거래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등록은 [설정]>[거래처 관
리]에서 가능합니다.

[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와의 매출, 매입 계약서와 계산서, 입∙출
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등록된 다른 거래처를 찾아볼 수
있고, [전체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거래처 목록 확인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전체
매출과 매입을 포함한 전체 세금계산서가 표시됩니다. 해당 내용은 [영업활동관
리]>[입금현황]>[세금계산서]와 [자금관리]>[세금계산서 발행현황]과 연동되어 표
시됩니다.

세금계산서>매출
매출 세금계산서가 표시됩니다. 좌측 상단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매출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매출의 연동 과정
[영업활동관리]>[입금현황]>[세금계산서]에서 [발행확인]이 된 경우
[거래내역]>[세금계산서]>[매출]에서 표시됩니다.

Note

[자금관리]>[운영자금관리]>[자금수지]에서 해당 내역을 [마감]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활동관리]>[입금현황]에서 [입금완료] 상태로 변경되므로,
이 경우에도 [거래내역]>[세금계산서]>[매출]에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매입
매입 세금계산서가 표시됩니다. 외주를 준 영업 건에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표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에서도 좌측 상단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매출
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매입의 연동 과정
[영업활동관리]>[수주완료]>[영업건 수정]>
[원가정보]>[외주현황 목록]>[외주비 지불 정보]에서 지불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외주 건은 [자금관리]>[운영자금관리]>[자금수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등록된 외주 건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수령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이 완료된 것이므로
[거래내역]>[세금계산서]>[매입]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출금
입금/출금>전체
입금과 출금을 포함한 전체 내역이 표시됩니다. 해당 내용은 [자금관리]>[운영자
금관리]>[자금수지]의 입금, 출금 내역과 연동됩니다.

입금/출금>입금
입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좌측 상단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금/출금>입금 에서의 입금 예정과 입금 완료
영업건의 입금 예정의 경우 [영업활동관리]>[입금현황]>[미입금] 상태에 머물러 있어
[입금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자금관리]>[운영자금관리]>[자금수지]에서 매출을 등록한 경우

Note

[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금예정]으로 표시됩니다.

영업건의 입금확인이 되어 [입금완료]로 이동하거나,
[자금관리]>[운영자금관리]>[자금수지]에서 [마감]이 된 경우 [입금완료]로 표시됩니다.

입금/출금>출금
출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좌측 상단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금/출금>출금 에서의 출금 예정과 출금 완료
[자금관리]>[운영자금관리]>[자금수지]에서 나타난 출금 내역에 대해
[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 [입금예정]으로 표시됩니다.

Note

출금확인이 되어 [자금관리]>[운영자금관리]>[자금수지]에서 [마감]을 한 경우
[출금완료]로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