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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북 온라인 버전 프로그램 설치 
퀵북 프로그램 설치 (무료, 유료)와  회계 장부 시작 

교재: JA3  

 

 

   2023 년 1 월 

 

 

Simple Start: 청구서 결제 (Bill Pay), 지불 계정 관리 (Accounts payable), 재고 관리 (inventory 

Tracking)의 기능이 없습니다. 

Essentials: 재고 관리 기능이 없음. 재고 관리 필요 없는 회사에 적합. 3 명까지 사용.  

Plus: 재고 관리 포함. 재고 정리 필요한 회사에 적합. 동시 5 명까지 사용.  

Advanced: 24 시간 Support 기능이 포함. 동시 25 명까지 사용.  

 

처음 배우시는 분은 QBO Plus 30 일 무료 사용을 추천합니다.  

QBO 사용을 위해 Gmail 등 현재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사용하여도 되고, 별도의 회계 전용 Email 

Account 를 만들어, 30 일 무료 사용이나 유료 구입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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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https://quickbooks.intuit.com/pricing 에 접속하시거나, 

QBO 무료, 유료 설치를 위한 Quickbooks 웹 접속하기: 구글에서 찾아 접속합니다. 

구글에서 “qbo price”를 찾습니다. 

QuickBooks Online 을 클릭하면, 유료 가격표가 나옵니다. 

열리는 탭에서 30 일 무료 사용을 신청하시거나 유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관계로, 비디오와 조금씩 위치나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Search 화면에서 QuickBooks Online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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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 사용 무료 simple start/Essentials/Plus/Advanced 를 구입 ($0)하시거나 

처음 3 개월간 50% (항상) - 75%  (세일 기간) 디스카운트를 받고 유료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일단 30 일간 사용하시다가, 50% 할인을 받고 유료로 전환하여도 됩니다. 

Buy now for 50% - 75%  off for 3 months/ Free trial for 30 days 중 하나를 택합니다. 

유료 구입   

무료 설치    

현재 30 일 무료 사용판은 QBO Plus 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2 년 12 월) 

이 강의를 위하여는 Continue without payroll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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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without payroll 을 클릭합니다. 

Checkout 을 클릭합니다. 

2023 년부터는 무료 Trial 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크레딧 카드 정보를 요구합니다.  

30 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크레딧 카드에서 월 사용료가 결제됩니다. 

 

계속 QBO 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30 일이 지나기 전 , QBO 화면 위쪽에 나타나는 3 개월 

Discount offer 를 클릭하시면, 50%  혹은 75% discount 받으시며 구입하면 됩니다. 

30 일이 지나면 Discount Offer 가 없어집니다. 

QBO 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30 일이 지나기 전에 꼭 사용 중지를 신청 

하십시요. 

30 일이 지나면, Credit card 정보를 입력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월 사용료가 charg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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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O 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30 일이 지나기 전에 

꼭 사용 중지를 신청하세요 !! 

 

Sign up with Google email 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퀵북 전용 암호를 사용하여 

QBO account 를 엽니다. 

퀵북 사용을 위한 이메일을 적고, 신원 확인을 위한 전화 번호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적습니다. 

Password 는 이메일 암호를 사용해도 되고, 퀵북을 위한 별도의 암호를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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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Get Started: 유료나 무료 등록이 다 끝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이 곳에서 Company 기능들을 Setting 합니다. 

Company setting 의 질문과 답변은 거의 동일하지만, 어느 웹사이트에서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또는 몇 개월에 한번씩 질문의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회사명과 업종을 선택하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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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북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전부 체크하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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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용자는 Owner 를 선택하여 모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일단 Yes 를 선택합니다. 

No 를 하면, Intuit 사에서 계속 회계 담당을 고르라고, 광고를 보내옵니다. 

 

 

정확한 법적 구성을 

아신다면, 선택합니다. 

강의에서는 일단 

partnership 을 

선택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I’m not sure”를 

선택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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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으로는 셋 다 선택합니다. 

Next 를 클릭하면 모든 셋업이 끝나고, QBO 시작 화면이 열립니다. 

이미 sign in 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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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의 사용자 이름 첫 글자를 클릭하면 Sign out 버튼이 보입니다. 

퀵북 작업이 끝나면 Sign out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도, 꼭 Sign out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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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QBO 를 사용하려면, 

Quickbooks.intuit.com/online 이나 qbo.Intuit.com 에 접속한 후, 

Intuit account 등록 email 과 암호를 사용하여 sign in 합니다. 

 

물론 Google search 에서 “QBO login”을 찾아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QuickBooks Community 에는 많은 QBO 사용자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습니다.  

모든 QBO 사용자는 ID 를 등록하시기를 권합니다. 

QB Community 에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질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며칠내로 QB 사의 Expert 가 답변을 해옵니다.  

혹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