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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와 기능 셋업 (Company setting)   

교재: JA4   

회사 정보 편집 및 교정과, 지점 (Class) 기능, 재고 관리 기능 (Inventory tracking), 주문서 

작성 기능 (Purchase order), 가격표 기능 (Price rules), 회계 마감일 설정 (Closing date), 

알람 기능 (reminder)의 활성화. 

Setting Gear (톱니 바퀴 그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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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and Settings: 이 곳에서 세분화된 회계 기능을 변경 (ON/ OFF)할 수 있습니다. 

Company: Name, Industry, Address & other information; 회사 정보 

Billing & subscription: Plans & Payments; 플랜 지불 상태 

Usage: Limit for users, Chart of accounts, Tag group; 사용자 수, 계정 사용 & 태그  

Sales:  Customize Invoice, receipt and more; 각종 서류 형식 변경 

  Products & services: SKU, Price rules, Track Quantity/ price/ Inventory, 

바코드, 가격표, 재고 관리 기능 

Expenses: Bills & expenses: 서류 포함 사항, 고객별 비용, 지불 기간 설정 

       Purchase orders: 주문서 작성 

Payments: 각종 지불 방법 설정 

Time: Time tracking; 작업 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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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회계 연도, 회사 법적 유형, 지점별 회계 관리, 사용 화폐 설정 

2023 년 세팅 메뉴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나 기능면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지점별 손익 계산서 보고를 하려면 Company 메뉴에서 Track classes/ Track locations 를 On 해야 

합니다. 

회사의 로고, 이름, 법적 구성, 연락처, 회계 방식, 지점별 회계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JA4 회사 정보와 기능 셋업 (Company setting).docx - 4 - 

 

Work notifications 는 새 작업 (assignment) 진도에  변동이 있을 때, 대표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Sales 메뉴에서: 

Invoice, Estimate, Sales receipt 등 각종 양식 (Form)의 형식과 내용의 변형 

바코드(SKU) 사용, 여러 개의 가격표 작성 (Price rules), Late fee 의 설정 

진행형 인보이스 (Progressive Invoicing), Message, Reminder, Online delivery(invoice/ sales receipt), 

Statement 에 밀린 기간 표시의 사용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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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4 회사 정보와 기능 셋업 (Company setting).docx - 6 - 

 

Expenses 메뉴에서: Bills and expenses 일반적으로 모두 ON 

Purchase order: 주문서 작성 기능 상품, 비품 구입을 한다면 ON 

 

 

QBO 는 Intuit 본사가 관리하는 QuickBooks Payment 나 외부 Credit Card Processing Company 와 

연결하여, QBO 프로그램에서 직접 고객의 데빗,크레딧 카트, PayPal 등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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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tting 을 ON 해 놓으면, 외부 (혹은 내부 특수 업무)로 나가서 하는 시간 계산표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Advanced 에서는 세무 연도, 회계 방식, 연말 장부 동결 (날짜와 암호를 정해야 함)을 결정합니다. 

Account (회계 계정)에 numbering 을 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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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마지막 Invoice, Check 등의 내용을 반복함 

 자동으로 고객에게 credit 을 적용함 

 Invoice 가 안되어 있는 고객에게의 판매/서비스를 자동으로 Invoice 작성함 

 Project 추적 (?) 

 Currency: 한 개 이상의 화폐를 사용할 때 ON (4 시간마다 환율 자동 조절 기능) 

 Other preferences: 기타 사항의 설정 

 

모든 설정이 끝나면 오른쪽 하단의 Done 을 클릭하여 update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