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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O 사용 시작과 Ex. 1 

Ex. 1. QBO 사용: 은행 구좌/ 투자자/ 투자금 등록, 예금, 수표 발행 
교재: JA5   

QBO 에 접속하면, 2 개의 서로 다른 메뉴가 열립니다. 

하나는 회계사 사용 모드 (Accountant view)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용 모드 (Business 

view 입니다). Accountant view 는 좀 더 전문화 되어있고, Business view 는 사용에 편하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작업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사용은 똑같습니다. 

제 강의에는 Accountant view 를 사용하겠습니다. 

 

Accountant view 와 Business view 는 오른쪽 상단 톱니 바퀴를 클릭하여 Switch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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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화면은 Accountant view 입니다. 

 

 

셋팅 메뉴 박스가 열리면, 맨 밑에 당신은 Accountant view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Switch to Business view 라는 글이 보입니다 

비즈니스 모드를 원한다면, Switch to Business view 를 클릭합니다. 

강의에서는 Accountant View 를 사용하겠습니다. 

  

Switch to Busines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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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법적 Type 의 종류: 회사의 법적 구성에 따라 선택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  

     부부 공동 소유 포함: Opening Balance Equity, Owner’s Capital, Owner’s Draw 

 

LLC, Partnership: 유한 책임 회사, 동업 회사 

     Partner’s Capital, Partner Contribution/Investment, Partner Earning, Partner’s 

     Draw, Retained earnings, Partner Distribution,  

 

S or C Corporation: 주식 회사 

     Capital Stock, Shareholder distribution, Retained earnings, Common Stock,  

     Preferred Stock 등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비 영리 단체 

 

 

 

 

 

 

 

새 회계 계정의 등록 (add new account) 

왼쪽 메뉴 Accounting (Bookkeeping if Business view menu) > Chart of Account 를 

클릭하면, Chart of Accounts 가 Open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초록색 New 글씨를 클릭하면, to Account 를 Add 하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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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New 를 클릭하면 

Account 라는 창이 

열립니다. 

이 작업창에서  

새 Account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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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구좌 (Bank Account)를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Account 창이 열리기도 하고, 다른 형식의 Add new account 창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창이 열린다면, 

Account Type: Bank    

Detail Type: Checking 

Account Name: x111 Chk  

Description: ABC Bank Chk x111 Gral Use 

 

Account Name: x999 Chk  

Description: ABC Bank chk x999 Card use 

2 개의 은행 구좌를 엽니다.  

처음 구좌를 열었으므로, 당연히 Balance는 

$0 입니다. 

내용을 다 채운 후 Save and Close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했던 Chart of Accounts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2022년 4월부터 새 어카운트를 추가하는 창이 2 가지 입니다.  

 

New를 클릭하면, 다음 창이 열리기도 합니다. 

두 방법 중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New account: Banks 

Save account under: Bank Accounts 

Tax form section: Checking  

Account name: x111 Chk ABC Bank 

Description: x111 Chk ABC Bank Gr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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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11 Checking account 를 만들고 

Save 를 클릭하고, 다시 New 를 클릭하여  

X999 Checking account 를 만듭니다. 

 

 

New account: Banks 

Save under Bank Accounts 

Tax form section: Checking  

Account name: x999 Chk ABC Bank 

Description: x999 Chk ABC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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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01/01 John WILLIAMS 으로부터 투자금 $3,000,000 수표 #2098 을 받아 은행에 입금합니다. 

    일반적인 Transaction (회계 작업)을 시작하려면, + New 버튼을 클릭합니다. 

    (QBO 에서는 Create Button 이라고 부릅니다).  

      + New > OTHER > Bank deposit 

 아직 우리 회사의 은행 정보가 QBO 에 없으므로, 거래 은행 (Account)을 등록합니다. 

왼쪽 qb 로고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New 를 클릭하여 메인 작업 메뉴를 Open 합니다. 

+New 가 잘 안 나타난다면, 왼쪽 qb 로고 바로 밑에 보이는 흰색 바탕의 작은 + 사인을 

클릭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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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 OTHER > Bank Deposit 

뱅크 디파짓 창에서 Account 에은행 구좌가 맞게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RECEIVED FROM 채우기: Cash/ 수표 등을 준 사람/ 회사의 이름에 John WILLIAMS 을 

적습니다.  

** Last name 을 대문자로 써넣으면, 성과 이름의 구별이 용이합니다. 서양에서도 전화 

번호부등에는 Last name 을 먼저 넣기도 하고, 대문자를 사용하기도 하여 구별합니다.  

 

투자자, 주인, 주주 등의 Name Type 은 Vendor 입니다. QB Desktop 은 Other 라는 타입이 

따로 있지만, QBO 에는 Vendor 가 대신합니다. Save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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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회계 계정)에는, 왜 회사에 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습니다. 

WILLIAM John 의 투자 계정은 아직 등록된 적이 없으므로, ▼을 클릭하여 +Add new 를 

클릭합니다.  

Account Type: Equity,   Detail Type: Partner Contributions 

Name: Contributions John WILLIAMS 

Description: 

DESCRIPTION 은 건너 뛰고, payment method 는 Check 를 선택합니다. 

REF NO. 에는 수표 번호/ wire reference 등을 적습니다.  

이번 수표 번호 2098 입니다. 

AMOUNT 에는 절대  “,“ (콤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센트가 있을 경우에는 “.” (소수점)을 찍습니다. 

3000000 을 타이핑하면, 자동으로 3,000,000.00 으로 바뀝니다. 

 

1.2 Pay to Edison for LA branch electric Bill $275.35 w/ check #1001.  

       + New > VENDORS > Check 

Payee > Add new 

Vendor display name: Edison    Type: Vendor 

 

CATEGORY 에는: Utilities (type: Expense)을 선택합니다. 

“LA”와 “NY”라는 Class, 즉 지점을 새로 만들고 “Save” 합니다. 

LA 를 선택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비용들은 Class(지점별, 업무별, 부처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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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Landlord LA Management (L.A.) 에게 Rent Expense $8,500 수표를 보냄 

+ New > VENDORS > Check 

Payee 에서 + add new 하여 New Name: “LA Management”, Type: Vendor 

 

Category details> CATEGORY 에서 add new 한다. 

새 Account: Type: Expenses, Detail Type: Rent or lease of Buildings 

Name: Rent LA Branch, Description: Rent LA Branch 111 Western Ave… 

Class 에서 “LA”를 선택합니다. 

 

01/04 Landlord NY Property (New York) 에게 Rent Expense $13,500 수표를 보냄. 

New Vendor Name: “NY Management”, Name: Rent NY Branch, Class “NY” 

 

 

01/05 Office Depot 에서 Office Supply 수표로 구입. 

         for LA Branch: $547.54, for NY Branch: $9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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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Vendor Name: “Office Depot”,  

 

CATEGORY 는 이미 만들어진 “Office Expenses 혹은 Office Supplies & Software” 

LA 용과 NY 용을 다른 줄에 따로 기입합니다. 

 

01/06 Michael ROGERS 에게서 투자금 수표 #6543 $500,000 을 받아 입금합니다. 

+ New > OTHER > Bank Deposit 

 

New Account: Account Type: Equity,   Detailed Type: Partner’s Equity,  

Name: Partner’s Equity ROGERS Michael,  

Description: Equity(/contribution/Investment) Michael RO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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