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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사용설명서

사용안내
하모니 사용설명서는 웹으로 제공됩니다.
하모니 홈페이지의 사용설명서 메뉴를 실행하면 새로운 웹페이지로 사용설명서가 열립니다.
또는 하모니 프로그램의 상단 [도우미] 메뉴의 [도움말]을 실행해도 사용설명서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하모니 사용설명서 웹페이지는 왼쪽의 목차와 오른쪽의 내용이 표시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 목차의 상단에 아래의 그림과 같은 기능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버튼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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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내

목차를 보이게 합니다.

목차를 마우스로 클릭해 내용을 검색 및 참조합니다.
목차의 폴더그림 또는 폴더명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폴더가 열립니다.
열린 폴더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폴더가 닫힙니다.
(2) 인덱스

인덱스를 통해 빠르게 도움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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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쪽의 인덱스 목록에서 인덱스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인덱스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3) 단어검색

찾는 단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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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검색]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합니다.
이때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세금*,*품목*,??계산서 등으로 입력해 검색을 하면 검색문자의 앞과 뒤의 임의문자를 포
함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 및 검색결과 표시수를 지정하고 [검색실행]을 실행하면 검색을 합니다.
검색어가 포함된 내용을 검색해 왼쪽의 검색목록에 표시를 합니다.
검색목록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사용설명서에 보이는 내용을 인쇄하고자 하면 익스플로러의 파일 메뉴의 [인쇄]를 실행하면 됩니다.
내용이 많은 페이지를 인쇄하고자 할 때는 사용설명서의 로른쪽에 있는 내용을 마우스로 끌어서 선택한
다음 복사해서 워드프로세서(한글 MS워드)를 실행한 다음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여 인쇄하시기 바
랍니다.
이렇게 인쇄를 하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구분되어 인쇄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2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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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사용설명서

www.allntop.com

2.1

프로그램 안내

2.1.1

하모니란 ?
하모니는 기업의 경영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정보관리(MIS)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경리업무를 효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개발 노하우와 현업에서 축척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기능이 다양하고 사용하
기 편리하고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하모니 주요기능
영업관리,구매관리,재고관리,자산관리,세무관리,자금관리,생산관리,창고관리,지점관리,
현장관리,견적관리,수주관리,발주관리,일정관리,A/S관리,영업사원관리,전자세금계산서,
바코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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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매입.
매출 전표입력을 통해 수많은 경영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업무능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
프로그램 화면의 직관적이고 간결한 처리로 사용자의 피로를 줄여주고 쉽게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작업창에 키보드의 단축키를 적용함으로서 빠르게 전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영업관리
- 견적서,수주서,매출관리를 통한 영업관리
- 빠르고 편리한 매출/
수금전표 입력기능
- 이전전표 복사기능으로 빠른 신규전표 작성기능
- 매출/
수금전표의 회계전표로 자동분개 지원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전표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능
- 일정 기간의 거래를 집계하여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기능
- 국세청 홈택스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산파일 작성기능
- 영업사원별 매출관리를 통한 매출,수금,미수금,수당내역 조회기능
- 거래명세서,견적서,판매현황 등 보고서 양식을 업무에 맞게 변경 가능
- 품목별,거래처별 할인/
할증단가 관리가능
- 거래처별 최종판매단가 관리기능
- 거래처별 여신한도 통제기능
- 거래처의 현장을 구분하여 출고 및 집계기능
- 창고별 입출고 및 창고별 수불내역 집계기능
- 프로젝트별 입출고 및 집계기능
- 기간별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거래명세서 일괄발행 기능
- 여러개의 거래처에 일괄매출/
일괄지급/
일괄수금 기능
* 구매관리
- 수주서,발주서를 통한 수발주 관리기능
- 빠르고 편리한 매입/
지급전표 입력기능
- 이전전표 복사기능으로 빠른 신규전표 작성기능
- 매입/
수금전표의 회계전표로 자동분개 지원
- 세금계산서(역발행) 발행
- 거래명세서,수주서,발주서,매입현황 등 보고서 양식을 업무에 맞게 변경 가능
- 창고별 입출고 및 창고별 수불내역 집계기능
- 프로젝트별 입출고 및 집계기능
* 견적관리
- 간단 명료한 견적서 작성기능
- 견적서 복사기능
- 그룹 작성기능
- 그룹별 소계기능
- 여래개의 품목을 목록에 미리 등록해둔 다음 한번에 입력하는 묶음입력 기능
- 견적단가 일괄 변경기능(증감율(%), 증감액)
- 견적금액 일괄 변경기능(증감율(%), 증감액)
- 다양한 견적서 인쇄양식 제공
-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견적서 편집기능
- 견적목록의 품목과 품목 사이에 품목의 삽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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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의
- 견적서를
- 견적서를
- 견적서의

팩스 또는 메일전송 기능
매출전표로 등록하는 기능
수주전표로 등록하는 기능
전자발행 기능

* 수주관리
- 간단 명료한 수주서 작성기능
- 수주서 복사기능
- 그룹 작성기능
- 그룹별 소계기능
- 여래개의 품목을 목록에 미리 등록해둔 다음 한번에 입력하는 묶음입력 기능
- 수주단가 일괄 변경기능(증감율(%), 증감액)
- 수주금액 일괄 변경기능(증감율(%), 증감액)
- 다양한 수주서 인쇄양식 제공
-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수주서 편집기능
- 날짜별,품목별,처리내역별 집계
- 수주목록의 품목과 품목 사이에 품목의 삽입기능
- 수주서의 팩스 또는 메일전송 기능
- 수주서를 매출전표로 등록하는 기능
- 수주서를 발주서로 등록하는 기능
- 수주서의 전자발행 기능
* 발주관리
- 간단 명료한 발주서 작성기능
- 발주서 복사기능
- 그룹 작성기능
- 그룹별 소계기능
- 여래개의 품목을 목록에 미리 등록해둔 다음 한번에 입력하는 묶음입력 기능
- 발주단가 일괄 변경기능(증감율(%), 증감액)
- 발주금액 일괄 변경기능(증감율(%), 증감액)
- 다양한 발주서 인쇄양식 제공
- 날짜별,품목별,처리내역별 집계
-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발주서 편집기능
- 발주목록의 품목과 품목 사이에 품목의 삽입기능
- 발주서의 팩스 또는 메일전송 기능
- 발주서를 매입전표로 등록하는 기능
- 발주서의 전자발행 기능
* 인터넷 수발주
- 인터넷을 이용한 쉽고 간편하게 수발주 업무를 처리
- 거래처가 인터넷 수발주 서비스를 통해 발주를 하면 하모니의 수주관리에서 거래처가 웹에서 발행한
발주서로 처리
- 수주처리 후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업무를 처리 가능
- 하모니의 발주관리에서 작성한 발주서를 인터넷 수발주 서비스로 전송을 하면 거래처가 인터넷을 통해
바로 발주서를 확인하여 수주처리 가능.
- 모바일웹을 지원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 주소로 이용 가능.
* 재고관리
- 영업,구매,생산을 통한 재고를 정확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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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별 입출고 내역 및 재고수량 관리
- 품목의 재고,창고재고,매장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
- 입고시점별 단가와 수량을 관리하여 정확한 원가 및 이익계산
- 품목단가의 일괄변경 기능
- 담당자별 권한에 따라 재고에 관련된 메뉴에 대한 접근통제
- 품목분류를 설정하여 분류별로 품목관리
- 자산구분을 설정하여 자산구분별 품목관리
- 강력한 찾기 기능(첫글자,중간글자로 모두 검색)
- 완벽한 바코드처리로 빠른 재고 입출고관리
- 입고가격.도매가격.소비자가격 그리고 최종판매가격을 자동으로 관리
- 제품관리 화면에 현재의 총재고액이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나타남
- 면세품 관리기능
- 과세.
비과세별 별도 집계기능
- 재고내역 평가기능
- 품목 수불내역
- 창고별 재고관리 기능
- 박스당 낱개수량 관리가능
- 거래명세서 인쇄시 박스.
낱개수량 인쇄가능
- 재고내역 박스.
낱개수량 인쇄가능
- 거래처별 제품가격표 작성기능
- 바코드 스캔 및 라벨출력 기능
* 창고관리
- 여러개의 창고관리
- 창고관련 다양한 보고서 출력
- 매입/
매출/
생산관리와 연동하여 창고의 재고관리
- 품목별 창고별 재고분포
- 창고간 품목이동 기능
- 영업사원별로 창고를 지정해 지점별 재고관리
* 생산관리
- 제품관리와 완벽하게 연동
- 제품의 조립.
생산을 관리
- 자동화된 자재소요리스트 작성기능
- 자재소요 예측기능
- 생산일보
- 자재투입내역 보고서
- 생산.
자재투입내역 일괄인쇄
- 생산에 따른 품목 및 자재수불내역
- 생산관리 기능은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 지점관리
- 자사에
- 지점별
- 지점별
- 지점별

포함된 여러개의 지점을 관리
거래처를 구분해서 관리
거래내역 구분해서 처리 및 집계
재고관리

* 현장관리
- 거래처의 여러개의 현장을 관리

© 2016 ALLNTOP

8

9

하모니 사용설명서

- 현장별 거래내역을 구분해서 관리
- 거래처의 현장별 거래내역 집계
- 현장별 거래내역 집계 및 청구서 발행기능
* 자금관리
- 받을어음관리,지불어음관리
-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계좌별 현황
- 현금출납부
- 법인카드 사용내역
* 세무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관리
- 매출집계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기능
- 거래유형(일반과세,건별과세,카드 .
.
등)별 거래내역 집계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관리
- 부가가치세신고서 집계 및 인쇄
- 국세청 홈택스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파일생성
* 일정관리
- 시간별 일정,일일일정,주간일정,년간일정관리
- 반복일정 관리
- 개인별 일정 및 회사전체 일정 구분해서 관리
- 일정관리 인쇄기능
* 애프터서비스 관리
- 시간대별 접수기능
- 증상,원인,조치사항별 관리
- 사원별 집계
- A/S비용 회계전표와 연동
* 영업사원관리
- 영업사원별
- 영업사원별
- 영업사원별
- 엽업사원별
- 영업사원별

매출내역,수금내역 관리
창고관리
거래내역(매출,수금) 집계
수당관리(매출액,수금액)
판매실적 집계

*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전표에서 곧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능
- 일정기간의 매출집계 세금계산서 일괄 전자발행 기능
- 전자세금계산서 웹서비스 [모아택스] 제공
- 전자발행문서 5년간 보존 서비스
- 역발행,수정발행 제공
* 바코드
- 품목관리에서 바코드 관리항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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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등록시 바코드 스캔가능
- 매입/
매출 전표작성시 바코드 스캔으로 품목입력 기능
- 품목의 바코드 라벨 인쇄기능
* 기타
-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외부자료 자동 입력기능
- 경영보고서에서 원시전표 역추적 기능
- 자료 및 보고서를 엑셀 데이터 변환 기능
- 출력물을 메일 및 팩스전송 기능
- 모든 인쇄양식은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변경가능
- 사용자별 권한설정 기능
- 지점관리 기능으로 지점별 자료를 분리해서 관리가능

하모니의 모든 출력물은 팩스나 메일로 전송이 가
능합니다.

2.1.3

프로그램 설치방법
하모니 홈페이지의 [다운로드]페이지에서 하모니의 최신버전의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정식버전 설치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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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창에서 [실행]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후 바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2016 ALL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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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를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C드라이브에 설치합니다.
C외의 다른 드라이브가 있다면 다른 드라이브에 하모니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쇄양식의 변경여부를 묻는 질문창이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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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바탕화면에 [하모니]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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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의 [하모니]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는 아래의 방법으로 회원등록을 합니다.

[회원인증]창에서 [회원등록] 버튼을 실행하면 [이용약관]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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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의 동의에 체크를 하고 [회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등록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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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실행하여 아이디의 중복사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나머지 회사정보를 올바르게 모두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회원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정상적으로 회원등록이 이루어 지면 이제 회사(사업장)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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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라 새로 등록된 사업장에 대한 DB를 새롭게 만들지를 묻는 창이 나옵니다
.

[확인] 버튼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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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 사용여부 선택 창이 나옵니다.이용할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실행합니다.

새롭게 등록한 사업장에 대한 자료파일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 [사용자 로그인] 탭에 아이디와 암호가 초기 아이디와 암호가 입력되
어 있습니다.
변경하지 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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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를 거치면 아래의 그림처럼 하모니가 열립니다.

하모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용설명서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하모니를 설치할 때 컴퓨터의 드라이브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윈도우즈가 주로 설치되는 C드라이
브 이외의 다른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즈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윈도우즈가 설치된 C드라이브를 포맷하고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C드라이브에 설치된 하모니의 자료를 백업받지 않았다면 하모니 자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드라이브에 하모니를 설치했다면 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2.2

사용방법
하모니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의 사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2.2.1

PC 사용방법
하모니의 사용방법을 안내합니다.
각 목차 또는 책모양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하위 목차가 펼쳐집니다.
펼쳐진 목차의 책모양을 클릭하면 목차가 접힙니다.
이 방법으로 목차를 펼치고 접어서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검색과 단어검색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사용설명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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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참고하거나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사정보,거래처,은행계좌,카드등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기초잔액이월 및 품목별 기초재고를 등록합니다.

2.2.1.1.1 자사정보

자사정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로,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견적서,수주서,발주서,DM발송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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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부가정보] [세무정보] 3개의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탭을 선택해 자사관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면의 각 항목에 자료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는 -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입력예: 221-81-17183)
상호를 비롯한 나머지 항목들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회사로고는 [로고입력]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만들어둔 회사의 로고이미지를 선택해 입력합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150 x 110 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개의 상호를 입력해서 선택적으로 자사를 사용하고자 하면 [상호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자사정보
목록]창을 열고 여러개의 자사정보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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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자사를 등록합니다.
입력된 여러개의 자사정보를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견적서를 발행할 때 선택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사용하여 삭제를 합니다.
여러개의 자사목록에서 사용할 자사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된 상호를 자사정보로 사용]을 클릭해
자사를 선택합니다.
[부가정보]는 회사의 부가적인 정보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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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를 이용해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각종 세무관련 기능을 이용하려면 [세무정보]에 세무업무에 필요
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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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세무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한 다음 목록에서 해당세무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계좌는 국세청으로부터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 있을 때 환급금액을 입급받는 계좌입니다.
[F2]버튼을 클릭해 계좌를 선택합니다.
[과세자구분]에 입력된 [과세자 구분] 정보에 따라 세무 메뉴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용 신고서가 구분되어 열립니다.
세무대리인이 [하모니]를 이용해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할 때는 [세무대리인 정보]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를 모두 입력한 다음에는 [저장]버튼을 클릭해 자료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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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 사원관리

사원관리를 통해 각각의 사원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아이디와 접근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사원관리를 통해 영업사원을 함께 관리합니다.
사원관리의 일부 자료는 인사급여관리의 자료와 공유됩니다.
사원관리에 등록된 사원은 영업사원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영업구매 등의 전표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전표에 입력된 영업사원 코드로 영업사원별 집계를 합니다.
영업사원을 창고와 연동하여 매입과 매출을 하면 지점 및 차량별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원관리창에서 각각의 항목에 맞게 사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원번호]는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사원구분]은 관리사원과 영업사원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사원이 관리사원이면 관리사원으로 입력합니다.
영업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사원일 경우는 영업사원으로 입력합니다.
만약 영업사원을 차량과 지점으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과 지점에 대해 재고를 관리하고자 하면 사원구분
을 영업사원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창고지정] 항목에서 해당 차량과 지점에서 입출고할 창고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차량과 지점에 연결된 창고에서만 입출고를 할 수 있으며 창고별 입출고 내역을 통해
차랑과 지점에 대한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입력] 버튼을 통해 사원의 사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미리 이미지 파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의 포맷은 bmp, jpeg, gif, wmf 등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126 x 136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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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큰 이미지를 사용하면 자료파일의 저장용량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프로그램 속도가 저하됩니다.
위에 제시한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삭제] 버튼으로 입력된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의 우측에 있는 [F2] [F3] 버튼을 이용해 해당 항목에 사용되는 목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권한설정] 탭을 선택하면 사원에 대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사원레벨이 [최고관리자]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이 작업창을 열수 있습니다.
즉 최고관리자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디와 암호가 비어 있다면 입력합니다.
해당 사원의 권한을 설정합니다.
레벨을 설정한 후 아랫쪽에 있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 [접근권한]과 [작업권한]을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 설정된 자료를 저장합니다.
*하모니 모바일에도 동일하게 권한 설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사항하모니에서 부여된 사원레벨이 최고관리자인 아이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는 최고관리자 아이디로서 프로그램의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설정,자료복구,사원에 대한 권한설정 등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구매 전표의 마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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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권한이 아닌 다른 아이디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최고관리자가 마감한 전표는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한 관리자가 마감을 풀어야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원을 삭제하려면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다른 사원이 1명
이상이 있을 때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원을 최소한 1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아이디의 암호를 변경했을 때는 암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호를 잃어버리면 사원의 권한을 설정하는 작업창을 열수가 없습니다.
2.2.1.1.3 부서관리

선택된 회사의 부서를 관리합니다.

부사관리는 회계관리,자금관리에서 사용됩니다.
사원에 대한 소속부서를 관리하고 자금관리에서 비용을 해당부서별로 집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부서를 등록합니다.
[삭제]버튼을 클릭해 부서를 삭제합니다.
2.2.1.1.4 거래처

경영정보관리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처에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매입과 매출을 하고 이를 통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대표자 사업장주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거래처의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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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원장의 우측에 위치한 [추가] [수정] [저장] [삭제] 버튼을 통해 거래처 자료를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자료가 추가됩니다.
추가된 빈자료에 새로운 거래처를 항목별로 입력을 합니다.
등록하는 거래처에 정보가 없는 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이면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대표자 사업장주소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번호가 올바른지 검사를 합니다.
잘못된 사업자번호일 때는 메세지를 통해 잘못된 번호임을 알려줍니다.
주소는 기본주소와 하위주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DM용 라벨을 인쇄할 때 두줄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소검색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가능합니다.
[찾기 ^+Enter]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를 검색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도로명주소,지번주소,건물명으로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주소검색(우편번호 찾기)
우편번호 찾기창에서 검색박스에 찾고자 하는 도로명(지번주소,건물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입
력된 정보로 주소를 찾아줍니다.

© 2016 ALLNTOP

31

하모니 사용설명서

검색된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주소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된 주소와 우편번호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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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주소가 맞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의 주소와 우편번호 항목에 입력됩니다.
위의 창에서 새로운 주소를 검색하려면 [우편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체구분] [지역] [담당영업사원]은 각 항목의 오른쪽에 있는 편집버튼을 통해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현장관리] 버튼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된 거래처에 대한 현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단가] 항목은 해당업체에 적용할 판매단가를 정해줍니다.
[할인할증 판매] 항목에 체크하고 할인할증율을 정해주면 해당업체에 판매를 할 때 정해진 할인할증율로
품목을 판매합니다.
할인할증율이 양수(+)이면 할증판매이고 음수(-)이면 할인판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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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메모] 탭을 선택해 해당 거래처에 대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갱신(F11)] 버튼은 하모니를 여러대의 컴퓨터에 설치해 자료를 공유해 사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
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작업한 최신 자료로 화면을 갱신해 줍니다.
이 때 다른 사람이 같은 자료를 수정했다면 수정된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즉 이 버튼은 여러대의 컴퓨터에서 하모니를 함께 사용할 때만 필요한 기능입니다.
왼쪽 상단의 [업체구분]에서 업체구분을 선택하면 선택된 업체구분에 해당하는 거래처만 나타납니다.
[영업사원]에서 영업사원을 선택하면 선택된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업체만 나타납니다.
[찾기] 항목에 찾을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값에 해당하는 거래처를 찾아줍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찾기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항목에 맞는 거래처를 찾아줍니다.
계속해서 엔터를 치면 일치하는 다음 거래처를 계속 찾아줍니다.
자료의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자료를 저장합니다.
2.2.1.1.5 제조회사

거래하는 품폭의 제조회사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같은 텔레비젼이라도 제조사가 삼성이나 LG의 품목일 수 있는 것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2.2.1.1.6 현장관리

거래처의 여러곳의 현장에 대해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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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로 현장을 관리하면 현장별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미수금/
미지급금을 현장별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현장별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어 거래내역 관리 및 미수금의 청구를 현장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거래처 목록에서 해당거래처를 선택합니다.
거래처가 많을 때는 [검색기준]을 거래처명으로 정하고 검색(F7)에서 거래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F2)]를 클릭해서 새로운 현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명,담당자,현장전화,현장주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저장], [삭제]버튼을 이용해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관리 작업창에서 입력된 현장목록은 매입/
매출/
수금/
지급전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전표에서 현장을 선택함으로서 어느 현장의 거래인지를 구분지을 수 있게 되어 현장별 거래내역의 집계
가 가능합니다.
[인쇄]버튼을 실행하면 현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1.7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프로젝트별로 매입과 매출을 구분해서 입력하면 나중에 프로젝트별로 매입과 매출액을 집계할 수 있습니
다.
작업지시서,생산관리,견적서,수주서,발주서에서 프로젝트 기능을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품목의 매입과 매출을 프로젝트별로 구분해서 집계가 가능합니다.

© 2016 ALLNTOP

35

하모니 사용설명서

[구분관리(F10)] 버튼을 실행해 프로젝트의 상위 구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분을 이용해 프로젝트가 많은 경우라도 프로젝트를 성격별로 구분해서 관리 및 검색을 체계
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36

영업구매 전표를 발행할 때 프로젝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매,생산관리에서 거래내역 및 생산관리를 프로젝트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등록합니다.
각 항목에 자료를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자료를 저장합니다.
2.2.1.1.8 거래처별 초기이월

하모니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거래처에 남아 있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액을 이월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거래원장에서 거래처를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처원장]에서의 거래처 등록은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거래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거래처원장에서 거래처의 등록을 마친 후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실행하면 등록된 거래처의 목록이 나타
납니다.
먼저 [등록일]을 입력합니다.
등록일은 잔액을 이월하는 이월전표의 전표일자로 입력되는 날짜입니다.
목록에서 각 거래처의 미수금액과 미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상단의 [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해 자료를 저장합니다.
자료의 저장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거래처의 미수금액과 미지급액에 대해 거래처별로 이월전표를 작성
합니다.
자료의 저장이 끝난 다음 [영업구매]-[거래원장]-[거래처] 메뉴를 실행하면 거래처별로 이월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구매]-[보고서(거래처)]-[미수금내역] 및 [미지급내역]을 실행하면 이월된 내역을 보고서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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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기초이월] 작업은 하모니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여 거래처의 기초잔액을 이월할 때 한번만
실행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중간에 이 작업을 하면 자료가 엉켜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2.2.1.1.9 기초재고 입력

하모니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품목의 재고를 이월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품목관리에서 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품목관리]에서의 품목의 등록은 프로그램의 [재고관리]-[품목관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품목관리에서 품목의 등록을 마친 후 [기초자료]-[품목별 기초재고 이월]을 실행하면 등록된 품목의 목
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각 품목의 현재 시점의 재고수량을 입력합니다.
만약 창고를 관리하고 창고별로 재고수량을 분리해 입력하고자 하면 오른쪽에 있는 창고목록에서 해당
창고의 수량에 입력을 합니다.
오른쪽 창고목록은 [창고관리]에서 창고를 등록하면 나타납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상단의 [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해 자료를 저장합니다.
자료의 저장이 끝난 다음 [재고관리]-[품목관리] 메뉴를 실행하면 품목별로 재고수량이 이월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관리]-[품목 보고서]-[재고내역]을 실행하면 이월된 재고수량에 대한 내역을 보고서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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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품목별 기초재고 이월] 작업은 하모니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여 품목의 기초재고를 이월할 때 한번만
실행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중간에 이 작업을 하면 자료가 엉켜 재고수량의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2.2.1.2

재고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 될 품목의 정보 및 재고를 관리합니다.
품목의 정보는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재고관리,견적서,발주서,수주서,매입전표,매출전표,생산관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품목의 구분을 통해 품목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바코드 기능을 통해 품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창고기능을 통해 창고별 입출고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매관리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어 영업구매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거래전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품목별,창고별 보고서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2.2.1.2.1 품목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품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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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종류가 많으면 품목구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품목구분의 체계적인 관리는 품목의 품목구분별 관리가 용이하고 재고관리가 편리해집니다.
하모니는 품목구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구분과 품목구분 그리고 제조회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바코드 항목이 있어서 품목의 바코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에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의 단가는 모두 6가지입니다.
입고가,도매가,소매가,특별단가1, 특별단가2, 특별단가3입니다.
품목관리에서 입력되는 단가는 6가지 이지만 매출전표에서는 [최종판매단가]라는 것을 하나 더 사용합
니다.
이것은 품목이 거래처에 판매되면 그 품목의 단가가 그 거래처에 기록됩니다.
이 품목을 다음에 같은 거래처에 판매될 때 최종판매단가로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이 단가 즉 최종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품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출전표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품목관리의 상단 우측에 있는 [추가] [수정] [저장] [삭제] 버튼을 이용해 품목의 등록 및 수정 삭제작
업을 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품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품목이 추가됩니다.
[품목코드]는 품목이 추가될 때 품목리스트에서 마지막 생성된 품목코드를 기준으로 코드를 자동으로 발
생시킵니다.
품목코드의 포맷은 다음의 규칙에 맞게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코드를 몇자릿수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최대 2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6자리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100001과 같은 형태로 첫번째 품목의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자리에 0 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0 이 아닌 숫자나 알파벳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A10001, BT1001, JH1001 이런 포맷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칙의 포맷으로 품목코드를 사용하면 새로운 품목이 추가될 때 마지막 코드에 1을 추가해 새로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물론 사용자가 임의로 품목코드를 입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체계적인 코드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산구분]은 회계 관리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상품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생산된 품목을 매입해 판매하는 품목입니다.
제품은 우리 회사가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품목입니다.
[품목구분]은 품목을 유형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분관리] 버튼을 사용해 품목의 구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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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는 각 품목의 바코드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바코드는 숫자의 형태로 관리되는 코드입니다.
새로운 품목이 등록될 때 바코드 발급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코드를 입력합니다.
임의로 바코드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바코드 생성규칙을 참고하시고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합
니다.
그리고 거래처로 부터 매입하는 상품일 경우는 수정모드에서 바코드 항목에 입력 커서를 두고 해당 품목
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스캔하면 바코드가 입력됩니다.
수동으로 바코드를 직접 입력할 때는 [최종코드검색]을 통해 마지막으로 등록된 코드를 검색한 후 이코
드를 변경해 새로운 코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바코드에 입력된 코드는 매입 매출전표에서 전표를 작성할 때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입력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집계/
인쇄]-[바코드 인쇄]를 통해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인쇄의 자세한 설명은 [바코드인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관리]는 품폭의 제조회사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같은 텔레비젼이라도 삼성이나 LG의 품목일 수 있는 것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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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에 체크하면 매입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해당 품목은 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판매단가 할인할증율]은 품목을 거래할 때 품목별로 할인과 할증율을 달리해 판매할 때 사용하는 항목
입니다.
물론 거래처별로 거래처에 적용된 할인할증율과 품목별 할인할증율을 옵션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
다.
[박스당낱개]는 박스로 포장되었을 때 한 박스에 들어가는 낱개수량입니다.
이것을 지정해 주면 재고수량에 대한 [박스수량] 및 [낱개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서를 인쇄할 때 옵션으로 박스수량 및 낱개를 함께 인쇄할 수 있습
니다.
[중복검사]는 새로운 품목을 등록할 때 품목명이 이전에 등록된 자료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
능입니다.
[팩케이지 입력] 버튼은 전표를 작성할 때 품목을 팩케이지로 묶어서 판매하기 위해 품목을 팩케이지로
묶는 작업을 하는 기능입니다.
[팩케이지 입력]에 관 한 자세한 설명은 도움말의 [팩케이지 입력]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명이나 규격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화면 상단 [엑셀저장] 버튼의 좌측에 있는 특수문자 버튼을
클릭해서 특수문자창을 엽니다.
이창에서 해당 문자를 선택해 복사한 다음 품목명이나 규격란에 입력커서를 위치시킨 후 붙여넣기(Ctrl +
V)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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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항목에 찾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우측에 있는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항목으로 품목을 검색
합니다.
우측에 있는 콤보박스의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된 항목으로 자료를 정렬을 하는 기능도 함께 합
니다.
[메모/
창고현황] 탭을 선택하면 품목에 대한 메모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창고별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왼쪽 품목목록의 제목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자료가 정렬됩니다.
출고내역 및 재고조정
2.2.1.2.2 입.

품목의 입출고 내역을 집계해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재고수량에 대한 재고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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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등록해서 기초재고를 입력한 후 전표를 통해 매입과 매출을 할 때 자동으로 재고수량이 갱신됩니
다.
하지만 간혹 장부재고(품목관리)의 수량이 실재의 재고수량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기초재고를 수정해 집계재고와 장부재고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입고 및 출고전표를 이용해 재고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전표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 [기
초재고]를 수정해 [장부재고]와 [집계재고]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부재고]는 품목관리 창에 나타나는 재고수량입니다.
그리고 [집계재고]는 [기초재고]와 지금까지 이루어진 매입과 매출 또는 생산입고,생산출고 수량을 집
계한 값을 가지고 계산한 재고수량입니다.
① (기초재고 +입고수량) - 출고수량 = 집계재고
② (기초재고 +입고수량 +생산입고) - (출고수량 +생산출고) = 집계재고
①은 생산관리를 안할 때의 [집계재고] 계산법이고 ②는 생산관리를 할 때의 계산법입니다.
[거래내역]을 클릭하면 선택된 품목의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집계해서 보여주고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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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를 실행하면 현재 화면의 자료를 인쇄합니다.
이제 각 품목별 [집계재고]와 [장부재고], 그리고 실사재고를 비교합니다.
[집계재고]의 수량이 실사한 재고수량과 맞지 않으면 [기초재고]를 수정해서 [집계재고]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고]를 수정해 [집계재고]를 맟춘 후 [집계재고]와 [장부재고]가 맞지 않을 경우엔 [집계재고->
장부재고] 버튼을 클릭해 [집계재고]와 [장부재고]를 일치시킵니다.
[집계재고를 장부재고로 일괄변경]을 실행하면 모든 품목의 [집계재고]의 수량을 [장부재고]로 일괄적
으로 변경합니다.

2.2.1.2.3 입고가격별 재고내역

입고가격별 재고내역을 관리합니다.
이 기능은 품목의 원가관리와 재고가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익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
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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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품목이라도 입고시점별로 입고가격이 다르게 입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가격으로 입고되는 입고가격과 수량에 맞게 원가를 계산해야 정확한 이익 및 재고가액을 평
가할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원가 및 이익을 계산합니다.
좌측의 품목을 선택하면 우측에 선택된 품목에 대한 입고일짜 및 입고가격과 현재의 재고수량이 나타납
니다.
우측에 나타난 가격별 재고가 실제 재고내역과 다른 경우에는 항목의 수정및 삭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추가] 버튼을 통해 새로운 날짜의 입고가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입과 매출전표를 통해 입고가격과 입고수량에 대한 값을 체크해서 자동으로 입고가격별 재고수량
을 관리합니다.
2.2.1.2.4 거래처별 거래가격

거래처별로 품목의 가격표를 다르게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거래처에 따라 판매되는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품목가격표가 다르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은 품목의 최종판매단가를 거래처별로 일일이 다르게 기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처별로 다른 품목가격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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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목록에서 거래처를 선택하면 선택된 거래처에 거래된 품목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무거래 품목 제외]에 체크하면 선택된 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품목만 검색합니다.
체크를 하지않으면 기존에 이루어진 거래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품목이 검색됩니다.
[품목분류] 목록에서 품목의 분류를 선택하면 선택된 품목의 분류에 해당되는 품목이 검색됩니다.
검색된 품목의 목록은 품목관리(품목원장)와는 상관없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자료가 수정되더라도 품목관리의 품목데이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의 값을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 +]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목록에 품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목록에서 품목을 삭제 합니다.
목록에서 제일 끝 행에서 키보드의 아래화살표키를 이용해 임의로 품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저장]버튼을 실행하면 수정된 해당 거래처의 [최종판매단가]를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영구적으로 저장된 최종판매단가는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최종판매단가에 나타납니다.
[일괄입력]을 실행하면 일괄입력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단가항목]을 선택하고 할인/
할증을 입력하고 금액절사의 자릿수를 정합니다.
[일괄입력] 버튼을 실행하면 설정된 옵션으로 선택된 단가항목의 단가가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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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지정하고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를 합니다.
[양식편집]을 클릭하면 인쇄양식을 사용자 업무에 맞게 편집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선택]에 체크된 자료만 인쇄를 합니다.
2.2.1.2.5 품목단가 일괄변경

품목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일괄변경이 가능한 단가는 입고가,도매가,소매가,특별가1, 특별가2, 특별가3 입니다.

목록에 나타난 품목의 단가의 오른쪽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칸에 변경되는 단가를 입력합니다.
개별 품목의 간가를 일일이 입력할 수도 있지만 모든 품목에 할인및 할증의 조건을 지정해 일괄적으로 단
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품목단가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해 일괄변경 조건을 입력하는 창을 엽니다.
.
이 창에서 일괄변경 조건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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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단가] 항목은 변경할 단가의 항목을 지정합니다.
만약 특정 단가를 기준으로 일괄변경을 하고자 하면 [기준단가를 토대로 변경단가 변경]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기준단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단가의 단가를 토대로 변경단가를 변경조건에 맞춰 계산을 합니다.
[할인 할증율]은 단가가 변경될 때 변경되는 변경율을 정합니다.
마이너스(-) 숫자는 할인을 플러스 숫자는 할증을 합니다.
[금액을 증감]에 체크하면 품목의 단가에서 입력된 금액만큼 단가를 증감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감소를 시킵니다.
[금액절사]는 단가를 변경할 때 지정된 자릿수를 0으로 채웁니다.
만약 2를 지정하면 10과 1의 자릿수를 0으로 채웁니다.(예 : 12,345,678 => 12,345,600)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된 조건으로 [변경단가] 항목의 단가를 변경합니다.
변경단가를 직접 입력하거나 일괄변경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어도 [품목원장에 저장]을 실행하기 전까
지는 품목원장의 단가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품목원장에 저장]을 실행하면 그때서야 변경된 단가가 저장됩니다.
자료의 저장은 목록 왼쪽에 있는 [선택] 항목에 선택된 품목만 자료가 저장됩니다.

-참고사항품목분류별로 선택해 선택된 분류만 단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1.2.6 바코드인쇄

품목관리의 상단에 있는 [집계/
인쇄]-[바코드 인쇄]를 통해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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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인쇄하고자 하면 품목관리의 바코드 항목에 바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품목만 인쇄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품목에 대하여 인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 후 출력을 하면 됩
니다.
다섯가지의 인쇄양식이 준비되어 있어 원하는 인쇄 양식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인쇄할 때 어떤 항목으로 정렬해서 인쇄를 할지 정렬기준을 선택합니다.
[인쇄] 버튼이나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를 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같은 바코드를 여러장 인쇄하고자 하면 [인쇄매수]를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전에 일부 사용하다 남은 바코드 라벨지를 사용할 때 남은 위치부터 인쇄를 하고자 하면 마우스로 라벨
지의 인쇄 시작 위치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릭된 위치부터 인쇄를 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관리기 인쇄 양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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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양식의 수정에 관해서는 [인쇄양식편집기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7 팩케이지 품목설정

품목관리창의 상단 [엑셀저장] 버튼의 오른쪽에 위치한 [팩케이지 품목관리]를 실행하면 팩케이지 관리
창이 나타납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팩케이지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추가] 버튼을 이용해 팩케이지를 추가합니다.
왼쪽 팩케이지 목록에서 직접 팩케이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품목추가] 버튼을 클릭해 품목선택창을 열어 해당 팩케이지에 사용될 품목을 선택해 오른쪽
의 품목리스트에 입력을 합니다.
팩케이지에 사용된 품목리스트에서 해당 팩케이지에 사용되는 품목의 수량과 단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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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단가 일괄변경] 품목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팩케이지는 매입과 매출전표의 [팩케이지] 버튼을 통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팩케이지 입력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매출전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8 품목 보고서

품목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준비된 메뉴를 선택해 품목에 대한 보고서를 필요에 맞게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고서에 맞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품목구분,품목,집계기간 등을 지정하고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
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프린터로 인쇄를 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팩스전송]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내용을 팩스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메일전송]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내용을 메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팩스전송]과 [메일전송]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인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8.1 재고내역

품목의 재고내역을 집계하고 인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2 안전재고 미달품목

안전재고량에 미달되는 품목을 집계하고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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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3 재고내역 ( 제조회사 )

품목의 재고내역을 제조회사별로 집계하고 인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4 재고내역평가

품목의 재고내역에 대한 금액을 평가합니다.
각 품목의 입고시점의 입고가격에 입고단가별 재고수량을 곱해 재고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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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5 품목단가표

품목의 단가표를 인쇄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6 거래처별 품목단가표

거래처별로 품목의 가격표를 다르게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거래처에 따라 판매되는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품목가격표가 다르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은 품목의 최종판매단가를 거래처별로 일일이 다르게 기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처별로 다른 품목가격표를 작성합니다.

거래처 목록에서 거래처를 선택하면 선택된 거래처에 거래된 품목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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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래 품목 제외]에 체크하면 선택된 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품목만 검색합니다.
체크를 하지않으면 기존에 이루어진 거래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품목이 검색됩니다.
[품목분류] 목록에서 품목의 분류를 선택하면 선택된 품목의 분류에 해당되는 품목이 검색됩니다.
검색된 품목의 목록은 품목관리(품목원장)와는 상관없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수정되더라도 품목관리의 품목데이타가 변경되지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의 값을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 +]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목록에 품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목록에서 품목을 삭제 합니다.
목록에서 제일 끝 행에서 임의로 품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저장]버튼을 실행하면 수정된 해당 거래처의 [최종판매단가]를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영구적으로 저장된 최종판매단가는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최종판매단가에 나타납니다.
[일괄입력]을 실행하면 일괄입력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단가항목]을 선택하고 할인/
할증을 입력하고 금액절사의 자릿수를 정합니다.
[일괄입력] 버튼을 실행하면 설정된 옵션으로 선택된 단가항목의 단가가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옵션을 지정하고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를 합니다.
[양식편집]을 클릭하면 인쇄양식을 사용자 업무에 맞게 편집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선택]에 체크된 자료만 인쇄를 합니다.
출고단가 변동내역
2.2.1.2.8.7 입.

품목의 입고 및 출고를 통해 변경된 단가의 변동내역을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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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8 부동재고내역

입고 및 출고가 일어나지 않는 품목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9 재고조사용 품목리스트

품목의 재고조사를 하기 위한 품목의 리스트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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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8.10 품목별 입출고명세서

품목별 입출고 내역을 인쇄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9 창고관리

창고를 여러 개 사용하여 재고를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창고를 사용할 때는 굳이 창고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창고를 사용하면서 창고관리를 하면 오히려 프로그램의 사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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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창에서 창고의 등록 및 삭제가 가능하고 창고별 품목의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별 보기]를 체크하면 품목의 분류별로 품목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재고수량 조정]을 체크하고 실재고수량과 프로그램상 재고수량이 다른 경우 재고량의 조정이 가능합니
다.
창고의 재고를 변경하면 품목의 재고원장의 수량도 갱신됩니다.
[재고수량 조정]이 체크되어 있어야 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고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창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고삭제] 버튼을 클릭해 창고를 삭제합니다.
[품목등록] 버튼을 실행해 해당 창고에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58

[품목삭제] 버튼을 실행하면 창고에 등록된 품목을 삭제합니다.
2.2.1.2.10 창고이동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품목의 재고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기간과 창고별,거래처 등으로 설정값을 설정하고 [자료검색]을 실행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자료가 나타
납니다.
© 2016 ALL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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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이동]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창고이동전표를 추가합니다.

창고와 품목 그리고 이동 수량을 지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된 창고로 품목이 이동됩니다.
[수주서], [작업지시서] 버튼을 이용해 수주서와 작업지시서에 입력된 품목의 목록을 불러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전표 인쇄] 버튼을 통해 창고이동 전표의 인쇄가 가능합니다.
2.2.1.2.11 창고 입출고내역

창고의 입출고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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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창고별,제품분류별 등으로 설정값을 설정하고 [자료검색]을 실행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자료가
나타납니다.
좌측의 [창고명] 및 [품목분류] 목록에서 창고명과 품목구분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거래내역이 나타납니
다.
품목구분의 경우는 [품목구분별 보기]에 체크를 해야 품목구분별 보기가 적용됩니다.
입출고 내역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내역이 있으면 [내역등록] 버튼을 이용해 새로운 입출고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역삭제] 버튼을 이용해 내역을 삭제합니다.
생산전표,매출전표,매입전표작성으로 내역이 등록되었으면 [내역삭제]버튼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해
당전표를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입/
출고 조정]에 체크를 하고 내역의 목록에서 입출고 수량을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집계/
인쇄] 버튼을 통해 창고의 입출고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2.2.1.2.12 창고별 재고내역

품목의 창고별 재고내역을 확인하고 창고의 재고수량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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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별 품목의 수량을 확인하고 재고수량이 맞지 않으면 창고별 재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창고별 재고를 수정하면 품목원장의 재고수량 자동조정]에 체크하면 창고의 재고수량을 조정하면 품목
원장의 재고도 함께 조정됩니다.
[추가] 버튼을 이용해 새로운 창고를 추가해서 창고의 재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고별 합계수량으로 재고수량 일괄조정]을 실행하면 창고별 재고수량의 합계로 품목의 장부재고 수량
을 일괄적으로 조정합니다.
관리자(admin) 아이디로 로그인 해야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2.2.1.2.13 창고 보고서

창고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준비된 메뉴를 선택해 창고에 대한 보고서를 필요에 맞게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고서에 맞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창고,품목부군,품목,집계기간 등을 지정하고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프린터로 인쇄를 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팩스전송]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내용을 팩스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메일전송]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내용을 메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팩스전송]과 [메일전송]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인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13.1 재고내역

창고별 품목의 재고내역을 파악하고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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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2.13.2 재고현황

모든 창고에 대한 품목의 재고형황을 파악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

영업구매
영업과 구매할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엽업과 구매할동에 관련된 매입,매출,지급,수금,이월전표 작업을 하고 이에 따른 거래처별 미수금과 미
지급을 관리합니다.
영업구매 관리는 재고관리와 연동되어 있어 매입과 매출전표를 통해 재고수량이 관리됩니다.
거래를 통해 필요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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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매 활동을 통해 발생된 자료는 다양한 보고서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구매 전표의 매입/
매출전표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내역을 토대로 세무업무
의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2.1.3.1 전표입력

[영업구매]-[전표입력] 메뉴를 실행하면 영업구매 전표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영업구매의 전표는 매입전표,매출전표,지급전표,지급전표,이월전표입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매출로,수주서를 매출로,발주서를 매입으로 라는 편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전표의 유형 선택창에서 작업할 전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빈 전표가 열립니다.
각 전표의 유형 매입전표,매출전표,지급전표,수금전표,이월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를 매출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견적서의 내역을 매출전표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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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거래원장 화면에서 선택된 거래처를 기준으로 견적서 내용을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거래처의 견적내용을 선택하고자 하면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상태검색]에서 처리상태를 선택하면 선택된 처리상태의 견적서만 선택됩니다.
[처리상태검색]의 우측에 있는 [모든 견적서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견적서가 나타납니다.
견적서를 선택한 후 왼쪽 하단의 처리상태를 지정하면 해당 견적서의 처리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처를 변경했다고 해서 거래전표가 선택된 거래처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원장(1)의 경우는 선택된 거래처로 전표가 작성되고 거래원장(2)의 경우는 매출전표에서 거래처를
따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견적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견적서의 내용이 매출전표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 수주서를 매출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수주서의 내역을 매출전표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거래처는 거래원장 화면에서 선택된 거래처를 기준으로 수주서 내용을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거래처의 수주내용을 선택하고자 하면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상태검색]에서 처리상태를 선택하면 선택된 처리상태의 수주서만 선택됩니다.
[처리상태검색]의 우측에 있는 [모든 수주서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수주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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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서를 선택한 후 왼쪽 하단의 처리상태를 지정하면 해당 수주서의 처리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처를 변경했다고 해서 거래전표가 선택된 거래처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원장(1)의 경우는 선택된 거래처로 전표가 작성되고 거래원장(2)의 경우는 매출전표에서 거래처를
따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수주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수주서의 내용이 매출전표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 발주서를 매입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발주서의 내역을 매입전표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거래처는 거래원장 화면에서 선택된 거래처를 기준으로 발주서 내용을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거래처의 발주내용을 선택하고자 하면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상태검색]에서 처리상태를 선택하면 선택된 처리상태의 발주서만 선택됩니다.
[처리상태검색]의 우측에 있는 [모든 발주서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발주서가 나타납니다.
발주서를 선택한 후 왼쪽 하단의 처리상태를 지정하면 해당 발주서의 처리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처를 변경했다고 해서 거래전표가 선택된 거래처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원장(1)의 경우는 선택된 거래처로 전표가 작성되고 거래원장(2)의 경우는 매입전표에서 거래처를
따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발주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발주서의 내용이 매입전표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참고사항견적서,수주서에는 작성된 견적서 및 수주서를 간단하게 매출전표로 입력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발주서에는 작성된 발주서를 간단하게 매입전표로 입력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2.2.1.3.1.1 매출전표

매출전표는 품목을 매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작성하는 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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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거래된 품목의 재고는 감소됩니다.
창고를 사용하면 해당 창고의 재고도 함께 감소합니다.
[거래일]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오늘 날짜에 맞춰 입력됩니다.
[거래일]은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래유형]을 선택합니다.
거래유형은 과세거래,영세거래,면세거래,카드과세,카드면세,건별면세 등입니다.
일반적인 제품과 상품을 매출할 때는 [일반매출],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는 [고정자산]를 선택합니다.
거래원장(1)에서 추가된 전표는 거래원장(1)에서 선택된 거래처가 전표의 거래처로 입력됩니다.
[거래처] 항목에서 엔터를 치거나 (F11)을 누르면 거래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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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거래처 항목에 거래처 이름의 일부 글자를 입력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글자를 바탕으로 거래
처를 찾아줍니다.
[거래처 선택창]에서 업체구분을 지정해 거래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장명은 해당 거래처의 현장목록에서 현장을 선택합니다.
거래전표에 현장명을 입력하면 보고서에서 현장명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면 [프로젝트] 항목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창고를 관리하면 [출고창고] 항목에 출고되는 창고를 선택합니다.
품목입력란에서 품목을 입력합니다.
먼저 품목명이라고 쓰여진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의 품목선택 버튼이 나오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 선택창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품목의 전체 이름 또는 일부분을 입력 후 엔터(Enter)를 치면 해당 품목을 찾아서 품목 선택창이 열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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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사용할 때는 품목명 입력 위치에서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를 입력 받습니다.
품목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해당 품목을 검색하여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바코드를 사용하여 품목을 선택할 때는 [환경설정]에서 사전에 [전표,견적서 입력할 때 자동으로 품목
찾기]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품목 찾기 창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품목선택창에서 여러개의 품목을 선택해 선택된 품목을 전표에 한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 및 선택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품목선택창을 이용해서 입력한 품목은 색깔이 파랑색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재고관리를 하지않는 무재고 품목은 굳이 품목선택창을 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환경설정]의 [전표,견적서 입력할 때 자동으로 품목 찾기]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전표에 품목을 입력
할 때 품목선택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재고품목은 갈색으로 표시되어 재고가 등록되어 있는 품목과 구분이 가능하고 [환경설정]의 [공통사
항]-[무재고품목 색상구분]에서 색상구분이 가능합니다.
품목선택창에서 단가의 적용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고단가,도매단가,소비자단가,특별단가1 ~ 3 또는 제일 나중에 판매된 가격을 품목의 단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는 최종판매단가 기억기능을 통해 거래처 별로 제일 나중에 판매된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최종판매단가]를 선택하면 마지막에 거래된 판매단가를 판매단가로 입력합니다.
품목명이나 규격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화면 상단 [특수문자] 버튼을 클릭해서 특수문자창을 엽니다.
이창에서 해당 문자를 선택해 복사한 다음 품목명이나 규격란에 입력커서를 위치시킨 후 붙여넣기(Ctrl +
V)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 팩케이지 품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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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팩케이지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합니다.
팩케이지를 선택하고 [전표에 품목입력(F9)]을 실행하면 작업중인 전표에 선택된 팩케이지의 품목이
일괄 입력됩니다.
출고된 품목이 반입되었을 때는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수량을 입력하고 키보드의 Enter키를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 목록에 있는 [수주서] 항목은 작성중인 매출전표의 출고되는 품목이 어느 수주서에 해당되는 것인
지를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수주서] 항목을 올바르게 지정하면 수주서 관련 메뉴의 [수주내역별 출고현황] 보고서를 통해 수주
에 대한 출고(납품)현황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품목의 수주서 항목을 입력상태로 하면 두개의 버튼이 나타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수주서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며 연결할 수주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입력된 수주서를 삭제합니다.
전표에 과세 또는 비과세 품목을 동시에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된 품목에 대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를 구분해서 입력된 품목에 대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때 과세 비과세를 구분
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을 하면서 수금을 동시에 했을 때 현금,은행,어음,카드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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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세액이 포함된 거래일 때는 [매출단가에 세액포함]을 체크하면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과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업체는 영업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나중에 영업사원별 매출액을 집계할 수 있습
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하면 해당 전표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처리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집계됩니다.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 버튼을 실행하면 매출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간이영수증을 인쇄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버튼을 실행하면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명세서 인쇄] 및 [세금계산서 인쇄] 창에서 전자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전표내역을 인쇄를 합니다.
거래내역 인쇄에서 인쇄의 제목을 필요에 맞게 변경해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2.2.1.3.1.2 매입전표

매입전표는 품목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았을 때 작성하는 전표입니다.

매입전표를 발행하면 거래된 품목의 재고는 증가됩니다.
창고를 사용하면 해당 창고의 재고도 함께 증가합니다.
[거래일]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오늘 날짜에 맞춰 입력됩니다.
[거래일]은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래유형]을 선택합니다.
거래유형은 과세거래,영세거래,면세거래,카드과세,카드면세,건별면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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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품과 상품을 매입할 때는 [일반매입], 고정자산을 매입할 때는 [고정자산]를 선택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등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거래원장(1)에서 추가된 전표는 거래원장(1)에서 선택된 거래처가 전표의 거래처로 입력됩니다.
[거래처] 항목에서 엔터를 치거나 (F11)을 누르면 거래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거래처 항목에 거래처 이름의 일부 글자를 입력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글자를 바탕으로 거래
처를 찾아줍니다.
[거래처 선택창]에서 업체구분을 지정해 거래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장명은 해당 거래처의 현장목록에서 현장을 선택합니다.
거래전표에 현장명을 입력하면 보고서에서 현장명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면 [프로젝트] 항목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창고를 관리하면 [입고창고] 항목에 입고되는 창고를 선택합니다.
품목입력란에서 품목을 입력합니다.
먼저 품목명이라고 쓰여진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의 품목선택 버튼이 나오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 선택창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품목의 전체 이름 또는 일부분을 입력 후 엔터(Enter)를 치면 해당 품목을 찾아서 품목 선택창이 나
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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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사용할 때는 품목명 입력 위치에서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를 입력 받습니다.
품목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해당 품목을 검색하여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바코드를 사용하여 품목을 선택할 때는 [환경설정]에서 사전에 [전표,견적서 입력할 때 자동으로 품목
찾기]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품목 찾기 창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품목선택창에서 여러개의 품목을 선택해 선택된 품목을 전표에 한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 및 선택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품목선택창을 이용해서 입력한 품목은 색깔이 파랑색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재고관리를 하지않는 무재고 품목은 굳이 품목선택창을 열 필요가 없이 직접 품목란에 입력을 합니
다.
[환경설정]의 [전표,견적서 입력할 때 자동으로 품목 찾기]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전표에 품목을 입력
할 때 품목선택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재고품목은 갈색으로 표시되어 재고가 등록되어 있는 품목과 구분이 가능하고 [환경설정]의 [공통사
항]-[무재고품목 색상구분]에서 색상구분이 가능합니다.
품목선택창에서 단가의 적용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고단가,도매단가,소비자단가,특별단가1 ~ 3 의 단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명이나 규격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화면 상단 [특수문자] 버튼을 클릭해서 특수문자창을 엽니다.
이창에서 해당 문자를 선택해 복사한 다음 품목명이나 규격란에 입력커서를 위치시킨 후 붙여넣기(Ctrl +
V)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 팩케이지 품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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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팩케이지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합니다.
팩케이지를 선택하고 [전표에 품목입력(F9)]을 실행하면 작업중인 전표에 선택된 팩케이지의 품목이
일괄 입력됩니다.
입고된 품목을 반출할 때는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수량을 입력하고 키보드의 Enter키를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 목록에 있는 [발주서] 항목은 작성중인 매입전표의 입고되는 품목이 어느 발주서에 해당되는 것인
지를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발주서] 항목을 올바르게 지정하면 발주서 관련 메뉴의 [발주내역별 출고현황] 보고서를 통해 발주
에 대한 입고현황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품목의 발주서 항목을 입력상태로 하면 두개의 버튼이 나타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발주서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며 연결할 발주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입력된 발주서를 삭제합니다.
전표에 과세 또는 비과세 품목을 동시에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된 품목에 대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를 구분해서 입력된 품목에 대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때 과세 비과세를 구분
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을 하면서 지급을 동시에 했을 때 현금,은행,어음,카드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
다.
매입액에 세액이 포함된 거래일 때는 [매입단가에 세액포함]을 체크하면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액과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업체는 영업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나중에 영업사원별 매입액을 집계할 수 있습
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하면 해당 전표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처리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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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버튼을 실행하면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것은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발행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전표내역을 인쇄를 합니다.
거래내역 인쇄에서 인쇄의 제목을 필요에 맞게 변경해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2.2.1.3.1.3 지급전표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을 때 발행하는 전표입니다.

거래원장(1)에서 추가된 전표는 거래원장(1)에서 선택된 거래처가 전표의 거래처로 입력됩니다.
[거래처] 항목에서 엔터를 치거나 (F11)을 누르면 거래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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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거래처 항목에 거래처 이름의 일부 글자를 입력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글자를 바탕으로 거래
처를 찾아줍니다.
[거래처 선택창]에서 업체구분을 지정해 거래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장명은 해당 거래처의 현장목록에서 현장을 선택합니다.
거래전표에 현장명을 입력하면 보고서에서 현장명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거래처의 현재의 거래내역에 대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현금,은행,어음,카드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2.2.1.3.1.4 수금전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수금했을 때 발행하는 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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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장(1)에서 추가된 전표는 거래원장(1)에서 선택된 거래처가 전표의 거래처로 입력됩니다.
[거래처] 항목에서 엔터를 치거나 (F11)을 누르면 거래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거래처 항목에 거래처 이름의 일부 글자를 입력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글자를 바탕으로 거래
처를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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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택창]에서 업체구분을 지정해 거래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장명은 해당 거래처의 현장목록에서 현장을 선택합니다.
거래전표에 현장명을 입력하면 보고서에서 현장명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거래처의 현재의 거래내역에 대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금액을 현금,은행,어음,카드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2.2.1.3.1.5 이월전표

거래처의 기초잔액을 이월할 때 발행하는 전표입니다.

거래처의 기초잔액은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말합니다.
하모니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월전표의 발행을 통해 잔액을 이월합니다.
거래원장(1)에서 추가된 전표는 거래원장(1)에서 선택된 거래처가 전표의 거래처로 입력됩니다.
[거래처] 항목에서 엔터를 치거나 (F11)을 누르면 거래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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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거래처 항목에 거래처 이름의 일부 글자를 입력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글자를 바탕으로 거래
처를 찾아줍니다.
[거래처 선택창]에서 업체구분을 지정해 거래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장명은 해당 거래처의 현장목록에서 현장을 선택합니다.
거래전표에 현장명을 입력하면 보고서에서 현장명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은 이월되는 날짜를 소급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월구분]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월구분의 선택은 매입이월과 매출이월 2가지 입니다.
외상매입금 잔액을 이월할 때는 "
매입이월"을 외상매출금 잔액을 이월할 때는 "
매출이월"을 선택합니다.
이월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월자료를 입력한 다음 [저장후 계속] 및 [저장후 닫기]를 실행해 자료를 저장합니다.

-참고사항하모니는 거래처의 기초잔액을 간단하게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초자료]-[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를 실행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기초자료]-[거래처별 초기이월]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3.2 거래원장

거래원장은 매입,매출,지급,수금의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하모니는 2가지의 형태의 거래원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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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거래처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전표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두가지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 업무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단의 [영업구매]-[거래원장] 메뉴에서 거래원장(거래처), 거래원장(전표) 2가지 메뉴중 하나
를 선택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2.2.1.3.2.1 거래처별

거래처를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합니다.

매입,매출,수금,지급,이월 거래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며 거래의 발생에 따라 편리하게 거래종류를 선택
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부에 거래처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가 선택되면 아래쪽의 [거래내역]부에 거래내역이 전표 단위로 나타납니다.
[거래처추가(F2)] 버튼을 실행해 새로운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자료/
수정(F3)] 버튼을 실행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
다.
거래처부의 [삭제(F4)] 버튼을 실행하면 거래처를 삭제합니다.
거래처를 삭제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삭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래처를 삭제하면 해당 거래처의 모든 거래내역도 함께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삭제할 때 하모니 프로그램은 정말 삭제를 원하는지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 집계를 보여주고 미수금,미지급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래전표 발생에 따른 누계잔액을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전표목록에서 [거래추가(F8)] 버튼을 실행하면 거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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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택창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거래를 선택하면 해당 전표가 추가되고 창이 열립니다.
[전표열기/
수정(F9)] 버튼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치면 전표입력창으로 해당 전표가 열립니다.
[삭제(F10)]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전표를 삭제합니다.
상단 [업체구분]에서 구분을 선택하면 선택된 구분에 해당되는 업체만 나타납니다.
[영업사원]에서 영업사원을 선택하면 선택된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업체만 나타납니다.
[찾기] 항목에 찾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찾기항목 오른쪽에 있는 찾기기준의 항목으로 거래
처를 검색합니다.
같은 검색값으로 다른 거래처를 찾고자 하면 계속해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원장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된 거래처의 거래원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3.2.2 전표별

전표를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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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수금,지급,이월 거래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며 거래의 발생에 따라 편리하게 거래종류를 선택
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표를 기준으로 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모든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유형별로 해당 날짜의 거래만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거래전표에 대한 품목내역을 아래쪽에 표시해 줘 거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다.
검색할 기간을 설정한 후 [자료검색]을 실행하면 해당기간의 자료를 검색합니다.
거래처를 선택해 선택된 거래처의 자료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입/
매출/
수금등 거래내역을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선택한 후 선택된 거래처에서 거래한 현장을 선택해서 특정 현장의 거래내역만 검색할 수 있습
니다.
[거래처추가(F2)] 버튼을 실행해 새로운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정보(F3)] 버튼을 통해 해당 전표에 대한 거래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전표목록에서 [거래추가(F8)] 버튼을 실행하면 거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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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택창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거래를 선택하면 해당 전표가 추가되고 창이 열립니다.
[전표열기/
수정(F9)] 버튼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치면 전표입력창으로 해당 전표가 열립니다.
[삭제(F10)]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전표를 삭제합니다.
[원장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현재 검색된 모든 거래내역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3.3 전표마감

작성된 매출,매입,수금,금전,은행거래 등의 거래전표를 더이상 수정 및 삭제를 하지 못하도록 전표를
잠그는 것을 전표마감이라 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로그인 창에서 관리자(admin) 모드로 로그인해야 전표마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 처리된 전표는 마감취소를 하기 이전에는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전표의 마감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 하는 방법은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를 "
admin"으로 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
admin" 아이디를 관리자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아이디는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모니의 자료를 공유해 사용할 때 관리자 아이디(admin)의 암호를 책임 있는 사람이 관리
합니다.
그리고 admin 아이디로는 관리자만이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업권한을 분리해서 자료를 보호해야 하며,이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표의 마감기능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의 수정 및 삭제를 제한해서 귀중한 자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매] 메뉴의 [전표마감]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전표마감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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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거래전표의 목록과 아래쪽에 각전표의 거래내역을 표시해 줍니다.
거래처 및 거래내역으로 찾기가 가능하며 전표의 작성일자 및 전표의 종류별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기간을 설정한 후 [자료검색]을 실행하면 해당기간의 자료를 검색합니다.
[일괄마감] 버튼을 이용해 현재 보이는 전표를 한꺼번에 마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마감취소] 버튼을 이용해 마감처리된 전표를 한꺼번에 마감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되는 전표는 현재 보이는 전표만 처리됩니다.

-참고사항각각의 전표에서 전표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수금,지급,이월전표에는 [전표마감]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전표가 마감됩니다.
조정
2.2.1.3.4 판매이익 확인/

매출거래에 대한 이익을 산출해 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줍니다.
그리고 품목별 거래내역에서 원가가 잘못 기입되어 이익계산에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입단가를 수
정해 이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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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기간을 설정한 후 [자료검색]을 실행하면 해당기간의 자료를 검색합니다.
마감된 거래는 수정 할 수 없고 마감되지 않은 거래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현재내용과 전체내용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현재내용]은 마우스로 선택한 내용만 출력합니다.

[전체내용]은 조회된 기간에 전체내용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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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정확한 이익계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마감전에 이 기능을 이용해 이익금에 대한 관리를 하기 바랍
니다.

수주.
발주관리
2.2.1.3.5 견적.

견적관리,수주관리,발주관리에 대한 도움말입니다.
2.2.1.3.5.1 견적관리

견적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품목의 자동입력.처리상황 입력 및 검색,견적서 복사하기,단가 및 금액조정,패키지 품목입력 기능이 내
장되어 있습니다.
품목의 내역을그룹별로 그룹지어 입력이 가능하고 소계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적인 견적서 작성이 가
능합니다.
신규 견적서의 발급,기 발급된 견적서의 검색과 출력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며 견적서를 이메일(EMail)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견적서는 받은 쪽 컴퓨터에 하모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견적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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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입력창은 아래의 그림처럼 크게 두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견적서의 정보를 입력하는 견적서 정보 페이지와 견적내역(품목내역)을 입력하는 견적내역 페이지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

견적서 정보
먼저 견적서 정보(F8)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견적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검색
견적일,납품일자,처리상태,거래처,프로젝트 등 견적서 정보를 이용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 견적날짜
견적서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를 2004-05-20의 형태로 직접 입력할 수 있고 견적날짜의 콤보박스 버튼을 누르면 달력창이 나
오며 해당날짜를 클릭하면 날짜가 입력됩니다.
* 상호입력
거러처명을 직접 일력할 수 있고 기존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거래처 입력난의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선택]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 선택창이 나옵니다.

© 2016 ALLNTOP

87

하모니 사용설명서

여기에서 거래처를 찾아 입력합니다.
[새거래처(F2)] 버튼을 실행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명을 선택하신 후 더블클릭 하거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견적관리의 상호에 입력됩니다.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견적서를 매출로 입력하고자 할때는 위의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견적서 정보화면의 왼쪽에 있는 거래처 목록에 입력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
각각의 견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처리상태를 입력합니다.
처리상태에 대한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 추가 버튼을 실행해 관리할 처리상태를 입력합니다.
처리상태가 입력된 견적서를 상단에 있는 처리상태검색 기능을 이용해 처리상태별로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견적번호
견적서에 대한 견적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포맷을 만들어 입력합니다.
견적번호의 포맷은 자릿수를 먼저 정한 다음 자리수에 맞게 견적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맷을 많이 사용합니다.
날짜 +해당일자에 발행된 견적서 번호(2012-05-08-001, 2012-05-08-002, 2012-05-08-003)를 입
력하는 형태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포맷을 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리수만 정확하게 잘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견적서를 추가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마지막 견적번호 검색 버튼을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사용
된 견적번호를 검색해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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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마지막 견적번호를 참조하여 새로운 견적번호로 변경해 줍니다.
견적번호란이 비어있어야 마지막 견적번호를 검색해 입력합니다.

* 영업사원
견적서를 작성하는 영업사원을 지정해 영업사원별로 견적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에 영업사원을 지정하여 견적서를 작성했다면 상단 왼쪽에 있는 영업사원별 검색에서 사원
별로 작성된 견적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부가세 항목을 포함/
별도,원가에 세액 포함으로 지정합니다.

*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프로젝트별로 견적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본떠두기
기존에 작성된 견적서를 복사해 새롭게 작성하는 견적서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견적서 본떠두기를 실행해서 이전의 견적서를 복사를 해 두어야만 복사해둔 견적서를 이용해 새로운
견적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떠둔 견적내역으로 새로운 견적서 추가
견적서 본떠두기로 본떠둔 견적내용으로 새로운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입력된 견적서를 토대로 간단하게 새로운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가조정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견적서의 단가를 할인/
할증율을 이용해 한번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조정할 때 견적단가 금액의 끝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끝수의 자리수를 지정하면 지정된 만큼의 자리수에 0을 채웁니다.

* 금액조정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견적서의 금액을 할인/
할증율을 이용해 한번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를 조정할 때 견적금액의 끝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끝수의 자리수를 지정하면 지정된 만큼의 자리수에 0을 채웁니다.

* 조정 전 단가/
금액
단가조정 및 금액조정으로 수정된 금액을 처음에 견적했던 금액으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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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입력(F12)
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묶음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견적내역에 입력합니다.

* 견적서 추가 (F2)
새로운 견적서를 추가합니다.

* 편집(F3)
견적내용화면으로 이동하여 견적서의 내용을 편집합니다.

* 삭제(F4)
현재 작업중인 견적서를 삭제 합니다.
견적내역의 품목삭제가 아닌 견적서를 삭제합니다.
만약 견적내역을 삭제하길 원하면 삭제(Ctrl+Delete) 버튼을 클릭하길 바랍니다.

* 찾기(F7)
견적일,
견적제목,
견적코드,
상호를 지정하여 쉽게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을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자료를 찾습니다.
처음 자료를 찾은 다음 자료를 찾고자 하면 계속해서 엔터키를 다시 칩니다.
찾고자 하는 자료의 일부 문자만 입력해도 자료를 찾습니다.

[보조기능]
* 엑셀파일로 저장
현재 입력되어진 견적서의 자료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며 엑셀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엑셀파일로
저장이라는 창이 확인됩니다.
원하는 파일이름을 입력 후 저장을 누르면 변경된 엑셀파일을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 견적마진율
견적서 작성시 개개의 품목 및 전체 견적금액에 대한 원가확인과 마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견적마진율은 품목관리의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금액의 마진을 구합니다.
정확한 마진 계산을 위해서 반드시 품목관리에서 입고단가를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나 품목관리창에서 입고단가가 기록되지 않은 견적내용은 마진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 견적서 화면에서 전화번호 오른쪽의 전화기 그림의 전화걸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
화를 걸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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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내역
견적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선 먼저 입력내역 페이지(F9)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품목 테이블에서 품목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
습니다.
견적내역창에서 품목명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키보드의 Ctrl키와 엔터키를 동시에 입력하면 품목선택창이 나타납니다.
품목명의 일부를 입력한 후 Ctrl키와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품목선택창이 열리고 이 창에서 품목을 찾
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선택창에서 한번에 품목을 여러개 선택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가 적용을 선택한 다음 더블클릭을 하거나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자료가 견적내역에 입력되
며 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품목명이나 규격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화면 상단 삭제 버튼 오른쪽에 있는 [특수문자] 버튼을
클릭해서 특수문자창을 엽니다.
이창에서 해당 문자를 선택해 복사한 다음 품목명이나 규격란에 입력커서를 위치시킨 후 붙여넣기
(Ctrl + V)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 묶음입력
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묶어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
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합니다.
묶음입력을 선택하고 [묶음입력 실행(F9)]을 실행하면 작업중인 견적서에 선택된 묶음에 포함
된 품목이 일괄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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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로 소계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계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소계가 계산되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견적내역에는 필요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내역이 아닌 일반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선택한 후 입력하면 입력된 문자열이 견적내역에 추가됩니다.
구룹추가(F10)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별로 견적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그룹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계추가(F5)
견적 내용에서 소계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바로 전 소계부터 현재까지의 합계를 출력합니다.

* 내역재계산(F6)
견적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추가(Ins)
견적내용을 마지막 행에 추가합니다.

* 삽입(Ctrl+Ins)
현재 커서가 위치하는 행에 새로운 행을 삽입합니다.
키보드의 Ctrl키와 Ins키를 함께 누릅니다.
.

* 삭제(Ctrl+Delete)
견적내용에서 현재 위치의 품목을 삭제합니다.

[직인인쇄]에 체크하고 인쇄용 도장 그림파일을 지정하면 직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순백지에 사용하는 도장을 반듯하게 찍은 다음 스캐너와 디카를 이용해 그림 이미지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그림 이미지에서 도장 부분만 정사각형으로 잘라내어 그림파일(bmp, jpg)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그림파일을 [직인선택] 버튼을 실행해서 지정해 줍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92

[견적 => 매출처리] 버튼은 현재 선택된 견적서를 매출전표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견적 => 수주처리] 버튼은 현재 선택된 견적서를 수주서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견적서인쇄] 버튼을 실용하면 견적서의 미리보기 나타납니다.
견적서 미리보기 창에서 인쇄가 가능하고 메일전송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전자발행] 버튼을 실행해서 작성된 견적서를 전자로 발행해서 상대 거래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2.2.1.3.5.2 수주관리

거래처로 부터 수주한 내역을 관리합니다.
수주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품목의 자동입력,처리상황 입력 및 검색,수주서 복사하기,단가 및 금액조정,패키지 품목입력 기능이 내
장되어 있습니다.
품목의 내역을그룹별로 그룹지어 입력이 가능하고 소계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적인 수주서 작성이 가
능합니다.
신규 수주서의 발급,기 발급된 수주서의 검색과 출력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며 수주서를 이메일(EMail)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수주서는 받은 쪽 컴퓨터에 하모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수주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수주서 입력창은 아래의 그림처럼 크게 두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주서의 정보를 입력하는 수주서 정보 페이지와 수주내역(품목내역)을 입력하는 수주내역 페이지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

수주서 정보
먼저 수주서 정보(F8)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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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수주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검색
수주날짜,납품일자,처리상태,거래처,프로젝트 등 견적서 정보를 이용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 수주일
수주서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를 2004-05-20의 형태로 직접 입력할 수 있고 수주날짜의 콤보박스 버튼을 누르면 달력창이 나
오며 해당날짜를 클릭하면 날짜가 입력됩니다.
* 상호입력
거러처명을 직접 일력할 수 있고 기존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거래처 입력난의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선택]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 선택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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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거래처를 찾아 입력합니다.
[새거래처(F2)] 버튼을 실행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명을 선택하신 후 더블클릭 하거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주관리의 상호에 입력됩니다.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수주서를 매출로 입력하고자 할때는 위의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주서 정보화면의 왼쪽에 있는 거래처 목록에 입력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
각각의 수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처리상태를 입력합니다.
처리상태에 대한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 추가 버튼을 실행해 관리할 처리상태를 입력합니다.
처리상태가 입력된 수주서를 상단에 있는 처리상태검색 기능을 이용해 처리상태별로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수주번호
수주서에 대한 수주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포맷을 만들어 입력합니다.
수주번호의 포맷은 자릿수를 먼저 정한 다음 자리수에 맞게 수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맷을 많이 사용합니다.
날짜 +해당일자에 발행된 수주서 번호(2012-05-08-001, 2012-05-08-002, 2012-05-08-003)를 입
력하는 형태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포맷을 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리수만 정확하게 잘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주서를 추가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마지막 수주번호 검색 버튼을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사용
된 수주번호를 검색해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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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마지막 수주번호를 참조하여 새로운 수주번호로 변경해 줍니다.
수주번호란이 비어있어야 마지막 수주번호를 검색해 입력합니다.

* 영업사원
수주서를 작성하는 영업사원을 지정해 영업사원별로 수주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에 영업사원을 지정하여 수주서를 작성했다면 상단 왼쪽에 있는 영업사원별 검색에서 사원
별로 작성된 수주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부가세 항목을 포함/
별도,원가에 세액 포함으로 지정합니다.

* 수주서 본떠두기
기존에 작성된 수주서를 복사해 새롭게 작성하는 수주서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수주서 본떠두기를 실행해서 이전의 수주서를 복사를 해 두어야만 복사해둔 수주서를 이용해 새로운
수주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떠둔 수주내역으로 새로운 수주서 추가
수주서 본떠두기로 본떠둔 수주내용으로 새로운 수주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입력된 수주서를 토대로 간단하게 새로운 수주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가조정
이미 작성되어 있는 수주서의 단가를 할인/
할증율을 이용해 한번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조정할 때 수주단가 금액의 끝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끝수의 자리수를 지정하면 지정된 만큼의 자리수에 0을 채웁니다.

* 금액조정
이미 작성되어 있는 수주서의 금액을 할인/
할증율을 이용해 한번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를 조정할 때 수주금액의 끝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끝수의 자리수를 지정하면 지정된 만큼의 자리수에 0을 채웁니다.

* 조정 전 단가/
금액
단가조정 및 금액조정으로 수정된 금액을 처음에 수주했던 금액으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 묶음 입력(F12)
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묶음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수주내역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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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마진율
수주서 작성시 개개의 품목 및 전체 수주금액에 대한 원가확인과 마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주마진율은 품목관리의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금액의 마진을 구합니다.
정확한 마진 계산을 위해서 반드시 품목관리에서 입고단가를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나 품목관리창에서 입고단가가 기록되지 않은 수주내용은 마진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 수주서 추가 (F2)
새로운 수주서를 추가합니다.

* 편집(F3)
수주내용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주서의 내용을 편집합니다.

* 삭제(F4)
현재 작업중인 수주서를 삭제 합니다.
수주내역의 품목삭제가 아닌 수주서를 삭제합니다.
만약 수주내역을 삭제하길 원하면 삭제(Ctrl+Delete) 버튼을 클릭하길 바랍니다.

* 찾기(F7)
수주일,
수주제목,
수주코드,
상호를 지정하여 쉽게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을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자료를 찾습니다.
처음 자료를 찾은 다음 자료를 찾고자 하면 계속해서 엔터키를 다시 칩니다.
찾고자 하는 자료의 일부 문자만 입력해도 자료를 찾습니다.

* 엑셀파일로 저장
현재 입력되어진 수주서의 자료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며 엑셀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엑셀파일로
저장이라는 창이 확인됩니다.
원하는 파일이름을 입력 후 저장을 누르면 변경된 엑셀파일을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 수주서 화면에서 전화번호 오른쪽의 전화기 그림의 전화걸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
화를 걸어줍니다.

¦

수주내역
수주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선 먼저 입력내역 페이지(F9)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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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품목 테이블에서 품목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
습니다.
수주내역창에서 품목명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키보드의 Ctrl키와 엔터키를 동시에 입력하면 품목선택창이 나타납니다.
품목명의 일부를 입력한 후 Ctrl키와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품목선택창이 열리고 이 창에서 품목을 찾
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선택창에서 한번에 품목을 여러개 선택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가 적용을 선택한 다음 더블클릭을 하거나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자료가 수주내역에 입력되
며 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품목명이나 규격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화면 상단 삭제 버튼 오른쪽에 있는 [특수문자] 버튼을
클릭해서 특수문자창을 엽니다.
이창에서 해당 문자를 선택해 복사한 다음 품목명이나 규격란에 입력커서를 위치시킨 후 붙여넣기
(Ctrl + V)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 묶음입력
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묶어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
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합니다.
묶음입력을 선택하고 [묶음입력 실행(F9)]을 실행하면 작업중인 수주서에 선택된 묶음에 포함
된 품목이 일괄 입력됩니다.
분류별로 소계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계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소계가 계산되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주내역에는 필요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내역이 아난 일반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선택한 후 입력하면 입력된 문자열이 수주내역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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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룹추가(F10)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별로 수주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그룹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계추가(F5)
수주 내용에서 소계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바로 전 소계부터 현재까지의 합계를 출력합니다.

* 내역재계산(F6)
수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추가(Ins)
수주내용을 마지막 행에 추가합니다.

* 삽입(Ctrl+Ins)
현재 커서가 위치하는 행에 새로운 행을 삽입합니다.
키보드의 Ctrl키와 Ins키를 함께 누릅니다.
.

* 삭제(Ctrl+Delete)
수주내용에서 현재 위치의 품목을 삭제합니다.

[직인인쇄]에 체크하고 인쇄용 도장 그림파일을 지정하면 직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순백지에 사용하는 도장을 반듯하게 찍은 다음 스캐너와 디카를 이용해 그림 이미지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그림 이미지에서 도장 부분만 정사각형으로 잘라내어 그림파일(bmp, jpeg)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그림파일을 [직인선택] 버튼을 실행해서 지정해 줍니다.

[수주 => 매출처리] 버튼은 현재 선택된 수주서를 매출전표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매출전표처리시 매출전표 수주서 부분에 해당 수주서가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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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수주,발주,생산전표 =>매입/
매출전표 처리시 중복발행 금지에 체크하시면 하나의 수주서에서 매
출처리는 한번만 가능합니다.
[수주 => 발주처리] 버튼은 현재 선택된 수주서를 발주서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수주서인쇄] 버튼을 실용하면 수주서의 미리보기 나타납니다.
수주서 미리보기 창에서 인쇄가 가능하고 메일전송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견적내용 가져오기] 버튼을 실행하면 견적서의 내용을 수주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견적서 목록에서 해당 견적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견적서를 수주서로 가져옵니다.
[종결]에 체크하면 수주내역 출고현황(1), 수주내역 출고현황(2)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수주서 대비 품목별 출고현황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자료검색] 버튼으로 기간 및 검색항목의 조건으로 수주서에 대한 출고 품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수주내역]은 조회한 기간 동안 수주서에 입력된 품목이 표시됩니다.
품목의 수주량은 조회한 기간 동안 작성된 수주서의 같은 품목의 집계 수량입니다.
종결 처리한 수주서는 수주량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수주량은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수주서]란에 해당 수주서를 연결해줘야 출고량에 집계됩니다.
잔량은 아직 출고하지 못한 수량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출고내역]은 상단의 선택된 품목의 출고된 내역이 표시되고 출고내역의 출고량합계가 수주내역
의 출고량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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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수주서를 선택해서 선택된 수주서의 수주서대비 출고현황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수주서 선택]버튼을 통해 출고현황을 확인할 수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수주내역]은 해당수주서의 품목이 표시됩니다.
수주량은 매출전표 발행시 수주서란에 해당 수주서를 연결해준 전표에서 출고된 수량만큼 출고량에 표시
됩니다.
잔량은 아직 출고하지 못한 수량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출고내역]은 상단의 선택된 품목의 출고내역이 표시되고 출고내역의 출고량합계가 수주내역의
출고량과 같습니다.
수주내역을 날짜별로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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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수주내역을 품목별로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수주내역을 처리내역별로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수주내역을 목록으로 집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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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5.3 발주관리

거래처에 발주한 내역을 관리합니다.
발주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품목의 자동입력.처리상황 입력 및 검색,발주서 복사하기,단가 및 금액조정,패키지 품목입력 기능이 내
장되어 있습니다.
품목의 내역을그룹별로 그룹지어 입력이 가능하고 소계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적인 발주서 작성이 가
능합니다.
신규 발주서의 발급,기 발급된 발주서의 검색과 출력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며 발주서를 이메일(EMail)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발주서는 받은 쪽 컴퓨터에 하모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발주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
발주서 입력창은 아래의 그림처럼 크게 두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주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발주서 정보 페이지와 발주내역(품목내역)을 입력하는 발주내역 페이지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

발주서 정보
먼저 발주서 정보(F8)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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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발주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검색
발주일,입고일자,처리상태,거래처,프로젝트 등 발주서 정보를 이용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 발주날짜
발주서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를 2004-05-20의 형태로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발주날짜의 콤보박스 버튼을 누르면 달력창이 나
오며 해당날짜를 클릭하면 날짜가 입력됩니다.
* 상호입력
거러처명을 직접 일력할 수 있고 기존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거래처 입력난의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선택]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 선택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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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거래처를 찾아 입력합니다.
[새거래처(F2)] 버튼을 실행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명을 선택하신 후 더블클릭 하거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발주관리의 상호에 입력됩니다.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발주서를 매출로 입력하고자 할때는 위의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발주서 정보화면의 왼쪽에 있는 거래처 목록에 입력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
각각의 발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처리상태를 입력합니다.
처리상태에 대한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 추가 버튼을 실행해 관리할 처리상태를 입력합니다.
처리상태가 입력된 발주서를 상단에 있는 처리상태검색 기능을 이용해 처리상태별로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발주번호
발주서에 대한 발주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포맷을 만들어 입력합니다.
발주번호의 포맷은 자릿수를 먼저 정한 다음 자리수에 맞게 발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맷을 많이 사용합니다.
날짜 +해당일자에 발행된 발주서 번호(2012-05-08-001, 2012-05-08-002, 2012-05-08-003)를 입
력하는 형태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포맷을 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리수만 정확하게 잘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발주서를 추가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마지막 발주번호 검색 버튼을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사용
된 발주번호를 검색해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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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마지막 발주번호를 참조하여 새로운 발주번호로 변경해 줍니다.
발주번호란이 비어있어야 마지막 발주번호를 검색해 입력합니다.

* 영업사원
발주서를 작성하는 영업사원을 지정해 영업사원별로 발주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에 영업사원을 지정하여 발주서를 작성했다면 상단 왼쪽에 있는 영업사원별 검색에서 사원
별로 작성된 발주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부가세 항목을 포함/
별도,원가에 세액 포함으로 지정합니다.

* 발주서 본떠두기
기존에 작성된 발주서를 복사해 새롭게 작성하는 발주서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발주서 본떠두기를 실행해서 이전의 발주서를 복사를 해 두어야만 복사해둔 발주서를 이용해 새로운
발주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떠둔 발주내역으로 새로운 발주서 추가
발주서 본떠두기로 본떠둔 발주내용으로 새로운 발주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입력된 발주서를 토대로 간단하게 새로운 발주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가조정
이미 작성되어 있는 발주서의 단가를 할인/
할증율을 이용해 한번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조정할 때 발주단가 금액의 끝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끝수의 자리수를 지정하면 지정된 만큼의 자리수에 0을 채웁니다.

* 금액조정
이미 작성되어 있는 발주서의 금액을 할인/
할증율을 이용해 한번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를 조정할 때 발주금액의 끝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끝수의 자리수를 지정하면 지정된 만큼의 자리수에 0을 채웁니다.

* 조정 전 단가/
금액
단가조정 및 금액조정으로 수정된 금액을 처음에 발주했던 금액으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 묶음 입력(F12)
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묶음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발주내역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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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마진율
발주서 작성시 개개의 품목 및 전체 발주금액에 대한 원가확인과 마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주마진율은 품목관리의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금액의 마진을 구합니다.
정확한 마진 계산을 위해서 반드시 품목관리에서 입고단가를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나 품목관리창에서 입고단가가 기록되지 않은 발주내용은 마진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 발주서 추가 (F2)
새로운 발주서를 추가합니다.

* 편집(F3)
발주내용화면으로 이동하여 발주서의 내용을 편집합니다.

* 삭제(F4)
현재 작업중인 발주서를 삭제 합니다.
발주내역의 품목삭제가 아닌 발주서를 삭제합니다.
만약 발주내역을 삭제하길 원하면 삭제(Ctrl+Delete) 버튼을 클릭하길 바랍니다.

* 찾기(F7)
발주일,
발주제목,
발주코드,
상호를 지정하여 쉽게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을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자료를 찾습니다.
처음 자료를 찾은 다음 자료를 찾고자 하면 계속해서 엔터키를 다시 칩니다.
찾고자 하는 자료의 일부 문자만 입력해도 자료를 찾습니다.

* 엑셀파일로 저장
현재 입력되어진 발주서의 자료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며 엑셀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엑셀파일로
저장이라는 창이 확인됩니다.
원하는 파일이름을 입력 후 저장을 누르면 변경된 엑셀파일을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 발주서 화면에서 전화번호 오른쪽의 전화기 그림의 전화걸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
화를 걸어줍니다.

¦

발주내역
발주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선 먼저 입력내역 페이지(F9)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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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품목 테이블에서 품목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
습니다.
발주내역창에서 품목명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키보드의 Ctrl키와 엔터키를 동시에 입력하면 품목선택창이 나타납니다.
품목명의 일부를 입력한 후 Ctrl키와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품목선택창이 열리고 이 창에서 품목을 찾
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선택창에서 한번에 품목을 여러개 선택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가 적용을 선택한 다음 더블클릭을 하거나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자료가 발주내역에 입력되
며 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품목명이나 규격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화면 상단 삭제 버튼 오른쪽에 있는 [특수문자] 버튼을
클릭해서 특수문자창을 엽니다.
이창에서 해당 문자를 선택해 복사한 다음 품목명이나 규격란에 입력커서를 위치시킨 후 붙여넣기
(Ctrl + V)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 묶음입력
여러가지 품목을 사전에 묶어서 등록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
다.
여러가지 품목을 하나의 작업단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전표에 입력합니다.
묶음입력을 선택하고 [묶음입력 실행(F9)]을 실행하면 작업중인 발주서에 선택된 묶음에 포함
된 품목이 일괄 입력됩니다.
분류별로 소계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계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소계가 계산되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발주내역에는 필요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내역이 아난 일반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선택한 후 입력하면 입력된 문자열이 발주내역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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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룹추가(F10)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별로 발주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그룹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계추가(F5)
발주 내용에서 소계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바로 전 소계부터 현재까지의 합계를 출력합니다.

* 내역재계산(F6)
발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추가(Ins)
발주내용을 마지막 행에 추가합니다.

* 삽입(Ctrl+Ins)
현재 커서가 위치하는 행에 새로운 행을 삽입합니다.
키보드의 Ctrl키와 Ins키를 함께 누릅니다.
.

* 삭제(Ctrl+Delete)
발주내용에서 현재 위치의 품목을 삭제합니다.

[직인인쇄]에 체크하고 인쇄용 도장 그림파일을 지정하면 직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순백지에 사용하는 도장을 반듯하게 찍은 다음 스캐너와 디카를 이용해 그림 이미지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그림 이미지에서 도장 부분만 정사각형으로 잘라내어 그림파일(bmp, jpeg)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그림파일을 [직인선택] 버튼을 실행해서 지정해 줍니다.

[발주 => 매입처리] 버튼은 현재 선택된 발주서를 매입전표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매입전표처리시 매입전표 발주서 부분에 해당 발주서가 연동됩니다.

© 2016 ALLNTOP

109

하모니 사용설명서

견적,수주,발주,생산전표 =>매입/
매출전표 처리시 중복발행 금지에 체크하시면 하나의 발주서에서 매
입처리는 한번만 가능합니다.
[발주서인쇄] 버튼을 실용하면 발주서의 미리보기 나타납니다.
발주서 미리보기 창에서 인쇄가 가능하고 메일전송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수주내용 가져오기] 버튼을 실행하면 수주서의 내용을 발주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주서 목록에서 해당 수주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수주서를 발주서로 가져옵니다.
[전자발행] 버튼을 실행해서 작성된 발주서를 전자로 발행해서 상대 거래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종결]에 체크하면 발주내역 입고현황(1), 발주내역 입고현황(2)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발주서 대비 품목별 입고현황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자료검색] 버튼으로 기간 및 검색항목의 조건으로 발주서에 대한 입고 품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발주내역]은 조회한 기간 동안 발주서에 입력된 품목이 표시됩니다.
품목의 발주량은 조회한 기간 동안 작성된 발주서의 같은 품목의 집계 수량입니다.
종결 처리한 발주서는 발주량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발주량은 매입전표를 발행할 때 [발주서]란에 해당 발주서를 연결해줘야 입고량에 집계됩니다.
잔량은 아직 입고되지 못한 수량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입고내역]은 상단의 선택된 품목의 입고된 내역이 표시되고 입고내역의 입고량합계가 발주내역
의 입고량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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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발주서를 선택해서 선택된 발주서의 발주서대비 입고현황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발주서 선택]버튼을 통해 입고현황을 확인할 발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발주내역]은 해당 발주서의 품목이 표시됩니다.
발주량은 매입전표 발행시 [발주서]란에 해당 발주서를 연결해준 전표에서 입고된 수량만큼 입고량에 표
시됩니다.
잔량은 아직 입고되지 못한 수량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입고내역]은 상단의 선택된 품목의 입고내역이 표시되고 입고내역의 입고량 합계가 발주내역의
출고량과 같습니다.
발주내역을 날짜별로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 2016 ALL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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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발주내역을 품목별로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발주내역을 처리내역별로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발주내역을 목록으로 집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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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5.4 인터넷 수발주

* 개요
지금까지는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주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번거로운 수발주업
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휴텍소프트의 [수발주 웹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쉽고 간편하게 수발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거래처가 인터넷의 수발주 웹서비스를 통해 발주를 하면 하모니 프로그램의 수주관리에서 거래처가 웹에
서 발행한 수주서를 가져와 곧바로 매출전표를 발행을 합니다.
거래처로 부터 받은 수주서를 매출전표로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하모니에서 작성한 발주서를 인터넷 상의 수발주 웹서비스로 전송을 하면 거래처가 인터넷을 통
해 바로 발주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는 클라우드DB를 사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에 수발주 웹서비스 로그인정보 발급하기
거래처가 인터넷의 수발주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정보를 발급합니다.
거래처는 발급된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수주와 발주를 하게 됩니
다.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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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원장에서 [수발주비밀번호] 항목에 거래처별로 다르게 수발주 웹서비스용 비밀번호를 부여합니다
.
[로그인정보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 로그인정보] 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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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발급받은 거래처코드,데이타베이스명,수발주비밀번호를 거래처에 알려
줍니다.
거래처는 위의 방식으로 발급된 로그인정보로 [수발주 웹서비스](http://sb.hutecsoft.com)에 접속하여
수주 및 발주를 하게됩니다.

*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의 수주서 가져오기
거래처가 인터넷의 수발주 웹서비스를 통해 발주한 내역을 하모니 프로그램의 수주관리로 가져오는 가능
입니다.
[견적/
수주/
발주] - [수주관리]를 실행하면 수주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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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관리 화면에서 [인터넷 수주]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의 수주서를 가져오는 작업창
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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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창은 거래처가 인터넷상의 수발주 웹서비스에서 발주한 수주내역을 검색해서 하모니 수주서로 가
져오는 작업을 합니다.
거래처별,기간별,처리상태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수발주 웹서비스에서 가져온 수주서의 상태를 처리하는 규칙을 사전에 설정해서 특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정된 처리상태로 변경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처리상태는 거래처 쪽에서도 수발주 웹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 처리규칙]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상태 처리규칙 설정]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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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수주서를 가져온 후 처리상태]는 하모니 수주관리에서 인터넷의 수발주 웹서비스의 수주서를 가져
왔을 때 웹에 있는 수주서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 가져온 수주서를 매출처리 후 처리상태]는 가져온 수주서를 매출전표로 처리했을 때 웹에 있는 수주
서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처리규칙을 변경한 다음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내용이 저장됩니다.
수발주 웹서비스에서 처리상태는 하모니의 수주관리에서 관리하는 처리상태를 사용합니다.
처리상태의 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면 하모니의 수주관리 화면에 있는 [처리상태 추가]를 실행하여 작업하
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주내역 가져오기] 창에서 검색조건을 지정한 다음 [조회] 버튼을 실행하면 조건에 맞는 수주
서가 검색됩니다.
가져오고자 하는 수주서의 [선택]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수주서만 하모니 수주서로 가져옵니다.

[예]를 클릭하면 수주서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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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로 부터 가져온 수주서를 수주관리 작업창에서 매출전표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주관리 화면의 하단에 있는 [수주 => 매출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수주서를 매출전표로 발행합
니다.

거래처가 인터넷의 웹을 통해 발주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처는 발급받은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용 로그인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주소창에 웹주소 (http://
sb.hutecsoft.com)를 입력하여 수발주 웹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수발주 웹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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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입력항목에 발급받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주관리]에 체크를 합니다.
[사업자번호 및 거래처코드 저장]에 체크하면 다음 번에 로그인할 때 저장된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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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발주 웹서비스가 열립니다.

수발주 웹서비스의 발주용 화면입니다.
기존에 작성된 발주서를 목록으로 보여주고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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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운 발주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주처에서 접수 처리한 발주서는 수정과 삭제가 안됩니다.
[화면설명]
1.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메뉴입니다.
2. 클릭하면 로그아웃되며,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거래처에 등록된 본인 업체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4. 현재시간과 마감시간이 표시되며,마감시간이 경과 되며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5. 기간별,처리상태별로 검색합니다.
6. [신규] 버튼 클릭시 신규 발주 상태가 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시 발주서가 저장됩니다.
[삭제] 버튼 클릭시 8,9,10번에 표시 중인 발주서가 삭제됩니다.
[엑셀저장] 버튼 클릭시 8,9,10번에 표시 중인 발주서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엑셀 인쇄시 꼭 미리보기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경 후 인쇄하여 주세요.
)
7. 발주서 목록 표시 영역으로 클릭시 클릭한 발주서에 상세 내용이 9번 영역과 10번 영역에 표시됩니다
.
8. 신규일 경우 신규 발주서로 표시되며 7번영역에서 선택한 발주서의 경우 해당 내용이 표시되며 ‘
발주
서 복사’버튼이 표시되어 동일 내용으로 신규 발주가 가능합니다.
9. 7번 영역에서 선택된 발주서 내용을 표시하거나,신규일 경우 거래처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핸드
폰,이메일,팩스번호가 표시됩니다.
10. [품목선택] 버튼 클릭시 품목선택 창이 실행됩니다.
11. 선택된 발주서의 품목 목록을 표시합니다.신규 및 수정 품목이 가능합니다.
12. 품목선택으로 인해 11번 영역이 변경될 경우마다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13. 수량은 수정이 가능하며 숫자만 가능합니다.
14. 해당 품목에 코멘트를 넣을 경우 입력합니다.
15. [삭제] 버튼 클릭시 해당 품목이 삭제됩니다.
* 품목선택
수발주 웹서비스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품목의 목록창에서 [품목선택] 버튼을 실행하면 품목을 선택하는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서 발주서에 입력할 품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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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여러 개의 품목을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하며,목록의 페이지를 이동하면 선택된 품목의 선택이 해제되오
니,2번 [발주서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발주서에 추가한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1. 품목구분이나 품목명으로 검색합니다.
2. 3번 체크박스들 중 선택된 체크박스의 품목들을 추가합니다.
3. 맨 위 체크박스 선택시 전체 품목이 자동 선택 및 취소되며,개별 선택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4. 해당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여 계속하여 품목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할 품목이 없을 경우 [닫기] 버튼 클릭시 창을 닫습니다.
6. 수량 변경이 가능하며,변경시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를 관리자 모드로 열어 작업합니다.
거래처에서 작업하는 수발주 웹서비스와는 다른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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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주 웹서비스를 통해 거래처로 부터 수주한 수주내역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
주한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설정의 마감시간을 지정해 거래처로 부터 수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
수주/
발주]

[인터넷 수발주]

[수주관리]를 차례대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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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2.
3.
4.
5.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메뉴입니다.
클릭하면 환경설정 창이 실행됩니다.
클릭하면 로그아웃되며,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로그인한 업체의 정보 및 환경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전체보기] 버튼 클릭시 전체 수주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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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버튼 클릭시 9,11번에 표시 중인 수주서가 삭제됩니다.
[엑셀저장] 버튼 클릭시 9,11번에 표시 중인 수주서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엑셀파일로 저장하여 발
주서를 인쇄합니다.
6. 현재시간과 마감시간을 표시합니다.
7. 기간별,상태별,상호명으로 수주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클릭시 선택한 수주서의 상세 내용을 9,11번 영역에 표시합니다.
9. 8번 영역에서 선택된 수주서 내용이 표시됩니다.
10. 선택된 수주서의 처리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선택된 수주서의 수주정보입니다.
12. 선택된 수주서의 품목 목록이 표시됩니다.

* 환경설정
수발주 웹서비스의 환경설정을 합니다.

[화면설명]
1. 특정 시간까지 주문을 받고자 할 때 주문차단시간을 설정합니다.24시간제로 입력하며,미사용시에는
0을 입력합니다.
2. 부가세처리방법을 설정합니다.
3. [수정] 버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4. [닫기] 버튼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 인터넷 창을 열어 주소로 관리자페이지 열기
하모니의 메뉴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창을 열어서 수발주 웹서비스 관리자 홈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익스플로러,크롬 등)을 하나 연다음 주소창에 (http://sb.hutecsoft.com/hlogin.asp)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창이 열립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126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로그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합
니다.
[화면설명]
1.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2. 하모니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3. 하모니 로그인 암호를 입력합니다.
4. [하모니]를 선택합니다.
5. [수주]를 선택합니다.
6.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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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하모니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 발주서를 인터넷 발주서로 전송하기
하모니 프로그램의 발주관리 화면에서 작성한 발주서를 인터넷의 수발주 웹서비스에 발주서로 전송하는
가능입니다.
[견적/
수주/
발주] - [수주관리]를 실행하면 발주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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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발주]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발주서를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의 발주서로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전송된 발주서는 거래처에서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에 접속해서 수주서로 확인할 수 있고 인쇄
도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인터넷의 웹을 통해 수주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처는 발급받은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용 로그인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주소창에 웹주소 (http://
sb.hutecsoft.com)를 입력하여 수발주 웹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수발주 웹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각각의 입력항목에 발급받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주관리]에 체크를 합니다.
[사업자번호 및 거래처코드 저장]에 체크하면 다음 번에 로그인할 때 저장된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발주 웹서비스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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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수주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엑셀저장]을 실행해서 수주서의 인쇄가 가능합니다.
처리상태를 변경하면 발주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설명]
1.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메뉴입니다.
2. 클릭하면 로그아웃되며,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본인 업체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4. 기간 및 처리상태 검색이 가능합니다.
5. [전체보기] 버튼 클릭시 전체 수주서가 표시됩니다.
6. [삭제] 버튼 클릭시 9,10,11번에 표시 중인 수주서가 삭제됩니다.
7. [엑셀저장] 버튼 클릭시 8,9,11번에 표시 중인 수주서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130

8. 클릭시 선택한 수주서의 상세 내용을 9,10,11번 영역에 표시합니다.
9. 8번 영역 클릭시에만 선택한 수주서를 표시합니다.
10. 선택된 수주서 내용이 표시됩니다.
11. 선택된 수주서의 품목 목록이 표시됩니다.
인터넷 수발주 웹서비스를 관리자 모드로 열어 작업합니다.
거래처에서 작업하는 수발주 웹서비스와는 다른 창입니다.
수발주 웹서비스를 통해 거래처에 발주한 발주내역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한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견적/
수주/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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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2.
3.
4.
5.
6.
7.
8.
9.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메뉴입니다.
클릭하면 로그아웃되며,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본인 업체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
전체보기’버튼 클릭시 전체 발주서가 표시됩니다.
기간 및 상호 또는 거래처코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삭제] 버튼 클릭시 9,10,11번에 표시 중인 발주서가 삭제됩니다.
[엑셀저장] 버튼 클릭시 8,9,11번에 표시 중인 발주서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클릭시 선택한 발주서의 상세 내용을 9,10,11번 영역에 표시합니다.
8번 영역 클릭시에만 선택한 발주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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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택된 발주서 내용이 표시됩니다.
11. 선택된 발주서의 품목 목록이 표시됩니다.

* 인터넷 창을 열어 주소로 관리자페이지 열기
하모니의 메뉴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창을 열어서 수발주 웹서비스 관리자 홈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익스플로러,크롬 등)을 하나 연다음 주소창에 (http://sb.hutecsoft.com/hlogin.asp)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창이 열립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로그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합
니다.
[화면설명]
1.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2. 하모니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3. 하모니 로그인 암호를 입력합니다.
4. [하모니]를 선택합니다.
5. [발주]를 선택합니다.
6.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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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하모니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2.2.1.3.6 거래전표 일괄발행

동시에 여러 거래처에 매출,수금,지급전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2.2.1.3.6.1 일괄매출

동시에 여러 업체에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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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거래처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서비스대금 및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매출로 발생시키는 업체에게 유익
한 기능입니다.
매달 여러 업체에 여러건의 매출전표를 일일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하모니의 일괄매출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여러 업체에 매출전표를 한번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일자를 입력합니다.
매출내역은 직접입력할 수도 있고 제품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을 선택해 입력하면 나중에 품목 또는 아이템별 집계가 가능하지만 매출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으로 입력했을 때는 품목별로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특정분류의 거래처만 매출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분류검색을 합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 더 세부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매출] 항목에 체크된 거래처만 일괄매출 처리가 됩니다.
[전체선택] 을 실행하면 전체 거래처의 [일괄매출] 항목이 체크되고 [전체 선택취소]를 실행하면 모든
거래처의 [일괄매출] 항목의 체크가 꺼집니다.
[일괄매출액]에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일괄입력] 에 입력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실행하면 한꺼번에 모든 거래처에
매출액이 입력됩니다.
영업사원별 매출처리를 하고자 하면 영업사원을 선택합니다.
세액계산에 체크하면 매출전표를 작성할때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거래처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세율정보를 사용합니다.
[매출액에 세액을 포함] 을 체크하면 일괄매출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과 매출액을 계
산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합니다.
[일괄 매출처리] 버튼을 실행하면 일괄적으로 매출전표가 작성됩니다.
일괄적으로 발행된 매출전표는 거래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 ALLNTOP

135

하모니 사용설명서

2.2.1.3.6.2 일괄수금

여러 거래처에 대한 수금처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거래처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수금할 때 사용합니다.
각각의 업체에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괄매출] 기능을 이용해 매출을 발생시킨 매출액에 대한 수금전표를 작성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메인 메뉴의 [거래관리] 메뉴에서 [거래대금 일괄수금] 을 실행합니다.
먼저 수금일자를 입력합니다.
입금형태를 선택합니다.
입금형태는 현금.통장.어음.카드에서 선택합니다.
내역을 입력합니다.
만약 특정분류의 거래처면 처리하고자 하면 분류검색을 합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 더 세부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수금] 항목에 체크된 거래처만 일괄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전체선택] 을 실행하면 전체 거래처의 [일괄수금] 항목이 체크되고 [전체 선택취소]를 실행하면 모든
거래처의 [일괄수금] 항목의 체크가 꺼집니다.
[일괄수금액]에 수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일괄입력] 에 입력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실행하면 한꺼번에 모든 거래처에
수금액이 입력됩니다.
영업사원별 수금처리를 하고자 하면 영업사원을 선택합니다.
[수금처리] 버튼을 실행하면 일괄적으로 수금전표가 작성됩니다.
일괄적으로 발행된 수금전표는 거래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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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3 일괄지급

여러 거래처에 대한 지급처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거래처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때 사용합니다.
각각의 업체에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급일자를 입력합니다.
입금형태를 선택합니다.
입금형태는 현금.통장.어음.카드에서 선택합니다.
내역을 입력합니다.
만약 특정분류의 거래처면 처리하고자 하면 분류검색을 합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 더 세부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지급] 항목에 체크된 거래처만 일괄지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전체선택] 을 실행하면 전체 거래처의 [일괄지급] 항목이 체크되고 [전체 선택취소]를 실행하면 모든
거래처의 [일괄지급] 항목의 체크가 꺼집니다.
[일괄지급액]에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일괄입력] 에 입력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실행하면 한꺼번에 모든 거래처에
지급액이 입력됩니다.
영업사원별 지급처리를 하고자 하면 영업사원을 선택합니다.
[지급처리] 버튼을 실행하면 일괄적으로 지급전표가 작성됩니다.
일괄적으로 발행된 지급전표는 거래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3.7 매출집계 거래명세서 발행

거래처별로 거래를 기간별로 집계해서 한꺼번에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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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양식의 수정작업은 인쇄양식이 정밀하게 제작되어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공급자용을 인쇄하지 않으려면 [공급자용 인쇄안함] 체크하고 인쇄를 합니다.
[인쇄항목수]는 거래명세서에 인쇄되는 품목의 숫자입니다.
기본 인쇄항목수는 10입니다.
10으로 정하면 A4용지에 상하 2면으로 나누어 공급받는자용과 공급자용을 한장에 인쇄합니다.
32로 지정하면 A4용지 한장에 공급받는자용만 인쇄하고 다음장에 공급자용을 따로 인쇄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인쇄되는 품목이 여래개일 경우 32로 지정해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공급자용 인쇄안함]에 체크하면 공급받는자용만 인쇄를 합니다.
[도장인쇄]에 체크하고 [선택]을 실행해 도장이미지를 지정하면 도장이 거래명세서에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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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상.
하] [크기]는 도장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잔액내역 인쇄여부]는 이전잔액,매입잔액,수금액,최종잔액의 인쇄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문구인쇄]는 거래명세서를 인쇄할 때 참고할 문구(계좌번호,전화번호,안내문)를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문구인쇄]에 체크하고 오른쪽에 인쇄할 문구를 입력합니다.
[박스/
낱개수랑 분리인쇄]는 품목관리에서 입력된 박스당 낱개수량에 입력된 정보로 매출전표에 입력된
품목의 매출수량을 박스수량과 낱개수량으로 분리해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쇄옵션을 선택해 박스/
낱개수량의 인쇄방법을 다르게 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또는 인쇄를 실행합니다.
문자메세지
2.2.1.3.8 DM/송장/

매입과 매출 거래에 대한 기간별 집계를 통해 거래가 있는 거래처를 검색해 라벨,봉투,택배송장을 인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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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제품이 거래된 거래처만을 검색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거래종류,금액기준을 정하고 [검색]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조건으로 검색이 됩니다.
특정 제품의 거래에 대한 거래처를 집계하고자 하면 제품을 선택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검색조건을 변경한 다음에는 반드시 [검색]을 실행해야 조건에 따른 거래처가 새롭게 검색됩니다.
검색된 자료라도 [선택]항목에 체크된 자료만 인쇄 및 메세지 전송을 합니다.
[인쇄형태]에서 라벨,봉투,택배송장등을 선택하고 [인쇄] 또는 [미리보기]를 실행하면 선택된 양식으
로 인쇄를 합니다.
[양식수정]을 실행해서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봉투와 택배송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규격용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때는 윈도우즈 [제어판]의 [프린터 및 팩스]를 실행해서 사용하는 봉투 및 택배송장에 대한 용지 사이
즈를 사전에 등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도움말의 [인쇄/
집계]-[사용자 용지사이즈 등록하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인쇄양식 수정방법에 대한 도움말은 [인쇄관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3.9 AS관리

제품의 AS 처리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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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하자 및 고장에 대한 고객들의 AS요구에 대한 접수,고장수리,처리내역,인도일등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를 합니다.
AS사원에 대한 처리내역 집계 및 수당처리도 관리합니다.
또한 AS처리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회계전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기준으로 접수된 AS건에 대해 다양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고 접수상태가 됩니다.
[수정] 버튼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수정을 할 때 반드시 클릭하고 수정을 합니다.
[삭제] 버튼은 등록된 접수 자료에 대해 삭제를 합니다.
거래처명,제품명,AS부분,고장원인 등에 대한 [찾기] 버튼을 실행하면 각 항목에 맞게 찾기 창이 열립
니다.
찾기창이 열렸을 때 새로운 자료를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AS원인 및 고장증상,조치사항을 미리 등록해 두고 접수시 바로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처리내역]을 통해 AS접수에 대한 처리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처리내역의 입력으로 각각의 접수처리에 대한 집계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카드입금]을 실행해 결재받은 카드금액에 대해 전표를 입력합니다.
[현금기록]을 실행해 결재받은 현금금액에 대해 전표를 입력합니다.
[발행취소]를 실행해 회계에 반영된 회계전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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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0 거래명세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거래명세서를 인쇄 및 전자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매출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전표입력의 매출전표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3.10.1 인쇄

거래명세서를 종이에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매출전표에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 버튼을 실행합니다.
[인쇄]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거래명세서 인쇄 창에서 인쇄형태를 선택합니다.
[인쇄항목수]는 거래명세서에 인쇄되는 품목의 숫자입니다.
기본 인쇄항목수는 10입니다.
10으로 정하면 A4용지에 상하 2면으로 나누어 공급받는자용과 공급자용을 한장에 인쇄합니다.
32로 지정하면 A4용지 한장에 공급받는자용만 인쇄하고 다음장에 공급자용을 따로 인쇄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인쇄되는 품목의 수가 많을 경우 32로 지정해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공급자용 인쇄안함]에 체크하면 공급받는자용만 인쇄를 합니다.
[도장인쇄]에 체크하고 [선택]을 실행해 도장이미지를 지정하면 도장이 거래명세서에 인쇄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142

[좌.
우] [상.
하] [크기]는 도장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잔액내역 인쇄여부]는 이전잔액,매입잔액,수금액,최종잔액의 인쇄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문구인쇄]는 거래명세서를 인쇄할 때 참고할 문구(계좌번호,전화번호,안내문)를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문구인쇄]에 체크하고 오른쪽에 인쇄할 문구를 입력합니다.
[박스/
낱개수랑 분리인쇄]는 품목관리에서 입력된 박스당 낱개수량에 입력된 정보로 매출전표에 입력된
품목의 매출수량을 박스수량과 낱개수량으로 분리해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쇄옵션을 선택해 박스/
낱개수량의 인쇄방법을 다르게 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또는 인쇄를 실행합니다.

2.2.1.3.10.2 전자발행

거래명세서를 전자발행 하는 기능입니다.
매출전표에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 버튼을 실행합니다.
[전자발행]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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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행에 필요한 거래처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거래처원장에서 입력된 정보들 입니다.
비어있는 정보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창에서 새로 입력된 정보는 창을 닫을 때 거래처원장에 기록여부를 묻고 거래처원장에 저장을 합니다.
[전송]버튼을 실행하면 거래명세서를 전자발행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하모니는 모아택스라는 전자발행 서비스를 통해 전자발행을 합니다.
모아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암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규등록] 버튼을 실행해 모아택스에 가입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전자로 전송된 거래명세서를 보여줍니다.
전송이 완료된 전자발행 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해야 전자발행이 완료됩니다.
전송된 거래명세서 화면에서 [전자발행]을 실행해서 전자발행을 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 목록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실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거래명세서의 전자발행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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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자발행된 문서는 [전자발행]-[전자발행 문서관리] 메뉴를 실행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문서를
열람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2.1.3.10.3 양식수정

거래명세서를 프린터로 인쇄하는 양식파일은 업무에 맞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항목의 내용을 인쇄하지 않는 방법
특정항목의 내용을 인쇄하지 않으려면 [양식변경]을 실행합니다.

먼저 아래의 그림처럼 양식변경에서 인쇄하지 않으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Shiftf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여러개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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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의 그림처럼 항목속성에서 Visible의 값을 Treu에서 False로 변경합니다.

만약 항목속성창이 없으면 [작업창] 메뉴의 [툴바]에서 [속성편집기] 메뉴를 체크하면 항목속성창이 나
타납니다.
Visible이 False로 된 항목은 인쇄를 하거나 미리보기하면 인쇄가 안됩니다.
반대로 Visible이 True된 항목은 인쇄가 됩니다.

◐ 인쇄위치가 맞지 않을 때 조정방법
인쇄를 할 때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인쇄위치가 틀리게 인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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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른 여백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쇄용지의 여백을 조정하면 정상적인 위치에 인쇄가 됩니다.
[인쇄형태]를 선택하고 [양식변경]을 실행합니다.
[양식변경]을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인쇄양식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이 화면의 [파일] 메뉴의 [페이지설정.
.
.
]메뉴를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페이지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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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에서 여백페이지를 선택하고 상단 및 바닥의 마진을 조정합니다.
만약 인쇄상태가 위로 끌려올라갔다면 끌려올라간 만큼 상단마진을 밀리미터(mm) 단위로 늘려줍니다.
만약 밀려내려갔다면 밀려내려간 만큼 상단마진을 밀리미터(mm) 단위로 줄여줍니다.
바닥의 여백은 0으로 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파일메뉴의 미리보기를 실행해 인쇄를 해봅니다.
정상적인 위치에 인쇄가 되었다면 파일메뉴의 저장을 실행해 인쇄양식을 저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합니다.
프린터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번의 조정으로 최적의 값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인쇄양식을 수정할 때 인쇄항목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소가 깨져서 인쇄될 때 조정방법
주소가 길때는 자동으로 줄바꿈 인쇄를 합니다.
이때 한글이 깨져서 인쇄가 될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이 주소를 두줄로 잘라 인쇄를 할 때 한글을 잘못 짤라서 글꼴이 깨지는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아래의 방법으로 인쇄하면 정상적으로 인쇄됩니다.
[인쇄형태]를 선택하고 [양식변경]을 실행합니다.
양식변경을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인쇄양식편집기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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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아래의 그림처럼 주소가 인쇄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주소항목 부분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클릭해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줍니다.
그리고 글꼴은 "
굴림체"
로 정하고 글꼴크기는 9로 합니다.
항목속성 창에서 WordBreak 속성을 "
False"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WordWarp 속성은 "
True"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쇄항목이 길어서 줄바꿈 인쇄를 할 때 글자가 깨지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파일메뉴의 미리보기를 실행해 인쇄를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었다면 파일메뉴의 저장을 실행해 인쇄양식을 저장합니다.
© 2016 ALLNTOP

148

149

하모니 사용설명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합니다.
여러번의 조정으로 최적의 값으로 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인쇄양식을 수정할 때 인쇄항목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쇄양식의 수정이 잘 이루어 졌을 때만 양식을 저장하기 바랍니다.
2.2.1.3.10.4 도장인쇄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직인을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직인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인쇄용으로 사용될 인장의 그림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백지에 인장을 깨끗하게 나오도록 반듯하게 찍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힌 백지를 스캐너에서 스캔합니다.
스캐너를 대신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디카나 카메라폰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림파일만 얻으면 됩니다.
그다음 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에서 도장 이미지만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토샵 같은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
어 있는 그림판을 이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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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을 이용해 아래의 그림처럼 도장 이미지만을 잘라내 따로 저장합니다.
좌측의 영역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도장 크기만큼 영역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영역을 마우스로 크릭한 상태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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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서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장 부분만 그림으로 저장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크기로 저장되면 도장이 아주 작게 인쇄됩니다.
이제 파일 메뉴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실행해서 새로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제 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 거래명세서에 연결만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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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거래명세서 인쇄화면에서 [직인인쇄]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위에서 만들어 놓은 직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제 [인쇄] 버튼이나 [미리보기]를 실행하면 거래명세서에 직인이 인쇄됩니다.
만약 직인의 위치가 맞지 않거나 직인의 크기를 조정하며면 위치 조정용 수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조정을 한다음 [미리보기]를 실행해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확인하면서 최적의 상태로 맞춥니다.

2.2.1.3.11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전표를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인쇄 및 전자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매출 및 매입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전표입력의 매출전표 및 매입전표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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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1.1 인쇄

거래명세서를 종이에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매출전표에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 버튼을 실행합니다.
[인쇄]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 인쇄 창에서 인쇄형태를 선택합니다.
매출전표의 거래일과 다르게 발행일자를 인쇄하고자 하면 발행일자를 변경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권호와 인련번호를 관리하면 [권호인쇄] [인련번호]에 체크하고 작업을 합니다.
[도장인쇄]에 체크하고 [선택]을 실행해 도장이미지를 지정하면 도장이 세금계산서에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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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상.
하] [크기]는 도장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를 인쇄하지 않을 때는 [발행일자 인쇄] 항목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또는 인쇄를 실행합니다.
2.2.1.3.11.2 전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 하는 기능입니다.
매출전표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버튼을 실행합니다.
[전자발행]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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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행에 필요한 거래처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거래처원장에서 입력된 정보들 입니다.
비어있는 정보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창에서 새로 입력된 정보는 창을 닫을 때 거래처원장에 기록여부를 묻고 거래처원장에 저장을 합니다.
[전송]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하모니는 모아택스라는 전자발행 서비스를 통해 전자발행을 합니다.
모아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암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규등록] 버튼을 실행해 모아택스에 가입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전자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보여줍니다.
전송이 완료된 전자발행 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해야 전자발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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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전자발행]을 실행해서 전자발행을 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 목록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실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이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전자발행된 문서는 [전자발행]-[전자발행 문서관리] 메뉴를 실행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문서를
열람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2.1.3.11.3 양식수정

◐ 인쇄위치가 맞지 않을 때 조정방법
인쇄를 할 때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인쇄위치가 틀리게 인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른 여백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쇄용지의 여백을 조정하면 정상적인 위치에 인쇄가 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인쇄형태]를 선택하고 [양식변경]을 실행합니다.
양식변경을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인쇄양식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이 화면의 [파일] 메뉴의 [페이지설정.
.
.
]메뉴를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페이지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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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에서 여백페이지를 선택하고 상단 및 바닥의 마진을 조정합니다.
만약 인쇄상태가 위로 끌려올라갔다면 끌려올라간 만큼 상단마진을 밀리미터(mm) 단위로 늘려줍니다.
만약 밀려내려갔다면 밀려내려간 만큼 상단마진을 밀리미터(mm) 단위로 줄여줍니다.
바닥의 여백은 0으로 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파일메뉴의 미리보기를 실행해 인쇄를 해봅니다.
정상적인 위치에 인쇄가 되었다면 파일메뉴의 저장을 실행해 인쇄양식을 저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합니다.
프린터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번의 조정으로 최적의 값으로 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주소가 깨져서 인쇄될 때 조정방법
주소가 길때는 자동으로 줄바꿈 인쇄를 합니다.
이때 한글이 깨져서 인쇄가 될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이 주소를 두줄로 잘라 인쇄를 할 때 한글을 잘못 짤라서 글꼴이 깨지는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아래의 방법으로 인쇄하면 정상적으로 인쇄됩니다.
[세금계산서 인쇄] 창에서 [인쇄형태]를 선택하고 [양식변경]을 실행합니다.
양식변경을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인쇄양식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아래의 그림처럼 주소가 인쇄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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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주소항목 부분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클릭해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줍니다.
그리고 글꼴은 "
굴림체"
로 정하고 글꼴크기는 9로 합니다.
항목속성 창에서 WordBreak 속성을 "
False"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WordWarp 속성은 "
True"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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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인쇄항목이 길어서 줄바꿈 인쇄를 할 때 글자가 깨지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파일메뉴의 미리보기를 실행해 인쇄를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었다면 파일메뉴의 저장을 실행해 인쇄양식을 저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합니다.
여러번의 조정으로 최적의 값으로 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세금계서일 경우는 공급받는자용과 공급자용의 주소를 똑같은 방법으로 모두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쇄양식을 수정할 때 인쇄항목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쇄양식의 수정이 잘 이루어 졌을 때만 양식을 저장하기 바랍니다.
2.2.1.3.11.4 도장인쇄

세금계산서에 직인을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직인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인쇄용으로 사용될 인장의 그림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백지에 인장을 깨끗하게 나오도록 반듯하게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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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장이 찍힌 백지를 스캐너에서 스캔합니다.
스캐너를 대신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디카나 카메라폰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림파일만 얻으면 됩니다.
그다음 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에서 도장 이미지만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토샵 같은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
어 있는 그림판을 이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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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을 이용해 아래의 그림처럼 도장 이미지만을 잘라내 따로 저장합니다.
좌측의 영역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도장 크기만큼 영역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영역을 마우스로 크릭한 상태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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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서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장 부분만 그림으로 저장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크기로 저장되면 도장이 아주 작게 인쇄됩니다.
이제 파일 메뉴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실행해서 새로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제 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 거래명세서에 연결만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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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거래명세서 인쇄화면에서 [직인인쇄]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위에서 만들어 놓은 직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제 [인쇄] 버튼이나 [미리보기]를 실행하면 세금계산서에 직인이 인쇄됩니다.
만약 직인의 위치가 맞지 않거나 직인의 크기를 조정하며면 위치 조정용 수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조정을 한다음 [미리보기]를 실행해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확인하면서 최적의 상태로 맞춥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164

전자발행문서에 도장을 나오게 하려면 [모아택스]관리 화면의 [환경설정]을 통해 도장을 등록합니다.

2.2.1.3.12 보고서 ( 거래처 )

영업구매관리의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는 보고서 입니다.
2.2.1.3.12.1 거래처현황

거래처원장에 등록된 거래처의 전체현황을 인쇄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2.2 거래원장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거래원장의 인쇄를 통해 영업구매의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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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2.3 미수금내역

매출에 대한 미수금 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2.4 미지급내역

매입에 대한 미지급금 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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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2.5 잔액명세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거래처라도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하는 업체는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에 동
시에 거래처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모니는 한번의 거래처 등록으로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처리하면 미수금 내역과 미지급금 내역만으로는 그 거래처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
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잔액명세서 입니다.
매입과 매출 그리고 수금 지급내역으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2.6 판매이익

거래처별 판매이익 내역을 집계합니다.
기간을 집계해서 거래처별 이익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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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반출.
기증내역
2.2.1.3.12.7 반입.

거래처별 반입/
반출/
기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반입은 매출전표에서 품목의 수량을 마이너스(-)로 기재한 내역입니다.
반출은 매입전표에서 품목의 수량을 마이너스(-)로 기재한 내역입니다.
기증은 매출전표에서 품목의 단가를 0으로 기재한 내역입니다.
2.2.1.3.12.8 입출고내역

거래처별 품목의 입출고 내역을 기간을 지정해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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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2.9 품목분류별 입출고내역

거래처별 품목의 입출고 내역을 기간을 지정해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품목을 품목의 분류별로 집계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2.10 월별매출내역

거래처별로 월별 매출,수금,미수금 내역에 대한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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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2.11 월별매입내역

거래처별로 월별 매입,지급,미지급 내역에 대한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미지급내역
2.2.1.3.12.12 결재일자별 미수.

미수금 및 미지급금액에 대한 결제약속일자를 거래처별로 기록해 두었다가 일자별로 집계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집계하려면 먼저 거래원장(1)에서 [결제약속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지급 할인내역
2.2.1.3.12.13 수금.

발생된 거래내역을 전표목록으로 일목요연하게 집계합니다.
매출,매입,수금,지급,할인액을 모두 표시합니다.
거래전표의 목록별 계산된 누계잔액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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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매출 수량합계
2.2.1.3.12.14 매입.

거래처별로 매입과 매출 내역에 대한 품목의 수량을 집계합니다.
거래처,기간,품목구분,집계구분을 지정가능하고 월간,년간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2.15 적립금현황

거래처의 적립금 현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 2016 ALLNTOP

170

171

하모니 사용설명서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비과세 구분집계
2.2.1.3.12.16 과세.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2.17 합산거래내역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합산해서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기간을 지정해서 기간내의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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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통지서
2.2.1.3.12.18 잔액확인서.

거래처의 거래내역에 대한 잡액을 집계하고 잔액에 있는 거래처에 잔액통지서를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검색조건을 지정해 특정 금액 이상의 업체를 검색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버튼을 실행하면 검색조건으로 자료를 검색합니다.
목록의 [선택] 항목에 체크된 자료만 인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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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 보고서 ( 내역별 )

영업구매관리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보고서 입니다.
2.2.1.3.13.1 영업현황

영업구매의 거래현황을 집계합니다.
합산 금액을 현황판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내역을 인쇄의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2.1.3.13.2 일일거래내역서

영업구매의 일일거래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집계하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집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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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74

2.2.1.3.13.3 영업일보

일자별 거래내역을 집계합니다.
집계할 날짜를 지정한 다음 [자료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거래내역을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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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3.4 영업월보

월별 거래내역을 집계합니다.
집계할 날짜를 지정한 다음 [자료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월의 거래내역을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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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3.5 매입매출장

매입과 매출에 대한 기간별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거래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월별로 합계를 계산합니다.
매입과 매출,매입,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집계가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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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매출명세서
2.2.1.3.13.6 매입.

매입과 매출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자세하게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품목의 분류를 구분해서 집계가 가능합니다.
매입과 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7 매입내역

거래처에 대한 매입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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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8 거래내역 ( 전체 )

매출,매입,수금,지급,할인등을 통합해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거래내역에 대한 자세한 집계를 할 수 있어 거래처에 대한 세부적인 거래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9 거래내역 ( 분류별 )

거래내역을 매입,매출,매입/
지급,매출/
수금으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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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10 거래내역 ( 월별합산 )

매입/
지급,매출/
수금내역을 월별로 합산해서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11 거래내역 ( 월별수량집계 )

매입과 매출에 대한 내역을 월별로 집계해서 표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집계할 년도를 선택하여 집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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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12 거래내역 ( 지역별 )

지역별로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13 거래내역 ( 날짜별 )

날짜별로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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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거래처 )
2.2.1.3.13.14 거래내역 ( 날짜/

날짜별로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거래처별로 2차 집계를 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수금지급내역
2.2.1.3.13.15 매입매출.

거래처에 대한 기간별 매입/
매출/
미수/
미지급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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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수금지급분석
2.2.1.3.13.16 매입매출.

설정한 기간동안의 매입,매출,수금,지급내역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매 날짜마다 잔액을 계산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지급내역
2.2.1.3.13.17 수금.

수금과 지급에 대한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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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18 청구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집계해서 청구서 형태로 인쇄하는 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인쇄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3.19 청구서 ( 간략형 )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집계해서 청구서 형태로 인쇄하는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자료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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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년간 판매이익
2.2.1.3.13.20 월간.
2.2.1.3.14 보고서 ( 현장 )

거래처의 현장별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2.2.1.3.14.1 거래내역

거래처별 현장의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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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4.2 미수금내역

거래처의 현장별 미수금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4.3 미지급내역

거래처의 현장별 미지급금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4.4 청구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현장별로 집계해서 청구서 형태로 인쇄하는 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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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4.5 품목의 현장별 거래내역

품목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의 현장별로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4.6 판매이익

거래처의 현장별 판매이익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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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4.7 현장의 월별거래내역

거래처의 현장별 거래내역을 월별로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5 보고서 ( 품목 )

품목의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 입니다.
2.2.1.3.15.1 입출고내역 ( 상세 )

품목의 거래내역을 자세하게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거래일,거래처,거래수량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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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5.2 거래내역 ( 품목구분 )

품목의 거래내역을 품목구분별로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5.3 거래내역 ( 제조사 )

품목의 거래내역을 제조사별로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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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5.4 거래내역 ( 수량집계 )

품목의 거래수량을 날짜 또는 월별로 집계를 해서 표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거래처 )
2.2.1.3.15.5 거래내역 ( 품목.

품목의 거래내역을 거래처별로 2차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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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5.6 판매이익

품목별 판매이익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5.7 수불내역

품목의 입고와 출고수량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집계기간 범위의 종료 날짜까지의 수불내역을 집계합니다.
만약 집계기간을 [2012-01-01 ~ 2012-06-30]으로 하고 집계를 해서 집계된 재고수량은 2012년 06월
30일까지의 재고수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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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자재 )
2.2.1.3.15.8 수불내역 ( 품목.

품목(원자재 포함)의 입고와 출고수량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생산관리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사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집계기간 범위의 종료 날짜까지의 수불내역을 집계합니다.
만약 집계기간을 [2012-01-01 ~ 2012-06-30]으로 하고 집계를 해서 집계된 재고수량은 2012년 06월
30일까지의 재고수량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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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기증내역
2.2.1.3.15.9 반입.

품복별 반입/
반출/
기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반입은 매출전표에서 품목의 수량을 마이너스(-)로 기재한 내역입니다.
반출은 매입전표에서 품목의 수량을 마이너스(-)로 기재한 내역입니다.
기증은 매출전표에서 품목의 단가를 0으로 기재한 내역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5.10 품목별 입출고명세서

품목의 입고와 출고수량 그리고 시점별 재고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집계기간 범위의 종료 날짜까지 품목의 입출고 내역을 집계합니다.
품목의 분류를 구분해서 집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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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6 보고서 ( 창고 )

창고별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2.2.1.3.16.1 입출고내역

창고별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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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6.2 입출고내역 ( 품목 )

창고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6.3 입출고내역 ( 거래처 )

창고의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 2016 ALLNTOP

194

195

하모니 사용설명서

2.2.1.3.16.4 입출고내역 ( 품목구분 )

창고의 품목구분별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6.5 입출고내역 ( 재고내역 포함 )

창고의 입출고내역을 집계하고 재고내역도 포함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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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7 보고서 ( 영업사원 )

영업사원별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 입니다.
2.2.1.3.17.1 판매실적

영업사원별 판매실적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7.2 수금실적

영업사원별 수금실적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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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7.3 미수금내역

영업사원별 미수금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7.4 수당내역

영업사원별 수당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7.5 입출고내역

영업사원별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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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7.6 입출고내역 ( 품목합계 )

영업사원별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품목별로 합계를 계산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7.7 입출고내역 ( 월별 )

영업사원별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월별로 집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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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7.8 적립금현황

영업사원별 적립금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8 보고서 ( 프로젝트 )

프로젝트별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 입니다.
2.2.1.3.18.1 거래처별 입출고내역

프로젝트별 거래처의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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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8.2 품목구분별 입출고내역

프로젝트별 품목구분의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3.18.3 품목별 입출고내역

프로젝트별 품목의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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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4

자금관리
기업 및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현금,예금,카드,어음,차임금,대여금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지출결의서를 통해 금전의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자금의 현황을 통해 자금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자금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관리를 할 수 있습
니다.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에 대한 관리와 은행거래의 계좌를 관리합니다.
차임금 및 대여금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합니다.

2.2.1.4.1 계정과목

계정항목은 금전출납관리에서 사용되는 구분과 항목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되어 있는 계정항목을 금전출납관리에서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그 계정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항목명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업무에 맞게 적당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계정관리가 복잡해 지고 계정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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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은 수입과 지출 두 가지로 고정되어 있고,분류(관)는 금전출납의 성격에 맞게 등록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은 분류(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리할 때 사용되며 항목 이름까지 반드시 입력 해서 사
용해야 합니다.
정렬기준을 지정해 자료를 정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해 계정항목의 정보를 인쇄하거나 엑셀자료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추가되고 (-)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2.2.1.4.2 통장목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통장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예금에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입출금이 일어난 계좌를 연결합니다.
하모니는 예금을 거래처로 관리하지 않고 예금계좌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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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나머지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된 자료를 저장을 합니다.
2.2.1.4.3 카드사관리

카드거래내역-수입거래(매출거래)에서 필요한 카드사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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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버튼을 클릭하고 카드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된 자료를 저장을 합니다.
법인카드
2.2.1.4.4 지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카드를 등록합니다.

여기에서의 카드는 자사(법인)카드를 관리합니다.
거래처가 우리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카드거래가 발생했을 때 카드를 연결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결제계좌]는 해당 카드의 사용금액이 결제되는 계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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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된 자료를 저장을 합니다.
2.2.1.4.5 금전출납관리

현금 거래내역을 관리합니다.
하모니는 현금,은행거래,받을어음,지급어음,카드거래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여기서는 금전출납 관리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금전출납 관리는 거래관리에서 금전의 이동과는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거래관리에서 수금 및 지급을 했다면 금전 출납관리에 그 내용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매입,수금,지급전표에서 금전출납 전표를 작성하면 금전출납과 연동됩니다.

[거래항목별 보기]를 통해 입력되어 있는 자료 중에 적요항목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계정항목추가]를 실행해 필요한 계정항목이 있을 경우 기초자료의 계정항목관리 창을 열어 계정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갱신(F11) : 입력된 자료를 갱신합니다.
추가(F2) : 새로운 금전출납자료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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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 입력박스에서 입출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 창에서 입출금액이 통장으로 출금되었다면 [통장출금]에 체크하고 통장목록에서 통장을 선택합니다.
삭제(F4) : 입력되어있는 입출금 자료를 삭제합니다.
편집취소(F8) : 현재 수행한 작업을 취소합니다.
[구분] 항목에서 수입과 지출항목을 선택하면 선택된 구분에 맞게 [항목]에 계정항목이 나나납니다.
[항목] 에서 계정항목을 선택합니다.
만약 통장과 연동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통장거래에 체크하고 거래통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통장거래를 체크하면 금전출납의 작성만으로 통장의 입출금내역도 함께 작성됩니다.
[적요] 란에 적요를 입력하고 입금액 및 출금액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운전자복지카드일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버튼을 클릭해서 입
력합니다.
[마감] 항목은 관리자(admin)일경우에만 활성화 됩니다.
관리자일 경우 마감을 체크 또는 체크 안할 수 있습니다.
마감 처리된 거래는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항목검색]으로 입출금자료의 항목을 검색합니다.
[입.
출금구분보기]를 통해 입금,
출금내역을 부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모든 입출금 자료 내역을 표시합니다.
[금월] 버튼은 날짜기준으로 이번달의 1일부터 마지막날로 지정됩니다.
[금일] 오늘 날짜로 지정됩니다.
[기간거래내역보기]를 체크 하면 설정된 기간의 자료만 표시됩니다.
거래일 입력난에 나타나는 콤보박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Alt + ↓를 누르면 달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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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금전출납관리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4.6 통장입출금관리

은행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한개 이상의 통장을 등록해 하나의 작업창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실행하면 새로운 통장입출금 전표를 입력하는 입력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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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추가/
잔액확인(F10)]을 실행하면 새로운 통장을 등록하거나 통장별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장정보에서는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기초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은행통장 입금/
출금관리] 에서 입금으로 입력합니다.
2.2.1.4.7 받을어음관리

받을어음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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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를 통해 정렬/
찾기기준으로 자료를 검색합니다.
[정렬/
찾기기준]에 따라 자료가 정렬(Sort) 합니다.
추가 :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삭제 : 선택된 자료를 삭제합니다.
편집취소 : 현재 어음에 한해 수정된 내용을 취소합니다.
[구분검색]으로 어음의 구분별(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검색을 합니다.
[금월]은 기간을 현재월의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지정합니다.
[금일]은 기간을 오늘날자로 지정합니다.
[날짜검색]에 체크하면 지정된 기간의 만기일인 어음을 검색합니다.
이때 검색기준이 되는 날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리매역별 검색]은 어음의 처리내역별(전체,
추심완료,
미처리)로 검색을 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어음리스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4.8 지불어음관리

지불어음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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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를 통해 정렬/
찾기기준으로 자료를 검색합니다.
[정렬/
찾기기준]에 따라 자료가 정렬(Sort) 합니다.
추가 :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삭제 : 선택된 자료를 삭제합니다.
편집취소 : 현재 어음에 한해 수정된 내용을 취소합니다.
[구분검색]으로 어음의 구분별(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검색을 합니다.
[금월]은 기간을 현재월의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지정합니다.
[금일]은 기간을 오늘날자로 지정합니다.
[날짜검색]에 체크하면 지정된 기간의 만기일인 어음을 검색합니다.
이때 검색기준이 되는 날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리매역별 검색]은 어음의 처리내역별(전체,
추심완료,
미처리)로 검색을 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어음리스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4.9 카드거래내역
2.2.1.4.9.1 수입거래 ( 매출거래 )

매출거래 대금에 대한 고객들로 부터 수금을 한 경우의 카드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상품금액을 입력하면 카드종류에 따른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와 잔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처리내역,기간에 대한 검색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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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를 통해 정렬/
찾기기준으로 자료를 검색합니다.
[정렬/
찾기기준]에 따라 자료가 정렬(Sort) 합니다.
추가 :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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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선택된 자료를 삭제합니다.
편집취소 : 현재 카드거래에 한해 수정된 내용을 취소합니다.
[처리내역별검색]으로 카드의 처리내역별로 검색을 합니다.
[금월]은 기간을 현재월의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지정합니다.
[금일]은 기간을 오늘날자로 지정합니다.
[매출일자검색]에 체크하면 지정된 기간에 매출된 카드거래 내역을 검색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의 거래내역 리스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
2.2.1.4.9.2 지출거래 ( 자사,

자사(법인)카드를 이용해 매입 또는 비용지불을 했을 때 카드사용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처리내역,기간에 대한 검색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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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를 통해 정렬/
찾기기준으로 자료를 검색합니다.
[정렬/
찾기기준]에 따라 자료가 정렬(Sort) 합니다.
[카드등록]을 실행해서 사용하는 자사카드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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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및 처리내역 일괄변경]을 실행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사용전표에 대해 자료를 한꺼번에 변
경하는 기능입니다.
전표의 마감이나 처리내역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추가 :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삭제 : 선택된 자료를 삭제합니다.
편집취소 : 현재 카드거래에 한해 수정된 내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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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역별검색]으로 카드의 처리내역별로 검색을 합니다.
[금월]은 기간을 현재월의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지정합니다.
[오늘]은 기간을 오늘날자로 지정합니다.
[매출일자검색]에 체크하면 지정된 기간에 매출된 카드거래 내역을 검색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의 거래내역 리스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5

세무관리
경영황동을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무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출의 거래가 발생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하고 발행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행하고 관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 전자신고를 위한 자료를 발생할 수 있어 부가세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
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관리할 수 있고 전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2.1.5.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관리합니다.
발행내역창에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과 매출전표와 상관없이 임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매의 매입과 매출전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이곳에 저장됩니다.
기간을 지정해서 검색을하면 발행된 내역이 모두 검색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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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 [매출] 2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분리해서 관리합니
다.
상단의 있는 검색기준을 통해 여러가지 검색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사선택] 여러개의 상호를 이용하는 경우 자사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원.
지점.
차량]을 통해 사원별,지점별,차량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유형,과세,비과세 그리고 일반발행,전자발행을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기.
정렬기준]을 변경해 찾기기준과 정렬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집계기간]에 집계하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하고 체크를 하면 정해진 기간의 발행내역만 검색합니다.
[거래처 선택]에서 거래처를 선택하면 선택된 거래처의 발행내역만 나타납니다.
[자료갱신] 버튼을 실행하면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최신자료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료집계.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여러가지 형태의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

세금계산서 임의발행

프로그램 상단에 있는 [신규] [집계발행] [수정] [삭제] 버튼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전표 또는 매출전표를 입력하고 그 전표에서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또는 거래처의 요구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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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신규]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창이 열립니다.

상단의 발행유형 입력박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유형을 선택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선택] 버튼을 실행해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을 입력합니다.
[거래내역]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과 합계금액이 입력됩니다.
세부적인 품목을 입력할 필요가 있으면 하단에 있는 품목의 목록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발행]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인쇄 및 전자발행하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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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전자발행에 대한 페이지가 열린 그림입니다.
[전송]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합니다.

¦

세금계산서 합산발행

[합산발행]은 여러건의 매입 또는 매출전표를 집계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합
니다.
[합산발행]을 실행하면 매입 또는 매출내역을 집계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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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창에서 검색조건을 지정하여 거래내역을 집계합니다.
거래내역을 집계할 거래처를 반드시 선택합니다.
[기발행] 제외 및 포함은 매입 및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세금.
계산서발행(수취)]에 체크된 전표의 거래
내역을 집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옵션입니다.
거래유형은 매출전표 입력시 구분했던 과세유형으로 선택합니다.거래유형을 클릭하면 다중선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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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을 실행하면 선택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검색합니다.
검색된 거래목록에서 [발행]에 체크된 자료의 합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합산발행=>]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창이 나타납니다.

합산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정보가 나타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발행]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인쇄 또는 전자발행하는 창이 열립니다.

© 2016 ALLNTOP

221

하모니 사용설명서

위의 그림은 전자발행에 대한 페이지가 열린 그림입니다.
[전송]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합니다.
이렇게 합산발행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합산에 포함된 매입 또는 매출전표의 [세금계산서] 항목
이 체크되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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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계.
인쇄 메뉴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한 양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글 워드프로세서 문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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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전체적인 집계를 합니다.
[전자발행분 집계] 버튼을 실행하면 전자발행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집계합니다.
전자발행분에 대한 자료는 해당란에 직접 입력이 기능합니다.
일반발행과 전자발행으로 발행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집계하고 집계된 자료로 국세청 부
가세신고용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용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전자신고용 파일을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무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 계산서에 대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인쇄합니다.
여기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부가세가 없이 발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 계산서에 대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인쇄합니다.
여기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부가세가 없이 발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집계표(거래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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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처별로 발행건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목록으로 집계를 합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집계표(거래처별)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처별로 발행건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목록으로 집계를 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의 모든 목록을 합산없이 나열한 보고서입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2016 ALLNTOP

224

225

하모니 사용설명서

매입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의 모든 목록을 합산없이 나열한 보고서입니다.

*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통합 발행내역

매입과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합께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매입과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합께 집계하기 때문에 한번에 특정 기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자신고 세금계산서 파일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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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생성]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에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 국세청 전자신고 계산서 파일생성

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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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파일생성]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에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 국세청 전자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파일생성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생성]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에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발행내역을 입력하는 위치에서 생성된 전자신고 파일를
선택하면 홈텍스에서 파일을 읽어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발행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5.2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매출거래에 대한 기간별 매출액을 집계하여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기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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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거래처 또는 단일 거래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월별,분기별,날짜별로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내역을 집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구분]에 매출과 매입을 구분합니다.
2) 발행유형(세금계산서(과세), 세금계산서(영세), 계산서)을 입력합니다.
3) 집계하고자 하는 거래기간을 선택합니다.
4) 집계할 [영업전표 유형] 선택합니다.
[영업전표 유형]이 과세거래일 때 면세품목을 함께 입력한 경우에는 [품목세액기준] 옵션을 체크합니
다.
[품목세액기준] 옵션에 체크하면 거래전표의 품목 목록에서 세액이 있는 품목의 거래내역만 집계됩니
다.
5) 특정거래처만의 매출집계를 원하면 거래처를 선택하고,전체거래처의 거래내역의 매출집계를 원하면
전체거래처를 체크합니다.
6) 매출액 집계의 기준을 매출전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고자 하
면 [제외]를 선택합니다.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고자 하면 [포함]을 선택합니다.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된 것을 기발행 되었다고 간주합니다.
7) 집계옵션을 이용해 과세와 비과세 품목에 대한 매출을 분리해서 집계할 수 있습니다.
8) 위의 순서대로 집계기준을 정한 다음,[매출집계]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매출내역을 거
래처별로 집계해 줍니다.
집계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괄입력] 에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때 사용되는 발행일,거래내역,발행구분을 지정한 다음 [적용] 버
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값으로 일괄 입력해 줍니다.
이때 완료에 체크된 자료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의 집계내역에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인쇄]와 [집계] 항목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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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항목에 체크하고 [발행(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체크된 거래처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목록 제목의 [발행] 체크박스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손쉽게 전체선택과 전체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목의 [완료] 체크박스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손쉽게 전체선택과 전체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목의 [집계] 체크박스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손쉽게 전체선택과 전체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집계된 내역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세율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합계금액이 계산 됩니다.
집계되는 금액이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매출액에 세액포함]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매출액과 세액을 계산해 집계해 줍니다.
[매출집계] 버튼을 실행해 매출내역을 집계하고 [발행(인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내역]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집계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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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발행을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확정/
발행내역에 저장]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집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확정/
발행내역에 저장]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지만 발행내역에는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발행내역을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괄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확정과 발행내역 저장을 통해 발행내역에 반드시 저장해 주어야 합니
다.
[집계] 항목에 체크하고 [확정/
발행내역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집계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집계합니다.
이때 [집계] 항목에 체크된 자료만 추가됩니다.
중복해서 집계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한번만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중복해서 발행내역에 저장하면 중복된 계산서가 있어 발행내역의 집계금액이 틀려집니다.

2.2.1.5.3 거래유형별거래내역

매입과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선택한 거래의 유형별로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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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 매출을 선택합니다.
[거래유형]의 목록에서 거래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러개의 [거래유형]을 동시에 선택해서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집계하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하고 [자료검색] 버튼을 실행하면 자료가 검색됩니다.
검색된 목록을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목록이 엑셀로 저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를 합니다.
[거래일,
구분,
거래처명,
거래내역,
공급가,
세액 등] 위에 제목줄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 기준으로 정렬이 가
능합니다
(예: [거래일]을 클릭하면 거래일글씨 오른쪽으로 ▽ 아래방향 화살표가 생깁니다.[거래일 ▽] 이렇게
표시되면 내림차순,
한번 더 클릭하면 [거래일 △] 표시되면서 오름차순 정렬됩니다.
)
2.2.1.5.4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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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신용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이면확인을
거친 증빙서를 받았다면 이 증빙서를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면확인은 신용카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 세금계산서 형태를 갖추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카드매출전표등 수추명세서를 등록하거나 수정 및 삭제를 합니다.
[추가] 버튼을 실행하면 자료를 등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거래일]을 입력합니다
[카드구분]은 3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화물운송복지카드 입니다.
[카드번호]는 자사카드(법인카드)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공급자]는 카드를 사용한 곳의 사업장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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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적요]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실행해 자료를 저장합니다.
[분류별검색]에서 카드구분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구분의 자료만 검색됩니다.
기간에 날짜를 지정하고 [기간별 거래검색]에 체크하면 설정된 기간의 자료만 나나납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파일생성]을 실행하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
용 파일을 생성합니다.

2.2.1.5.5 전자신고 ( 세금계산서 )

일반발행과 전자발행으로 발행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집계하고 국세청 전자신고용 파일을 생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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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전자발행분 집계] 버튼을 실행하면 전자발행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집계합니다.
전자발행분에 대한 자료는 해당란에 직접 입력이 기능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생성]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에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전자신고용 파일을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무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발행내역을 입력하는 위치에서 생성된 전자신고 파일를
선택하면 홈텍스에서 파일을 읽어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발행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5.6 전자신고 ( 계산서 )

일반발행과 전자발행으로 발행된 매입.
매출계산서의 내역을 집계하고 국세청 전자신고용 파일을 생성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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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생성]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에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전자신고용 파일을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무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발행내역을 입력하는 위치에서 생성된 전자신고 파일를
선택하면 홈텍스에서 파일을 읽어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발행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5.7 전자신고 ( 신용카드 )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의 내역을 집계하고 국세청 전자신고용 파일을 생성합니다.

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생성]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에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전자신고용 파일을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무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발행내역을 입력하는 위치에서 생성된 전자신고 파일를
선택하면 홈텍스에서 파일을 읽어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발행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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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5.8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양식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매입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을 집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부가세신고서를 종이에 인쇄해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나 전자신고용 파일을 생성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사정보]의 [과세자구분]에 입력된 [과세자 구분] 정보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용 신고
서가 구분되어 열립니다.

자사정보에 과세자구분 설정 후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면 그 동안 신고한 목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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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료]버튼을 클릭하면 [부가세신고서] 창이 열립니다.

[년도,
기수,
신고구분,
신고기간,
신고일자]를 입력하시고 [자료생성]버튼을 클릭하면 부가세신고서 작성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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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용 부가세신고서 화면은 [1장(앞쪽)]과 [2장(앞쪽)]의 2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용 부가세신고서 화면은 1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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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용도 일반과세자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장(앞쪽)]은 집계자료의 발행구분별 합계금액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장(앞쪽)]은 [1장(앞쪽)]의 유형별 합계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타납니다.
[2장(앞쪽)]에서 세부내역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유형별 금액을 합산하며 [1장(앞쪽)]의 합계금액
란을 입력(갱신)합니다.
상단에 있는 [신고기간] 기수,신고구분을 선택합니다.
신고기간을 설정한 후 [자료 재집계] 버튼을 실행하면 해당기간의 매입과 매출 그리고 발행된 세금계산
서를 집계해 신고서의 항목에 입력을 합니다.
[자료열기] 버튼은 이전에 집계해서 저장해둔 신고서 자료를 열 때 사용합니다.
신고하는 사업자의 정보는 [자사정보]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해 줍
니다.
사업자 정보는 집적 입력도 가능합니다.
1장(앞쪽)에 있는 [작성] 버튼을 실행해 해당 입력난의 세무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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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료를 집계하면 자동으로 세부항목의 자료를 집계해 입력해 줍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화면의 상단 중간에 있는 기능 버튼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유형별거래
내역] [신용카드발행내역 및 수취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도움말은 [신고서 작성요령]을 실행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작성요령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버튼을 실행해 작성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자료는 다음에 다시 열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부가세 신고서]를 실행하면 입력한 자료를 이용해 부가세 신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서]를 실행해 부가세 납부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발행] 화면에서 부가세 납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코드조회]를 실행해 세무서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발행]을 실행하면 납부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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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의 상단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2.1.5.9 부가가치세 첨부서식

국세청에 부가세신고를 할 때 추가로 작성해 제출하는 첨부서식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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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된 서식을 작성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첨부서식 작성창에서 첨부서식을 작성합니다.
각 첨부서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첨부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첨부서식 작성창의 상단에 있는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작성을 합니다.
서식을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버튼을 실행해 작업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해 첨부서식을 인쇄합니다.
2.2.1.5.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생성

부가세 신고를 전자로 하기 위해 매입매출자료,카드사용내역,부가세 신고서와 첨부서식을 이용해 국세
청 홈택스용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생성된 파일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의 부가세신고 페이지에서 읽어서 전자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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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단에 있는 신고기간 및 신고일자를 설정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할 때는 보안을 위해 파일을 암호화해야 합니다.
[문서 암호화 코드]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하는 암호화 코드는 나중에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세신고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읽을 때 반
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신고 파일은 매입매출 정보,카드사용내역,첨부서식,부가세신고서를 이용하여 만들어 집니다.
각각의 증빙서류 및 첨부서류,부가세신고서를 먼저 확인하고 작성한 다음에 파일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파일에 수록할 내역선택] 목록에서 전자파일에 수록할 문서를 선택합니다.
사업자의 성격에 맞게 수록할 서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파일명]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예정,확정,정정신고 및 일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집니다.
[신고파일 저장폴더]는 신고파일이 만들어지는 폴더입니다.
저장되는 폴더는 변경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폴더는 C:\ERSDATA 입니다.
전자파일이 만들어지는 폴더와 파일명을 잘 기억했다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신고 파일을
변환할 때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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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파일변환신고 방법]
국세청 사이트(www.h ome ta x .go.kr )로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에 세금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에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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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선택화면이 나타나면 일반과세자 [파일변환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때는 간이과세자 란의 [파일변환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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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전자파일변환] 창이 나오면 아래의 변환순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환순서:

나머지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형식검증하기 클릭 후 암호입력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하단 [ 통합설치프로그램] -선택탭 "
파일복호화(NT S -CR YP T O)" 다운로드 클릭 후 실
행하시기 바랍니다.

2.2.1.6

생산관리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자재 및 부품을 입고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조립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재를 이용해 새로운 부품을 생산해 자재와 부품을 혼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합니
다.
또한 이들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생산관리는 생산 및 조립을 하고 이를 다시 유통하는 업체의 업무를 보다 간결하고 유연하
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되었습니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하는 업체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매입 및 매출전표로 자재의 입고와 출고를 처리합니다.

© 2016 ALLNTOP

247

하모니 사용설명서

그리고 생산된 제품과 타사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제품관리에서 자재와 부품 그리고 상품을 함께 관리합니다.
거래관리에서 매입전표를 발행하면 품목관리에서 자재와 부품 그리고 상품의 재고가 한번에 처리됩니다.
생산전표를 입력하면 투입되는 자재 및 부품의 출고처리와 생산된 제품의 입고처리가 동시에 이루어 집
니다.
하나의 생산전표를 작성함으로서 투입된 자재 및 부품은 소요자재 리스트(Parts List)를 토대로 품목관리
테이블에서 수량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품목관리 테이블의 수량을 자동으로 증가시킵니다.
매입과 매출 그리고 생산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쉽고 간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의 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다.
조립 및 생산관리의 필수 핵심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쉽고 간결하게 처리됩니다.

* 참고사항
자재와 제품 그리고 상품을 하나의 품목관리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면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관리의 품목분류를 활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에 자재 및 제품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분류를 별도로 지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품목분류별로 품목을 볼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2.1.6.1 자재소요리스트

제품의 생산에 따른 소요자재의 목록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자재소요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했을 때 등록된 생산제품의 자재소요량을 기준으로 품목(자재) 테이블의 수량을 가감합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자재소요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생산제품 선택목록과 소요자재 입력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산제품의 제품목록은 품목관리에서 관리되는 품목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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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는 별도의 생산제품 목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관리의 품목목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는 매입 및 매출에서 사용되는 품목목록과 생산관리에서 사용되는 생산제품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함
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품목(자재,부품,제품,상품)과 생산제품을 2중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입전표와 매출전표 그리고 생산전표에서 관리되는 품목(자재,부품,제품,상품)이 일관되게 관
리되어 재고수량이 정확하게 관리됩니다.
생산제품 목록에서 생산제품을 선택하고 아래쪽의 소요자재 목록에 투입되는 소요자재를 등록합니다.

소요되는 품목(부품,자재)을 선택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여러개의 품목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 목록에서 품목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량과 출고되는 창고를 선택합니다.
입고단가는 목품(자재)의 현재 입고단가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생산제품의 자재투입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하면 품목관리에서 입고단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어
야 합니다.
자재삭제(F4)를 실행하면 선택된 소요자재를 삭제합니다.
또한 소요자재 목록에서 키보드의 Ctrl키와 Delete키를 동시에 누르면 해당 소요자재를 삭제합니다.
[소요자재 본떠두기(F6)]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생산제품의 소요자재 목록을 본떠두기 합니다.
이렇게 본떠둔 소요자재 목록은 새로운 생산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본떠둔 소요자재 붙여넣기(F9)]를 실
행하면 손쉽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생산되는 제품이 비슷한 자재가 투입될 때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자료를 복사해 쉽게 새로운 자재소요 리스
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가갱신] 버튼을 실행하면 투입자재의 단가를 최근에 입고된 단가로 갱신합니다.
[인쇄] 를 클릭해서 [자재소요리스트], [자재소요리스트(역전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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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리스트(역전개)]는 투입자재를 근거로 해당 투입자재가 사용되는 생산제품의 목록을 구할 수
있습니다.
2.2.1.6.2 소요량예측

제품의 생산수량에 따른 얼마나 많은 자재가 소요되는지 미리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수주(주문)를 한 다음에 수주량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에 따른 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합니다
.
[수주]버튼으로 수주서의 수주내역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의 현재고량을 파악해 재고량의 과부족 수량까지 계산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재의 소요량에 대한 자재의 투입원가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요자재의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자재소요리스트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재소요리스트를 기반으로 자재의 소요예측 및 예상 투입원가를 계산합니다.
잘 작성해 둔 자재소요리스트는 생산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며 프로그램의 여러군데서 사용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자재소요 예측관리 화면입니다.

생산제품을 입력하는 목록과 해당제품의 예상 생산수량을 입력했을 때 생산제품의 생산수량에 따른 소요
자재를 나타내는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요자재 목록에는 자재의 소요량,현재고,수량 그리고 재고부족 수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재의 단가와 소요금액이 함께 나타납니다.
생산제품 목록창에서 새로운 행을 추가해 새로운 생산제품을 등록합니다.
제품추가(F2) 버튼을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제품선택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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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한꺼번에 여러개의 제품을 동시에 선택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생산제품 목록에서 직접 제품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명 입력칸에 있는 제품명 선택콤보박스에서 그림과 같이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품이 추가되면 생산수량 칸에 예상 생산수량을 입력합니다.
예상 생산수량을 입력하면 자재소요리스트를 참조해 해당 생산제품의 소요자재에 대한 투입량을 자동으
로 소요자재 목록에 추가합니다.
여러개의 생산 제품을 입력했을 때 중복되는 소요자재의 수량을 자동으로 합산해 소요자재 목록에 나타
납니다.
제품삭제(F4)를 실행하면 선택된 제품을 삭제합니다.
또한 생산제품 목록에서 키보드의 Ctrl키와 Delete키를 동시에 누르면 해당 제품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예상 생산수량에 따른 자재의 소요량을 미리 예측하고 현재의 재고량에 대한 재고의 과부족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고는 [소요량예측=>발주처리]버튼으로 바로 발주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재소요량에 대한 자재투입원가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2.1.6.3 생산라인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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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전표에서 생산라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라인을 추가합니다.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되어있는 생산라인을 수정합니다.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생산라인을 삭제합니다.
2.2.1.6.4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는 생산을 하기전에 생산부서 및 외주거래처에 생산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해 작
성하는 것입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252

기간과 품목,거래처 등으로 설정값을 설정하고 [자료검색]을 실행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자료가 나타납
니다.
상단에는 생산전표의 목록이 나오고 하단에는 생산전표의 생산목록이 표시됩니다.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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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서에서 작성일 및 거래처,담당자 등을 지정합니다.
생산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품목추가]버튼을 클릭해서 품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는 자재소요리스트에 등록해 놓은 품목
의 소요자재가 추가되고 수정,삭제도 가능합니다.
[수주]버튼을 클릭하면 수주서에 등록된 품목을 불러올 수 있고 소요자재는 자재소요리스트에 등록해 놓
은 품목의 소요자재가 추가됩니다.
[소요예측]버튼을 클릭하면 소요량예측에 등록된 제품과 소요자재가 추가됩니다.
[기존 작업지시서 복사]버튼은 기존에 작성된 작업지시서를 복사해서 새로운 작업지시서에 생산제품과
소요자재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입고창고 일괄변경], [출고창고 일괄변경]버튼은 생산제품과 소요자재의 창고를 일괄적으로 변경가능
하는 기능이고 하나의 제품이나 소요자재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도구]-[환경설정]의 생산탭에서 [생산전표 입고창고/
출고창고 반드시 지정]에 체크를 풀어주시면 창
고를 지정하지 않고 저장할 때 안내창을 안나오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요원가=> 외주비단가]버튼은 소요자재의 소요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외주비 단가로 계산되는 기능입
니다.
[종결] 항목에 체크하면 작업지시서 생산입고현황(1),(2) 보고서의 조회에서 제외됩니다.
작업지시서는 저장을 해도 재고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2.1.6.5 작업지시서 생산입고현황 (1)

작업지시서대비 품목별 생산입고 현황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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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버튼으로 조회한 기간동안에 대한 작업지시서의 품목별 생산입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작업지시내역]은 조회한 기간 동안 작업지시서에 입력된 품목이 표시됩니다.
품목의 지시수량은 조회한 기간동안 작성된 작업지시서의 같은 품목의 수량을 집계한 수량입니다.
종결 처리된 잡업지시서는 지시수량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생산입고량은 생산전표를 발행할 때 작업지시서란에 해당 작업지시서를 연결해줘야 생산입고량에 표시
됩니다.
잔량은 아직 생산하지 못한 수량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생산입고내역]은 상단에 선택된 품목의 입고내역이 자세하게 표시되고 생산입고내역의 생산입
고량 합계가 작업지시내역의 지시수량과 같습니다.
2.2.1.6.6 작업지시서 생산입고현황 (2)

작업지시서를 선택해서 선택된 작업지시서의 작업지시서 대비 품목별 생산입고 현황을 집계하는 기능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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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서 선택]버튼으로 작업지시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작업지시내역]은 해당작업지시서의 품목이 표시됩니다.
생산입고량은 생산전표 발행시 작업지시서란에 해당 작업지시서를 연결해 준 전표에서 생산된 수량만큼
생산입고량에 표시됩니다.
잔량은 아직 생산하지 못한 수량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생산입고내역]은 상단에 선택된 품목의 입고내역이 자세하게 표시되고 생산입고 내역의 생산입
고량 합계가 작업지시내역의 지시 수량과 같습니다.
2.2.1.6.7 제품생산

제품생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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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담당,프로젝트 등 검색 조건을 지정하여 [자료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조건에 맞는 생산전표
목록이 나타납니다.
생산전표를 발행하고 발행된 전표를 수정하고 삭제합니다.
정확한 재고수량 관리와 자재투입원가를 계산하려면 생산전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소요자재리스
트(BOM)를 먼저 적성해야 합니다.
생산관리 화면에서 생산입고(F2)를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생산입고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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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및 거래처,담당자 등을 지정합니다.
생산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추가]버튼을 클릭해서 품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는 자재소요리스트에 등록해 놓은 품목
의 소요자재가 추가되고 수정,삭제도 가능합니다.
[수주]버튼을 클릭하면 수주서에 등록된 품목을 불러올 수 있고 소요자재는 자재소요리스트에 등록해 놓
은 품목의 소요자재가 추가됩니다.
[작업지시서]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지시서에 등록된 제품과 소요자재가 추가됩니다.
[입고창고 일괄변경], [출고창고 일괄변경]버튼은 생산제품과 소요자재의 창고를 일괄적으로 변경가능
한 기능이고 하나의 제품이나 소요자재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도구]-[환경설정]의 생산탭에서 [생산전표 입고창고/
출고창고 반드시 지정]에 체크를 풀어주면 창고
를 지정하지 않고 저장할 때 안내창을 안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생산전표=>매입처리]버튼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외주비용 등을 매입전표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생산전표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생산내역에 맞게 재고가 변경됩니다.
생산전표의 내역을 매입전표로 처리할 때 이중으로 재고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의 코드가 입력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전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하여 재고가 이중으로 변동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의 생산전표에서 여러번의 매입처리가 가능하지만 [도구]- [환경설정]- [공통사항(Ⅱ)]에서 견적,
수주,발주,생산전표 =>매입/
매출전표 처리시 중복발행 금지에 체크하면 하나의 생산전표에서 매입처리
는 한번만 가능합니다.
생산전표에서 생산일자 및 생산수량 그리고 창고 등을 위에 있는 방법대로 입력을 마친 뒤 저장을 하면
생산전표의 작성과 동시에 제품의 재고 테이블에 생산된 제품의 수량은 늘어나고 투입된 자재의 수량은
투입량만큼 줄어듭니다.
필요에 따라 생산전표의 수정과 삭제가 용이합니다.
수정과 삭제를 하면 자동으로 제품 테이블의 수량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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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 보고서

생산관리의 보고서를 집계 및 인쇄를 합니다.
2.2.1.6.8.1 생산일보 (I)

제품생산에 대한 생산일보를 집계합니다.
날짜,제품분류 그리고 제품을 선택해서 생산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집계기간내 생산된 제품의 수량를 합산해서 내역을 집계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6.8.2 생산일보 (II)

제품생산에 대한 생산일보를 집계합니다.
날짜,제품분류 그리고 제품을 선택해서 생산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집계기간내 제품의 생산내역을 제품의 수량을 합산하지 않고 생산된 모든 제품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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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6.8.3 자재투입내역

제품생산에 따른 자재투입내역을 집계합니다.
날짜,제품분류 그리고 제품을 선택해서 생산내역 및 자재의 투입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기준을 날짜별 또는 제품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자재투입내역
2.2.1.6.8.4 생산.

제품생산에 따른 자재투입내역을 생산제품과 함께 집계합니다.
날짜,제품분류 그리고 제품을 선택해서 생산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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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자재수불내역
2.2.1.6.8.5 제품.

제품의 생산과 제품의 매입,매출에 따른 자재 및 제품의 수불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집계합니다.
날짜 및 제품분류별로 제품.
자재수불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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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 자재소요목록 (P/L)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자재소요리스트를 인쇄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참고사항투입자재를 근거로 해당 투입자재가 사용되는 생산제품의 목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재소요리스트]의 인쇄를 클릭해서 [자재소요리스트(역전개)]를 실행하면 됩니다.
2.2.1.6.8.7 자재소요예측

제품의 생산수량에 따른 얼마나 많은 자재가 소요되는지 미리 예측한 리스트를 인쇄합니다.
예상 생산수량에 따른 자재의 소요량을 미리 예측하고 현재의 재고량에 대한 재고의 과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소요량에 대한 자재투입원가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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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엑셀저장] 버튼을 실행하면 집계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수정] 버튼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미리보기 없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2.2.1.7

자산관리
자산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인 토지,건물,차량,장비,비품등을 관리합니다.

2.2.1.7.1 자산관리대장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창입니다.
각종 자산을 자산구분별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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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자산분류 목록을 선택하면 선택된 자산분류에 해당하는 자료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자산을 선택하면 선택된 자산의 정보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등록] [저장] [삭제] 버튼을 이용해 자산을 등록 및 수정 그리고 삭제를 합니다.
[등록] 버튼을 실행하면 왼쪽의 자산분류에 선택된 분류의 새로운 자산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자산이 등록되면 [관리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자산코드]는 수정이 가능하며 코드의 포맷을 만들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의 우측에 있는 [F2]버튼을 실행해 자산에 맞는 계정과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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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명]을 입력합니다.
[취득구분]을 선택합니다.
처음 등록하는 자산이라면 [신규]를 선택하면 됩니다.
[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입력 및 선택을 합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감가가상각이 이루어지는 햇수를 입력합니다.
가령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라면 5년을 입력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법]을 입력합니다.
정액법과 정율법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액법은 연1회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자산의 가치를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정율법은 자산의 기초 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율을 곱해 분기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자산의 가치를 감
액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율]을 입력합니다.
좌측의 [자산분류] 목록에 선택된 자산분류에 따라 [세부사항]의 입력폼이 다릅니다.
해당 자산의 자산분류에 맞게 세부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산금액 입력] 목록에서 자산의 금액의 변동에 대한 것을 입력합니다.
자산의 취득금액,처분금액,감가상각액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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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창의 [구분] 항목은 신규,자본적지출,부대지출,일부처분,전체처분,감가상각의 목록에서 선택을
합니다.
[구분]의 사용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는 자산을 처음 구입했을 때 사용합니다.
자본적지출은 자산에 지출을 했을 때 지출된 금액이 해당 자산가치의 증가로 반영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부대지출은 자산을의 신규로 구입했을 때 발행되는 금액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일부처분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을 때 사용합니다.
전체처분은 자산의 전부를 처분했을 때 사용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을 처리했을 때 사용합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자산대장 및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2.1.7.2 자산목록조회

관리하는 자산의 목록을 조회합니다.

프로그램 상단에서 검색할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회]을 실행하면 설정된 검색조건에 맞는 자산을 검색합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검색된 자산의 목록을 인쇄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2.2.1.7.3 감가상각관리

자산의 감가상각을 처리합니다.

[자산구분]에서 감가상각을 처리할 자산의 분류를 선택합니다.
[내용연수]를 선택합니다.
[조회]를 실행하면 조건에 맞는 자산이 검색됩니다.
[상각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서 선택된 자산의 감가상각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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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자산의 상각법과 상각율에 맞게 감가상각이 등록됩니다.
[인쇄] 버튼을 실행하면 목목을 인쇄합니다.
2.2.1.8

전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에 대한 문서관리를 합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에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별도의 작업없이 곧바로 전자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견적서,발주서입니다.
또한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집계해서 여러건의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전자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하모니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하모니 전용 전자세금계산서 서버인 [모아텍스]
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전자문서는 [모아텍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하모니 사용자는 하모니를 통해 [모아텍스]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관리합니다.
[모아텍스]에 접속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메일로 재전송할 수 있으며 승인 및 취소된 문서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모아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서버인 [홈택스]로 전
송됩니다.
하모니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서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연동형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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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기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모니로 부터 전송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곧바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행 서버와 연동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별도로 저장
한 다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홈택스]에 접속해서 등록하거나 건별로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
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 점 때문에 하모니와 같은 연동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모니의 전자발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아택스 서비스에 가입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으면 됩니
다.

2.2.1.8.1 전자발행 문서관리

하모니에서 발행된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전자발행 문서관리 서비스인 [모아택스]를 이용해 문서를 관리합니다.
상단의 메뉴를 이용해 발행된 문서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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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문서를 매입과 매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기초관리를 통해 거래처관리,품목관리,사원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을 이용해 전자발행 문서에 도장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문서를 설정해 전자발행시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을 첨부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에서 전자발행된 모든 전자발행문서는 [모아택스]라는 전자발행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관리합니다.
[모아택스]에 전송된 전자발행 문서는 모아택스 서버에 저장됩니다.
모애택스 서버에 저장된 전자발행 문서는 일정 시점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홈택스]로 전송됩
니다.
오늘 발행된 문서는 다음날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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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 공인인증서

전자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오프라인 문서에 날인하는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미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11,000원 짜리)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2~3일 후에 우체국
또는 일반 택배회사를 통해 인증서가 배달됩니다.
배달된 공인인증서에 안내된 대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등록해 사용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국내 은행들의 합의로 2009년 12월 1일부터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은행의 온라인뱅킹에
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모든 전자발행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4,400원 입니다.
거래하는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모아택스 서버에 저장하기]
*하모니 모바일에서 전자발행을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며,모바일 기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필요가 없
습니다.
기기 분실에 따른 위험성에서도 안전하며,한분이 여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여러 사원들이 각각
의 모바일 기기로 전자발행을 해야하는 경우 더욱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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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모아택스 서버에 저장을 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하모니 모바일 버전을 이용해 전자발행을
할 때 별도의 공인인증서의 처리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모 아 택 스 로 그 인 -환 경 설 정 -연 동 설 정 을 선 택 합 니 다 .

공인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개인키 파일을 각각 찾아보기로 선택합니다.

공 개 키 ,개 인 키 업 로 드 방 법 (경 로 찾 는 방 법 )
공인인증서 선택창을 열고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인증서보기 선택한 후 자세히보기를 선택합니다.

© 2016 ALLNTOP

272

273

하모니 사용설명서

경로를 복사하여 탐색기의 위치창에 붙여넣기하면 공개키와 개인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cn=회사명이 표시되는데 이 회사명은 공인인증서 상 회사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2.1.8.3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hometax.go.kr 입니다.

전자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모두 [ 홈택스]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홈택스로 전송되는 일정은 오늘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날까지 전송을 해야 합니다.
하모니는 발행된 문서를 [모아택스]라는 서버에 모아 두었다가 곧바로 [홈택스]로 전송을 합니다.
사용자가 [모아택스]에서 전자발행 문서를 선별적으로 선택해 즉시 전송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발행된 세급계산서가 올바르게 전송되었는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
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통해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로 수임동의를 해놓으면 수임
동의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홈택스에 연결해 동의를 해준 업체의 전자발행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
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예전처럼 세금계산서를 집계해서 별도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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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관리합니다.

2.2.1.9.1 회사변경

하모니는 여러개의 회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라 함은 거래처가 아닌 우리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 더 나아가서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관리
하는 기장업체들입니다.
하모니의 상단 [자료관리]-[자료연결(회사변경)]을 실행합니다.

[회사변경]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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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나타나는 창입니다.
이 창에서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회사를 등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회사를 등록합니다.
간단하게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저장]을 실행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276

이제 새로운 회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한 후 [확인]을 실행합니다.
만약 처음 등록된 회사이면 자료파일을 만드는 작업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실행하면 자료파일을 만들고 선택된 회사의 장부가 열립니다.
새로 등록된 회사이면 프로그램 상단의 [기초자료]-[자사정보]를 실행해 새로 등록된 회사의 세부정보
를 입력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하모니는 여러개의 회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과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면 인터넷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자료는 하모니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인터넷자료를 설정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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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를 본사와 지점에서 동시에 사용하면 지점에서 입력된 자료를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
능합니다.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면 회계사 사무실에서 기장업체의 자료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지점의 자료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장부를 가지고 본사와 지점이 자료를 공유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하모니의 창고
관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사원관리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팁바탕화면에 있는 하모니 아이콘을 여러번 실행해 여러개의 하모니를 윈도우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개의 회사를 관리할 때 여러개의 회사를 동시에 띄워놓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
습니다.

2.2.1.9.2 로컬자료 =>서버등록

하모니를 로컬자료로 사용하다가 인터넷 자료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하는 작업입니다.
하모니는 인터넷에 위치한 자료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창고,공장,집,해외에서 자
유롭게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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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프로그램 설치,업그레이드,유지보수,자료백업 등 중단없는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자료는 하모니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작업창에서 [로컬자료(MDB)]의 로컬자료는 프로그램이 처음 설치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로컬자료
입니다.
이 로컬자료를 인터넷 서버에 올리는 것입니다.
[MSSQL 서버정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으로 입력합니다.

사용자의 서버와 데이타베이스이름,아이디 암호는 각각 다르게 입력 되겠지요.
서버의 IP, 도메인,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타베이스,아이디,암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로컬자료가 서버에 올려져서 서버의 자료가
셋팅됩니다.
이 작업은 프로그램 사용초기에 한번 만 실행해 주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나타나는 [데이타베이스 연결] 창에서 [인터넷자료]를 체크하고 서버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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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와 [암호]는 프로그램을 구매했을 때 하모니로 부터 부여받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2.2.1.9.3 자료재계산 ( 계산착오 )

프로그램 사용 중에 계산이 틀려지는 경우 자료재계산/
계산착오수정을 통하여 재계산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명령을 실행할 때는 여러 단계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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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에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오류로 인해 명령이 다 실행되지 못해 실제 데이타베스에
자료가 잘못 저장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장부의 계산에 착오가 발생합니다.
이 때는 오류로 실행하지 못한 나머지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해야 올바르게 계산해 잘못된 자료를 수정합니
다.
이 작업을 하기전에 작업중인 작업창을 종료한 후에 실행합니다.
작업을 실행하면 위의 메세지창이 열리고 재계산을 마치면 닫히게 됩니다.
2.2.1.9.4 자료재계산 ( 누적잔액 )

프로그램 사용 중에 예기치 못한 시스템의 오류로 거래처별 원장의 누적잔액의 계산이 틀려지는 경우 이
작업을 합니다.
거래원장(거래처) 화면의 누계잔액에 착오가 생겼을 때 재계산 기능입니다.

계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작업중인 모든 작업창을 종료한 후에 실행합니다.
2.2.1.9.5 전표마감 ( 기간지정 )

기간을 지정해 전표의 마감 및 해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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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영업구매 전표 및 회계전표를 더이상 수정 및 삭제를 하지 못하도록 전표를 잠그는 것을 전표마감
이라 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로그인 창에서 관리자(admin) 모드로 로그인해야 전표마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 처리된 전표는 마감취소를 하기 이전에는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전표의 마감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 하는 방법은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를 "
admin"으로 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
admin" 아이디를 관리자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아이디는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모니의 자료를 공유해 사용할 때 관리자 아이디(admin)의 암호를 책임 있는 사람이 관리
합니다.
그리고 admin 아이디로는 관리자만이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업권한을 분리해서 자료를 보호해야 하며,이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표의 마감기능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의 수정 및 삭제를 제한해서 귀중한 자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표마감창이 열리면 작업 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작업형태]에 마감을 할 지 해제를 할 지를 선택합니다.
[마감내역]에서 작업할 내역을 선택합니다.
[거래마감]을 실행하면 설정된 조건에 맞는 전표를 마감 또는 마감된 자료의 해제를 합니다.
2.2.1.9.6 자료백업

경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료가 발생됩니다.
발생된 자료는 하드디스크 또는 서버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파일로 저장된 자료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자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소중한 자료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방지하려면 자료의 안전을 위해 백업작업은 필수입니다.
자료의 입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료의 백업입니다.
매일 업무마감시간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나타나는 백업창에서 자료를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에 백업된 자료는 CD, USB, 외장하드,웹하드등에 별도로 옮겨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하드디스크에 백업된 자료만 믿고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자료를 복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업의 기본은 원본이 사고가 나서 손상되는 것을 대비해 분산시켜 여러곳에 저장해두는 데에 있습니다.
간혹 몇년치의 장부데이타가 손상되어 힘들어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백업을 착실히 해 놓으신 경우에는 쉽게 복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을 오래전에 띄엄띄엄 해두신 경우에는 오래전의 백업데이타를 이용해 그 날짜로 복구를 해
야 합니다.
이때 문제는 복구된 백업자료의 마지막 날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는 다시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백업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거나 손상된 하드디스크를 복구전문 업체에 맞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
게 들어갑니다.
띄엄띄엄 날짜를 건너뛰면서 백업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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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백업은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모니 인터넷 서버버전을 사용하면 고객님의 자료를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그리고 서버관리자가 매일매일 자료를 백업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업을 하는 것은 자료를 입력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모니 종료시 백업창을 항상 열기] 항목을 체크하면 별도의 메뉴 선택없이 하모니가 종료할 때 항상 백
업창이 실행되어 자료를 백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로컬자료를 사용할 때와 인터넷 자료를 사용할 때 백업파일이 다르게 저장됩니다.
자료파일과 인쇄양식 파일이 아래의 파일명 생성규칙으로 백업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1. 로컬자료
구분

파일명 생성규칙

파일명 예시

자료파일

상호 +자료백업(백업날자).bck

(주)휴텍소프트_자료백업(2016-01-24).bck

인쇄양식파일

인쇄양식백업 +(백업날자).bck

인쇄양식백업(2012-04-29).bck

2. 인터넷자료
구분
자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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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자료백업((백업날자).mdb

파일명 예시
(주)휴텍소프트_자료백업(2012-04-29).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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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양식파일

인쇄양식백업 +(백업날자).bck

인쇄양식백업(2012-04-29).bck

- 참고사항 [도구] - [사용자관리 및 작업권한설정] 메뉴에서 사원레벨을 [ 일반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 로 지정
해주셔야
백업 및 복구작업이 가능합니다.

2.2.1.9.7 자료복구

자료가 손상되었을 때 백업한 자료를 이용해 복구를 합니다.
자료를 복구하기 전에 같은 자료를 공유해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로컬자료를 사용할 때와 인터넷 자료를 사용할 때 백업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가지 형태의
복구창이 열립니다.
1. 로컬자료 복구
[자료관리]-[자료복구]를 실행합니다.

매 백업시 자료파일과 인쇄양식 파일이 아래의 파일명 생성규칙으로 백업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구분

파일명 생성규칙

파일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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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상호 +자료백업(백업날자).bck

(주)휴텍소프트_자료백업(2016-01-24).bck

인쇄양식파일

인쇄양식백업 +(백업날자).bck

인쇄양식백업(2012-04-29).bck

자료파일의 백업파일을 선택 후 복구실행 버튼을 눌러 복구를 실행합니다.
인쇄양식의 백업파일을 선택 후 복구실행 버튼을 눌러 복구를 실행합니다.
복구를 할 때 제일 최근에 백업한 파일을 선택해 복구하면 됩니다.

2. 인터넷자료 복구
매 백업시 자료파일과 인쇄양식 파일이 아래의 파일명 생성규칙으로 백업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구분
자료파일
인쇄양식파일

파일명 생성규칙

파일명 예시

상호 +자료백업((백업날자).mdb

(주)휴텍소프트_자료백업(2012-04-29).mdb

인쇄양식백업 +(백업날자).bck

인쇄양식백업(2012-04-29).bck

자료파일의 백업파일을 선택 후 복구실행 버튼을 눌러 복구를 실행합니다.
인쇄양식의 백업파일을 선택 후 복구실행 버튼을 눌러 복구를 실행합니다.
복구를 할 때 제일 최근에 백업한 파일을 선택해 복구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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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업중인 자료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복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이전 자료로 덮어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2.1.9.8 자료최적화

하모니의 로컬자료는 액세스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액세스 디비(*.mdb)는 압축 및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최적화 작업을 하면 데이타베이스 파일이 최적화 되어 파일의 용량이 작아지고 자료의 처리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종종 최적화 작업을 하면 자료의 손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최적화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사람이 하나의 자료를 공유해 사용할 때는 최적화 작업을 하는 작업자 이외의 다른 컴퓨터의
하모니는 모두 종료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삭제
2.2.1.9.9 거래내역 이월.

영업구매자료의 이월 및 삭제작업을 합니다.

거래자료가 많아지면 자료의 처리속도가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워 집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모니는 특정 기간의 자료를 삭제하고 삭제된 자료의 합계금액을 하나의 전표
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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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거래자료의 양이 줄어들어 관리하기 편하고 자료의 처리속도가 빨라집니다.
삭제할 거래기간을 설정하고 삭제할 거래내역을 선택합니다.
[삭제/
이월 실행] 버튼을 실행하면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이월합니다.
삭제/
이월작업을 실행할 때 컴퓨터의 속도 자료의 양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이 작업은 지정된 기간의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삭제된 거래내역의 금액을 하나의 이월전표로 저장하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자료를 백업받은 후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거래처의 거래내역만 이월 및 삭제하고자 한다면 거래처 목록에서 해당 거래처를 선택하고 실
행합니다.
[거래원장(거래처)] 및 [창고입출고 내역] 화면으로 이동해 보면 지정한 이월기간 내의 거래전표가 삭제
되고 새로운 이월전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순수잔액만 이월하고자 하면 [매입/
매출/
수금/
지급전표 이월시 순수잔액만 이월]을 체크하
고 [삭제/
이월 실행]을 실행합니다.
2.2.1.9.10 외부자료입력

하모니 프로그램을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다른 장부 프로그램이나 일반 컴퓨터 문서로 저장되어 있
는 거래처 및 제품의 자료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2.2.1.9.10.1 거래처

거래처의 목록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외부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면 사전에 아래의 그림에서 지원되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료 파일은 엑셀,디베이스,파라독스,MS엑세스 자료입니다.
[자료관리] 메뉴의 [외부자료 입력]에서 [거래처]와 [제품]등을 선택적으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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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메뉴의 기능은 거래처의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먼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업로드 가능한 항목은 [ 사업자번호,거래처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업태,종목,회사전화,
회사
팩스,핸드폰,이메일,홈페이지,
우편물수취인,우편번호,기본주소,하위주소,비고1, 비고2, 초기적립금,적립금] 입니다.
위 항목 중 사용하실 정보만 아래 그림처럼 작성하셔서 [Excel 97 - 2003 통합문서(.xls)]로 저장하시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져올 외부자료에 대한 [자료(테이블)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실행합니다.

[찾기]버튼을 실행해서 미리 저장해둔 가져올 자료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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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별다른 지정내용이 없다면 그냥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여지는 자료는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의 자료만 보여줍니다.

저장되는 자료의 항목과 가져올 자료의 항목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위쪽에 있는 저장되는 자료의 항목 목록에서 콤보박스의 목록을 통해 연결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위의 그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거래처명 <= A칼럼,대표자 <= B칼럼,회사전화 <= E칼럼의 자료를 연
결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항목끼리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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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연결한 내용으로 자료가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자료는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의 자료만 보여줍니다.
연결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연결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 연결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상태가 올바르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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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모드]를 선택합니다.
입력모드는 우측에 설명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실행] 버튼을 실행하면 연결된 정보로 외부자료를 프로그램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기초자료]-[거래처] 메뉴를 실행해 [거래처원장]을 열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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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0.2 거래처구분

거래처구분(업체구분)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자료관리] 메뉴의 [외부자료 입력]에서 [거래처구분]을 실행합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한 것은 [거래처]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작업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 고객센터 0505-855-7788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
후 1시)
2.2.1.9.10.3 영업사원

영업사원의 목록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자료관리] 메뉴의 [외부자료 입력]에서 [영업사원]을 실행합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한 것은 [거래처]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작업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 고객센터 0505-855-7788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
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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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0.4 지역구분

지역구분의 목록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자료관리] 메뉴의 [외부자료 입력]에서 [지역구분]을 실행합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한 것은 [거래처]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작업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 고객센터 0505-855-7788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
후 1시)
2.2.1.9.10.5 품목

품목의 목록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외부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면 사전에 아래의 그림에서 지원되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료 피일이 엑셀,디베이스,파라독스,MS엑세스 자료입니다.
[자료관리] 메뉴의 [외부자료 입력]에서 [거래처]와 [제품]등을 선택적으로 실행합니다.

[품목]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메뉴의 기능은 품목의 자로를 가져오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먼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업로드 가능한 항목은 [ 제품명,품목코드,바코드,규격,색상,단위,기초재고,입고가격,도매가
격,소비자가격,특별단가1,
특별단가2, 특별단가3, 제품위치,제품분류코드,구입처코드,박스당낱개] 입니다.
? 참고사항: 제품분류코드,구입처코드를 입력하실 때는 품목구분,제조사를 먼저 업로드한 후에 코드
를 생성해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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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하모니 고객센터 T.0505-855-7788)
위 항목 중 사용하실 정보만 아래 그림처럼 작성하셔서 [Excel 97 - 2003 통합문서(.xls)]로 저장하시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져올 외부자료에 대한 [자료(테이블)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실행합니다.

[찾기]버튼을 실행해서 미리 저장해둔 가져올 자료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가져올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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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지정내용이 없다면 그냥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여지는 자료는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의 자료만 보여줍니다.

저장되는 자료의 항목과 가져올 자료의 항목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위쪽에 있는 저장되는 자료의 항목 목록에서 콤보박스의 목록을 통해 연결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위의 그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제품명 <= A칼럼,규격 <= C칼럼,단위 <= E칼럼의 자료를 연결합니다
.
이렇게 연결된 항목끼리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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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연결한 내용으로 자료가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자료는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의 자료만 보여줍니다.
연결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연결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 연결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상태가 올바르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296

[입력모드]를 선택합니다.
입력모드는 우측에 설명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실행] 버튼을 실행하면 연결된 정보로 외부자료를 프로그램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재고관리]-[품목관리] 메뉴를 실행해 [품목관리]을 열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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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0.6 품목구분

품목구분의 목록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먼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품목구분코드를 임의로 생성하고,품목구분 목록을 작성합니다.
품목구분 목록을 작성할 때는 해당하는 항목의 제목이 입력되면 업로드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네모칸 안에 있는 업로드할 목록의 데이터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Excel 97 - 2003 통합문서(.xls)]로 저장하시면 업로드 파일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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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메뉴의 [외부자료 입력]에서 [품목구분]을 실행합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한 것은 [품목]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작업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 고객센터 0505-855-7788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
후 1시)

2.2.1.9.10.7 제조사

제조사의 목록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먼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업로드 가능한 항목은 [ 제조회사분류코드,제조회사명,우편번호,기본주소,하위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입니다.
위 항목 중 사용하실 정보만 아래 그림처럼 작성하셔서 [Excel 97 - 2003 통합문서(.xls)]로 저장하시면
업로드 파일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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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메뉴의 [외부자료 입력]에서 [제조사]를 실행합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한 것은 [품목]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작업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 고객센터 0505-855-7788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
후 1시)
2.2.1.9.11 자료초기화

등록된 품목 및 창고의 재고수량을 (0)으로 초기화 하는 기능입니다.
2.2.1.9.11.1 창고자료

등록된 창고의 재고수량을 (0)으로 초기화 하는 기능입니다.
이 작업은 모든 창고의 재고수량을 (0)으로 초기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백업받아 놓은 후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자(admin) 아이디로 로그인 했을 때만 작업이 기능합니다.
2.2.1.9.11.2 재고수량

등록된 품목의 재고수량을 (0)으로 초기화 하는 기능입니다.
이 작업은 모든 품목의 재고수량을 (0)으로 초기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백업받아 놓은 후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자(admin) 아이디로 로그인 했을 때만 작업이 기능합니다.
2.2.1.9.12 자료삭제

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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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새롭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장부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자료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일부라 함은 거래처,품목,회계관리등의 테이블 단위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래처와 품목의 목록은 남기고 거래내역은 삭제하는 거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는 자료를 체크합니다.
[전체선택]과 [선택안함]을 이용해 선택과 취소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삭제]를 실행하면 선택된 항목의 자료는 깨끗하게 삭제됩니다.

-주의사항이 작업은 자료의 테이블을 완전히 삭제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백업받아 놓은 후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2.2.1.9.13 자료정보

자료의 용량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로컬DB] 자료용량 확인 및 자료 연결경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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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DB] 자료용량 확인 및 클라우드DB 종료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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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용량 : 고객님께서 할당 받으신 인터넷서버의 전체용량 입니다.
DB사용량 : DB용량 중 사용한 용량 입니다.
DB사용량이 DB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셔서 용량증설을 하셔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공간이 없기때문에 자료가 저장이 안되는 에러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2.2.1.10 도 구
프로그램의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2.2.1.10.1 일정관리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업무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정관리는 거래처와의 약속이나 해야할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일정을 기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입니다.
[도구] 메뉴의 [일정관리]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일정관리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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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부서 및 회사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일정을 관리합니다.
랜 또는 인터넷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사용자별로 다른 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튼을 실행해서 개인일정/
공유일정을 변경해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화면을 사용자 업무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일일정/
주간일정/
주간행사/
월간일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자 및 해당시간에 마우스 화살표를 위치한 다음에 더블클릭하면 일정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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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하고 구분을 선택한 후 일정내용을 입력합니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일정이라면 시작과 종료일자를 입력합니다.
하루 전체일정이 아닌 시간대별 일정이라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매년 반복되는 일정일 경우엔 [반복일정]을 클릭해 반복일정 설정창을 열어 옵션을 설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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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일정을 지정하면 지정된 옵션에 따라 매주/
매월/
매년 같은 일정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많은 일정을 입력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의 검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정검색은 매우 강력합니다.
일정의 일부 글자로 모든 일정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제목/
분류/
내용 중에서 차고자 하는 문맥을 입력하고 [검색]을 실행하면 우축 하단에 해당
문맥이 포함된 일정을 모두 검색해서 보여 줍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일정을 더블클릭하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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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보이는 일정관리 화면을 인쇄합니다.
.
2.2.1.10.2 발신자정보관리

전화를 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기계적으로 알아내어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거래처 및 고객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발신자 정보관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일반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고객을 검색
- 입력된 전화번호이면 거래처명과 대표자를 표시
- 걸려온 정보가 [수신내역 리스트]에 자동으로 저장
- [찾기] 버튼으로 걸려온 전화로 거래처 정보 상세화면으로 이동
- 마우스 클릭만으로 빠르고?편리하게 전화걸기를 겁니다.
(PC폰,로그폰)
- 수화기를 든채로 걸 수 있고,내린채로 걸 수도 있음(PC폰,로그폰)
- 수신내역 리스트를 엑셀파일로 별도 저장기능
- 여러대의 컴퓨터 중 하나의 컴퓨터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공유가능
발신자 정보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하모니에서 제공하는 발신자 정보 단말기를 구매해 설치를 해야 합니
다.
하모니에서 제공되는 발신자 정보 단말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모니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정보를 살펴보시고 사용자의 업무에 맞는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하면 됩니다
.
컴퓨터에 발신자 정보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전화국에 발신자 정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기에서 다이얼 100번을 누르고 상담원에게 발신자 정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도구]메뉴의 [발신자 정보관리]를 실행한 다음 [환경설정]페이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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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정보관리 사용]에 체크를 하고 [단말기 기종선택]에서 해당 단말기를 선택합니다.
단말기 기종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컴퓨터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PC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음]에 체크합니다.
다른 컴퓨터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컴퓨터이면 [타 PC의 단말기 사용]에 체크하고 단말기가 설치
되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말기가 설치된 PC에서 [I.P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가 설치된 컴퓨터의 IP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적용/
연결]버튼을 클릭하면 발신자 정보 관리가 시작됩니다.
외부로 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의 그림처럼 걸려온 전화번호와 수신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정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일치되는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명과 대표자를 표
시해 줍니다.
일치하는 거래처가 있을 때 [거래처찾기]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원장 또는 거래원장에서 거래처를 찾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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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온 전화목록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걸려온 전화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문자.
팩스.
메일전송
2.2.1.10.3 디엠.

문자메세지 전송은 KT의 크로샷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빠릅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고객자료를 읽어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다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간이주소록을 이용하면 엑셀에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해 곧바로 붙여넣기를 해서 문자메
세지를 보낼 수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간이주소록의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자료는 거래처목록과 간이주소록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거래처관리에서 입력된 자료를 이용해 전송목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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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래의 그림과 같은 복합검색 조건 입력창을 제공합니다.

자료검색창에서 검색기준을 선택하고 조건(연산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조건값을 입력합니다.
그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검색기준(필드)로 "
직장주소"
를,연산자로 "
포함하는것"
을,검색조건값으로
"강남구"
를 입력했습니다.
그림에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검색조건을 주었지만 최대 10개 까지 검색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을 지정할 때 검색조건과 검색조건 사이에 관계연산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검색조건을 주어 입력할 수 있도록 관계연산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 버튼의 오른쪽에 있는 [검색취소]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을 해제하고 전체 자료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그림은 메세지전송 창에서 사용되는 간이 주소록 화면입니다.
간이 주소록에서도 분류별,또는 개별선택으로 선택해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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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이용해 인쇄 및 메세지 전송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검색된 자료를 이용해 인쇄물을 출력하거나 문자메세지와 문서를 팩스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인쇄형태]에서 인쇄형태를 선택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실행하면 선택된 인쇄형태로 인쇄를 합니다.
[양식수정]을 실행하면 인쇄양식을 수정합니다.
[메일전송] 버튼을 실행하면 검색된 자료의 메일주소를 이용해 메일을 여러거래처에 한번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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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전송의 메세지를 직접 작성이 가능하며 워드프로세서와 비슷한 문서 작성기가 내장되어 있어 필요에
맞게 내용을 편집해서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일첨부] 버튼을 실행해 외부에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머지항목추가]를 이용해 검색된 자료의 항목을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머지는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작성된 문서에 동적으로 연결해 메일을 보내는 기능입니다.
머지 기능을 이용해 인사말 앞에 거래처명 또는 대표자 이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처에 발송되는 메일의 내용에 거래처명이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부터는 메세지 전송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메세지 메뉴
과 같은 문자메세지 전송창이 나타납니다.

에서 "
문자메세지"
를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

아래의 그림은 문자메세지 발송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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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모든 것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송에 사용될 목록은 앞에 언급해 드린것 같이 전송할 자료의 선택입니다.
여기에서 거래처목록과 간이주소록 중에 택일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간이 주소록을 선택하면 "
간이주소록 선택/
편집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간이주소록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주소록 창이 나옵니다.
이름 항목과 핸드폰 항목을 지정합니다.이 두 콤보박스는 간이주소록을 사용할 때는 기본값으로 지정되
고 비활성화 됩니다.
메세지를 한두명에게 보낼때는 "
직접 번호를 입력.
전송"
을 체크하고 우축에 핸드폰 번호를 직접 입력해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 이상의 폰번호를 입력할때는 ; 으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회신받을 전화번호를 회신번호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송할 문자메세지를 입력합니다.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 [ I ] 버튼을 클릭해 메세지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 ] 버튼을 클릭해 현재 입력한 메세지를 메세지 모음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메세지의 예약전송을 원하면 예약일시를 지정합니다.
예약전송을 지정하고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 예약시간에 맞춰 전송을 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예약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시간만 지정해 컴퓨터에서는 바로 전송하
면 됩니다.
수신자 목록수는 주소록에서 선택된 수신자의 목록수 입니다.
[이전 전송작업 중단/
초기화] 버튼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전 전송 작업의 실패에 대한 중단 및 초기
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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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송이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실행해 주고 보내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보내기]를 살행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창이 나와 전송을 시작합니다.

메세지의 전송은 별도의 실행모듈이 처리하기 때문에 전송을 하는 중에도 다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
다.
전송이 다 끝나면 전송결과 메세지를 보여줍니다.
문자메세지 외에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팩스전송 화면입니다.

전송이 가능한 문서 포맷은 HWP, DOC, XLS, PPT, TXT, HTML, JPEG, GIF, BMP, GUL입니다.
파일추가를 실행해 파일을 선택합니다.
한번에 보낼 수 있는 파일의 갯수는 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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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전송결과
2.2.1.10.4 문자.

메세지의 전송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문자/
팩스 전송결과] 를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전송결과에 대한 보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문자 및 팩스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전송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송결과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전송목록을 선택한 후 더블클릭하면 전송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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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서 메세지 전송에 대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2.2.1.10.5 환경설정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전에 중요한 기능에 대한 옵션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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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한 및 해제를 할 수도 있고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설정이 모두 끝나면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내용을 저장합니다.
설정
2.2.1.10.6 인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인쇄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2.2.1.10.6.1 미리보기

인쇄를 하기전에 인쇄할 내용이 올바른지 미리보기 창을 열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의 모든 인쇄물은 인쇄전에 미리보기창을 통해 미리보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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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사용자가 인쇄하기 전에 일부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의 상단에 있는 [페이지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화면에 대한 편집창이 열립니다.

© 2016 ALLNTOP

323

하모니 사용설명서

이창은 인쇄양식을 수정하는 창이 아닌 미리보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창입니다.
인쇄될 실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내용을 마우스로 직접 선택해 이동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내용을 편집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항목을 수정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화면의 해당 항목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버튼을 이용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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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박스[A]를 추가해 간단한 메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편집창이 열립니다.

적용 버튼을 실행하면 입력된 내용이 추가됩니다.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상단에 있는 도구버튼을 이용해 테두리를 지정하고 배경을 색상으로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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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에 대한 수정을 한 다음 창을 닫으면 아래의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세지는 인쇄양식이 아닌 미리보기에 대한 변경을 적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이 미리보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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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리보기에 대해 인쇄하기 직전에 내용을 수정해 인쇄가 가능합니다.
미리보기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인쇄양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은 인쇄가 가능하고 메일전송 및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
KT의 UMS서비스인 크로샷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팩스를 전송합니다.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로샷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암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쇄물 미리보기 화면에서 상단에 위치한 [팩스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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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창이 나타났습니다.
[수신자]와 [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
견적서에 상호와 팩스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제 [팩스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크로샷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크로샷 아이디]와 [크로샷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크로샷 아이디]와 [크로샷 비밀번호]가 없으면
[신규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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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가입] 화면이 나타나면 2개의 [등록] 버튼이 나타날 것입니다.
위쪽의 [신규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크로샷 아이디를 갖고 있더라도 하모니를 통해 새로 가입을 해야 하모니 프로그램에서 팩스전송
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크로샷서비스 이용약관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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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을 확인한 후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안내에 따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크로샷에 가입됩
니다.
가입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하모니에서 문자메세지,팩스전송시 입력하는 [크로샷 아이디]와
[크로샷 비밀번호]로 사용합니다.
[크로샷]에 가입하면 문자메세지,팩스전송,음성전송 서비스를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팩스전송 화면으로 돌아와 가입시 입력한 [크로샷 아이디]와 [크로샷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버튼을 클릭하면 팩스가 전송됩니다.
이때 컴퓨터에 금융사이트나 전자결제 페이가 열려있으면 로그인이 안돼 전송이 실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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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는 금융사이트나 전자결제 사이트를 모두 닫은 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팩스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전송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송결과]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송결과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전송목록을 선택한 후 더블클릭하면 전송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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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대로 하모니에서는 모든 인쇄물의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물을 팩스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메일전송] 버튼을 실행하면 메일전송도 가능합니다.

하모니는 메일전송을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메일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메일을 전송합니다.
윈도우XP에서는 [아웃룩익스프레스], 윈도우7 에서는 [윈도우메일]이라는 이름의 메일전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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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메일프로그램에 대해서는 [MS 아웃룩익스프레스 설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하모니는 윈도우즈 메일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메일전송이 가능합니다.
2.2.1.10.6.2 인쇄양식편집기

하모니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인쇄양식을 사용자의 업무에 맞게 편집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에는 컴퓨터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을 프로그램에 추가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사가 향후 인쇄양식에 대한 AS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인쇄양식 편집요구를 들어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직접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인쇄메뉴와 함께 있는 [양식수정] 메뉴를 실행하면 해당 인쇄양식을 편집하는 창이 나타납니
다.

2.2.1.10.6.3 인쇄양식 폴더설정

인쇄양식이 위치하는 폴더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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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양식을 변경해 사용할 때 여러 사용자가 변경된 인쇄양식을 함께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단독 사용자도 인쇄양식을 수정해 사용할 때 별도의 폴더에 저장해 두고 사용할 수 있어 프로그램
을 업그레이드 할 때 발생하는 덮어쓰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폴더에 인쇄양식을 저장해 두고 이 폴더를 프로그램에 지정해 주는 기능
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의 하위폴더인 [Report]폴더에 인쇄양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해 인쇄양식이 들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실행하면 연결됩니다.

2.2.1.10.6.4 프린터설정

하모니 프로그램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지정하고 프린터의 속성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출력하는 프린터와 용지크기,용지공급,용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1.10.6.5 메일전송 프로그램 설정방법

하모니에서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메일전송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아웃룩
2007(Microsoft Outlook 2007)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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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Microsoft Outlook)은 Microsoft Office 패키지를 설치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
다.
프로그램 버전은 2007버전 이상이면 호환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 후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Microsoft Office] - [Microsoft Outlook] 실행하면 마
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 실행됩니다.
하모니에서 메일을 전송할 때 아웃룩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메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M ic r os oft Ou tlook 설정
메일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실행하면 시작 마법사 창이 나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구] - [계정설정]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

© 2016 ALLNTOP

335

하모니 사용설명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예]를 선택 후 [다음]을 실행합니다.

M ic r os oft Ex c h a n ge , P OP 3, IM AP 또는 HT T P (M )를 선택하고,[다음]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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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서버 설정 또는 추가 서버 유형 구성(M)]항목을 선택 후 [다음]을 실행합니다.

[인터넷 전자 메일] 선택 후 [다음]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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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이름] 메일 보내는 사람으로 표시될 항목입니다.
[전자 메일 주소] 사용하는 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예제에서는 naver.com의 메일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서버 정보는 사용하는 메일계정으로 로그인 후 메일계정의 환경설정을 보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설정에 나타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로그온 정보는 사용하는 메일계정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하는 메일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암호] 사용자 이름에 입력한 메일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온정보 까지 입력한 후 [기타설정]을 실행하여 메일계정(예제는 네이버메일)에 환경설정에 나와 있
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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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메일 서버(SMTP) 인증 필요 체크 후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받는 메일 서버(POP3)와 보내는 메일 서버(SM TP) 암호화 연결 보안코드 입력 후 [확인]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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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의 설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 대한 설정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서 테스트로 메일을 작성해서 정상적으로 메일이 전송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
랍니다.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면 하모니에서도 메일이 전송됩니다.
하모니의 모든 인쇄의 미리보기 화면에서 [메일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메일을 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서 제공하는 메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도움말을
참조하시거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하모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통해 메일을 보내려면 아웃룩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2.1.10.7 시스템프로그램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일부 시스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2.1.10.7.1 계산기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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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2 문서작성기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문서작성기를 실행합니다.

간단한 텍스트 위주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2.2.1.10.7.3 탐색기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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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또는 폴더를 이동,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2.2.1.10.7.4 특수문자표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특수분자표를 실행합니다.

이 문자표를 실행해 특수문자를 하모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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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자를 선택해 복사한 다음 품목명이나 규격란에 입력커서를 위치시킨 후 붙여넣기(Ctrl + V)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2.2.1.10.8 날짜변경

컴퓨터의 날짜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은 전표 또는 견적서 등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날짜를 가지고 거래일을 입력
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날짜를 올바르게 맞춰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2.1.10.9 날짜형식

컴퓨터 날짜의 표시형식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의 날짜를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하모니는 날짜를 YYYY-MM-DD 형태의 포맷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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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날짜를 2012-12-31 로 표현합니다.
하모니의 날짜포맷은 윈도우 시스템에 정해진 날짜 포맷의 영향을 받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설정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2.2.1.10.10 암호관리

사용자로그인 계정 암호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이 메뉴에서 암호를 변경하면 우리장부 로그인 시 사용자계정 암호가 변경이 됩니다.
2.2.1.10.11 사용자관리 및 작업권한설정

사원관리 창에서 [권한설정] 탭을 선택하면 사원에 대한 프로그램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목록이 나타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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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는 초기설정으로 admin 아이디를 최고관리리자 아이디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dmin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이 작업창을 열수 있습니다.
즉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원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원레벨]이 최고관리자인 사원은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원을 등록한 권한설정 탭을 연다음 아이디와 암호가 비어 있다면 입력합니다.
해당 사원의 권한을 설정합니다.
사원레벨을 설정한 후 아랫쪽에 있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 [접근권한]과 [작업권한]을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 설정된 자료를 저장합니다.
-참고사항하모니에서 부여된 최고관리자 아이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설정,자료복구,사원에 대한 권한설정 등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구매 전표의 마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이 아닌 다른 아이디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최고관리자가 마감한 전표는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한 관리자가 마감을 풀어야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원을 삭제하려면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다른 사원이 1명
이상이 있을 때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원을 최소한 1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아이디의 암호를 변경했을 때는 암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호를 잃어버리면 사원의 권한을 설정하는 작업창을 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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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최고관리자) 이외의 사원들이 백업 및 복구작업이 가능하게 권한을 부여 하시려면 사원레벨을
[일반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로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2.2.1.10.12 자리비우기

사용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프로그램을 잠그는 기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암호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됩니다.

2.2.1.11 창
프로그램의 각종 작업창을 관리합니다.
2.2.1.11.1 사이드메뉴

사이드 메뉴는 프로그램 상단메뉴를 하위메뉴 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용하시다가 사이드메뉴 창을 닫으셔도 메뉴를 선택하여 업무를 보셨던 마지막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업무에 맞게 창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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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작업창정보 초기화

하모니 프로그램 작업창의 정보를 기본값으로 초기화 하는 기능입니다.

- 참고사항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실 경우 프로그램 작업창이 모니터 화면상의 좌표를 잃어버려
하모니 화면이 사라지는 경우에 작업창 정보를 초기화를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2.2.1.11.3 바탕화면 설정

하모니 프로그램의 바탕화면을 관리합니다.
프로그램의 바탕화면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과 멋있는 그림 그리고 회사로고등의 이미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아래와 같은 배경화면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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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그림지정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 그림 선택창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림을 선택한 후 [열기]를 실행하면 바탕화면에 사용될 그림이 지정됩니다.
가운데정열,바닥전체에 채우기 또는 그림 늘려 맞추기 등을 선택 후 적용을 실행합니다.
색상지정 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색상 팔레트가 나와 색을 선택 후 적용을 하면 바탕화면의 색이 반
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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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스킨

프로그램 메인화면의 창의 모양을 그래픽컬하게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스킨이 준비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2.2.1.12 도 우 미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2.2.1.12.1 도움말

하모니의 온라인 도움말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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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도움말은 온라인의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졌습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도움말을 접할 수 있습니다.
2.2.1.12.2 원격지원

원격으로 고객님의 컴퓨터와 상담원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상담원이 고객님의 컴퓨터를 실시간
으로 확인하면서 상담을 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350

고객님의 컴퓨터를 상담원이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궁굼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지원실로 연락을 주셔서 원격지
원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2.1.12.3 회원정보

하모니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해 등록한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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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버전일 경우에는 사용만기일 정보가 표시됩니다.
회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내용을 수정한 다음 [변경내용 저장]을 실행하면 회원정보가 변경되어
저장됩니다.
2.2.1.12.4 요금결제

하모니 프로그램에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요금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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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연장신청] 클릭하시면 기간연장 결제 신청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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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수와 사용기간을 지정하시면 결제금액이 산출됩니다.
하단의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결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 무통장입금시 Fax)070-8611-6888 로 이메일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세금계산서를 전자 발행해 드립니다.
- 무통장 입금 확인은 고객센터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는 '
마이페이지'
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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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DB 서비스는 고객님의 자료를 인터넷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기존에 클라우드DB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고객님께서는 [신규신청] 이나 [연장신청]을 해주실 경우 자동으로 체
크가 됩니다.
클라우드DB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클라우드DB는 12개월 년결제 이기때문에 프로그램 사용기간을 12개월
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클라우드DB 신청] 하모니의 자료를 인터넷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결제서비스 창입니
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무실,창고,공장,집,해외에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수 추가] 선납한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용자를 추가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결제서비스 창입니
다.
남아있는 개월수는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용자 수만 입력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개월이 1개월 이상일 때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모품 신청] 하모니 프로그램 사용시 필요한 각종 양식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와 바코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결제서비스 창입니다.입금 확인 후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2.2.1.13 업 그 레 이 드
본 프로그램은 고객님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업그레이드 서버에 접속해 업그레이드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업그레
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 버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프로그램의 기능향상과 문제점의 수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개발사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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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최신 버전의 설치 파일을 실행해 업그레이
드 합니다.
2.2.1.14 유 지 보 수
하모니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하모니가 사용하는 인증정보를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하모니가 사용하는 자료를 백업 받아야 합니다.
1. 아이디와 암호
하모니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컴퓨터를 변경하거나 포맷하기전에 하모니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할 때 등록했던 아이디와 암호를 작업을
하기전에 메모를 해 두어야 합니다.

수리한 컴퓨터 또는 새로운 컴퓨터에서 하모니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받아 프
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하모니를 새로 설치한 다음에 메모해 두었던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인증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렸을 때는 고객지원실로 문의하시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백업
자료를 백업받으려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모니의 자료가 저장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모니의 자료관리 메뉴의 [회사선택]을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C:\AtopPro\Data 에 저장됩니다.
백업자료는 하모니가 설치된 하위 Backup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쇄양식 파일은 하모니가 설치된 하위 Rpt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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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자료
위의 자료연결 그림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해 사용하는 예입니다.
위의 자료연결창에 나타난 자료위치와 자료 파일이 현재 하모니가 사용하는 자료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자료를 백업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날짜별로 백업해둔 자료는 CD, 하드디스크등을 이용해 모두 다른 곳으로 저장해야 합
니다.
백업자료는 기본적으로 하모니가 설치된 폴더의 Backup폴더에 저장됩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폴더의 위치를 변경해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
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컴퓨터에 하모니를 설치한 다음 백업해 둔 자료를 새로 설치된 하모니의 폴더에 복사합니다.
백업해 두었던 하모니의 자료를 C:\AtopPro\Data 폴더에 덮어쓰기 모드로 모두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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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해 두었던 하모니의 인쇄양식을 C:\AtopPro\Report 폴더에 덮어쓰기 모드로 모두 복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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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파일을 이용해 자료를 복구해 사용해도 됩니다.
날짜별로 백업해둔 백업파일 중 가장 최근의 백업파일을 이용해 자료를 복구하면 모든 자료가 복구됩
니다.
이때 여러 자회사 및 기장회사의 백업자료가 다르다면 각각의 자회사와 기장회사에 대한 백업자료를
모두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인쇄양식도 인쇄양식 백업파일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복구하면 됩니다.

¦

인터넷자료
하모니 인터넷자료는 인터넷 서버에 자료가 저장됩니다.
인터넷자료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프로그램만 존재하고 자료는 인터넷 서버에 존재
합니다.
인터넷자료는 IDC 센터에 있는 서버에 있어 매우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인터넷 버전의 경우 원본 자료가 인터넷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별도의 자료백
업 작업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날짜별로 백업된 자료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존재하기 때문에 날짜별 백업파일에 대해서는 별
도의 백업을 해야 합니다.
날짜별 백업자료는 하모니가 설치된 하위 Backup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쇄양식도 사용자의 컴퓨터에 존재합니다.
[데이타베이스 연결] 화면에 있는 하모니 인터넷 버전의 자료 연결정보(서버IP, 데이타베이스,아이
디,암호,회사명,회사ID)를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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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컴퓨터 또는 새로운 컴퓨터에서 하모니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하모니 설치파일
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데이타베이스 연결] 화면에서 메모해 둔 자료연결 정보를 입력하고 확
인을 클릭하면 서버의 자료가 연결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자료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터넷 버전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컴퓨터가 아닌 서버에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의 백업에 대한
작업이 필요없고 컴퓨터의 손상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도 자료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2.2.1.15 참 고 사 항
준비중입니다.

2.2.2

모바일 사용방법
하모니 모바일의 사용방법을 안내합니다.
각 목차 또는 책모양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하위 목차가 펼쳐집니다.
펼쳐진 목차의 책모양을 클릭하면 목차가 접힙니다.
이 방법으로 목차를 펼치고 접어서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2.1

이용안내
하모니 모바일의 특징과 모바일의 기본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2.2.2.1.1 특징

하모니 모바일의 주요 특징입니다.
1.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 기기(안드로이드,IOS)에서 하모니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영업현장에서 전표입력 조회가 가능해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보고서 출력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전자발행 기능을 이용해 모바일 기기에서 세금계산서 전자발행이 가능합니다.
5. 모바일 기기에서 견적/
수주/
발주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6.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수주서/
발주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7. 영업활동의 현장에서 거래단가 미수/
미지급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클라우드DB를 통해 자료가 처리되어 사내/
사외업무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9.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 모바일의 주요기능을 통해 영업활동,관리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2.2.2.1.2 공통기능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로그인 정보 및 고객센터 연락하기 사원아이디,작업권한,사원구분(관리/
영업)이 메인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선택 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이메일 선택 시에도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이메일 앱에 메일 계정이 설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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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행 *전자발행전 [이용안내 > 공인인증서

372

]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전송] 버튼 선택시 발행된 문서를 모아택스로 전송하며 공인인증서 등록없이 가능합니다.
[전송내역] 버튼 선택시 발행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홈택스로 전자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되며,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사정보] 버튼 선택시 자사정보를 확인합니다.

- 퀵 메뉴 퀵 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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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선택하기 택합니다.

- 품목 선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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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품목 선택하기 품목 선택 창을 통하지 않고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합니다.
품목관리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매입,매출전표,견적서,수주서,발주서 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의 품목 입력 방식으로 입력된 품목은 재고관리기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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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박스을 선택하면 입력창이 나오고 입력 후 [예]를 선택하면 입력됩니다.
단가,수량등 숫자를 입력할 경우와 품목명등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마감 하기 영업/
구매전표(매입,매출,수금,지급,이월), 견적/
수주/
발주서에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감된 자료는 수정,
삭제를 할 수 없어,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마감을 할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마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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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하기 검색 조건들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검색합니다.
[전체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검색 조건이 초기화되어 검색전의 목록이 나옵니다.
날짜 선택은 우측 달력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한 검색 예)

복잡한 검색 예)

날짜 선택 예)

- 그룹(+)(-) (+) 하위 컨텐츠가 있지만 숨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선택시 (-)로 변경되어 하위 컨텐츠를 표시합니
다.
(-) 하위 컨텐츠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선택시 (+)로 변경되어 하위 컨텐츠가 숨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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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하기 보고서 및 전표,
견적,
수주,
발주서는 모두 PDF로 모바일 기기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PDF파일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할 대상 프린터가 모바일 기기를 지원해야 하며,모바일 기기
에 프린터 제조회사의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프린터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 Officejet Pro 8600 Plus로 인쇄하는 예)
1. 구글 Play Store 또는 애플 App Store에서 '
HP ePrint'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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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 ePrint' 실행시 첫 화면으로 건너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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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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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유형별에서 PDF을 선택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370

5. result.pdf 를 선택합니다.
*하모니 모바일의 전표,
견적/
수주/
발주서 및 보고서의 출력은 모두 result.pdf 파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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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P Officejet Pro 8600 Plus 모델은 모바일 인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설정 없이 동일 WI FI로만 연
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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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HP프린터의 예를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는 프린터의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용 앱을 설치하
고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프린터 제조회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2.2.1.3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모아택스 서버에 저장하기]
*하모니 모바일에서 전자발행을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며,모바일 기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필요가 없
습니다.
기기 분실에 따른 위험성에서도 안전하며,한분이 여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여러 사원들이 각각
의 모바일 기기로 전자발행을 해야하는 경우 더욱 유용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모아택스 서버에 저장을 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하모니 모바일 버전을 이용해 전자발행을
할 때 별도의 공인인증서의 처리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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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 택 스 로 그 인 -환 경 설 정 -연 동 설 정 을 선 택 합 니 다 .

공인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개인키 파일을 각각 찾아보기로 선택합니다.
공 개 키 ,개 인 키 업 로 드 방 법 (경 로 찾 는 방 법 )
공인인증서 선택창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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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보기 선택한 후 자세히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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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복사하여 탐색기의 위치창에 붙여넣기하면 공개키와 개인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cn=회사명이 표시되는데 이 회사명은 공인인증서 상 회사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2.2.1.4 참고사항

하모니 모바일 이용시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 작업권한 및 접근권한 PC버전의 사원관리에서 지정한 작업권한과 접근권한이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원구분과 사원레벨이 공란이면 구분은 영업사원 레벨은 일반사용자로 적용됩니다.
*PC 사용방법 > 기초자료 > 사원관리 참고 바랍니다.
- 뒤로가기 이동시 상단 우측의 [뒤로가기]버튼을 이용해 권장합니다.
(가급적 BACK KEY 이용을 하지 마십시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해당됩니다.
- 제약 사항 안전한 자료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중요 메뉴에 대해 하모니 모바일에서는 제한적으로 삭제가 되오니
, PC버전을 이용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삭제 : 거래내역이 없는 거래처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품목 삭제 : 전표 작성에 사용되지 않은 품목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2.2.2.2

기초자료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참고하거나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사정보,거래처,은행계좌,카드등을 관리합니다.

2.2.2.2.1 자사정보 관리

자사정보는 PC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개의 상호를 입력해서 선택적으로 자사를 사용하고자 하면 [상호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자사정보
목록]창을 열고 여러개의 자사정보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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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거래처

경영정보관리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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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매입과 매출을 하고 이를 통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대표자 사업장주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거래처의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2.2.2.2.1 업체구분관리

업체구분 관리는 PC버전의 업체구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래처의 구분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2.2.2.2.2 지역구분관리

지역구분 관리는 PC버전의 지역구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래처의 지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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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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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3 거래처 관리

거래처 관리는 PC버전의 거래처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래처를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업체구분,지역관리구분은 [거래처-업체구분관리,지역구분관리]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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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정보 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거래처에 웹수발주 로그인 정보를 표시하는 창이 나옵니다.

2.2.2.2.2.4 현장관리

현장 관리는 PC버전의 거래처별 현장관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장을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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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 품목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품목을 관리합니다.
품목의 종류가 많으면 품목구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품목 구분의 체계적인 관리는 품목의 품목 구분별 관리가 용이하고 재고관리가 편리해집니다.
하모니 모바일은 품목 구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2.2.2.3.1 품목구분관리

품목구분 관리는 PC버전의 품목구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품목의 구분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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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2 품목단위관리

업체단위 관리는 PC버전의 제품단위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품목의 단위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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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3 제조회사관리

제조회사 관리는 PC버전의 제조회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품목의 제조회사를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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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4 품목관리

품목 관리는 PC버전의 품목관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품목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 2016 ALLNTOP

386

387

하모니 사용설명서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품목구분,품목단위,제조회사는 [품목-품목구분관리,품목단위관리,제조회사관리]에서 등록하고 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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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2.2.2.4 통장/

기업 및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예금,카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자금의 현황을 통해 자금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자금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관리를 할 수 있습
니다.

2.2.2.2.4.1 통장관리

통장 관리는 PC버전의 통장목록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통장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예금에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입출금이 일어난 계좌를 연결합니다.
통장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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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
2.2.2.2.4.2 자사,

자사,
법인카드 관리는 PC버전의 자사,
법인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의 카드는 자사(법인)카드를 등록합니다.
거래처가 우리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카드거래가 발생했을 때 카드를 연결합니다.
자사,
법인카드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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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3 카드사 관리

카드사 관리는 PC버전의 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드거래내역-수입거래(매출거래)에서 필요한 카드사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카드사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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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5 처리현황

견적,
수주,
발주에 대한 처리현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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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5.1 견적서 처리현황

견적서 처리현황은 PC버전의 견적서 처리상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처리현황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2.2.2.5.2 수주서 처리현황

수주서 처리현황은 PC버전의 수주서 처리상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처리현황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2.2.2.5.3 발주서 처리현황

발주서 처리현황은 PC버전의 발주서 처리상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처리현황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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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2.2.2.6 창고관리

창고 관리는 PC버전의 창고관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창고를 여러 개 사용하여 재고를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환경설정에서 옵션 설정 가능]
창고의 보기,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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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매
영업과 구매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엽업과 구매활동에 관련된 매입,매출,지급,수금,이월전표 작업을 하고 이에 따른 거래처별 미수금과 미
지급금을 관리합니다.
영업구매 관리는 재고관리와 연동되어 있어 매입과 매출전표를 통해 재고수량이 관리됩니다.
거래를 통해 필요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영업구매 활동을 통해 발생된 자료는 다양한 보고서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구매 전표의 매입/
매출전표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내역을 토대로 세무업무
의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2.2.3.1 전표입력

전표입력 PC버전의 전표입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출전표,
매입전표,
수금전표,
지급전표,
이월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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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 작성 후 거래원장에 해당 거래처가 선택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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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1.1 매출전표

매출 전표는 PC버전의 매출 전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출 전표를 작성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 2016 ALLNTOP

398

399

하모니 사용설명서

[저장 후 품목입력] 버튼 선택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매출 정보,입금 정보,적립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금 정보는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현금입금],[은행입금],[어음기록],[카드입금] 각각의 버튼을 선택
하여 입력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시 PC버전에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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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버튼 선택시 저장합니다.
[내역보기] 버튼 선택시 품목을 보여줍니다.
[거래명세서 출력]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과 동일 기능으로 PDF를 생성합니
다.
[세금계산서 출력]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과 동일 기능으로 PDF를 생성합니
다.
[거래명세서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과 동일 기능으로 전자 발행합
니다.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과 동일 기능으로 전자 발행합
니다.

입금정보 -[현금입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입금정보 -[은행입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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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정보 -[어음기록]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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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정보 -[카드입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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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1.2 매입전표

매입 전표는 PC버전의 매입 전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입 전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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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후 품목입력] 버튼 선택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매입 정보,출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금 정보는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현금출금],[은행출금],[어음기록],[카드지급] 각각의 버튼을 선택
하여 입력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시 PC버전에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 ALLNTOP

407

하모니 사용설명서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408

[저장] 버튼 선택시 저장합니다.
[내역보기] 버튼 선택시 품목을 보여줍니다.
[전표 출력]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거래내역인쇄와 동일 기능으로 PDF를 생성합니다.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과 동일 기능으로 전자 발행합
니다.

출금정보 -[현금출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출금정보 -[은행출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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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정보 -[어음기록]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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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출금정보 -[카드지급]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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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1.3 수금전표

수금 전표는 PC버전의 수금 전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금 전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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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은행입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어음기록]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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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입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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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1.4 지급전표

지급 전표는 PC버전의 지급 전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급 전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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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은행출금]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어음기록]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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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지급] 버튼 선택시 해당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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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1.5 이월전표

이월 전표는 PC버전의 이월 전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월 전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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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2 거래원장

거래원장은 매입,매출,지급,수금,이월의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PC버전과 달리 전표를 기준으로 관리하다 특정 거래처 선택 후부터 거래처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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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택] 버튼을 선택하여 거래처를 선택한 후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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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 견적서

견적서는 PC버전의 견적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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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추가] 버튼이나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견적서를 추가,
수정합니다.
처리상황은 [기초자료-처리현황-견적서 처리현황]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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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후 품목입력] 버튼을 선택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을 직접 입력할 경우 [임의품목]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하세요.

© 2016 ALLNTOP

424

425

하모니 사용설명서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견적서를 저장합니다.

■ 견적서 보기
[저장] 버튼 선택시 저장합니다.
[내역보기] 버튼 선택시 품목을 보여줍니다.
[견적서 출력]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견적서 인쇄와 동일 기능으로 PDF를 생성합니다.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전자 발행과 동일 기능으로 전자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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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4 수주관리

수주서는 PC버전의 수주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주서 추가] 버튼이나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수주서를 추가,
수정합니다.
처리상황은 [기초자료-처리현황-수주서 처리현황]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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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후 품목입력] 버튼을 선택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을 직접 입력할 경우 [임의품목]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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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서 보기
[저장] 버튼 선택시 저장합니다.
[내역보기] 버튼 선택시 품목을 보여줍니다.
[수주서 출력]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주문서 인쇄와 동일 기능으로 PDF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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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5 발주관리

발주서는 PC버전의 발주서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 추가] 버튼이나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발주서를 추가,
수정합니다.
처리상황은 [기초자료-처리현황-발주서 처리현황]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2016 ALLNTOP

사용설명서

[저장 후 품목입력] 버튼을 선택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을 직접 입력할 경우 [임의품목]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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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서 보기
[저장] 버튼 선택시 저장합니다.
[내역보기] 버튼 선택시 품목을 보여줍니다.
[발주서 출력]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발주서 인쇄와 동일 기능으로 PDF를 생성합니다.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PC 버전의 전자 발행과 동일 기능으로 전자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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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 사용설명서

세금계산서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무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에 대한 문서관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출의 거래가 발생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하고 발행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행하고 관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모니 프로그램에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별도의 작업없이 곧바로 전자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견적서,발주서입니다.
또한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집계해서 여러건의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전자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하모니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하모니 전용 전자세금계산서 서버인 [모아텍스]
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전자문서는 [모아텍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하모니 사용자는 하모니를 통해 [모아택스]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관리합니다.
[모아택스]에 접속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메일로 재전송할 수 있으며 승인 및 취소된 문서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모아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서버인 [홈택스]로 전
송됩니다.
하모니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서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연동형 프로그램입니다.
세무신고기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모니로 부터 전송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곧바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행 서버와 연동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별도로 저장
한 다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홈택스]에 접속해서 등록하거나 건별로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
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 점 때문에 하모니와 같은 연동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모니의 전자발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아택스 서비스에 가입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으면 됩니
다.

2.2.2.4.1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관리합니다.
발행내역창에서 새로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과 매출전표와 상관없이 임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매의 매입과 매출전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이곳에 저장됩니다.
창을 열면 이전에 발행된 내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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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임의발행
[신규] 버튼을 선택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전표 또는 매출전표를 입력하고 그 전표에서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또는 거래처의 요구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신규]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창이 열립니다.
기본정보,
거래처 정보,발행 정보를 입력하고 [품목선택] 버튼을 선택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을 직접 입력할 경우 [임의품목]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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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발행
선택한 세금계산서의 상세정보에서 [전자발행] 버튼 터치하면 전자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발행전 [이용안내 > 공인인증서 372 ]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전송] 버튼 선택시 발행된 문서를 모아택스로 전송하며 공인인증서 등록없이 가능합니다.
[전송내역] 버튼 선택시 발행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홈택스로 전자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되며,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사정보] 버튼 선택시 자사정보를 확인합니다.

© 2016 ALL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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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2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매입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관리합니다.
발행내역창에서 새로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과 매출전표와 상관없이 임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매의 매입과 매출전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이곳에 저장됩니다.
창을 열면 이전에 발행된 내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칼럼보기설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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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임의발행
[신규] 버튼을 선택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전표 또는 매출전표를 입력하고 그 전표에서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또는 거래처의 요구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신규] 버튼을 실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창이 열립니다.
기본정보,
거래처 정보,발행 정보를 입력하고 [품목선택] 버튼을 선택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을 직접 입력할 경우 [임의품목]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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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발행
선택한 세금계산서의 상세정보에서 [전자발행] 버튼 터치하면 전자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발행전 [이용안내 > 공인인증서 372 ]를 확인하기 이용하세요.
[전송] 버튼 선택시 발행된 문서를 모아택스로 전송하며 공인인증서 등록없이 가능합니다.
[전송내역] 버튼 선택시 발행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전자발행] 버튼 선택시 홈택스로 전자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되며,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사정보] 버튼 선택시 자사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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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3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발행 문서관리 서비스인 [모아택스]를 이용해 문서를 관리합니다.
PC버전의 하모니와 동일합니다.
*단,PC버전과 같은 실시간 공인인증서 연동은 추후 제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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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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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각종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준비된 메뉴를 선택해 보고서를 필요에 맞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고서에 맞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검색 조건 등을 지정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집계해 PDF로 모바일 기기에 저장
합니다.

2.2.2.5.1 거래처

거래처와 관련된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2.2.2.5.1.1 거래원장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거래원장의 인쇄를 통해 영업구매의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 2016 ALLNTOP

447

하모니 사용설명서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1.2 미수금내역

매출에 대한 미수금 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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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1.3 미지급내역

매입에 대한 미지급금 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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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1.4 잔액명세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거래처라도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하는 업체는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에 동
시에 거래처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모니는 한번의 거래처 등록으로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처리하면 미수금 내역과 미지급금 내역만으로는 그 거래처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
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잔액명세서 입니다.
매입과 매출 그리고 수금 지급내역으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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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1.5 판매이익

거래처별 판매이익 내역을 집계합니다.
기간을 집계해서 거래처별 이익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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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2 내역

매출/
매입 내역과 관련된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2.2.2.5.2.1 영업현황

영업구매의 거래현황을 집계합니다.
합산 금액을 현황판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2.2 일일 거래내역

영업구매의 일일거래내역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집계하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집계를 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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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매출장
2.2.2.5.2.3 매입/

매입과 매출에 대한 기간별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거래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월별로 합계를 계산합니다.
매입과 매출,매입,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집계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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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2.4 거래내역 ( 월별합산 )

매입/
지급,매출/
수금내역을 월별로 합산해서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2.5 거래내역 ( 날짜별 )

날짜별로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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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2.6 월간판매이익

월간 판매내역을 집계합니다.
집계하는 월의 날짜별 거래내역을 집계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2.7 년간판매이익

년간 판매내역을 집계합니다.
집계하는 년의 월별 거래내역을 집계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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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2.8 청구서발행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집계해서 청구서 형태로 인쇄하는 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인쇄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2.9 청구서발행 ( 간략형 )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집계해서 청구서 형태로 인쇄하는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자료를 인쇄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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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3 현장

현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2.2.2.5.3.1 현장별 거래내역

거래처별 현장의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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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3.2 현장별 청구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현장별로 집계해서 청구서 형태로 인쇄하는 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인쇄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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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4 품목

품목과 관련된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2.2.2.5.4.1 입출고내역 ( 상세 )

품목의 거래내역을 자세하게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거래일,거래처,거래수량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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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2.2.2.5.4.2 거래내역 ( 품목,

품목의 거래내역을 거래처별로 2차 집계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4.3 판매이익

품목별 판매이익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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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4.4 수불내역

이 보고서는 집계기간 범위의 종료 날짜까지의 수불내역을 집계합니다.
만약 집계기간을 [2012-01-01 ~ 2012-06-30]으로 하고 집계를 해서 집계된 재고수량은 2012년 06월
30일까지의 재고수량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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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2.2.2.5.4.5 수불내역 ( 품목,

품목(원자재 포함)의 입고와 출고수량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생산관리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사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집계기간 범위의 종료 날짜까지의 수불내역을 집계합니다.
만약 집계기간을 [2012-01-01 ~ 2012-06-30]으로 하고 집계를 해서 집계된 재고수량은 2012년 06월
30일까지의 재고수량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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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4.6 품목별입출고명세서

품목의 입고와 출고수량 그리고 시점별 재고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집계기간 범위의 종료 날짜까지 품목의 입출고 내역을 집계합니다.
품목의 분류를 구분해서 집계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5 창고

품목와 관련된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2.2.2.5.5.1 창고별 재고내역

창고별 품목의 재고내역을 파악하고 인쇄를 합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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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2 입출고내역

창고별 입출고 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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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3 입출고내역 ( 품목 )

창고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5.5.4 입출고내역 ( 거래처 )

창고의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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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6 영업사원

영업사원과 관련된 보고서를 집계하는 메뉴입니다.
2.2.2.5.6.1 판매실적

영업사원별 판매실적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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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6.2 수금실적

영업사원별 수금실적을 집계하는 보고서입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터치하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창이 닫힙니다.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result.pdf 파일이 생성되오니,참고하세요.

2.2.2.6

설정
프로그램의 원할한 사용을 위해 사전에 중요한 기능에 대한 옵션을 정합니다.
로그아웃을 할 수 있으며,이 때 관련된 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2.2.2.6.1 환경설정

옵션 항목으로 항목별 선택 유무에 따라 화면의 표시나 결과가 달라 집니다.
선택 또는 해제 후 저장 버튼을 터치하세요.
변경 없이 창을 닫으려면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세요.
환경설정 값을 변경하면 PC버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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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HOME/TOP/BOTTOM 메뉴 표시는 하모니 모바일에 해당되는 옵션입니다.
설정시 예)

비설정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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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2 로그아웃

[예]를 선택시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저장된 로그인 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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