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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Chapter 1. 자주 이용하는 출력물 (아이콘 메뉴)

거래장 (거래처별 원장)

미수장 (미수미지급현황)

품목장 (품목별 거래원장)

수불장 (월별품목수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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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1)  거래처별 원장

지정한 기간동안 특정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 및 잔액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메뉴 [거래장] 또는 원장출력 → 1. 거래처별 원장

1. 조회할 기간 설정

2. 거래처 선택

3. 화면조회

[ 거래처별 원장 출력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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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2)  미수미지급현황

지정한 기간 동안 거래처들의 변동된 잔액 및 거래처별 매출액, 매입액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메뉴 [미수장] 또는 판매회계 → 8. 미수미지급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화면조회

[ 미수미지급현황 출력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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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3)  품목별 거래원장 

지정한 기간동안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내역 및 재고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메뉴 [품목장] 또는 원장출력 → 3. 품목별 거래원장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품목 선택

3. 화면조회

[ 품목별 거래원장  화면조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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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4)  수불장

지정한 기간에 대한 재고수불 현황 및 재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메뉴 [수불장] 또는 재고관리 → 3. 재고보고서 → 5. 월별품목수불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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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 수불장  출력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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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양식종류 2. 기초기말재고금액 선택 후 우측   ㅁ재고금액평가(저속) 옵션 체크시

설정한 재고금액품목평가법 (고정법, 선입선출법, 최종매입법 등)에 따른 품목별 재고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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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Chapter 2. 주요 출력물

판매회계

일계표

판매현황:  품목별, 매입처별, 거래처별, 사원별

매출순위표:  품목/거래처 매출순위표, 연월일별 품목/거래처 매출/매입 현황

일보/월보:  판매/구매현황, 매출/매입일보

미수미지급현황

회계장부출력:  현금출납장, 일반관리비현황, 연계표, 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메뉴별 특징

재고관리

고객관리

원장출력

어음/카드관리

집계 위주의 출력물

품목수불/재고관리 위주의 출력물

거래처/사원 위주의 출력물

세부내역 위주의 출력물

어음/카드 위주의 출력물

1.  판매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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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1) 4.일계표

지정한 일자의 거래 현황, 이익, 자금상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4. 일계표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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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2) 5. 판매현황 → 1. 품목별 거래처 판매/구매 현황

선택한 품목에 대한 거래처 판매/구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5. 판매현황 → 1. 품목별 거래처 판매/구매 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품목 선택

3. 출력조건 ㅇ매출 또는 ㅇ매입 선택

4.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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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3) 5. 판매현황 → 2. 매입처별 품목 판매 현황

선택한 매입처에 대한 품목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5. 판매현황 → 2. 매입처별 품목 판매 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매입거래처 선택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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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4) 5. 판매현황 → 3. 거래처별 품목 판매/구매 현황

선택한 거래처에 대한 품목 판매/구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5. 판매현황 → 3. 거래처별 품목 판매/구매 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거래처 선택

3. 출력조건 ㅇ매출 또는 ㅇ매입 선택

4. 화면조회

15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5) 5. 판매현황 → 4. 사원별 품목 판매/구매 현황

선택한 사원에 대한 품목 판매/구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5. 판매현황 → 4. 사원별 품목 판매/구매 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사원 선택

3. 출력조건 ㅇ매출 또는 ㅇ매입 선택

4.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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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6) 6. 매출순위표 → 1. 품목 매출순위표

지정한 기간 동안 품목들의 매출 순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6. 매출순위표 → 1. 품목 매출순위표

1. 조회할 기간 설정

2. 순위방법 선택

3. 화면조회

17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7) 6. 매출순위표 → 2. 거래처 매출순위표

지정한 기간 동안 거래처들의 매출 순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3. 매출순위표 → 2. 거래처 매출순위표

1. 조회할 기간 설정

2. 순위방법 선택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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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8) 6. 매출순위표 → 3. 연월일별 품목/거래처 매출(매입) 현황

지정한 기간 동안 설정에 따라 연/월/일별 품목/거래처들의 매출/매입 현황을 수량/금액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3. 매출순위표 → 3. 연월일별 품목/거래처 매출(매입) 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ㅇ매출, ㅇ매입 또는 ㅇ기타 선택

3. 세로축 표시내용 ㅇ품목 또는 ㅇ거래처 선택

4. ㅇ수량기준, ㅇ금액기준 또는 ㅇ수량+금액 기준 선택

5. 출력조건 ㅇ연별 처리, ㅇ월별 처리, ㅇ일별 처리 선택

6.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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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9) 7. 일보/월보 → 1. 판매현황(일보)

지정한 기간 동안 거래처 판매현황 및 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7. 일보/월보 → 1. 판매현황(일보)

1. 조회할 기간 설정

2. ㅁ이익산출(저속) 체크시 매출이익 확인 가능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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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10) 7. 일보/월보 → 3. 매출/매입일보

지정한 기간 동안 거래처별 품목별 매출/매입 및 입금/출금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7. 일보/월보 → 3. 매출일보

1. 조회할 기간 설정

2. 구분 ㅇ매출일보 또는 ㅇ매입일보 선택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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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11) 9. 회계장부출력 → 1. 현금출납장

지정한 기간 동안 현금 거래내역에 의한 현금 잔액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9. 회계장부출력 → 1. 현금출납장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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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12) 9. 회계장부출력 → 3. 일반관리비현황

지정한 기간 동안 관리비(경비) 계정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9. 회계장부출력 → 3. 일반관리비현황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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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13) 9. 회계장부출력 → 6. 연계표

지정한 기간 동안 월별 매출, 매입, 반품, 영업이익, 관리비 금액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9. 회계장부출력 → 6. 연계표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화면조회

25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14) 9. 회계장부출력 → 8. 원장

지정한 기간 동안 선택한 회계계정에 대한 입력내역 및 잔액을 차대변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9. 회계장부출력 → 8. 원장

1. 조회할 기간 설정

2. 회계 계정 선택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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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15) 9. 회계장부출력 → 11. 재무상태표

지정한 [전기] 월 말일 기준의 재무상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9. 회계장부출력 → 11. 재무상태표

1. [전기]에서 조회할 월  선택

2. 화면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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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회계장부출력 → 13. 손익계산서

지정한 [전기], [후기] 월의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계 → 9. 회계장부출력 → 13. 손익계산서

1. [전기], [후기] 에서 조회할 월  선택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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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거래처등록현황

사원등록현황

사원실적보고서:  판매/경비/수금 실적보고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사원장부 / 청구서:  사원 원장, 사원별 거래원장, 청구서

2.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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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1) 2. 거래처등록현황

등록된 모든 거래처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관리 → 2.거래처등록현황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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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2) 4. 사원등록현황

등록된 모든 사원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관리 → 4.사원등록현황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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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 5. 사원실적보고서 → 1. 판매, 경비/수금 실적보고서

1. 양식  o 판매,경비 또는  o 판매,수금 선택

2. 이익 확인시       이익산출(저속) 체크

3. 화면조회

3) 5. 사원실적보고서 → 1. 판매, 경비/수금 실적보고서

사원별 판매, 매출이익, 경비, 영업이익, 수금 금액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5. 사원실적보고서 → 3. 급여명세서 / 4. 급여대장 인쇄

사원 등록의 [기본급여내역]을 토대로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객관리 → 5. 사원실적보고서 → 3. 급여명세서 / 4. 급여대장 인쇄

1. 양식  ㅇ 급여명세서 또는  ㅇ 급여대장 선택

2. 화면조회

32



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 급여명세서 ]

[ 급여대장 ]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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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 6. 사원장부/청구서 → 1. 사원원장 / 2. 사원별 거래원장

1. 조회할 기간 선택

2. 사원 선택

3. 양식  ㅇ 사원별 원장,  ㅇ 사원별 거래원장, 또는  ㅇ 사원별 매출장(VIP) 선택

4. 화면조회

5) 6. 사원장부/청구서 → 1.사원원장/2.사원별 거래원장

지정한 기간에 대해 선택한 사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 사원별 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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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별 거래원장 ]

[ 사원별 매출장(VIP)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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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 6. 사원장부/청구서 → 3. 청구서

1. 조회할 기간 선택

2. 양식 선택

3. 거래처 선택

4. 화면조회

6) 6. 사원장부/청구서 → 3. 청구서

지정한 기간에 대해 선택한 거래처의 청구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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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보고서

월별품목수불현황

부족재고리스트

지점재고/판매현황

3.  재고관리

1) 3. 재고보고서 → 1. 재고보고서

등록된 모든 품목들의 리스트 출력 및 현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일자 기준의 재고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고관리 → 3. 재고보고서 → 1.재고보고서

1. 재고일자 옵션 미선택시 현재고 출력 / 선택시 일자 기준 재고 출력 가능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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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보고서 출력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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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2) 7. 부족재고리스트

현재 또는 선택한 일자 기준 재고가 부족한 품목 리스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고관리 → 7. 부족재고리스트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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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재고는 품목별 현재고가 적정재고 이하일때 출력됩니다. 

품목별 적정재고 디폴트 값은 0으로 다른 값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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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재고관리 → 3. 재고보고서 → 10. 지점재고/판매 → 1. 지점 재고현황 / 2.지점 판매현황

1. 조회할 기간 선택

2. 양식종류  o 재고 또는  o 판매 선택

3. 출력내용 ㅇ 수량 또는 ㅇ 금액 선택

4. 지점처리옵션 선택

5. 화면조회

3) 3. 재고보고서 → 10. 지점재고/판매현황

지정한 기간에 대한 본사 및 지점별 재고/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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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재고 수량 ]

[ 지점판매 수량 ]

지점 등록, 지점 전표 입력 방법은 프로그램 도움말을 확인해 주세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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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거래처별 원장

품목별 거래원장

부가세 장부:  부가세원장, 분기별 매출집계표

매출장/매입장/기타원장

발 / 수주관리 출력

4.  원장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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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부가세장부 → 1. 부가세원장 

지정한 기간에 대해 거래처별 부가세 발행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장출력 → 5. 부가세장부 → 1. 부가세원장

1. 조회할 기간 선택

2. 화면조회

44



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2) 5. 부가세장부 → 2. 분기별매출/매입집계표 

지정한 기간에 대해 거래처별 부가세 전표입력분 대비 발행분을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입력 후 거래처별로 계산서 미발행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입니다.

 원장출력 → 5. 부가세장부 →  2. 분기별매출집계표

1. 조회할 기간 선택

2. 구분  ㅇ 매출 또는  ㅇ 매입 선택

3. 발행분 대비 전표 조건을 설정합니다. 

4. 화면조회

1 2 3

부가세 발행분

전표입력분

부가세 발행분 - 전표입력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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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부가세], [합계금액] 은 프로그램에서 발행한 모든 계산서의 금액을 뜻하며,

[금액(전)], [부가세(전)], [합계(전표)] 는 거래명세표 입력에서 기록한 금액을 뜻합니다.

합계금액 – 합계금액(전) = 차액

차액 = 0  거래명세표 입력 금액 계산서 발행 완료

차액 < 0  거래명세표 입력 금액 대비 계산서 미발행

차액 > 0  거래명세표 입력 금액 대비 계산서 초과발행

TIP

3) 6. 매출장 / 7. 매입장 / 8. 기타원장 

지정한 기간에 대해 입력내용을 세부적으로 조회 할 수 있는 출력물

매출장: 매출내역 조회

매입장: 매입내역 조회

기타원장: 원하는 계정 선택하여 조회

원장출력 → 6. 매출장, 7. 매입장, 또는 8. 기타원장

1. 조회할 기간 선택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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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박사 주요 출력물

- 거래처 / 품목 / 사원 등 각종 출력조건을 선택하여 인쇄 가능

- 전표 입력 시각, 아이디 확인가능 (양식변경->[입력일시], [입력ID] 추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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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원장에  ㅁ현금경비,  ㅁ대체경비에 선택,  관리비계정 선택 후 화면조회시 선택한 계정에 대한 

입력 내역을 자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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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발주관리 / 10.수주관리 → 1. 발주관리출력/수주관리출력

지정한 기간에 대해 거래처별 발주/수주내역 및 주문 진행상황(미입고, 완입고)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원장출력 → 9.발주관리 / 10.수주관리 → 1. 발주관리출력 / 1. 수주관리출력

1. 조회할 기간 선택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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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관리 출력 ]

[ 수주관리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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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 지급어음 명세, 만기어음 대비표

카드대장출력

5.  어음/카드관리

1) 2. 받을어음 명세 / 3. 지급어음 명세 / 4. 만기어음 대비표 

지정한 기간에 대해 받을어음, 지급어음 내역 또는 만기어음 대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음/카드관리 → 2. 받을어음 명세 / 3. 지급어음 명세 / 4. 만기어음 대비표

1. 조회할 기간 선택

2. 처리구분 ㅇ받을어음, ㅇ지급어음, 또는 ㅇ만기어음 대비표 선택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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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어음명세 ]

[ 지급어음명세 ]

[ 만기어음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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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카드대장출력 

지정한 기간에 대해 카드기입장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음/카드관리 →  6. 카드대장출력

1. 조회할 기간 선택

2.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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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출력물 관련 유용한 기능!

1. 보고서를 각종 그래프 모양으로 출력하는 기능

화면조회 창에서 [그래프]를 선택하면 보고서 내용을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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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물 폭을 조정하는 기능

아래 그림과 같이 폭이 넓거나 좁은 경우 

제목줄의 칸과 칸 사이에 마우스를 올려 클릭해 좌우로 칸을 조절해 적당한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품명 폭을 늘여봅니다.

늘어났습니다!

55



경영박사 ERP 교육자료

3. 출력물 글씨체를 변경 (글씨 크기 조절 외)하는 기능

출력물의 글씨체를 변경하여 글꼴, 스타일,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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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물을 가로 인쇄하는 기능

모든 출력물의 기준은 세로로 인쇄되도록 되어 있으며, 가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조회 창에서 [환경]을 클릭하여 가로인쇄 선택시 가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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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력물 엑셀 변환 기능

출력물의 화면조회 창에서 [엑셀]을 눌러 엑셀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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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포맷 설정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엑셀변환이 가능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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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력물 양식변경 기능

출력물의 [양식변경] 기능으로 출력 원하는 항목을 추가, 제외 가능하며 항목 순서도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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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끝난 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방법1   경영박사 프로그램내 [도움말] 을 참고해 주세요.

방법2   경영박사 프로그램내 [메신저] 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방법3   유선 고객센터 1833-7333 내선 2번 상담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전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M W R M = L = O W R M e a

경영박사 실시간 라이브 교육

구독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을 드립니다!

경영박사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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