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지출을 결정할 때야말로 ‘기회’와 ‘리스크’, 각 
사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결정은 
결국, 비용을 통제하면서 비즈니스에 투자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출을 결정할 때, 직원 들이 회사 정책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사항도 중요합니다.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로 인해 지출 형태는 
변화했고, 기업들은 이에 알맞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
청소비' 항목만 살펴봐도 지출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153%가 
상승했습니다1. 더불어 정부가 세수에 주목하면서, 
기업에 세금 처리 방법을 변경하도록 압박한 나머지, 
기업들은 과세 대상 직원 복리 후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Deloitte 설문조사2

가 이러한 상황 을 보여주며, 응답자 10명 중 9명은 5년 
이내 디지털 기반의 세무 관리가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직원 급여가 증가하고 채용이 어려워진 치열한 
고용 시장에서는 기업의 마진과 효율성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CFO들은 효율성과 
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 혁신 시스템 구축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대부분의 CFO들은 증가하는 인건비를 
상쇄하는 방안으로 시스템 자동화 건을 늘리기를 
희망합니다3.

SAP® Concur® 솔루션은 귀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컨커 솔루션은 회사 정책에 맞도록 
경비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즉, 규제 준수 강화, 예산 
통제 개선 마지막으로 재무 회계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컨커 솔루션 은, 귀사가 명확성, 
확실성, 정확성을 기반으로 각 사안에 알맞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출처

1 Spend Insights Report 2021, SAP Concur and Oversight

2 Deloitte Tax Tax Transformation Trends Survey

3 PwC Pulse Survey

21.8%
2020년과 2021년 비교 
시, 과도한 개인 경비 
위반 증가.
출처: Spend Insights Report 2021, 

SAP Concur and Oversight

58.6%
2020년 비교했을 때, 2021
년 과도한 영수증 누락 증가
출처: Spend Insights Report 2021, 

SAP Concur and Oversight

44%에 해당되는 재무팀 
임원들은 조직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경비 관리 
및 개선 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Senior Executive Study, SAP 

Insights, 2021 

재무팀 관리자 100%는 
직원 채용 및 관리, 추가 
감사 및 서류 작업 또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본인의 직무 수행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출처: SAP Concur Pulse Survey, 2022

SAP Concur 솔루션을 통한 
경비 관리 및 규정 준수 강화

https://www.concur.com/en-us/resource-center/reports/2021-spend-insights-report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tax/articles/tax-transformation-trends-study.html
https://www.pwc.com/us/en/library/pulse-survey/executive-views-2022.html
https://www.concur.com/en-us/resource-center/reports/2021-spend-insights-report
https://www.concur.com/en-us/resource-center/reports/2021-spend-insights-report
https://www.concur.com/newsroom/article/new-pulse-surveys-financial-impact-covid-19-business-travel-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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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무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고민 사항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입니다.

규정 준수 및 경비 관리를 개선하려면 concur.kr 방문하거나 SAP Concur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재무팀에서 고려하는 사항 해결 방법 제품
관리자에게 최신화된 수치를 제공하려고 
해도,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관리자 스스로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과거의 지출 내역, 
현재 보류 중인 내역 및 지출 예정 내역을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 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가시성을 제공하여 예산 
대비 지출 관리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Concur® 
Travel & 
Expense / 
Budget

사내 프로그램 리더들은 개선된 지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사용 가능한 
대시보드 및 보고서를 사용 또는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대시보드 및 보고서를 
생성하여, 지출 및 정책 효율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ntelligence / 
Consultative 
Intelligence

구매 및 T&E의 지출 내역은 비교적 
원활하게 추적되고 있지만, 해당 
범주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그 외 지출은 
누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고 있는 인보이스등을 확보하여, 
지출 내역, 방법, 지출 주체를 파악해,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사내 경비 
정책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Concur® 
Invoice

자동화 및 디지털 제어를 사용하여 직원 
지출을 취합했지만, 사내 정책 변화로 인해 
사용 중인 시스템 및 직원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기술 기반으로 경비 정책에 맞지 않는 
각 경비 및 잘못된 경비 청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SAP Concur 감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경비 관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Concur® 
Detect by 
Oversight / 
Intelligent 
Audit 

경비 항목 중 마일리지 청구가 직원의 
실수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여정을 추적하고 
출장자에게 경비를 기록하라는 메시지 
를 표시하는 모바일 GPS 기술을 사용 
하여 정확한 주행 거리를 파악하십시오.

Drive

출장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출장 
공급업체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가 출장을 예약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내 연결망으로 연결된 글로벌 기업 출장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고, 회사의 시스템으로 업데이트 
반영해 주는 기술을 통해 임직원 모두의 
출장 및 지출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Concur® 
TripLink

대부분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정부는 
조세 수입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상황 
속에서, 과세 대상인 직원 복리후생이 
규정을 위반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하여 감지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규정을 위반하는 과세 대상 
복리후생인 재택근무 관련된 지출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Concur 
Benefits 
Assurance by 
Blue dot

부가가치세/물품·용역 소비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모든 선택 
안을 고려한 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각 시장의 정책에 알맞게 조정되어 회사가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세 / 물품·용역 
소비세 데이터를 통제하십시오.

Concur Tax 
Assurance by 
Blue dot

52%
경비 보고 오류 감소

43%
영수증 분실 감소

지출 제어, 규정 준수 및 
시간을 절약하는 SAP 
CONCUR 솔루션

32%
회사 T&E 방침을 
따르는 직원 비율

출처 (보고서 수치 전체): The 
Business Value of SAP Concur 
Solutions, 2022 IDC 보고서

36%
경비 보고서 처리시, 
담당자가 처리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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