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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10%를 절감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US$92,400
기업 당 연간 비용 절감²

US$21.5 bill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간 GDP 상승¹

임직원들은 경비 처리 프로세스가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습니다.

3명 중 2명

뉴 노멀 시대의 업무 생산성은 어떤것일까요?

6.14.5
시간 시간

경비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월 평균 시간

경비 보고서 승인에 소요되는 월 평균 시간

경비 청구 프로세스는 종종 사소한 업무로 여겨지고, 기업 또한 간과하는
부분이 많지만, 최근 SAP Concur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이 따분한
업무가 기업의 생산성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경비 청구 업무!
아직도 사소한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소한 업무라고 하기에는 큰 비용,
9만2천불과 관계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38%급속도로 성장하는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수기로
경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concur.kr 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SAP Concur는 2020년 5월 Asia Insight(www.asiainsight.com)에서 진행한 ‘Finance in the New World of Work Study 2020’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비 담당자 2,012명 을 대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포함된 지역은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준 직원들은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리테일, 제조업, 공공 부분, 정부, 헬스케어, 교육, IT, 전문 서비스업 및 자동차 산업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71%가
비용 승인 책임을 가졌으며, 그 중 18%는 고위 경영진, 41%는 중간 경영진, 24%는 관리자 및 9%는 주임급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82%가 출장을 다니며,
60%가 1년에 1~5회 출장을 갑니다.

Asia insight에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용 청구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감액을 계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집계한
거시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적 손실 모델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각 시장의 GDP를 총 근로자 수로 나누어, 한 근로자 당 평균 생산 가치를
산출합니다. 그 후, 비용 제출/검토/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10% 단축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각 국가별 관련 근로자 수로 곱하여 국가당 경제적 이익을
산출했습니다. 계산된 이익을 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이익이 2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비즈니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ILO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생산 가치는 US$7.70입니다. 만약 기업이 경비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에 10,000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이 시간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면, 기업은 한 달에 약 1,000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 7.70 x 1,000 = $ 7,700, 즉 한 달에는 $ 7,700, 일 년에는 $92,4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응답자가 현재 경비 관련 업무에
쏟는 시간 및 노력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가 출장 관리 및 처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41%47%

경비 및 출장 관리 자동화

경비 자동화는 반복적이고 
매뉴얼적인 업무로부터 

임직원들을 해방시켜, 그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효율적 및 개인 맞춤형화된 출장

기업은 T&E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임직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지출을 관리하며, 
가시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임직원 안전 보장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적화된 재택근무 지원

매뉴얼적인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사내 비용 
규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임직원들의 협업 및 회사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https://www.concur.kr/resource-center/whitepapers/finance-in-the-new-world-of-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