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현재 새로운 경비 항목 추가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되는 지금, 
기업은 지출의 A부터 Z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SAP Concur 솔루션은 기업의 모든 지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은 당사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의 근무 방식 및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출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AP Concur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로사항:

기한 내 경비 처리 및 알맞은 지출 
항목 설정 

증빙용 종이 영수증 보관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 처리

정확한 지출 금액 및 남은 예산 파악

예상된 지출에 대한 사전 파악

해결 방안: 

경비 관리 및 보고를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전환, 각 항목이 
올바른 승인 프로세스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는 
경비 보고서 작성 간소화 및 정확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지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도 확보 
가능합니다.

통합된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세금 계산서를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중 지급 방지 및 전체적인 
비용 지출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됩니다. 

예산 관리자가 지출된 비용, 보류되고 있는 비용, 향후 
지출되어야 할 금액 등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산 관리자가 손쉽게 구매 전 비용을 검토할 수 있게 
지원하면, 잘못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략 및 방법
간단하고 스마트한 
지출 관리 방법

보이지 않는 지출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무 가시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모든 지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출 관리



애로사항:

정확한 예산 집행

정확한 데이터 확보

해결 방안: 

지출 및 기타 주요 지표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하면, 남은 
예산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임직원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확보도 가능합니다.

내장된 통합 모듈 혹은 API를 사용하여 지출 데이터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회계, 재무 또는 ERP 솔루션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에 가깝게 전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의사 결졍 및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심층 분석 수행 심층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컨설턴트를 소개받아, 기업에서 
어떻게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출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전문가를 활용하여 모든 세금 계산서를 감사하면, 임직원에게 
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 및 관리 AI 및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 경비 및 영수증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토, 정확성과 통제력을 높이면서, 채무에 대한 
감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확보된 정보가 
100% 정확할 때만이 기업은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사 맞춤형 지출 관리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SAP Concur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concur.kr을 방문하십시오.

감사 및 인텔리전스

https://www.concu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