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n Tech-Led Pursuit of Sound Financial Footing

비즈니스 리더들의 향후 위기 대비 전략인 높은 회복탄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무 가시성 향상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In Tech-led Pursuit of Sound Financial 
Footing전체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SAPConcur후원을 바탕으로TheEconomistGroup에서11개국,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552명의 고위 임원진을 대상으로 진행한2020
년6월/7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TEI는TheEconomistGroup의 상업 브랜치입니다.

보고서  
 다운로드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진화하는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영역의 혁신 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미래 전략

결과

 미래를 위한 도약:  
    더 나은 지출 관리가 더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이유 

팬데믹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즈니스 리더들은 회복탄력성 확보를 꼽았고,이를 위해 재무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과거 전략

팬데믹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함

민첩성 확보는 기업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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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SAP
Concur는EIU에11개국552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리더들이지출 관리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 열쇠로 간주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시간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미
있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는 재무팀이

오늘날의 불안정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해 예산을 축소해야 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의사 결정은추정치가 
아닌 실제 수치를 기반으로 내려야 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비즈니스 리더들은
향후2-3년 동안의 최우선 전략 과제에 대한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능력 함양"
을가장 빈번하게 꼽았습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여정

인텔리전스 기반의 출장,경비 및 세금 계산서 처리 솔루션은 지출 관리 프로세스를
변환하여 기업이 자금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및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출 및
운영 방향이 회사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출장,경비 및 세금계산서 처리 프로세스의 자동화...

임직원에게 편리한
경비 처리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한
더 많은 지출 파악

자동화된 규정
감사를 통한 기업
지출 관리 강화

워크플로우
간소화를 통한 경비

처리 시간 단축

스마트한 의사
결정을 위한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대시보드 및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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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https://www.concur.com/en-us/resource-center/reports/in-tech-led-pursuit-of-sound-financial-foo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