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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글로벌 기업의 Concur 도입 검토 현황
해외법인 관리 효율화, New Technology의 활용 극대화, 사용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Concur 도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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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경비 관리 효율화

3

➢ 해외법인/지점의 경비 프로세스 통합
- 자체 유지보수를 통한 해외법인 지원에 한계
- 해외 복잡한 세금, 규정에 대한 통제 한계
- 글로벌 솔루션으로의 전환 요청 쇄도

사용자 생산성 극대화

➢ OCR, 머신러닝, A.I.를 통한 경비 처리 자동화
➢ 플랫폼 파트너를 통해 주요 거래처 지출 내역 캡춰

➢ 자동 감사를 통한 승인 절차 최소화
➢ OBT– 품의 – 정산 T&E E2E Process 구현
Concur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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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적용, 환경 변화의 신속한 대응

4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및 확산 용이성

➢ 가상화폐, Mobile Payment 등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비 지출 형태에 대한 대응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지속적인 혁신 기능 반영

➢ GDPR, 유럽의 증빙 인증 등 새로운 규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

➢ 자체 개발, 코딩을 배제한 Configuration
➢ 해외법인 확산 시 개발 없이 빠른 대응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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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글로벌 기업의 Concur 도입 검토 현황
해외법인 관리 효율화, New Technology의 활용 극대화, 사용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Concur 도입 진행 중

“회사의 역량과 비용을 들여가며
경비 솔루션을 자체 개발, 유지보수 할 것인가?”
VS.

“검증된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경비 에코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누릴 것인가?”
3

출장 경비 솔루션은 단순하다?
전사 임직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회사 정책과 요구사항이 가장 차이가 심한 업무 영역

카드 거래 연동을 통한 편리한 경비 입력
일비(Per-Diem), 차량 마일리지 등 카드 외 거래 처리
회사의 경비 정책에 따른 상세 정보 관리
사전 승인 및 품의서와 경비 정산 연계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른 유연한 승인 프로세스

전도금/가지급금 신청 및 정산

Global No.1 출장 및 경비 관리 플랫폼

+

출장 관리
직원 안전 도모

경비성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개인 재량지출에 대한 현황 파악, 분석 및 보고

예산 통제
…...
배부, Cost Object 등 재무/관리회계 요구사항 반영
…...

출장 경비 솔루션은 단순하다?
전사 임직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회사 정책과 요구사항이 가장 차이가 심한 업무 영역
1 Expense Assistant
경비보고서 자동 생성. 경비보고서
단위의 제출, 승인으로 승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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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유형(Expense Type)

9 감사규칙/예방통제
입력오류, 누락, 감사규칙에 의한
정책위배 사항 자동 식별 및 통제

3 경비유형별 서식

10 참석자 정보

9

경비유형별로 정책에 따라 필드를 구성,
감사규칙/예방통제 적용

특정 경비유형에 대한 참석자 정보
활성화. 참석자에 대한 감사규칙 적용

11 전도금 관리

4 부가세 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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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 신청, 수령, 정산 및 잔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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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율 관리

5 사전승인과의 연계

환율관리. 외화 거래 장부통화 환산.

정책에 따라 특정 경비유형, 특정 금액
이상 경비에 대한 사전승인 연계 강제화

13 승인 절차(Workflow)

4

6 영수증 첨부

Workflow 설정에 따른 전결규정 관리

14 위임/대리 권한 관리

개인카드, 현금 사용분에 대한
증빙이미지 첨부 및 추가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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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따라 경비 제출, 승인의 위임
및 대리 처리 권한 지정

7 할당/배부(Allocation)
귀속부서 지정. 사용자 프로필을 통해
사용자 귀속부서 자동 지정 및 필요 시
배부를 통한 타부서 귀속 처리

특정 경비유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목별 명세를 입력하도록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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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이 아닌 경비유형 선택을 통한
계정과목 매핑. 일반사용자 편의성 제고.

규칙을 통해 공제/불공제 구분

8 항목별 명세(Itemize)

1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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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ur Invoice
전자세금계산서, 해외 Invoice 등 거래처 미지급금 관리에 대한 고민 해결

Concur Invoice
전자세금계산서, 해외 Invoice 등 거래처 미지급금 관리에 대한 고민 해결

시간, 장소에 제약없는 경비 관리
주52시간 근무제도에서 직원당 월 4.5시간의 경비 처리 시간 감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신기능, 신기술 추가를 통한 지속적인 편의성 확대
Expense Assistant: 직원은 쓰기만 하고 이후의 모든 것은 Concur가 알아서 처리

신기능, 신기술 추가를 통한 지속적인 편의성 확대
Expense Assistant: 직원은 쓰기만 하고 이후의 모든 것은 Concur가 알아서 처리

출장 예약 정보

Machine Learning을 통한
Expense Type 및 기초 정보 지정

법인카드 데이터
현금 및 개인카드 증빙
거래처 e-Receipt

Expense Assistant:
경비보고서 및
항목별 명세 자동 생성

거래처
경비 유형

금액
화폐단위
일자

차량 주행 정보
Chatbot

e-Fapiao
…

Concur Detect:
A.I. 기반의 경비 Audit

검토 후 제출

세마리 토끼를 잡는 Concur
임직원 생산성, 백오피스 효율성, Compliance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절감 실현

Back Office 업무 효율 제고

직원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증대

전사 일원화된 경비 정책 관리

경비 입력 및 관리의 생산성 증대

통합 정보를 통한 Intelligence

글로벌 전사 일원화된 경비 정책 표준화 후 법인별
특수 상황에 따른 Localization 적용

집계된 출장 경비 전표로부터 쉽고 정확한 경비 입력,
임직원 생산성 증대

전사 경비 정책

ConcurSolutions

법인카드 사용내역

Region/국가/법인별 Localization
중국
법인

본사

미국
법인

유럽
법인

출장 및 경비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통합 관리,
정보 가시성 및 분석력 증대

거래처 E-Receipt
…

…

ERP Connector를 통한 기준정보 및 전표 연계,
HR/그룹웨어와의 효율적인 연계

영수증 이미지

Concur Mobile App을 통해 시간, 장소에 제약
없는 효율적인 경비 관리 구현, Paperless 실현

통합 데이터에 기반한 감사 규칙 적용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강화, 비용 절감 실현

ERP
규정위반
HR
Groupware

감사규칙
Concur
T&E

경비
예방/적발

거래처별
(호텔)실적
집계

협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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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all of SAP Concur

Learn more at conc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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