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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oncur 지원 포털에 로그인하면 SAP Biller Direct를 통해 청구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upport Portal 로그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cur 교육 라이브러리에 있는 SAP Concur 지원 포털을
탐색하는 방법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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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액세스
1. Billing 탭을 클릭합니다.
2. 2017 년 1 월 1 일 이후의 송장에 액세스하려면 링크를 클릭합니다.

참고: 2017 년 1 월 1 일 이전의 송장에 관해서는 청구 질문을 제출하거나 채권(A/R)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링크를 클릭하면 SAP Biller Direct 가 표시됩니다.

참고: 조직에 청구 계정(계약 계정)이 둘 이상 있는 경우 SAP Biller Direct 초기 화면에서 액세스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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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P BILLER DIRECT

2.1 Open Bills 탭
Open Bills 탭에서는 계정에서 결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대금 미지급 송장이 표시됩니다.

계약 계정이 검토 대상으로 선택되면 다음 기능을 포함하는 Open Bills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송장 전달 상태보기 – 송장이 발송된 날짜와 이메일 주소를 표시합니다.
• 송장 ID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거나 송장 번호 옆의 상자를 체크해 전체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 PDF 아이콘을 클릭해 송장을 PDF 로 저장합니다.

송장이 다운로드되고 화면 왼쪽 하단에 표시됩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Save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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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열면 송장이 PDF 형식으로 열립니다.

참고: SAP Concur 고객은 SAP Biller Direct 를 통해 송장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2 Reports 탭
Reports 탭에서는 상세한 송장 관련 리포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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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개별 항목을 페이지 왼쪽의 목록에서 선택해 해당 항목의 리포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세부 정보가
표시되면 Download as CSV file 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엑스포트가 완료되면 Excel 에서 리포트 세부 정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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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ransactions 탭
Transactions 탭에서는 선택된 송장 개별 항목 거래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표시할 송장이 선택되면 송장 개별 항목이 표시될 청구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페이지부터 송장 사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4 Credits 탭
Credits 탭에서는 계정에 전기되는 크레딧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특정 크레딧이 보이지 않을 경우 Find Credits 버튼을 클릭하면 필드가 여러 개 표시되고, 여기에 정보를
입력해 크레딧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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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준을 입력하고 Find 를 클릭합니다.

2.5 Paid Bills 탭
Paid Bills 탭에서는 대금 지급을 완료한 송장이 표시됩니다. Open Bills 탭과 유사하게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송장의 PDF 사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지급 완료 송장이 보이지 않을 경우 Extend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필드가 여러 개 표시되고, 결제
청구 정보를 여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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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준을 입력하고 Find 를 클릭합니다.

2.6 Payments 탭
Payments 탭에는 계정에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특정 지급 항목을 찾으려면 특정 시간대를 정하고 대략적이거나 정확한 지급 금액을 입력하고 경우에 따라 지급
방법도 명시하여 목록 검색 범위를 좁힙니다. 검색 기준을 입력하고 Find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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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ddress Data 탭
Address Data 탭에서는 청구 주소, 송장 알림을 받을 연락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이메일 알림 수신 같은 연락처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Edit 버튼을 클릭하고 Address,
Contact Data 및 E-mail Address 섹션에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선호 주소에서 Make this default billing
address 를 선택하여 청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8 Credit Card 탭
Autopay 고객(대금 지급 방법이 신용 카드 또는 자동 이체로 설정되어 있음) 공인 지원 담당자는 신용 카드 정보에
액세스하고 이를 업데이트,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Edit 를 클릭하면 신용 카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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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용 카드 번호는 PCI 규정 준수 정책에 따라 토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카드 유형과 카드 만료일은
업데이트를 위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일 상의 신용 카드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새 창이 표시되어
카드 정보를 요청합니다.
필수 필드를 모두 입력합니다.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다음 Finish 를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신용 카드 세부 정보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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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Bank Data 탭
모든 ACH/전신 및 수표 지급 고객은 자동 이체 지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AP Concur 가 자동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하려면 은행에 ACH ID(1911608052)를 제공하십시오.
승인되면 Edit 를 클릭하여 은행 계좌 정보를 추가합니다.

Save 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2.10 Automatic Debit Authorization 탭
Automatic Debit Authorization 탭에서는 송장 지급 자동 처리 권한을 SAP Concur 에 부여합니다. 이 기능은
Autopay 고객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여러 개의 은행 정보 또는 여러 개의 신용 카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오픈 송장 지급에 선호되는 은행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Save 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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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Switch Account 탭
Switch Account 탭은 계정이 여러 개인 사용자를 위한 옵션입니다.
표시할 계정을 선택하기 위해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Switch Account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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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3.1.1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까요?
예, 브라우저 주소에 https://가 있는 경우. SAP Concur 에서는 암호화 방법인 SSL(Secure Socket Layer)을
사용합니다. 이 암호화 신용 카드 번호, 은행 번호, 은행 계좌 번호, 이름 및 주소 등의 모든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므로 인터넷 전송 시 미승인자의 정보 해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2 인터넷 브라우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SAP Biller Direct 기능을 사용할 때는 최신 버전의 Internet Explorer,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또는
Safari 가 권장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필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8 비트 SOL 을 지원할 것
• JavaScript 를 활성화할 것
• 쿠키를 활성화할 것
3.3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이 필요합니까?
SAP Biller Direct 가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하려면 스크립팅 및 쿠키에 대한 특정 브라우저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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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버전 5.5 기준)
Internet Explorer 창에서 설정 아이콘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에서 보안 탭을 선택합니다.
보안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의 활성화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쿠키 > 세션 단위 쿠키 허용(저장하지 않음)

•

스크립팅 > Active 스크립팅

권장사항: ‘일반’ 탭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임시 인터넷 파일’ 프레임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파라미터 확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Netscape(버전 7.0 기준)
Netscape 에서는 Edit > Preferences > Advanced 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 왼쪽에서 Advanced 탭을 확장하고 Scripts & Plugins 를 클릭합니다. 내비게이터에 대해
JavaScript 를 선택하고 OK 를 눌러 입력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대화 상자 왼쪽에서 Private Sphere & Security 를 확장하고 Cookies 를 클릭합니다. Only Accept Cookies
sent to the original page 를 선택하고 OK 를 눌러 입력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Mozilla(버전 1.6 기준)
Mozilla 에서는 Edit > Preferences 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 왼쪽에서 Advanced 범주를 확장하고 Scripts & Plugins 를 클릭합니다. Enable JavaScript
아래의 Navigator 옵션을 선택하고 OK 를 눌러 입력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대화 상자 왼쪽에서 Privacy and Security 범주를 확장하고 Cookies 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Enable
Cookies 를 원래 웹사이트에 대해서만 선택하고 OK 를 눌러 입력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3.4 SAP Biller Direct 의 영역에 대한 액세스 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뉴의 특정 영역은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SAP Biller Direct 기능의 전체
범위를 다루고 있지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5 회사 이름 변경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 레터헤드에 대한 다음 정보는 지정된 계정 관리자나 채권 분석가 또는
이메일(Concur_arcustomersupport@sap.com)로 문의합니다.
•

제목 라인: 회사 이름 변경 요청 - (회사 이름).

•

기존 회사 이름 및 신규 법적 이름.

•

알림(배송지 – 실제 주소여야 함) 및 송장 처리(청구처).

•

변경 사유- 리브랜딩, 합병, 취득 등

•

비즈니스가 구성된 적절한 정부의 국무 장관으로부터 등록 문서의 PDF 를 받거나 온라인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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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알림 및 송장 주소 변경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송지 및/또는 청구처 주소 변경을 요청하려면 SAP Concur 지원 포털에서 청구 질문을 주제로 하여 케이스를
생성하십시오. 등록된 비즈니스 이름 또는 고객 계정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참고: 배송지 주소는 실제 주소여야 합니다.
3.7 내 송장에 PO 번호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장 프로세스는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마감일 이후에 PO 를 받게 될 경우, PO 없이 또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PO 로 송장이 발행됩니다. 다음 달에 송장을 발행하려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영업일 기준 5 일 전까지
SAP Concur 로부터 PO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늦은 제출로 인해 PO 없이 발송된 송장은 재청구되지 않으며
지불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고객에게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간 PO 번호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십시오.
•

PO 정보 전달처: concur_PurchaseOrders@sap.com (다음의 세부 정보 포함):
o

담당자 이름 및 이메일

o

회사 이름 및/또는 서명된 판매 오더 서식(SAP Concur 에 등록된 이름과 일치해야 함)

o

PO 번호

o

PO 에서 커버하는 제품/서비스: (반복 경비/출장, 설정 또는 컨설팅 비용만)

o

PO 의 보장 기간: (발효일 및 만료일)

3.8 송장을 타사 공급업체 송장 포털로 보내거나 업로드하도록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SAP Concur 에서 타사 공급업체 사용 요청이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되는 경우 송장 포털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모든 송장을 적시에 송금해야 합니다. 송장은 표준
프로세스를 통해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요청을 제출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해당 SAP Concur 담당자에게 문의
o

신규 고객: SAP Concur 영업 담당자

o

기존 고객: 지정된 AR 애널리스트

•

모든 필수 서식 및 특별 지침 포함

•

담당자 이름 및 이메일 제공

3.9 보험 증서(COI)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된 COI 는 http://www.sap.com/ecoiwww.sap.com/ecoi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0 보험 증서 세금 면제 시 청구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 국무부의 세금 면제 증명서를 지정된 채권 분석가 또는 Concur_arcustomersupport@sap.com 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세금 팀이 증서를 검증하면 48 시간 이내에 요청 상태가 제공됩니다.
참고: 이 프로세스는 2 회의 청구 주기 동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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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처리 중은 무슨 상태를 뜻합니까?
자동 이체 권한 지급이 조정되었지만 은행 계좌, 신용카드, 수표를 받지 못했거나 SAP Concur 입금에 은행
이체가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3.12 어떤 은행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할까요?
은행 세부 정보를 새로 입력할 경우 계정 설명 필드에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 유형과
금융 기관, 주소지가 포함됩니다. 이 설명은 개인적 용도이며 다음 지급 거래에서 선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13 증분 요금이란 무엇입니까?
증분 요금은 경비 리포트 또는 송장의 계약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직원이 생성하는 모든 경비 리포트
또는 송장은 고유 리포트 ID 를 생성합니다. 청구는 청구 주기에서 생성된 경비 리포트 키 또는 ID 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분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포트 생성됨 -> 승인 대상으로 보냄 > 1 개 거래 부과됨.

•

리포트 거부됨 -> 직원이 리포트를 수정하고 승인 대상으로 보냄 > 1 개 거래 부과됨.

•

승인자가 리포트를 거부함 -> 직원이 리포트를 삭제함 > 새 리포트를 생성하고 승인 대상으로 보냄 > 2 개
거래가 부과됨.

•

승인자가 5 개 리포트를 거부함 > 직원이 4 개 리포트를 삭제하고 1 개 리포트에 통합함 > 승인 대상으로
보냄 > 5 개 거래가 부과됨.

3.14 언제 크레딧이 적용됩니까?
기록된 계정이 제공될 때까지는 크레딧이 계정이 남아 있습니다. 크레딧을 미결제 송장에 적용할지 또는 환급을
수신할지에 대해 조언하는 지정된 채권 분석가 또는 Concur_arcustomersupport@sap.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리소스
추가 질문
질문이 이 가이드에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지정된 채권 분석가 또는 Concur_arcustomersupport@sap.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응답은 48 시간 내에 발송됩니다.
SAP Concur 지원 문서 및 e-Learning
다음 리소스는 Concur 교육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AP Concur 지원 포털을 탐색하는 방법

•

SAP Concur 지원 최대한 활용하기

•

SAP Concur 지원 최대한 활용하기 e-Learning 과정
해당 e-Learning 은 SAP Concur 지원 포털에서 다음 경로를 따라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 >
웨비나 > Concur 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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