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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GRIP?

(Global Reporting Integration Program)

GRIP이란?
국내 모기업이 해외법인 관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관리 중점사항별로 Tool의 형태로 구성하여
해외법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 및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웹 기반 해외법인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해외법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 지원
국내 모기업 담당자가 보고 받고자 하는 사항을 설정하여
업무를 지시하면 해외법인 담당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쉽고 편리한
해외법인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업무 방식 유지
GRIP은 기존 업무 방식 변경이나 시스템의 이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ERP개념을 도입한 웹 기반 프로그램
입니다. 프로그램 도입 시 업무 연동을 위한 추가적
리소스 필요 없이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언어문제 해결 - 5개 언어 지원
다국어를 지원하므로 모기업과 해외법인에서는
언어 소통의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메일 발송, 업무 진행 알림
설정한 업무 스케줄대로 진행상태에 대한 안내를 각
담당자에게 자동 이메일 및 알림으로 발송합니다.
이를 통하여 업무 스케줄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보고사항의 누락 또는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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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ion Reporting

재무정보 보고 관리

CR Tool 이란

도입 효과

주기적으로 해외법인의 재무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해외법인의 재무정보 관리 Tool입니다.
국내 모기업은 CR Tool을 통해 보고 받은 재무 정보를 해외법인의 성과분석 및 본사
내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원천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표준화
프로세스 표준화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

효율적인 업무관리
주기적인 재무정보 보고 체계 구축

회계감사대응
회계 감사 대응력 향상
본사 담당자가 한국어로
보고양식 set up 후 해외법인
담당자에게 웹 상에서 배포

본사 담당자는 해외법인 담당자가
제출한 보고 내용을 한국어로 열람 및
검토하고 엑셀로 내려 받아 업무에 활용

해외법인 담당자는 요청 받은 양식과 내용을 본인이
편한 언어로 검토하고 재무정보를 입력 후 제출

GRIP – Version 0.5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GRIP – Version 1.0 출시 전 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Tool 추가 작업이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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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Monitoring

현금 관리

CM Tool 이란

도입 효과

해외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법인의 현금 출납을 모기업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국내 모기업은 보고 받은 현금 출납의 내용 중 이상거래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 시 해외법인
담당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기업은 CM Tool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해외법인의 현금 및 은행계좌를 관리하여 해외법인의
금전사고 또는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설정 및 승인 관련 대응 프로세스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표준화
현금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체계적인 보고
주기적인 현금 출납 보고

통제 기능
예산통제 기능

해외 법인의 거래처 및 지출한도에
대하여 등록 및 본사의 승인

보고주기별 지출 내역에 대한 입력 및
은행명세서 upload

부정 방지
금전사고 및 부정 방지

외부감사 대응
외부감사 대응력 향상
CM Tool을 통해 증빙 대사
(OCR, RPA 기능 향후 제공)

지출예산초과, 한도초과, 신규거래처, 용도 외
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

GRIP – Version 0.5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GRIP – Version 1.0 출시 전 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Tool 추가 작업이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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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ate Management

각종 신고 및 보고 현황관리

DM Tool 이란

도입 효과

국가별로 상이한 해외법인의 각종 신고 의무 사항 (세무신고, 제신고 등) 일정 및 제출된
신고서를 DM Tool 내에서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법인 담당자의 신고서 누락 또는 미(지연)제출을 방지하고 모기업 담당자는 해외법인의
신고의무사항 준수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세스 표준화
신고서 작성 프로세스 표준화

신고 지연 방지
자동 알림 기능을 통한 신고 의무사항
누락 또는 지연신고 방지

결과 모니터링 및 자료관리
해외법인의 신고 의무사항을
등록 및 본사의 확인

해외법인 담당자는 신고 후
신고사항을 업데이트 및
신고서 upload

일원화된 신고 결과 모니터링 및
빠짐없는 자료 관리 가능

RISK 감소
Non-compliance 발생 감소 및
조기 대응능력 향상

신고 기한 이전에 GRIP이 해외법인과
모기업에 자동 알림 발송

GRIP – Version 0.5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GRIP – Version 1.0 출시 전 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Tool 추가 작업이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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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71, 태현빌딩 6층
grip_support@scspage.com
02 6956 7336

이용요금
20만원/월->10만원/월 (50%할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