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첨부 영수증 서식 및 작성방법 관하여 (ver.
12.02.2020)
재영과협 Claim서류를 작성하실 때 첨부하시는 영수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류작성 전,
아래 내용들을과 예시들을 참고하시면서 서류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Brief summary (작성방법 및 리뷰과정)
• Name, position, (연락가능)email, phone은 반드시 기입한다.
• Purpose는 자동기입되는 상태로 두는것이 아니라, 각 event에 맞게 작성한다.
• 경비청구는 event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환율적용이 필요한 경우, item에 반드시 작용날짜와 적용환율을 모두 표기하며, 모든 청구금
액은 GBP로 계산한다.

• 리뷰과정 시 Correction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대한 개별안내메일은 따로 발송되지 않는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

- Brief summary (첨부 영수증 서식)
• 업로드하는 파일 형식을 꼭 확인 (PDF, HEIF는 지원되지 않음)
• 모든 결제 내역은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이뤄져야 한다. (현금결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 Listed 영수증외에 실결제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증빙서류에서 결제수단, 결제일과 거래처가 확인되어야한다.
• 수기영수증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은 정산서류에 포함시킬 수 없다.
• Invoice와 함께 실결제가 이뤄졌다는 receipt도 첨부되어야 한다.

영수증 예시
Example 1

영수증(우)처럼 해당 결제가 카드로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카드정보가 영수증에 표시됨
으로서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isted 영수증(좌)에서 처럼 결제방법이 표시되지않거나 거래처,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
드시 결제증빙자료를 별첨해주셔야합니다. (인터넷뱅킹영수증-예시5참조)
앞으로는 결제 후에 꼭! 카드결제영수증도 함께 챙기셔서 listed receipt함께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Example 2

위의 영수증처럼 수기로 작성된 결제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입니다. Listed 영수증으로서는
사용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별도의 결제영수증(카드 또는 인터넷뱅킹)을 함께 첨부해주셔야 과협에서
reimburse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mple 3

현금결제 영수증입니다. 모든지출은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이뤄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본 영수증은 과협증빙서류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mple 4

인터넷으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payment information을 영수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Crop하셔도 되지만, 증빙서류 안에서 거래수단, 거래일, 거래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야합니다.
*구매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listed receipt도 함께 올려주셔야합니다.

Example 5

인터넷 결제도 아닌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당시에 부득이 현장에서 카드결제영수증을 챙기시지 못한 경우,
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예시5번의 방법을 이용하셔서 listed receipt과 함께 첨부해주
시면 됩니다 (카드결제의 경우는 최대한 실영수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로 검색을 하신 후, 당시의 어디서 결제가 되었고,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스크린샷저
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인 계좌 잔액, 계좌번호들은 지우셔도 무방합니다만, 본 스크린샷이 은행홈페
이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정도까지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mple 6

거래처와 거래일은 표기되어 있으나,
Payment method를 확인할 수 없음

온라인으로 결제한 Listed receipt의 경우, (우)의 예시처럼 payment method를 포함한 필요한 detail이 전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좌)의 예시처럼 부족한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Listed reciept에서 payment method
를 포함한 거래처, 결제일이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이 되지않는다면, 예시4 또는 5번의 방법을 이용하셔서 listed
receipt과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