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위기  
상황 극복 방안:

 비즈니스 리더들이 전망하는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상황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리더들은 비즈니스 환경은 계속해서 적응과 변화를 거듭할 것이고, 기술이 이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술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향후 12개월 동안, 비즈니스 
리더들은 다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장

• 매출 증가 • 리스크 관리 및 규정 준수
• 임직원 안전 및 복지

• 새로운 기술 도입
• 재택 근무 지원

비즈니스 연속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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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더들이 말하길, 당사 
기업의 기술 인프라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회복력 및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COVID-19 팬데믹 기간, 우리는 뛰어난  회복력 과, 유연성 그리고 인내심 
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0년에 얻은 
비즈니스 교훈 중 어떤 교훈을 미래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리더들에게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회복 및 성장을 위해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설문 조사 결과의 한 예시입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

비즈니스 리더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기술을 활용하고 빠른 전략을 실시간으로 다각화하면서 조직을 더욱더 
개방적으로 운영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리더들은 소속 기업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71%) 
 
 
데이터를 근간으로 비즈니스 분석 (70%)  

의사 결정 속도(68%) 
 

 민첩한 조직 운영(68%)

86%

재택 근무 비즈니스 출장 중단 임직원 안전 보장  
필요성 증가

89%  비즈니스 리더 10명 중 
7명은 당사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인공 지능/
머신 러닝 이라는 신기술에 
앞으로 더 의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78%83%84%

출장, 경비 및 인보이스(TE&I) 관리와의 연관성

88% 비즈니스 리더들은 
TE&I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미래 
비즈니스 수익과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8%비즈니스 리더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비용 지출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러한 TE&I 솔루션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3%: 실시간 
데이터 접속 및 
실시간 데이터 분석

74%: 정확한 예측

67%: 수동 프로세스 
자동화

69%:  일관된 경비 
정책 적용

72%: 비용 절감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포착

디지털 기반의 출장, 경비 및 인보이스 처리 또는 디지털로의 프로세스를 변환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기업이 비용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The Economist Group의 상용 그룹인 (E) Brand 
Connect가 제작하고 SAP Concur가 후원한 Ready, Reset, 
Grow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11개국 기업들의 재무, IT/기술, 경영/전략 및 
운영/리스크 부문 550명의 고위 경영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SAP® Concur®는 세계 최고의 출장, 경비 및 인보이스 관리 솔루션입니다.

리더들은 선진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향후 12
개월 동안 비즈니스를 
회복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고서 확인하기

https://www.concur.com/
https://www.concur.com/en-us/resource-center/reports/2021-eiu-report-ready-reset-grow
https://www.concur.com/en-us/resource-center/reports/2021-eiu-report-ready-reset-grow
https://www.concur.com/en-us/resource-center/reports/2021-eiu-report-ready-reset-gr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