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concur.kr에서 확인해 보세요.

TRAVEL CAMPAIGN 1-PAGER enUS (21/6) © 2021 SAP SE 또는 SAP 계열사. All rights reserved.
 상표 정보 및 고지 내용은 www.sap.com/trademar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SAP Concur 사용자 후기, www.tripit.com/web/pro/sap-concur
2 SAP Concur 사용자 후기, G2, 2020
3 SAP Concur 사용자 후기, Trust Radius, 2020

4 SAP Concur 사용자 후기, G2, 2019
5 SAP Concur 사용자 후기, G2, 2018

“�사실상 비즈니스 출장 중에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TripIt을 사용하면 
편안하면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출장의 부담이 
덜합니다.1”

비즈니스 출장 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출장자는 고객과의 대면(또는 마스크를 쓰고 대면) 미
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출장 정책과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직원들은 정보
와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 직원은 출장 예약 단계부터 하이브리드 
렌터카나 저탄소 항공편 같은 환경친화적인 출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출장 여정이 필요합니다. 즉, 
식사 및 기타 영수증이 나무와 잉크로 만들어진 종이가 아니라,  1과 
0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반의 경비 보고서 작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귀사는 “지속 가능성”을 근간으로 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간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출장을 지원하면서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

“ [SAP Concur] 덕분에 페이퍼리스 
환경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고,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탄소 중립 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안전 및 인지도: 출장자는 본인 건강과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기업은 출장 직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은 
출장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그들에게 출장지 
관련  최신 정보 및 건강 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직원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Concur를 통해 기업은 모든 출장자들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부서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모든 출장자에게 필요한 중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2”

간편한 도입과 사용법: 직원들이 출장 관련 예약 툴과 
규정을 번거롭거나 다루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를 
사용하고 준수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SAP® Concur® 
솔루션은 예약부터 경비 보고서 제출, 출장 중 연락 
유지까지 사용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정책이 
준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지출이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 
터득을 위한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4”

“ Concur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의 비용 지출 
선택을 내리고, 기업의 출장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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