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 재개를 위한 로드맵
비즈니스 출장 재개를 위한 준비, 모두 완료하셨습니까? 기업은 임직원의 건강, 안전,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직원 또한 비즈니스 출장 중 아래와 같은 간단한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AP Concur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장 전 준비 사항 

개인용 보호 장비(PPE) 
지참 – 마스크는 필수 
지참

손 소독제 및 
항균 물티슈 소지

국가별 규정, 
입국 규정, 격리  
기간 확인

안전한 공항 이용을 
위한 공항 보안 지침 
검토

1 3

2 4

출장 전 숙지 사항

출장 예약

출장 중

  Travel Resource Center를 
확인하여 국가, 주, 공급업체별 
최신 여행 제한 사항 및 요건 파악 

 Traveler Resource Center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지역 안전 점수를 제공하는 
SAP Concur 출장 앱인 TripIt을 
이용하여 출장지의 안전성 파악

기업이 최신 비상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최신 
출장 전 승인 절차 준수

1

2 3

4

전반적인 상황

다수의 기업은 비즈니스 
출장을 고객 대면이 
필요한 수익 창출 

기회로만 보고 있습니다

국가, 주, 국경이 서로 다른 
시기에 재개방되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출장 
재개가 예상됩니다

출장은 사실상 자발적인 
것입니다. 출장지가 '

관광지던지 또는 비즈니스 
출장지던지' 여하튼 출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변경 가능한 항공권과 
환불 가능한 호텔 예약

예약 전 미사용 
항공권과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

예약 시 반드시 명확한 
위생 프로토콜을 갖춘 
파트너인지 검토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체크인 시 간단한 
신체검사 및 보안 검사를 위한 여유 시간 
확보

최신 항공사 탑승 규정 및 제한 사항 
준수(항공사 간 상이)

개인 간식 및 개인 여행용 베개 지참 – 다수의 
항공사들이 기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 중

비접촉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체크인, 전자 탑승권 사용, 
가급적 비대면 수하물 위탁공항으로 또는 공항에서 

이동하거나 시내에서 이동할 때 
가장 안전한 옵션을 선택

현지 정부의 
안전 지침 준수

출장 복귀 시, 
가급적 14일간 
재택근무 진행

출장자 연락처 및 
위치 확보를 위한 
지체 없는 경비 
보고서 제출

회사 경비 규정에서  
PPE와 같은 수당 확인

기업의 최신 출장 및 
경비 방침 검토

출장 후 - 경비 보고

http://www.concur.kr
https://tripit.com/web/traveler-resource-center
https://tripit.com/web/traveler-resource-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