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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업체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을 매우 효과적인 비용 절감 전략이라고 답했습니다1  

출장자는  다수의 예약 플랫폼을 이용합니다4 

38% 출장 관리자는 임직원이 공급업체 플랫폼을 통해 직접 비즈니스 
출장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협상된 기업 요금으로 예약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6  

기업 및 비즈니스 출장자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방법

기업이 비즈니스 출장을 재개함에 따라, 뉴 노멀 시대에 알맞은 출장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T&E 솔루션은 비용 통제력, 유연성, 임직원 
안전 및 만족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업 계획 및 우선순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 세계 출장 국가에 관계없이
출장자 지원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해
연결된 업무 환경 조성

모든 출장 데이터 및 세부 정보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 확보

  SAP CONCUR 고객은  
SAP CONCUR 솔루션을 통해 아래와 같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93%

84% 67%

41%

출장자 안전 및 건강 42%
 경영진*은 출장자 안전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1 

관리자가 직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3

비즈니스 출장자는 자사의 
출장 시스템이 최신 T&E 
트렌드에 뒤처져 있다고 

답했습니다4 

출장 관리자는 출장자의 만족도 
상승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5 

모든 경영진*이 신경 쓰는  
3가지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한 

요소입니다1 

*CEO, 재무, 구매, 인사

기업은 위급 상황에 처한 직원을 
지원하고 구출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보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 

19% 리더78%
보다 효율적인 경비  

보고서 처리7

 IDC는 전 세계 SaaS 및 
클라우드 기반 기업 출장 예약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리더로 

SAP Concur를 선정했습니다8 

출장 예약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7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SAP Concur 솔루션이 출장 및  
경비 프로그램 관리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출처:
1. Top of Mind for Exec Stakeholders, BTN Group, 2019
2. eBook: The Case for Duty of Care, based on an SAP Concur customer 
survey, 2018
3. Global Human Capital Trends, Deloitte Survey, 2019
4. Business Traveler Report, 2019
5. Top Travel Management Priorities, SAP Concur, 2018

6. Global Travel Manager Report, Wakefield Research, 2020
7. Empower Organizations to Digitally Transform Their Expense, Travel, and 
Invoicing Processes,” IDC, 2018
8. IDC MarketScape: Worldwide SaaS and Cloud-Enabled Corporate Travel 
Booking Applications 2019 Vendor Assessment 

https://www.concur.kr/business-travel-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