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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5”)

• 중소 유통산업의 비즈니스 목표 및 고민 : 윤정선 SAP 파트너 (7”)

• 실제 현업단의 고민 상담 : 이건희 SAP 파트너 (18”)

• SAP의유통 맞춤형 솔루션 ByDesign 소개. 윤정선 파트너 (10”)

• 유통의 고수 무상진단 서비스 소개 (3”)

• 클로징 (2”)

내 용



PUBLIC© 2018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오늘날중소유통업의 비즈니스 목표및방법은?

• 경쟁 우위

• 성장

• 성공

• 고객과시장의확대

• 경쟁사대비우수한서비스제공

• 구매력경쟁력확보

• 프로세스효율을통한수익성향상

• 인력의생산성제고

• 지속적성장기반확보계십니까? 

목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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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소 유통 기업의 고민은? 

SCM 개선 및 전사 운영
투명성 확보

운영 비용 및
판매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확보

• 창고에 어떤제품이몇개나있는지또는 대량주문에대

한 납기일을고객에게바로컨펌할수있습니까? 

• 이번주에판매된제품이어떤것인지, 그판매로인한손익

은어떻게되는지바로알수있습니까? 계십니까? 

• 직원들의생산성은어떻습니까? 매일중요하지않

은단순반복작업만하다퇴근하지는않습니까?

• 전사적으로통합된데이터및절차가 없어일을할

때마다결과가달라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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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의 기능제약으로 인한 성장 장애 요인

지속적 성장을 방해하는 역량의 부족

• 영업 마케팅 활동지원부족

–고객확대및사업기회성장속도저하

•판매예측 및 공급망 가시성 부족

–수요와공급의불균형

•수작업으로 인한 부정확한 처리 및 효율성 저하:

–출하지연

–수금지연

–인력생산성저하

–창고재고부정확

–구매속도저하



Q1 ID Heav**** 

분명히 재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대리점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하니까
수량이 없다니?



Q2 ID Gree****

‘재무’쪽 데이터와 ‘물류’데이터가 안
맞아서 맨날 야근해요!



Q3 ID yojo****

공급 업체들의 물품 퀄리티가 들쭉
날쭉 한 게 제일 큰 문제!



Q4 ID Parksung****

경영회의 자료 만드느라 밤새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Q5 ID royw****

회장님이 올해는 비용을 줄이라고 하
시는데…



Q6 ID Ceo1****

어렵게 영업했는데, 확실한 납기일을
확인 할 수 없다니! 



Q7 ID cide****

발주 처리 업무 하나 확인 하는데,

체크 해야 하는 엑셀이 4개?



Q8 ID ddin****

불규칙한 수요를 대응하기 재고가 점
점 늘어나서, 재고 비용이 너무 많습
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Q8 ID ddin****

식의약품 유통에서는 재고 수량 관
리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관리가 필
수인데, 이를 잘 처리 못해서 폐기량
이 어마어마 합니다. 



Q9 ID ddin****

유통 중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되
거나 클레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발생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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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유통 기업을 위한 SAP의 전사 경영 플랫폼_ SAP Business ByDesign

만연된 수작업과 통합되지 않은 업무 시스템

•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존재

• 신뢰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부재 및 전체 비즈니스 파악 불가능으
로 인한 전략적 경영 판단 어려움

• 시장(고객 ) 요구 수준 부응 어려움 : 적기 출하, 품질 등

인사관리 회계관리

구매
관리

고객
관리

프로젝트 관리 생산 및 물류 관리

확장 솔루션

End-to-End 로 통합된 경영 플랫폼

• 전사적표준화된재무및운영프로세스구현

• 합리적, 예측가능한비용으로비즈니스운영에집중

• 정확한의사결정을위한통찰력있는실시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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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usiness ByDesign이 중소 유통 기업에 적합한 이유

• 하나의 솔루션으로 전사 업무 처리 가능

•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어디서든 이용 가능

• 명확하고 단순한 사용자별/월별
과금 체계

• 운영 인프라에 대한 고정 자본비
투자 불필요

• SAP 파트너와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한 구축

• SAP ERP 40년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Pre-built 

프로세스 내장

• 비즈니스 전 영역에 대한 360도
뷰를 볼 수 있는 BI (Business 

Intelligence) 내장

• 추가 비용없이 SAP에서 직접
24*365 운영 지원

• 정기 업그레이드(1회/분기, 

무료)를 통한 지속적 혁신
지원

• 20명부터 10,000명까지지원
가능한 확장성 보유

• 전 세계 120 여개국 구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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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유통 기업을 위한 SAP의 전사 경영플랫폼_ SAP Business ByDesign

인사관리

- 인사행정 및 임직원 데이터 관리

- 근태 관리

- 급여 프로세싱 관리

- 비용 청구 및 상환 관리

고객관리

- 마케팅 캠페인 관리

- 영업활동 관리

- 가격 마스터 데이터 관리

- 영업기회 및 견적서 관리

- 주문 및 반품 관리

- 고객 계약

- 서비스 신청 및 주문 관리

- 서비스 주문 확인

- 고객사 송장 발행

- 전자상거래

- 판매 계획
프로젝트관리

- 프로젝트 계획, 실행 및 제어

- 프로젝트 정보 업데이트

- 문서 공동 작업 및 프로젝트 관련 작업
패키지

회계관리

- 채무 및 채권 프로세싱

- 세금 관리

- 지급 및 자산유동성 관리

- 총계정원장

- 고정자산 관리

- 재고자산 평가

- 관리회계

구매관리

- 공급사 관리

- 구매 및 계약

- 가격 마스터 데이터 관리

- 구매요청 및 구매주문
관리

- 공급사 송장 발행

- 셀프서비스 조달

경영 실적 분석

- KPI 대비 실시간 분석

물류 및 생산 관리

- 수요 계획 및 관리

- 공급 계획 및 관리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물류 관리

- 물류 제어, 회사 내부 재고 이동

- 재고관리

-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 기록

- 물류 단위 관리

- 물류 업무 실행 및 확인

- 재고생산 관리 , 주문 생산 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구매
관리

고객
관리

프로젝트 관리 물류 및 생산 관리

제품수명주기관리

- 제품 개발

- 제품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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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고수 사전진단 서비스! (무료)

현재 귀사의 운영 프로세스를 업무별 전문 컨설턴트가 분석 후 생산성 향상 및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ERP 도입을 위한 우선 순위별 구축 로드맵,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 방식을 제안해 드립니다.

사전 질문지를 통한
기본 정보 수집

현업 인터뷰 : 방문 ERP 도입 제언안 제출 향후 진행 방향 논의

• 사전 질문지를 통한 기본

정보 수집

• 분야 : 회계, 영업(주문 및

수주 관리), 재고 및 물류

사전 작업

• 업무별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현업 실무자 및

경영진 인터뷰

• As-Is 분석

• 현업 인터뷰 및 향후 경영

과제에 따른 혁신 과제

도출

• Best ERP 제안을 통한

해결 방법 제시

• ERP 추진 방향성 (적용

분야, 일정, 비용)에 대한

논의

1일 10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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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SAP Business ByDesign 솔루션 소개 영상(두 시의 데이트 )

https://www.youtube.com/watch?v=n4MW9HdO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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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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