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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2.0으로 현대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4페이지 

연구 결과 레거시 ERP 1.0 시스템은 사용성과 인사이트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즈니스 리더의 75% 
이상이 현재 ERP 시스템이... 05 

ERP를 현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 8페이지 
ERP 1.0 시스템이 조직을 운영하고 고객 경험을 설정하기 위한 막강한 
동력을 제공하고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오늘날  모던  ERP의 특징 12페이지 
조직이 어떤 변곡점을 반영하더라도 ERP 현대화를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이  모던  ERP 시스템을 배포하는 방법  16페이지 
모던  ERP 전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파트너와 벤더를 
포함하는 배포 팀을 꾸려야 합니다. 

배포 후 클라우드 ERP 성과 평가  20페이지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ERP 현대화 전략을 완성하고 신중하게 KPI 문서를 
준비했다면 평가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Oracle이  모던  ERP 클라우드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이유 22페이지 
Oracle은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 단일 ERP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ERP 현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24페이지 
Oracle의 글로벌 영업 팀과 파트너의 도움을 통해 급격하게 비즈니스의 
토대로 자리잡고 있는  모던  ERP 클라우드인 ERP 2.0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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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2.0으로 현대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연구 결과 레거시 ERP 1.0 시스템은 사용성과 인사이트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즈니스 리더의 75% 이상이 현재 ERP 시스템은 향후 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요구 사항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 현재 시스템에서는 경쟁과 성장에 필요한 

현대적인 모범 사례 기능이 부족합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조직을 지원하려면 운영의 토대부터 

재정립, 즉 ‘현대화’해야 합니다. 

Oracle의 목표는 레거시 시스템과  모던  ERP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여 수많은 고객과 협력하며 획득한 노하우를 공유함으 

로써 귀사의 현대화를 돕는 것입니다. 

이 핸드북은 바로 이런 목표를 위해 만든 것으로 현대적인 

ERP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합니다. 

59% 
의 글로벌 기업이 ERP 환경의 복잡성으로 
부담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IT 시스템 

비즈니스 프로세스 

회사 정책 

1 출처: 
“ERP Complexity vs. Business Growth: Global Companies 
Facing a Rough Road”, APQC 2015. 

거버넌스 모델 

데이터 관리 1 



 

온프레미스 ERP 1.0에서  모던  

클라우드 ERP 2.0으로 

더 알아보기 

ERP 2.0은 클라우드를 통해 신속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변동이 심한 시장과 업계의 혼란에 조직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보안, 인사이트, 민첩성으로 다음 세대의 직원들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중요한 협업과 의사 결정은 기업 데이터 액세스와 

분석에 달려 있고  모던  ERP 시스템이 바로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ERP 1.0이 사내 메인프레임에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 비해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운영 및 보고에 그치지 않고 핵심적인 비즈니스 의사 결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양이 점차 증가하면서 재무와 기술은 필연적 

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력 및 제품에 맞는 ERP 2.0을 갖추면 디지털을 활용 

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운영 및 판매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더 읽기 
AIRLINE TICKET 

BOARDING 
PASS 

PAPER 

1.0에서 2.0으로 

클라우드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ERP 환경이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모바일 플랫폼과 언제 어디서나 작업하는 근무 문화가 맞물려 

과거의 백오피스, 온프레미스 환경에 묶이지 않는 현대적인 

클라우드 기반 ERP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세대 ERP, 즉 “ERP 2.0”은 강력한 “ERP 1.0”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나 부담스러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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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critical collaboration and decision making 

depends upon both enterprise data access and 

analysis, and modern ERP systems deliver the 

infrastructure and tools required to do the job. 

The world is far more complex and competitive than 

when ERP 1.0 frst arrived on in-house mainframes. 

Finance and technology are inexorably linked, as 

growing volumes of data drive not just operations 

and reporting, but critical business decisions. 

Aligning ERP 2.0 with a company’s people and 

products delivers digitally 
enabled business agility, 

Remember these? 

Read More BOARDING 
PASS 

PAPER AIRLINE 
TICKET 

Overview 07 06 Your Complete Guide to Modern ERP 

 

 

닫기 온프레미스 ERP 1.0에서  모던  클라우드 ERP 2.0으로 
어제의 메인프레임에서 오늘의 클라우드로 진화한 백오피스 

The rapid evolution of the cloud has dramatically 

altered the ERP landscape for companies of all sizes.  

Coupled with mobile platforms, our work 

anywhere/anytime culture requires modern 

cloud-based ERP systems not tied to yesterday’s back 

offce, on-premise environments.  This next 

generation of ERP, or “ERP 2.0,” builds upon the 

formidable history of “ERP 1.0,” but eliminates the 

need for multi-year projects and heavy customization. 

Learn More 

ERP 2.0 delivers solutions rapidly through the cloud 

so organizations can respond quickly to volatile 

markets and industry disruption, while supporting 

재고 관리 

패키지 

ERP 2.0 
ERP는 HCM과 같은 기능을 분할하고 
클라우드 솔루션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ERP 1.0 
광범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온-프레미스 ERP 
배포 

MRP 
자재 요구 사항 

계획 

MRP II 
제조 요구 사항 계획 

ERP 1.0+ 

공급망, 지출 관리 등으로 

코어 ERP 1.0을 확장하여 

구현 규모와 비용이 상승함 

1980년대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196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and 클라우드, 모바일, 
메인프레임 미드레인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소셜, 분석 
컴퓨팅 컴퓨팅 

1990년대 

인터넷 컴퓨팅 



Business-critical collaboration and decision making 

depends upon both enterprise data access and 

analysis, and modern ERP systems deliver the 

infrastructure and tools required to do the job. 

The world is far more complex and competitive than 

when ERP 1.0 frst arrived on in-house mainframes. 

Finance and technology are inexorably linked, as 

growing volumes of data drive not just operations 

and reporting, but critical business decisions. 

Aligning ERP 2.0 with a company’s people and 

products delivers digitally enabled business agility, 

which translates into greater operational and 

sales success. 

Remember these? 

Read More 
AIRLINE TICKET 

BOARDING 
PASS 

PAPER 

From 1.0 t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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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evolution of the cloud has dramatically 

altered the ERP landscape for companies of all sizes.  
PAPER BOARDING 

PASS 
Coupled with mobile platforms, our work 

AIRLINE TICKET anywhere/anytime culture requires modern 

cloud-based ERP systems not tied to yesterday’s back 

닫기 Close 

offce, on-premise environments.  This next 

generation of ERP, or “ERP 2.0,” builds upon the Paper Airline Tickets. Remember Those? 
formidable history of “ERP 1.0,” but eliminates the 

Remember when purchasing airline tickets meant working with a travel agent to need for multi-year projects and heavy customization. 
determine times and fares, and then physically picking up printed tickets? Losing 

your paper ticket was a big problem, so you kept track of it like it was cash. From On-Premise ERP 1.0 to 
Modern Cloud ERP 2.0 

Today the process is one hundred percent digital, starting with researching fares, 
Learn More 

to purchasing tickets, to using your smartphone as a boarding pass. So, from 

ticket acquisition to real-time fight updates, it’s all in the cloud. 

Don’t remember when you last used paper airline tickets? That means you are a 
ERP 2.0 delivers solutions rapidly through the cloud 

digital native and ready for ERP Cloud 2.0. 
so organizations can respond quickly to volatile 

markets and industry disruption, while supporting 

next-generation employees with security, insight 

and agility. 

종이 항공권. 기억하십니까? 

과거에는 항공권을 구입하려면 여행사를 통해 시간과 운임을 정하고 실제로 인쇄된 티켓을 수령해야 
했습니다. 종이 항공권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므로 현금처럼 소중히 다뤄야 했습니다. 
이제는 운임 검색부터 티켓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며 탑승권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티켓 구입부터 실시간 항공편 업데이트까지 모두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종이 항공권을 
사용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ERP  클라우드  2.0에 어울리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1장: 

ERP 현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 

ERP 1.0 시스템이 조직을 운영하고 고객 경험을 설정할 수 있는 막강한 동력을 

제공하고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기술 변화와 세대 변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인한 방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모와 관계없이 현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3가지 핵심 

변곡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조직은 이 중 최소 하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현재 ERP가 운영 목표를 지원합니까? 01 
다른 ERP를 사용하는 기업을 인수했거나 레거시 ERP 업그레이드가 필요하 

거나 자회사를 출범하거나 공유 서비스 모델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나리오에 직면했다면 운영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따라서 ERP 현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인용 : Stacy Pearson, VP Finance and Administration, 

Boise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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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 혁신
오늘날 사용자는 과거의 온프레미스 솔루션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수준
의 협업과 편의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ERP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일상에 디지털 기술이 널리 퍼
져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화된 역할 기반 대시보드를 통한 실시간 분석, 모바일 
액세스와 소셜 협업 등 모든 운영 기능을 아우르는 단일 정보 소스가 필요 
하며 업그레이드도 쉽고 빨라야 합니다. 

인용 : Tim Regan, VP Finance and Corporate Controller, Pandora 

성장과 확신 03 
성장은 곧 글로벌 확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다른 회계, 보고, 규 
정 준수 요구 사항으로 재무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인수, 매각, 신규 시장, 고객 성장 또는 IPO 준비, 그리고 이러한 기회 
와 그 영향을 모델링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증가한 규제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요구됩니다. 

인용 :  Tyler Chapman, Director of Finance, Lumosity 

이 3가지 변곡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귀사의 요구 사항, 문화, 예산, 

일정에 맞는 현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ERP가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ERP 

현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1장: ERP 현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     09 



here is no argument that ERP 1.0 systems deliver signifcant 

horsepower to run your organization, set customer experiences, 

and directly impact how you fare against competitors. However, you 

need to consider the technological and generational changes taking 

place in your business and how your current on-premises 

environment is holding you back. Regardless of business size, 

there are three key infection points where the need to modernize 

becomes apparent; most organizations are experiencing at least one 

point today: 

T 

01 

02 Digital Transformation—Today’s users demand a level of 

collaboration and ease not previously expected from 

on-premises solutions. In addition, their expectations for ERP 

systems refect the ubiquity of digital technology in their lives. 

They require a single source of truth that cascades all 

operational functions; real-time analytics with customized 

role-based dashboards, plus mobile access, with social 

collaboration – all with ease and speed in upgrades. 

Growth and Confdence—Growth is often synonymous with 

global expansion, increasing fnancial complexity with distinct 

accounting, reporting and compliance requirements. Add in 

acquisitions, divestitures, new markets, customer growth or IPO 

preparations, and the need to model these opportunities and 

their impacts requires having the right systems with processes 

in place to support increased regulatory scrutiny. 

03 

Whichever infection point describes your organization, you 

need a modernization strategy that fts your needs, culture, budget, 

and timeline.  Acknowledging where your current ERP does not 

support your business objectives is the frst step in your ERP 

modernization journey. 

Operational Effciency—Does your current ERP support your 

operational goals? Consider if you’ve acquired a company using 

a different ERP; your legacy ERP is in need of an upgrade; you’re 

launching a subsidiary; or you’re moving to a shared-services 

model.  If you are faced with any of these scenarios, achieving 

operational effciency has become a priority; therefore, ERP 

modernization needs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Quote: Stacy Pearson, VP Finance and Administration, 

Boise State University 

Quote: Tim Regan, VP Finance and Corporate Controller, Pandora 

Quote: Tyler Chapman, Director of Finance, Luminosity 

08 Chapter 1: Now Is the Right Time to Modernize Your ERP 09 Your Complete Guide to Modern ERP 

“We were in the process of doing an upgrade of our 
current [on-premises] system and it was a good time 
to make a move to a longer term more sustainable 
model, moving away from maintenance projects to 
more rapid upgrade which will reduce the costs.” 

—Stacy Pearson, VP Finance and Administration, 
Boise State University  

Close 

Chapter 1: 

Now is the Right Time to 
Modernize Your ERP 

“현재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었고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델로 전환하기에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버리고 더 빠른 
업그레이드로 전환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죠.” 

―Stacy Pearson, VP Finance and Administration, Boise State University 

닫기 

Video: BSU Drives Institutional Excellence 
with Oracle ERP Cloud 
동영상: 
오라클 ERP 클라우드 로 우수 기관을 선도하는 BSU 



here is no argument that ERP 1.0 systems deliver signifcant 

horsepower to run your organization, set customer experiences, 

and directly impact how you fare against competitors. However, you 

need to consider the technological and generational changes taking 

place in your business and how your current on-premises 

environment is holding you back. Regardless of business size, 

there are three key infection points where the need to modernize 

becomes apparent; most organizations are experiencing at least one 

point today: 

T 

01 

02 Digital Transformation—Today’s users demand a level of 

collaboration and ease not previously expected from 

on-premises solutions. In addition, their expectations for ERP 

systems refect the ubiquity of digital technology in their lives.  

They require a single source of truth that cascades all 

operational functions; real-time analytics with customized 

role-based dashboards, plus mobile access, with social 

collaboration – all with ease and speed in upgrades. 

Growth and Confdence—Growth is often synonymous with 

global expansion, increasing fnancial complexity with distinct 

 in 

 or IPO 

preparations, and the need to model these opportunities and 

their impacts requires having the right systems with processes 

in place to support increased regulatory scrutiny. 

03 

Whichever infection point describes your organization, you 

need a modernization strategy that fts your needs, culture, budget, 

and timeline.  Acknowledging where your current ERP does not 

support your business objectives is the frst step in your ERP 

modernization journey. 

Operational Effciency—Does your current ERP support your 

operational goals? Consider if you’ve acquired a company using 

a different ERP; your legacy ERP is in need of an upgrade; you’re 

launching a subsidiary; or you’re moving to a shared-services 

model.  If you are faced with any of these scenarios, achieving 

operational effciency has become a priority; therefore, ERP 

modernization needs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Quote: Stacy Pearson, VP Finance and Administration, 

Boise State University 

Quote: Tim Regan, VP Finance and Corporate Controller, Pandora 

Quote: Tyler Chapman, Director of Finance, Lumin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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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nformation is all in one place now, with 
faster, more robust reporting that we can get out 
quickly to management” 

—Tim Regan, VP Finance and Corporate Controller, 
Pandora 

Close 

Chapter 1: 

Now is the Right Time to 
Modernize Your ERP 

“이제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상부에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Tim Regan, VP Finance and Corporate Controller, Pandora 

닫기 

동영상: 
오라클 ERP 클라우드로 재무를 현대화하는 Pandora 



here is no argument that ERP 1.0 systems deliver signifcant 

horsepower to run your organization, set customer experiences, 

and directly impact how you fare against competitors. However, you 

need to consider the technological and generational changes taking 

place in your business and how your current on-premises 

environment is holding you back. Regardless of business size, 

there are three key infection points where the need to modernize 

becomes apparent; most organizations are experiencing at least one 

point today: 

T 

01 

02 Digital Transformation—Today’s users demand a level of 

collaboration and ease not previously expected from 

on-premises solutions. In addition, their expectations for ERP 

systems refect the ubiquity of digital technology in their lives.  

They require a single source of truth that cascades all 

operational functions; real-time analytics with customized 

role-based dashboards, plus mobile access, with social 

collaboration – all with ease and speed in upgrades. 

Growth and Confdence—Growth is often synonymous with 

global expansion, increasing fnancial complexity with distinct 

accounting, reporting and compliance requirements. Add in 

acquisitions, divestitures, new markets, customer growth or IPO 

preparations, and the need to model these opportunities and 

their impacts requires having the right systems with processes 

in place to support increased regulatory scrutiny. 

03 

Whichever infection point describes your organization, you 

need a modernization strategy that fts your needs, culture, budget, 

and timeline.  Acknowledging where your current ERP does not 

support your business objectives is the frst step in your ERP 

modernization journey. 

Operational Effciency—Does your current ERP support your 

operational goals? Consider if you’ve acquired a company using 

a different ERP; your legacy ERP is in need of an upgrade; you’re 

launching a subsidiary; or you’re moving to a shared-services 

model.  If you are faced with any of these scenarios, achieving 

operational effciency has become a priority; therefore, ERP 

modernization needs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Quote: Stacy Pearson, VP Finance and Administration, 

Boise State University 

Quote: Tim Regan, VP Finance and Corporate Controller, Pandora 

Quote: Tyler Chapman, Director of Finance, Lumin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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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ndational piece of moving to a modern 
fnance organization is having an ERP system that 
can support scale and allows your team to have the 
tools to succeed.” 

—Tyler Chapman, Director of Finance, 
Luminosity 

Close 

Chapter 1: 

Now is the Right Time to 
Modernize Your ERP 

“현대적인 재무 조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확장을 지원하고 
팀이 성공을 위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ERP 시스템입니다.” 

―Tyler Chapman, Director of Finance, Luminosity 

닫기 

Video: Lumosity Ups Its Game with Oracle 
ERP Cloud 
동영상: 
오라클 ERP 클라우드로 경쟁력을 높이는 Lumosity 



 

E RP 업그레이드 필요―지원 날짜가 경과하면서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비싼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사용성 불만 증가―직원들이 사용성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고 
ERP가 왜 스마트폰 앱처럼 동작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보고 문제 증가―ERP 1.0의 한계로 인해 관리 보고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ERP를 위해 새로운 하드웨어 필요―물리적인 ERP 1.0 
인프라가 오래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교체해야 합니다. 

ERP 유지보수 비용 증가―시스템 수수료 및 서비스 
비용이 매년 증가합니다. 

01 

02 

03 

04 

05 

07 

08 

09 

10 

06 

모던  E RP 2.0을 배포할 때가 왔다는 10가지 신호 
귀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때가 온 것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시스템 및 분리된 데이터 증가―분리된 시스템 
및 기업 데이터의 증가로 중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상충합니다. 

급격한 글로벌 성장―해외 확장, 인수, 핵심 시장 성장이 ERP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 준수 요구 사항―재무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증가가 기업에 영향을 줍니다. 

비즈니스 수요 증가―비즈니스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IPO 진행―주식 공모를 준비하면서 엄격한 재무 정보와 
관리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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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화(커스터마이징과 다름) ―ERP 1.0에서는 비표준 또는 고객별 비즈니스 

사례로 인해 커스터마이징이 발생하여 다운스트림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모던  ERP의 특징 
o 표준 기반 플랫폼에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조직이 어떤 변곡점을 반영하더라도 현대적인 ERP에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개인화 및 구성을 제공하므로 안전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때 대부분 기업이 갖는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워크플로, 통합 및 보고와 같은 영역에서 온프레미스 커스터마이징이 
있습니다. 발생한다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플랫폼 매개변수와 현대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설계의 두 또한 현대적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와 함께 확장하고 최신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7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 다음 4가지 설계 
이 7가지 구성 요소가 현대적인 ERP의 표준을 정의합니다. 민첩성과 성장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 토대를 확립하려면 다음 3가지 플랫폼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01 04
보안―비즈니스 데이터가 곧 비즈니스입니다.데이터는 리스크 완화를 위해 

물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에 있어야 하지만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려면 하드웨어 
완전성― 모범 사례 허가 표준화가 기본 포함되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리소스 풀링 및 신속한 탄력성을 포함한 클라우드의 이점도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통합된 모범 사례 비즈니스 프로 

세스에 완벽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면 기업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ERP 벤더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다 

02 통합―ERP 클라우드 솔루션은 반드시 비즈니스, 인력,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루션이 반드시 다른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ERP 
른 클라우드 솔루션과 통합이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처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온프레미스 모델(일반적인 운영 옵션)을 선택
1.0

솔루

 시스템, 타사 솔루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션이 호환성과 확장성 보장을 위해 업계 표준을 기반으로 공통의 프레임 
한다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누가 보장합니까? 

워크를 사용하는지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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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Characteristics of Today’s 
Modern ERP 

o matter which infection point represents your organization, 

there are characteristics you ou undertake 

application design.  Together, these seven categories defne the 

standards of a modern ERP. 
and meet operational needs now and in the future by incorporating 

these elements: 

N 

01 

03 

02 

04 

Security—Your business data is your business. It needs to be in 

a physically isolated environ 

want cloud advantages including 

hardware resource pooling a 

elasticity to support rapid growth. 

Integration—ERP cloud solutions must 

seamlessly 

people and 

systems, and to third-party solutions. Consider whether a 

solution uses a common framework based on industry 

standards to ensure compatibility and scalability. 

Personalization (not customization)—With ERP 1.0, user 

personalization resulted in customization that increased 

downstream maintenance and upgrade challenges. Cloud-based 

onfguration within the application 

resulting in “upgrade safe” enhancements. If your on-premises 

customizations fall into areas such as workfows, integrations 

and reporting, there is a good chance your requirements will be 

addressed by cloud-based solutions. 

Completeness—Built-in best practices permit standardization, 

which lowers costs and increases productivity. Even if your 

cloud transition is incremental, access to a complete suite of 

siness processes delivers enterprise 

standardization. Consider whether a cloud ERP vendor supports 

gration to other cloud 

y select a hybrid 

cloud/on-premises model – a common operational option 

– who ensures integrations between on-premises and 

cloud applications? 

Common Cloud 
Concerns 

Read More 

 
 

  

 

클라우드에 관한 공통된 걱정거리 Close 닫기 

온프레미스 ERP를 클라우드로 옮기기가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시스템을 배포하느라 오랜 시간과 많은 리소스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는 안전한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솔루션은 통합 가능한가? 

현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값비싼 커스터마이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클라우드 구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큰 중단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인가?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보고와 분석이 현재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클라우드에서의 사용자 채택과 변경 관리는 어렵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현대적인 ERP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키텍처부터 
인프라, 채택, 보안까지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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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글로벌화―신흥 시장과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면서 ERP 클라우드 솔루션이 

여러 자회사와 국가별 현지화를 지원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로컬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레지던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ERP는 지사, 사업부, 본부 간에 원활한 기업 정보 공유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이트 중심 분석―ERP 클라우드 솔루션은 재무 코어에 안전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역할, 보고서, 분석에 걸쳐 단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KPI를 일선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한때 결산이나 

분리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추출에 의존해야 했던 프로세스를 극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현대적인 백오피스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트랜잭션에 통합되어 원활하고 생산적이고 직관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용자 경험은 참여하기 쉽고 이동 중인 직원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을 

포함해야 하며 맥락에 맞는 협업을 위한 네이티브 소셜 통합, 송장 이미지 

처리를 위한 즉시 사용 가능한 광학 문자 인식도 포함해야 합니다. 

07 

여기를 클릭하여 온프레미스 ERP 1.0과  
모던  클라우드 ERP 2.0 비교하기 

온프레미스 ERP 1.0 

vs 
모던  클라우드 ERP 2.0 

알고 계십니까? 

구매-지급(Procure to Pay)/종이-디지털(Paper to Digital) 

전체 송장의 59% 가 종이 송장입니다. 
종이 송장은 전자 송장보다 처리 비용이 60% 더 높습니다. 

출처: Aberde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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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of all invoices are paper-based. 

Paper invoices are 60 percent more expensive to 
process than electronic invoices. 

Source: Aberdeen Group 

Procure to Pay/Paper to Digital 

Did you know? 

ERP Software Maintenance. On-premises ERP requires annual maintenance fees to 
be current with security fxes, critical patches, and updates. 

 

 

 

 

 

 

 

 
  

온프레미스 ERP 1.0 vs  모던 클라우드 ERP 2.0 

비즈니스 재무 모델. 운영 지출 P systems divert 자본 지출 중요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자금이 온프레미스 ERP 시스템에 사용되고 세금까지 월 단위 구독  선불 구매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RP 소프트웨어. 06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는 선불 구매와 세금을 필요로 하고 클라우드 ERP는 월간 $ real-time data access at its fnancials core to provide a single ERP leverages operational expenses month to month. 운영 지출을 활용합니다. 
source of truth across roles, reports and analysis. This ensures 
ERP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timely delivery of accurate KPIs to front-line managers, and 
온프레미스 ERP는 최신 보안 픽스, 중요 패치, 업데이트를 위해 연간 유지보수 $ dramatically simplifes a process once dependent on a period 
비용이 발생합니다. 
close or a separate data warehouse extract.  
ERP 소프트웨어를 위한 하드웨어. 
온프레미스 ERP는 추가 자본 지출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는 보통 3~5년마다 $ Hardware for ERP Software. On-premises ERP requires additional capital expenses; 

07 Digital Capabilities—For the modern back offce, digital 

t  must be integrated into business processes and 
hardware typically needs physical uplift every 3 to 5 years.
물리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echnologies
하드웨어 유지보수. transactions to create a seamless, productive and intuitive Hardware Maintenance. On-premises ERP hardware often requires annual 
온프레미스 ERP 하드웨어는 연간 유지보수 요금이나 계약, 비싼 공간, 유틸리티, $ maintenance fees or contracts, high-cost space, utilities, and staff. experience. The user experience needs to be engaging and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include mobile accessibility for on-the-go employees, native 
ERP 소프트웨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social integration for secure in-context collaboration, and Database for ERP Software. On-premises ERP systems need an on-premises 
온프레미스 ERP 시스템은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포를 $ database which often requires staff and contractors for deployment. out-of-the-box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for invoice imaging. 위한 인력과 계약자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Database Maintenance. On-premises ERP requires annual maintenance fees and 
온프레미스 ERP는 ERP 데이터베이스 보안, 업데이트, 최적화를 위해 연간 유지 $ staff to keep the ERP database secure, current, and optimized. 
보수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System Upgrades. On-premises ERP system upgrade projects cost $100K to over 
온프레미스 ERP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 $1m per project every 3 to 5 years for software and hardware. 
대해 3~5년마다 10만~1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4 Your Complete Guide to Modern ERP 

All Included. 
No additional 
or hidden costs. 

모두 포함. 
추가 비용 또는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재무 모델 및 소유 비용 비교 

05 Globalization—Entering emerging markets and new 

geographies creates complexity by requiring any ERP cloud 

solution to support multiple subsidiaries and country 

localizations. Often, local data centers must comply with data 
재무 모델 및 소유 비용 비교 

residency requirements. The right cloud ERP must enable 

1페이지 

On-Premises ERP 1.0 vs Modern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Cloud ERP 2.0 
ERP 2.0 ERP 1.0 

Click here to compare On-Premises ER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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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of 

Paper invoices are 60 percent more expensive to 
process than electronic invoices. 

Source: Aberdeen Group 

Procure to Pay/Paper to Digital 

Did you know? 

 

 

 

 

 

05 

온프레미스 ERP 1.0 vs  모던 클라우드 ERP 2.0 
2 페이지 

재무 모델 및 소유 비용 비교 

On-Premises ERP 1.0 vs Modern 
Globalization—Entering emer

ging markets and new 

geographies creates complexity by requiring any ERP cloud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Cloud ERP 2.0 solution to support multiple subsidiaries and country 

localizations. Often, local data centers must comply with data 

vs. Modern Cloud ERP 2.0 $ 
시스템 보안. 
모든 온프레미스 ERP 시스템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유지를 위한 인력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ERP 2.0 ERP 1.0 
residency requirements. The right cloud ERP must enable Click here to compare On-Premises ERP 1.0 

모두 포함. 
추가 비용 또는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06 $ 
시스템 재해 및 복구. 
모든 온프레미스 ERP 시스템에는 재해 복구 계획, 인프라, 서비스, 인력 및 중복성을 위한 큰 비용 
이 필요합니다. 

timely delivery of accurate KPIs to front-line managers, and 

dramatically simplifes a process once dependent on a period 
기타 중요 요소 close or a separate data warehouse extract.  

07 

배포 속도 * 
프로젝트 계획 및 배포를 위한 시간. 
social integration for secure in-context collaboration, and 

out-of-the-box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for invoice imaging. 
* 속도는 구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숫자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기준입니다. 

1~2 년 
또는 그 이상 

3~6 개월 

ERP 배포 및 관리를 위한 IT 리소스 
커스터마이징, 통합, 보고,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파트너/하청업자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많음 
다이렉트, 하청업자, 

파트너 리소스. 

최소 
비즈니스 최적화 및 사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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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확실한 경영진 후원―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진 후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03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꾸준한 경영진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모던  ERP 시스템을 
배포하는 방법 

지속적인 직원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새로운 클라우드 ERP 시스템에 대한 경

영진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성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01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02 

모던  ERP 전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파트너와 벤더를 포함하는 배포 

팀을 꾸려야 합니다. 기술이나 시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현대화 전략의 

04 

프로젝트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생산성, 재무 결산 속도, 인프라 비용과 

같은 비즈니스 이점을 측정하는 KPI를 확립하십시오. 

측정 가능한 항목은 프로젝트 합의와 승인의 바탕이 되고 전략을 추적하며 

프로세스 및 재고 시스템 문서화―내부 및 타사 솔루션과 통합 포인트, 

중복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IT 인프라를 매핑하십시오. 조직 구조를 포함하여 

데이터 소유권,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역할을 이해하십시오. 프로젝트 시작 

전에 단일 정보 소스를 정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에 맞는 구현 접근 방식 선택―클라우드 ERP를 향한 여정은 고객별로 다 

르고 클라우드 ERP 애플리케이션 동시 배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가치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고 기존의 온 

프레미스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핵심 ERP 애플리케이션부터 현대화를 시작하고 완전한 엔드-투-엔드 변환 

을 향해가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ERP를 향한 여정 

더 알아보기 

16 모던  ERP를 위한 완벽 가이드 3장: 배포 후 클라우드 ERP 성과 평가 17 



s you plan your modern ERP strategy, you should pull together a 

deployment team that includes potential partners as well as 

vendors. Consider the following elements of a modernization strategy, 

which apply regardless of technology and market size: 
04 

Clearly Defne Project Goals—Establish KPIs that measure 

business benefts such as produ ancial close speed, 

and infrastructure costs. Measurable items build project 

consensus and approval, keep track of your strategy build, an 

provide a baseline to assess success at milestones. 

complete IT infrastructure, including internal and third-party 

solutions and their integration points, plus redundant system 

Include your organizational structure to understand roles in 

conjunction with data ownership, management and use. It is 

also critical to defne a single source of truth strategy before 

starting your project. 

Get Strong Executive Sponsorship—Regardless of company 

size, executive sponsorship is critical. You need continuous 

executive support throughout your entire project. Coupled 

with ongoing employee communication, highlighting 

leadership commitment to your new cloud ERP system will help 

drive success. 

Select an Implementation Approach Aligned to the 

ERP Journey to the Cloud 

16 Chapter 3: Assessing Cloud ERP Results after Deployment 17 Your Complete Guide to Modern ERP 

 

 

 

닫기 
클라우드 ERP를 향한 여정 

엔드 투 엔드 변환 03 

A 
독립 서비스 

핵심 종속 확장 계획 및 예산 계획 

보고할 레코드 
핵심 

자동 송장 처리 01 
재무 

셀프 서비스 구매 
소싱-지급(Source to Pay) 구매 | 재고 공급업체 포털 소싱 및 계약 

공급업체 자격 관리 
출장 및 경비 관리 

주문-캐시(Order to Cash) 02 구성, 가격, 견적어드밴스드 컬렉션
(Advanced Collections)

주문 관리

프로젝트 재무 프로젝트 관리 
승인 관리 작업 관리 프로젝트 관리 

리소스 관리 

에지(Edge) 혁신 



  

4장: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이러한 요소와 관련된 전체적인 측정을 원래의 비즈니스 

사례와 연결된 KPI에 통합하십시오. 경로와 관계없이 접근 방식을 합리화할 배포 후 클라우드 ERP 
성과 평가 

비즈니스 사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기술, 긍정적인 영향, 현대적인 클라우드 ERP 2.0의 재무 이점을 이해할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ERP 현대화 전략을 세우고 KPI를 신중히 문서화했다면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봄으로 

써 미래를 내다보면 됩니다. KPI를 설정할 때는 측정 방식과 가치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구현 시작과 동시에 현재 지표를 기록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간격을 설정하십시오.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 기능을 구성하기가 쉬우므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목표 대비 상태를 평가하고 수량화함으로 

써 조직에 매핑된 성숙도 모델에서 우선 순위를 위한 기준점을 확립하십시오. 

예를 들어 더욱 빠른 결산 및 보고 프로세스와 함께 신속하고 자동화된 송장 처리를 

이용함으로써 미수금을 줄이고 IT 비용도 절감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평가는 단지 기술적인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 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전략 또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입니다. 

수 있는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성공을 이끄는 비기술적인 요인 
모든 클라우드 ERP 프로젝트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4가지 비기술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 
합의를 통해 명확한 고객 
전략을 형성 

프로세스 
업데이트된 프로세스로 
바람직한 결과를 제공 

거버넌스 
능동적인 가이드로 
리스크와 비용을 낮춤 

전략 
능동적인 개입으로 채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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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모던 ERP 클라우드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이유 

오라클은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 단일 ERP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재무, 구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업 성과 관리를 활용하는 강력하고 

통일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라클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현대적인 표준 기반 플랫폼 
오라클은 기초적이고 단순한 설계 원칙을 통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보안 및 확장성 

통합 및 연결성 

개인화 

비즈니스 개발 도구 

22 현대적인 ERP를 위한 완벽 가이드 

02 현대적인 모범 사례 기반 애플리케이션 
ERP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현대적인 기술, 모범 사례, 연결성을 

지난 수십년간의 온프레미스 ERP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결합합니다. 

21세기 글로벌 회계 

임베디드 분석 및 보고 

네이티브 소셜 협업 

사용자 경험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 
클라우드에서 ERP를 현대화하면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오라클과 오라클 파트너는 성공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ERP 프로젝트와 서비스의 재무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ROI 계산기 

오라클 컨설팅을 통한 GPS(Guide, Plan and Stage) 프로세스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03 

오라클 ERP 클라우드는 자본 지출 모델보다 운영 지출을 크게 줄여줍니다. 

5장: Oracle이 현대적인 ERP 클라우드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이유 23 



21st Century Global Accounting 

Embedded Analytics and Reporting 

Native Social Collaboration 

User Experience 

In fact, Oracle ERP Cloud affords customers substantial savings in an 

operating expense rather than capital expense model. 

There is economic beneft when you modernize ERP in the 

cloud.  Oracle and its partners offer tools to determine the 

fnancial advantages of a cloud ERP project and services to 

ensur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ROI Calculator 

Guide, Plan and Stage (GPS) process with 
Oracle Consulting 

Modern Innovative Approach 

Cloud Marketplace 

Cloud ERP = Economic Beneft 

03 

Chapter 5: Why Oracle is Your Best Choice for the Modern ERP Cloud 22 23 Your Complete Guide to Modern ERP 

Defne Scope and Strategy. 
See Features and Functions. 

Architect Cloud Design. 
Set Timelines and Budgets. 

From Current State 
to Opportunities. 

  

Chapter 5: 

02 Modern Best Practice-Based Applications Why Oracle is Your Best ERP cloud applications combine modern technology, best 

practices and connectivity with knowledge from decades Choice for Modern ERP Cloud 
of on-premises ERP. 

O Oracle Cloud GPS:가이드, 계획 및 스테이징(Guide, Plan and Stage) 닫기 racle delivers a single ERP cloud that is enterprise-grade

and ready to grow your business today. It’s built upon a 

robust union of platform, applications and approach utilizing 

fnancial, procurement, project portfolio, an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Oracle Cloud 

Our platform and applications characteristics are: 

Oracle leverages this fundamental, up-front design 

principle to deliver: 

Modern Standards-Based Platform 

Security and Scalability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Personalization 

Business Developement Tools 

01 

Guide Stage Plan 가이드 계획 스테이징 
범위 및 전략 정의. 
특징 및 기능 확인. 

현재 상태에서 기회까지. 클라우드 디자인 설계. 
일정 및 예산 설정. 



 

 

  

ERP 현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오라클의 글로벌 영업 팀과 파트너의 도움을 통해 급격하게 비즈니스 성장과 
성공의 토대로 자리잡고 있는 현대적인 ERP 클라우드인 ERP 2.0으로 이동하십시오. 
모든 조직이 Oracle ERP Cloud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  오라클 ERP 온프레미스 고객― 오라클의 Customer 2 Cloud 프로그 

램을 살펴보십시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고 기 

존 ERP 시트 라이센스를 클라우드 구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더 알아보기: Oracle Customer 2 Cloud  프로그램 

다른 벤더의 온프레미스 ERP를 사용하는 기업 

―다른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Oracle의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이 비즈니스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십시오. 

ERP가 없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Oracle 및 파트너를 통해 현대적인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꼭 맞는 클라우드 ERP 전략을 새로 배포할 기회가 있습니다. 

Oracle ERP Cloud로 전환하기: 

l E RP 클라우드 자료 보기 

l 상담 및 구입문의 : 080-2194-114 

6장: ERP 현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25 24 현대적인 ERP를 위한 완벽 가이드 

cloud.oracle.com/ko_KR/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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