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을 통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먼저 제조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관리 영역부터 살펴

보자.

 

확장과 통합이 유연한 혼합방식의 생산 운영시스템 지원

해외 생산법인에 대한 확장, 합병, 통합을 고려해 오라

클은 다양한 생산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

산법인의 생산방식 및 제품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한 

생산방식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지원 가능한 생산방식은 일반제조(Discrete), 흐름생

산(Flow/Lean), 로트생산(Lot Based), 프로젝트 생

산(Project Manufacturing) 및 프로세스생산(Process 

Manufacturing) 방식이 모든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며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에 대한 정보

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생산현장의 관리 및 지원업무

가 신속하게 수행된다. 시스템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생

산방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던 시스템

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해져서 전체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오라클 생산관리 솔루션이 제공하는 혼합방식의 가능

한 생산운영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글로벌 생산운영의 통합 가시성 확보

생산현장에는 생산설비를 제어하고 생산실적을 집계

하는 다양한 Plant Floor 시스템들이(SCADA, DCS, 

MES 등) 존재한다. 이러한 Plant Floor 시스템과 ERP 

시스템과의 생산실적과 설비상태 정보와의 연동은 과

거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다. ERP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개발영

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Plant Floor 시스템과의 정보연동을 위해 오

라클 생산관리 솔루션은 MOC(Manufactur ing 

Operation Center)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다양

한 Plant Floor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생산실적 및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ERP와 연동하고 설

비에 대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에는 생산반장 또는 

정비담당에게 통지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다. 즉 MOC를 통해 생산현장의 모든 설비에 대한 상

시 모니터링 체계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생산법인에 대

한 운영효율성에 대한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해진다.

아래 [표 2]에는 글로벌 생산운영의 통합가시성을 위

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체계적인 공급 업체관리에 의한 구매 역량강화

다음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공급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모든 구매부서의 오래된 바램은 통합구매 방식을 통

해 대량의 구매물량을 활용하여 구매자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을 높이고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한

다.

그러나 막상 공급업체에 대한 다변화 전략이나 공급업

체의 평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의 정립과 실적을 통한 평가

관리도 시스템이 아닌 구매담당자의 몫으로 남아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도 전사차원에서 공유되지도 못

하고 있다.

또한 MRO자재에 대한 구매업무 역시 구매자가 직접 

구매업체의 가격과 사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요청이 

가능함에도 다양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정보가 공유

되지 않아 구매부서에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하

고 승인완료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

글로벌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Oracle E-Business 

Suite R12 

1980년대에만 하더라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일어나던 글로벌 경영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경영 환경의 

가장 큰 변화이며 피해갈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

다. 이에 오라클은 E-Business Suite의 최신 버전인 R12
에 글로벌 경영에 필수적인 주요기능을 추가하여 고객

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오라클이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

에 필요한 주요한 기능에 대해 업무영역별로 알아보고 

R12 Upgrade에 대한 고려사항 및 사례를 통해 전사 IT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ERP시스템에 대한 Upgrade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 글로벌 경영인가?

먼저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해보는 차원에

서 모든 기업 나아가서 모든 국가가 글로벌 경영에 대

해 관심을 보이고 기업의 비전으로까지 중요하게 생각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영이라 함은 수출, 라이센싱, 현지 합작선 설

립, 현지 지사 설립 등 여러가지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

루어지나 기본적으로 제조비용의 절감, 선진기술 습득 

및 부족한 시장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외 여러나라로 

진출하여 경영을 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이라 불리는 

대형 회사만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회사 역시도 글로별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들이 그토록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 가

지로 요약된다. 회사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글로벌 경영

을 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기 때

문이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경쟁업체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할당제 등 보호무역의 강화로 

나라별 교역이 크게 위축되어 경제발전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결국 1930년대에 대공항을 격고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서비스, 자본의 국가 간 흐름

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 설립되면서 관세율이 계속 낮아졌다.

최근에는 지역과 국가끼리의 F TA ( Fr e e  Tr a d e 

Agreement)까지 진행되면서 전세계는 하나의 시장으

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술의 발전 즉 통신, 인터넷 및 정

보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역시 전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에 Oracle E-Business Suite R12 가 업무영역별로 어

떻게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시너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영관리를 위한 Oracle E-Business Suite R12의 

Must-Have Features

Oracle E-Business Suite R12가 제시하는 글로벌 경영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요 특징은 한마디로 “중앙집중

화(Centralization)”이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법인 또

는 판매 법인들은 규제 및 법규 또는 특화된 업무 프로

세스로 인해 독자적인 시스템에서 별도로 운영되었던 

업무가 하나의 시스템에서(Global Single Instance) 특

화된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유사한 업무는 Shared 

Service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변화된 

주요 특징이다.

그럼 이제 업무영역별로 글로벌 경영관리를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주요 기능 및 특징에 대해 삽화와 자세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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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R12 Upgrade 전략

저자 -  김연일 컨설턴트, 한국 Oracle Application Solution 
            (yeonil.kim@oracle.com)

<표. 1> 유연한 혼합방식(Mixed Mode)의 생산관리

생산계획

• 작업지시계획

• 작업지시일정변경

• 자재대체

• 자원대체원 체계

프로세스 생산 
(Process 

Manufacturing)

일반제조 
(Discrete)

ERO
ATO
MTS

프로젝트 생산 
(Project MFG)

흐름생산 
(Flow/Lean)

로트기반 
(Lot Based)

ETO: Engineering To Order
ATO: Assembly To Order
MTS: Make To Stock

MES(Manufacturing Execution)

Lot/Serial 추적관리

프로젝트/호기별 추적관리

창고/수송관리

설비관리

서비스

샘플 분석 분석 품질관리

<표. 2> Plant Floor System 효율성관리를 위한 주요 성과지표

가용성
• 설비 다운타임
•  평균장애시간   

(Mean time to failure)
• 생산가동시간

프로세스 값
• 압력
• 온도
• 습도

생산Output
• 생산량
• 시간/교대/주간별

생산 품질
• 불합격 수량
• Scrap 수량
• 원인별 불량율

• 에너지 사용량
• 가스 방출
•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

그린KPls



할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해 일괄처리가 이루어지게 된

다. 

아래 [표 5]는 Shared Service 에 의해 변화된 모습을 도

식화 한 그림이며 재무업무 이외에도 구매, 주문 및 기

준정보 변경에 대한 영역까지 Shared Service 운영업무

로 확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생산관리, 구매관리 및 재무업무 영역에 대해 

Oracle E-Business Suite R12에서 글로벌 경영에 대한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주요 기능 및 변화된 모

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경영기획, 고객관리, 인사관리, 연구개발 및 

Business Intelligence 영역에서도 글로벌 경영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

 

Oracle E-Business Suite R12 Upgrade 전략

Oracle E-Business Suite을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고 계

신 감사한 고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Upgrade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계시지만 

Upgrade에 대한 당위성 및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

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R12 Upgrade에 대한 목적과 오라클

이 제시하는 Upgrade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한다.

 

Why R12 Upgrade

R12 Upgrade의 당위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주위를 환

기시키는 차원에서 ERP를 최초로 도입하려고 했던 시

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자.

ERP 도입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프로세스 

효율화”란 Catchy Phrase 아래 ERP를 도입하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프로세스 효율화는 크게 3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사 기준정보 및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이고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

었던 시스템에 의해 업무가 단절되어 처리되던 문제점

을 ERP에 의한 통합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해결하

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RP에서 제공하는 

선진기술을 반영한 전사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ERP 도입의 당위성이었고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Upgrade에 대한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 R12 

Upgrade에 대한 목표는 글로벌 경영의 목표와도 일맥

상통(一脈相通)하는 “성과중심의 수익경영”이라고 말

하고 싶다.

성과중심의 수익경영은 크게 4가지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ERP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

무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업

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예외사항에 대해 신속

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경영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들을 관리하고 변화

추이에 따른 사업수지에 대한 예측능력을 강화하는 것

이고 마지막으로는 목표대비 성과평가 중심의 경영성

과 프로세스의 도입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아래에 기술한 하나의 논리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Oracle E-Business Suite = PI ;

 

if ERP = First

Pi = Process innovation

Else Upgrade

PI = Performance Improvement ;

    

 

R12 Upgrade 전략

오라클이 제시하는 R 1 2  Up g r a d e  전략은 크게 

“Technical Upgrade”와 “Upgrade by New Installation”
으로 구분된다.

먼저 “Technical Upgrade”는 현재 사용 중인 ERP 버

고 있다.

이에 오라클은 구매업무 담당자에게는 공급업체에 대

한 다양한 관리정보와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실적기반

의 평가를 통해 최적의 공급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구

매자에게는 공급업체간 제공되는 품목정보 및 평가정

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

원하는 프로세스 및 기능을 추가하였다. 주요 업무 프

로세스 및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자.

온라인 상에서 신규 가망 공급업체에 대한 요청 및 등

록업무가 수행되고 유관업무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자

격심사를 거쳐서 공급업체가 선정되게 된다. 

선정된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다양한 관리정보는 공급

업체 프로파일 관리에 의해 관리정보의 설정 및 변경작

업이 수행된다. 

구매자는 공급업체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검

색조건으로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구매요청 업

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구매업무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구매실적 정

보를 기초로 사전에 정의된 공급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급업체 평가업무가 자동으로 수행된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공급업체 포탈을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정보가 공급업체 스스로 유지 및 관리되므로 

공급업체와의 실시간 협업 체계가 이루어진다.

아래 [표 3]는 지금까지 설명한 공급업체 관리의 선진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모습이다.

  

현지법인의 GAAP과 본사 GAAP을 반영한 복수회계처리 지원

회계처리 및 재무정보의 통합 측면에서 가장 고민스런 

부분은 현지법인의 GAAP과 본사의 GAAP에 차이가 

있어서 재무정보 통합에 조정 작업이 많이 발생하는 부

분이었다. 즉 이중결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였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라클 재무회계 솔루션은 복수개

의 원장(General Ledger)과 각각의 원장마다 현지법인

의 GAAP을 충족시키는 분개규칙의 정의가 가능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복수개의 원장에 정의된 

분개규칙에 따라 회계처리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전

사차원의 재무정보의 통합을 위해 별도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거래발생 시점에 전사 회계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전사차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수개의 원장관리와 각각의 원장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기능 및 전기 과정은 아래 [표 4]에 도식화하

여 표현하였다.

Shared Service에 의한 재무업무의 효율성 제고

청구 및 회수, 지급관리, 및 회계 기준정보 관리 등 현

지법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회계업무에 대해 

Shared Service 기능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전차 차원

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자 별로 할당하

여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정보접근에 대한 

이력정보가 내부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되어 재무정보

에 대한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일본 및 중국에 판매법

인 또는 생산법인이 있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각자의 회계업무를 수행했다고 하

면 오라클에서 제공되는 Shared Service 기능을 이용해 

각각 수행되었던 회계업무가 Shared Service Center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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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복결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복수원장 및 복수 회계처리

Subledger Accounting

Multi-GAAP Reporting

Event Data SetAccounting Rules

Headquarter GAAP

Processing 
Systems

HQ 원장

총계정원장

US 원장

China 원장

US GAAP

China GAAP

Single 
Source of 

Transactions

HQ GAAP 
journals

US GAAP
journals

China 
journals

<표. 5> 권한관리를 이용한 재무업무의 Shared Service 제공

본사

법인

대한민국

Operating Unit

일본지사

법인

일본

Operating Unit

Single Responsibility

중국지사

법인

중국

Operating Unit

 Functional Tasks
• 회계처리

• 청구 및 회수관리

• 구매

• 주문관리

• 지급관리

• Master Data관리

<표. 3> 구매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공급업체 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공급업체 
디렉토리 서비스생산 

신규공급업체 등록 및 자격심사

공급업체 프로파일 관리공급업체 평가

Supplier Serch

invitation

Contact

SupplierSelf-Service 
Registration

Supplier Profile, 
Qualification, Credit/
Risk Assessments 
(eRFx/Survey)

Supplier Profile, Classification, 
Bank Detail, Realationship 
MaintenanceSupplier Performance 

Analysis and 
Management

Supplier 
inactivation

Ongoing 
Assessments 
(eRFx/Survey)

Obsolescence

Supplier
Master

identifi cation On-boarding

        Maintenance & Assessment

Obsolescence



전을 오라클이 제공하는 “Maintenance Pack for R12 

Upgrade”을 적용하여 R12의 최신기능 및 기술로 단순 

버전 업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현재 사용 중인 ERP의 거래데이터와 

기준정보를 별도의 설정작업 없이 100% 유지가 가능

하고 기능 테스트에 대한 업무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Upgrade by New Installation”에 비해 시스템 휴

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R12 Upgrade를 완료한 대표적

인 고객은 빙그레, 제일은행, 태광실업, 코카콜라 및 

KEC 등이 있다.

“Upgrade by New Installation”의 목적은 단순 버전 업

이 아닌 업무영역별 새로운 추진과제에 대한 해결 및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운영시스템의 필요 등 기존 사용 

중인 ERP로는 현재의 사업영역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때 권고하는 방안이다. 장점으로는 업무 프로세스의 확

장 및 개선이 가능하고 기존 운영되던 기준정보 및 분

석데이터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출된 현업 사

용자의 요구사항의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이다. 그리고 R12 Upgrade 완료 이전까지는 기존 

ERP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스템 휴지 기간이 거의 없

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반면에 R12 Upgrade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신

규 업무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검

증 및 보완작업이 많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진다.

Global Single Instance 구축을 위해 R12 Upgrade를 수

행한 LG전자 및 만도 그리고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R12 Upgrade의 기대효과

Oracle E-Business Suite 의 최신 버전인 R12로 Upgrade
를 완료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개

선사항과 기대효과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충족과 추가적인 Business Value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R12 Upgrade 고객들은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은 내부

적으로는 업무기능 강화 및 IT 편의성을 통한 업무 효

율성 증대와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위한 변

화 및 규제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경영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표 6]의 내용을 첨부하였는데 

이는 고객사의 C-Level 임원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인

용하고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R12 Upgrade에 대한 

기업의 기대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내외 고객사례 요약 

Oracle E-Business Suite R12 Upgrade를 완료한 해외 

및 국내 고객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R12 Upgrade에 대

한 안정성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글로벌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Oracle E-Business Suite 

R12 Upgrade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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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_Online at Oracle

AT orACle<표. 6> R12 Upgrade 고객의 인터뷰 내용

“Upgrading to Oracle E-Business Suite Release 12 Increased our efficiency and 
improved our overall ability to remain competitive and pursue aggressive growth 
goals in the challenging technology market.”
- Robin Shirley, Vice President of Finance, Apricorn.Inc.

“Upgrading to Oracle E-Business Suite Release 12 Expanded our existing 
functionality, improved usability, allowed us to save more than US$500,000.”
-Terrance Brannon, Deputy Executive Director-internal services, Pace Suburban Bus

“Worked with Oracle Consulting to upgrade to a single global instance of Oracle 
E-Business Suite Release 12 to gain additional functionality to support the growing 
and changing business and to simplity IT management”
- Craig Williams, Technology Director Business Application, United Online.INC.

“Based upon the great success from the Oracle E-Business Suite 10.7 and 11i, 
Midea again decided to upgrade its ERP system with Oracle EBS R12 to establish a 
global information management platform.”
- Gu yun song, IT Director of, Midea Group

 Efficiency 
“업무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Usability 
“업무기능강화통한
 ERP 사용률 증대”

 Simplify IT Structure 
“향상된 기능활용 및 
회사 성장 대비한 

IT 시스템 단순화(GSI)”

 Global Standard 
“전사적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표. 7> R12 Upgrade 해외 고객사례

• ATT: Upgrade from 11i10
• Financials, AP, FA
• Largest Payables Deployment WW

• McDonalds’:Upgrade from 11i10
• Projects, Assets, Payables, iProc
•  Standardize construction mgmt processes, 

track and manage costs by project areas 
and ensure continued system support

• Agilysys: Upgrade from 11i10
• projects, Assets, Payables, iProcurement
•   Needed integrated ERP system manage 

and balance maintenance to supports 
continued growth

• Pentel America: Upgrade from 11i9
• Financials, inventory, WMS
•  Better functionality; better suppt options; 

ability to eliminate customizations

• CPS: Upgrade from 11i10
• New features and Functionality

• Oracle Corp.Upgrade from Release 12
•  Financials, HR, Procurement, SSHR, 

contracts, etc

• Datacard: Upgrade from 11i9
•  40+Modules: Financials, OM, inv, 

WMS, iSupplier, CRM, Projects, OTL, 
iProcurement, Purchasing, etc.

• Usana Health Sciences: Upgrade from 11i10
• Financials, PM, Adv Plan, inv, WMS
•  Support the multi-national company. 

improved inventory control, demand 
visibility, reduce cost of managing mfg 
processes

<표. 8> R12 Upgrade 국내 고객사례

•  LG Electronics inc.: Upgrade from 
11.5.10

• Products: All of E-Buiness Suite
• Partner : LG CNS
•  Purpose : implementation of a single 

global instance of Oracle E-Business 
Suite R12

•  Mando Corporation. : Upgrade from 
11.0.3

•  Products : Financials, Manufacturing, 
Business intelligence

•  Purpose : The Operational cost savings 
by standazing more than 200 processes 
globally

•   Pulmuone Co Ltd : Upgrade from 11.5.8
•  Products : Financials, Supply Chain 

Management, Human resources
•  Purpose : The delivery of the integrated 

and real-time information on time to 
support a decision making

• LG Electronics inc. : Upgrade 
from 
•    Products : Financials, 

Manufacturing Master 
Data management, Human 
Resources

• Partner : LG CNS
•   Purpose : increase in 

efficinece by 30% and 
reduction in manufaturing 
downtime by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