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소개  

삼양사  |  서울, 대한민국  |  www.samyang.com  

산업  

식품, 화학, 의약, 산자, 용기, 사료, 무역 등   

매출  

1조  6,600억 원 (2010년)

직원 수  

1,200 여 명  

프로젝트 기간  

2010. 1월 ~ 2010. 10월  

오라클 제품 및 서비스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 9.0 

● EnterpriseOne Human Capital Management

● EnterpriseOne Financial Management

● EnterpriseOne Asset Lifecycle Management

● EnterpriseOne Project Management

●  EnterpriseOne Manufacurting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EnterpriseOne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EnterpriseOne Tools & Technology

Oracle Siebel Sales

Oracle SOA Suite

Oracl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11g 

주요 도입 효과  

● 시스템 성능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Shared Service 중심의 그룹ERP로 전략실행력, 성과향

상, 위험관리 효과 극대화

●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업무 효율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응 가능한 ERP시스템 구축

● 그룹 통합 경영관리 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파트너사

삼양데이타시스템  |  서울, 대한민국  |  www.sy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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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삼양사,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 9.0으로 업그레이드 통해 
그룹 차원의 통합 경영 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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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는 지난 10년간 오라클의 다양한 솔루션 구축 및 업그

레이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정보화를 추구해왔고, 

2010년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 9.0으로 ERP시스

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의 제고는 물론 웹 

기반의 데이터 통합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를 향

상시켰다. 향후 1년 반 내에 계열사 및 해외 법인에도 ERP 시

스템을 통합 구축해 그룹차원의 통합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

할 것이다,”  - 박상훈 삼양사 Pi팀 팀장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삼양사 

삼양사(대표: 김윤, www.samyang.com)는 식품, 화학, 의약, 

산업 자재용 섬유, 용기, 사료, 무역 등 7개의 사업본부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 및 서비스를 생산, 제

공하고 있다. 삼양사는 2004년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화학, 식

품, 의약, 신사업 부문을 핵심 성장 사업 군으로 선정하고 일본

(Tokyo), 미국(New York), 중국(Shanghai), 헝가리(야스베르니)

에 해외법인, 지점을 설립하여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

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를 통해 지속적

인 기업정보화 추구

삼양사는 국내 외의 급격한 경기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력 

사업이었던 섬유산업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1999년 JD Edwards OneWorld XE를 

최초로 도입하여 2001년 7월에 삼양사 ERP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양사는 JD Edwards OneWorld XE 솔루션을 기반으로 식품, 

화학, 의약, 산업 자재용 섬유, 용기, 사료, 무역에 걸친 여러 비

즈니스 조직을 전부 개편하여 각 사업조직은 영업과 생산만 담

당하고 인사, 회계, 재무 등은 모두 지원 조직에서 총괄 관리하

는 형태의 Shared service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사업 군의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삼양사는 이질적인 사업 부문

들을 개별적으로 영위하면서도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게 됐다.

Oracle Siebel Sales 구축 및 Oracle JD Edwards Enterprise 

One 8.10버전 Upgrade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업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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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삼양사는 고객 데이터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신사업 진출의 경쟁력 

기반 확보를 위해 CRM 구축과 함께 영

업 업무를 혁신하고자 Oracle Siebel 

Sales를 구축했다. 이는 삼양사의 모든 

직원들이 모바일 오피스의 사무환경을 

갖추고 고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업력을 크게 향상시

켰다. 2005년에는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 8.10으로 ERP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스템 처리 속도 향

상, 프로세스 개선,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향상된 최신 기능 적용으로 안정적

인 운영환경을 마련했다.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 9.0 

버전 업그레이드로 계열사, 해외법인

을 포함한 그룹 통합 ERP시스템 마련

2010년에 삼양사는 전 그룹 계열사에 

걸친 경영계획, 성과관리, 위험관리, 자

금관리 및 경영분석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ERP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면서, 전사적인 업

무 혁신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에 삼양

사는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 

9.0를 통해 기존의 ERP 시스템을 웹 기

반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비정형 데이터

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준화했다. 또한 영어/ 한글의 단일코

드 체계였던 기존의 버전에서 유니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법인까지 글

로벌 통합이 가능해져 향후 2년 내에 계

열사 및 해외법인에 같은 솔루션을 구

축, 전 그룹사에 걸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양사는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그

룹 통합 Bi 시스템으로 연계함으로써 통

합된 경영정보로 제공하고, 경영성과 및 

리스크 모니터링과 분석 정보 리포팅이 

용이해졌다. 이는 업무처리 정형화, 절차

의 간소화 및 보안강화 등 필수적 개선작

업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국제회계 기준

(iFRS)에 ER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적용

하는 등 외부 환경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신사업 진출 시 

즉시 iT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오라클의 자동화 툴

과 삼양사의 지난 10년간 축적된 경험

과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1년 

2개월이 소요됐던 2005년 업그레이드 

진행 시보다 훨씬 단축돼 10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Oracle SOA/BPM Suite를 이용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통합

삼양사는 이번 ERP 버전 Upgrade를 통

해 Oracle SOA 기반의 통합 아키텍처로 

구매, 물류, MES, 전자결재의 프로세스

를 연계해 그룹의 전 프로세스를 하나

로 통합하고 자동화하여 업무 프로세스

의 가시성을 확보했다. 또한 여러 시스

템에 의해 단절된 프로세스를 BPM으

로 통합,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

대시켰다. 삼양사는 현재 고객 불만처

리, 구매업무, 표준원가 설정 프로세스

를 BPM 작업환경으로 통합하여 업무 

프로세스 절차에 의한 자동수행이 가

능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룹의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통합해나갈 계획이다.

삼양데이타시스템, 삼양그룹에 대한 

Total IT 서비스를 제공  

이번 삼양사 ERP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그룹 통합 ERP 구축 프로젝트에는 삼양

그룹의 계열사인 ‘삼양데이타시스템’이 

참여해 프로젝트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1978년 5월 삼양그룹 정보 시스템실 발

족으로 시작, 1995년 4월 회사를 설립하

여 고객의 기업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보

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운영, 유지/보수

에 이르기까지 책임지는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별, 업종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선진 수준의 시스템화 능력과 핵심기술

을 확보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

를 구축해 나가는 초일류 토탈 정보서비

스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향후계획

삼양사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새로운 

버전인 Enterprise One 9.0버전으로 운영

을 시작하였으며,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Help Desk를 운영한 뒤 현재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고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나아가 전 그룹사에 걸친 경영

계획, 성과 관리, 위험관리, 자금관리 및 

경영분석의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 2012

년 12월까지 8개의 국내 계열사와 3개

의 해외법인에 대해 Oracle JD Edwards 

EnterpriseOne 9.0 기반으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GSi)로 재구축하여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삼양사

는 현재 전자결재, 포탈, HR 부문에서 모

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그 

밖의 서비스 및 ERP시스템에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