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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사용자 관점에서 웹, 모바일, 소셜, 

포털 등의 다양한 접근 환경을 제공하고, 공통적인 기반으로서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포털 및 콘텐츠 툴, BI툴, 시스템 연동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상에서 ERP Cloud, CX Cloud, HCM Cloud 등의 3개 영역에서 500

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가장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의 제공, 모듈기반(Modular) 또는 전 스위트(Suite) 방식의 다양한 배포 옵션, 

확장과 통합을 위한 개방형 표준 기반의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SaaS 솔루션

  HC M 
   Clo ud

최상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완벽한 포트폴리오
 모듈별    혹은 전체 스위트 형태로 

 구축   가능한 옵션 제공
개방되고 표준화된 방식의 

확장 및 통합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Cloud Company" 오라클 클라우드 가장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파트너, 오라클

실제 비즈니스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오라클 클라우드

"새롭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툴이 오라클의 완전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보완하다" 

- John Soat, Oracle Contents Center 소속 수석 집필자

오라클은 IaaS, PaaS, SaaS의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인상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라클 

오픈월드 기조 연설에서 오라클 제품 개발 총괄 사장 토마스 쿠리안은 “우리는 정말로 바쁜 일 년을 보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쿠리안 사장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객이 실제로 접하는 비즈니스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며, 성능, 이동성, 

단순성의 강력한 조합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브라우저만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놀라운 제품 혁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라도 브라우저만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놀라운 제품 혁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homas Kurian, President, Oracle Product Development 

오라클 클라우드의 여섯 가지 특징

저비용  
가장 적은 구매비용으로 
총소유비용(TCO) 절감

표준화 
SQL, Hadoop, NoSQL, Java,  
Ruby.js, Linux, Docker 등 업계 표준 준수

신뢰성
무중단 운영(Fault tolerant -  
No single point of failure)

상호호환성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의 
용이한 통합과 연동 지원

고성능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애널리틱스 제공

보안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항상 방어하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

오라클 클라우드, 무엇이 다른가

완전성

Complete
• IaaS, PaaS, SaaS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통합

• 오라클 기술 근간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복잡성 감소

• IT 운영/개발자 및 현업 사용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방형

open
• 개방형 표준 기반 플랫폼

• 모든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언어, 오픈 소스,  
  OS 플랫폼, 데이터 유형의 지원

• 고객과 파트너 모두가 손쉽게 확장 개발 가능 

보안

Secure
• IaaS, PaaS, SaaS 모든 계층의 완벽한 통합

• 데이터센터의 물리적/논리적 접근 제어

• 저장 중, 사용 중인 데이터 암호화

• 사용자 권한 제어에 따른 접근 관리 및 앱 접속 관리

• 민감한 데이터의 마스킹

선택권

Choice
•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Cloud at Customer 등 모든 옵션

• 기존 IT환경과 기술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 운영, 개발, 통합 및 확장 등 기존 IT인프라 이관 및 적용 용이

세계적 연구기관 Report

언론에서 본 오라클

오라클, 기업용 SaaS 애플리케이션 매출 세계 1위 
– IdC 2015,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조사 –

세계 최대의 IT Company 중 하나인 오라클은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Cloud Company"로 
변신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오라클을 클라우드 시장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Source: Forrester Research Jim Sergent, US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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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독주 끝났다. 품질·보안·가격, 우리가 한수 위”
... 오라클 '클라우드 大戰' 선전포고  
– 서울경제, 2016년 9월 –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행사인 오라클 오픈월드 2016에서 오라클 창업자 겸 CTO 래리 앨리슨, 아마존에 선전포고… 
‘클라우드 빅4’ 도약 자신감
  경쟁사 대비 저렴하지만 보안성이 뛰어난 고품질 2세대 클라우드 제공, AWS 대비 코어, D램, SSD 성능은 2~4.5배  
향상, 비용은 1.2배 저렴
 SaaS, PaaS, IaaS가 완벽하게 통합된 클라우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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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Ledger

Oracle Financials Cloud는 효율적인 재무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통합된

재무관리 솔루션입니다. 자동화된 실시간 거래처리에서 재무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재무운용과 분석에 필요한 최신 기능을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업무진행에 따른 오류 및 조치 누락에 대한 자동 통보로 업무 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각 재무 업무 영역별 마감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결산업무를 지원합니다. 

•  다양한 분석 도구 및  통합 환경을 제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리포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리포팅 도구의 다차원 Essbase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리포팅 및 분석업무 적용이 가능합니다. 

•  E-Business Suite Financials 12.1.3+과 통합된 기능을 통해 설정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도입 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도입 배경
■  기존의 Legacy ERP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의 어려움에 직면함

■  통합되지 않은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의 중복 발생

■    재무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재무정보의 가시성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원함

도입 배경
■  고위 경영진의 재무분석 보고서 적시 확인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

■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기존 EBS 기반의  
ERP를 유지하면서 최신 리포팅 솔루션 적용을 원함

도입 효과
■   재무보고 및 분석 기능 강화 

■  향상된 사용자 업무 시스템 환경(UX) 

■  단일 소스 관리를 통한 중복 데이터 제거

도입 효과
■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재무보고서 구현 

■  재무운용에 필요한 가시성 확보

■  다차원 재무 데이터 분석 가능

Global

Mobile

Integrations

Social Dashboards ＆ 
Work Areas

Embedded 
Intelligence

Self-Service 
Reporting

Self-Service 
Applications

원장관리 채무관리 채권관리 자산관리 경비관리 리포팅 센터

•  원장관리(General Ledger) 
거래원천과의 연동으로 재무정보의 정합성 보장 및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신속한 재무결산을 지원합니다.

•  채무관리(Payables) 
매입 및 비용 전표의 자동 생성 및 중앙집중식 지급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채무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  채권관리(Receivables) 
표준화된 채권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채권회수 기간을 단축하여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합니다.

•  자산관리(Assets) 
유 · 무형 자산의 취득에서 처분까지 Life Cycle을 통합 관리하고 
목적별 자산장부 운영을 지원합니다.

•  경비관리(Expenses) 
Self-Service에 의한 경비보고서를 사용자가 쉽게 생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과 회계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Financial Reporting(FR Studio)

 ·  복잡한 수식, 계산, 그래프를 담은 보고서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셀프서비스 기반의 모바일 리포팅 환경을 지원합니다.

 ·   선호하는 보고서 결과 형태나 검색 조건을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다차원 분석 도구
 ·  웹 환경에서의 다차원 분석 및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분석차원 정의가 
가능합니다.

 · 다차원 분석 Database를 사용하여 모든 조회는 매우 신속하게 수행됩니다.

•  리포팅 센터(Financial Reporting Center) 
사용자 중심의 리포팅 도구를 활용한 편리하고 목적 적합한 
재무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합니다.

BBAM 사례   효율적인 재무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ACCOUNTING HUB REPORTING CLOUD

B
alances

S
ynchronization

D
rilldow

n

대시보드

셀프서비스 모바일 리포팅

스프레드 시트

Cloud

On-Premise

PLATENO 사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리포팅 환경 구현

ERP Cloud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oracle Financials Cloud

재무업무의 가시성 확보 및 신속한 결산 지원 최신 리포팅 솔루션의 신속한 적용을 통한 재무보고 역량 강화

ERP Cloud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Oracle FAH Reporting Cloud는 현재 사용하는 Oracle E-Business Suite의  

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최신 리포팅 플랫폼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Fusion Accounting Hub(FAH) Reporting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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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Cloud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Oracle PPM(Project Portfolio Management) Cloud는 전사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또는 외부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도 및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보장합니다

oracle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Cloud 

Project lifecycle Management(Plan to Performance Analysis) 

•  프로젝트 예산과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Activity에 대한 자원 소요량 할당

•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되는 모든 실적 통계량의 자동 취합 및 프로젝트 현황 모니터링 

•  프로젝트 정산 시점에 프로젝트 원가 자본화 및 프로젝트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의 투명성 확보

Key Functions

Identify 
Best Fit 

Resources

Manage 
Contracts

Plan ＆ 
Schedule 
Project

Budget ＆ 
Forecast

Assign 
Resources

Control 
Costs

Execute 
Project

Manage 
Billing ＆ 
Revenue

Manage 
Performance

Project Managers

Contract Managers

Project Accountants

Budgets
and Forecasts

•실행계획
•전망관리

Cost 
Control

•비용집계
•원가산출

Billing and 
Revenue

•진행매출
•기성청구

Project 
Management

•일정관리
•진도관리

Task 
Management

•실적관리 

•이슈관리

Resource 
Management

•자원할당
•역량관리

Analytics 
＆ Insight

•현황분석
•성과관리

Billing Specialists

Project Executives

Team Members

Resource Managers Employees and 
Contingent Workers

도입 배경
■   전사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비용의 증가

■   프로젝트 원가 및 기성처리의 신속한 마감을  통한 신속한 재무결산

■  프로젝트 일정 및 예산통제의 필요성 증대

도입 효과
■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에 소요된 프로젝트 원가의 25% 절감

■  진행매출 자동인식에 의한 송장생성에 대한 소요시간 50% 단축

■  기성청구에서 수금처리까지의 총 소요시간 20% 절감   

Frontera 사례   효율적인 Consulting Service 관리 및 운영효율 제고

Project Lifecycle

EPM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는 인프라 투자 없이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계획 및 예산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으로서 유연한 구축 옵션과 전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계획 및 예산 작업 프로세스를 가이드하고, 상향식 및 하향식 계획 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히스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의 성능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가정의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무제한의 시나리오 분석을 제공합니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정확한 계획 및 예측을 통한 수익성 향상에 기여

도입 배경
■  원장 데이터와 미로같이 복잡한 파일 데이터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무보고, 판매 예측 및 운영 예측을 위한 단일 레퍼지토리 
필요

도입 효과
■  예산, 예측  및 보고 프로세스 간소화 및 표준화

■  고객의 수준, 아이템 및 가격에 따른  판매 예측 능력을 갖춤

■  원장과의 다이렉트 연계에 따른 Daily 보고의 자동화

Diono 사례   예산 및 예측, 재무보고 시스템 구축

Long-term

strategic plan

Evaluate 

workforce and 

capital

Annual budget

 / Plan

Monthly / Rolling 

forecast

Update

long-term

strategic plan

Validate 

operational 

feasibility

Assess and Manage Risk

핵심전략에 따른 목표 설정

목표를 기반으로 연간계획 수립 자원과 자본 요구 사항을 평가

계획의 타당성 검증 최근 예산과 실제 값을 기반으로 한 
Rolling Forecast

• 빠른 적용 및 사용
 ·  직관적인 역할 기반 인터페이스

 ·  내장된 Starter Kits와 온라인 자습서

 ·  웹, 모바일, MS-Office를 사용한 활용

•  최고의  기능
 ·  유연한 워크플로우 및 계획 관리

 ·  MS-Office와의 통합

 ·  내장된 관리 리포팅 기능

 ·  Rolling Forecast, Multi-currency 같은 
기능 내장

• 예측 모델링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의 정량화

 ·  결과에 대한 확률(개연성)을 알려줌

 ·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이해

• 구현의 유연성
 ·  Oracle 및 다른 ERP 시스템과의 통합

 ·  On-premise와 Cloud와의 쉬운 이동

 ·  기존 IT 투자와의 협업



Planning & Budgeting Cloud

주요 지원기능 

•  통합된 Driver  
(동인) 기반의  
P/L, B/S, C/F 계획

•  보상(Compensation)  
및 인원계획을  
제공하며 재무계획과 
연동되어 관리

•  재무계획과 연동되어 
투자계획 및 자산평가에 
대한 영향도 분석

•  프로젝트 원가 및 
수익성에 대한  
분석 및 재무계획과 
연동된 재무계획 수립

Financials Workforce Capital Projects

Revenue Compensation 
Planning

New Capital 
Investment

Project 
Summary 

Expense Other 
Expenses

Manage 
Existing Assets Expense

Balance Sheet Strategic 
Headcount Intangibles Revenue

Cash Flow Demographics Capital Expense
Review 

Proje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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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Oracle Enterprise Planning & Budgeting Cloud는  

4가지 업무영역, 재무회계, 인력계획, 투자자산,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Template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업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  Best-Practice Planning : 사용자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다양한 Planning Case

•  Upgradable : 사용자 환경을 유지하면서 Upgrade 기능의 손쉬운 적용

•  Empowering the End User : 설정마법사(Wizard) 방식의 편리한 권한 관리

Enterprise Planning & Budgeting Cloud

Enterprise Planning & Budgeting Cloud 혜택

EPM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는

서술 중심의 관리 및 재무성과 리포팅을 위한 목적의 솔루션으로서,

조직 내부 및 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협업하여 전사 성과 리포팅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설명(Who, When, Where, and/or Why)과 데이터(What)를 결합 

•  정형화된 양식이나 테이블에 비해 자유로운 레이아웃에 설명과 서술 문장을 제시

•  데이터와 서술을 결합하여 정확한 메시지 전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 

 기업 가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통한 경쟁 차별화 제공

•  보고서 패키지 
액세스할 수 있는 보고서 패키지 목록을 표시

•  라이브러리 
감사파일, 보고서 문서 등을 저장하기 위한  중앙 저장소

•  타스크 
Doclet 리뷰 또는 보고서 패키지에서의 
Signing off 같은 작업 표시

•  애플리케이션 
다차원 기반의 모델링 및 데이터 저장소로서 샘플, 
사용자 정의 생성 기능 제공

•  메시지 
당신이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알림을 표시

•  설정 
유지보수 시간 및 백업, 복원 등의 설정

• 데이터와 해설을 결합 

 ·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 서술 및 
법적보고 요구를 결합

 ·  보고서 패키지 Doclet을 통해 제작, 
협업, 논평 및 전달 요구를 충족

 ·  Cloud에서 재무 데이터에 대한 
다차원 분석 기능 제공

• 안전하게 협업 

 ·  모바일, 셀프서비스 및 협업 기능 제공

 ·  보고 주기에 대한 프로세스 및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가시성 제공

 ·  자신의 역할에 따른 효율적인 지식의 전달

 ·  네트워크 스토리지로부터 민감한 내용을 처
리하기 위해 모든 레벨에 대한 보안 관리

 ·  역할 기반의 콘텐츠 액세스

•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쉽게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리포팅에 결합

 ·  안전하게 On-premise 및 
Cloud 데이터 소스를 통해  
쉽게 이동하고 결합

 ·  ERP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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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Procurement Cloud는 구매 요청에서 지급처리까지의  

완벽한 구매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평가, 그리고 소싱관리를 제공합니다. 

통합된 프로세스와 협업을 통해 비용 지출과 절감 기회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분석 대시보드를 지원하여 비용 절감 기회를 

창출합니다.

 oracle Procurement Cloud 

분석 및 협업 중심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한 구매 프로세스 지원

지원 프로세스 

모듈 소개

•  Self-Service Procurement : 구매 요청, 조회, 입고 처리를 셀프서비스로 수행하도록 지원

•  Purchasing : 구매 요청 조회, 구매 발주, 계약 여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

•  Sourcing : 협업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략적 소싱을 지원

•  Supplier Portal : 공급자 생성, 등록 및 워크센터를 지원하며 협업을 위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  Procurement Contract : 전사 차원의 구매 계약 및 리스크 관리를 지원

•  Supplier Qualification Management : 공급자 평가 관리를 통해 양질의 공급자 관리를 지원

도입 배경
■  회사의 구매 비즈니스가 모두 분산되어 있어 구매 절감 기회가 상실됨

■  기존의 시스템이 낙후되어 시스템 변경 등이 유연하지 못해 어려움 및 
불편 증대

도입 효과
■   사용자 중심의 UI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  중앙 집중화된 구매 부서 운영

■  구매 절감 기회에 대한 가시성 향상

Alishar Company 사례   중앙집중화된 유연한 글로벌 구매 환경 구현

협상/낙찰 카탈로그 관리

셀프서비스 구매 요청 검토/승인 구매발주 셀프 입고 조정

성과관리 승인관리 반품 및 수정

공급자 평가 소싱 계약관리

공급자 포털

주문변경관리 송장관리

지불

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Order Management Cloud는 효율적인 판매 주문관리 솔루션으로  

주문에 대한 진행 및 각 단계의 완료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가용성 및 예약, 발송 스케줄 수립, 그리고 유연한 납품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  영업 프로세스 통합 관리

•  CPQ Cloud(Configure, Price, Quote)와 통합 기능 제공

•  Financials Cloud 통합 기능 제공

 oracle order Management Cloud

Quote To Cash  통합 프로세스 구현

주요 지원 기능

지원 프로세스 

• Order Capture  
 ·  CPQ 솔루션 등 다양한 Source로부터의 

Order Capture 기능 제공

• Source ＆ Promise 
 · 다양한 Order Source 통합 관리 가능 
 ·  Lead Time 관리, Available to Promise, Capable  

to Promise, Profitable to Promise 기능 제공

•  Reporting ＆ Analytics  
 ·  Delivery Time 및 Cost 관련 What-If 분석 기능 제공
 ·  다양한 Order 및 Fulfillment 관련 리포트 제공

• Fulfillment Visibility  
 ·   Fulfillment 수행 시 오류 사항에 대한 

Visibility 제공

• Route  
 ·  Delivery를 위한 Outbound 물류관리 
기능 제공

• 납기관리

• 납품

• 주문 확인
• Schedule및 Fulfill
• Pick, Pack, Ship

• 견적 생성
• 신용 한도 체크 및 승인
• 오더 캡처

• 송장 및 청구서
• 지불 관리
• 채권 관리

Global Order 
Promising

견적 변경 및 취소

Inventory

CPQ Financials Ord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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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강력하고 실질적인 마스터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End_To_End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정확도와 통합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정보 정확도 및 통합성 확보를 통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경영 성과 창출

도입 배경
■  기존 마스터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의  기능 미흡으로  
인한 낮은 데이터 품질 및 부서 간 협업 환경 구축  곤란 

■   복잡 다기한 상품 분류 체계 및 비즈니스 룰  관리 기능 
부재로 인한  신상품 출시 지연

도입 효과
■  Workflow 기반의 전사 협업 체계 구축으로 상품 출시에 필요한 사내/외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반영에 따른 상품 출시 리드  타임 축소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    마스터 데이터 품질 제고에 따른 분석 정합성 향상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중앙집중적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실시간 데이터 배포 체계실시간 품질관리를 통한 신뢰성 향상

AT ＆T 사례   유기적인 대내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선점

• 전사 관점의 360° Single View 관리
•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연관 관계 관리
• 분산 데이터의 효율적 통합 관리 기능

•  데이터 보안관리를 위한 강력한 권한 
 관리 기능 및 유연한 Workflow 제공

• 데이터 변화관리 및 추적 기능 제공

•  독자적인 의미인식(Semantic)  
 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품질 관리

• 전사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체계 

•  마스터 데이터 단일 배포 및  
 모니터링 체계

•  Integration Repository 제공을  
 통한 Interface 관리 효율성 증가

Multi Domain
지원

의미인식
DQ(Data Quality) 엔진

강력한
Workflow 제공

Integration
Repository

MDM Cloud
Service

중앙 집중 관리

ERP

Legacy

Suppliers

PLM

MDM
Data

Governance

Data
Security

Business
Rules

Impact
Analysis Reports

Workflows Audit Trail

14-kt gld
necklace

14 Karat Gold
necklace

MDM
전사 관점의
표준화 데이터
관리

Gd 14 crt
necklace

Source1

Source2

Commerce Supply Chain

Retail ERP

MDM

Oracle MDM Cloud는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준정보를 통합하고, 개별 기준정보 간의  

오류를 수정/보완하여 기준정보의 정합성을 확보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개별 시스템에  

동기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환경 내의 Master Data 오류를 방지하고 개별 시스템의 활용도를 증가시킵니다.

 oracle MdM(Master data Management) Cloud

대부분의 기업들이 Groupware 또는 Portal 등을 통해 Idea 관리의 일부분만 관리하고 있지만, IM Cloud를 통해 Idea의 수집부터 

발전, 평가, 선택까지의 전 과정을 Visibility와 Analysis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IM Cloud를 통해 기업 혁신을 위한 Idea의 End-to-End lifecycle 관리

도입 배경
■  고객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제품의 Time-to-market 장기 소요

■  제품 Requirements 충족 여부가 제품 테스트, 런칭 전 파악 
어렵고 연관 팀 간 협력 미흡

도입 효과
■   IM Cloud를 R＆D 조직에 적용

■  IM과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솔루션과 연계

■  Actual Development Cycle을 단축하여 제품 Time-to-market 단축

JDSU 사례   Product Time-to-Market 단축

• End-to-End Idea Lifecycle Process

 ·  Idea ➔ Proposal ➔ Project까지 진화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Monitoring하여 기존 관리 부재로 사장되는 Idea 방지

• Collaboration

 ·  Oracle Social Network 기능을 내장하여 Innovation 전 과정에 임직원의 참여 유도

• Idea Materialization

 ·  Idea가 임직원의 다양한 의견과 상품화 조건 등의 반영으로 구체화

Idea Idea Idea Idea Idea

 Ideation

•Idea 수집, 등록
•의견 수렴, Monitoring

Concept Design

• Proposal을 작성하기 위한 

상세 기능 정의

Requirements

•  제품, 서비스 생성에 

요구되는 세부 조건 정의

 Proposal

•Idea Justification

•Word, PDF로 리포트 생성  Portfolio

•Portfolio 분석을 위한 Metric 설정
•분석 Tool ＆ Graph 제공

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Innovation Management Cloud는 기업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내부의 다양한 Idea의 수집부터 평가, 선정까지 

관리하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연계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oracle Innovation Managemen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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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PLM Cloud는 제품전략, 상품기획, 제품개발, 생산, 유지보수, 

단종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시장 니즈 또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중앙 집중적 관리를 통해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부문 간 연계 

비효율성 제거 및 다양한 실시간 협업체계(Real-time Social Collaboration)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oracle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Cloud

제품 생애 주기 관리(Ideation to Commercialization)

Ideas

Requirements Change 
Management

Proposals & 
Portfolios

Items, 
docs & BoMs

Projects

지원 프로세스 

주요 지원기능

Invest in the right ideas 
•  기업 내부의 다양한 Idea를 수집, 평가하고 Best Idea를 선택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제품 설계의 효율성 극대화  

•  제품 초기 설계 시 기존 설계 정보(장점, 단점, 단가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간 단축 및 위험 요소 제거

•  다양한 유형의 분석 Tool & Graph 제공을 통한 포트폴리오 검증 및 비즈니스 시나리오 분석

design and develop New Products
 •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한 아이템, BOM(Bill of Materials),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기능 제공

· Manage Development Items : Approved Manufacturer List 관리, 승인관리, 등급관리 

· BOM Management : Multi-Level, Component 관리 기능, 효율적 관리를 위한 Simple & Powerful GUI 제공

· Change Management : Workflow 기반의 Engineering Change Order 관리 기능 제공

orchestrate Product launch
• 양산 확정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업체에 관련 정보 적기 공급 체계 수립

·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 설계(Engineering) 및 양산(Manufacturing) 정보의 통합 관리     

· Data Governance and Publication :  제품 정보의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 및 단일 배포 체계 제공으로 데이터 정합성 보장

· Data Quality & Change Management : 전사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의미인식 기반의 DQ 엔진 및 Workflow 기능 제공 

      CoMMERCIAlIZE

Project Management

             dEVEloPINNoVATE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제품화 지원

전사 관점의 제품 개발 정보 관리를 통한 
제품 출시 기간 단축 

양산 확정 정보의 실시간 배포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 Visualization되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 생산 기준정보(BOM, Routing, Resource) 생성 및 관리(Design the Production Process)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Simple한 Work Order 생성 및 작업 지시, 직관적이며 파악이 용이한 WIP Status 모니터링

• Mobile, Social 등을 통한 업무 진행 및 다양한 Report 지원

Efficient and Productive Manufacturing operations 구현

지원 프로세스 

작업장, 자원 관리

생산 공정 정의 WIP 관리 
(Work in Progress) 

표준원가 계획 작업오더 생성 및 실행

원가 산출

주요 지원기능

Flexible Work order Costing & Analysis

•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한 유연한 원가 취합 Process 지원

•  취합된 원가에 대한 직관적인 그래프 및 Report 제공

Work order 생성 및 실행 관리

•  생산 관리자와 현장 간의 User experience 기반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한 실행 

•  현장 Performance 기반의 Work Order 생성 및 통합 관리 

•  다양하고 간소화된 Reporting 지원 및 Tablet 지원을 통한 사용자 생산성 강화 

효과적인 Master data 관리  

•  통합 BOM/Routing/Resource 생성 및 관리 기능 

•  Drag & Drop을 통한 손쉬운 정의  

•  Social Networking을 통한 관련 담당자들과의 고급 협업 지원

define Execute Cost

Visually Design 기반의 쉽고 
빠른 생산 기준정보 정의

Simplify Shop Floor 
Experience 기반의 신속한 실행

효과적인 제조 원가 
산출 및 분석

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Manufacturing Cloud는 제조현장에서의 생산공정 관리,  

현장작업 지시 및 모니터링, 제조원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손쉬운 관리 및 실행을 위한 뛰어난 업무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oracle Manufacturing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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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영역에서 수집된 품질정보의 통합된 가시성 제공

• 품질 이슈 식별부터 시정 조치까지 클로즈드 루프로 품질관리 지원

• 사업부 간 협업을 위한 소셜 제공

• 내장된 애널리틱스로 품질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상세 액션

품질 이슈부터 해결까지 전사적으로 통합된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 프로세스 

품질을 고려한 디자인

품목 정의

품질 이슈

시정 조치

품질검사 계획 품질검사 결과

클로즈드 루프 품질 관리

주요 지원기능

품질이슈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정보 캡처

• 워크플로우/승인 프로세스

• 협업을 위한 소셜 연동

시정조치
•  8D 개선 프로세스(계획, 팀 구성, 문제 정의 등)

• 공급망 전반에 가시성 제공 

품질 검사 계획
•  UI를 통한 직접 품질 결과 입력 혹은 REST를  

 통한 인터페이스

•  품질 검사 결과 기반으로 입고 완료  
또는 진행 여부 결정

• 품질 검사 결과 분석 제공

효과적인 Master data 관리  
• 입고 시, 진행 중, 최종 검사 수행

• 장비 모니터링

• 품목별 속성과 품질 사양 연동

시정조치정의 식별 분석

Product 
Development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Manufacturing Quality 

Management

품질검사 계획 정의          품질검사 결과 입력          품질이슈 식별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실행

• 공급망 관리, 재무회계와 완벽하게 통합된 EAM(Enterprise Asset Management)을 클라우드로 제공

• 템플릿 제공, 심플한 셋업,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작업 가능

• 자산 정의, 작업 지시, 작업 지시 실행 현황 모니터링, 원가 계산을 통한 유지보수 업무 관리

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Maintenance Cloud는 자산 유지보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계획, 실행하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End-To-End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oracle Maintenance Cloud

Maintenance Cloud로 자산(Asset) 최적화 관리

지원 프로세스 

주요 지원기능

효과적인 기준 정보 관리
•  표준 오퍼레이션 정의 후 재 사용 가능. 엑셀을 통한 대용량 데이터 입력
•  Drag & Drop을 통한 손쉬운 정의
• Social Networking을 통한 관련 담당자들과의 고급 협업 지원

정비계획 수리 최적화

유지보수 과정을 빠르고 쉽게 
비주얼 디자인 기반으로 정의 

한눈에 상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조치

작업 지시 비용과 자산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석

작업영역,
자원관리

자산 정의 관리

작업지시 업데이트 및 
완료

작업지시 원가

업무 정의 
및 계획

작업지시 관리

성능 분석

유연한 작업 지시 원가 집계와 분석
• 유지보수에 대한 강력하고 유연한 원가 계획, 집계, 분석 제공
• 표준, 실적, FIFO, LIFO, 원가 시뮬레이션 제공
• 취합된 원가에 대한 직관적인 그래프 및 Report 제공

작업 지시 실행 및 모니터링
• 내장된 Analytics를 통해 생산 관리 담당자가 작업 지시 현황,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
• 태블릿 최적화 UI로 언제 어디서나 현장 관리
• 두 번 클릭으로 작업 실적 입력으로 사용자 생산성 향상

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Quality Management Cloud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사전 통합된 솔루션으로  

기업 전체의 품질 정보를 통합하고, 선진 사례 기반의 품질 프로스를  

신속하게 실행하여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oracle Quality Managemen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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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고객 중심의 수요관리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주요 지원기능

수요 가시성 향상
• 필요에 따라 여러 수요 시그널을 동화

• 시장 조건 변화 감지

• 양적 & 질적인 수요에 대한 통찰력 확보

Oracle Planning Central Cloud는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수요예측/판매/재고/생산에 대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Simulation 및 분석을 통해  

전사 관점의 최적의 Demand & Supply의 Balancing을 지원하는 SCM 솔루션입니다.   

• Plan : 통계적 수요예측 및 계획 수립, 안전재고 계획 수립, 생산계획 수립

• Monitor : Planner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Personalize Plan Summary 및 Root Cause 분석 

• Respond : Business 시나리오 기반의 Quick Simulation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실행연계 

oracle Planning Central Cloud

unified demand and Supply Planning

비즈니스 목표 달성
• 다차원 분석으로 변화 예측

• 비즈니스 통찰력과 협업을 통해 계획 강화

• 수요-공급 프로세스 통합

수요 변동 관리
• 통계기반의 예측 및 구성 요소를 시각적으로 진단

• 오류와 변동성 분석을 통해 만성적인 이슈 해결

• 예측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 다양한 원천의 수요 시그널을 통합하여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확보

• 주요 원인 요소를 처리하는 Bayesian(베이지안) 분석 예측 엔진으로 가능한 가장 정확한 예측을 생성

• 여러 시나리오별 비즈니스 영향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고객

수요 감지 및 분석 수요 예측 수요 구체화 관계자와 협업 수요계획 승인

빠른 시장 대응                  예측 정확도 향상            재고 투자 감소                        고객 서비스 증대

ShapeSense Predict

order 
Management

order 
Management

Manufacturing 
and Inventory Manufacturing

Master data 
Management Inventory

Procurement   Procurement   

수 요 ▶ 납기약속 ▶

기준정보 ▶ 입고계획 ▶

생산정보 ▶ 작업계획 ▶

구매정보 ▶ 구매계획 ▶

지원 프로세스 

주요 지원기능

Plan Monitor Respond

통합 계획수립 기반의
공급망 Visibility 확보

Root Cause 분석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계획과 제조 실행 연계를
통한 실행력 향상

Hot
demand

demand
at Risk

demand
Pull-in

Planning Central

통합 demand and Supply 계획 수립 

•  수요예측 및 판매계획 – Statistically forecast bookings and shipments

•  재고계획 - Manage safety stock and Inventory

•  생산계획 - Understand demand and supply changes 

Performance Issues에 대한 사전 대응 

• 직관적인 Root Cause 분석 Report 및 Drill-Down을 통한 상세 원인 검증

• 전체 Supply Chain 관점의 통합 분석 환경 제공  

• 담당자별 분석 UI에 대한 손쉬운 신규 생성 및 변경 관리

Prioritize Actions 기반의 실행 연계
• 최적 확정 계획 수립 및 생산,구매 등 실행과의 효과적 연계

• Order 우선 순위에 따른 시뮬레이션 및 실행 연계 

수요예측

안전 재고 관리 Capacity 계획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컴포넌트, 자재 
요구 사항 계획

공급 주문 생성

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Demand Management Cloud는 검증된 예측 알고리즘과  

유연한 분석 기능을 결합하여 고객 수요를 예측합니다.이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사업부, 고객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고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oracle demand Managemen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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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수요와 공급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Oracle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Cloud 를 통해  

전략적, 재무적 목표에 따라 제품,수요 및 공급 계획을 연동하는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S & OP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5단계의 S & OP 프로세스를 선진 사례 기반으로 빠르게 채택

• 미리 정의된 대시보드, KPI 기반으로 더 나은 통찰력 확보

• 내장된 In-line  공급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 빠르게 대안 계획 평가, What If 시뮬레이션

oracle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Cloud

차세대 Sales & operations Planning

• 실시간 멀티 계층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계획

• 공급 계획 및 공급망 실적을 한 눈에 시각화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다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

지원 프로세스 

주요 지원기능

서비스 수준 향상
• 멀티 레벨의 공급망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 유지

• 안전 재고 계획

• 다양한 이행 전략 계획

더 나은 의사결정 지원
• What If 시뮬레이션. 효과 측정

•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 적용

문제 영역 우선 순위 지정
• 계획 상태에 대해 ‘한 눈에 보기’

• 예외의 근본 원인 진단

• 비즈니스별로 의미 있는 매트릭을 활용하여 계획 분석

공급계획 생성  
및 분석

자재 & Capacity 
예외 관리

수요-공급 변화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가장 
좋은 대응 방안 선택 공급 계획 실행

변경사항에 빠르게 
대응        

재고투자 감소 고객 서비스 향상 수작업 처리 감소

RespondPredict Align

지원 프로세스 

주요 지원기능

기업 전략과 연동
• 선진사례 기반의 S & OP 프로세스 관리

• 기업 내 현업

• 합의계획(Consensus Planning)

비즈니스 목표 달성
• 신속한 In-line 시뮬레이션

• 계획 집계

• 전반적인 비즈니스 계획과의 연계

의사결정 지원
• 선진 사례 기반의 대시보드, 레이아웃 ,KPI

• 광범위한 설정 가능

• 새로운 계획의 평가와 비교

실적 분석 갭 식별 이해관계자와 협업 대안 계획 평가 신규 계획 실행

주문 이행 개선 예측 정확도 향상 재고 투자 감소  고객 유지율 향상

RespondPredict Align

수요예측

안전 재고 관리 Capacity 계획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컴포넌트, 자재 
요구 사항 계획

공급 주문 생성 수요예측

안전 재고 관리 Capacity 계획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컴포넌트, 자재 
요구 사항 계획

공급 주문 생성

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Supply Planning Cloud

Oracle Supply Planning Cloud는 전략적 최적화와 개별 대응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글로벌하고 반복적인 계획을 통해 문제를 감지하고, 필요 시 거의 실시간으로  

글로벌 공급에서 발생하는 취소, 조정, 경로 변동을 간단하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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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loud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WMS Cloud는 새로운 주문 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창고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의 특징으로 창고 운영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높은 유지 보수 비용 없이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유연한 창고관리 솔루션

• 물류창고부터 매장 선반까지 모든 재고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 제공

• 창고 담당 인력관리, 창고관리 업무 KPI에 대한 BI 기능 제공

oracle WMS Cloud

완벽한 창고관리 업무 지원

지원 프로세스 

주요 지원기능

인바운드 관리
• 크로스 도킹 & Flow Through 지원

• 다양한 방법의 입하 지원, VAS(Value Added Service) 작업 처리

• 품질 확인 및 동적 적치

아웃바운드 관리
• 다양한 피킹 전략 지원(Pick by zone, Cart picking, Pick to container 등)

• FIFO, LIFO, FEFO(Frist Expiry First Out) 등의 규칙으로 재고 할당

• 피킹 처리 최적화를 위한 재고 할당 및 타스크 생성으로 작업자 동선 최적화

창고관리 & 재고 실사
•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RF 디바이스, 바코드 스캔

• 다수 화주 지원(3PL), 멀티 로케이션, 최종 조립을 위한 Kitting, De-kitting 지원

• 사이클 카운팅, 재고 실사, LOT, 시리얼, 유효기간, 제조일자 관리

Value 
Added 

Services

타스크 
최적화

이동,
재고보충,
재고실사

키팅 & 분해도킹 약속 
관리

레포트 &
애널리틱스

인바운드 
선적

아웃바운드 
선적

선적 & 배송 스테이징 &
상차 피킹 & 패킹 웨이브 &

재고할당

크로스 도킹 & 
Flow Through 입하 검사 적치

구매주문

판매주문

이동

이동

반품

반품

재고

구매 판매 주문

운송

Material Handling Equi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