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버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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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각 재무 업무 영역별 마감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결산업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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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 Cloud
Oracle Cloud Applications 

Oracle Financials Cloud

재무업무의 가시성 확보 및 신속한 결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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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재무보고 및 분석 기능 강화 

■  향상된 사용자 업무 시스템 환경(UX) 

■  단일 소스 관리를 통한 중복 데이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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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관리 채무관리 채권관리 자산관리 경비관리 리포팅 센터

•  원장관리(General Ledger) 
거래원천과의 연동으로 재무정보의 정합성 보장 및 
업무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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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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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AM 사례   효율적인 재무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구매요청에서 지급처리까지의 완벽한 구매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평가, 그리고 소싱 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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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합니다.

ERP Cloud
Oracle Cloud Applications 

 Oracle Procurement Cloud 

분석 및 협업 중심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한 구매 프로세스 지원

지원 프로세스 

모듈 소개

•  Self-Service Procurement : 구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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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집중화된 유연한 글로벌 구매 환경 구현

협상/낙찰 카탈로그 관리

셀프 서비스 구매 요청 검토/승인 구매발주 셀프 입고 조정

성과 관리 승인 관리 반품 및 수정

공급자 평가 소싱 계약관리

공급자 포털

주문 변경 관리 송장 관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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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M Cloud
Oracle Cloud Applications 

도입 배경
■  원장 데이터와 미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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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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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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