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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id-Market 산업의 기여율은 대기업의 기여율과 앞지르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 2013년 6월

연간 매출
10조 $ 이상

미국 일자리의
1/3 차지

- Sources: GE Capital, 
Financ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Middle Market.

Mid Sized 기업은 호주의 전체 근로자의 1/4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의
전체 국가 생산량의 1/3을 구성하고 있음.

- The Australian Business Review, Oct 2013

“

“

국내 기업체 중
99.9%

국내 경제
기여율 3년
평균 50% 

국내 기업체
종사자의
87.5%

-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5

- 중소기업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2013

경제성장의중심에Mid-Market이존재
Mid-Market Trends



3. 통찰력 제공
•트랜잭션 처리 중심의 ERP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얻기가
어려움

•의사결정은 정보 기반이 아닌
‘감’으로

2. 통합성
•부서별,업무별 산재되어 있는
시스템,데이터,프로세스

• 표준 프로세스 없음

1. 확장성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대응할 수 없는 IT시스템

•글로벌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지
못함

6. 인력
•한 사람 당 담당하는 업무가
많지만 저 부가 가치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시스템이 있지만 수작업으로
처리

5. 최신기술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최신 IT 기술은 너무 먼
이야기

•언제가 마지막
업데이트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낙후된 IT시스템

4. 비용
•시스템 개선이 아닌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감

•업그레이드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함

중견기업이 당면한 IT관련 도전과제



Enterprise급 기업이 수행하는 전 업무
영역을 하나의 클라우드 안에서 지원

•내장된 분석 기능으로 적합한
정보를 적합한 사람에게 제공

글로벌 확장에 제약 사항이 없음

다중통화,다중원장, Localization

•모바일 기능 제공, 트랙잭션과
연관된 소셜 기능 제공

• Enterprise급 보안 및 규제
준수

Complete

Global

Insight 
Driven

Secure Digital

Personalized

Connected•기존 레거시 시스템, 타
클라우드와 손쉬운 연계

•사용자에 맞는 개인화 가능

오직오라클만이제공가능한 ERP Cloud



중견기업을위한 ERP Cloud 구성

소셜 모바일 통합 분석

분석과 통찰력 증대 혁신의 가속화

업무 생산성 증대 단순화 & 표준화

채무관리

구매관리

리포팅 & 
애널리틱스

채권관리

자금관리(Cash 
Management)

고정자산관리

일반회계

계획 및
예산관리(Plannin
g and Budgeting)



Classic Modern 

효율적인 재무 서비스 제공

이력기반의 데이터 조회/리포팅

연간 단위의 계획 및 예산 수립

규제 준수를 위한 통제

트랜잭션 처리 중심

사용자 경험 증대

예측 가능한 업무,
사전 대비를 위한 분석

지속적인 계획 및 예산 수립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통제

적시(Right-time)

재무관리는진화하고있습니다



자산 관리 경비 관리원장 관리 채무 관리 채권 관리 리포팅 센터

원장관리(General Ledger)

거래원천과의연동으로재무정보의정합성보장및업무효율성을증
진시키고신속한재무결산을지원합니다.

채무관리(Payables)

매입및비용전표의자동생성과중앙집중식지급관리를통한효율적
인채무관리업무를지원합니다.

채권관리(Receivables)

표준화된채권관리프로세스를통해채권회수기간을단축하여현금
흐름개선을지원합니다

자산관리(Assets)

유/무형자산의취득에서처분까지라이프싸이클을통합관리하고목
적별자산장부운영을지원합니다

경비관리 (Expenses)

셀프서비스에의한경비보고서를사용자가쉽게생성하고제출할수
있으며,승인과회계감시기능을강화할수있습니다

리포팅 센터

사용자중심의리포팅도구를활용한편리하고목적적합한재무보고
서작성업무를지원합니다

재무관리클라우드(Oracle Financials Cloud) 구성



자산관리채권관리채무관리 원장관리 리포팅 센터경비관리

•엑셀을 이용한 대량의
기준정보 등록 및 데이터
입력 처리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엑셀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실시간 분석 및 관리가
용이

•회계 트랜잭션과 연결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제공

•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업무 처리
이력관리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목적에 따른 분석 도구를
제공

•일반회계 전표 입력 시점에
계정별 기간 누계 예상
누적액을 기말이 아닌
발생시점에 확인하여 적시
의사결정을 도움

•업무진행에 따른 오류 및
누락에 대한 자동통보로
업무 지연 사전예방

•계정잔액 변동 실시간
모니터링

•현재 값, 비교분석, 
예산대비, 특정 시점 대비
(PTD, YTD, QTD) 분석 가능

사용자 편의성 협업 Visibility예측 가능실시간 모니터링

재무관리클라우드(Oracle Financials Cloud) 가치
자동화된실시간거래처리에서재무보고서작성에이르기까지재무운용과분석에필요한최신기능을제공하는통합
재무관리솔루션입니다



구매조달클라우드(Oracle Procurement Cloud) 효과
Medical translation services제공업체는오라클구매조달클라우드도입을통해자동화된구매프로세스, 비용통제효과뿐만
아니라전체구매비용의 12%  절감하였습니다.

도입 이전 도입 이후

공급자 관리 없음
(직원 누구나 아무 업체와 연락하여 구매 프로세스 진행)

직원별 구매 비용 통제되지 않음

이메일로 구매 요청
(구매 타당성 검토 부족 및 요청 이후 프로세스 수작업)

물품 입고 확인 불가

수작업으로 구매와 송장 일치 진행

공급자 등록 프로세스 정립

구매 비용 통제
(구매요청의 다단계 승인을 통한 타당성 검증)

승인된 구매요청은 자동적으로
(구매주문으로 변환되며 공급자에게 통보)

시스템을 통한 입고처리 및
송장발행 시 3 way match (주문,입고,송장)

자동화된 송장 생성 및 매칭



구매조달클라우드(Oracle Procurement Cloud) 구성

입하구매요청 구매주문

공급자 관리

표준화된공급자등록프로세스를제공하며, 공급자별관리품목/서
비스를규정하여효율적인공급자관리업무를지원합니다.

구매요청

생산시스템을포함한타시스템에서구매요청을인터페이스받아처
리할수있으며, 구매요청부터입고까지전과정이추적관리됩니다.

구매계약

공급자와품목,서비스내역이확정된일괄구매계약또는계약조건만
합의된구매계약을등록할수있으며, 계약승인부터문서변경이력관
리까지계약라이프싸이클을지원합니다.

구매주문

구매요청 기반의자동구매주문생성을지원하며구매주문생성부터
완료,취소까지구매주문라이프싸이클을지원하며구매주문변경이
력이관리됩니다.

리포팅 센터

사용자중심의리포팅도구를활용한편리하고목적적합한보고서작
성업무를지원합니다

공급자 구매계약



입고구매주문구매요청 송장 지급공급자

STANDARD PROCESS

•직관적인 디자인, 
네비게이션 구성으로
사용자 생산성 향상

•모바일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지원

•구매 트랜잭션과 연결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제공

•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업무 처리
이력관리

•역할별 대시보드 지원 및
상세내역 확인

•주요항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구매 프로세스 별 가시성
확보로 적시 구매 등 구매
KPI 달성 지원

• Shared service 기반으로
여러 사업부에 대한 통합
구매 지원

•구매담당자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구매요청부터 구매대금
지급까지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업무 효율성 향상

•구매요청,구매계약에 대한
승인관리, 문서변경 통제로
비용통제효과 및 규제준수
강화

사용자 기준의 UX 협업 Visibility통합구매관리End-to-end 프로세스

구매조달클라우드(Oracle Procurement Cloud) 가치
구매요청에서지급처리까지의완벽한구매프로세스를지원하며필요시공급업체에대한관리, 평가, 그리고소싱관리
기능을확장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재고 자산등록



•유연한 워크플로우 및
계획관리

•MS-Office와 통합

•내장된 관리 리포팅

•이동예측계획,다중통화
등의 기능 내장

•Oracle 및 타 ERP 시스템과
통합

•On-premise와 Cloud간의
쉬운 이동

•기존 IT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의 정량화

•결과에 대한 확률(개연성)을
알려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이해

•직관적인 역할 기반
인터페이스

•내장된 스타터 키트와
온라인 자습서

•웹,모바일,MS-Office를
사용한 활용

최고의 기능 구현의 유연성예측 모델링빠른 적용 및 사용

Oracle Planning & Budgeting Cloud
인프라투자없이모든규모의조직에서계획및예산솔루션을신속하게적용할수있습니다. 유연한구축옵션과전사에
적용할수있는최고의기능을제공합니다.

핵심전략에 따른목표설정

목표를기반으로연간계획수립

최근예산과실제값을
기반으로한 Rolling Forecast

리스트평가와관리

•계획 및 예산 작업 프로세스
가이드

•상향식 및 하향식 계획
프로세스 모두 지원

•히스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 성능을 정교하게 예측

•무제한의 시나리오 분석 제공

수익성 향상

장기전략
계획(Plan)

연간예산및
계획

계획의타당성
검증

자원과자본
요구사항평가

월간이동예측
계획

장기전략계획
업데이트



혁신의 가속화분석 & 통찰력 증대업무 생산성 증대

•역할 기반의 대시보드
•사용자 중심의 UX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
•업무에 맞는 협업 도구
내재화
•프로세스 자동화 & 
워크플로우

•커스트마이즈가 아닌
컨피그레이션
•통합된 PaaS 프레임워크
기반의 확장
•표준화된 모범 사례
•넓은 국가 및 산업 업무
범위 포함

•실행 가능한 가시성 확보
•분석 컨텐츠 및 툴 내재화
• 실시간 리포트 & 분석
장표
• 광범위하고 통합된 EPM

•매년 2~3 개 버전 출시
•고객 경험 중심의 지속적인
투자
•템플릿에 의한 빠른 구축
•빠르게 증가하는 사용자들

ERP Cloud Midsize Value Proposition

단순화 & 표준화



비즈니스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

실시간 애너리틱스를 통한 의사결정 정확도
향상

업무전반의 효율성 증대 및 변화를 주도하는
파이낸스로 변신

 Oracle Financials Cloud

 Oracle Procurement Cloud

 Oracle PBCS * Cloud

 Oracle PPM * Cloud

업무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결산기간 단축

타 레거시 시스템과 원활한 통합

기업의 장기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솔루션 채택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지원

실시간 비즈니스 분석

프로젝트 관리 전반의 가시성 확보 및 효율성

기업 전체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ERP시스템 구축

최신의 리포팅과 애너리틱스를 통해 비용
통제 가능

재무결산 자동화 및 기간단축

향상된 재무리포팅,분석 기능

현재 비즈니스를 지원할 뿐 만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비하고 추후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PBCS : Planning & Budgeting
*PPM :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Wireless,네트워크 제공 글로벌 기업 각종 암에 대한 면역제 치료 개발 제약회사

 Oracle Financials Cloud

 Oracle Procurement Cloud

 Oracle PBCS * Cloud

 Oracle Financials Cloud

신경과학자들이 개발하는 게임과 도구 출시회사

 Oracle Financials Cloud

 Oracle PPM * Cloud

미국 30개 지역을 커버하는 항공관리 및 항공전세업

 Oracle Financials Cloud

 Oracle Procurement Cloud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는 결제엔진 공급업체 담보 대출 및 기타 재무 서비스 제공업체

 Oracle Financials Cloud

기존 온프라스 ERP의 커스터마이징에 의한
시스템 복잡도로 야기되는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

기존 ERP에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 대비 비용
감소

실시간 정보 공유와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통찰력 강화

Oracle ERP for Midsize Custom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