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0

Solution Package

Customer Benefits Function and Process

CloudfitTM_manufacturing 은 제조산업에특화된 SAP Business ByDesign 최신버전 기반의 ERP 솔루션입니다.

❖ 투자 금액 대비 최고 구현 효과

▪ 합리적인가격에 최고의 ERP 솔루션 구축

▪ 하드웨어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 경감

▪ 기업의 모든 필수 비즈니스영역을 하나의 솔루션으로통합 관리

❖ 제조회사 핵심 기능 및 프로세스 제공

▪ 제조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핵심 기능과 프로세스를사전 구성된

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시나리오 형태로제공합니다.

➢ SAP Intelligent RPA Best Practice Bot (22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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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nufacturing companies

SAP Business ByDesign

❖ 사전 정의된 RPA 프로세스를 제공

▪ SAP Business ByDesign 프로세스와연계하여미리 구성한 기본

시나리오를제공하여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시스템 구축

▪ SAP Best Practice(Business Scenario), Pre-configured System, 

Cloud Methodology 

▪ 제조산업에특화된 BSG의 구축 경험 활용

▪ SAP 산업솔루션및 오랜 기간(20년 이상) 다양한 산업에서의

SAP 구축 및 운영을 축적된 경험 활용

❖ RPA Bot을 활용한 업무 효율 향상

▪ Low value 및 반복적인업무의 자동화로생산성 향상

▪ High value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Human error를 줄여 데이터 정확도 향상

❖ 주요기능

➢ Cloudfit Manufacturing

▪ Financial and Management Accounting

▪ MTO(Make to Order)              

▪ Production Progress Status Monitoring 

▪ Batch Management(lot tracking)

▪ Approval Management  

▪ Product Costs

▪ MTS(Make to Stock)

▪ Stock Replenishment

▪ Quality Control

▪ Sales and Demand Planning

▪ 공급업체 송장 자동 업로드

▪ 로컬 구매 오더로부터 판매 오더 생성

▪ 문서 정보 추출로 계정 마스터 데이터 강화

▪ Schedule Report refresh 

▪ 구매 오더 자동 업로드

▪ 재고 이전 오더 자동 생성

▪ 출하 및 송장에 납품서 업로드

▪ E-mail 로 부터 첨부문서 저장

패키지명 Type User수 구축 비용(원) 구축 기간 License 비용(년) 기타사항(Scope)

Cloudfit

Manufacturing

Compact 20 100,000,000 2개월 33,000,000 *Compact (패키지 세팅 적용)

회계/영업/구매/생산/물류
* Standard(표준 커스터마이징)

Compact + 품질
* Advanced (SDK 적용)

Compact + 품질

Standard 30 120,000,000 3개월 44,000,000

Advanced 40 150,000,000 4개월 55,000,000

SAP Intelligent 

RPA

Unattended
Attended

*동시 접속 기준
Unattended : 1
Attended : 10

Best PracticeBot

구축 수 * 100,000
3주

SAP Business 
ByDesign

라이선스에 포함

SAP Business ByDesign 설정, 
Cloud Factory 설정,
Best Practice Bot 포함
(Max 5Bots 적용 가능)

❖ Costs and Implementation Time

❖ 구현 컨설팅과 아웃소싱의 결합

▪ 안정적인 SAP 시스템 운영 아웃소싱조직 보유

▪ 컨설팅 및 아웃소싱 부문 소속의 Industry Expert 에 의한

지속적인솔루션 품질 강화

* License Type 구성 및 할인율, 추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규 Best Practice Bot은분기 릴리즈 업데이트 대상에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