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철강사의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Business Model Transformation

SAP Customer Experience, 채승연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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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 철강 산업의 부상 COVID19 Pandemic

기존 수요 산업의 부진
(건설/조선/자동차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China Effect 소멸

국내외 철강산업의 현황 및 Challenge

환경 규제의 심화지속적인 M&A / 대형화

개도국의 설비 확장

中/日 철강재 국내 유입↑ 

글로벌 철강산업 전반의 수요↓공급↑ Challenge Key Figures

• 주요 전방산업의 경기 악화

• ‘20~’40년 수요 CAGR 0.8%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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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Fortune500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81%가 COVID19이 기업의 Technologic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10 days of Corona did more for Digital than 10 years of board talk. 
Only “winner” of crisis is the digital transformation.”  

- C-level mgmt. Interview excerpts

2X 더 중요해진 B2B Digital Interactions B2B Interaction 別 더 중요해진 Self-Service

Mckinsey B2B Decision Maker Pulse Survey, April7, 2020 (n=3,619)

전통적인 영업 Interactions 디지털 영업 Interactions

COVID-19 이전 기간 동안,
어떤 방식이 고객에게 더
중요했습니까?
% of respondents

COVID-19 기간 동안 (발생 이후
2주), 어떤 방식이 고객에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 of respondents

Source: Fortune
OSI Results of Mckinsey’s 2nd biannual, global B2B customer buying research

Self-service 채널에 대한 선호 증가
% replies by interaction

Self-serve
선호도 증가 %

Research Evaluate Order Reorder

2X

국내외 철강산업의 현황 및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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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경쟁력의 패러다임 변화

내수 중심의 성장기
품질, 가격 경쟁력 중심의 범용 철강재

대량 생산에 주력

(생산)규모의 대형화
M&A 및 외연 확장 전략

과거…생산 중심

제조/가공/유통 분리
전방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철강

전반의 생태계 취약

Supply Chain 최적화
Siloed 단위 최적화

글로벌 성숙기/사양화 국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신규 수요

창출에 Focus

제조/가공/유통 경계의 모호
신규 수요 확대(가공, 물류, 탈 전방산업) 
및 상생을 위한 철강 생태계의 강건화

디지털 대형화
온라인 채널 기반 실수요자들의 접점기회

확대 및 Untact 시대의 新 생존전략

수요 주도 방식의
Supply Chain 네트워크

Putting Customers in the driver’s seat

현재…수요 중심

전방산업과의 수요 협업
강화 및 초기 제품

설계단계 참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철강
생태계 강화 및 신규 수요

대응력 제고

제조사 중심의 디지털
철강 플랫폼 지위 선점

(vs. 유통사 중심, Marketplace)

수요/마진 중심의 가격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필요 역량

과거 물량 중심의 생산 주도 방식에서 고객지향적 가치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무엇보다 시장의
니즈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규 디지털 채널 확보와 Agile platform 기반의 업무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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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X(Customer Experience) Presence in Metals Industry

40 years of 

activities in the metals 

industry

23 of the 25 top steel producing 

companies in the world run SAP 

solutions.

95%
of the iron, steel and aluminum producers in the 

Forbes Global 2000 are SAP customers.

More than 7800 
metals customers in more than 75 countries 

9 of the 9 largest base metals 

producing companies in the world  run 

SAP solutions

http://www.grohe.com/nl/
https://spares.hansgrohe.co.uk/etk/UK/
http://www.bne.ch/bneshop/view/category/BNE/CAT1_1/
https://www.egerdau.com/eGerdaustorefront/egerdauNA/en/USD/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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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철강산업 고객의 eCommerce 활용 사례 및 방향성

철강산업 고객의 eCommerce 활용 방향성

Customer 
Tailored 
Products

•고객 수요에 Customized된 일회성 상품 생산 및

주문의 비중↑

•고객 주도의 Usage driven 맞춤 주문형 디자인

•지속적인 고객 니즈 Sensing 및 피드백 수렴을

위한 디지털 채널 마련

New Forms 
of 

Combined 
Sales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신규 판매채널 개척

•Low-touch sales to digital

•신규 수요 Capture를 위한 효율적 플랫폼

•UX 편의성, 프로모션 등 B2C-Like 화면 구성

Out-Of-
Steel

Revenue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복합 제품, 가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번들링
(eg. Tata : Individual House Building Platform, 
Thyssenkrupp : Materials4Me)

•신규 니즈의 적시 Capture를 위한 이력/예측
정보의 실시간 통합 분석

대표 고객사례 및 ROI Commerce 운영 유형

Online Store

Online Store + Marketplace

Marketplace

ArcelorMittal

Serverstal

TATA

Klöckner&Co

>3,600 주문
및

>3M€ 매출

업계 #1
입지 강화

Total 30%
온라인 판매

고객 >50% 
온라인 사용

신규 수요

14% 증가

만족도(NPS) 

25% 향상

35,000 
고객사 등록

月 170,000 
명 방문



철강 선진사 Frontend 비즈니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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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elorMittal의 고객 중심 디지털 혁신

EDI 서비스
고정 대형 거래선 위주

• EDI ETNA 솔루션
‒ 주문, 확인, 상태 확인, 출하, 

품질 보증서 등 협업

1

웹사이트
전체 고객 대상

• Web 고객 포탈
‒ 주문 Follow-up, 문서 제공

(인보이스, 품질보증서..)

2

“Amazon-like” 전략
비정기적 고객 / Commodity 위주

• SAP Hybris 솔루션
‒ 신규 시장, 신규 거래선 개척
‒ 자체 Distribution 모델 확립
‒ 지역/Context 별 프로모션

3

고객 관계 관리
Internal 영업사원

• SAP CRM 솔루션
‒ 선행 영업 (기회, Forecast 등)

‒ 고객 정보 Single View (리드-

판매-출하-정산)

4

고객 Segment 별 E-Business 전략

1. ArcelorMittal – 디지털 혁신을 위한 E-Business 전략

(유통사 Conflict 최소화)

비
즈

니
스

영
향

도

Digital Priority

High Priority, 추진 중

Mid Priority, 추진 검토 중

Low Priority, 12개월 후 재검토

* Size : Potential Size of Prize

수요 가시성 & 분석
기반 의사결정

분석 기반
가격 최적화

모바일
마케팅

디지털
Sales 채널

강화

디지털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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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celorMittal – 아키텍쳐 및 프로젝트 성과

Commodity의 온라인 판매를 통한 재고수준 ↓ 

20%
of Total Sales*

* Europe 일부 국가 기준

제철 산업의 글로벌 #1 입지 강화 (w Online Presence)

온라인 구매의 편의성 개선을 통한 Conversion ratio ↑ 

70K
방문자 수

3600
오더 수

>3M€
매출

+20%
고객 만족도

>5,7% 
구매 전환율

정량적 / 정성적 성과ArcelorMittal eCommerce Architecture

Search

상품 관리

가격 웹컨텐츠

주문 및 결제

검색

S/4HNA 연계

대시보드

경매

Payment 상세 Complaints 재고

카탈로그 프로모션 배송 Details



10

B2C-like Onlin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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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rverstal – Mass Customer Coverage & New Demand Channel

생산과의 연계 강화
Make-to-Order Sales from 

Production

복합적인 기능 구현
Wide Functionality

복잡한 사양
Complex Products

다양한 고객 유형/니즈
Various Requirements

1

2

3

4

일반 온라인 스토어 Severstal 온라인 스토어

탐색 결제 주문 조회 Customize

4 Spec. 38 Spec.

VS.

VS.

VS.

기존 거래선 신규 거래선 / 특별 주문

사이트 Navigation

4.4

카탈로그 / 상품 탐색

4.8

서비스 개인화

4.8

스토어 디자인

4.2

Shopping Cart / Checkout

4.8

업무 신속성

4.0

<Severstal 온라인 스토어 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 결과 - 5점 척도>

~50% ~2,200 ~100만

월 온라인 주문전체 고객 중 온라인
스토어 사용 비중

오픈 이후 10개월
내 1백만 톤 주문

정량적 성과Value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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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문 Status 및 납기 확인

2. Serverstal – 주요 화면

CoveredDispensing Cold / Hot 

Path Passed

remaining transit

거래 현황 대시보드

▪ 고객 주문 현황, 결제, 출하, 배송, 클레임 등 모든 거래

관련 현황을 Single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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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 대상
포인트 지급 멤버십

프로그램

딜러/고객 대상 단일 플랫폼

최신 제품 정보 및 가격 정보

실시간 주문 현황 Tracking

Pickup 
창고 선택



15

3. Tata Steel – Individual House Builder를 위한 One Stop Shop Platform (Aashiyana)

•디자인 가시화의 어려움

•전문가 Advice의 필요성

•빌딩 건설에 필요한 자재

수량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다양한

자재 구매를 위해 다수의

딜러 탐색 및 Contact

•전체 건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스케쥴 관리의 어려움

Pain Points e-Marketplace of Tata Steel : One Stop Shop

House 디자인

빌딩 자재에 대한
리서치 & 계획

자재 구매

건설

Phase

IHB
Platform

석공

서비스
엔지니어

엔지니어 / 
Contractor

개별
건축업자

Steel
딜러 / 

유통업자

엔지니어 / 
Contractor

+5,000 서비스
제공업체 호스팅

Open 6개월 內
1,600억원 매출

Young 
Professional 중심

신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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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통합몰

•오퍼 적용

•오더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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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Size, 
층수 등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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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경험 피드백
& NPS 조사



Market Intelligence



20PUBLIC© 2019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SAP Market Intelligence

WWW

시장정보수집 시장정보 집계 유효시장정보 추출 유효 시장정보 관리 시장정보 활용

해외지사

협력사

민자사업
Developer

종합상사

영업

경쟁사동향

시장정보집계
시스템

(정형/비정형포함)

시장정보 분석

시장정보 시뮬레이션

Scoring Process

비정형 데이터의 선별 및
정형데이터 변경

다양한 방법을 통한
유효한 시장정보 획득

시장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시장정보 분석

C
u
st

o
m

e
r

✓ Data Mart 구조
✓ 고객별/정보구조별/시기

별 등 다차원 정보 관리

마케팅/영업/수주
관리 시스템

전사 경영자 정보
시스템(EMS)

…

Long term 관리되는 수주 사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전략 활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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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a Steel – 매출 성과 및 트랜드, 산업 및 고객 rating 별 분포 현황, Top Contributor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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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a Steel – 지역/고객/산업/부서 별 월 매출 현황, 고객 만족도 및 Top Upcoming Deals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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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elorMittal – Automotive 고객 대상 브랜드/카테고리/지역 별 수요 Forecast 정보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