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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모르는 CRM의진실, 주문부터생산까지원클릭! 
SAP Order Managemen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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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fesytle Change 

(출처: CE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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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출이 약 64% 증대함

코로나 19는 전체 주문 물량에
큰 영향을 못 줌 초기에는 20.6%의

주문 증가가 발생함

WHO가 팬데믹 선언
(3월 11일)

13주 차에
가장 높은 주문
증가세를 보임

8주차 대비 63.6% 증가한
주문량이 지속 유지

2. 코로나 효과 : SAP 커머스 클라우드 주문 물량 – 2019년 vs. 2020년

D
2C

B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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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효과 : B2C Pure player 채널 확장 ( 예시 )

Brick and Mortar(매장판매), Click and Mortar(O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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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이 원하는 민첩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Built-In 
Agility

Efficient 
Fulfillment

Speed & 
Innovation

 신규채널과신규비즈니스모델적용을
통해마켓을확장하며끊임없는주문
시나리오배포

 고객이원하는제품, 시기, 장소, 방법에
따른 Fulfillment 자유롭게확보

 대량의 Transaction 데이터처리를위한
유연한시스템 Capacity 필요

 클라우드네이티브플랫폼에서실행되는
serverless microservices 비즈니스의
속도에맞춰혁신

고객 및 마켓의 요구 [ 민접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필요 영역 ]

•Distributed Order Management 
디지털 커머스 주문 및 각종 옴니채널
주문을 손쉽게 관리

옴니채널 고객 주문 처리 일원화

•클라우드 기반 주문관리(OMS)의 성장

•오케스트레이션 및 가시성을 위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민첩한 주문 관리 체계

•매장(In-store) fulfillment 및 D2C성장
• (최종 고객에 대한 유연성, Fulfillment, 공급망 등)
오더 수명 주기를 위한 지능형 워크플로우

오더 수명 주기를 위한 지능형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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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여정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지능형 솔루션

물류 취소

유기적인 반품
(Seamless Returns)

가용성 및 소싱 옴니채널 주문
오케스트레이션

Fulfillment 실행
(Fulfillment Execution)

재무 실행

무한 매장/창고/물류 주문통합 프로세스 어디서나 수행 주문프로세스 완료

SAP의 오더 관리(OM : Order management) 접근법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부가가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플러그 및 플레이 모듈

• SAP 랜드스케이프와의 즉시 통합 및 SFDC, Oracle, Legacy 등 다른 접점과의 간편한 통합

3. Order Management @ SAP의 새로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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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Industry Processes

SAP ERP, SAP S/4HANA

Business Technology Platform 

SAP Order Management

SAP Customer Data Platform

20+ IndustriesEnd-to-End Processes AI / ML
Cross Platform 

Analytics
IoT

Voice/ 
Chatbots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Blockchain

SAP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SAP Central Order SAP Customer Order Sourcing

Platform Services
Extensibility & 

Integration
Open Ecosystem Microservices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된
고객 요청에 대한 카테고리
자동 분류, 해결 방안 자동
추천 등을 통해 CS의 업무
생산성/고객 만족도 향상

Customers Activities Purpose Feedbacks OrdersVisitors

Emarsys Marketing

고객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여 360 View를

생성하고, 이에 기반한 고객
세분화, 초개인화 마케팅
수립 및 실행, 성과 분석

Commerce Cloud

옴니채널에 기반하여 고객
개인별 맞춤 컨텐츠 및
상품을 제안하는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의
온라인 구매 경험을 극대화

Customer Data Cloud

고객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 고객의 신뢰
및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 제공

Sales/Service Cloud

고객정보 관리부터, 영업
계획, 영업기회 관리, 견적
주문, 성과 측정 및 Back-

end System 과의 연계까지
모든 영업관리 영역을 지원

Exp
erience M

anag
em

ent

Sentim
ent 

A
nalysis

Surveys and
 p

erso
nal 

co
nversatio

ns acro
ss channels

Profile

B2B/B2C Commerce

Headless Commerce

Experience Management

Product Content Mgmt.

Customer Identity

Enterprise Consent Mgmt.

Customer Profile

CIAM for B2B

Customer Data Management

Marketing Automation

Personalization

Loyalty

Account Management

Lead/Opportunity

Configure, Price, Quote

Order Management

Service Ticket

Install Base

Field Service

Billing/Settlement

1. SAP CX Portp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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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P Order Management Business Foundation Services
공통마스터및트랜잭션데이터를통한원활한옴니채널경험

공급망

청구

상거래

마케팅

판매

ERP

공급망

청구

상거래

마케팅

판매

ERP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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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channel 기반 주문 경량화 Architecture 예시

RetailDirect Sales PortalPure Player

Omni-channel OM Processing Engine

Back-end ERP System 

재고 가용성/
조달 전략/예약

주문 관리
오케스트레이션

3PL

연계

Processing
Application

Layer

Back-End
Layer

Consuming
Front-End

Layer

Tight 한 실시간(Real & near-Real) 연계

Back-End 부담을 최소화한 연계 (Loosely Coupled)

B2C, D2C 등
옴니채널

주문대응 속도

 (Pure Player, Direct/Retail, Sales Portal 등) 
다양한 Front-end 고객 채널 시스템 으로 부터
요청되는 API Call을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성능 확보

대량
Transaction 
처리 능력

 B2C, D2C 등 온라인, 매장 POS 주문 Data 
유입 , Back-end 시스템의 DC*재고 및 주문
연계 등 대량의 Transaction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Capacity 필요

신속한 H/W 
인프라 증설

 권역별 비즈니스 확대 및 Seasonality (Black 
Friday 등)에 따른 H/W 인프라 Scalability 
확대에 대한 민첩성 요구

권역 / 국가별
특화요소 반영

 권역 / 국가별 특화 요소를 반영한 시스템
구성 필요
예) EU GDPR, 러시아 Privacy Law, 중국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 of China) 등

[ OM (Order Management) 위한 주요 고려 항목 ]

1

2

3

4

가격 결정/
프로모션

3. 옴니채널주문관리일원화 체계수립사례
성공적인 Omni-channel OM 구축하기위한 architecture 및주요고려항목

주문채널과
직접 ERP 
연계

파이프라인

B2BD2CB2C Instore

멀티채널 주문대응 속도

Big Volume 처리 이슈

신속한 H/W, 인프라 증설

* DC : Distribute Center, 물류센터/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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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ERP 
연계

판매
채널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경
- Offline 매장 방문횟수 감소, Physical + Digital이 결합된 구매 여정

 멀티 채널 고객 여정 전반에 동일한 주문 경험 제공
- 다양한 채널로 브랜드와 상호작용 및 고객 서비스 만족으로 브랜드 강화

 (온라인, 매장 POS 주문 Data 유입 , Back-end 시스템의 DC(물류센터/창고
등) 재고 및 주문 연계 등) 대량의 Transaction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Capacity 필요

 권역별 비즈니스 확대 및 Seasonality (Black Friday 등)에
따른 H/W 인프라 Scalability 확대에 대한 민첩성 요구

 (O2O, Click & Collect, Click & Re-Collect, Omni-Fulfillment 등) 
새로운 Business Model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재고 가시성, 판매 가용성 실시간 확인 및 관리

 채널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개인화된 프로모션으로 고객
참여 유도 및 브랜드 경험 향상

경험 경제 시대 옴니채널 주문관리 [ SAP CX Strategy ]

•다양한 채널로 유입되는 고객 주문,
판촉, 가용성 등 주문 처리 일원화로
영업효율성은 높이는 주문 관리 체계

옴니채널 고객 주문 처리 일원화

•멀티 채널 가용성, 소싱 및 예약 관리

•소싱, 가용성 및 예약을 고려하여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 여러 Fulfillment 
시스템들의 동적 협업 위한 방향 제공

채널통합 판매 가용성 (ATS)관리 기능

•옴니채널 판촉 가격결정을 위한 중앙
클라우드 서비스

•멀티 채널 일관된 가격과 프로모션
정보 제공 및 다양한 배포 옵션

일관성 있는 채널 프로모션/가격 기능

4. 옴니채널주문관리를위한 SAP Strategy

CO
(Central Order)

COS
(Customer Order Sourcing)

OPPS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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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문관리고도화필요성
고객이원하는민첩한주문통합관리서비스제공필요

As-IS : 각종 개발에 따른 ERP 주문 경량화 필요

CO (Central Order)
Customer Promise Cart & Checkout Change &CancelOrder Capture

Returns Instore Fulfillment AnalyticsFulfillment

주문경량화를위한 SAP OM 

조달/재고가용성/예약(COS) 프로모션/가격(OPPS)

ERP

PR PO 승인 대기
Back order

외주 품목

Delivery Order

3rd Party Order

피킹

PO Receiving

Pricing Tax Credit

PTO Config Constraints Charge ….…

CBO8 CBO9Defaulting 
Rules

EDI Order validation Defaulting rule

CBO1 CBO2 CBO3 CBO7

Pick release

고객 PO Defaulting rule Defaulting rule유관 I/F

CBO4 CBO6

CBO5

B2C 주문 D2C주문 Marketplaces, …오프라인매장

GI POD 사후 DC AR I/F Close

 추가 기능 확장 개발에 따른 ERP 내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도
보장의 어려움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문 기능 요구 시,
즉각적인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 지원력 약화 우려

 대량의 주문 생성/변경/조회/취소 등 발생시 ERP에 부하 우려

To-Be : 전사 통합 주문 관리로 비즈니스 지원 강화

Sales Order Delivery Good Issue Billing

TM

EWM

ERP

….IOD Portal

 옴니채널 기반의 어디서나 주문 및 Fulfillment 수행을 위한
전사 오더 통합으로 ERP 주문 경량화 지원

 주문 메인 Flow는 ERP 주문, 출하 및 빌링 Process를 진행하여
재무회계, 관리회계 및 자재관리와 통합 표준 기능 활용

 다양한 형태의 주문 기능 지원으로 신속한 비즈니스 확장 지원

Credit PTO Config Delivery Block ……

ERP

재무회계

관리회계

재고 관리

CPI CPI CPI

주문프로세스간소화및표준화

• COS : Customer Order Sourcing, 주문조달, 재고가용성, 재고 Reservation,  OPPS :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프로모션및가격결정, SCPI :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기능 개발 표준 기능)(범례: 기능선택(ERP or OM) 기능 개발)(범례:

B2B 
파이프라인주문 Online 주문

ERP
B2C 주문 D2C주문 Marketplaces, …오프라인매장

B2B 
파이프라인주문 Online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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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AP

S/4HANA
클라우드 또는온프레미스

Intelligent
Store Fulfillment

Subscription
Billing

매장
픽업

디지털
Fulfillment

자택
배송

주문통합관리
(Central Order)

API
이
벤
트

UI

가용성및소싱 재사용가능한
비즈니스서비스
(SAP 또는에코

시스템)

B2C 주문

D2C주문

B2B 주문

Marketplaces, …

MCM 매장

파이프라인

6. 전사적으로하나의일관된오더를통합과분배, 가용성과소싱및판촉가격결정
고객이원하는민첩한주문통합관리서비스제공필요

판촉가격결정

Fulfill오케스트레이션및모니터Capture & Manage어디서나주문(Order From Anywhere)

고객및프론트오피스 백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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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장점

 모든 판매 채널에서 일관된 오더 캡처 및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으로 인계

 오더를 분할 및 번들링하고 가장
효율적인 Fulfillment 경로를 통해
오더를 여러 시스템으로 동적으로 전달

 Fulfillment 시스템 전반의 전체 오더
수명 주기에 대한 실시간 오더 상태
가시성 확보

 소싱, 가용성 및 예약을 고려하여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하여, 여러 Fulfillment 
시스템들의 동적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방향 제공

 반품 요청 수신, 물류 취소 프로세스
트리거, 반품 프로세스 상태 제공

SAP Order Management

CO (Central Order)

SAP Cloud Platform
Big Data Machine Learning Integration

SAP S/4HANA, SAP ERP, non-SAP ERP

Business Technology Platform
Big Data Machine Learning Integration & Extension

Availability Raw Data

Reservations

COS(Customer Order Sourcing)* OPPS(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Availability to Sell

Sourcing

Pricing

Data Upload Service

Promotion

Data Access Service

Customer Promise Cart & Checkout Order Change & CancelOrder Capture

Returns Instore Fulfillment AnalyticsFulfillment

* 재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서비스 (SAP 또는 에코시스템)

7. SAP OM – One Consistent Order Management Across Your Enterprise 
어디서나주문, 소싱및 Fulfillment 수행의전사통합오더관리및오케스트레이션

주문 오케스트레이션

판매 가용성 판촉/가격

CO (Centr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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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AP Central Order: 전사적으로하나의일관된오더를분리하여통합

주문통합관리 ( Central Order )

백오피스고객및프론트오피스

매장내

판매및서비스

사회적판매

시장등

상거래(B2B, B2C)

클라우드플랫폼

고객약속

자체주문관리없이모든
채널에서주문

자체주문관리를통해모든채널에서
주문통합(최종오더데이터포함) 

API

UI

장바구니및체크아웃

소싱(Sourcing), 가용성및예약을고려하여예상도착
시간계산. 여러 Fulfillment 시스템랜드스케이프의동

적오케스트레이션을위한방향제공

오더캡처

변경및취소

반품

Fulfillment 및상태모니터링

분석

모든판매채널에서일관된오더캡처및
오케스트레이션으로전달

Fulfillment 시스템전반의전체오더수명
주기에대한실시간오더상태가시성

중앙오더리포팅, 시스템간분석
을포함한가시성

오케스트레이션

오더를분할/번들링하고가장효율적인
Fulfillment 경로를통해오더를여러시스템으
로동적으로전달

서드파티(SAP 외) WMS, 
직접출하, 마켓플레이스

SAP ERP(ECC)

SAP S/4HANA
Cloud 또는온프레미스

SAP Subscription
구독청구

SAP
Intelligent Store Fulfillment

매장 (In-Store)

판매 및 서비스

Social Selling

Marketplaces, …

상거래(B2B, D2C, B2C)

CO COS O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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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정보

Head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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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Raw Data
• 여러백엔드시스템의
원시가용성데이터
업로드

소싱(Sourcing)
• 하나이상의제품에
대한소싱결과계산

Availability to Sell
• 제품판매가용성점검

Reservations
• 동일한제품이다른
고객에게약속되지않
도록방지

9. SAP COS(Customer Order Sourcing): 주요기능
소싱, 가용성및예약을고려하여여러 Fulfillment 시스템들의동적오케스트레이션방향제공

CO COS O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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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장점

• 모든 재고 가용성 데이터를 커버함
(매장, DC, 3rd party), Real or Near 
real-time check

• Availability Raw Data : 여러
백엔드 시스템의 원시 가용성
데이터 업로드

• Availability to Sell : 제품 판매
가용성 점검

• Reservations : 동일한 제품이 다른
고객에게 약속되지 않도록 방지

• 소싱(Sourcing) : 하나 이상의
제품에 대한 소싱 결과 계산

가용성 소싱

SAP ERP,
SAP S/4HANA

SAP 
COS

Basket Checkout 오더탐색

옴니채널 가용성 점검

Store
Stock

DS ATS 
Stock

벤더
재고

임시 예약

소싱

ATP CHECK

재고 확인

판매
채널

10. SAP COS(Customer Order Sourcing): 업무프로세스
ERP 및기타채널로부터원시가용성데이터를수집하고, SAP COS알고리즘및분석기법기반
데이터를가공하여재고에대한가용성체크및가시성확보

CO COS OPPS

벤더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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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장점

• 모든 재고 가용성 데이터를 커버함
(매장, DC, 3rd party), Real or Near 
real-time check

• Availability Raw Data : 여러
백엔드 시스템의 원시 가용성
데이터 업로드

• Availability to Sell : 제품 판매
가용성 점검

• Reservations : 동일한 제품이 다른
고객에게 약속되지 않도록 방지

• 소싱(Sourcing) : 하나 이상의
제품에 대한 소싱 결과 계산

Basket Checkout 오더탐색

10. SAP COS(Customer Order Sourcing): 업무프로세스
ERP 및기타채널로부터원시가용성데이터를수집하고, SAP COS알고리즘및분석기법기반
데이터를가공하여재고에대한가용성체크및가시성확보

CO COS OPPS

Sourcing
(소싱)

Available To Sell
(판매가용성)

REST APIREST API
Reservations

(예약)

REST API

Availability Raw Data
REST API

Store Locator

Availability Sourcing

Integration Overview

SAP Solution과 즉시 통합 및 Non-SAP 솔루션 간편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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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흐름설명

• S/4HANA Layer

- 가용성 스냅샷 데이터 전송
IDoc 유형 W_OAA_ATP_RESULT 사용 (IDoc는 SAP Cloud 
Integration으로 전송). 가용성 스냅샷 데이터는 옴니채널 가용성 및
소싱의 일부인 the parallelized ATP run functionality를 사용하여
S4HANA에서 생성.

• SAP Cloud Integration (SAP CPI) Layer

- 가용성 스냅샷 데이터 iflow IDocs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백엔드 속성을 SAP COS의 속성에 매핑하여
가용성 스냅샷 데이터를 SAP COS으로 전송.

- SAP 사이트에 게시된 통합 패키지 SAP COS Integration with 
SAP S/4HANA Information에는 iflow 템플릿 포함됨

• SAP COS Layer

- SAP COS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가용성 원시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Integration Overview

11. SAP COS(Customer Order Sourcing): integration 프로세스
ERP 및기타채널로부터원시가용성데이터를수집하고, SAP COS알고리즘및분석기법기반
데이터를가공하여재고에대한가용성체크및가시성확보

CO COS OPPS

1

2

3 1

2

3

SAP ERP ECC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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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AP COS : integration 시나리오및 Sourcing 전략
CO COS OPPS

Front Office

Back Office

SAP Cloud 
Platform

SAP Commerce 
Cloud

Cash Register 3rd Party System

Sourcing 
Rules

Sourcing Available 
To Sell

REST API REST API

Reser-
vations

REST API

Availability 
Raw Data

REST API

Strategy Builder SAP Customer 
Order Sourcing

 out-of-the-box integration



 3rd party web 
shop

SAP Solution과 즉시 통합 및 Non-SAP 솔루션 간편한 통합

한개의
DC에서
배송

다수 DC
에서배송

배송가능한
고객과

DC거리지정

DC 우선
순위배송

최소수량
배송조건 DC

SAP Solution과 즉시 통합 및 Non-SAP 솔루션 간편한 통합
고가용성
DC 배송

최소배송
시간 DC

최소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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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le Availability Model 
소매 전략에 맞춰 고객의 상품 가용성 최적화.

Mitigates margin destructive orders 
before they are placed

고객이 모든 가용 제품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동급 최고의 고객 환경을조성.

Dynamic Fulfillment Optimizer
모든 오더에 대한 최적의 Fulfillment 노드 식
별

실시간 배부 재조정

과거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시뮬레이션하
여 절충점 관리.

분석 엔진에서는 오더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가
시성 및 권장 사항 제공.

여러 단위 레벨에서 KPI를 추적하고 최적화

운영 격차 확인(예: 공급업체 SLA)

인공 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활용기존 아키텍처와 효율적으로 통합오더가 발주되기 전이라도 최적화를 시작 소매 전략을 최적화.

12. 가용성및소싱(Availability and Sourcing) Optimizer

2727

Let’s co-innovate to transform your omnichannel
order management process

CO COS O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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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Service 기반의 Omnichannel Promotion & Pricing Engine
• 다양한 판매 채널을 위한 복잡한 프로모션/가격 정책을 중앙 관리
• 신규 프로모션 적용 시간↓, 성능 및 확장 용이성↑, 프로모션/가격 관리 일관성↑

CO COS OPPS

12. SAP OPPS(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Service)의 특장점



29INTERNAL©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13. SAP OPPS(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Service)의 특장점

브랜드를 위한 일관된 가격결정( Pepsi, Tom Tailer 등)

 옴니채널 판촉 가격결정을 위한 중앙 클라우드 서비스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가격과 프로모션 정보 제공 POS

 다양한 배포 옵션

모든 채널에 대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분산 주문 관리
프로모션 가격 책정

영업 채널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개인화된 프로모션
으로 고객 참여 유도 및 브랜드 경험 향상

가격 유지보수 툴

계산 서비스

호출 어플리케이션

(예: POS, 웹 매장, 콜 센터 등)

판촉 유지보수 UI

저장소

기본 판매 가격 프로모션 규칙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

계산 서비스 호출

판촉 계획 툴

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구성 UI

SAP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서비스(OPPS)

데이터 업로드
서비스

1

2 3

4

5

6

CO COS O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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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지원 솔루션은 Rule 기반의 행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간별 가격 인하 프로모션 예상
매출/손익 산출 지원 및 다양한 판매 채널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프로모션 실행을 지원합니다.

주요 특장점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flow

프로모션 기획
(SAP Promotion Management)

프로모션 실행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Offer Type(Template)

Offer 생성 관리
(오퍼 모델링)

Event 생성 관리*

Campaigns 연계**

Calculation Service

Data Upload Service

Repository

Promotion
Rule

Regular 
Sales Price

채널

Sales 
Order

POS
…

Mobile 
Sales

Web

1. Promotion rule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간별 가격
인하 프로모션 예상 매출/손익 산출 지원

- 170개 이상의 단순/복합 오퍼 유형 (가격할인, 쿠폰, 
포인트 등 Multiple 오퍼 타입) 모델링 지원

- 프로모션 계획 수립 시, 오퍼 타입별 판매예측 시뮬레이션
지원 (What if analysis 프로모션 예측 기능 제공 )

- 프로모션 대상 그룹(Target Group)별 행사 기획으로
프로모션 성공 가능성 제고

Promotion Rule

2.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의 실시간 프로모션 실행 지원

- SAP Promotion Management 등과 같이 다양한
Promotion Rule 시스템으로 부터 연동을 통한 유연한
가격 시행

- 모든 채널 및 접점에서 일관된 가격 및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모션 일관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

1 2

* Event : 복합 오퍼, 즉 offer들의 묶음으로 Tact Type(메일, 찌라시 등)과 기간, 예상 Event 매출액/수익등 Planning 가능(optional) 
** Campaigns 연계 : Target Group 등을 지정하여 offer 혜택 대상 고객 선정 가능(optional)

CO COS OPPS

14.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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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al 프로모션생성

이름 ‘Transactional Promo’

리워드 ‘Total Percent Discount’

할인율 ‘20%’

조건: 카트금액
주문총액이 $150’ 초과시 D/C 특정상품과관계

없이전체금액

$150 이상구매시, 

20% 할인제공

총액이 $150 이상이면, 
Get 20% Off 

Mix & Match 프로모션생성

이름 ‘Mix & Match Promotion’’

리워드 ‘Product (Mix & Match)’

할인율 ‘50%’

조건 : 2개상품구매
1) 공기청정기 (‘MR550051003’)
2) 제습기 (‘MR550154002’) 공기청정기

구매시,

제습기

50% 할인제공Buy This, Get 50% Off 

Mix & Match 프로모션 Transactional 프로모션

CO COS OPPS

15. SAP OPPS Showcase : Mix & Match + Transactional 복합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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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환경 변화

SAP OM Solution

표차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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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주요 기능

SAP Order Management Solution : SAP OMS ( CAR vs. Distributed OM)
SAP OM는주문경량화를위한특화기능을포함하고있음

목적

선행조건

• OAA : Omnichannel Article Availability & Sourcing, OPP :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COS : Customer Order Sourcing, 
OPPS :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OM (Order Management)

DMP

[ 기본 기능 Stand-alone ]
 CO (Central Order)

- 주문캡쳐, 오더변경/취소 납기약속 등
- Cart & Check out,, Fulfillment,반품 등
- 제품, 고객, 창고 등 마스터 데이터 관리

[ 선택 기능 Stand-alone ]
 COS (재고 가용성 및 소싱 관리) 
 OPPS (프로모션 및 가격관리)

DMP

 Industry independent
 옴니채널기반의유연하게어디서나주문, 소싱 ,

Fulfillment  수행및다양한 Backend 지원
 전사오더통합관리로 ERP 주문경량화지원

DMP POS 등 다양한 프론트 솔루션
 다양한 Back-End 솔루션 지원

CAR (Customer Activity Repository) OM

DMP

[ 기본 기능 Not stand-alone ]
 POS, 기타 채널 주문 통합 및 분석
 UDF (수요 예측 및 조정 관리)
 OAA (재고 가용성 및 소싱 관리) 
 OPP (프로모션 및 가격관리) 

[ 선택 기능 ]
 상품 기획 관리 / 상품 구색 관리
 행사 기획 관리 / 할당 계획 관리

DMP

 Retail industry focus
 POS 및기타채널로부터판매 -이력 등을수집및

Fulfillment수행
 HANA 내 AI/ML알고리즘기반데이터가공하여
수요예측및개인화오퍼

DMP POS 등 다양한 프론트 솔루션
 Back-End SAP ERP 선행 조건

기
능
고
도
화

, S
ta

nd
-a

lo
ne

 및
클
라
우
드
化

Reference DMP
 Valentino, Fashion, Dyson, Philips, PepsiCo, Tom Tailor, 

Tehnomanija, Fressnapf Tiernahrungs, inmaro 등DMP
 Addias, Asics, Callaway, Coach, Giorgio Armani, Loreal, 

LVMH, Hugo Boss, Mango, Nike, Puma, Under Armour, 
Wal-Mar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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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OMS (CAR OMS 포함) reference
approx. 755+ Customers worldwide

360 EMEA/ MEE  customers 79 North America customers

115 Latin America customers

99 APJ customers

102 GC customers

as of September 2020

62% Retail
14% CP
9% Wholesale
15% Others



36©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제품군강화에서최고제품군에이르기까지비전제시

제품군에포함됨

• 클라우드가함께작
동하도록하는데필
요한중앙오더

• Strengthen the CX 
Suite offer

• 다른비즈니스및마
스터데이터서비스
와동일

Central Order 마이크로서비스
(Complementary
Micro-Services)

Stand-Alone Order Cloud

서비스별독립실행지원

• 예: COS, CSI, OPP

• SCP에사용가능

• 기타사용케이스, API 호출
수에따라지급

• Enhance any suite 
product (e.g. Commerce)

독립실행형지원및패키지

• 추가핵심오더서비스

• SCP에사용가능

• 개별서비스또는번들

• Stand-alone offering 
with bundle price

SaaS 솔루션패키지구성

• 산업특화기능추가
번들제공으로 OM 가치
증대

• Balance between 
simple solution/flexibility

• Use credits for single 
bolt-on services

2019-2021 2021 2022+

Central 
Order COS OPPs …

…

…

…Central 
Order

…
…

Central 
Order

… …

… …

…

…

CAR(Customer Activity Repository) OMS

Distributed OMS

COS

OPPs



Q&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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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ustomer Activity Repository Application Bundle

옴니채널기반플랫폼으로서의 SAP CAR(Customer Activity Repository) OM

주요특장점

• 분산된시스템으로부터매출데이터, 
기타 Transaction 데이터수집 /가공및
가공한데이터를다양한형태의뷰로
분석 /모니터링지원

• 과거이력데이터와통계적알고리즘의
활용을통한수요예측에영향주는
다양한요인분석

• 실시간재고데이터연계를통한재고
가시성확보

• 통합된가격관리를통해채널에관계
없이행사기획및집행이가능하고, 
개인화Offer를제공

• 상품기획, 구색 및행사기획, 할당(Push) 
및보충(Pull)계획수립위한정보제공

POS 및기타채널로부터판매 -이력 -고객데이터를수집하고, HANA 내알고리즘및분석기법
기반데이터를가공하여재고가용성, 가시성확보및개인화 Offer 제공 Platform

구색 관리
Assortment 
Planning

행사 기획
Promotion 

Management

할당 계획
Allocation 

Management

상품 기획
Merchandise 

PlanningSAP ERP
S/4HANA

SAP CRM/
Marketing

Sales
Transaction

Inventory

Master

Customer
Data

SLT

SLT

SLT

SLT

Partner Apps

Fiori / BO-BI

Commerce,
Sales Insight, 

Etc. 

SAP 
BW

Forecasting & 
Replenishment

Loosely Coupled

SAP Customer Activity Repository (CAR)

SAP HANA Live - Analytics

SAP HANA - In-Memory Computing

POS Data 
Transfer and Audit

Multi-channel
Sales Transactions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Inventory 
Visibility/Availabil
ity and Sourcing

UDF
(Unified Demand

Forecast)

DDF 
(Demand Data
Foundation)

Unified 
Demand 
Forecast

HANA (in-memory db, predictive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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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AR주요기능소개

 다양한 채널/상품 세그먼트에 대한 개별 가격 전략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으로 관리

 ERP 또는 S/4HANA 와 원활한 통합
 전체적인 비즈니스 분석 수행
 마케팅, 상거래 및 수직 공급망과 상호 작용

 채널에 대한 상품을 계획하고, 구색 조합을 정의하고, 
판매 / 구매를 계획하고 초기 출시로 이관

 상권 클러스터/ 점포별 차등화된 구색 운영
 멀티 채널을 통해 고객 선호도에 따른 행사 기획
 프로모션 이벤트 기반 상품 할당 계획(Push) 지원

 상품 가용성 확인, 온라인 커머스 예약 및 소싱 계획(OAA)
 옴니 채널 정기 및 프로모션 가격 관리 (OPP)

 모든 채널에서 판매 거래 정보 수집
 옴니 채널 수요 모델링, 예측 및 조정(UDF)
 판매 분석 (예 : 상품 크기 분포 및 선반 재고 가용성 등)

• Multichannel Sales Repository 
• UDF(Unified Demand Forecast)
• Size curve, on-shelf etc.

• OAA (재고가용성 및 소싱 관리)
Omnichannel Article Availability & Sourcing

• OPP(프로모션 및 가격관리) 
Omnichannel Promotion Pricing

• 상품 기획(Merchandise Planning)

• 구색 관리 (Assortment Planning)

• 행사 기획(Promotion Management)

• 할당 계획(Allocation Management)

Integration with 
• Dynamic Pricing by GK
• Mobile Consumer Assistant by 

GK
• GK POS
• …

최적 가격 및
상호작용 수행

계획 시나리오
E2E 실행

가격, 재고 및
소싱 관리

판매 정보 수집 및
수요 예측 실행

C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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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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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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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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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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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Architecture

SAP Event Mesh Service
유연성, 확장성및실시간반응형어플리케이션구현

목적

기타

Event Pattern

DMP

 Consumer and Provider driven
 실시간 지원 (Real-Time )
 Dynamic routing model as 

subscriptions
 Publish/ Subscribe

DMP

DMP
 유연성, 확장성, 실시간 반응형 어플리케이션
구현 가능, 운영/품질 및 비용 절감

Pull Pattern

DMP

DMP

 정보사용처(Consumer) Driven
 Polling
 실시간 미지원(Not Real-Time)
 No routing model
 Sync Request/response

 필요할 때마다 요청 방식, 실시간
어렵고, 워크로드 발생가능성 높음

PUSH pattern

DMP

DMP

 정보제공처 (Provider) Driven
 실시간 지원 (Real-Time)
 Static routing model at 

provider
 Async messing

DMP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Receiver에게
알려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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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Event Mesh Architecture 예시

Flexbility & 
Scalability

 느슨한 결합으로 유연성과 확장성 제공
(Loose Coupling results in flexibility & 
scalability)

 마이크로서비스로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진정한 분리

실시간 반응형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종류의 통합 및 확장을 허용하는
실시간(Real-time)으로 다른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반응형
애플리케이션(Responsive Application)

운영 및 품질
향상

 이벤트 소비자와 이벤트 소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점진적인 성장으로 운영 및 품질 향상

 적합한 패턴을 적용하여 fault tolerance 향상

비용 절감

 "항상 켜짐"을 제거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종량제 소비 촉진 (Facilitates pay-per-use 
consumption saving money by removing 
“always on”)

[ Benefits of event-driven architectures]

1

2

3

4

Benefits of event-driven architectures (EDA)
SAP's strategic event-driven architecture initiative to create a well-integrated, easily 
consumable and extensibl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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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OS : 소싱전략
CO COS OPPS

Goal Description

DC 우선 순위에
따른 배송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소스 또는 소스 목록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제품 제공. 
 이 소스 또는 소스 목록에서 제품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DC 사용.

최소 DC, 가능한 많은 물량 배
송 출하 조건

 이 목표의 초점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소스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배송 제공. 
 동일한 소스에서 배송될 수 있는 경우 시스템은 해당 제품을 1건의 배송.

高 가용성 DC 배송

 다양한 소스의 가용성에 따라 제품 제공. 따라서 제품 가용성의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있음. 
 주문의 전체 가용성 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최고 가용성 목표 소스. 
 소스의 가용성 점수는 요청된 제품 수량을 소스의 사용 가능한 재고로 나누어 계산.
 모든 소스에 대한 가용성 점수를 더하면 전체 가용성 점수 획득. 합계가 작을수록 점수가 좋음

최소 배송 리드 타임  리드 타임(예: 배송 가능한 평균 시간)에 따라 제품 배송

최소 배송 목적지  배송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DC(예: 고객의 집 주소)에서 제품 배송.

최소 평균 고객 사용 시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시간에 따라 제품 제공

Building Block Description
가능하면하나의 DC에서배송 여러 DC 중하나의 DC에서장바구니에있는모든제품을배달하려고시도.

2개의 DC에서배송 한소스에서가능한한많은제품을제공하고다른소스에서나머지제품을제공하려고합니다. 
일반적으로두개의배달단위가발생합니다. 
모든제품이하나의소스에서배송될수있는경우하나의배송단위만발생합니다.

여러 DC에서배송 특정배송목표에따라여러출처에서장바구니에담긴제품을배송하려고시도합니다.

배송가능한 DC거리지정 고객위치에서지정된반경내에있는 DC소스로만잠재적결과집합을좁힙니다. Filter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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