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1

국내화학 회사
고객 경험 혁신 사례
온라인 세미나

2021년 5월 11일
SAP Customer Experience Korea



2© 2021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B2B 비즈니스의 디지털 채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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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영업 Interactions 디지털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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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une500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81%가 COVID19이 기업의
Technologic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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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산업에서의 B2B 고객관리 트렌드 및 SAP CX 솔루션 도입현황

B2B Customer Mgmt. Trend in Chemical Industry

SAP 
Commerce

SAP Sales

SAP Service

SAP 
Marketing

디지털 커머스
Biz 모델 확장

•실 판매채널로서의 디지털 채널의 역할이 필수적

(Low-touch sales to digital)

•온라인 제공의 상품 정보와 일관된 고객 경험이

중요해 짐

•디지털 커머스를 고객 서비스를 위한 채널로 확장

à 내부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

전략적 고객
Targeted 영업

•고객 주도의 Usage driven 맞춤 주문형 디자인

•시장정보, 고객 견적, 오더 등 통합 이력을 기반으로

Account 별 상품/가격/Forecast 예측 및 추천

디지털 채널 기반
마케팅 강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개인화 컨텐츠 제공 (고객별

관심 컨텐츠 구성 이메일 발송, 고객별 상품 추천)

•신규 고객을 위한 리드 발굴

SAP Solution & Mai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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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elem.com

https://chemondis.com

https://www.chembid.com https://www.gobuychem.com

화학 산업에서의 Digital Disruption
화학 산업에서 이미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판매를 제공하는 다양한 마켓플레이스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0elem.com/
https://chemondis.com/
https://www.chembid.com/
https://www.gobuych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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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의 SAP Commerce 도입 사례

§ Digital Customer Experience (DCX) 전략 수립을 통해 디지털

터치포인트와 인터랙션에 대한 재정비 필요

§ 기존 Customer Portal 기술 요소가 낡아 새로운 기술 도입 필요

도입 배경

SAP 솔루션

도입 효과

§ SAP Commerce Cloud

§ SAP Marketing Cloud

§ 제품 카탈로그 재정비를 통한 Up/Cross Selling 강화

→ 매출 증대

§ 프로세스 및 운영 비용 절감

§ 상품 구매 및 샘플 주문 프로세스 간소화

§ 사용자 활용 증가 및 고객 만족도 향상

BASF는 SAP CX 제품군 다수를 도입하여 DCX 전략 구현에 활용하였으며, 특히 Commerce Cloud는 다양한
사업부와 국가에 적용되어 디지털 커머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SAP Sales Cloud

§ SAP Servic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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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사의 Sales Cloud 도입 사례

§ 영업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체계적인 영업 데이터 관리 및 재고/주문/채권 현장 관리 필요

§ 모바일 업무 환경을 통한 상시 업무 지원

도입 배경

SAP 솔루션

도입 효과

§ SAP Cloud를 기반으로 상시 업무 지원을 위한 영업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환경 구현

§ 고객관리 연속성 확보 및 고객정보 활용성 제고

§ Digital Transformation 환경 마련 (IoT, AI, Big DATA 등 신규 기술

도입 용이 및 시스템 확장 유연성 확보)

§ 고객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하고 영업사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국내 L사의 경우 SAP Sales Cloud를 도입하여 모바일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ERP를
접근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영업모바일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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