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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비지니스의 D2C (Direct to Consumer) 강화
기존 B2C 제조 기업들의 유통업 진출이 활발해 지는 상황에서, COVID-19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채널에
기반한 Direct to Consumer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Industry Convergence

Manufacturers becoming Retailers and e-tailers

e-tailers becoming Physical Retailers

• eBay와 Amazon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 시도 (Amazon 픽업 락커, eBay 크리스마스 부티크)

온라인 주문
상품을
세븐일레븐
픽업 락커에서
수령

eBay에서
온라인 구매
전에
오프라인에서
제품 경험

• Global Nike 사례

- 2017년 부터 D2C 전략을 펼치며 실적 감소 위기 극복

- 脫 아마존 선언 → 자체 온라인 몰을 통해 브랜드 가치 및
수익성 상승 도모

• 국내 LG생활건강 및 롯데칠성음료 사례

- LG생활건강 脫 쿠팡 선언 → 자체 온라인 채널 강화

- 롯데칠성음료 → 자체 칠성몰을 통해 구독 서비스 강화,
매출 150% 증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Direct to Consumer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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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비지니스의 디지털 채널 강화
최근 B2B 구매 담당자들은 기존 영업 사원 중심의 대면 채널 보다 디지털 채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 
디지털 채널을 통한 상세한 상품 정보 제공 및 편리한 Sales Portal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B2B 고객/파트너사가 원하는 체계화된 상품 정보 제공 및 실 판매 채널로써의
편의성/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2B 구매 디지털 채널 중요도 확대 디지털 채널의 신뢰도 우위 판매 지원을 위한 디지털 채널 활용

“정보 획득의 소스로 전통적인 대면
채널 보다는 디지털 채널을 더 신뢰”

“B2B 고객도 B2C와 유사한
고객 경험을 기대함”

“주요 B2B 디지털 채널
기능 및 서비스 현황”

출처：Forrester ”Death Of A (B2B) Salesman: Two Years Later”

68%
Research Online

75%
Prefer Self-Purchase

B2B 구매 담당자

75%의 B2B
구매 담당자는 다양한 벤더

정보 획득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

60%의 B2B
구매 담당자는 정보 취득의
소스로 영업사원을 비선호

Tri-Beck Brand Strategy Institute, Inc. "BtoB Site survey results Analysis"

1위 가격 확인

2위 견적 시뮬레이션

3위 재고 및 배송 시간 확인

4위 기술 관련 컨텐츠 조회

5위 상품 구매

6위 적합 상품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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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비지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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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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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Fortune500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81%가 COVID19이 기업의
Technologic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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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ustomer Experience 플랫폼 변화 (FY2021~ )
SAP Customer Experience 플랫폼은 Emarsys 인수를 통한 Customer Engagement 강화, Customer Data 
Platform 출시 등 새로운 변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Hybris Commerce
(Enterprise)

Commerce

Upscale Commerce
(SMB)

1st Party 
CRM Data

2nd Party 
Data

Enriched 
3rd  Party 

Data

Events, 
Activities, 
Consent, 
Purpose…

Marketing C4C

Customer Data

Marketing Cloud Shared Services

SALES SERVICE

Customer Engagement Platform (Emarsys)

캠페인 자동화

세그멘테이션

AI 기반 개인화

로열티/멤버쉽

Mass Volume Delivery Infrastructure (Emarsys)

이메일 디지털
광고

소셜 SMS/
앱푸쉬

Direct
메일

리드
스코어링

B2B 고객
기반 마케팅

(Account Based 
Marketing)

…

Identity & Consent Customer Data
Platform

Survey Analysis Action

Qualtrics

S/4HANA

CPQ

Pricing & 
Configuration

Quotation

Guided Selling …

D2C 비지니스를 위한
Commerce/Emarsys 연계

1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2

전사적 고객 데이터 관리를 위한
Customer Data Platform

3

Qualtrics를 활용한
고객 경험 관리

4

1 1

2

2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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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to Consumer (D2C) 비지니스를 위한 방향성
제조업의 D2C 전략은 기존 비지니스 모델과의 연계 필요성 및 ‘Think & Act Like Retailer’의 관점에서
CX에 대한 깊은 이해와 Data 중심으로 개인화와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 기존의 Retail Channel과의 관계 지속 유지

§ Picking, Packaging, Shipping 등
Warehouse Operation상의 새로운
Capability Building 필요

§ 자사와 고객 간의 On & Off Interaction
Point상 고객 경험에 대한 Complete
Understanding 및 활용

§ 모든 채널에서 Sales와 Marketing간의
조율 – Activities, Budgets, Resources
(예: Digital Promotion과 Physical 

Promotion간의 Sync, Media 
Campaign과의 Sync)

D2C의 Challenge

Turn 
‘Unknown’ 
to ‘Known’

• 미식별 Visitor를 식별
등록 고객으로 전환하여

• 다양한 마케팅/영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Customer Base 확장

D2C의 필요 역량

Market 
to the 

Segment 
of One

• Personalized, Real-time,
Contextual Marketing을
통해 Engagement와 구매
전환율 향상

Sell
Experience

&
Outcome

• Merchandising, content 등
탁월한 구매 경험 제공

• 고객을 ‘Fan’으로 전환, 
Value 극대화 - Order size 
증가, Frequency 단축 등

Offer 
Seamless 
Service 

Experience

Master 
Customer 
Experience

• 주요 Interaction Point에서
고객의 직접 Feedback 
수집

• 구매 결정의 동인과
Feedback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 개선 영역 발굴/수행

• 고객에게 Unified 서비스
경험 제공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

1

2

3

4

5

1. D2C 비지니스를 위한 Commerce/Emarsys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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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C 비지니스 지원 강화를 위한 Emarsys 인수
SAP는 2020년 11월 Emarsys 인수를 완료하여, SAP Commerce Cloud 솔루션과의 Seamless한 연계를 통해
디지털 고객 행동을 기반 개인화 및 멀티채널 Engagemen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 Forrester Wave Cross-Channel Campaign Management (Q4 2019)

1. D2C 비지니스를 위한 Commerce/Emarsys 연계

l 전사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된 Customer Engagement Platform
- 고객 데이터 Silo를 제거하고 완벽히 통합하기 위해 오픈 아키텍쳐와

다양한 API를 제공 → Intelligent Omnichannel Engagement 지원

l 산업별 특화된 Use Cases를 기반으로 신속한 실행
- 산업별 리딩 브랜드 적용을 통해 입증된 Customer Engagement 전략을

활용하여 바르게 비지니스 목표를 달성

l 고객 중심의 Personalization 제공
- Omnichannel Engagement, 고객 유지, 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채널과 디바이스에 걸쳐 진정한 1:1 고객 Personalization을 제공
- 마케팅 현업이 활용하기 쉬운 AI 및 Predictive Analytics 제공

l Simplified Omnichannel Automation 제공
- 고객 경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마케팅 실행

프로세스를 단순하고 편리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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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sys + SAP Commerce + S/4HANA”의 Value 
Emarsys와 SAP Commerce가 연계하여 Personalization을 비롯한 D2C 필요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지원하고, S/4HANA와의 연계를 통해 고객 Data Enrichment 및 Order Fulfillment 역시 강화할 것입니다.

1. D2C 비지니스를 위한 Commerce/Emarsys 연계

매달 100억 건 이상의
Personalized Interaction 실행
(이메일, 모바일, 소셜, SMS, 웹)

Emarsys

매달 47조 원 이상의 매출 발생
Commerce Everywhere

SAP Commerce

S/4HANA 및 산업 솔루션

전세계 비지니스 트랜젝션의 77% 차지

SAP Customer Data Platform

ENGAGE PROVIDE

DRIVE DELIVER

CONNECT UNDERSTAND &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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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Back-End 연계 강화를 통한 옴니채널 비지니스 지원
기존의 전통적인 판매 채널과 더불어 언택트 시대에 대두되는 디지털 판매 채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Front와 Back-End의 Seamless한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Advanced Variant Configuration

Customer Experience

Commerce Cloud Sales Cloud

SAP CPQ (상품 구성, 가격, 견적 등)

Cloud Configuration 
Engine

Cloud Pricing
Engine

SAP Product Configuration Intelligence
SAP API Business Hub

• Untact 환경에서 D2C 강화를 위한 디지털 채널 기반 소비자
중심의 판매와 기존 채널 중심의 판매를 통합 지원하는
Omni Channel Biz. 플랫폼 확보

• SAP Commerce Cloud, SAP CPQ(Configure, pricing, and 
Quote)와 연계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발판 마련

• 고객이 직접 사양 구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백엔드와 통합된 견적 시스템인 CPQ

• AVC의 사양 정보를 KB(Knowledge Base)로 저장하여 SAP 
Cloud Platform에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및 백엔드 부하 최소화

고객 중심 Lot size one
디지털 채널

전통적 대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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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Back-End 연계 강화를 통한 옴니채널 비지니스 지원
소비자, 파트너, 내부 직원 등이 동일한 단일 영업업무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Silo를
최소화 하고, Backend 접속 Zero化를 통해 S/4HANA Indirect Usage에 대한 잠재적 Risk를 제거합니다.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SAP S/4HANA

고객 관리

SAP Sales Cloud

영업기회

계약 주문

영업활동

견적

S/4HNA 연계

Forecasting

Reporting

고객 관리

SAP Service Cloud

고객 불만

모니터링 대시보드

Knowledge

옴니채널

고객 관리

SAP Commerce Cloud

상품 관리

가격 웹컨텐츠

주문 및 결제

검색

S/4HNA 연계

재고

경매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SAP CPQ

Product Configuration Pricing Guided Selling Quotation Microservice (VC 연계)

소비자

온라인
구매

온라인
경매

서비스
요청

영업사원

견적 관리 계약 관리 주문 관리 고객 관리 고객 서비스
요청

서비스 센터
• 단일 영업업무 플랫폼

제공

- 내부 임직원, 외부 파트너,
소비자 모두 단일 플랫폼
사용으로 프로세스 및
데이터 Silo 최소화

- 최신의 UX/UI 기반
Frontend 제공으로 업무
효율 제고

• Backend 접속 Zero化

- 영업업무에 필요한
S/4HANA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단일 영업업무
플랫폼에서 제공

- S/4HANA Indirect 
Usage에 대한 Risk 제거

고객 관리 영업 관리 고객 클레임
관리

파트너 (딜러)



11INTERNAL© 2019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사례) SONY : Digital Channel Diversification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기대 효과

Direct To Consumer             
(자사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 유입/재방문 유도)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추천
(고객의 engagement 레벨 향상)

Anywhere, Anytime, Any device 
(고객의 상품/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

Time To Market 가속화
(신규 복합 상품(Bundling)의 손쉬운 주문)

비즈니스 확장성
(초 당 평균 120 건의 주문 처리 지원)

Sony의 디지털 전략과의 align Project 내용

• 프로젝트 기간 : < 8 Months

• 구축 파트너 : Deloitte

• B2C 先 적용 à B2B 확대 로드맵

• 제조업 특화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Backend와의 Tight Integration

‒ Pricing 및 프로모션, 정보 Sync

‒ 주문 execution, 재고 가용성, 여신 및

회계처리에 대한 S4HANA와의 Pre-built 연계

• Headless Commerce: AEM* on the 

storefront (2021 Q2부터 100% SAP 

Commerce 적용 예정)

• 상품의 조회/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해당 상품이 bundling 된 각 SKU 

別로 개인화 추천 (eg. VR headset 조회 시

Playstation 아이언맨 VR 패키지 추천)

*Adobe Experie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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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ackend와 Tight한 연계 기반 Pricing, Promotion, Fulfilment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 수백개의 기기, 콘텐츠 및 서비스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품을 커머스 상에서 각기

다른 delivery 옵션과 함께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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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ackend와 Tight한 연계 기반 Pricing, Promotion, Fulfilment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 선택된 상품에 따라 관련 프로모션

자동 추천 (eg. PlayStation Plus의

경우 “Free shippin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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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Texas Instruments : B2B 판매 포탈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Project Summary

<Challenge>

• 지역/제품군 별 분산된 플랫폼

• 관리 비용 증가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 Old UI, 일관된 브랜드 경험 제공 불가

<Resolution & Benefits>

• 표준 ECC 연계 및 B2C, B2B 특화

기능을 활용하여 통합 플랫폼 구성

• ‘Commerce-Backend’ 간 연계 강화
‒ 주문의 적시 fulfillment 반영이 어려움

‒ 재고 가용성, 납기에 대한 고객의 가시성 低

• 동일 플랫폼 기반의 Multi-site 운영에

대한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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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ommerce를 통한 Low Touch 상거래 커버리지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제품 Spec, 레퍼런스 디자인, 샘플, Spec 등 주문을
위한 모든 관련 정보 연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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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ommerce를 통한 Low Touch 상거래 커버리지
2. 고객 중심 옴니채널 비지니스를 위한 Front/Back-End 연계

주문 시 재고 가용성 확인, 프로모션(쿠폰코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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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ommerce Cloud for B2C/B2B Business
SAP Commerce Cloud는 전세계 2500+ 고객이 사용하는 B2B, B2C, B2B2C 비지니스 및 글로벌 환경을
지원하는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Product Promotion Quote / CartSearch Fulfillment IntegrationPayout Intelligence

디지털 채널
상품 전시

결제 또는
PO 생성

견적 요청 및
카트 담기

정산 및 회계처리를
위한 ERP 연계상품 탐색 상품 소싱

및 배송

실물 상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 통합 관리

고객사 조직 관리, Cost Center, 
Budget, Credit Limit, Quotation, 

Quick Order 등 B2B 특화 서비스 제공

챗봇, 고객 행동 트랙킹, 스마트
머천다이징, 상품 추천 등 AI/ML 

기반 서비스 지속적 업데이트
ü #1 Commerce Platform

ü 10개+ 산업 별 특화된 BP

ü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된 서비스

ü S/4HANA와의 완벽한 연계

SAP Commerce Cloud KEY Value

• Commerce
Process

• Commerce를
통한 판매 관리

복수 상품 검색 카테고리 선택을 통한 상품 조회 검색 결과 조회 단일 상품 검색 대체 상품 조회

복수 카테고리 결과 리스트 관련 카테고리 상품 리스트 상품 및 옵션 리스트 상품 및 옵션 리스트 관련 카테고리 내 상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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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에서 다수의 레퍼런스 보유

한국고객

• 2016년 4월 오픈

• 한국, 중국 사이트 구축

• 2017년 말 기준 온라인 매출
1조원 달성

• 2016년 4월 오픈

• 면세 사업권 획득 후 신라면세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픈

• 2016년 8월 오픈

• 기존 22개 브랜드 사이트 및
Joy Kolon을 통합

글로벌롤아웃

• 2015년 8월 오픈

• GS Retail 사이트 구축

• 2016년 9월 오픈

• 렌탈 비지니스 특화 모델

• 2015년 8월 오픈

• 3개월만에 웹/모바일 채널 오픈

• 2015년 10월 오픈

• 3개월만에 3개 언어 사이트 오픈

• 2016년 9월 오픈

• 5개 브랜드 사이트 통합

• 2017년 4월 오픈

• 대상 정원e샵 재구축

• 2018년 하반기 오픈

• MRO 웹 카탈로그 사이트 구축

• 2015년 9월 오픈

• 회원제 온라인 커머스 특화

• 2017년 12월 오픈

• 커머스 클라우드로 서비스

• 2015년 11월 오픈

• 아시아 최초 롤아웃

• 한국어 및 영어로 서비스 제공

• 전세계 41개국 롤아웃

• 2016년 8월 오픈

• Look 기반 주문 서비스 제공

• 2017년 한국 롤아웃

• B2C, B2B 사이트 운영

• 2014년 한국 롤아웃

• 건설 관련 자재/공구 온라인몰

• 2013년 9월 한국, 중국, 영국 3개국
커머스 사이트 4개월 만에 오픈

• 2015년 12개국으로 확대

• 2016년 클라우드로 전환

• 2020년 글로벌 확산 플랫폼으로
선정→전세계 확산 예정

• 2018년 1차 오픈

• Travel Accelerator를 기반으로
여객 정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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