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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Sales Market Drivers

57%
of the B2B buying process 

happens before the buyer first 
meeting with a sales rep*

90%
of B2B buyers diverge from 
established buyer journeys, 

looping back or repeating one or 
more tasks**

73%
of B2B buyers say they want a 

personalized, B2C-Like customer 
experience***

*** Accenture, 2017 study* Accenture, 2018 ** CMO, 2019 publication



The Quickening - A decade of eCommerce growth in 3 months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trategy-and-corporate-finance/our-insights/five-fifty-the-quickening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trategy-and-corporate-finance/our-insights/five-fifty-the-quickening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trategy-and-corporate-finance/our-insights/five-fifty-the-quickening


The Pandemic accelerated the shift to online 

SAP Commerce Cloud Customer Order Volumes - 2020 vs. 2019

2X Order volume over 2019 !!



글로벌철강산업고객의 Sales / Commerce 활용사례및방향성

철강산업 고객의 eCommerce 활용 방향성

Customer 
Tailored 
Products

•고객 주도의 Usage driven 맞춤 주문형 디자인

•고객의 수요와 원가, 최적 마진을 고려한 제품별

Dynamic Pricing

•지속적인 고객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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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경험

Out-Of-
Steel

Revenue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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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율 목표
20% 상회

35,000 
고객사 등록

月 170,000 
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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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판매채널
개척 및 확장

고객 맞춤형
주문/서비스 체계

Front-Office
관통

Back-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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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ustomer Experience Portfolio 
SAP Marketing 
Cloud (Emarsys)

SAP Customer 
Data Cloud

SAP Commerce 
Cloud

SAP Service 
Cloud

ENGAGE UNDERSTAND COMMIT

SAP Sales 
Cloud

SAP 
C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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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기준 정보 관리
철강 산업을 위한 기준정보 관리 프레임, SAP ERP 사양관리(Variant Configuration)

철강업 특성상 주문시 많은 사양 조합이 가능하며, 이를 제한된 제품 코드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SAP 사양관리(Variant Configuration)는 철강 산업의 복잡한 사양관리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하나의 제품코드, 사양 관리

Variant Configuration을 이용한 코드관리

SSGC

VC 제품코드

[Classification]

§ 내용적 :          

§ 압력 :          

§ 규격 :           

고객주문 시
사양지정

§ 제품코드와 제품사양 통합 관리

§ 단일코드를 통한 다양한 제품 사양 관리

§ 코드 수 감소를 통한 관리 효율화 제고 (유연성 확보)

§ 제품 재고 관리 효율화 (특성별 재고, 고객별 재고 관리)

SSGC, 1.7, 150, KS/JIS 

개별제품코드

SSGC, 10, 200, ISO

SSGC, 20, 250, KGS 

SSGC, 30, 300, EN

SSGC, 40, 300, BS 

내용적/압력/규격에 따른 제품코드 예

§ 제품 사양별 독립적인 제품코드 운영

§ 고객 요구가 달라질 때마다 지속적인 코드 생성 필요

§ 제품 사양이 복잡할 수록 생성하여야 할 코드 증가

코드 / 내용적 / 압력 / 규격

……….

규격별 제품코드 관리

제품 사양

§ 1.7 L
§ 150 Bar
§ KS/JIS

Seamless, 
Steel Gas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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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Order Mgmt. Procurement

Manufacturing Digital Twin Service

(Advanced)
Variant Configuration

Customer Experience

SAP Variant Configuration(사양 관리)의 디지털 전환
Front-End와 Back-End를 통합하여 주문 사양을 반영한 제품 수주부터 후속 프로세스 지원

Commerce Cloud

SAP Sales Cloud

SAP CPQ

Cloud Configuration 
Engine

Cloud Pricing
Engine

SAP Variant Configuration & Pricing
Microservi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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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직접 사양 구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Back-End와 통합된 견적 시스템 제공 (SAP CPQ)

aVC의 사양 정보를 KB(Knowledge Base)로 저장하여 SAP 
Cloud Platform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Front-End 성능 최적화 및 Back-End 시스템 부하 최소화

고객 중심 Lot Size One



SAP Variant Configuration(사양 관리)의 디지털 전환
SAP Back-End 프로세스로의 연계

SAP Commerce Cloud에서 고객이 생성한 주문은 솔루션 간 Pre-built된 Integration을 통해 SAP S/4HANA의 판매
오더로 생성되며, 이후 구매, 생산, 출하 등 모든 후속 프로세스에서 동일한 정보로 연계됩니다

고객 주문 사양

기준 판매가
+ 사양별 추가 가격
+ 할인/할증
+ 세금
+ 운임/기타 수수료
= 최종 판매 가격



SAP Variant Configuration(사양 관리)의 디지털 전환
SAP Back-End 프로세스로의 연계

SAP Commerce Cloud에서 고객이 생성한 주문은 솔루션 간 Pre-built된 Integration을 통해 SAP S/4HANA의 판매
오더로 생성되며, 이후 구매, 생산, 출하 등 모든 후속 프로세스에서 동일한 정보로 연계됩니다

연구 개발 § 사양 구성 가능한 제품 모델링
§ 제품 모델 시뮬레이션

판매
§ 고객 주문 사양 반영한 판매오더 생성
§ 주문 사양에 따른 가격조건 결정
§ 주문 사양별 판매계획 관리

구매 / 자재 § Lot별 재고속성 관리
§ 입고검사 결과 재고반영

생산

§ 제조 사양 관리
§ 사양에 따른 BOM과 공정 선택
§ 사양에 따른 배합비/공정시간 조정
§ 사양에 따른 대체 자재 선택

품질 / 출하§ 제품/자재별 주문 사양에
따른 검사 항목 다변화

원가

§ 사양에 따른 제품 표준원가
§ 사양선택에 따라 주문/제품별

실시간 원가 계산
§ 사양별 제품 실제원가



Architecture Comparison with 3rd Party & Custom-Development

타사 or In-House 개발방식 vs

3rd Party EAI Solution

SFA Cloud

SAP ERP

Data Security / Customizing Issue

No Standard Integration

개발 CPQ

SAP CX’s Offering

SAP ERP

SAP Commerce + CPQ

Pre-Built Integration

Micro-
service Configuration Pricing

ü SAP가 제품화한 Pre-built된 프로세스 연계 방식

ü Cloud와 On-Prem. ERP에 최적화된 Microservice 
방식으로 ERP 부하 및 변경을 최소화

ü Run-Time 엔진과 사용자 UI를 Microservice로 분리하여
성능 및 관리 최적화à통합성 & 안정적인 데이터 흐름

Short Example Short Example

• 3rd Party 또는 Project 방식의 In-House 개발

• 일반적인 Point-to-Point 방식으로 많은 개발 비용 소요
유지보수 어려움

• Cloud 에 최적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Front-End 
시스템의 성능 저하 및 Back-End ERP 부하 발생





SAP S/4HANA 와 CPQ 연계 구조

SAP CPQ
프로세스

Material Master

Super BOM
(Characteristics)

VC/AVC Models
• 조직, 유통 경로

• 특정 고객 / 자재

기준 판매가

• 조직, 유통 경로

• 특정 고객 / 자재
할인/할증

• 출발국 / 도착국세금

• 인도조건

• 특정 출하조건
운임/
기타 수수료

+

+

+

+
사양/공정에
따른 가격

Super 
Routing(공정)

Configuration 
Profile

Pricing
제품 가격

사양/공정에
따른 가격

Variant Class

Order BOM Order Routing

주문 사양에 따른
기준정보 확정

S/4HANA

Configured Product
(구성형 제품)

• 모델/엔진

• Wheel, AC….

속성및가격실시간결정 오더생성견적생성고객, 자재 관리 사양(값) 관리

Micro-Service Cloud Product Configuration 
Engine

Cloud Pricing 
Engine

판매 오더

SD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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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인천과서울에본사를두고있는한국에서가장오래된제철업체이며,�5,450m2의고로를갖춘당진제철소에서
2번째로큰고로제철업체로국내최초의제철소,�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

§ Founded�:�1953
§ Industry�:�Steel�making�company
§ 종업원:�11,608명 (2020.09)
§ 매출액 :�14.4�billion�USD�(2016)

ApproachChallenges

• Standalone�형태의시스템별로 “Silo”형태
- 각시스템단위의최적화에초점
- 신규 수주기회관리중심의별도영업프로세스

• 중복마스터및트랜잭션에대한 Heavy�Interface�및
ERP�수정시매번추가 Interface�개발 (오더소급적용등)

• 현대제철업무에특화된영업프로세스의반영및월중손익
조회를위한 ERP-SD와다양한연계지원
- 각단일플랫폼상에서동일마스터및트랜잭션을공유
- ERP�수정 시 처리결과값에대한자동 Sync�연계
- 향후 신규비즈니스확장시대응에용이

• 신규사양정보와 VC간 Tight한 연계지원및시장변화에유연한
대응을위한 Agile�판매플랫폼

Why SAP

현대제철의고유한영업프로세스에맞는 Fulfillment�중심의업무프로세스를지원하고,�영업사원이단일플랫폼상에서모든필요업무를
컴플라이언스이슈없이손쉽게처리할수있도록설계된솔루션을통해영업지원능력을강화하고자함

Company & Deal Overview

§ 도입솔루션 : SAP�Commerce,�SAP�Sales�& Service�Cloud,�SAP�CPQ



SAP CX의 특장점

1 현대제철 업무에 특화된 영업 프로세스의 반영

3 신규사양 Spec 정보와 VC간 Tight한 연계 지원

§ CPQ-고객포탈/옥션-
영업-서비스 모두 동일
플랫폼 상에서 지원

§ 별도의 백엔드 접속 없이
영업프로세스 End-to-
End 처리

월중 손익 조회를 위한 ERP-SD와 다양한 연계 지원 2

시장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Agile 판매 플랫폼 4

§월말 단가 확정 이후
ERP-SD의 다양한 처리
방식에 따라 Sales 

Cloud에서 별도
개발없이 주문 변경
자동 업데이트

SAP CX

§ 신규 수주기회가
아닌 기존 거래선
대상 Sales 
Fulfillment 중심의
영업 지원

§ 주문의 30% 이상이
신규사양 상품

§ Microservice를 통한

ERP-VC 직접 호출로
퍼포먼스 보장

SAP CPQ

SAP ERP

Micro-
Service

Product Config. Pricing 

상품 구성 가격 조회 견적

VC/AVC 모델 SD Pricing

SAP CRM

CPQ 고객
포탈 경매 영업 서비스

SAP ERP

내부영업/ 외부
고객의단일접점

SAP CX 솔루션은 현대제철의 고유한 영업 프로세스에 맞는 Fulfillment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영업사원이 단일 플랫폼 상에서 모든 필요 업무를 컴플라이언스 이슈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



SAP CX를 통한 Frontend 통합

SAP는 현대제철의 업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SAP Customer Experience의 4가지 클라우드 솔루션과 S/4HANA 연계를 위한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Suite으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사용자

SAP 
Custom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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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HANASAP IBP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SAP CPQ

Product Configuration Pricing Guided Selling Analytics Microservice (VC 연계)

내부 임직원 외부 파트너

사전 영업 견적 관리 계약 관리 주문 관리 클레임 관리 온라인 판매/
경매 관리

견적 관리 계약 관리 주문 관리 온라인 구매 경매 응찰

고객사

Channels

Microservices

Functions

Bu
si

ne
ss

 e
ve

nt
s 

ro
ut

in
g

Service Management

SAP
S/4HANA+

Knative

Kubernetes Gardener

Istio

SAP BTP
Extension Factory

Microservice
Architecture

§ SAP IBP : 사전 영업 단계의

S&OP 연계

§ SAP BTP Extension Factory : 

Microservice 기반 Side-by-

Sid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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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능요건을대부분
충족하고기도입한철강업계
사례를기반으로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있는 SAP�
Customer�Experience�
솔루션이당사의차세대
CRM�솔루션으로적합함

Why SAP CX?

”

“

신훈동팀장,�차세대 ERP�TFT
영업 PI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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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AP CX?

일반평가

기능평가

기술평가

SAP�Customer Experience 경쟁사

• 동종업계사례풍부하여당사에적합한전략제시

• ERP�등 관련노하우자체보유

• 동종업계사례미비 (B2C 도입사례풍부하나,�e-
Sales�영역 ERP�연계 등 B2B�구현에어려움예상)

• 업무기능요건대부분충족

• 별도의이중관리없이 ERP의 사양, 가격 및거래
정보를실시간연계즉각적인 Insight�지원

• 영업사원 ERP접속없이 CRM에서대부분처리

• 업무기능요건대부분충족하지만,

• 사양,�가격,�고객 및거래정보등 ERP�I/F�
다수 필요

• 모니터링화면등편의기능제공

• ERP�동일 UI�및 연동기반다양한리포트제공

• SAP�클라우드개발플랫폼 Shared�Service�가능

• 다양한리포트 I/F�API�제공

• 업무연결정보조회를위한많은 I/F필요

• 시스템간Mapping�등 표준화한계존재

• 동종업계도입사례및관련노하우풍부하여기능/기술적
요구사항을상당히충족함

• 주문사양,�가격정보,�주문진행현황등 ERP와 밀접한업무를위한
Pre-built�연계 서비스를제공함

• B2C�비즈니스의편의성에강점을가지고있고우수한개발환경
및높은기술수준의플랫폼을제공함

• 사양중심 B2B�비즈니스구현에어려움이예상되고이를
해소하기위한많은 I/F�개발은 Risk�있음

종합의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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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판매채널확장 Frontend�- Backend�연계고객맞춤형주문/서비스체계

Key Takea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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