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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커머스 트렌드 및 데모

SAP Customer Experience

Mid-Market 고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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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상의 판매자는 대면 채널과 동등하게
온라인 채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70% 이상의 구매자는
전반적인 구매 여정에서 온라인을 더 선호

Digital Sales Journeys are the New Normal

Source: Mckinsey: These eight charts show how COVID-19 has changed B2B sale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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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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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여정의 각 단계에서 선호하는 채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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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디지털 채널 기반 영업이
대면 채널과 동등하거나 더 낫다고 응답하는 비율 (%)

Source: Mckinsey: These eight charts show how COVID-19 has changed B2B sales forever.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se-eight-charts-show-how-covid-19-has-changed-b2b-sales-forever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se-eight-charts-show-how-covid-19-has-changed-b2b-sales-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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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팬데믹에 의한 온라인 이동 가속화

SAP Commerce 고객의 주문량 변동 – 2019년과 2020년 비교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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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비지니스 관련 주요 트렌드

All trends converging towards Commerce as the backbone for B2B experiences

B2B 경험의 소비자화
구매자와 판매자는 B2B 프로세스 및 Best Practice를
통해 B2C 경험의 개인화를 기대합니다

1

복잡한 B2B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복잡한 B2B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처리하려면 B2B 
기능과 프로세스 기반 산업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2

새로운 Digital Engagement 모델
구매 및 판매 경험은 100% 디지털 상호 작용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선택한
채널에서 연중무휴 24시간 경험을 기대합니다

3

소비자 직접 판매(D2C) 채널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발전시키면서 원래 간접적으로 제공되었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4

비지니스 및 서비스 제공의 진화
기업은 제품 판매에서 솔루션 판매로 이동하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5

마켓플레이스
시장 위치를 포착/유지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범위를
늘리기 위해 마켓플레이스를 시작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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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비지니스 트렌드 적용을 위한 필요 역량

B2B 경험의 소비자화
구매자와 판매자는 B2B 프로세스 및 Best Practice를
통해 B2C 경험의 개인화를 기대합니다

1

복잡한 B2B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복잡한 B2B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처리하려면 B2B 
기능과 프로세스 기반 산업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2

새로운 Digital Engagement 모델
구매 및 판매 경험은 100% 디지털 상호 작용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선택한
채널에서 연중무휴 24시간 경험을 기대합니다

3

소비자 직접 판매(D2C) 채널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발전시키면서 원래 간접적으로 제공되었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4

비지니스 및 서비스 제공의 진화
기업은 제품 판매에서 솔루션 판매로 이동하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5

마켓플레이스
시장 위치를 포착/유지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범위를
늘리기 위해 마켓플레이스를 시작합니다

6

Customer Engagement
B2B고객에게 B2C 소비자와

유사한 고객 경험(예.24X7) 제공

Frictionless Buying Process
복잡한 B2B 프로세스, 조건 및 계약을

준수하는 동시에 간소화된 구매 경험 제공

Accurate & Flexible Pricing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도 정확하고 유연한
가격 책정 모델 제공으로 수익성 극대화

Product Management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고품질 제품 컨텐츠, 

개인화된 경험, 무한 제품 구색 제공

Responsive Service
24X7 체계로 민첩하게 B2B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한 셀프 서비스

Order Management
수요와 공급망을 연결하여 정확한 실시간

재고, 배송 옵션 및 주문 현황

Agility

Experience

Simplicity

Grow Sales

Operational 
efficiency

1 2 3

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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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테이블 중심에서 시각화된 Digital Thread로의 전환

▪ 설계부터 고객 구매까지의
End-to-End 프로세스 지원

▪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2D 및
3D 인터랙티브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구매 증대

▪ 제품 Context를 기반으로
Up/Cross 판매 강화

▪ SAP Commerce Cloud의 Front와
직접적인 연계

시각화된 부품 주문을 통해 고객 구매 여정의 단순화
기존의 2D/3D CAD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부품을 쉽게 찾고 주문함



3D 모델 기반 부품 주문 모바일 기반 부품 주문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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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chWitch의 SAP CX 제품군 도입 사례

미국 산업용 머쉰 제조 회사인 DitchWitch의 경우 SAP CX 제품군 대부분을 도입하여, 최종 소비자에 대한. 
Visibility 확보, 온라인 기반 완성품 및 부품 판매 등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루어 냈습니다.

Company
DitchWitch

Headquarters 
Perry, U.S.

Industry
Utility Machinery

Products and Services
Drills, Excavators, 
Trenchers

Employees 
> 5,000

Revenue
USD 725 Mil.

Website
http://ditchwitchparts.c
om/

▪ 최종 소비자에 대한 Visibility가 미흡 (독립적인 딜러들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독점) → 제품 수요와 제품 구성에 대한 예측

및 Pipeline 관리가 어려움 → 재고 관리 어려움

▪ 온라인 채널 기반 Equipment 판매 및 부품 조회 기능 부재

도입 배경

SAP 솔루션

도입 효과

▪ SAP Commerce Cloud

▪ SAP Marketing Cloud

▪ IoT 기반 머쉰의 정보를 활용하여 딜러 및 오너에게 사전 유지보수

등 마케팅 메세지 전달 → 부품 매출 증대

▪ 딜러를 위한 B2B Commerce 사이트에서 2D 도면 기반 부품 주문

기능 제공

▪ 딜러들에게 Sales Cloud를 제공하여 Quotation 정보 공유 → 

최종 소비자에 대한 Visibility 확보

▪ SAP Sales & Service Cloud

▪ SAP CPQ

http://ditchwitchpa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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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과 Web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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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맞춤형
계정 정보 및
지원 기능 제공

고객별 맞춤형
추천 및 오퍼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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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이나
모델번호의

앞부분만으로도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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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다이아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원하는 부품을

쉽고 빠르게 선택



15

다이아그램의 확대 및
이동을 통해 부품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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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그램내
특정 부품 영역을
클릭하여 바로
장바구니로 이동



17

메뉴를 통해 다른
다이아그램으로
손쉽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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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바구니내
아이템을

리뷰하고 견적을
요청하거나

바로 결제 수행



Partner logo

Contact information:

F name L name

Title

Address

Phone number

Thank you.



SAP Commerce Cloud accelerator solution



Agenda

회사개요

전자 상거래 동향

Eagle 프로그램 소개

B2B 및 B2C에 대한 사례 연구

B2B 및 B2C 데모

요약 및 연락처 정보



최여리 (Yeori Choi)

싱가포르내 다국적기업의 다년간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 및 컨설팅

싱가포르 최대 소매 업체의 판매업무 시스템
셀프계산대 (Self-Checkout) 프로젝트 리드

한국유통기업의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담당 및 컨설팅

미국글로벌 에너지 회사 POS 프로젝트 담당
및컨설팅

BIO

E-commerce Solution Consultant



회사개요



Rank Company Name Industry Country

15 Tech Mahindra IT Software & Services INDIA

16 Workday IT Software & Services US

17 Charter 

Communications

Media US

18 Tencent Holdings IT Software & Services CHINA

19 Micron Technology Semiconductors US

20 SK hynix Semiconductors SOUTH 

KOREA

글로벌기업의전략적디지털파트너
포브스가선정한세계가장혁신적인 100개의기업중에

디지털분야 15위기록



BORN

테크마히드라(Tech Mahindra)

포브스의 아시아 50대 기업 중 하나인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13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테크마힌드라는 90개국 이상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1,3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와 상하이, 

홍콩 및 베이징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BORN)

디지털 마케팅과 경험과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둔
Tech Mahindra의 자회사로서, SAP 글로벌 플래티넘 파트너(최고
수준)이며 전 세계 1,4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SAP 의 상위
9개 엘리트 파트너입니다.

WWW.BORNGROUP.COM

수익: $5 billion (50억달러: 원화 52조), 2019

131,000 명의 직원

19개의 다양한 언어지원

90개국 운영

http://www.born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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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산업및지역의 디지털솔루션을통해혁신적경험을제공합니다.

200+ 
전 세계 고객

1000+ 
전 세계적으로 딜리버리한

프로젝트

1000+ 
S4 HANA, 디지털 및 클라우드 경험

8500+ 
컨설팅 전문가

18+ 
지원되는 언어

35+ 
Countries with delivery 

footprint

500,000+ 
지원되는 사용자

900+ 
SAP Instance Supported

360 degree Relationship With SAP

SAP Practice Overview  

SAP의상위 15의
글로벌전략서비스파트너

파트너에코시스템

제약자동차 CPG/소매 제조 통신 유틸리티 항공우주하이테크

글로벌 전략
서비스 파트너
Global Strategic 
Service Part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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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최고의분석가인 SAP 와다수고객사에게인정받은기업

NICHE PLAYERS

IMC 디지털기술어워드수상,2020

SAP®  파트너우수상 2020
SAP 고객경험관리부문수상
(BORN 그룹)

SAP S/4HANA 
& Business Suite on HANA 

Transformation, Global 

SAP S/4 HANA & Leonardo Capability ISG 
Provider 

Lens Archetype report 2019

Magic Quadrant for SAP 
S/4HANA Application Services, 

Worldwide

RISING STAR

STRONG PERFORMER 

in Forrester Wave for 
Midsize Enterprises 2020

LEADER
the Nelson Hall 

SAP HANA S/4 Services NEAT Report 
2019

LEADER

SAP BW/4 on HANA 
and BW on HANA 

Transformation & Operations

SAP Cloud Platform Support 
Services

SAP S/4HANA & Business Suite on 
HANA 

Managed Services, Global

SAP Leonardo Transformation 
Global 

LEADER
SAP HANA Focus

SAP HANA AND LEONARDO ECOSYSTEM PARTNER-ISG 
2020 ARCHETYPE 

Tech Mahindra는 지난 6년 동안 주요 IT 혁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일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진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플랫폼을
갱신하는 다음 주요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Kristiina Lammila, CIO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섬유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전자상거래의동향

글로벌팬더믹으로 인한 소비자 & 비즈니스의 변화 및 지속 전망



글로벌펜데믹이가져온디지털 B2B 시장의변화

단 90일만에 지난 10년 미국의 전자상거래시장의
증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출은
18.2% 증가해 12조 3,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B2C시장을 앞질렀습니다.

B2B 기업의 35.6%는 향후 온라인 매출이 최대
75%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B2B 매출의 12% 이상을

전자상거래가 차지했고, 앞으로도빠르게증가할

것으로보입니다. 

(출처 : 맥킨지 디지털 보고서 2020)

전자상거래의비율
(YoY of Jan - June ’20 retail data, $ Billions) 

전자상거래보급률
(YoY of Jan - June 2020 retail data) 

출처 : 디지털 커머스360 보고서 2020

30.1%

$266.84
2019 

$347.26
2020

22.3%

2020

코로나 19로인한소비자, 비즈니스의변화및지속전망

출처 : 딜로이트 디지털 리포트 2020

(출처 : 맥킨지 디지털 보고서 2020, Forrester 2019, Net Solutions 2020, BCG + 딜로이트 디지털 리포트)



이글프로그램소개

Eagle 의 차별화



프로젝트구현단계

필수 구성
요소 파악

Stage 1

디스커버리

Stage 2

정의 및 설계

Stage 3

개발

Stage 4

배포

Stage 5

지원

Stage 6

다양한협업도구를이용한커뮤니케이션



SAP Commerce Cloud를 위한최초의 SAP 인증가속기

SAP Commerce Cloud (B2B, B2C & Custom C2C) 전용으로
구축한옴니채널커머스서비스프레임워크

Eagle 프로그램소개

SAP 스파르타쿠스와 헤드리스 (Headless Ready with Spartacus)

SPA 및 PWA 스토어 프론트 구축

사전 코딩 된 UI / UX

창의적인 UI 및 UX 디자인

웹, 앱, 데이터베이스, 검색 확장성 및 보안

개방형 프레임 워크 /향후 디지털 로드맵

완전 자동화 된 테스트

https://borngroup.invisionapp.com/share/BPSIM3H6XA3#/368810990_D_Homepage


이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자료는 예시입니다. 이용 약관은 BORN의 맞춤형 견적을 참조하십시오.

사전코딩 프로그램으로 구현비용 절감

구현비용 60 % 절감 (B2C 및 B2B)

시장출시시간단축

이상적인디자인접근법 (MVP)

SAP 인증

사전코딩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시작부터 가동(Go-live) 까지 12 주 (B2C & B2B)

1000개이상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 경험으로 디지털 에이전

시 BORN의 다양한 사전코딩 UI 및 UX제공으로 맞춤서비스가능

혁신과 우수성에 대한 BORN의 프로그램에 대한 SAP의 인증

표준으로제공되는 SAP 보증서비스

Eagle 의차별화



Eagle의 MVP기능 - B2B

제품 머천다이징 견적 고객 CMS

주문 통합검색 기타

* MVP = Minim Viable Product (최소의실행가능한제품)



고객

• 신용 확인

• 주문 보충-예약 및 취소

*상위 기능목록은 MVP 주요기능을 축약해놓은
것으로 실제 460개 이상의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견적

• 할인 / 프로모션
• 추천인코드

MVP 기능예시

• 예산 관리

• B2B 고객 생성
• 퀵 로그인

CMS



검색

• 자동 제안검색어

• 퍼지 및 부분 검색 (Fuzzy and 

partial Search)

• 맞춤법 검사, 불용어 구성

MVP 기능예시

통합 (Integration)

• ERP 주문 시뮬레이션
• SAP CDC/ Marketing Cloud

• 실시간채팅
• 계정 전환

• Payment Gateway 연동

*상위 기능목록은 MVP 주요기능을 축약해놓은 것으로 실제 460개 이상의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타

• 펀치 아웃 지원

• B2B 용 확장 Google 애널리틱스
• 빠른 주문 (Quick Order)



제품 머천다이징

• 이미지 리사이징- Java2D

• 소셜미디어 공유

• 대량할인
• 향후 재고 가용성

• 승인 워크 플로

• 콘텐츠 검색

주문

MVP 기능예시



사례연구 (Case studies)



한국 B2B 사이트예시

• ERP 통합으로 EDI 를 사용하여 제품 정보소싱, 신용 한도 검증, 

주문이행 수행 및 전자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유통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

• 온라인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표, 제품 사양, 견적 요청, 

반품 및 주문 주문에 대해 확인가능

• SAP 커머스 클라우드 구현

• 판매 주기를 단축하고, 제품 정보를 24/7로 제공하고, 고객

유형에 따라 제품별 커스터마이즈 주문이행

• 모범 사례 컨설팅제공

비즈니스목표및전달가치

업계:제조업 및기반설비 지역 : 한국

https://borngroup.invisionapp.com/share/BPSIM3H6XA3#/368810990_D_Homepage


• Build–operate–transfer (BOT) 서비스 지원

• 전자상거래의 최초 시도의 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BORN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거래를 수용 할 수있는

최상의 비즈니스 작업흐름을 권장했습니다.

• 세계적인 수준의 UX 디자인 제공, 위시리스트 및 IT 환경

및 로드맵을 분석하고 최상의 플랫폼을 추천했습니다.

• 미래의 확장성을 위해 B2B & B2C 플랫폼 구축

비즈니스목표및전달가치

외국 B2B 사이트예시

크레인부품및장비제조업체

석유에너지회사

업계:제조업 및기반설비 지역 : 동남아시아

기계설계제조업체

https://borngroup.invisionapp.com/share/BPSIM3H6XA3#/368810990_D_Homepage


B2B사전준비된테마예시

산업설비제조업 & 난방, 환기, 에어컨 (공기조화) 제조업



View Prototype:

제조업 Manufacturing

https://borngroup.invisionapp.com/share/Z9SIJRA2H8M#/368800662_D_Homepage
https://borngroup.invisionapp.com/share/SHSIK48FXM3#/368802338_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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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rototype:

난방, 환기, 에어컨 HVAC

https://borngroup.invisionapp.com/share/52SIMFHNG4V#/368811679_D_Homepage
https://borngroup.invisionapp.com/share/BPSIM3H6XA3#/368810990_D_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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