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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Multi-Channel Selling

모든 판매 채널에서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 검색,
구성, 주문을 지원하는 시스템

고객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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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매 채널에서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 검색,
구성, 주문을 지원하는 시스템
IBM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솔루션 이점
• 판매 효율성 향상을 통한
매출 증대
• 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 향상
• 자동화된 판매를 통한 비용
절감
• 귀사와 고객 및 파트너사의
거래가 더욱 쉬워지는 효과
솔루션 특장점
• 파일 전송을 관리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제거
• SLA(서비스수준협약)에
부합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예외 발생 빈도수를 줄임으로써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
• 성능 및 신뢰성 개선

핵심 요약

매출 증대, 판매 비용 절감

오늘날 판매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합니다. 문의부터 수금까지 모든 단계가 다른 프로세스와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고객과 파트너사가 적절한 상품과 서비스를 적정가에 정확히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다수의 채널 사이에서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IBMⓇ Sterling Multi-

구성하여 적시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가격 결정을 집중화하고 견적 및 주문

Channel Selling은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여 매출 증대와 업무의 민첩성 향상, 비용 절감을

과정을 자동화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귀사와 파트너는 고객의 문의에 더욱 정확히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웹 스토어 개설, 다양한 카탈로그 및 가격 정보 제공, 그리고 웹, 콜센터,

응답하여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고

매장, 현장 영업 등 모든 판매 채널에서 고객과 파트너의 적절한 상품 및 서비스 검색, 구성, 주문

여러 다양한 채널과 IT 시스템에 주문을 적시에 배포하여 판매 비용을 줄여줍니다.

작업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증대
완전하지 못한 통합은 비용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고객 충성도와 유지율을 높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귀사의

복잡한 상품과 가격 체계의 정교화, 시장의 세분화, 직·간접적인 판매 경로, 글로벌 고객과

마케팅 캠페인을 모든 판매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결과를 추적합니다. 선물카드, 쿠폰, 희망 상품

잠재고객, 다양한 시스템과 데이터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판매 환경의 조성은 갈수록

목록 등의 기능을 통해 상향 판매와 교차 판매를 촉진하므로 상품과 서비스의 추가 판매 방법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늘어납니다.

ERP 및 CRM 시스템은 고객 및 파트너와 직접 대면하도록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통합이

탁월한 크로스-채널 운용

완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계속 운영되게 되면 판매 비용의 증가, 매출 기회 상실, 경쟁력 약화 등의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웹, 콜센터, 매장, 영업사원 등 B2B, B2C, B2B2C까지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채널들은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판매 방식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도우며 B2B, B2C, B2B2C 판매 모델을 지원합니다.

이용해서 고객과 잠재고객, 파트너, 영업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 각기 고유의 필요에 따라 상품과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모든 채널의 판매 및 주문 관리를 동기화하여 뚜렷한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모든 경계를 벗어나 마케팅, 판매, 견적 및

구축의 선택 폭 확대

제안서 작성, 주문 관리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기존 ERP 및 CRM 투자를 보완, 확대합니다.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다양한 구축 및 운영 모델로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귀사와 귀사의 모든 판매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판매되며, On Premise 또는 SaaS형으로 제공됩니다. Sterling Commerce 솔루션은 귀사의

일관되고 단일화된 구매 방식을 구현하여 최종 사용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적절한 조합의 확장성, 신뢰성, 가용성, 보안성을 확실히 제공함으로써

상품과 가격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고객과 파트너사가 적절한 상품과 서비스를

투자의 최적화를 위한 최상의 기회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Sterling
Commerce는
Best Buy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판매
채널인 Best Buy
for Business의
온라인 기능을 신속히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업 고객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Best
Buy 개인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풍부한 이용 경험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 Best Buy Co., Inc

찾아 비교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카탈로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개인화된 상품기획, 마케팅, 고객 유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객과 잠재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현

고객별로 독특한 고유의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상향 판매 및 교차 판매 기회를 확보합니다. 이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IBMⓇ Sterling Selling and Fulfillment Suite 전체에서

시스템은 고객이 개인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찾아서 구성하고 구매할 수 있게

공유하는 공통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보안 플랫폼은 기존

해줍니다. 또한, 전체 공급망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과정을 조율합니다.

백엔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확대하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솔루션은 120일 안에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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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판매

카다로그 및
오퍼 관리

상점

주문 관리
콜센터

구성, 가격,
견적

구성, 가격, 견적의 자동화를 통한 정확한 상품 구성

로지스틱스 관리

Sterling Configure, Price, Quote는 잠재고객, 고객, 파트너, 내부 사용자들이 복잡한 상품과

현장 영업

창고 관리

주문 관리

배송 관리

공급망
가시화

서비스를 찾아 구성하고 주문하는 과정을 웹 기반의 셀프서비스 환경을 통해 안내합니다.
서비스

전제

웹

Sterling Configure, Price, Quote

이행

모빌리티 지원 가능
가시성

• IBMⓇ Websphere Commerce
• IBMⓇ Sterling Configure, Price, Quote
•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Sterling Configure, Price, Quote가 제공하는 기능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기회, 고객 프로필, 계약 관리
• 복잡한 가격 전략의 신속한 책정과 집행
• 정확하고 전문적인 견적
강력한 가격 결정 엔진이 고객, 고객층, 지역, 계약 또는 기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견적 기능은 가격 규칙과 구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택에 따라
견적서 작성 과정을 자동화해줍니다. 이 기능은 잠재 고객의 견적서 작성, 협상, 승인 및 주문의
모든 과정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오류 가능성이 높고 손이 많이 가는

Websphere Commerce
다양한 채널, 터치 포인트 상에서 빠른 대응 가능
WebSphere Commerce는 온라인 쇼핑몰 전문 솔루션으로 검증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에
우수한 기능들을 패키징화하여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Cross-channel Customer Interaction
Platform으로서 다양한 채널, 터치 포인트 상에서 지속적인 고객 중심의 경험을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웹
페이지뿐만 아니라 매장 내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확대되는 스마트한 쇼핑
경험을 의미합니다.

고객 중심: 다양한 고객 경험 제공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전과는 달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품을 조사하거나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브랜드 선호도가 약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쇼핑 경험을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WebSphere Commerce는 고객사가
강력한 정밀 마케팅 기능, Starter Store 내의 풍부한 웹 2.0 위젯, 다양한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기능 등을 이용하여 자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세스를 통해) 작성하는 데 여러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리던 견적서를 몇 분 만에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
주문 관리 및 매출 증대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여러 채널의 주문 정보를 집계하여 복잡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수요, 재고, 공급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다양한 소스와 판매
채널의 주문을 수집, 통합하여 확장된 기업(Extended Enterprise) 전반에 걸쳐 처리 및 이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주문과 조달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다채널 주문 집계 기능에 납품 및 서비스 일정 수립 기능을
결합하여 어느 곳에서든 주문과 이행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구성이 쉬워 주문
수집부터 소싱과 이행, 반품과 정산까지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의 모든 재고 위치에 대한 현황 정보는 이벤트 관리 기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능과 효과를 제공합니다.
• 상품의 납품 및 서비스 이행 일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예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 운송 중 또는 생산 중인 재고를 포함, 모든 곳의 재고를 추적합니다.
• 주문을 최적의 이행 단위에 자동으로 전달하여 Safety Stock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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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다양한 채널 옵션
잠재고객, 고객, 파트너, 내부 사용자와 각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은 웹, 현장 영업, 매장, 콜센터 등 이들과 접촉하는 모든 방식을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솔루션의 구성요소
상품

• 최적화된 고객 중심의 쇼핑 경험 제공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채널 옵션을 제공합니다.

- Web2.0기반의 다양한 위젯 및 Starter Store 제공
- 리모트 위젯을 이용하여 타 사이트에 브랜드 경험 확산

Sterling Web

• 크로스 채널 쇼핑의 최적화

IBMⓇ Sterling Web에서는 여러 웹 매장의 조성, 개장 및 관리, 상품 가격의 결정,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며, 잠재고객과 고객, 파트너, 영업 및 서비스 담당자들이 강력한 가이드식 판매 도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 비교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설명

Webshphere
Commerce

- 모바일 커머스 지원
- 소셜 커머스 환경을 위해 어댑터 제공(3rd-party 솔루션 연계
&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와 연계 지원)

•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위한 도구 제공
- 룰 기반의 프로모션 유형 제공
- 정밀화된 마케팅 프로세스 제공
- 검색 룰 정의
- 가격 룰 정의 및 관리도구 제공

Sterling Field Sales
Ⓡ

IBM Sterling Field Sales에서는 현장 영업 담당자와 서비스 담당자가 주문 접수, 견적, 서비스
이행 과정의 모든 측면을 씬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Sterling Store
IBM Sterling Store를 이용하면 멀티-매장 환경에서 주문 접수와 조달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모든 현황 정보를 한 곳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다채널 고객 관리를 위해 어느

Sterling Configure,
Price,
Quote (CPQ)

구성품, 부품, 부속 등의 판매 관리

곳에서든 주문과 조달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 주문 소싱 – 우선순위, 위치 등등 사용자가 지정한 여러 옵션에 따라

Sterling Call Center

주문의 각 라인을 이행/조달

Ⓡ

IBM Sterling Call Center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주문을 입력, 수정 및 재구성하고 주문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반품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업 및 역할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Configurator - 복잡한 상품 및 서비스의 맞춤 구성
• Pricing - 모든 시장 부문의 가격 관리 및 업데이트
• Quotes - 견적서 작성 기능과 협상 및 견적을 주문으로 변환하는 기능 제공
• Catalog - 수요 체인에 카탈로그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과 서비스,

• 중앙집중식 재고 관리 – 여러 시스템의 재고 정보를 통합하여

Sterling Order
Management

모든 공급과 수요를 통일적으로 보여줌

• 맞춤 조달 – 확장된 기업(extended enterprise) 전반의 주문 조달 과정을
조율하는 지능적 소싱 엔진

• 파트너 협력 – 상품 및 서비스 조달 과정에 파트너사를 신속히 참여시킴
• 납품 및 서비스 일정 수립 – 상품 납품과 함께 설치 및 추가 서비스를 조율

모바일 액세스
Sterling Commerce는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기능의 액세스 및 이용 범위를 모바일
기기로 확대하는 다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IBMⓇ Sterling Store Associate
Mobile은 매장 직원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재고를 검색, 예약하고 판매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Mobile Framework는 고객이 구입 가능한 상품을
찾아보고 재고를 검색하고 상품을 주문해서 결제하는 과정이 모바일 기기로 모두 처리되는 모바일
매장의 구축 및 배포를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또한, Sterling Order Management
Administrator Mobile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Sterling Order
Management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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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ebsphere Commerce 고객사례

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Selling

하나의 플랫폼상에 있는 다양한 환경을
자동으로 지원하여 비용절감 및 자원활용
| Staples
고객과제
• 소비자뿐만 아니라 계약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에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 고객은 자신의 지불시스템과 3rd 파티에서도 온라인 구매의 스피드와 편의 요구

솔루션
• 특정계약가격과 배송일과 함께 8,000여 개의 상품에 66,000 이상의 기업이 액세스할 수
있는 B2B 솔루션 StaplesLink.com 구축
• 온라인상 주문/환불 가능, 구매프로세스 및 승인 제어

비즈니스 성과
• 66,000 이상의 회사와 5백만 고객이 주문의 80% 이상 StaplesLink.com에서 신청
• 비용절감 및 인력 효율적 활용
• 하나의 플랫폼상에 있는 다양한 정책, 계약, 구매자를 지원 자동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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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ebsphere Commerce 고객사례

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Selling

B2C, B2B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의 인프라에서 구현
| Sony
고객과제
•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 제공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배치하거나 자체적인 내부 몰 업그레이드가 필요

솔루션
• 여러 가지 판매자 관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플랫폼으로 Websphere Commerce
제공(B2C, B2B, Partners)
• SAP 통합 – 카탈로그, 구성원, 주문 관리

비즈니스 성과
• 모든 도메인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하나의 인프라에서 구현 가능
• 소니 아메리카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
“MyStyle”을 통해 개인화된 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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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Selling

전 세계 33개의 멀티사이트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
| IKEA
고객과제
• 국가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
• 동일한 정보의 재저장 및 언어 관리 어려움

솔루션
• WebSphere Commerce Enterprise Edition
• 33개국 Global Multi-Site 구축
• 스웨덴에서 Hosting, 국가별 운영 구조

비즈니스 성과
• 정보의 중앙관리를 통해 효과적 상품, Site 운영 가능
• 신속한 상품 Loading 및 사이트 변경 통해 추가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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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Selling

IBM Sterling Configure, Price, Quote를
통해 영업 담당자와 파트너사의 구성 및 주문
처리 지원
Ⓡ

| Motorola
고객사 개요
• 바코드 스캔, 모바일 컴퓨팅, 무선 통신 등의 모바일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제조업체

고객 과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업무의 생산성 향상
• 사용자들이 17,000종이 넘는 상품을 식별, 선택, 구성 및 주문할 수 있도록 할 것

비즈니스 효과
• 구성 및 주문 과정을 평균 약 3분 수준으로 단축
• 수작업 과정을 제거하여 주문 오류 감소
• 운영 3개월 만에 15,000종이 넘는 제품 구성 과정의 정확성과 속도가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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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terling
Commerce는 우리
회사의 e-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함께 대폭적인 ROI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udy Murrah 부사장 Motorola

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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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Selling

IBM Sterling Configure, Price, Quote를
통한 주문 시간 단축 및 매출 증대
Ⓡ

| Quantum
고객사 개요
• 백업, 아카이빙 및 복구 솔루션을 공급하는 스토리지 제조업체

고객 과제
• 수작업적이고 손이 많이 가는 제품 및 솔루션 구성과 견적 과정
• Quantum에서 원래 사용하던 구성 시스템은 가이드식 판매 기능이 없었고
Quantum의 영업 담당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음

비즈니스 효과
• 유통업체와 OEM이 제품 정보를 24/7 액세스
• 견적 및 공급 정보 확인, 주문, 주문 이행 상태 확인 및 배송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
• 수작업을 제거함으로써 주문건당 처리 비용을 $11-$13에서 $1로 절감

“Quantum
Marketplace는 영업
담당자와 유통업체,
리셀러의 제품 및 솔루션
선택, 구성, 견적 업무를
쉽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고객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했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Gary Brenkman,
마케팅 운영 담당 이사
Quantu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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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고객사례

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Selling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를 통한
Frontline의 동적 유통망 관리 및 경쟁력 향상
| Frontline, Ltd.
고객 배경
1986년에 설립된 Frontline Ltd.는 영국의 주요 잡지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배포하는 선도적
기업입니다. 잡지 발행사 Emap (현재 Bauer Media)에 의해 처음 설립된 Frontline는 현재 Bauer
Media, H Bauer, BBC Worldwide Ltd 및 Haymarket Media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Frontline은 상위 200개 베스트셀러 중 60개 잡지를 포함한 160개 이상의 잡지를 판매하고
배포합니다. 또한, 자회사인 Seymour Distribution과 함께 대형 슈퍼마켓에서 소규모 가판대에
이르는 54,000개 이상의 소매업체에 거의 750만 부(매해 3억 8천만 부)를 매주 공급합니다.

비즈니스 과제
Frontline은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에서 10여 년 동안 자사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최근까지 활동해 왔지만, 이제 미디어 출판 시장(신문, 잡지, 책)에서 e-북, 다양한 온라인 자료

산업
미디어 출판 및 배포
비즈니스 과제
계획과 예산에 따른 잡지의 제작
및 배포를 지원하는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 총괄
솔루션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으려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회사는 인지하였고,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잡지를 판매하기 위해 올바른 상점에 올바른 수량의 올바른 잡지 공급을
보장하는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레거시 시스템의 민첩성의 부족으로 Frontline 및 Seymour는 이 중요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사에서 제작한 오래된 솔루션을 검토한 다음 두 조직의

도입 효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유통망 전반의 완벽한 재고 관리
•효율적인 반품 처리로 예측 가능한 회계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으로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

프로세스를 능률화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심장부인 중앙 센터를 구축하는 새로운 주문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즉,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문을 처리하고, 40개 창고
및 많은 유통망과 통신하는 시스템의 필요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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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고객사례

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Selling

해결책
잡지 업계가 유례없는 변화를 겪으면서 Frontline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빠르게 이용하는

“주문 관리 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Sterling
Commerce는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으로, 이전
기간 내내 비즈니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무중단 업무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유연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Frontline은 광범위한 출판 및 인쇄 공급망에서 주문 총괄 기능 및
글로벌 재고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기존 시스템을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를 통해 Frontline 및 Seymour는 고유한 개별 비즈니스 방식을
유지하면서 높은 비용이 따르는 코드 변경을 수행할 필요 없이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BM Sterling 솔루션은 손쉬운 반품 프로세스로 예측 가능한 회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물품의 50% 이상이 반품되는 잡지 유통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재고 보유 관리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완벽한 재고 보유

그레그 헤이든(Greg Hayden)
Frontline, Ltd.의 CIO

가시성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주문을 이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소싱 규칙을 적용하는 지능적인 소싱 엔진으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서 자동으로 주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비즈니스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 요구에 따라 공급망의 구조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플랫폼을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복잡한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지능적인 소싱 엔진,

제공합니다. 이는 이전에 사용해 온 고정적이고 제한된 시스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중앙 주문 저장소, 글로벌 재고 가시성을 통해 기업 전체에서 글로벌 주문 및 서비스 이행을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산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총괄하도록 지원하여 Frontline의 매출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이전 시스템을 교차함으로써 유연성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Sterling Order
Management를 사용하면서 Frontline의 민첩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Frontline, Ltd의 CIO인 그레그
헤이든 (Greg Hayden)은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Sterling Commerce 솔루션의 도움으로 Frontline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Frontline은 비즈니스 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요소와 규모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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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ling Multi-Channel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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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멀티채널 커머스 솔루션 소개 및 고객 사례집

IBM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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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

Multi-Channel
Fulfillment

주문 조달 과정 전체의 관리 능력 향상

고객성공사례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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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조달 과정 전체의 관리 능력 향상
IBM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
핵심 요약
솔루션 이점
• 똑똑한 주문 총괄을 통한
주문 처리 비용 절감
• 자동화를 통한 재고, 운송,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은 오늘날 기업이 고객, 공급사, 채널 파트너, 3PL 등과 공유하는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 제품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업무 과정(주문-조달 과정)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적이 없었습니다. IBMⓇ Sterling Multi-

판매

Channel Fulfillment는 ERP 시스템이 남겨둔 부분을 넘겨받아 확장된 기업(Extended Enterprise)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납품 및 서비스 과정을 총괄하여 모든 주문 과정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판매

창고 비용 절감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력과

ERP 시스템은 내부 업무 운영 지원에 훌륭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외부 고객 및 비즈니스

적응력을 높여 민첩한 업무

파트너와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화하고 통제하려면 그러한 환경에 맞게

대응력 개선

설계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콜센터

구성, 가격,
견적

창고 관리

주문 관리

관리에서부터 창고 운영, 운송 및 납품, 공급 관리, 반품 및 정산에 이르는 모든 조달 과정을

• IBMⓇ Sterling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 IBMⓇ Sterling Supply Chain Visibility

비용 대비 수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Sterling Commerce 솔루션이 세상과의 소통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훌륭한 점은
가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솔루션이며
엄청난 정보의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Donna Thompson 소매 운송 관리자, Dial Corporation

공급망
가시화

가시성

• IBMⓇ Sterling Warehouse Management System

또는 주문 제작 제품의 판매 및 납품과 장비 구성, 배송, 설치 등의 서비스 상품을 통해 새로운

배송 관리

모빌리티 지원 가능

•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지원 프로세스를 신속히 모델링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로지스틱스 관리

현장 영업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수요와 재고, 공급 상황에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를 이용하면 고객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 맞춤형 주문 구성

Industry Solutions

카다로그 및
오퍼 관리

상점

대한 통합된 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된 뷰는 유연한 프로세스 관리 기능과 함께, 주문

고객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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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웹

수요, 재고, 공급을 한눈에 보기

주문 관리

서비스

•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이행

terling Order Management
이행률 향상, 여유 재고 준비량 감소, 수작업 프로세스 감소, 더욱 신속한 예외 처리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다양한 소스와 판매 채널의 주문을 수집, 통합하고 확장된
기업(extended enterprise) 전체에 분할, 배포하여 처리 및 이행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다채널 주문 집계 기능에 지능적 소싱, 납품 및 서비스 일정
수립 기능을 결합하여“어느 곳에서든 주문과 이행이 가능한”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구성이
쉬워 주문 수집부터 소싱과 이행, 반품과 정산까지 모든 주문 조달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의 기능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을 최적의 이행 단위에 배정하여 완충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납품 및 서비스 이행 일정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는 IBMⓇ Sterling Selling and Fulfillment Suite에 포함되어

• 변경 및 예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있습니다.

• 운송 중 또는 생산 중인 재고를 포함, 모든 곳의 재고를 추적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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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ling Warehouse Management System
다양한 시설의 인력, 재고, 프로세스 관리

Sterling Multi-Channel Fulfillment
제품 구성요소

Sterling Warehouse Management System(Sterling WMS)은 유통 센터, 공장 창고, 보관실,

• 주문 소싱 -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서 주문의 각 라인

반품지 등 귀사의 보관 시설망 전체의 재고, 인력 및 창고 보관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행 및 조달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능력이 가능한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량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채우도록 자원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뷰, 자체적인 의사 결정 지원 기능,“what if”시나리오 등은 수요 변동성을 효과적
관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시 조달과 최적의 자원 활용에 이바지합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

Sterling WMS에서는 지역 단위 운영과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규모, 위치,
프로세스 조합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의 재고, 인력,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terling WMS는 새로운 절차의 개시 또는 새로운 기업, 사업장, 사업부, 고객 등의 교육과 같은
업무의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공급자에게 필요에 따라 기능을 배포하여 ASN 기준, RFID 규정,
라벨 서식, 데이터 기준, 품질 및 포장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Sterling WMS는 또한

• 중앙집중식 재고 관리 – 재고 및 배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
• 맞춤 조달 – 고유의 주문 조달 모델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바 이행
• 파트너 협력 – 제품 및 서비스 조달 과정에 파트너사를 신속히 참여시킬
수 있음

• 납품 및 서비스 일정 수립 – 제품 납품과 함께 설치 등의 서비스 조율
• 모바일 지원 – 모바일 기기에서 솔루션 사용 가능
• 반품 관리 – 반품, 수리, 교환 과정 전체를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중앙 관리, 지역 단위 실행

복잡한 작업의 단순화

설명

Sterling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인바운드 배송 현황, 아웃바운드 일정 수립, 역물류(반품, 반송 등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 등의 관리

• 물류 관리 – 복잡한 제품 이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관리
• 현황 정보 – 복잡한 유통망 전체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인바운드 관리 – 사전 접수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인바운드 배송 상황을 파악
• 아웃바운드 일정 수립 및 관리 – 배송 묶음 및 전파 계획
(wave planning) 등 아웃바운드 운영을 조율

• 역물류(Reverse logistics) – 반품, 수리, 교환 등의 물류 관리
• 부가가치 서비스 – 맞춤 조립 및 장비 구성 등과 같은 서비스를
편성/조율

기능도 제공합니다.

Sterling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 협력 물류망 – 8,500여 회원사의 물류망 이용 가능
• 계획 – 적화 입찰(load building) 및 용량 계획 관리
• 이행 – 배송 상황을 추적하고 적하장 일정 수립 자동화
• 재무 정산 – 인보이스 처리 및 결제 승인 과정 능률화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 탁송업체의 수행도 측정, 비용을 추적 및 운영 개선
• 인바운드 운송 계획 수립 – 공급사와 협력하여 인바운드 운송 과정 최적화
• 인바운드 정보 현황 – 조달-결제(procure-to-pay) 측면의 철저한 구매
주문 추적

• 아웃바운드 정보 현황 – 주문-수금(order-to-cash) 측면의 철저한

Sterling Supply
Chain Visibility

판매 주문 추적

• 그래픽 대시보드 – 재고, 구매 주문, 배송 등의 실시간 통합 조회
• 경보 경로 설정 및 관리 – 기성형, 및 사용자 맞춤형 경보 기능
• 맞춤형 주문 흐름 모델링 –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주문 흐름을
정의해서 중요 시점을 모니터링

• 공급자 수행도 모니터링 및 보고 – 확정된 수행도 수치와 성과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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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ment

Sterling Commerce의 도움으로 고객 서비스
기준을 높인 Ajinomoto
| Ajinomoto
고객사 개요
1909년 설립된 도쿄의 Ajinomoto Corporation은 식품 소비재 분야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Ajinomoto는 일본 최대의 조미료 생산업체이자 감미료와 영양보충제에 사용되는 라이신을
비롯한 기타 아미노산과 핵산 제품의 최대 생산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23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5개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akery
Products

비즈니스 과제
여러 사업부에 걸쳐 복잡하고 고객
중심적인 주문 이행 프로세스를
운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솔루션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Functional
Foods
Beverages
Feed-use Amino
Acids

Frozen
Foods

Edible Oils

Sweeteners

Gift Packs

Cosmetics and
Specialty Chemi
cals

Other Foods
Coffee
Products

Dressings and
Sauces

산업
식품 제조

Pharmaceuticals
Amino Acids for
Pharmaceuticals
and Foods

Seasonings
Soups

효과
•제품 공급, 유통사 및 소매상의 요구
조건을 확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 확보
•기존 IT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활용

Mayonnaise and
Mayonnaise-type
Dressings
Fundamental
Foods

Cereals

Foods

AminoScience

Pharmaceuticals
and Health

AJI-NO-MOTO ® Introduced in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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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ment

비즈니스 과제
업무량 증가, 고객 선호도의 변화, 기존 구형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사 전체의 운영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등이 심각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Ajinomoto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신선도 및 배달 조건과 관련하여 고객별로 특정한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맞춰야 했습니다.”Ajinomoto의 상무이사 Yamada 씨의 설명입니다.“또한, 조직 체계가
여러 사업부로 갈라져 있어 주문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건의 주문에 대해
사업부별로 여러 장의 인보이스가 발송되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고객은 우리 회사를 하나로 보는데 우리는 회사 내부 체계를 고객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셈이었습니다.

솔루션

“Sterling Order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단했지만, 여전히 이 회사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활용해야 Management는
했습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하나의 공통 계층을 통해 회사 전체의 요구에
소매유통업에 매우 적합한
부응하면서 사업부별로 융통성을 제공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모든 수요 및
시스템입니다. 우리
납품 이행 채널의 주문 현황과 재고 현황을 전역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두 시간 만에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여러 이질적인 시스템 사이에서 지능적으로 주문을 10만 건에 이르는 제품
중개하고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전산 및 수작업으로 입력한 주문 내용을 관리합니다. 주문 주문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내용은 일련의 사전 점검 후 해당 사업부에 발송되어 이행 처리됩니다. Sterling Order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Management는 기존 애플리케이션들과 연동하여 재고 조사를 하고 고객이 누구이며 신선도 이러한 주문을 신속히
또는 유통기한 등과 관련된 서비스수준계약(SLA)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리고 배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문 내용, 운송 경로 등등에 따라 해당 주문을 이행할 단위를 결정하고, 해당 창고에 적절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문서를 발송합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Sterling Order Management 솔루션은 업무 프로세스 진행 중에도 변경을 이행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제품을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고객 주문이 전달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시점부터 배송품을 트럭에 적재하기 전까지 사이에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할 수 확인했으며, 따라서 우리
있습니다.
회사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jinomoto는 Sterling Order Management를 시장을 선도하는 공정 중심의 확장형

주문은 내외부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입력되고 이행되므로, 일관된 고객 경험의 제공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Sterling Order

Hiromi Yamada 상무이사,
Ajinomoto Corporation

Management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10만 건이 넘는 주문이 여러 판매 채널을
통해 확보되어 불과 두 시간 만에 신속히 처리되므로 Ajinomoto는 정확한 기한 엄수와
신속한 배달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시간적 조건에 민감한 식품사업의 특성상 최고의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Yamada씨의 설명입니다.
“Sterling Commerce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가졌던 최고의 솔루션 공급사라는 신뢰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34

Industry Solutions

35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고객사례

스마터커머스 시리즈 3

Fulfillment

Sterling Order Management를 주문 중심
허브로 활용하여 운영 효율과 고객 경험을
향상한 Crocs
| Crocs, Inc.
고객사 개요
Crocs, Inc.는 특수 소재의 남성용, 여성용, 아동용 신발류를 디자인,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멕시코에 제조 시설을 두고 전 세계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Nordstrom과 같은
대형백화점에서부터 작은 소매점까지 다양한 소매업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약 420곳의 직영점과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도 십여 곳에
이릅니다.

비즈니스 과제
Crocs는 크게 커스터마이징된 ERP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의 주문을 처리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수작업으로 주문을 관리해야 했으므로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정보의
정확성도 떨어졌습니다. 주문의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도매 채널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문 관리 시스템이 없었으므로, 공급 조건 및 시기 등을 약속할 수 없었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Crocs는 침체된 시장에서 성공을 유지하려면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회사 전체의 주문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주문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더 수량 이외의 재고분 확보
•
“예약 가능”수량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정확히 확보할 것
• 글로벌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여러 업종에 걸쳐 변경하여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규칙 기반 시스템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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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조 및 소매
비즈니스 과제
고객 경험 개선 및 회사 전체의 주문
효율 향상
솔루션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효과
•모든 재고가 채널별로 계획 및
수립, 예약
•인터넷 주문의 이행률은 10-13%가
향상되어 100%에 근접되었음
•재고 예약 정보의 포괄적 활용과
자유로운 인터넷 예상 예약(Internet
Forecast Reservations)을 통해
강력한 소싱 및 일정 수립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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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ling Order
Management는
Crocs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으며 12개월
안에 투자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terling Commerce는
약속대로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침을
통해 최고의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Brian Horsman, Crocs, Inc.

Crocs는 다양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며, 당시 수량과 특성이 모두 다른

주요 이점 및 효과

세 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Crocs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으며 12개월 안에 투자

인터넷 채널의 하루 평균 주문량은 3,000건이었으면 주문당 라인 수는 3개였습니다.

전문성과 지침을 통해 최고의 전략을 제공했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명시되었던 세 가지

소매점은 매월 200라인의 계절 신상품 보충/보급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모든 라인이

목표는 모두 완수되었습니다.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terling Commerce는 약속대로 모든 과정에서

계절 특성에 따라 일정이 잡혔으며 모두 즉시 응답하여야 했습니다. 도매 사업부 쪽에서는
납품 기간보다 몇 개월 앞서 계절별 사전 예약으로 2,500라인의 주문이 발생했으며, 계절

현재 모든 재고는 채널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예약됩니다. 그리고 주문량과 재고 예약량이

중에도 최대 50라인의 주문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Crocs는 재고 정보 액세스 환경의

채널별로 측정됩니다. 예약된 재고는 각 채널에서 책임 관리합니다.

개선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판매 효율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의 이행률은 거의 100%입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를 도입하기 전에는
재고 정보 파악이 어려워 전자상거래 주문의 라인 취소율이 10-13%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Solution

“예약 가능”수량 정보가 정확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문은 현재 창고의 예약

Crocs는 사업 쟁점과 프로세스를 완벽히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재고분을 토대로 처리됩니다.

Sterling Commerce를 주문 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했습니다. Sterling Commerce 솔루션이
Crocs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이라는 점이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Sterling

소싱 및 일정 수립 수치가 정확히 충족되어, 현재는 Sterling Order Management의 재고

Order Management는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약속과 함께 최고의

소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소매 채널에서는 재고를 어디에서 확보할지 걱정하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않아도 됩니다. 도매 채널 역시 재고를 어디서 확보해야 할지 파악하느라 5일간 주문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 시스템에서 대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Sterling Order Management는 현재 Crocs의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 중추적 역할을

Crocs는 현재, 재고 예약 정보의 포괄적 활용과 자유로운 인터넷 예상 예약(Internet Forecast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7개월간의 작업 끝에 Crocs는 북미

Reservations)을 통해 강력한 소싱 및 일정 수립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지역에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북미, 아시아,

있습니다.

남미, 유럽 등 네 개 지역에서 세 개 채널을 대상으로 구현되어야 했습니다.
Crocs는 현재 모든 지역과 채널을 아우르는 공통의 재고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마다 재고 확보 요구량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감합니다.
Crocs에 주문이 접수되면 우선 주문서로 입력된 다음 Sterling Order
Management 시스템에 전송되어 소싱과 일정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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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정보산업의 선도적 기업의
재고관리 최적화
고객 개요
•공급망 서비스
•중요한 재고 로지스틱스
•250개 FSL(Forward Stocking Locations)

고객과제
교통망과 상점 위치를 이용한 신속한 운송 및 고급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재고 관리 최적화

비즈니스 이점

비즈니스 과제
•글로벌 재고 가시성
•다양한 시설 관리
•새 고객 및 위치를 간편하게 온 보드
솔루션
•IBMⓇ Sterling Warehouse
Management System Solution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 기업 전체의 재고 최적화
• 지능적인 주문 소싱
• 2시간, 4시간, 24시간의 서비스 운송 시간을 보장하는 능력
• 다양한 전달 옵션
• 완벽한 가시성
• 새 고객 구현의 능률화 및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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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업계의 선도적 기업의
유연한 주문관리 및 창고관리
고객 개요
신속한 해상 및 항공 운송, 육상 배송, 간편한 로지스틱스 솔루션, 국제 메일 서비스 제공

고객과제
글로벌 규모로 전개 및 구성 가능한 공통의 유연한 주문 관리 및 웨어하우스 관리를
실현하는 솔루션 필요

비즈니스 이점
•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기능, 확장성 및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Sterling 선택

비즈니스 과제
•자사 제작형 애플리케이션, 글로벌
구현, 가시성 부족, 현재/향후 운영
및 제어를 지원하는 유연성
솔루션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 및 Sterling
Warehouse Management
System(WMS)

• 정보 및 공급 가시성의 단일 글로벌 소스 제공
• 지능적인 글로벌 소싱 및 할당 가능
• 라인 레벨에 따른 계층적 주문 관리로 폐쇄 루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지원
• 공급망 전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규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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