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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구매 영역의 주요 트렌드 Top 5
금융 서비스에서 조달 트렌드의 변화

Cost Pressures
추가적인 리소스의 투입 없이 비용 절감을 통해
자본적 수익(률)에 기여해야 하고, 내부 고객의
높은 수준에 대한 만족도 및 서비스 유지

Digitalization
금융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액세스를
사용하고 조달 및 AP 기능의 Offshoring을
사용하는 고객의 급증가

Insight
공급업체 성과 측정에 대한 비효율성과 예산

대비 지출 추적에 대한 비가시성으로 전체
지출에 대한 제한된 통찰

Compliance
다양한 매버릭 비용은 간접 지출

카테고리의 협상력을 약화 시키고
정립된 구매 프로세스 거버넌스에

제한을 가져옴

Complexity & Inefficiency
조달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너무 많은
도구와 예외 처리 작업 및 지급 오류, 지연
처리를 위해 노동 집약적인 리소스 소모



다양한 구매 품목별 차별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달 방법 및 프로세스에 따른 구매 업무 수행

 전체 상위 지출 카테고리 분석에 이어 구매 영역 별
소싱 전략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습니다.

 다양한 구매 영역에 따른 구매 전략이 필요한 만큼, 
구매 솔루션은 차별화된 소싱 방법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합니다.

보험 업계 상위 지출 카테고리 각 구매 영역의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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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구매 담당자의 주요 관심 영역



Transforming the Procurement Organization

Strategic
PROCUREMENT

BUSINESS UNIT
PROCUREMENT

SHARED SERVICE
CENTERS

Procurement 조직 모델의 변화 트렌드

“진화하는 조달 모델을 최적화하고 조직이 목표하는 전체적인 목표에 전략적
파트너로 조력”

조직 리스크, 지속가능성, 브랜딩 | 조직 가치 제고 및 리포팅 | 전략적 파트너쉽 개발 | 
공급업체 성과 분석

“비용 절감 목표를 넘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 사업단과 “임베디드” 협업
하는 파트너쉽”

카테고리 별 비용 분석 | 공급업체 관리 | 계약 관리 | 구매 혁신 | 입찰 프로세스

“고도로 자동화 된 프로세스와 서비스 지원으로 신속, 정확한 구매 지원
및 비용 최적화”

트랜잭션 처리 (주문 및 송장 처리, 입고, 감사, 소싱) | 마스터 데이터 관리 | 
분석 | 지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후 구매팀의 85%는 향후 1~2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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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rocurement Transformation KEY Technology
조사 결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하는 기술을 어떻게 구매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Artificial Intelligence)

• 데이터 캡처 및 분석과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인텔리전스
• 학습된 인텔리전스를 통해 유사 작업에 대한 신속 처리
• 다양한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 (eg. 챗봇)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가이드 및 자동화

클라우드 플랫폼 & 트레이딩 네트워크 (Cloud Platform & Network)

• 닫힌 네트워크를 개방형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구매자/공급자의정보
교환 및 자동화 증가

• 다양한 디바이스를 구매 업무에 활용 (모바일 장치를 통해
eProcurement 시스템 엑세스 및 사용)

• 거래 파트너와의 투명성 및 관계 개선

사물인터넷

• 스마트 디바이스, 컨넥티드 디바이스
• 대용량 데이터 및 시스템 가용성 향상
• 모든 것을 연결하고 (머신-to-머신, 사물인터넷 등등)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제품 출시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커스터마이징 속도를
가속화

블록체인 (Blockchain)

• 다양한 검증이 필요한 포인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안전한 거래
• 공급망 및 금융 시스템의 단일화된 글로벌 거래 안전성 확보

빅데이터 & 머신러닝 (Bigdata & Machine Learning)

•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술의 증가로 데이터 가용성
향상

•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유의미한 의사
결정 지원

전문화된 소셜 협업 (Professional Social Collaboration)

• 공유 인프라와 소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정보 교환,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 협업

•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고객과 동참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개발

• 다양한 차원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 (사전 정보 대응 및 부정적
뉴스 예방)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특히 저희가 오늘 잠시 소개해 드릴 솔루션이 클라우드 플랫폼과 개방형 네트워크로 무장한 솔루션입니다.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구매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gital Procurement Transformation 전환을 통한 구매 업무의 변화

구매 카테고리 관리 입찰 관리 계약 관리 구매 및 지불
카테고리 분석 상품군 프로파일링 계약 템플릿 생성 및

관리
계약 만료 및 수정
사항 모니터링

구매 요청 생성 종이 문서 정리와 지급
건당 기록 보관

카테고리 우선순위
지정

소싱 전략 개발 계약 템플릿
라이브러리 관리

계약 수정 관리 예산 확인 및 승인 리턴 PO 및 반품 처리

카테고리 계획 리스크 분석 수행 관리 시스템에 계약
프로세스 셋업

계약 준수 활동 계획
및 실행

구매 요청 생성 / 
PO 승인

송장 처리

카테고리 개발 Supply Chain 
네트워크를 통한 입찰

계약 성과 리포트 계약 준수 모니터링 및
보고

제품 검수 / 업데이트 지급 결재

카테고리 트래킹 및
리포팅

공급업체 선택 및 계약
체결

계약 분쟁 관리 계약 비준수 내역 보고
및 후속 조치

상품/서비스 입고에
대한 승인 및 거절

공급 업체 지불 조회
관리

공급업체 관리 구매 관리
공급업체 성과 관리 공급업체 리스크 관리 구매 데이터 관리 구매 평가 관리

AS-IS

구매 프로세스

기업의 일반적인 구매 프로세스



구매 카테고리
관리 입찰 관리 계약 관리 구매 및 지불

카테고리 분석 상품군 프로파일링 계약 템플릿 생성 및
관리

계약 만료 및 수정 사항
모니터링

구매 요청 생성 종이 문서 정리와 지급
건당 기록 보관

카테고리 우선순위 지정 소싱 전략 개발 계약 템플릿
라이브러리 관리

계약 수정 관리 예산 확인 및 승인 리턴 PO 및 반품 처리

카테고리 계획 리스크 분석 수행 관리 시스템에 계약
프로세스 셋업

계약 준수 활동 계획 및
실행

구매 요청 생성 / 
PO 승인

송장 처리

카테고리 개발 Supply Chain 네트워크를
통한 입찰

계약 성과 리포트 계약 준수 모니터링 및
보고

제품 검수 / 업데이트 지급 결재

카테고리 트래킹 및
리포팅

공급업체 선택 및 계약
체결

계약 분쟁 관리 계약 비준수 내역 보고
및 후속 조치

상품/서비스 입고에 대한
승인 및 거절

공급 업체 지불 조회
관리

공급업체 관리 구매 관리

공급업체 성과 관리 공급업체 리스크 관리 구매 데이터 관리 구매 평가 관리

업무 변화 정도

Low High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가속화

다가오는 업무 변화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업무 노력
감소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는 오류 감소
– 품질 향상

리소스 역량 강화로
더 나은 가치 창출

디지털 테크놀로지 적용 가능 업무 범위

Digital Procurement Transformation 전환을 통한 구매 업무의 변화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진한 노란색 음영이 보이시죠? 흔히 이런 업무들이 요즘 화두인 RPA를 모듈로 하여 컨설팅 회사들을 통해 여러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들 입니다.여전히 기술에 의존 할 수 없는, 회색 음영들이죠?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구매 업무의 영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PA가 할 수 없는 다음 단계, 4차 산업 기술들이 불러올 여러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변화 할까요?



01
구매요청, 승인, 구매오더생성

► AI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PO를
선택하고 생성합니다.

► 사전 승인 한도내 PO는
공급업체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05
클라우드를통한구매
카탈로그통합
► 자체 카탈로그, 업체 카탈로그, 

펀치 아웃, 판매 중개인
카탈로그 등 전체 카탈로그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합니다.

04
전자지불통합기능

►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수표/ACH, Pcard, 타
전자지불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전자 지불 플랫폼을
지원하게 됩니다.

03
전자인보이스, 멀티매칭, 조정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인보이스가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매칭하고 조정 합니다.

02
구매오더트래킹및수령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여러
인터페이스 (모바일, 데스크톱
등)를 통해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06
사용자정의워크플로우, 규칙, 
알람
► 인텔리전스 및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금액으로
구매하는 계약 구매를
승인합니다.

10
인증프로토콜

►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된
지급으로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 합니다.

► 더 투명하고 철저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스마트 계약
프로세스를 정의 합니다.

09
Self-Service 포털

► 여러 플랫폼, 디바이스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포털로 사용자 (내부 및
외부)가 발주 및 지불 상태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08
리포팅및핵심성과지표관리

► AI 및 IoT를 사용하여 분석 및
리포트를 쉽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Example : IoT 기반 구매
오더

07
구매요청문서(템플릿)

► 클라우드 기반 표준템플릿
중앙저장소 – 반복
구매오더에 대해 공급업체나
주문 정보를 미리 템플릿을
통해 생성

Source: EY. Digital Procurement Enablement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구매 업무는 실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Digital Procurement Transformation 전환을 통한 구매 업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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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개선 기회 확보를 위한 SAP 가치 제언 서비스
고객의 혁신과 성공을 위한 Trusted Partner로써 SAP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위해 조력 합니다.



구매 개선 기회 확보를 위한 SAP 가치 제언 서비스 개요



SAP 구매 진단 서비스 영역
구매의 어느 영역, 어느 프로세스에 어떤 개선 기회가 있는지 식별



SAP 구매 진단 서비스 범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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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의 금융 산업군 사례(일부)

2.450
Customers across industries

328
Customers in Financial Services

“SAP Ariba solutions have helped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achieve our 
procurement transformation goals, and our journey has been successful because 
of help from the customer management organization at Ariba. They are truly a 
differentiator and trusted advisor in this journey.”
Harold T. Taguba, Head of Supply Chain, Gener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Liberty Mutual :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비용 절감 달성

회사명
Liberty Mutual

본점 소재지
Boston, US

산업군
보험

제품 및 서비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Web Site
https://www.libertym
utual.com/

Challenges
• 강력한 구매 통제 환경이지만 사용자 및 구매 아이템이 광범위하여 공급업체와 계약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어려움
• 매버릭 비용(Non-PO 구매)과 구매 규정 외의 구매가 대부분 이었음
• 송장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매칭을 위한 수작업이 필요 하였음
• 분산된 구매 환경을 통한 프로세스 및 협력사 관리 일원화 어려움

도입 결과
• PO가 적절한 공급 업체 및 계약조건을 활용하여 생성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향상
• Repository 활용을 통한 계약 업무의 상향 표준화 달성
• 구매프로세스의 간소화로 인해 사용자 만족도 증가
• 최고 수준의 PO 기반의 Invoice처리, 98%+ 인보이스 자동화 달성
• 68개 카탈로그, 1,160개의 공급업체가 Ariba Network를 통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활용
• 서비스 지출에 대한 할인 및 조건 적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I don’t know why more organizations don’t 
leverage Ariba’s capabilities to create invoices 
from contracts.”
Bill Boodry, Director of Procurement

https://www.libertymutual.com/


AIA: 자동화 향상, 투명하고 표준화 된 프로세스 정립

회사명
AIA

본점 소재지
Hong Kong

산업군
보험

제품 및 서비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임직원 수
>21,000

매출
USD 28 billion

Web Site
www.aia.com

도입 목적
• 16 개국의 조달 프로세스 표준화, 조달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Shared Service Hub를 통해 중앙 관리
• 거래 관련 문서의 컴플라이언스 및 자동화 향상
• 데이터 품질 및 리포팅 속도 향상

Why SAP® Ariba® solutions
• 도입 솔루션: Sourcing (입찰관리), Contract Management (계약관리), SIPM (공급업체 관리), Buying & Invoicing (조달 및 송장)
• SAP Ariba 솔루션은 AIA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되었으며, Ariba 솔루션은 아태 지역 16개 국가에 걸쳐 확장되고 SAP ERP와

완벽히 통합
• SAP Ariba Service 또한 Serivce 컨설팅 팀의 경험과 기술을 인정 받아 선정

도입 결과
• 프로세스 자동화 및 표준화로 매뉴얼 처리 및 리소스 투입 감소
• 감사 프로세스에서 컴플라이언스 향상
• 리포팅 역량 강화
• 매버릭 구매(Non-PO 구매) 비중의 현격한 감소
• 구매 가이드 기반의 쉬운 구매 프로세스로 인해 지점 및 현업의 구매 업무의 편의성, 신속성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매팀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2bn USD
송장 지급액

>140k POs
>200k 송장
Ariba에서 처리

>90% 전자송장
In Hong Kong

“전계열사의비용통제의기초를확립하고, 컴플라이언스를강화함과동시에
비용효율을극대화할수있었습니다. 또한직원들이더생산적인일에집중할
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부가적인가치도확보하였습니다.” 

http://www.aia.com/


Source: SAP Performance Benchmarking.

비용 절감 계약 준수와 회계 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현금 관리

4% - 15% Unit price 감소 US$20 million / $1 billion 계약 누수 비용 감소

40% - 60% 운영 비용 절감 $1 million to $2 million
/ $1 billion 전체 지출 비용 1 billion 당

지출 데이터 분석과 가시성 확보를 통한 소싱 기회 확보⦿

⦿

⦿

향상된 협상 툴과 소비 이력 분석자료를 통한 추가 가격 협상력 확보

수요 관리와 Spot 견적을 통한 일회성 구매 지출 감소

계약에 기초한 구매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사전 협의된
품목을 구매함으로써 매버릭 지출과 Fraud 방지

계약-구매오더-수령-송장 검증을 통해 공급업체의 계약 준수 개선

⦿

⦿

⦿

⦿

⦿

심도 있는 비용 분석과 다양한 업체 발굴을 통한 소싱 생산성 향상

공급망 운영 비용 감소 (콘텐츠 관리비용, 공급망 기획/실행/주문
프로세스 등)

인보이스 자동 처리를 통한 P2P 사이클 감소, 반면에 AP 능률 향상

의도하지 않은 Cash flow 누수를 방지하고, 다양한 지급 조건 설정

Early-payment를 통한 할인 전략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지급 조건
전략을 통해 비용 절감 기회 확보 및 인보이스 처리 사이클 감소

대규모 볼륨 구매 (지출)에 대한 리베이트 기회 발굴

⦿

⦿

⦿

SAP를 통한 비용 절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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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Ariba Value Engineering 서비스 - 결과물 샘플



Sample outputs (1/3)
Benefits Summary – Estimated Annualized Savings

Savings 
Impact Area Savings Opportunity

Price 
Reduction

• Better sourcing:  visibility and collaboration for Direct and 
Indirect spend

• More sourcing: shorter bid and contracting
• One-off savings from tactical sourcing (3-bids and a buy)

Compliance
• Ensuring contract compliance for transactions
• Expanded usage of catalog content
• Reduction of over payment errors, tighter AP tolerances

Process 
Improvement 
(Indirect 
Spend -
transactions 
Direct Spend -
Inventory 
Management)

• Reducing lost PO and time spent expediting (direct and 
indirect)

• Streamlining & automating processes
• Reduction of exceptions
• Reduced costs: people, legacy technology, paper, 

Reduction of supplier management, maintenance and 
payment status inquires

• Reduction technical evaluation, reporting and auditing
costs, improvement in sourcing cycle times for direct 
spend. Reduce Inventory levels and carrying costs

Revenue • Provide greater visibility into supply chain to reduce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risks, leading to revenue 
loss avoidance

Cash 
Management • Optimization of early payment discounts 

• Improve working capital via DPO extension
• inventory reduction from greater visibility in supply chain
• Pay electronically to further extend payment window

Based on our analysis of your data, we believe <Customer> can save ~$XXM per year, based on the 
recommended solution

Compliance

$8 M

Price Reduction

$10 M

Process Improvement

$2 M

$26 M

2.3% Savings on 
Addressable 
Spend

Enterprise-level value opportunities created 
through greater alignment of P2P are estimated 
to be around 4.8% of addressable spend
The Hackett Group

Cash Management

$3 M

Revenue

$3 M



Sample outputs (2/3)
Operational KPIs

Business Area Metric Laggard Customer Value
Best in 
Class

Cost Reduction Sourcing

Average Project Sourcing Savings % x% y%

# Suppliers Per $1B in Spend x y

% Spend Under Management x% y%

Fiscal Control & 
Compliance Procurement

% Addressable Spend on Contract x% y%

% of Non-Compliant Invoice Spend x% y%

No. of PO’s per Procurement FTE x y

Process 
Efficiency

Finance & 
Accounts Payable

% of Electronic Invoices x% y%

Average # of Invoices per AP FTE x y

Cash 
Management

WCM, Discounts & 
Payments

Avg. Invoice Approval Days x y

% of Spend on Discount Terms x% y%

% of Electronic Payments versus 
Total x% y%

Inventory 
Reduction Supply Chain

Inventory turnover ratio 3.0 10.0

Days Inventory Outstanding 50 20

a%

a

a%

a%

a%

a

a%

a

a

a%

a

a

a



Sample outputs (3/3)
Best Practices and Gaps

1 = No Coverage
5 = Full Coverage

0

1

2

3

4

5

6

1 2 3 4 5

TOP 25% Average
Customer Coverage Customer Importance

Best Practice RankingBest Practice Listing

1 System has ability to aggregate purchases across all business units and 
spend types for accurate global analysis of supplier spend data

2 The organization conducts regular spend reviews to identify new areas of 
contract opportunity

3 The Organization fosters supplier competition for commodity spend to 
further reduce price and achieve true market value

4
The organization has formal request for information, proposal, and 
quotation processes to collect multiple supplier responses for new and 
renegotiated buys

5
The organization has access to supplier network or service with 
automated customer-supplier matching for new suppliers discovery and 
assessmen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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