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SAP제품 기반으로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Service Provider”

“ “ “

Forrester  
‘Now Tech : SAP 
Implementation Services 
Providers, Q1 2020’ 
(’20.3월)

SAP S/4HANA 
글로벌 대표 
Service Provider“

Gartner  
'Magic Quadrant for SAP 
S/4HANA Application 
Services, Worldwide‘ 
(‘20.4월)

※ 글로벌 S/4HANA 서비스 제공업체 21개사 선정, 
     국내 업체는 SDS가 유일

※ 글로벌 SAP서비스업체 33개사 선정, 
     국내업체는 SDS가 유일

SAP S/4HANA 
Service Provider 
글로벌 고객만족도 5위“

Gartner  
‘Optimize Your SAP S/4HANA 
Service Provider Selection 
by Leveraging Gartner Client 
References’ (‘20.6월)

신속한 변화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플랫폼 확보,
삼성SDS ERP 서비스
삼성SDS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ERP End-to-End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 플랫폼을 제공해드립니다.

Intelligent Enterprise 전환을 위한
Digital Core 구현

ERP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
27년+

ERP 구축/운영
50개국+

ERP 서비스파트너
글로벌 TOP

ERP 전문가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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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영역

100+

LoB 솔루션 전문가
Ariba, Concur, C/4HANA, 

Qualtrics, SuccessFactors, Workday 등 

국내최대규모

디지털 기술 전문가
RPA, M/L, Blockchain, 

Analytics 등

SAP S/4HANA 전문가

800+

* LoB : Line of Business

LoB*·업종 솔루션

전문영역에 대한 특화 솔루션 적용으로  

비즈니스 지원강화 

New Technology

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신기술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활용

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플랫폼인  

ERP를 구축하여 혁신 기반 마련

Digital Core(ERP)

Digital Core

(ERP)

AI

RPA

IoT

Cloud

Mobile

Block
chain

Analytics

M/L

Contact Us 삼성SDS의 ERP서비스를 더욱 자세하게 만나보세요.

-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services/erp/erp.html (또는 우측 QR코드 활용)

- 이메일 : smart_erp@samsung.com

 · 삼성SDS 진단 프레임워크  
기반 최적의 ERP 혁신 방향 
도출

 · 특화 진단모델 기반으로  
고객의 D/T 현수준 진단

 · 정보화전략계획(ISP),  
프로세스 혁신(PI)  
컨설팅 서비스 제공

 · D/T전략과제 및 추진로드맵 
제시하는 D/T컨설팅 제공

 · 공통/업종별 특화자산  
기반으로 최적화된 구축  
수행

 · OCR, RPA, M/L 등  
자동화/지능화 기술 접목을 
통한 지능형ERP 구현

 · 삼성의 글로벌 운영체계 및  
노하우 기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제공

 · 자동화/지능화 기술이 접목된 
고도화된 운영체계를 통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Assessment
진단

Consulting
컨설팅

Implementation
구축

Operation
운영

ERP 서비스

Digital Core를 통해 핵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를 
제공합니다. 

업종별 특화자산을 기반으로 E2E ERP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공통/업종별 ERP Asset

Standard Process Methodology Best Practice

Pre-Built Asset Tool Lessons Lear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