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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COMPANY

ACRAS & Company는

글로벌 No.1 SAP Cloud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합니다.

| WHO ARE 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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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 WHAT WE WANT TO SOLVE |

성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IT 투자 비효율을 제거하고, 

IT를 통한 혁신을 지원하는 것

WHAT WE WANT TO SOLVE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해외에 진출하여 법인을 세
울 때 사용 중인 시스템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통해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로 확장하고자 할 때,

한계와 더불어 막막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기능과 기술을 포함한 세계적인 Well-Made 솔루션들을 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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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가 제공하는 솔루션 | OUR VALUE PROPOSITION |

Cloudia ACRAS = 구름 위에서 열어가는 내일

OUR VALUE PROPOSITION 

기업의 규모 관점에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사업수행 국가와 산업 영역에 대해
가장 넒은 범위에 적용 가능한 Cloud 솔루션들을 찾았습니다. (MODULAR IT)

그리고 그 솔루션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과 프로젝트 경험
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ERP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머신러닝 등의 IT 혁신엔진이 가동될 수 있는 Cloud 

솔루션들을 조합하였습니다.

더불어 IT 투자 관점에서 구매하여 자산화 하는 것이 아닌

사용량만큼 지불한다는 Cloud 비용구조를 통해 낭비를 철저히 제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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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가 제공하는 솔루션 | OUR VALUE PROPOSITION |

데이터에 근거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에게

민첩성(Agility)과 혁신의 근간을 제공합니다

OUR VALUE PROPOSITION 

DATA

PROCESS

PEOPLE

데이터 > 정보 > 통찰력의 전환과정.

그 과정 중 만들어가는 혁신!
안정된 데이터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CLOUD 솔루션들을
연결한데이터프로세싱

안정된데이터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기반의경영수행

확장될수 없는솔루션
& 단절된데이터

외부/내부 환경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재구축

DATA

PROCES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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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의 Digital Transformation | OUR DIGITAL TRANSFORMATION |

지표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러한 경영관리체계를 업무범위와 기술범위 관점에서 확장합니다

OUR DIGITAL TRANSFORMATION 

기업 경영을 위한
주요 KPI로 시작하여

zero
dimensional

one
dimensional

two
dimensional

three
dimensional

수치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연결

일과 사람 그리고 역할을
연결하여 조직 전체의
데이터 프로세싱 구축

업무범위(산업,국가) 및 기술
범위(AI, Big Data 등)에서
자유로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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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의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 | OUR DT METHODOLOGY |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여정이 고통이 아닌 단계적 혁신의 과정이 되도록

Think Big, Start Small & Learn Fast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OUR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준비

• 비즈니스 요구사항 식별

• Modular IT 업무범위 채택

• 디지털 혁신 로드맵 구성

• 첫번째 혁신의 범위 정의

1st CYCLE 프로젝트

• 프로젝트 방법론 세팅 및 팀구성

(Agile Methodology)

• 글로벌 Best Practice 검토 및

적용 범위 확정

• Modular IT 시나리오 도입 및 구성

• Data & People Ready

• 1st Go-Live!

운영체계 구축

• 시스템 안정화 수준 측정
: System, Data & People 관점

• 지킴이 지표 가동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측정 시스템化

• 지표에 의한 경영 체계 구성

Next CYCLE 프로젝트

• 개선과제 발굴 및 측정지표 정의

•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 솔루션 검토

• 다시 새로운 디지털 전환 준비!

Measure

System

Agile

Methodology

DT

Roadmap

Innova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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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의 프로젝트 접근방식 | PROJECT APPROACH & METHOD |

Cloudia ACRAS 방법론은 두 가지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자기주도 맞춤기획 프로젝트(SDBP) vs. 주입식 솔루션 구성 프로젝트(CMDP)

TWO APPROACH of 1st DT PROJECT

SDBP
(Self-Directed Bespoke Project)

CMDP
(Cramming Method of Deploy Project)

자기주도 맞춤기획 프로젝트

프로젝트참여 인원이자기 주도적으로
혁신의계획과실행 그리고품질을
스스로관리하며
성과창출과그 과정을스스로 조직에
장착하는프로젝트수행

주입식 솔루션 구성 프로젝트

시스템구성을긴급하게완료해야할 경우,

검증된 T-Shirt 사이즈프로젝트접근법
에 따라 12주 완료계획부터시작하여
업무 범위에따라 솔루션구성,

기준정보준비 및 사용자교육 수행

Ready-Made Solution & 

Self-Directed Bespoke Project

Proven T-Shirt Size Project Offering & 

ASAP, System-Ready Focuse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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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의 DT Platform & Solution | OUR DT Platform |

다양한 Cloud 솔루션을 연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또한 이미 구성된AI, IoT 등 IT혁신 엔진을 활용하기 위해

SAP의 개발 플랫폼과 이를 통해 개발 된 ACRAS 자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UR DT PLATFORM & SOLUTION

S A P   

S /4HANA

®

S A P

Analytics  

portfolio

Any database IoT, Big Data, open source engines

Cloud

Networks

Database & Data

Management  Platform

AnalyticsSuite

Applications

SAP® Cloud Platform

Extensions

SAP HANA®

Middleware Enterprise InformationManagement

Database (SAP ASE, SAP IQ,SAP SQL Anywhere® ) Distributed computing (SAP Vora™)

IoT

Platform

AI Engine :

Leonardo

Data Warehouse 

& Lake

기업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ACRAS

Application

SAP Cloud Platform

Big Data Services

SAP 

S/4HANA®

SAP 

Analytics 

portfolio

SAP C/4HANA SAP Ariba Fieldglass Salesforce.com SAP Hybris

( SAP® Cloud Plat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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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의 Ready-Made 솔루션 | READY-MADE SOLUTION |

SAP Cloud 솔루션을 통해 산업별 특화 프로세스를 국가별로 제공하며,

이에 더하여 ACRAS의 확장 솔루션을 통해 고객 맞춤형 프로세스를 구성합니다

READY-MADE BUILDING BLOCK SOLUTION

- 온/오프라인상거래기업의주문/매출/청구데이터관리

리테일온/오프라인주문관리솔루션

현지화패키지-한국 (Localization Package- Korea)

- 부가가치세신고/ 세무감사대응/ 재무 수불부 등 현지화 요구사항반영

자금관리및 인터넷뱅킹 연계App.

- KB국민은행 등 On-Line Banking 연계 및 자금관리프로세스제공

- 자재/상품/제품마스터, 비즈니스파트너등 기준정보관리
- RPA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자동화 시나리오

SAP Cloud Platform 기반 확장 솔루션

SAP 기준정보등록 및 거래처리솔루션

ACRASCLOUDIA

SAP S/4HANA Public/Private Cloud 솔루션을 기반으로
산업별 시나리오를 조합하고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합니다. 

산업별 패키지

소비재산업 (CP: CPG INDUSTRY)

리테일(온라인중심) 산업 (RT: Retail)

화학 산업 (CH: CHEMICAL INDUSTRY)

부품제조산업 (CM: COMPONENT MANUFACTURING)

하이테크산업 (HT: HIGHTECH INDUSTRY)

서비스산업 (SE: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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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AS의 일하는 방식 | WORK WAY OF ACRASIAN |

Acrasian은 과업에서의 탁월함과 함께

구성원 간 그리고 고객과의 건강한 관계를 핵심가치로 지킵니다

HOW TO WORK 

우리의 가치는 고객의 업과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력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공헌력은 우리가 가진 전문성과 일의 결과에서 확인되는 탁월함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 전달되며,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우리는 팀의 관계와 문화가 핵심역량이라 정의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장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있지않고,

성장의 과정에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히며,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의 가장 좋은 점을 믿고,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며,

서로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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