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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란 계획 단계부터, 제조, 영업, 마케팅, 재무, 인사관리 등을 포함한 기업의 제반 요소를 통합하고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적 정보시스템’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ERP 솔루션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
 • 부담스러운 대기업 용 ERP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과 인력: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ERP솔루션 도입은 막대한 투자와 별도의 관리인력이 요구됩니다. ‘ERP관리’만을   
위한 유지보수 인력 보유가 부담스러운것은 사실입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생명력은 민첩성! 그러나 보통 ERP솔루션들은 외부경쟁환경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프로세스 변경이 불가능하다: 

대기업 용 ERP솔루션은 복잡한 솔루션 구조로, 신속한 업무 승인 프로세스, 업무 분배, 프로세스 관리 등이 어렵고,      
소기업 용 ERP솔루션의 확장성이 제한적이라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 해외 공장/지사보유 시, 국산 솔루션은 글로벌 지원에 어려움이 큼: 

국산 ERP 솔루션 사용 시, 글로벌 지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안정성이 떨어져 사용 시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공통모듈

전사적 자원관리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솔루션 도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충

• 견적, 출고, 선적 등 단계별          

프로세스 처리 

•최적수량 관리 

•외주자재산출, 발주처 관리 

•주문 처리, 예약 기능 템플릿

•주문 상태에 따른 분류 조회 기능

•가격 계약 (판가, 할인)

구매/주문 관리

• 전자 세금 계산서 연동

• 다중법인관리기능/부가세 

• 다양한 재무보고서의 실시간 조회 가능

• 계정 잔액 조회 및 거래 내역 조회의 

편의성

• 전표검증/예산관리

• 다중 통화, 제2 통화 설정 기능 및 

잔액 통화 변환 기능 

재무/회계 관리

•고객만족 설문조사

•뉴스레터/eDM/이메일 발송

• 활동 및 구매내역 기록/검색/       

활용 담당자

• 고객정보 연계 및 아웃룩으로 일정 

관리

고객관리 (CRM) 

• 공급일정관리

• 품질/주문/규격 검증 

• 보고서 작성

• 이동처리 

• 운반비 및 상하차비 등 비용관리

공급망 관리 (SCM) 

•인사 기초자료 관리

•채용 관리 

• 인사발령/급여/상여/연말정산/     

퇴직정산

•총무관리

•일일근태관리

•집계 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 창고기능

• 재고부족(stock out)으로 표준편차 계산

• 가중치

• 리드타임 설정

• 수익, 이윤, 금액, 원가, 재고 등     

비용관리

• 수요예측

• 생산능력을 고려한 계획 생성

재고관리 

•재고 수불관리 

•재고 생산관리 

•재고분석 

•입출고관리 

•시급자재관리 

•전표관리, 추적, 조회 

자재관리

• 재 갱생(regeneration),               
순 변환(net change) 모드 

• 복수디멘젼으로 통합관리 및 분석

• 온라인 및 배치 

• 칸반(Kanban)
• 메시지 자동알림

프로젝트 관리 

Microsoft 
Dynamics ERP 
시스템 구조

제조업

Reference Data

Industry Sector Applicacions

Horizontal Application

Frame Work

Technology Stack

Master Data Application Primitvives

구매/주문 관리

재무/회계 관리

고객관리(CRM)

공급망 관리(SCM)

인사관리/급여관리

재고관리

자재관리

프로젝트 관리

유통/물류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공공부문

Microsoft Dynamics ERP 솔루션 종류 및 적합성 

‘AX’

적합 규모 

산업별 솔루션 

기타 

구매방식 

중견기업 (Enterprise) 또는 제조업에 적합. 
• 매출기준 1000억-1조원 
• PC대수 기준 100-2,500+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산업에 적합. 
• 매출기준 300억-1000억 미만 
• PC대수 기준 5-250 (100대 이하에 최적화됨)

Named User Concurrent User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의 (제조, 유통, 서비스, 
도/소매, 공공기관 등) 템플릿 내장  

높은 확장성 

기본 템플릿 이외 산업별 템플릿은 별도 구매 

AX에 비해 구축 운영이 민첩한 시스템 

‘NAV’

산업별 템플릿 보유

•린(Lean) 제조 원칙 구현 가능 

•효율적 리소스 분배 

•간반(Kanban)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
제조업

•공급망 계획

•가격 책정, 통화 및 금액에 따른 스마트 라운딩 규칙, 통화관리

•유통망 관리유통/물류업

•판매/주문 관리

•대량 변경을 관리하는 가격 책정

•가격목록 및 참조 목록도/소매업

•협업지원: KPI를 통한 성과관리, 작업배정, 리소스 분배

•법률, 인력관리, 지적 재산 등 프로젝트 관리 

•고객 일정관리, 관련 컨텍 내용 관리서비스업

•민원관리

•국가별/지역별 세법관리 

•자금, 프로그램, 기능, 조직, 인허가, 프로젝트, 위치 및 대상에 대해 확장된 보고서 작성공공부문

강력함, 민첩함, 편리함을 겸비한 마이크로소프트 ERP 솔루션

ERP

ERP

32
.NET



강력함, 민첩함, 편리함을 겸비한 마이크로소프트 ERP 솔루션

ERP

54

Microsoft Dynamics ERP의 강력한 기능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친숙한 UI에서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의 연결을 통해 생산성과 비즈니스 통찰력을 향상시킵니다

Microsoft
Dynamics ERP 

강력함

Role center 기능으로 
업무별 접근 권한 부여로
데이터 보안 강화

 

분야별 데이터 조회, 
비교, 분석이 가능 - 
업무에 대한 쉽고 편리한 
전체적 리뷰

 

담당 역할 중심으로,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음
 

Magic Quadrant Forrester Wave

As of  June 2012

“세단”과 “스포츠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같은 럭셔리카라 하여도, 세단과 스포츠카는 엔진, 구성 요소, 목적 등이 모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 용 ERP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적용 시, 비용적 부담, 유지보수 관리의 어려움, 낮은 
기능 활용도 등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규모적 특징에 최적화 된 ERP사용이 필요합니다.

Source: Magic Quadrant for Single-Instance ERP for Product
Centric Midmarket Companies, June 2012

Source: Forrester Research Order Management Hubs, June 2010

      

민첩함

• 담당 역할 중심 화면
•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보안 강화 
• Microsoft 기술력 기반 

강력함

• 드래그앤드랍 방식 구현 
•   주도형 구조(Model Driven 
   Architecture)
• 글로벌 다중 법인 관리에 최적화
• 오픈소스   
•유지보수 용이  

민첩함

• MS오피스와의 연동 
• 간편한 보고서 생성
• 익숙한 UI
• 협업지원, ERP솔루션의 
   활용도 향상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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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ness of vision

Challengers

niche players

Leaders

visionaries

Oracle JD Edwards Enterprise One
SAP Business All-in-One

Microsoft Dynamics AX

Epicor ERP

Oracle E-Business Suite
IFS Applications

QAD Enterprise Applications

Lawson M3 ERP Enterprise

Sage ERP X3

Infor 10 ERP Enterprise

Strong
Risky
Bets

Strong
PerformersContenders Leaders

Weak

Weak Strategy Strong

Source : Forrester Research, Inc.

Current
offering

 =

Sterling Commerce

Manhattan
Associates

SAP

Oracle Siebel
Amdocs

JDA

Microsoft

Oracle 
E-Business 

Suite

Full vendor participation

Market presence

Microsoft 
Dynamics ERP의

특장점

Microsoft Dynamics ERP
 
 ▶ 기업 규모에 맞춰진 ERP솔루션

- 중소기업을 위한 ‘NAV’ 
- 중견기업을 위한 ‘AX’ 

 ▶ 글로벌지원: 다국적 기업을 위한 회계통합, 언어, 세법 등 40여 개 국가에서 Microsoft가 직접 지원!

- 전세계 150+개의 파트너사 보유, 글로벌 기업답게 글로벌 지원! 

 ▶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되는 용이함, 유연함, 익숙함!

- 중소/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로세스 관리
- MS오피스와 같은 UI로 실무자에게 익숙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솔루션
-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

 ▶ Open Source로 구성되어 적은 인원의 운영담당자만으로 직접 유지보수 가능! 유지보수비용 절감효과

- SAP이나 Oracle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과 유지보수비용
- 평균 1명 이하의 유지보수인력

 ▶ Microsoft One Platform으로 기술적 안전성 보장! 확실한 로드맵 및 주기적 업데이트 제공!

비즈니스 생산성과 통찰력 향상



7

Microsoft 
Dynamics ERP 

가격 & 라이선싱

Microsoft Dynamics ERP 사용 고객사가 직접 말하는 도입효과 

“프로젝트 진행 관리, 고객관리, 재고 관리에 도움” 

시트로만 관리하다가, Microsoft Dynamics AX 도입 후, 각 프로젝트 단계별, 활동별, 변동 내역을 알림 기능을 통해 파악,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해 졌으며, 수시로 변동되는 고객 요구에 대해 실시간 재고파악 등 으로 신속히 
대응 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엘레시스 경영 기획팀    하종률 대리 

“경영 분석 및 경영 지표 관리”  
엑셀로 작업하면 ERP시스템에 동기화 되어,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입력 시간을 60% 이상 절감하였으며, 별도의 수작 
없이 임원진은 Microsoft SharePoint상의 경영지표(BI)를 실시간 참조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주)CTC바이오 전략기획팀   정휘경 부장  

“효율적이고 빠른 결산 보고 및 경영진 의사 결정 지원” 

결산보고 단축과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 할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Microsoft Dyanmics AX의 관리회계와 
사업 계획 기능으로 경영진이 회사의 전반적인 현항 파악 및 향후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훌륭한 지원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석영BRITESTONE 재무 본부장    김현석 전무  

“ERP 담당자들에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일치는 최우선 목표이다. 이는 경영 실적 및 현황에 대한 공시의 신뢰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디와이엠의 경우 ERP를 통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일치란 목표를 달성하
였을 뿐 아니라 ERP와 국제회계기준시스템(IFRS)을 연동하여 해외 법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차원의 재무/회계 투명성
까지도 갖추게 되었다”                                                                                                                     디와이엠 재경팀   이일호 부장 

강력함, 민첩함, 편리함을 겸비한 마이크로소프트 ERP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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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

세계적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력을 기반으로하는 
Microsoft Dynamics ERP 솔루션은 
MS오피스와 양방향 연동이 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ERP 시스템에서 
직접 오피스 엑셀로 
내보내기 가능 
(Word와도 연동)

엑셀 내 ERP 텝이 직접 
생성되어 ERP에 접속하지 
않아도 데이터 가져오기가 
가능 

데이터를 각종 템플릿으로 
생성하고 워드, 엑셀에 
직접 편집이 가능하여
보고서/문서편집 시 편리

신속한 대응력, 협업 지원 

오피스와의 연동

Microsoft
Dynamics ERP 

민첩함 SharePoint 기반 
웹포털로 협업 지원

 

UI, 프로세스 편집시  코딩 
작업이 없이 편집  가능하여 
조직 내 변경사항을 신속히 
적용 가능

별도의 코딩작업이 없이도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 가능
 

SharePoint기반의 웹포털로 
언제 어디서나 허용된 기기를 
통해 실시간 경영정보와 분석이 
가능합니다. 

* NAV2013 클라우드 사용료
= Named User 별 월별 95,000원 + 조직당 208,00000원
   (Windows Azure A2기준)

ERP Solution Server

AX USERS (Named User)

AX2012(온프레미스)

Advanced Management Edition Price/Unit

(USD)

Microsoft Dynamics AX 2012 Server 6,000,00

Enterprise User CAL (Named User) 4,200,00

Functional User CAL (Named User) 1,400,00

Task User CAL (Named User) 400,00

Self Serve User CAL (Named User) 120,00

S/W 년간 유지보수 금액(BREP) 16%

NAV Foundation Pack (기본구매)

NAV Users (Concurrent User)

AX2013(온프레미스)

Item

BRL Advanced Management Foundation Pack

(산업별 템플릿 별도구매)

# of Users

1-10

11-25

Price/Unit

(USD)

$ 2,500

Price/Unit

$ 2,500

$ 2,250 

26-50 $ 2,125

51-75 $ 1,875

76-160 $ 1,625 

161-500 $ 1,500

501-750 $ 1,375

S/W 년간 유지보수 금액(BREP) 16%

Microsoft Dynamics ERP의 평균 매출은 최소 1억~3억이며, 여기에 Office, SharePoint, Windows Server 

및 SQL 등이 포함되므로 하나의 딜에서 최소 2억에서 10억까지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 ERP의 경우 AX만 Open, Select 로는 구매할 수 없고 EA 또는 ERP 파트너드을 통한 구매만 가능함. NAV는 무조건 ERP 파트너
들을 통해 구매해야 함. (ERP 파트너들이 고객과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Microsoft Order System을 통해 Oder를 넣는 방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