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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불량으로 인한 
비용 증가

수동 프로세스로 
인한 시장 출시 
지연

전반적인 공급망의 
투명성 저하로 인해

조달 부서 리더의 65%가 
1차 공급업체 외에는 
가시성이 제한적이거나 
가시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함.2

CPO의 93%가 위험 
감소를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1

거버넌스 표준 및 
투명성의 부재로 
인해 위험 증가

CPO의 68%가 조달 프로세스의 
개선과 자동화를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1

기업의 60%가 툴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급조된 
Microsoft Office 툴에 의존하여 
워크플로우를 배정하고 공급업체 
관계를 관리합니다.3

민첩성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시성의 부족

CFO의 76%가 소싱의 
대안 개발을 우선순위 
과제로 언급합니다.5

CFO의 36%가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장하는 것을 우선순위 
과제로 언급합니다.

CFO의 56%가 ‘신뢰할 수 
있는 단일 버전’ 없이는 
조직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4 

CEO의 99%가 지속가능성이 
향후 비즈니스의 성공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6

사일로화된 데이터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

5가지 치명적 요인과 이를 제거하여 
데이터 중심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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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의 60%가 미흡한 마스터 
데이터의 품질과 표준화 및 
거버넌스의 부재를 조달 
부문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언급합니다.1

CPO의 93%가 비용 
감소를 조직의 향후 
12개월 이내의 
우선순위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1

고객의 63%가 신뢰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7

공급망 추적성은 
고객의 핵심 평가 
기준이며,

공급업체 관리 워크플로우에 자동화된 데이터 품질 
검사가 포함되어 공급업체의 데이터 품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수동 워크로드와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공급업체 온보딩, 워크플로우, 셀프서비스가 간소화 및 자동화되어 새로운 
공급업체를 온보딩하는 데 드는 시간을 최대 80%까지 절감하고 신제품의 시장 
출시 시간을 최대 10배까지 개선합니다.

중앙 집중식 액세스로 가시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어 모든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호 이해를 형성하고 공급망 
인사이트와 의사 결정의 질이 개선됩니다.

공급업체 데이터 속에 숨겨진 힘을 꺼내고 싶으십니까?
매년 공급업체 데이터에 대한 360도 뷰로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전자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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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 치명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출처:
1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insights/us/articles/2019_CPO-Survey/6267_CPO-Survey-Collection-Page/DI_CPO-Survey.pdf
2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at/Documents/strategy-operations/deloitte-global-cpo-survey-2018.pdf
3  https://www.bain.com/about/media-center/press-releases/2018/digital-procurement-report-2018/
4  https://www.accenture.com/_acnmedia/PDF-85/Accenture-CFO-Research-Global.pdf
5  https://www.pwc.com/us/en/library/covid-19/pwc-covid-19-cfo-pulse-survey.html
6  https://www.accenture.com/_acnmedia/PDF-109/Accenture-UNGC-CEO-Study.pdf#zoom=40
7  https://www.accenture.com/t20160729t074954__w__/cr-en/_acnmedia/pdf-27/accenture-trust_transparency_infographic.pdf

내장된 자동 데이터 
품질 검사와 비용 절감

공급업체 및 제품 
정보 관리(PIM) 
워크플로우의 자동화

조직 전반의 공급업체 
관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뷰 제공

공급업체에 대한 360도 뷰를 통해 공급업체의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줄일 수 
있으며, 공급망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대체 공급업체를 물색할 수 있습니다.

4 공급망 및 공급업체의 
위험성 완화

고유하면서도 원활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연관성 있는 제품, 성분 및 소싱 데이터를 
제공하며, 공급업체를 온보딩 및 모니터링할 때는 규정 준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합니다.

5 소비자 신뢰 확보

https://now.informatica.com/kr_total-supplier-information-management_book_2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