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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라클 JDE - 개요

오라클 JDE는 지난 38년간 전 세계 140개국, 15,000여개의 고객사가 사용하고있는 글로벌 Top 3 ERP 제품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신속하게 확장이 가능한 오라클 JDE는 2024년까지의 투자계획이명확한 오라클의 전략 ERP로써, 사용자
생산성 측면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라클 JDE 현황

15,000 이상의 고객

2,000명이상의연구조직

38년역사의 검증된 솔루션

제품의 지속성과안전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로드 맵3

1970s 1980s 1990s 2000s 20242010s

2005, 오라클 인수1977, JD Edwards 회사 설립

JD Edwards + EnterpriseOne  JDE

2015, 9.2 출시 2024, 로드맵 확정

외부 기간의 평가2오라클 JDE 현황1

2024년까지의로드 맵

지속적인 제품업그레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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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는제조, 유통, 소비재, 프로젝트, 서비스 산업 등 4개 산업군에서 13개의산업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30개의특화 기능과 90개
이상의 풍부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JDE 산업영역

프로젝트 및 서비스 산업4자산 중심형산업3소비재 산업2제조 및 유통산업1

Food & Beverage

 Mixed Mode Manufacturing

 Blend Management

Agribusiness

 Grower Management

 Grower Pricing & Payments 

Soft Goods

 Apparel Management

Oil &Gas

 Bulk Stock Inventory

 Agreement Management

 Advanced Stock Evaluation

 Health & Safety

Natural Resources

 Capital Asset Management

 Advanced Cost Accounting

Specialty Chemicals

 Mixed Mode Manufacturing

Business Services

 Time & Labor

 Engineering & Construction

 Rental Management

 Project Costing

 Advanced Cost Accounting

 PGCA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Management

 Advanced Real Estate Forecasting

Homebuilders

 Homebuilder Management

Industrial Manufacturing

 Configurator

 Advanced Pricing

 Fulfillment Management

Medical Device

 Advanced Lot Processing

 21CFR Part11

Automotive Supplier

 Demand Scheduling Execution

1. 오라클 JDE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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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산업에 약 10,000개이상의 고객사례를 가지고 있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고객사례 - Global

Admiral

프로젝트및
서비스 산업

자산 중심형산업

소비재 산업

제조 및 유통산업

1. 오라클 JDE - 개요

http://www.soundtransit.org/x19.xml
http://www.soundtransit.org/x19.xml
http://www.lamtec.de/en/about.htm
http://www.lamtec.de/en/about.htm
http://www.caraustar.com/images/csar_logo.jpg
http://www.caraustar.com/images/csar_logo.jpg
http://www.watsonandandrx.com/index.asp
http://www.watsonandandrx.com/index.asp
http://www.bislimited.com/Forms/home.aspx
http://www.bislimited.com/Forms/home.aspx
http://www.pharmavite.com/index.asp
http://www.pharmavite.com/index.asp
http://www.farmerbroscousa.com/
http://www.farmerbroscousa.com/
http://avantine.org/covap/html/es/
http://avantine.org/covap/htm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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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는 국내의 다양한 업종에서 150개이상의 고객사례를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례 - 국내

㈜동방전자
오키코리아
스와치그룹코리아
리치몬드코리아
한국오므론
한국전광
네스디스플레이

제니아코리아
에코트로닉스
 GST

전자랜드
이지메디컴
카카오톡
존슨다이버시
하인즈코리아
삼양사 무역BU 
㈜샤프

 TREK Bicycle
 KGC 라이프앤진
구찌그룹코리아

한국콜마㈜
㈜옥시레킷벤키저
 LVMH Cosmetics
프리미어코리아
실크로드시앤티
이엘씨에이(유)
삼양사 화학 BU

칼톤화학

현대약품㈜
삼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초당약품공업㈜
한국엠에스디㈜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고려은단
한국와이어스
한국스트라이커㈜
인포피아
존슨앤존슨메디칼㈜
이지메디컴

유통/물류/서비스

화장품/화학

제약/의료기기

㈜케이씨피드
코리아후드서비스
한국피자헛(유) 
제너럴밀즈코리아
돌코리아
조인
삼양밀랙스

삼양사 식품
맥키코리아
카길코리아
하인즈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파카코리아㈜
계양전기㈜
라파즈코리아석고㈜
에머슨프로세스
라파즈한라시멘트㈜
한국하몬

 PMC Tech
포스코 GGT
조선내화(주) 
고려아연㈜
한국내화
스파이렉스사코
창성

식/음료

기계/장비/산업재

프렉스에어코리아㈜
한국쉘석유㈜
 BP코리아
에쏘석유코리아
삼화제지
삼정펄프
현진제업

미쉐린코리아

새론오토모티브
오토리브㈜
인팩
㈜파카하니핀커넥터
덴소코리아㈜
코아비스
한국보그워너모스텍

미쉐린코리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하이
테크

유틸리티/제지

1. 오라클 JDE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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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는 일반 ERP 기능 외에도 SCM, CRM, BI 같은 확장형 ERP가 모두 통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주요 모듈 외에도 효율적인
개발도구, 보안, 워크플로우가내장된 제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스통합

개발도구

ERP

Business

Intelligence 회계
총계정원장, 채권관리, 채무관리, 고정자산, 경비관리, 결산관리, 

원가관리, 수익성분석

영업 판매관리, SFA(영업자동화관리), 서비스관리, 지원서비스

생산/물류
생산데이터관리, 생산계획, 현장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창고관리, 

운송관리, VMI 재고관리

구매 구매관리, 외주관리, 구매요청 Self-service, 공급자 Self-service

자산관리 설비관리, 보전/보수계획, 보수작업지시, 설비원가분석

프로젝트관리 작업원가관리, 서비스/계약청구, 변경관리, 진행기준 매출인식

인사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채용관리, 근태관리, Self-service

Industry
상업부동산관리, 주택건설업, 와인/음료산업. 의류관리, 농업생산, 

석유화학산업, 임대관리

오라클 JDE 구조

Tools : 데이터 및 Application 보안, 권한관리, 데이터 사전, Unicode, Workflow, Mobility 

One View 
Reporting

Database(Oracle, SQL, DB2) 

Application Server- Java (WebLogic)

OMW(Object Management 
Workbench)

BI Publisher 
Dashboard

Web Service EDI TableBPEL

2. 오라클 JDE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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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성장과 확장을 수용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오라클 JDE 솔루션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성/유연성/

확장성

합리적인 총 소유
비용 (TCO)

최신 정보기술

사용자 생산성

Technology Revolution의중심에서, 고객의혁신과실시간통찰력을
극대화

 모바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Cloud

 습득하기쉬운개발툴로추가요구사항에대한대응이용이하고
유지운영비용이낮음

 기술기반과기능 기반의 업그레이드를별도로수행함에따라
효율성높음

 ERP 라이선스외 여러필수 License 번들 제공

 38년의역사를가진 이해하기쉽고 안정적인통합데이터구조

 업무처리순서를쉽게수정할수있는 Customizing 구조

 업종중심의시스템구성, 기능및 조직확장에도효율적으로지원할
수 있는체계

 순수 Web 기반으로 Mobile을 포함한모든 디바이스에서구동

 프로세스 Map 기반의직관적인메뉴구성과사용자별작업
리스트(Watch List)를통한시각적인업무리스트제공

 UPK(User Product Kit)와연계된사용자교육및 효과적인산출물
관리

확장이 용이한 유연한 솔루션

- 다양한산업, 조직개편및 업무모듈 확장수용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 구축 및운영(TCO) 관점의효율성

- 사용자의빠른습득과편의성

글로벌 시장 확대에 맞춘 운영기반 틀 제공

- One View Reporting, Watch List 등 가시성있는
경영체계지원

오라클 JDE 특장점 오라클 JDE 추천이유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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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고직관적인 UI(User Interface), 여러 화면을 단일 화면으로 구성하는 오라클 JDE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를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생산성 - 개인화

웹 기반의 간결한 화면 구성

 순수웹 환경아키텍처로다양한브라우저와모바일환경지원

 간결하고 직관적인사용자중심의 UI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구분없이사용

1 포틀릿 기반의 다양한 화면 구성

 연관된업무기능을화면 분할을통하여한화면에서처리및
운영함으로써업무생산성을향상시킴

2

최근 사용 프로그램
리스트

표준화된프로그램
운영 버튼

필드 숨기기, 숨김
해제, 필드 고정

다양한검색조건으로
쿼리설정및저장

Excel Import/Export

표시할필드의종류,
순서, 폭, 정렬규칙
등을자유롭게조정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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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단일 페이지에서 내가 작업해야할 리스트를 관리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웹 페이지 구성을 통하여
업무별 TO-BE 프로세스를정의하여 사용하고, 각각의 Task를실행하면 실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구조는 향후 업무 인수인계 등의
수단으로도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찰 목록(Watch List)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자별 관찰목록을설정하여해야할 업무를실시간으로확인

 실시간으로해야 할업무를인지하고, 업무에반영함으로써경영
리스크를 감소시킴

3 비즈니스 흐름에 따른 메뉴 구성 - Pages

 직관적인 UI를통한가시성증대

 업무흐름에따른 메뉴구성과활용으로업무생산성향상

4

 업무별 웹페이지 구성

 Role/Security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 단계별 Task 구성

사용자생산성 - 시각화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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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사용자 교육도구인 UPK(User Productivity Kit)을 활용하여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알기쉽고다양한
컨텐츠

 동영상컨텐츠로효과적인교육 실현

 다종의컨텐츠로다양한 요구사항에대응

간단하고생산성높은
컨텐츠제작도구

 설치즉시 사용할수있는 간단한도구

 충실한편집기능으로유지보수 용이

 한번녹화로다양한형태의 문서 출력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대응

 ERP 이외의개발시스템 및 타사패키지에서도이용가능

 Web 시스템이외에도이용 가능

체계적인변화관리및
교육수행

 교육자료, 매뉴얼등문서 컨텐츠작성시간감축

 ERP와의 자동연계로온라인 Self-Service 교육지원

 시스템변경에따른혼란 최소화

기간
10일 후 1개월 후 3개월 후

20

40

60

80

100  (%)

0

시스템 도입 후의 사용자 숙련도

UPK 효과2UPK 특장점1

UPK 활용

기존 교육방법

무 교육

 교육자료, 매뉴얼등문서 컨텐츠작성시간감축 (최대 75%)

 산재한 현장에 대한 온라인 Self-Service 교육 지원

 시스템변경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여빠른 ERP 투자효과
보장

사용자생산성 - UPK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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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의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자 스스로 리스트, 차트, 그래프, 테이블의직관적인 리포트로 구현할 수 있는 One View Reporting(OVR) 

기능을 제공합니다. One View Reporting(OVR)은 ERP 데이터와 동적으로 반응하고, Pre-Built된 230개이상의 표준 리포트 Library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사용자생산성 - OVR

Why  효과적인의사결정및 생산성향상

How

 강력한오라클 BI Publisher 기술을바탕으로한 Interactive 

Query Application 사용

 오라클 JDE 전체모듈에서사용

 사용자편의를위해구성된 Custom Query Application 지원

 목적에맞도록개발된 Application과 리포트에서사용

Results

 빠르고정확한의사결정지원

 사용자편의성도모 (사용자목적부합, 직관적개발, IT 지원
감소)

 관리및 운영에필요한 IT 비용 절감

What

 최종사용자가 ERP의 각종 데이터를리스트, 차트, 그래프, 

테이블의직관적인리포트로구현

 230여개의 Pre-Built된 표준리포트 Library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범용리포트생성

One View Reporting(OVR) 개요1

사용 가능한 보고서
목록 자동 표시

사전 정의된 보고서

보고서의추가 및 관리

고객, 회계연도, 문서
유형 등의
검색조건으로데이터
선택

사용자가정의한 보고서

[ 230 Reports ] [ 1300 Report Components ][ 50 Applications ]

One View Reporting(OVR) 구성2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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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모듈에 의한 업무 프로세스가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거래 결과가 실시간으로 단일 데이터베이스에기록됩니다.

생산계획
(MPS/MRP)

채권관리

작업현장관리

G/L원장

원가관리

BOM/공정 기준정보관리

품질관리

고정자산관리

채무관리

판매계획

구매발주정보

기준정보 기준정보

수입검사공정검사

원가정보

생산오더정보

원가정보

입고정보

원가정보

주문 정보

채권현황 채무현황

출하정보

급/상여정보

자산정보

감가상각비

공정이동
정보

자금관리

인사/급여실제원가

구매관리

재고관리출하/운송관리

판매관리

 판매관리
 채권관리
 구매관리
 채무관리
 인사급여관리

협력
업체

고객

관계사

바이어

통합성/유연성/확장성 - 통합성

완전 통합형 ERP1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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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는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파라미터로 설정합니다. 시스템 구축 후 새로운 거래유형이발생하거나 프로세스가 변경되더라도
각 단계별 파라미터의 재설정을 통하여 프로세스 변경사항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리옵션JDE 프로그램

버전 1

버전 2

버전 3

실행/추가

파라미터설정이다른프로그램을
복수의버전으로등록

수주

매상 계상

재고조회

배차 준비

피킹

패킹

출하 처리

적하 처리

납품서

배송 확인

가격조정

승인

구성확인

가매상 계상

루트 선택

ASN 송신

차안 재고

추가 개발

파라미터 설정 예시 – 오더 처리 규칙2버전을 활용한프로세스별 파라미터 설정1

통합성/유연성/확장성 - 유연성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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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술 기반 제품을 지원하여 고객의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오라클의 Global #1 솔루션들은
오라클 JDE와 쉽게 인터페이스할수있도록 Pre-built 방식의 연계어댑터를통해 제공됩니다.

확장 솔루션2

하드웨어

운영체제

브라우저

구축방법

데이터베이스

Cloud HybridOn Premise

고객관리

인사관리

프로젝트관리

전략경영

관리회계

공급망관리

PLM

Foundation

설비관리

주문관리인사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생산/
엔지니어링

재무회계

프로젝트관
리

공급망 계획

부동산관리

공급관리

산업특화
솔루션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One View
Reporting

현지화

Oracle JDE Modules 주요 확장 솔루션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다양한 플랫폼과구축방법 지원1

통합성/유연성/확장성 - 확장성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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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5개국의 언어와 화폐를 지원하며, 25개국의현지화(Localization)모듈을제공합니다. 또한 전세계 18거점의 27언어로 24시간
글로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대응3

복수 언어

복수 통화

복수 회사

복수 원장

복수 시간대

Service & Support

통합성/유연성/확장성 - 확장성

글로벌 대응기능

 단일시스템에서서로다른산업의복수 회사관리

 단일시스템에서서로다른제조 형태의 사업장운영

 복수언어를단일 시스템에서관리

 각국의회계제도에대응하는현지화 기능

 각국의통화로각종전표입력, 자동환산된금액으로기장및 환차손익 분개

글로벌 지원체계

 27개 언어로대응하는전세계 18개 거점의 7000명 이상의지원엔지니어

 연간 125만 건의웹 액세스, 45만 건의 통화를통한 지원요청대응

 40만 건의지식솔루션축적

3. 오라클 JDE - 특장점



Copyright ©  2016 SE Partners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16

오라클 JDE는 데이터베이스와시스템 구분없이 간편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Web Service, JMS, JDBC, 오픈 인터페이스 테이블 등 표준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인터페이스 도구 적용

 표준화된 SOA 기반 서비스연계를통한실시간연계방식 (Web Service)

 오픈인터페이스테이블을이용한배치 연계방식

4

통합성/유연성/확장성 - 확장성

App

MASTEROLTP

Web Service / JMS 연계

대용량 / 배치연계

Business Service Server에서 Web Service를 생성하고 유통

프로세스 별로 제공하는 오픈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사용하며
데이터에 대한 Validation 수행

Web Server

JDE Enterprise Server

JDE Application Server

J2EE Server

JDE Database

비즈니스 논리층
데이터 층

배치(Batch)

프로세스

Application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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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는 관련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Oracle Technology Foundation에포함된 Bundle로 제공하여 구입의 효율성 및 해당 정책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제공함으로써총 소유비용(TCO)를낮출 수 있습니다. 

총 소유비용을 낮추는 오라클 JDE만의강점1

소프트웨어 비용
하드웨어 비용
구축 비용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사용자 교육
업그레이드
…

비용

시간

투자비

운영비

 데이터베이스/미들웨어의번들 제공으로라이선스절감

 개방적아키텍처로인한 시스템 연계비용줄임

 더 적은인원으로구축가능

 사용자스스로시스템유지보수 가능

 통합개발 툴제공으로개발비용 낮춤

 기술기반분리로업그레이드억제

기술 기반요소의 번들 제공2

Oracle Technology Foundation

Oracle WebLogic Server Standard Edition

Oracle Application Server Portal 

Oracle Web Center Services

Oracle Application Server Web Cache

Oracle Application Server Single Sing On

Oracle Access Manager Basic

Oracle BPEL Process Manager

Oracle Business Activity Monitoring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

Middleware

Database

Operating System

Virtual Machine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합리적인 TCO - 기술요소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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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에 포함된 통합 개발도구인 OMW(Object Management Workbench)에서는표준으로제공되는 오브젝트를포함하여 추가로
개발된 오브젝트에 대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딩방식이 아닌 직관적인 조작과 다양한 마법사기능 등을 활용한 개발방법은습득과
활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IT 운영관점에서최적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TCO - 개발툴

보고서 테이블화면 라이브러리

비즈니스 뷰이벤트 규칙 Web서비스워크플로우

Repository

OMW 개발 절차2

구분 파워 유저 IT 인력 전문 개발자

개발 여부  O O

OMW(Object Management Workbench)

 시스템개발에적합한오라클 JDE 자체개발도구

 프로젝트 기간중에습득하여실무적용 가능

 프로그램의구조 파악용이

 운영유지보수비용절감

1

운영 환경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오브젝트 환경 간 자동 이동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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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JD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을통하여 오라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운영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개발도 가능합니다.

오라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개발어플리케이션

오라클 제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보안

ORACLE MOBILE PLATFORM

APP

오라클 모바일플랫폼

 고객이직접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모바일플랫폼제공

 하나의 플랫폼안에서오라클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고객개발어플리케이션
관리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네트워크환경이불안정한현장 작업자
들이오프라인상태에서도작업지시를
조회하고실적을입력할수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영업사원이언제 어디서나판매 주문을
입력하고조회할수있는 태블릿기반의
어플리케이션

2 바로 사용할 수 있는 84개의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통해 바로사용할수 있는 84개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실시간으로
어디서나비즈니스를운영

 Out-of-Box 어플리케이션은계속 추가되고
있음

 JDE가 제공하는모바일프레임워크와
공개된소스를통해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고객요구사항에맞게수정가능

3

최신정보기술 - 모바일

3. 오라클 JDE - 특장점



Copyright ©  2016 SE Partners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20

다양한 사물이나 기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실시간 기업환경 구축을 지원하며, 보다 효과적이고정확한 의사결정
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물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기술과비즈니스의컨버전스

 다양한 사물에서수집된정보를실시간으로, 연속·정확·안전하게 JDE 

ERP로 제공

1

모니터링

Acquire and Secure

전송 취합 전달 활용

Integrate
and Collect

Analyze and Act

Beacon

Beacon

Beacon

Beacon

Beacon

최신정보기술 - 사물인터넷

3. 오라클 JDE -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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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활용하면 서버, 스토리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API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설치없이 간편히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JD Edwards & ERP/EPM/SCM Cloud

1. Oracle Transportation Management 

(OTM) Cloud *

2. Global Trade Management (GTM) Cloud 

3. Oracle Product Value Chain Cloud *

4. Procurement/Sourcing Cloud  

5.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Cloud 

6.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

7.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 Service

1 JD Edwards & HCM Cloud

1. Taleo Cloud Service *

2. JDE HCM to Oracle Talent Management 
Cloud

3. JDE ERP with HCM Cloud

4. JDE Payroll with Oracle HCM Cloud

2 JD Edwards & CX Cloud

1. Oracle Sales Cloud *

2. Oracle CPQ Cloud

3. Oracle Service Cloud (RightNow) 

4. Oracle Service Cloud (TOA) 

3

* Some degree of enablement exists

Hybrid Cloud

ManagedBuild Subscribe

On-Premise or

Private Cloud

Managed 

Private Cloud Public Cloud

 효율적인비용관리

 트래픽에따른유연한서버관리

 안전한데이터관리를위한보안시스템

최신정보기술 -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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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필요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In-Memory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오라클 DB의 In-Memory 

옵션 활용으로 영업, 프로젝트관리, 플래닝 등의 업무에 어플리케이션 변경없이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기술 - In-Memory

오라클 12c 인메모리 DB 옵션

Extreme Analytics Performance

JDE In-Memory 어플리케이션

Solutions engineered for transformed 

business processes 

 7 Real Time Financial Reconciliation  Applications

 1000x performance increase for existing applications

 No application rewrite

 Batch Performance  Enhancements

 In-Memory Sales Advisor

 In-Memory Project Portfolio Advisor

 In-Memory Planning Advisor 

104 million sales order lines

From 22.5 Min to Sub-second

1762x

JDE In-Memory: 실시간 통찰력

 더 이상혁신주도 기술이아닌, 필요에의한사용

1

3. 오라클 JDE - 특장점



Copyright ©  2016 SE Partners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23

모바일을넘어 웨어러블 기술이 비약적으로발전하고 있습니다. JDE R&D 센터는 해당 기술이 기업의 업무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하며 JDE 사용환경도 현재 데스크탑 기준에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기준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Custom Application

JDE Mobile Apps ADF, FUSE Container

Mobile Platforms

Smart Watch
Wearable

Smart Glass 
Wearable

Machine to Machine Cloud Application
Integration

Application 

Interface 

Services 

(AIS)

Anywhere, Anytime Access

 다양한 Device와 사물로확장을하여언제
어디서나 ERP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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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와 JDE와의통합

 Office 및데스크톱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사용자를위한모바일 JDE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워치또는 웨어러블기기와의서비스
포인트

 Hands free, 제스처, 음성명령으로데이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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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기술 - We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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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partners.co.kr

대표이사 : 

ITO/EBS/BI :

JDE :

이경훈 대표이사, khlee@separtners.co.kr

최용석 상무, cys@separtners.co.kr

정성욱 상무, swjung@separtners.co.kr

ERP,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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