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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 Process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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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을위한 주요테마: 
The SAP User Community Perspective 

더 많은 데이터, 더 나은 분석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및 지적 재산권

디바이스 다양성, 간소화 및 옴니프레즌스(Omni-presence)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비즈니스프로세스재발견

클라우드 컴퓨팅

인재와 미래 직업

Source: Digital Transformation: The SAP User Community Perspective 
©  2016 ASUG and DSAG
https://www.asug.com/discussions/servlet/JiveServlet/previewBody/44331-102-1-65780/2016_Digital_Transformation_WP.pdf

https://www.asug.com/discussions/servlet/JiveServlet/previewBody/44331-102-1-65780/2016_Digital_Transformation_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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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회사의 SAP 업무프로세스에서실제로

어떤일이발생했는지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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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가설계한경로 vs. 사용자가사용하는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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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ining
SAP BUSINESS 
CONSULTING

프로세스에서실제로어떤일이
발생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요?

SAP 데이터를 통한
SAP 프로세스 가시화 및 분석

SAP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인터뷰 및 정성적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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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to Cash

• Procure to Pay

• Plan to Product

• Request to Service

• FI(Finance)

• HR(Human Resource)

• etc

SAP 모듈과비즈니스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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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프로세스마이닝필요성

병목구간 (Bottle-neck) 반복구간 / 중복구간

Compliance / Audit

Change requests went directly to 

implementation

A: B 프로세스 비교 및 검증

한국
수출
프로
세스

중국
통관
프로
세스

➔ 실제 평균 L/T : 약 XX일

➔ 실제 평균 L/T : 약 X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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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물류모듈(SD/MM) + 3PL Data 프로세스 도출 및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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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목표 협의

•대상 프로세스 선정

•데이터 형식 전달

•데이터 수집

산출물 전달추진단계 데이터 분석데이터 전처리목표 설정

•데이터 검토

•분석데이터 생성

•분석계획수립

•프로세스 모델 도출

•병목구간 확인

•이상 프로세스 확인

•장/단기 프로세스

비교

•작업구간 비교

• Social Network

분석

•통계 분석

•보고서 준비

•발표 준비

수행내용

주의사항
•목적 파악 필요

- 적용 영역 검토

- 데이터 추출 방안

•데이터 정합성

확인

•WBS 작성

•데이터 신뢰성

확보

•고객 관점의 분석

결과

프로세스마이닝표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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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목표 협의

•대상 SAP 프로세스

선정(예, order to 

cash, P2P)

• Standard/CBO 관점

프로세스 및 테이블

상세 분석

• SAP 로그 및 관련

데이터 수집

산출물 전달추진단계 데이터 분석데이터 전처리목표 설정

•데이터 검토

•분석데이터 생성

•분석계획수립

•프로세스 모델 도출

•병목구간 확인

•이상 프로세스 확인

•장/단기 프로세스

비교

•작업구간 비교

• Social Network

분석

•통계 분석

•보고서 준비

•발표 준비

수행내용

주의사항
•목적 파악 필요

- 적용 영역 검토

- 데이터 추출 방안

•데이터 정합성

확인

•WBS 작성

•데이터 신뢰성

확보

•고객 관점의 분석

결과

SAP 프로세스마이닝표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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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데이터 탐색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검토(예, 구매프로세스)

축적된 구매관련 데이터를 Process Mining 분석을 통해 프로세스를 가시화 하고

다양한 추가 분석을 통해 Business Issue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도출 및 개선

SAP
Event
log 
data

SAP 로그데이터 추출

EDA를 통한 프로세스 탐
색

SAP 프로세스 가시화 SAP 개선과제도출SAP 프로세스 탐색및분석

• SAP 프로세스 현황 가시화
- 전수조사에 의한 신뢰도 증가
- 직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전사적인

정보/업무 공유 유연성 확보

SAP 프로세스 모니터링3

• SAP 프로세스 내의 반복/병목구간 처리
→ 평균적인 Lead Time의 절감
→ 결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가능

낭비/비효율 요소 처리1

비표준 프로세스 비교/발견

28 

h
17 h

프로세스 취약점 파악

개선 포인트

• 비표준 프로세스의 원인 파악
→ 실제 As-Is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구매 정책 개선 가능

SAP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 개선2

…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전처리

프
로
세
스
가
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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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프로세스개선과제발굴 및 관리체계

Process Mining을 통하여 여러 개선과제를 도출 및, 개선방안 절차 및 관리 체계 수립

다양한

방향의

개선안

탐 색

개선과제

관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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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마이닝

PI을 위한 지속적인 SAP 프로세스개선 플랫폼 필요

Models Data
재 설계

SAP 프로세스 진단/개선 사항 확인

모니터링

SAP 프로세스 수정 및 재구현

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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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자동화 구성(예)

SAP 사용 고객에게 KPI 기반 프로세스 마이닝 시스템을 제공

SAP ERP

프로세스별
Connector 개발
(ETL/배치 포함)

FI/CO

SD/MM

PP

…

영업 프로세스
(Order to Cash)

SAP 프로세스 가시화

구매프로세스
(Purchase to Pay)

…

대시보드 구축

표준 프로세스

프로세스 비교

…

Connector1 가시화/분석2

KPI 도출
레이아웃 설계
퍼즐 개발

근본 원인 분석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SAP
데이터 연계 및 전처리 진행

데이터 처리관련 투입 비용 감소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미리 선정된 효과적인 KPI를
대시보드에 표기

효과적인 SAP 프로세스 KPI 선정

지속적인 KPI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KPI
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가능함

모니터링 및 근본 원인 분석

SAP ProDiscovery



18

Order-to-Cash – SAP Database 스키마 (예)

SAP 내 Order-to-Cash DB 스키마(Standard)는 아래와 같으며, Order-to-Cash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TABLE 이력과 TABLE 연결키(CASE)가 필요함

Header

TABLE CASE ACTIVITY RESOURCE TIMESTAMP VEHICLE PORT

VBAP 620181635 Sales Order HAUDP001 2017-03-09 13:21:35 PRODUCT C Perth

LIPS 620181635 Delivery Order EAIINT 2017-04-01 04:28:35

MKPF 620181635 Good Issue HAUBATCH_100 2017-04-03 09:35:45

VBRP 620181635 Billing HAUBATCH_100 2017-04-03 09:44:52

VBAP 620181636 Sales Order HAUDP001 2017-03-13 12:20:09 PRODUCT C Perth

LIPS 620181636 Delivery Order EAIINT 2017-04-18 09:01:11

시작

Sales Order

Delivery Order

Good Issue

Billing

종료

VBAK

LIKP

MKPF

VBRK

Item

VBAP

LIPS

MSEG

VBRP

Order-to-Cash 최종 테이블

Master / Etc

TVKOT (영업조직)

TVTWT (유통경로)

TSPAT (판매제품군)

TVGRT (영업그룹)

TVKBT (사업장)



19

Order-to-Cash – Sales Order (예)

SAP(Standard) 내 Sales Order DB 스키마는 아래와 같으며,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테이블 연결키(CASE)와

해당 Action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TIMESTAMP가 필요함

Sales and Distribution – SAP 내 테이블

VBELN POSNR CASE ERDAT ERZET ERNAM 추가 속성

645766 10 0220367224 2016-10-24 오후 4:20:52 HAUDP001 PRODUCT A

661014 10 0220367228 2016-12-29 오전 10:02:08 HAUDP001 PRODUCT B

661016 10 0220367229 2016-12-29 오전 10:02:09 HAUDP001 PRODUCT B

661018 10 0220367230 2016-12-29 오전 10:02:10 HAUDP001 PRODUCT B

661012 10 0220367231 2016-12-29 오전 10:00:35 HAUDP001 PRODUCT B

661011 10 0220367232 2016-12-29 오전 9:59:45 HAUDP001 PRODUCT B

710196 10 0220367233 2017-05-10 오후 2:07:03 HAUDP001 PRODUCT C

661020 10 0220367236 2016-12-29 오전 10:02:57 HAUDP001 PRODUCT C

VBAP 테이블 예시

VBAK
Header

VBAP
Item

VBEP
Schedul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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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프로세스 마이닝 사례 (J 사 사례)
: SAP 및 추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취합 및 수정

LOG DATA 사용자 정보

• User ID / IP

• 직책 / 부서

• SAP 시스템(SD, MM Module)

• 영업 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시스템(SAP, 영업 관리 시스템) 로그 데이터에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

원본 데이터 영업 관리 시스템SAP

용어 변경

시스템 업무 용어를 실제 현업 업무 용어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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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프로세스 마이닝 사례 (J 사 사례)
: 전체 프로세스 맵

영업 관리 시스템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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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물류 및 수출입/통관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SAP 프로세스마이닝사례 (L 사사례)



24

: SAP 물류 및 수출입/통관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SAP 프로세스마이닝사례 (L 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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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구매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구매 결품 프로세스분석)

SAP 프로세스마이닝사례 (K 사 사례)

목적

Key Activities

▪ SAP Business Process 분석으로 결품

관련 구매/자재 영역 업무 파악

▪ SAP 관련 Business Issue를 명확히 하고

Process Mining으로 문제점을 가시화

및 개선과제를 도출

▪ SAP Business Process 분석

▪ Process Mining Data 분석

▪ SAP 관련 개선 과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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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법인 영업/물류프로세스분석 PoC(해외법인)

SAP 프로세스마이닝사례 (H 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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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 Path vs. Real Path

Process Mining 

for SA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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