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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IERP 소개 1. Market Positioning (1/2) 

UNIERP Positioning 구축사례 

※. ‘13. 1월 기준 1,100여 개사 구축 

전자 : 전자, 전기, 하이테크 등 340개사 

기계 : 자동차,기계,장비,금속,조선 등 220개사 

31% 

20% 

화학 : 화학, 식음료, 제약 등 120개사 11% 

유통 : 유통, 물류 등 110개사 10% 

기타 : 기타제조업, 서비스 등 310여 개사 28% 

SMB ERP 시장은 최근 4년간 CAGR 1.9%로 소폭 성장이 되어 있으며, UNIERP는 고객사   
매출 약 500억 이상 SMB ERP시장을 목표(Positioning)로 합니다. 

['11년 KRG ERP시장조사] 

  2,000억   1조 

기업 규모 

투자 
비용 

500억 5,000억 

Oracle  

3억 
SAP B1 
더존 

100억 

SAP 

10억 

50억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중 UNIERP를 내부 경영관리 툴 활용 (46%) 

국/내외 1,100여 개 이상의 ERP 구축과 연계된 ISP, PI/BPRP구축 
경험을 통해 다양한 Best Practice 보유와 패키지 기반의 시스템 
통합(SI) 수행 경험 확보 

업종별 고른 분포로 다양한 Biz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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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ket Positioning (2/2) 

UNIERP는 20여 년간의 기업컨설팅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제조 기업 현장에서 검증된  
ERP 솔루션으로써 국내 가장 많은 중견/중소기업 및 상장사에 적용되었습니다. 

고객사 매출액 기준 분포 

‘12년 기준 UNIERP 도입사 중 매출액 500억 이상 2조 미만의  

    중견/중소 적용 기업 분포도는 72% 차지. 

상장사 기준 분포 

‘12년 UNIERP 적용 국내 상장기업 기준 분포도는 45.1% 차지. 

 국내 국산 ERP 벤더사 (Y사, D사, Etc) 구축 실적 중 국내 가장 높은 

중견기업 Reference 실적 보유  

 -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 화학 등 일반 제조 기업 기준. 

 국내 국산 ERP 벤더사 (Y사, D사, Etc)의 구축 실적 중 국내 

상장기업 기준 가장 많은 Reference 실적 보유. 

 -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 화학 등 일반 제조 기업 기준. 

 200억 이하  
규모 

 200억~500억  
규모 

 500억~1,000억  
규모 

 1,000억~2조 
규모 

UNIERP  

도입사 매출액  

분포 

 (72%)  (28%) 

 (5.3%) 

 (22.7%) 

 (29.8%) 

 (42.2%) 

UNIERP 도입사 중 매출액  

500억 ~ 2조 규모 기업 (72%) 차지 

 비상장기업 

UNIERP  

상장사 분포 

(45.1%) 

UNIERP 도입사 중 국내 상장사 

도입 기업 (45.1%) 차지 

 (54.9%) 

비상장사 분포 

 상장기업 

 Kospi 

 Kosdaq 
 (38.3%) 

 (6.8%) 

I. UNIER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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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ERP 주요 수행실적 및 분석 - 전체 

UNIERP는 다양한 업종(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및 업무형태에 따라 국/내외 1,100여 개 
이상의 PI/ERP의 구축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업종 Best Practic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 주요 구축 기업 

전자/전기  

업종 

한솔테크닉스, 이랜텍, 알에프텍, 동양이앤피, 원익큐엔씨, 캠트로닉스, 인탑스, 에이테크솔루션, 세미텍, 네패스, 와이드, 자화전자, 에스맥, 

파트론, 옵트론텍, 유창옵티칼, 에임하이글로벌, 아이엠, 옵티스, 와이솔, 광원텍, 센트로닉스, 성지산업, 이엘케이, 연호전자, 하나마이크론, 

에스에이치팩, 위닉스, 크루셜텍, 갤력시아디바이스, 에스제이티, 큐에스아이, 티엔씨, 덕산하이메탈, 씨엔플러스 등 다수 

자동차/금속/

기계 업종 

상신브레이크, 에코플라스틱, 현대모비스(중국6개 법인), 프라코, (주)인팩, 서진오토모티브, 만트럭주식회사, 현대포리텍, 우리산업, 듀링, 

넥센테크, 삼진정공, 전우정밀, 두원냉기, 대일공업, 흥아포밍, 대승, 체시스, RSM(르노삼성자동차) 협력사 다수 

성광밴드, 스틸플라워, 태웅, 평산, 한국주철관공업, 화진피에프, 태양산업, 에이스브이, 디케이락, 삼원정공, 태상, 금성에이스산업, 조광 

아이엘아이, 인성산업, 영일특수금속, 동우열처리공업, 한국통산, SFA, 원익IPS, 유진테크, 승일, 고영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한국정수 공업, 

둔포기계, 나인테크, 윌테크놀로지, 대성엔지니어링 등 다수 

화학/유통/기

타 업종 

삼표, 아티제블랑제리, 대우제약, 보해양조, 한농화성, 유한화학, 이생테크노팩, 빅솔, 유원컴텍, 경한, 아성화학, 영우냉동식품, 지엠에프, 

에쓰푸드, 천일식품, 후성테크, 화승엑스윌, SH에너지화학, 우진페인트 등 

피치벨리, 경산C&L, 화승네트웍스, 경일메디칼, 제너시스, 커머스플래닛, 티디코, 까사미아, 소비코, 머크, 무창상사, 샘소나이트코리아, 

코웰(중국), KEC디바이스, 에보닉데구사코리아(중국), 에즈웰플러스, 링코제일 등 

대림비앤코(도자기제조), 전진중공업(중장비제조), 삼표건설, 동아에스텍(전문건설), 삼우F&G(화물운송), 광원목재(건축용목재), 장인가구 

(목재가구제조), 조광피혁(가죽제조), 아이비클럽, 한세실업(의복제조) 등  

해외  

구축 사례 

중국 :  

   현대모비스(북경,상해,염성,무석), 이랜텍(천진),  동양이앤피(청도/천진/혜주), 옵트론텍(천진/혜주), 자화전자(천진/혜주), 시노펙스,  

   성지산업, Aucma stock, 삼부전자[천진], 디에스엘시디, Degussa, IM[동관], 와이솔[천진], 캠트로닉스[천진], IMC(천진), 광성전자(연태),  

   세진전자[무석], 명화공업(무석), 부강전자(동관), 연합 철강(강음), TEBEA(산동), 성호실업(천진), 삼화고분자(연태), 상아뉴매틱(상해),  

   동양전자(혜주), 삼성중공업(영성),  OTC(북경), 넥센테크(청도) 등 다수  

동남아 :  

   한솔테크닉스(태국/슬로바키아), 동양이엔피(베트남), 이랜텍(베트남), 인탑스(베트남),  자화전자[베트남], Samwoo(인니), INuovi  

   Cosmetics(싱가포르), 대성엘텍(인니), 영림전자(태국, 말레이지아) , SEPHIL등  

미국/남미/유럽 기타 :  

   CVE, KISWIRE, VICTORY Classics, SAKAR, POSAM, 삼성벤처미주, 삼성전자서비스법인(80여개사), 삼성물산(영국,독일), 한솔테크닉스(독일) 

공공부문 
우체국 예금보험공단, 광주도시개발공사, 울산항만공사, BEXCO,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인천대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인천지하철공사 등 

대학기증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건국대, 한국외대, 홍익대, 서울산업대, 

부산대, 경북대, 계명대, 동아대, 전남대, 전북대, 광주대, 부산외대, 부산카톨릭대, 경상대, 경남대, 금오공대, 창원대 등 

I. UNIER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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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ERP 주요 수행실적 및 분석 - 기업규모 성장 지원 

업체 주요 제품 매출액 사업내용 및 특이사항 

삼표그룹주1) 건설기초자재 21,480 억 삼표그룹 전계열사(23개), UNIERP전모듈, (오라클 교체) 

서진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 제조 10,230 억 UNIERP 전모듈 및 MES 확장 연계 

인탑스 휴대폰 케이스, 프린트 Assy, 금형 제조 외 9,760 억 UNIERP 전모듈 및 해외(중국,베트남) 관계사 구축 

파트론 모바일 및 이동통신장비 부품 제조 8,73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제조 8,32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한솔테크닉스 반도체 부품(BLU) 외 5,58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SFA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 5,070 억 UNIERP 전모듈 및 관계사(2개) 확산 

동양이엔피 전원공급장치, 충전기 (SMPS, Charger, Adaptor) 5,520 억 UNIERP 전모듈 및 해외(중국,베트남) 관계사 구축 

이랜텍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 5,480 억 UNIERP 전모듈 및 해외(베트남) 관계사 구축 

우리E&L  LED제조 5,080 억 우리조명그룹 전계열사(6개), UNIERP전모듈 (ORACLE 교체) 

알에프텍 전자부품 제조 4,99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에스맥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 4,85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영보엔지니어링 휴대폰배터리팩 및 핸즈프리, 이어폰 제조 3,780 억 UNIERP 전모듈 및 해외(중국) 관계사 구축 

드림텍 휴대폰 키패드, 충전기 등 3,67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SUN그룹주2) 제관 및 휴대용가스 3,400 억 전계열사 통합시스템 구축 및 BI(태양,승일,세안) 

원익IPS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3,48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자화전자 Roller류, Vibration Motor, Auto Focus 등 3,270 억 UNIERP 전모듈 및 해외(중국, 베트남) 관계사 구축 

네패스 반도체 및 전자재료 2,900 억 UNIERP 전모듈 구축, (영림원 ERP 교체) 

UNIERP는 국/내외 1,100여 개 이상의 고객 중 매출액 1,000억 이상 중견기업의 Market 
Share 1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 성장과 그룹사 환경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I. UNIER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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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ERP 주요 수행실적 및 분석 - Global Operation 환경 지원 

UNIERP는 국/내외 법인의 다양한 물(物)과 재(財)의 흐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Global Operation 환경을 지원합니다. 

UNIERP Customers for Global Operation   

Global Operation Project 추진 방법 

표준화 Templete 구축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Global 통합 프로세스 
표준화 및 단계별 해외법인 확산 적용합니다.  

Global Network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PCM, PTC 등 전자부품 제조  
 매출액 : 3,27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중국/베트남 확산 

자화전자(주)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  
 매출액 : 5,48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중국/베트남 확산 

(주)이랜텍 

 기업형태 : 외감법인 
 생산제품 : 커넥터 및 리드프레임 제조  
 매출액 : 2,13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중국/인도/인니/베트남 확산 

(주)연호전자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DVD용 광픽업 제조  
 매출액 : 3,34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중국/홍콩 확산 

(주)아이엠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BLU, 인버터, TFT-LCD 부품 제조  
 매출액 : 5,58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태국/슬로바키아 확산 

한솔테크닉스(주)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충전기 및 전원공급장치 제조  
 매출액 : 5,52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중국/베트남 확산 

동양이엔피(주)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정밀 금형 및 플라스틱 사출 제조  
 매출액 : 2,00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태국 확산 

에이테크솔루션(주)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광학렌즈 및 이미지센서용 필터 제조  
 매출액 : 1,71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중국 확산 

(주)옵트론텍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자동차부품용 브레이크 마찰제 제조  
 매출액 : 2,86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태국 확산 

상신브레이크(주) 

 기업형태 : 상장법인 
 생산제품 : 와이어하네스 등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액 : 660억 (2012년) 

 해외 확장 범위 : 중국 확산 

(주)넥센테크 

I. UNIER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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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ERP 제공 서비스 종류 

UNIERP 솔루션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영역 개요 솔루션 비고 

Biz업무 

ERP 

PI기반의 통합시스템구축 UNIERP 

관리회계 UNIERP 경영계획포함 

BI, EIS 

UNIERP기반의 경영자정보시스템 UNIERP 

Global 통합 EIS 확대 UNIERP 

SCM 

삼성전자 V-Glonets 연계 UNIERP 

2차 벤더 SCM UNIERP, StarNET 

Mobile ERP 각종 현황정보 및 EIS 정보 UNIERP 

전자 무증빙 
시스템 

카드 사용분 자동연계 및 전자 증빙시스템 UNIERP 

연결재무 IFRS적용을 위한 자회사 연결결산시스템 UNIERP 

FTA 자재구입, 생산, 투입과 연계된 원산지 추적/인증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UNIFTA 

CM 분쟁광물(3TG) 원산지 증명 UNICM 

I. UNIER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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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ERP V.5 개요 - 제품연혁 

기업 Backbone (ERP) 발전 추세 

업무별 기능 고도화 

기업간 협업의 
복잡화 

산업특화기능 
확대 

MRP 

MRP II 

ERP 

Extended ERP 

(1986) 

(1990) 

(1997) 

(2001) 

산업융합 

Business Paradigm 

Departmental  
Productivity 

Traditional 
Trading 
Partners 

External  
Transactions 

Cyber- 
Market 

Collaborative Interaction 

Connection Paradigm 

ERP에 의한 
프로세스 통합 

Pre-ERP에 의한 
업무자동화 

 Intranet  Extranet  Internet 

OMEGA 
(1997) 

(2005) 

(1990) 

(2000) 

Extended ERP에 의한 협업 

(2008) 

SOA기술기반의 Open ERP 

Converg-
ency 

Ubiquitos 

강소기업 ERP  

(2011 ~) 

Smart 

UNIERP는 고객사의 발전에 맞추어 경영환경 및 IT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Gartner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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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는 20년 이상의 솔루션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외형 성장과 다변화되는 프로세스에 
능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Framework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UNIERP V.5 개요 - Overview 

UNIERP특장점 
사용자 친화적인 UI 및 편의성 기능 제공 

   간단한 원천 Data의 접근 및 추적 기능 

       Data의 다차원 실시간 집계 및 분석 기능 

       사용자 정의에 따른 Filter & Grid 저장 기능 

       사전 위험 탐지를 위한 조기 경보 기능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동화 화면 구현  

       Tool 지원     (개발 생산성 제고) 

다양한 손익분석 기반의 경영관리 Tool 

지원 

   강력한 원가관리(표준/실제) 기능 지원 

       실시간 경영손익 기반의 Data 제공 

       완벽하고 신속한 결산 마감 프로세스 지원 

       계획     실행     결산에 이르는 통합 프로  

       세스 지원 

UNIERP기반의 확장 기능 제공 

       IFRS 및 연결재무시스템 지원 

       Global 통합 EIS 지원 

       Mobile 기반의 Smart Working 환경 지원 

       국세청 (e세로) Data 자동 연계 지원 

통합 보안 체계 지원 

       ERP DB 보안 솔루션 지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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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ERP V.5 개요 – 제품개발방향 

사용자 중심의 접근성, 추적성 및 유연성 향상등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제품의 
확장성 및 통합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UNIERP Framework을 적용하였습니다. 

VOC 

사용자 

기능 

IT기술 

구현 방향 

UI, 디자인 등 사용자편이성 

분석 및 추적성 강화 

PDW(Process & Data Wizard) 

법세제 지원 (IFRS/전자세금계산서) 

 
UNIERP Framework기반의 통합성 
 

솔루션 확장 (연결재무, 경영계획 등) 

기능간 연계를 쉽게 

손쉬운 사용방법 

대량 데이터 처리 

업종Knowhow 

법세제 지원 [IFRS] 

Mobile 연계 

OPEN기반 SOA 

.NET or JAVA 

손쉬운 개발방법  
 
Data Archiving & Migration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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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ERP V.5 특장점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조기 적응을 위하여 Excel과 유사한 Grid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조건별 및 
옵션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사용자가 직접 가공 및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1.1 사용자 친화적인 UI 및 사용자의 편의성 기능 제공 

Drill-Down 기능  Group-By 기능 Filter & Grid 기능  

① 집계 데이터의 원하는 Filter 조건 입력 

② Filter 조건에 의한 자료 조회 

③ Filter 조건에 의한 Data의 Grid 저장 

더블클릭 ! 

더블클릭 ! 

① 합계 잔액 시산표 조회 

② 계정별 보조부 

③ 회계전표 

 최종 결과 Data 기준 원천 Data의 추적 

    기능 제공 

 사용자 직접 경로 지정 및 손쉬운 원인 

    Data 접근 및 추적 가능 

 화면에 조회되는 Data를 Excel의 Filter 

    처럼 조건 설정 및 조회 

 사용자별 Filter 조건의 개별 저장 및 

Data 재사용 가능 

 Excel의 Pivot 기능과 유사한 Grid 환경 

    제공 

 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Drag & Drop 

으로 다차원의 실시간 집계 및 분석  

① 집계를 원하는 항목을 Drag & Drop 

② Grouping된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 조회 

③ 2~3차원으로 Grouping 및 세부내역 조회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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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의한 역할별, KPI별 주요 핵심관리 정보를 모바일 환경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경영현안이나 위기를 
신속하게 탐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2 위험사전 탐지를 위한 조기경보 기능 (Early Warning) 

사용자가 정의한 역할별 조기경보 기능 

관리기준 정의 

유의 

경고 

심각 위험 

구매 영업 생산 재고 품질 회계 

화면 

조기경보 메뉴 

모바일 
정보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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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 자동화 화면 구현 Tool은 현업의 시스템에 대한 신규 또는 수정 요청 시, 기업의 전산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 
화면에 대한 사용자의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손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2.1.3 사용자 편의성 기능 제공 (자동화 화면 구현 Tool) 

① 자동화 조회 툴 SQL통합 관리 

② 각 유형별로 조회 조건 선택 

③ Grid 컬럼 설정 및 출력 모델 설정 

④ 메뉴 및 팝업 기능 설정 완료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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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의 원가관리는 고객주문번호별, Item별, W/O별, 공정(Routing) Level) 까지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2.2.1 강력한 원가관리 체계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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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유형별(제품별/오더별/공정별/조직별) 원가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 손익관리 체계를 구현합니다. 

2.2.2 다양한 손익분석 기반의 경영손익 Data 제공 

U
N
IER

P
  

구매관리 

경영손익관리 

생산기준 
정보 

구매기준 
정보 표준원가관리 

원가기준정보 

실제원가관리 

실제원가 

차이분석 

생산관리 재고관리 회계관리 

경영손익기준 

원가관리 
UNIERP 경영손익 관리 시스템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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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는 결산마감을 위한 부서별 업무별 마감일정 및 절차 Guide를 통해 결산기간의 단축이 가능하여, 경영진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실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2.3 완벽하고 신속한 결산지원 체계 

            목표 
 담당 D-5 ~ D 

기준정보담당 기준정보 오류 수정 

인사담당 인건비, 충당금체크 

구매담당 
매입확정, 입고확인 
예외수불확인 

매입단가 조정 

재고담당 미 입고분 확인 수불장 확인/통보(구매,영업,생산) 
실사,폐기확인 
수불장 확인 

수불장 출력 

영업담당 
예외매출 확인 후 수불 품목
확인 및 조정 

매출확정/마감 
영업 비용 마감 
계정별 매출확인 
영업그룹별/담당자별 매출확인 

생산담당 
생산 실적/입고 확인 
예외수불 확인 
월 투입공수 작성 

제조BOR 수정/변경 
BOR수정/변경 

품질담당 
불량품,검사대기 확인 
폐기 대상 확인 
품질 분석 

폐기 대상 확정/통보 

원가담당 원가기준정보 확인 
표준 간접비율 조정 
배부정보 수정/확정 

표준원가 계산 
배부규칙 수정/확정 
배부적수 수정/확정 

실제원가 계산 
재료비/재공/배부확인 
표준대 실제 분석 
수불장 확인 

원가책임자 승인 

회계담당 
인건비 집계 
월할 경비 집계 

예금계정 마감 
기간비용 마감 
공장별/사업부별 비용 마감 

미착대체 
대금지불전표마감 
가공비 마감 

재공 타계정 기표 
원가 기표(제조비 대체) 

회계마감 

손익담당 손익기준정보 갱신 비용 집계/내역 확인 
손익배부규칙/적수 수정 
및 확정 

손익계산 및 확인 
손익 책임자 확인/승인 

최종마감 수불마감/재고 마감 원가 마감 손익 마감 월 마감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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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는 계획업무, 일상업무, 결산업무를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이 가능토록 지원하며, 업무처리과정 
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최종적으로 경영자정보로 제공되어 집니다. 

2.2.4 일관된 (Plan - Do - See) 통합 관리 프로세스 지원 

수불확인 재고마감 매입단가조정 손익계산 회계결산 원가계산 매출확정/마감 

Supply Chain 결산업무 

Plan 

See 

Plan 

Plan 

See See See See See See 

영업 

품질 

구매 

생산(공장별) 
•수주 

•수주진행 

•출하 

•검사의뢰접수 

•검사 및 결과입력 

•불량분석 

Supply Chain 일상업무 

계획/실행/결산 

프로세스 통합  

경영자정보 

Supply Chain  

계획업무 

PO 
Supplier 

C
U

S
T

O
M

E
R

 

발주/입고/대금 

판매계획 생산계획 
자재계획 

출하계획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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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는 모바일 개발 자동화 관리 툴과 모바일웹 자동화 엔진을 활용하여 기업의 데이터를 OS와 Device에 제약 
받지 않고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3.1 Mobile 기반의 Smart Working 환경 지원 

① 모바일 Presentation SQL통합 관리 

② 입력화면 모델링 정의 

③ 모바일 웹의 이미지 출력 모델링 정의 

스마트폰/테블릿 
종류별 화면 위치 

조정 

Mobile Web 

Data (DBMS)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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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Mobile 기반의 Smart Working 환경 지원  
       (화면 예시)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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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별 주요정보에 대해 개인별 부여된 권한에 따라 관련정보를 통제하여 정보유출에 의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를 제공합니다. 

2.4.1 통합 보안체계 지원 - UNIERP 패키지 보안 

지정된 값 이외의 값이 입력되면  
입력 값이 통제 

 정보 입력 통제 

화면의 특정항목에 대해 입력 시  
보이기/숨기기/입력 시 Mask처리 등의 

통제 실시 

아이디 

패스워드 

User별 화면단위 통제와  
특정 Field를  
특정 User 혹은 그룹에게  
특정 값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지정  업무 화면 필드 통제(보이기/숨기기) 

1 

2 

2. UNIERP V.5 특장점 II. UNIERP V.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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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물류관리 기능과 실시간 통합성을 제공하며, 회계와 On-line Posting을 통한 실시간 연동, 주문 시점과 동시에 여신 
관리 및 재고 가용성 점검 등 영업정보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지원합니다. 

1. 영업관리 

Custo-
mer 

수주 

수출 내수 

영업기준정보 
관리 

판매계획 
관리 

수주관리 

출하관리 

매출관리 

판매경비관리 

L/C관리 

통관관리 

B/L관리 

NEGO관리 

생산관리 
(MPS) 

품질관리 

재고관리 

회계관리 

품목그룹/품목 별로 수주/매출 별 판매계획 수립과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영업전략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년/월별 판매계획 대 실적을 관리하여 달성률을 분석하고 

영업 진행 각 단계사항을 관리 

모듈별 주요 기능 

고객의 주문사항을 등록 및 CTP 및 ATP 체크 
거래처 형태별, 다양한 수주형태별관리 (국내, 해외L/C 등) 
수주등록 시 Tracking No. 부여하여 관련 제품, 부품 진척 

   관리 및 Tolerance 기능으로 과부족 허용률  지원 

출하정보 자동 생성, Picking 기능을 이용한 출하 수량 예약  
출고예약 및 출하, 출고처리를 회계에 온라인 처리하여 실
시간 장부재고금액 파악 

고객반품처리를 위한 지원 [대금정산/대물정산] 

매출채권을 발생, 회계 처리(Posting)로 외상매출금 관리 
출고 없는 예외매출 등록이 가능하며 일괄 매출처리  
선수금처리 및 월합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 

받을 어음의 현금화율에 따라 여신 가용금액에 반영  

제품그룹/제품별 수주 및 매출 판매계획 수립 

다양한 형태 주문 프로세스(MTS, MTO등) 

주문건별 생산진척관리 [Tracking관리) 

출고, 매출 및 판매경비를 제품별 손익과 연계 

주요 특장점 

판매 계획 

수주 관리 

출하/출고 관리 

매출/판매경비 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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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구매, 재고, 품질, 원가 등의 모듈과 연계되어 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 및 일관성 (Consistency)을 지원하며, 
확장 솔루션(APS, MES, POP 등)과 연계를 위한 I/F를 지원합니다. 

2. 생산관리 

기준정보 
관리 

판매계획 
관리 

수주 
관리 

구매요청 
관리 

APS관리 

수불관리 수주진행
관리 

검사요청
관리 전표관리 

설계/생산 BOM 및 설계변경에 대한 이력관리 
제품별 공정관리 및 투입 자원 관리 
PDM/PLM등과 BOM Interface 가능 

모듈별 주요 기능 

수주와 판매계획정보를 생산계획과 연계 
생산환경(MTS/MTO 등)별 생산계획 프로세스 지원 
Time Fence 관리 및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기능 

자재수배 factor를 감안한 소요량 생성 [포장단위, 기간 ] 
자재수급계획 시뮬레이션 및 pegging  
자동 발주 및 작업지시 연계 

W/O별 자재 납입지시 및 생산실적에 따른 Back-flush  
주요 공정관리 (Milestone) 기능 
Configuration에 의한 과실적/실적동시입고/자동마감  

생산실적별 Lot관리 및 고객 오더건별 Tracking관리 
MES, POP 연계를 위한 Interface 지원 

생산기준정보
관리 

생산계획관리 
[MPS] 

소요량관리 
[MRP] 

제조오더관리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획수립 (MTS, MTO, 독립수요) 

 생산 추적성이 강력한 제품/반제품 생산Lot 관리  

 고객 오더건별 생산진행 관리를 위한 Tracking 

확장 솔루션과 손쉬운 IF를 위한 adaptor제공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생산기준 

MPS (기준생산계획) 

MRP (자재수급계획) 

제조오더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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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부문과 실시간 통합 기능을 제공하며, 회계 부문과 On-line Posting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협력업체와 
e-Procurement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발주관리 및 납기관리를 지원합니다. 

3. 구매관리 

구매기준정보 

구매요청 

발주 

납입지시 

구매입출고 

매입관리 

L/C 

B/L 

수입통관 

일반구매품관리 
(MRO] 

영업관리 생산관리 

e-Procurement 

품질관리 재고관리 회계관리 원가관리 

모듈별 주요 기능 

자재 별 공급처 및 배분율 관리 
공급처별 구매단가 및 이력관리 
외주 P/L (Part List) 공급처 별 관리 

MRP및 재발주점 (ROP)에 의한 자동 자재수급계획 수립  
구매요청건 자동처리(상품수주, MRP) 및 구매요청확정 
일반자재, 외주발주 및 MRP품 발주와 잔량관리 

주요자재 Lot관리 및 고객 오더건별 Tracking관리 

작업일정을 감안한 자재 납입지시 기능 
분할 입고 및 자재 반품 기능 
검사방법에 따른 입고처리(입고 전/후 검사 요청) 

사급품 출고 및 재고관리 기능 

구매입고에 대한 독립/분할/통합 매입 및 매입계산서 생성 

가단가 발주분의 매입단가 소급확정처리 

구매단계 발생경비처리 및 입고단가 배부처리 

MRP, MRP등을 감안한 자재 수급계획 수립 

다양한 형태의 수급 프로세스 반영(분할/통합) 

생산현장을 감안한 프로세스 지원(납입지시, VMI) 

구매경비를 감안한 자재 단가관리 체계 지원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구매기준 

구매요청/발주 

납입지시/구매입출고 

구매경비/매입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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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고자산 변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회계에 반영 및 보고하며, 자재의 결품 예상이나 자재의 품질에 대한 LOT 
추적을 분석함으로써 문제 자재에 대한 진단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4. 재고관리 

사용자 정의에 의한 다양한 수불유형 처리 

실시간 재고자산변동 내역 회계기장 처리 

다양한 재고수불 내역 분석 Report 제공 

모듈별 주요 기능 

재고 분류별/주기별 실사대상 품목 선별관리 

실사 과부족분에 대한 재고조정 및 회계기장 처리 

창고별/품목별 실사 과부족 추이분석 

사내, 외주처 및 거래처의 다양한 재고 현황 관리 

다양한 재고상태 현황관리 (양/불, 검사중, 이동중) 

실시간 재고수량 및 재고금액 평가 

실시간 자재 결품 예보현황 분석 

LOT관리 자재에 대한 재고 수불이력 추적분석 

장기악성재고에 대한 추이분석 

재발주점 (ROP) 방식의 자재의 실시간 분석 

발주관리 작업지시 

출하요청 

수주관리 

생산실적 

수입검사 

구매입고관리 

출하검사 공정검사 

입고관리 
[구매,생산,기타] 

출고관리 
[부품,판매,기타] 

재고이동관리 

실사관리 

재고마감관리 

재고분석관리 

납품처 재고관리 
[VMI] 원가관리 

회계관리 

주요자재의 관리단위별 재고관리(Lot, Tracking) 

사내, 외주처 및 거래처 등의 다양한 재고현황관리 

재고실사 및 재고마감 등을 통한 재고정확도 향상 

생산현장을 감안한 실시간 결품예보 및 재고 분석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수불 관리 

실사 관리 

재고현황 및 마감 

재고 분석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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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을 통합 관리하고, 검사기준에 따라 각 검사LOT별 검사이력과 각종분석을 통하여 실시간 품질 
사고 원인 및 품질 추정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5. 품질관리 

품질기준관리 

검사운영관리 

수입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 

품질분석관리 

재고관리 

구매입고 

공정실적 

완성품입고 

출하요청 

사용자정의에 따른 검사항목 및 분류체계 설정 

품목별 검사항목 , 검사방식 설정, 관리규격 관리 

불량유형/원인 및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기준 설정 

모듈별 주요 기능 

업무단계별 LOT별 검사관리 

   [수입검사/공정검사/최종검사/출하검사] 

검사 LOT별 검사항목에 대한 측정내역, 불량 유형 및 불량 

원인에 대한 내역관리 

부적합품 처리 및 품질 이상보고에 대한 이력 관리 

실시간 품질관리도(Xbar-R, P, Cp, 히스토그램) 

다양한 품질지표 분석용 그래프 제공 

    (품질추이, 불량유형별 파레토도, 품질 Worst 등] 

다양한 품질보고용 Report 제공 

   (품질기준서, 품질년보/월보/일보, 불량유형/원인별집계 등) 

제조업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검사기준관리 

주요단계별 검사관리(수립/공정/최종/출하) 

품질보고자료 제공 (품질기준서, 연보/월보/일보) 

품질분석 기능제공(X-R, 히스토그램, 품질추이 등)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품질기준관리 

검사운영관리 

품질분석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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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의 기반이 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급여, 상여, 연말정산, 퇴직정산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사평가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인사/급여관리 

근태관리 

급/상여 관리 

연/월차 
계산 

급/상여, 
연/월차계산, 

 Online Posting 

I/F 

은행 

조직관리 인사기준관리 근무이력관리 

인사평가관리 

연말정산관리 

퇴직정산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상여관리 

급/상여기준정보 

급/상여소급분관리 

급/상여공제관리 

출퇴근관리 

모듈별 주요 기능 

인사마스터/발령등 기본정보 지원 및 인사기록 카드 관리 
조직개편에 따른 승급/승격 일괄작업 지원 
근무조별 카렌다/개인별 근무조, 근태관리 
 IC/RF카드 등 근태시스템과의 손쉬운 연결 

평가기준 관리(평가항목, 평가기간 등) 
대기업수준준의 개인별 역량/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 관리 
부개별 개인별 평가진행관리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관리 및  고정수당/공제 관리 
급호별 기본급테이블관리, 사업장별 기준 설정 
회계시스템으로의 자동 Posting 기능 
급/상여 인상분 계산 및 소급분 급/상여 반영 

세법변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개인별 연말정산 기초자료 관리 및 정산 기능 
국세청 전산신고 및 출력물 지원 

퇴직추계액계산,  퇴직금 중도정산 기능 
개인 근속개월에 따른 퇴직금 계산, 신고 지원 

개인 인적사항 지원을 위한 인사기록카드 지원 

인사정책을 위한 개인별 평가제제(역량/업적평가 

화사별 관리체계를 반영한 급여 및 상여계산 

변경된 세법에 따른 세액산정 및 신고기능 제공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인사/근무이력/근태관리 

인사평가관리 

급/상여 및 소급분관리 

연말정산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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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정보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 데이터와 연계한 실시간 자동전표생성을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GAAP, IFRS)을 지원하는 전표처리와 재무제표를 제공합니다. 

7. 회계관리 

발주관리 

세무서 

은행 

은행펌뱅킹 

수주관리 

예산관리 회계기준정보관리 Configuration 

자산관리 채무관리 채권관리 자금관리 

재고관리 발주관리 

Configuration 
전표관리 본지점 관리 

결산 및 장부관리 부가세관리 

물류정보로부터 전표자동생성(매입/매출/재고/경비등  
승인 수준별 전표관리 
(결의전표 → 승인 → 회계전표) 

부서별 예산수립 및 수립된 예산기준 비용통제 및 실행 

모듈별 주요 기능 

 물류와 자동 Data연계 (매입/매출) 

거래처별 잔액관리 및 수금 관리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상계 기능 

만기일별 Aging Report 제공 

취득에서 매각/폐기 까지의 변동내역 관리 
감가상각 계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서배부 기능 
자산재평가, 손상처리 기능 

사업부제, 본지점을 지원하는 관리체계 

IFRS에 적합한 회계 (자산, 장부 등) 

결산 Data의 손쉬운 검증을 위한 추적성 강화 

물류와 자동 연계된 전표처리 (채권, 채무) 

 IFRS기준 결산장부지원 (K-GAAP, K-IFRS) 
 부가세 신고를 위한 전자file생성 및 검증지원 
 현업업무 지원을 위한 마감처리 및 통제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예산/전표/본지점관리 

채권/채무관리 

자산관리 

결산장부 및 부가세 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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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영업관리와의 I/F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추출이 가능하며,  최신세법을 적용한 다양한 국세청신고서식 
및 부가세 자료관리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파일생성을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신고기능을 제공합니다. 

7.1 세무회계 관리 

회계관리 

전표관리 기준정보 

영업관리 

매출정보 

기준정보관리 

매출/매입관리 공제 등 조정관리 부속서류관리 영세율 관리 

신고관리 

법인 기초정보 및 세금신고사업장 I/F추출, 마감 관리 

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감가상각취득명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사업양도신고 

모듈별 주요 기능 

신용카드 매출전표/전자화폐결제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 

수출실적명세/관세 환급금 등 명세 

공급가액 확정 명세/외화획득 명세 

월별판매액 합계/농어업기자재 부가가치세 

납품확인서/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전자신고 첨부 서류 제출 

전자 신고자료 삭제 요청/전자신고 생성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 

각종 신고 및 서식 이력관리(개정판 연\월별 서식) 

전자 신고자료 생성 및 삭제요청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기준/매출/매입 정보 관리 

공제 등 조정 및 부속서류 관리 

신고 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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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및 전표마감 후 배부규칙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출합니다. 제조활동으로 생성된 물류정보에 요소별 제조원가를 
산출함으로써 제조에 대한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결산업무로써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8. 원가관리 

원가기준정보관리 

실제원가관리 표준원가관리 

기준정보
관리 

생산기준
정보관리 

구매기준
정보관리 

실제원가/ 
차이분석 

구매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회계관리 

모듈별 주요 기능 

원가계산의 항목별 옵션 관리 

원가요소와 계정코드별 매핑 

배부요소 및 배부경로, 배부규칙 관리 

직과 항목 및 계정 설정 

다양한 기준에 의한 재료비 산출 (평균/최대/최소 등) 

표준임율에 의한 가공비(노무비/경비) 산출 

표준 BOM을 활용한 표준원가 Simulation 

실제원가대비 표준원가 분석 

월말 결산을 결산을 위한 수불마감, 원가마감 기능 
재고금액평가 기능 : 월총평균/기간총평균/이동평균 
다양한 배부기준에 의한 실제원가 계산  

   (생산실적, 외주실적, 작업장별 직과 등) 
업종특화 원가계산체계 지원 :공정별, 프로젝트별 원가) 
다양한 실제원가 분석 

   (제조원가명세서, 오더(품목)-공정별 원가조회/분석 등) 

생산현장에서 사용된 자재를 감안한 원가계산 

다양한 배부기준을 반영한 제조경비 배부 

업종별 원가계산체제 지원(공정별, 프로젝트별 등) 

원가분석자료 제공(제조원가명세서, 품목/오더별)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원가기준 

표준원가 

실제원가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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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관리기준을 지원하는 다양한 배부기준 및 배부방식을 관리하고, 실제 사용된 판매경비 및 일반비용을 
관리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다양한 손익분석 체계를 제공합니다.(사업부별/Profit center별/ 제품별/거래처별 손익) 

9. 경영손익 관리 

경영손익 
기준정보관리 

경영손익작업 

사업부별 손익 

Profit Center별  
손익 

영업그룹별손익 

품목그룹별손익 

품목별손익 

거래처별손익 
원가관리 회계관리 

영업관리 

손익요소 

배부규칙 

모듈별 주요 기능 

경영손익 산정 단위의 구조적 단계 설정 

Profit center별, 영업그룹별, 품목별 배부작업 

직과 및 거래처별 배부 작업 

사용자의 관리 기준에 의해 경영손익 산정 단위를 유기적 

으로 관리 

사용자 정의 손익요소 설정 

매출형태별, 수불유형별, 계정별 손익요소 설정 

경영손익 배부요소 및 배부규칙 관리 

손익항목 직과 처리 기준 

사용자가 정의한 경영손익 산정 단위의 손익분석자료 제공 

각 단계별 배부현황, 손익현황 및 BEP 분석 

각 단계에 대해 거래처별 손익분석 자료 제공 

고객사 관리기준의 손익요소 및 배부규칙관리 

발생 판관비의 집계 상세 단계별 배부  

각 단계별 배부현황, 손익현황 및 BEP분석 

사업부/Profit center/제품/거래처별 손익분석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경영손익기준정보관리 

경영손익작업 

경영손익분석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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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법인간 거래 발생에 따른 수주 및 발주정보 자동 연계를 통하여 관계간 물류업무 처리를 하나의 ERP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Multi Company 관리 

환경정보관리 

내륙운송 

통관/선적 

현지내륙운송 

해상운송 

한국 생산법인 

선적/통관 

미주 판매법인 

출하 입고 

수주 발주 

한국 생산법인 미주 판매법인 

멀티컴퍼니  
접속정보등록 매출법인관리 

출하 

매출 / 통관 

세금계산서 / B/L 

수주 

출하 

매출/통관 

세금계산서 / B/L 

매입법인관리 

출하 

매출 / 통관 

세금계산서 / B/L 

발주 

매입 / BL 

통관 

구매입고 

모듈별 주요 기능 

발주 확정 시 매출법인에 수주정보 자동 생성 기능 

매출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자재에 대한 매입 처리 기능 

매출법인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매출법인 

선적정보를 기준으로 B/L 처리 기능 

Multi Company 발주정보에 대한 진행 현황 조회 

복수 법인 접속정보 관리 기능 

매입법인의 발주 정보를 매출법인의 수주 정보로 생성 기능 

Multi Company 수주정보에 대한 진행 현황 조회 기능 

자동연계를 위한 자동접속 정보관리 (Config.) 

발주정보를 수주법인으로 실시간 연계 처리 

매출/매입 법인간 실시간으로 오더 진행상태 확인 

해외법인 긴급 물량조정 시 수급현황 실시간 반영 

주요 특장점 

1. UNIERP V.5 모듈 소개 (Basic) 

Multi Company 접속환경 설정 

매입 법인 관리 

매출 법인 관리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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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인의 다양한 물(物)과 재(財)의 흐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Global Operation 기능과 각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분석 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환경 구축기반을 제공 합니다. 

2.1  Global 통합 Operation & Monitoring 기능 지원 

Global Operation Benefit 

비즈니스 관점의 기대효과 

해외 Operation의 효과적인 지원과 
비용절감 및 법인간 Best Practice의 

빠른 확산 가능  

내륙운송 

통관/선적 

현지내륙운송 

해상운송 

한국 생산법인 

선적/통관 

미주 판매법인 

UNIERP 
 

UNIERP 
 

UNIERP 
 

UNIERP 
 

UNIERP 
 

Global operation & Global 통합 
(Global Control, Global View,  

Global EIS) 

통합 
UNIERP 

 

관계회사 (A) 관계회사 (B) 관계회사 (C) 관계회사 (D) 관계회사 (N) 

① Multi Process 운영 및 처리 

② Localization & Multi Company 

③ Collaboration SCM 
    (고객-기업-협력사) 

Global ERP 요건 

⑦ EWS (Early Warning System) 

⑧ Global 모니터링 
    (Global Control + View + EIS) 

⑨ Global ERP의 안정성 

④ Multi Language & Currency 

⑤ Infra Structure 환경 
    (서버, DB 운영의 유연성) 

⑥ IFRS 및 연결시스템 

•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End-To-End(종단간) 
프로세스 완성 

• Global ERP를 통한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 
적용 

시스템 관점의 기대효과 

통일된 시스템 환경 구현으로  
프로세스 및 조직의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 대응 가능  

• IT 지식의 단일화를 통한 I/F시, 에러발생 
위험 감소 

• 법인/지역으로 분산된 IT Infra 비용 및  
  유지 비용 절감 

Global View 

Global 매출 현황 

Global 채권 현황 

Global 판관비 
추이표 

Global 채권/채무 대사 명세서 

Global 손익 계산서 

Global 재무 현황 

Global 재고 현황 

2. UNIERP V.5 확장 모듈 소개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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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 연결시스템은 연결대상 개별사 시스템의 결산정보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내부거래 대사 및 차이 조정과 
연결재무제표 구성을 위한 연결결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2.2  IFRS & 연결재무시스템 지원 

모듈별 주요 기능 

기준정보 관리 

COA 관리, 장부정보 등록, GAAP 등록, 재무제표 형태 등록, 
내부거래대사, 미실현 손익제거, 투자자본 등 

데이터 집계 관리 

재무제표 업로드 
   (시산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내부거래정보 및 미실현 손익자료 업로드 

주석 자료 업로드 

외화 환산 관리 

시산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환산 
내부거래 및 주석자료 환산 

연결 조정 기능 

GAAP 조정 및 시산표 생성 
미실현손익 제거 

연결장부 및 결산 관리 

회계전표 등록 및 조회 
Multi-Ledger 시산표 생성 
GAAP별 차이 조정 

GAAP별 재무제표 발행 

자산 변동 관리 

자산 변동 처리 및 자산 재평가 
자산 손상 처리 

회계기준 
차이조정 

외화환산 
내부거래 

상계 
미실현손익 

제거 
투자자본 

상계 

연결재무 
정보 산출 

(재무제표 등) 

시산표 Data 재무제표 Data 내부거래 Data 회계기준차이 Data 

미실현손익 Data 투자/자본 Data 기타재무제표 Data 주석 Data 

개별사 시스템 

재무 
회계 

I/F 
(자동/
업로드) 

I/F 
(자동/
업로드) 

Data 
Base 

계정검증 
(T/B, 내부거래) 

내부거래 대사 
- 매입/매출 
- 채권/채무 

내부거래 차이 
Feed-Back 및 

조정 

자금 

채권 

원가관리 

인사급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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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ERP 경영계획 시스템은 경영실적 (매출/생산/구매/회계/인원 등)을 활용하여, 연간 경영계획, 3개월 실행계획을 
Global 법인 부문별로 수립하고, 계획대비 실적현황분석 및 임원회의지원 시스템[주간/월간회의]을 제공합니다. 

2.3 경영계획관리 (1/2) 

Global 법인 부문별 계획수립 [연간, 실행] 

Excel과 호환된 Simulation [Excel수식, 환율 등] 

계획대비 실적현황분석 [경영/실행/실적 비교분석] 

임원회의를 위한 회의체 시스템 지원 [월간/주간] 

연간경영계획 수립 

경영계획 기준정보 

부문별 계획수립 

경영계획 Simulation 

경영계획 조정/확정 

실행계획 기준정보 

부문별 계획수립 

실행계획 Simulation 

실행계획 조정/확정 

3개월 실행계획 수립 

연간예상/경영계획현황 

실행계획(경영대비, 실적) 

계획대비 실적현황 

정형/비정형 문서를 활용한 회의체 지원시스템 [임원 회의, 월간/주간회의] 

경영실적 예산 

회계 
/결산 

회계 
부분 

영업 
부문 

생산 
부문 

구매 
부분 

인사 
부문 

법인 부문별 목표수립 [판매/재료/인건비/제조경비/판관비] 

계획단위별 버젼별 주요Factor를 감안한 Simulation 

   (연간 경영계획/실행계획, 환율, 고정/변동비] 

 최종 계획 조정 및 확정 

모듈별 주요 기능 

비정형문서를 활용한 임원 회의시스템 지원 

   [월간/주간회의] 

정형화된 양식의 계획대비 실적현황을 실시간 제공 

법인별 계획 현황 [전년대비,  수정경영계획/실행계획] 

계획별 추정 손익계산서 

계획대비 실적 차이분에 대한 분석현황 [주요factor] 

추정손익계산서 

계획대비 실적 차이분석 

주요 특장점 

2. UNIERP V.5 확장 모듈 소개 

연간경영계획/3개월 실행계획수립 

계획대비 실적현황 및 분석 

회의체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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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actor에 의한 손쉬운 Simulation기능과 회의체 시스템을 위한 비정형 Tool을 제공합니다. 

2.3 경영계획관리 (2/2) – Simulation / 분석용 Tool 

DW,DM 

서버 

DB SQL 

보고서 조회 

보고서 수정 
/ 저장 

     보고서 작성 

분석사용자 

Key Factor  입력 조정 Report 조회 Data, 변경 결과 저장  

History 관리  Data /Form 
 Logic 
 Version 정보 

 시뮬레이션 버전 추가 등록 
 데이터 변경 시뮬레이션 

CRUD 입력기능으로 DB외의 데이터 활용 
시뮬레이션처리 

 통계함수 
 Biz Rule에 따른 연산 처리 

DM 

 Tool그래프, 표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다양한 분석보고서 제공 
 분석보고서에 OLAP분석기능 및 연계분석 기능을 구현 
 현업의 Excel 보고서를 재사용하여 Analysis Report로 개발 가능 

Simulation 

손쉬운 분석Tool [Excel호환] 정형/비정형 분석 Reporting 

 목적 업무에 따라 처리에 필요한 통계함수와 
  업무처리규칙 등을 모델링하여 구성 

 웹 상에서 사용자가 손쉽게 분석보고서를 개발 및 공유 
 OLAP Table, List Table, 그래프 등 다양한 데이터분석 Objects를 사용 
 회의체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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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주요 정보의 여과, 압축 및 추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핵심정보를 제공합니다. 

2.4. 경영자정보 관리 (EIS) 

회계관리 경영손익 인사급여관리 기타시스템 원가관리 

생산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 영업관리 

경영 
총괄 

회계 
부분 

영업 
부문 

생산 
부문 

구매 
부분 

인사 
부문 

지표 
관리 

Early 
Warning 

일일경영현황, 영업지표, 재무지표, 생산지표, 월별경영 

현황 등 

모듈별 주요 기능 

자금일보, 경비실행, 대차대조표, 손익현황, 손익비교, 손익

추이, 현금 흐름표, 채권채무 현황, 제조원가, 수익성분석,  

   재무비율 등 

인원총괄 현황, 인원현황 추이, 인건비 현황 추이 등 

일일수주 현황, 일일매출 현황, 매출추이 현황, 매출처분석, 

예상 이익율 등 

구매 현황, 구매 불량율, 재고 현황 등 

일생산 현황, 주생산 현황, 월생산 현황, 생산성 분석, 생산

대비 불량 현황, 업체 품질 현황 등 

 

매입가격변동,장기통관중인 Item ,특정금액 초과 반품 등 

회사전반적인 KPI 현황 (영업/생산/재무/월별 현황) 

부문별 업무 세부정보 (재무/인사/영업/구매/생산) 

Risk업무 감소를 위한 Early Warning기능 

손쉬운 다차원 분석 기능 제공 

주요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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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총괄 부문 

재무/인사급여 부문 

영업 부문 

구매/생산 부문 

Early W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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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관세절감액 만큼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고, 제조원가 절감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원산지 사후 검증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등 FTA 무역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2.5 FTA 원산지 관리 (UNIFTA) 

(FTA 구축 효과) 

① 고객사의 FTA 업무 연계성 확보 

② 협력업체 원산지증명 능력 인증 

① 원산지 판정과 증명 정확성 확보 

② FTA 관세 절감 효과 극대화 

직수출 측면 효과 FTA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파악 

원산지 
확인 및 

판정 

• 칠레, 미국, 
싱가포르, 
아세안, EU.. 

• 환전생산 기준 
• 세번변경 기준 
• 부가가치 기준 
• 가공공정 기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 등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원산지 검증
/실사 대응 

“No” 

“Yes” 

(수출자 입장) 

(공급자 입장) 

(FTA 원산지 관리 구성도) 

원재료 공급 및 
수출 

수출(공급) 
물품 HS 확인 

원산지 충족 
전략 수립 

“한국산” 

해외 수입자 
송부 

서류보관 
(5년) 

공급처 송부 

내수 공급 측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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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사용 고객사에서 거래 협력사와 계획정보(Forecast), 실행정보(발주, 납품), 현황정보(입고(GR), 반품, Payment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협력사와 실시간 협업을 지원합니다. 

2.6 StarSCM Collaboration 기능 

 소요량 
분석 

자재 
발주 

 발주변경 
관리 

ERP 사용 고객사 거래 협력사 

자재 
입고 

생산기준 

정보 
MRP기준 

정보 

MRP운영 

정보 
판매계획 

주문(P/O) 
생산계획 

수립 

출하지시 작업지시 

제품출하 제품생산 

자재출고 

Invoice 매입결산 

해외법인 
PO 

해외법인 
FCST 

생산계획 

생산진행 

출하지시 

출하 

납품/반품 

매출/확정 

재고 

생산계획 

Forecast 
(RTF) 

Vendor 
Stock 

P/O 
(POR) 

PCR 
(합의) 

D/O 

Invoice 

G/R 반품 

Payment 

 MRP  
수행 

  

모듈별 주요 기능 

사용자 등록/권한관리 
품목정보/거래처 정보 

Forecast 정보 
   (Weekly, Daily) 

발주, 발주이력, 납품가능정보(RTF) 제공 
발주변경정보 관리 (PCR) 
실시간 납품을 위한 DO 및 납품서(Invoice) 출력 

GR 및 반품, Payment 제공 
Vender Stock 정보 제공 

해외법인 Forecast 및 발주정보 지원 

발주사의 발주 예정정보 제공(FCST) 및 회답(RTF) 

발주사 발주정보 실시간 연계 

발주에 의한 Invoice 발행 및 납품 

GR, payment 제공으로 결산기간 단축 

주요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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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보부문 

실행정보 부문 

현황정보 부문 

해외 법인 정보 부문 

관리자/기준정보 부문 

III. UNIERP V.5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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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먼데이코리아 소개 1. 회사 개요 

먼데이코리아는 우수한 인재와 축적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고객기업의 경영정보화와 

가치창조에 주력하는 IT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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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도 

21% 

38% 

28% 
13% 

특급(8) 고급(15) 

중급(11) 초급(5) 

IV. 먼데이코리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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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영역 

먼데이코리아는 다년간의 기업 컨설팅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과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V. 먼데이코리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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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 실적 

UNIERP 부문 (110여 고객사) 

Manufacture 

IV. 먼데이코리아 소개 

http://www.seojincam.com/
http://www.dvs.co.kr/
http://www.paseco.co.kr:9080/paseco/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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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 실적 

UNIERP 부문 (110여 고객사) 

IV. 먼데이코리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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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 실적 

UNIERP 부문 (110여 고객사) 

IV. 먼데이코리아 소개 

http://www.castop.com/
http://www.shinhochem.com/ko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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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 실적 

SI 부문 

IV. 먼데이코리아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