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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us 소개

SAP Cloud No.1 Partner

SAP 20여년의 ERP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IT를 선도적이고

일괄적인 디지털화로 전환하여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사회적

기업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가치 창출 기업

SAP Business ByDesign 전문 파트너

Dibus는 SAP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반의 컨설팅 및 솔루션 구현 부분에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ERP영역(ByDesign) 및 CRM, SRM, Analytics, Mobile 확장솔루션, 경비관리솔루션에 대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SAP Business ByDesign분야는 국내 최고 품질 수준으로 컨설팅 및 구현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CEO COO Consulting

OUTS

Solution Dev

경영지원CFO

조 직 구 성

Dibus는 크게 3개 사업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SAP Cloud ERP기반으로 구축 및 운영서비스 , 

기타 솔루션 개발 영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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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MiX_Automotive Value Proposition [1/2]

설계에서운영까지 One-Stop 서비스

간소화된 ERP 코어프로세스

비즈니스프로세스 Best Practice

1

2
3

4 경영진을위한효율적리포팅제공

기업이성장을지속할수록 ‘Speed’, ‘Flexibility’, ‘고객과의밀접한관계관리’등과같
이지난성공을뒷받침해온SME 고유의특징을유지하기가어렵습니다. Dibus의
ByMiX는시스템설계, 구축유지보수까지One-stop 서비스를제공합니다.

통합되어있지않은정보시스템으로인해업무의생산성저하뿐만아니라시스템을
유지하기위한비용도지속적으로증가를해결해야만합니다.  SAP Business 

ByDesign기반의ByMiX는ERP 코어프로세스간소화로효율적인업무처리를지원합
니다.

지속적으로증가하는고객, 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는공급자및비즈니스파트너와
의커뮤니케이션은더욱복잡한양상을띄게됩니다. 검증된글로벌Best practice로산
업별/영역별비즈니스프로세스설계및구축이가능합니다. 

통합성이결여된정보시스템은경영진이기업의경영활동에대해충분히파악
하기어렵게만든다. 이부분을통합된시스템이직관적이고정확한형태의경
영정보를제공하게됩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IT적인 한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SAP Global Best Practice
기반의 산업 특화의 솔루션을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  Dibus 자체 솔루션 브랜드 ,  add-on / industry solutio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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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Planning

Warehouse

And logistics

Customer orders

Sales

Production

Customer 

demand

Component

Consumption

External and internal

Supply planning

Forecast and resource 

planning

산업특화솔루션
자동차 부품 업체에 필요한 특화
Solution 개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기능에 대해서 표준프로세스와
특화프로세스 제공

VAN연동서비스
자동차 부품산업에 꼭 필요한
MES연동과 완성차와 EDI 등과의
연동서비스로 효율적인 업무 지원
가능

구매입고실적, 생산실적
작업지시, 출하지시등

완성차업체로부터의 EDI 문서
발주정보, 선적스케줄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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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MiX_Automotive Scope

성과

관리
영업

현금

흐름관리

구매
재무/관리
회계

프로젝트
관리

출장/

경비

인사

관리

제조

물류

공급망
계획관리

• 수신 (EDI->Flat File)
• 830 DELFOR , 856 

DELJIT
• 송신 (Flat File->EDI)
• 862 DESADV

• 구매입고실적
• 창고이동
• 생산실적
• 출하실적
• 공급업체반품
• 고객반품
• 재고실사

Integration



6

ByMiX_Automotive Main Benefits

All-inclusive솔루션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

쉽고 빠른 구현

산업 특화 솔루션



7

ByMiX Costs and Implementation Times

Phase Implementation Timeline 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W11 W12

Prepare Booking of subscription

Copy solution profile

Review of solution profile

Solution Mapping/Org Structure/Reporting Line

Integration Workshop/Key user enablement

Realize Solution prototype

System Integration

Verify Data Migration

Solution Testing

Launch Production System Preperation/data Migration in Production

Cutover execution and go Live

Hand Hold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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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MiX Customer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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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 Next Steps

Follow us

twitter.com/Dibuskorea

instagram.com/Dibuskorea

facebook.com/Dibuskorea

H www.Dibuskorea.com

Dibusinfo@Dibuskorea.com

linkedin.com/in/Dibuskorea

https://twitter.com/sap
https://www.facebook.com/S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