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조직 혁신의 원동력, HR 트랜스포메이션

최고의 글로벌 직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이전한 다우(Dow)

과제

다우(Dow)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먼저 업계 최고의 직원 경험을 창출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HR 팀이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Dow)는 HR 시스템을 고도로 맞춤화된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조치는
조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직원의 모든 HR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

KPMG Powered Enterprise 솔루션은 Workday를
빠르게 배포하고 관련 위험을 줄였으며, 보다 빠른 ROI
달성을 위한 확실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대상 고객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KPMG는 파트너십을 맺은 시작 단계부터 다우(Dow)가 HR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요구하는 사항과, HR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으로 기대하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다우(Dow)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벤더가 참여하는 일련의 공정한 정보 교류 세션을

개요

•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기업 중 하나

• 63개국에서
36,000여 명의 직원 근무

이점

결국 다우(Dow)는 Workday를 엔터프라이즈 HR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으로, KPMG를

다우(Dow)는 이제
일관된 프로세스와 성과 메트릭을
지원하는 단일 클라우드 기반 HR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KPMG의 HR용 Powered Enterprise 솔루션은 특히 백오피스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에서

• 고객 만족도 향상

마련하고, 각 벤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우(Dow)의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인 HR NextGen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KPMG의 깊이 있는 비즈니스 및 기술 경험과 선도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 사전 구성된 솔루션은 Workday를 빠르게 배포하고 관련
위험을 줄였으며, 보다 빠른 ROI 달성을 위한 확실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 긍정적인 직원 경험
• 비즈니스 성장 촉진

• 다양한 직무 기회 제시

• 인력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가시성
강화

• 중앙 집중화된 업무 기능과
셀프서비스 트랜잭션으로 비용 절감

Workday 어플리케이션

• HCM(Human Capital
Management)
• 채용

간소화된 프로세스, 직원 중심 전략

흔히 기술 혁신을 단기간에 결과를 내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KPMG Powered Enterprise가 제공하는 사전 구축된 프로세스의
80%를 활용하지만, 다우(Dow)는 해당 프로세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이와 부합되게, Workday와 KPMG는 다우(Dow)의 글로벌

직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경험-설계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KPMG는 HR

부문 기능 및 솔루션 센터 설계, 경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석 설계, 세금 관련 조언,

세부적인 변경 관리 등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

이 모든 노력은 직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사적
규모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새로운 기술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가장 우선시된 것은
다우(Dow)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직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사적 규모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새로운 기술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가장 우선시된 것은 다우(Dow)의

직원이었습니다. Workday와 KPMG는 다우(Dow)의 사용자 및 기술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우(Dow)의 HR 및 기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직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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