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는 Workday의 글로벌 급여 파트너 프로그램이며, 
제3자 급여 솔루션을 더 경제적으로 배포,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Workday
는 다국가 또는 글로벌 급여를 처리해야 하는 고객이 더 다양한 옵션을 통해 세계 
각지의 제3자 제공자를 선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Workday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급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제3자 급여 제공자를 이용하려는 글로벌 기업은 Workday 제3자 급여용 
클라우드 커넥트를 활용하여 급여에 대한 커스텀 통합을 직접 구축하거나,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Workday는 고객이 어떤 급여 
제공자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관리, 지역별 처리
조직에 각기 다른 요건이 있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국가별로 급여 제공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수의 급여 제공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므로 다국가 급여를 관리하는 기업은 글로벌 급여 업무를 최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국가별로 분산된 프로세스 때문에 전사적 관점에서 지역별 
급여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글로벌 급여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직접 급여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작업입니다.

Workday는 글로벌 차원에서 관리하되 지역별로 처리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기업은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옵션 또는 Workday 제3자 급여용 클라우드 
커넥트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기술 플랫폼에서 글로벌 
차원의 급여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세계 각지의 급여 처리 현황을 획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한편  
급여 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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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주요 기능 및 이점
• 100여 개국에서 급여 지원

• 인증된 사전 구축 파트너 통합을 
활용하여 배포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Workday 제3자 급여용 클라우드 
커넥트를 통해 제3자 급여 어플리케이션 
및 제공자에 연결 가능

• 공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므로 인증된 
통합 재사용 가능 

• 특별한 양방향 통합(제3자 급여 
어플리케이션에서 Workday HCM으로 
급여 데이터 가져오기)

• 단일 통화를 사용하여 글로벌 급여 실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고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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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급여 관리를 지원하는 Workday 제3자 급여용 
클라우드 커넥트
Workday 제3자 급여용 클라우드 커넥트를 사용하는 
조직은 글로벌 급여 제공자를 포함하여 어떤 제3자 급여 
어플리케이션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Workday는 외부 
급여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고, 급여에 
영향을 주는 Workday HCM(Human Capital Management) 
이벤트를 식별하여 전송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day 제3자 급여용 클라우드 커넥트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에서는 
Workday HCM과의 사전 구축형 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파트너를 인증합니다. 현재 Workday는 이러한 파트너를 
통해 100여 개의 국가별 인증을 보유하면서 고객이 더 폭넓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은 드러나지 않은 복잡성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통합의 부담에서 벗어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Workday 파트너가 통합을 관리하고 Workday
와의 상호운용성도 인증받으므로, 고객은 통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뛰어난 기능성
Workday 인증 통합은 직원 및 조직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이벤트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은 Workday가 인력 통계 데이터, 조직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를 위한 기록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Workday에 저장된 데이터는 인증된 통합 기능을 
통해 급여 파트너에게 전달됩니다.

상용화된 통합
Workday 인증 통합은 완전히 문서화되었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파트너의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객 배포 
프로젝트에서 분석 설계 및 구축 단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가시성
이제 기업은 Workday의 특별한 양방향 통합 기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실제 인력 운용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Workday
는 HR 데이터를 제3자 급여 제공자에게 내보내고 실제 글로벌 
급여를 Workday로 다시 가져와 조회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합니다.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파트너가 이러한 양방향 통합을 
구축, 제공, 유지관리, 업데이트하여 급여 결과가 Workday에 
표시되게 합니다. 글로벌 급여의 분석 및 감사도 획기적으로 
편리해졌습니다. 고객이 원거리 지역을 포함하여 글로벌 인건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조회하고, 단일 통화를 사용하여 글로벌 급여 
실제 데이터에 대한 통합 보고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차원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예측 개선

• 실제 비용과 예산 비교

• 급여 범위 최적화

• 수당 및 초과근무 정책 관리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파트너
activpayroll, ADP, CDP 그룹, SRH, Celergo, CloudPay, 
i-Admin, Intelligo, NGA Human Resources, Payroll Inc., 
Safeguard, SD Worx, Soreco, Ascender, Raet, Excelity, 
TMF 등이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파트너입니다. 영업 
담당자에게 파트너 및 서비스 국가의 최신 목록을 요청하거나 
Workday 글로벌 급여 클라우드 파트너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workday.com/content/dam/web/en-us/documents/datasheets/datasheet-workday-cloud-connect-third-party-payroll.pdf
http://www.workday.com/company/partners/global_payroll_partners.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