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시트

Workday 인재 최적화 솔루션
인재 관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직원 경험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에는 커리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에 투자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일로화된 시스템에서 인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현재 귀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중심에 인재 데이터를 
두어야 합니다. Workday 인재 최적화 솔루션은 직원, 비즈니스, 
인재 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재를 
유치, 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Workday 인재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아 인재 관련 결정을 
내리고, 핵심 인재를 파악하고 육성하며, 직원 참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 스킬 및 인재 데이터 활용: 성과, 스킬, 경력 관심분야 등의 직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과 직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실현합니다.

• 매니저의 역량 강화: 매니저에게 직원과 고용주 간에 유의미한 경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직원 참여 증진: 커리어 탐색, 성장 및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커리어 개발 
도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재 관련 결정
대시보드 및 분석
조직은 성공을 측정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인재 인사이트와 분석을 활용해야 
합니다. Workday는 도입, 참여, 스킬 등의 영역에 관한 주요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손쉽게 거시적 관점에서 인재 현황을 파악하고 구성 가능한 인재 카드, N-Box, 
매트릭스, 검색 리포트를 통해 직원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직원이 
성과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직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스킬
Workday Skills Cloud를 사용하면 스킬을 통합하여 인재 전략의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Workday는 코어 HR 정보를 스킬 및 경험 데이터와 통합하여 인재 보유 
현황과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업스킬링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합니다.

주요 이점

• 조직이 인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는 스킬 및 인재 데이터 
소스

• 매니저와 직원 간의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여 참여율 향상, 이직률 감축

• 직원이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시각화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맞춤형 경험 
제공

주요 기능

• 스킬 관리

• 커리어 개발 계획

• 목표 관리

• 성과 인에이블먼트

• 인재 가시성

• 인재 파이프라인

• 사내 인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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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의 역량 강화
인재 파악
Workday를 사용하면 매니저가 쉽게 모든 직원의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 인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Workday는 매니저와 리더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인력의 역량과 스킬에 
관한 단일 정보 소스를 구축하고, 이를 승계 풀이나 인재 풀에 배치하며, 인재 유실 
위험도를 파악하고, 미래의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Workday는 언제든지 피드백과 면담을 통해 매니저와 직원 간의 내부 협업을 
지원합니다. 성과 리뷰 및 인재 리뷰를 언제든지 스케줄링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지향하는 피드백과 면담을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인재 및 커리어 
목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직원 참여 증진
커리어 개발 지원
Workday는 커리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직원을 지원합니다. 커리어 허브는 직원이 
커리어 개발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피드백을 요청하고, 
직무이동 기회 그래프를 사용하여 이동 가능성을 파악하고, 멘토 및 동료와 대화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추천 스킬을 사용하여 스킬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역량을 
정의하고, 현재 역할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원 스킬 업데이트



기회 탐색
직원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커리어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Workday Talent Marketplace는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직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스킬을 기반으로 기회와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능동적으로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Workday Talent Marketplace는 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기회에 연결해주면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커리어 
성장과 직접 연계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인재 목표 달성
Workday 인재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스킬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용하여 성과 인에이블먼트, 커리어 개발, 인재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재를 더 잘 파악하고 참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도구를 확보합니다. 맞춤형 커리어 개발 및 사내 인재 이동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Workday 인재 최적화 솔루션으로 누릴 수 있는 이점에 관해 workday.com/talent-
optimization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
Workday와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Workday는 배포 서비스,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상시 혁신에 매진하므로 
고객은 안심하고 Workday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마다 요구사항, 리소스, 목표가 다르므로 Workday는 오늘날 
변화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니즈 및 학습 스타일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한 Workday의 약속은 원활한 배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Workday 고객은 Workday 팀, 전문가 
파트너,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협업 능력을 갖춘 피어 그룹으로 구성된 강력한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셀프서비스 
리소스, 공유 모범 사례, 교육 및 연중무휴 지원 등을 활용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항상 Workday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Workday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workday.com/cx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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