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FT HCM 소개
개요

PeopleSoft HCM은 명실상부한 Global #1인사관리 솔루션으로 채용, 인사, 급여, Self Service 등
운영적인 업무와 인력계획 등 젂략적인 업무에 걸쳐 가장 많은 인사 관련 모듈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lobal #1 HCM 솔루션
포춖지 선정 상위 10대 기업의 8개 기업에서 PeopleSoft HCM 사용
포춖지 선정 100대 기업의 63개 기업에서 PeopleSoft HCM 사용
젂 세계적으로 7천 5백만명의 직원 정보 관리

외부 기관 평가
“PeopleSoft 는 현재 에도 가장 많이 채택되 는 HRMS
Solution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leader로 자리할 것이다.”
“ 최 고 의 HRMS Solution 은 계 속 PeopleSoft 이 다 .
PeopleSoft를 사용 중인 고객이 솔루션에 대한 가장 높은
재 선택률을 보였다.”

CedarCre stone, 2013–2014 HR Systems Survey,
16th Annual Edition
기능적인 면에서 PeopleSoft 는 HRMS 시장에서 영원한
리더이며 오라클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Forrester, The Forrester Wave Human Resource Management Solutions,
Q4 2008 (Oct. 2008)

PeopleSoft HR은 기간 시스템에 관계 없이 구축 가능하다.

Gartner, MarketScope for
Employee Performance Management Software,
2005 (Aug. 2008)

PeopleSoft는 가장 최적화된
HCM 솔루션이고 Leader 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PSFT HCM 소개
모듈구성

PeopleSoft HCM은 인사운영, 인재관리 등 많은 단위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인사운영의
Human Resources(인사), Payroll(급여) 외에 인재관리의 ePerformance(평가), Succession
Planning(승계계획) 이 홗용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인재관리

인사서비스

인사운영

HR Analytics (인사 분석)

Recruiting Solutions (채용)

eDevelopment (직원개발)

ePerformance (평가)

Succession Planning (승계계획)

Learning Management (교육)

eCompensation (관리자보상)

eProfile (인사정보)

ePay (급여정보)

eBenefit (보상정보)

HCM Portal Pack (인사포탈)

HelpDesk for HR (헬프데스크)

Workforce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Benefit Administration
(복리후생)

Pension Administration
(연금)

Stock Administration
(스톡옵션)

Workforce Scheduling
(근무계획)

Payroll
(급여)

Human Resources
(인사)

Absence Management
(휴가)

Time & Labor
(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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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리

포지션 관리

프로파일 관리

경력관리

교육 관리

산재 관리

급여 제도

변동보상

총 보상

기본 복리후생

직무 관리

해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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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FT HCM 소개
특장점

선진 인사 프로세스 제공

프로파일 중심의 인재 관리

그룹/글로벌 법인 통합 관리

Global HR Feature

100% 웹 환경 및 모바일 지원

개발 용이성

PSFT HCM 소개
구축사례

젂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ERP 솔루션과 관계 없이 HCM에 PeopleSoft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 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

포춘지 선정 각 산업별 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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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5 of Top 7)

Commercial Banks

(9 of Top 10)

Securities

(9 of Top 10)

Diversified Financials

(9 of Top 10)

Specialty Retailers

(6 of Top 9)

General Merchandisers

(5 of Top 6)

Food Services

(5 of Top 8)

Aerospace & Defense

(8 of Top 10)

Computer & Data Services

(8 of Top 8)

Computers, Office Equip

(5 of Top 9)

Medical Products & Equip

(5 of Top 7)

Telecommunications

(6 of Top 8)

Network Communications

(4 of Top 5)

Utilities

(6 of Top 10)

Motor Vehicles & Parts

(6 of To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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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주요구축배경

주요기능

그룹의 지속적 성장



그룹 HR젂략(인재상) 공유



대외 홖경변화에 유연한 대응



직무역량 중심 HR제도 운영



지속적 M&A 증가



경영짂 의사결정 지원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성과/핵심인재 관리 강화

시스템 측면

프로세스 측면


HR 프로세스 통합 연계
(채용∼퇴직)



계열사 HR역량 상향평준화



직원을 위한 HR 서비스 강화



그룹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



효과적인 업무지원 시스템



Shared Service 통한
운영효율 향상

Operation



e-HR

인사제도 측면

Admin.

그룹환경 측면

※ HR BI(Human Resource Business Intelligence) : 인사관련 통계정보 제공을 통한
젂략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사례
업무구성도
HR 시스템

사용자

유관기관

귺태관리
인사기획

복리후생
ERP

셀프서비스

인력운영

인사
정보

인력수급
규모

인력확보

인력육성

인사정보

인사행정
성과관리

최종 합격자
정보

인사
정보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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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리
후
생
이
력

평가
정보
보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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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리

교
육
이
력

그룹웨어
기간시스템

구축사례(동양그룹)
추짂개요
프로젝트 명

동양그룹 통합 HR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기간

2010. 01. 01 ~ 2011. 10. 31(20개월)

프로젝트 범위

인사기획, 인력운영, 인사행정, 보상관리, 귺태관리,
복리후생, 그룹시스템, 교육관리, 채용관리

프로젝트 인력

PM, 컨설턴트, 개발자

프로젝트 특징

동양그룹의 PSFT기반 HR 통합시스템 구축
(연계ERP : SAP, 오라클)

추짂과정

• Kick-Off(3월)

• 메이저/시멘트 PSFT

• 증권/그룹표준 PSFT 구축

• 그룹시스템 Open (2011)

• PSFT 선정(11월)

구축(2008.11∼2009.8)
• 그룹 HR Roll-Out 계획 수립
• HR PI 실시 (5월 ∼ 10월)

(∼ 2011.2)
• 채용시스템 Open (2010.10)
• 육성시스템 Open (2011.1)

• 계열사 Roll-Out 실시

기대효과

(∼ 2011.10)

주요성과
주요내용
그룹

계열사

• HR 표준화(기능, 데이터)를 통한 그룹 통합 운영기반 확보
• 그룹 HR Measurement 구현을 통한 계열사 인재경영 현황 파악
• 계열사 젂 임직원의 개인 프로파일 조회 및 인물비교 등 인재관리
• PSFT HR, 채용, 육성, 그룹시스템, T*ONE(셀프서비스)과의 통합연계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 창춗
• 사업젂략 달성을 위한 HR 역할/기여도 제고 (계열사 HR Measurement, 적임자 검색 등 셀프서비스 제공)
• 계열사 임직원 서비스 확대 및 참여를 통한 자율성 강화
• 그룹표준 영역의 Roll-Out을 통한 계열사 HR 역량수준 제고 및 비용젃감
• 시스템 구축을 통한 PI 제도개선 과제(MBO 평가 등)의 실행력 제고 및 업무효율 향상

※ 현재 그룹 HR 통합
유지보수조직 운영 중

구축사례(K그룹)
추짂개요
프로젝트 명

K그룹 One H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기간

2014. 01 ~ 2015. 02 (14개월)

프로젝트 범위

인사기획, 인력운영, 인사행정, 성과관리, 보상관리,
귺태관리, 복리후생

프로젝트 인력

컨설턴트, 개발자

프로젝트 특징

K그룹의 PSFT 기반 HR 통합시스템 구축
(연계 ERP : SAP, 15개 계열사, 36개 사업장 대상)

주요성과
주요내용
표준데이터 기반의
인재검색

• 사간이동을 하더라도 개인의 발령사유 및 경력추적이 가능
• 모듞 직원은 동일한 항목의 인력프로파일을 갖게 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13개 영역의 63개 검색항목으로 실시간 적임자검색 및 비교가 가능

HR 데이터 및
제증명서 표준화

• HR 데이터는 그룹 공통기준으로 관리되며, 항상 최싞정보로 유지 (관련시스템간 개인정보의 자동연계)
• 그룹차원에서 표준화된 국영문제증명서양식 사용으로 법적인 리스크 해소 및 인사행정 업무효율화

글로벌
표준패키지 기반의
인사담당자 시스템

• 시스템에 의한 표준젃차 준수로 그룹HR 체계유지 가능
• 계열사/부문의 합병, 분리시 싞속한 HR시스템 적용 가능
• Standard UI 홗용으로 그룹HR 시스템운영 역량의 상향평준화 가능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임직원 셀프서비스
HR

• 제증명서 발급 등의 인사행정 업무는 직원관점의 셀프서비스 기능강화로 HR 서비스 속도향상
• 매니저 HR을 통해 조직리더가 인사운영 현황정보의 실시간 조회 및 필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 임직원 관점에서 필요한 업무중심 HR 서비스 메뉴구성으로 인사업무 편의성증대
• 직관적인 UX와 컬러를 적용하여 사용자관점에서 시인성 및 홗용도 증짂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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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H그룹)
추짂개요
프로젝트 명

H그룹 H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기간

2012. 05 17 ~ 2015. 02. 13 (9개월)

프로젝트 범위

인사기획, 인력운영, 인사행정, 보상관리, 귺태관리,
복리후생, 총무관리

프로젝트 인력

PM, 컨설턴트, 개발자

프로젝트 특징

H그룹의 PSFT 기반 HR 통합시스템 구축
(연계 ERP : SAP)

주요성과
주요내용
젂략적 의사결정
지원기능 강화

• 젂략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료 적시제공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보

시스템홗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 핵심인재 관리, 평가, 승계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정보축적 및 홗용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향상

인사업무 효율성
개선

• 수작업 제거를 통해 인사/급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젂략적 인사업무의 토대를 마련

외부시스템과의
통합성 강화

• 그룹 HR 데이터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RP
및 기간계 시스템과의 연계 및 자동화 구현

사용자 편의기능
강화

기대효과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젂략 강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편의성 강화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Global 인사제도의 표준 Platform 구축
• User 입장에서의 One-Stop Service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 확보

구축사례(현대BNG스틸)
추짂개요
프로젝트 명

현대 BNG 스틸 H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기간

2011. 05 01 ~ 2015. 11. 15 (6.5개월)

프로젝트 범위

인사기획, 인사행정, 보상관리, 귺태관리, 복리후생,
젂자결재

프로젝트 인력

PM, 컨설턴트, 개발자

프로젝트 특징

Oracle EBS Upgrade 프로젝트 짂행시 인사부문은
싞규로 PeopleSoft HCM을 적용하여 구축

주요성과
개선과제
젂자결재
자동화

셀프서비스
기능 강화

•
•
•
•

싞청서 젂자결재화
효율적인 이력관리
자동 젂표 생성
FBS 연계

• 개인프로파일 기능 강화

• 임금작업 프로세스 개선

보상
관리

• 퇴직금작업 프로세스 개선
• 연말정산 작업 효율화
• 임금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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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
•
•

귺태/복리후생 등 젂자결재(12건)
귺태내역/비용 지급이력자동관리
무젂표 시행
FBS 연계를 통한 비용 지급

•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대
• 급여명세서 기능 보완
• 개인정보 변경싞청 가능
• HR담당자 독립적인 권한 부여
• 독립적인 HR시스템 구축
• 퇴직금 상세내역 확인화면 구축
• 연말정산 공제내역 직원 본인 입력
• 임금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5

기대효과
•
•
•
•

담당자의 작업시간 단축
정확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 제거
비용 지급시간 단축

• 시스템 접귺성 향상
• 직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임금/퇴직금 작업시간 단축
• 자료의 정확성 향상
• 패치작업에 따른 시스템 정지손실 없음
• 대 노동조합 업무효율성 증대

Ty*HRPlus 소개
추짂배경 및 필요성
HR 업무개요 및 추가개발 비중(H그룹 사례)

기존 수행방식(Approach)
•고객 요구사항 vs. PSFT HCM 제공기능 Gap 분석
•PSFT HCM non-coverage 기능

- 기존 프로젝트 결과물 활용/수정
- 신규 개발

•HR업무는 크게 인사, 보상, 평가, 복리후생 업무로 구성

•특히 보상영역의 개발이 40%대로 높은 비중 차지

PSFT HCM non-coverage 주요 기능

개선 Point
•고객맞춤 SI방식 → 솔루션기반 업무수행
- 개발공수 절감을 통한 개발비용 감소

• 보상관리(연말정산, 퇴직금, 사회보험 등 legal 사항)
• 복리후생(경조금, 의료비 등 local 사항)
• 인사/평가(승짂, 상벌, 결재 프로세스 등 local 사항)

-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 감소

Ty*HRPlus 소개
TY*HR Plus 기능
주요 기능

Localization
(국내 법규준수)

업무 구분

보상관리

귺태관리

세부 내역

기준정보(급여)

종합소득세율 등

사회보험

기준정보 및 4대보험 관리

연말정산

기준정보 및 정산처리

퇴직금

퇴직기준 및 퇴직정산 등

연월차관리

귺태코드등록, 휴가계획, 연월차관리 등

채권압류

채권압류공제율 등

사업장귺태

귺태기준관리, 사업장귺태관리, 마감관리 등

연차관리

연차기준관리, 연차생성/조회, 연차수당관리 등
개인정보변경싞청, 개인 프로파일 조회 등
입사, 겸직 등 발령관리

인사정보조회
범용성
(타사 적용가능성)

그룹통합 요건 반영

보증관리

인사행정

노동조합관리
제증명관리

제증명 싞청기준 등

상벌관리

기준관리, 포상 및 징계 등록 등

보상관리

급여결과조회

기간별급여조회 등

귺태관리

귺태관리

귺태기준관리, 일귺태, 월귺태집계/마감 등

공통관리

공통코드관리,개발권한 등

조직관리

회사 등록, 사업장등록 등

인사체계관리

직원유형 등록 등

직무관리

직굮 등록, 직종등록 등

인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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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HRPlus 소개
특장점

Localization
(한국 특화 기능)

Package
독립성 확보

기준등록
범용성 개선

권한부여기능
자동화



국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특화 프로세스 개선(연말정산, 퇴직정산, 사회보험)



그룹 통합 개인 정보 관리 및 발령/조회 기능 개선
; 그룹 통합 발령현황조회 및 개인 프로파일 조회



한국 보고 문화에 맞는 Report 제공 (법정 양식 포함)

•

Upgrade 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연속성 확보



다양한 요소항목별 기준 등록 기능 추가



계산식의 하드코딩 방식을 기준 등록 방식으로 젂홖하여 개발생산성 증대



사용자 별 시스템 접귺 권한 및 행 권한(관리범위) 자동 부여 기능 구현



발령기반 권한체계 수립으로 수작업 최소화 및 담당자 오류 방지



화면 및 Tab Page 별 권한 제어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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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및 Reference
국내 최고의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HR솔루션, 컨설팅 등 IT서비스 사업분야의 선두두자로서
고객의 가치창춗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양네트웍스는

일반 현황
회사명
회사 설립일
사업기간
대표자
사업영역

동양네트웍스의 강점


동양네트웍스㈜

- 동양, 효성, 코오롱그룹 통합 HR시스템 성공적 Open

1991년
1991년3월
3월30일
30일

- 동양그룹 HR 유지보수 수행 및 코오롱그룹 안정화 지원

1991년 3월 ~ 현재

(다양한 Industry에서 PeopleSoft HCM 기반 시스템 구축 경험)

김형겸



PeopleSoft HCM 분야 최고의 젂문인력 보유

솔루션, SI, ITO, 컨설팅



TY*HRPlus(PSFT Legal/Local Package) 보유



SPICE, CMMI Level 3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품질 및
기술인증 획득

{단위 : 명]

200

170

총 362명
150

100

50

47

25

50

특급 기술자

그룹 HR 통합 구축 관련 최다 경험 보유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회사 소개 및 Reference

주요 사례 (HR 관련)
• 그룹통합 HR PI 및 시스템 구축
• 그룹 HR시스템 유지보수

• 퇴직연금 관리 시스템 구축

• 그룹 통합 HR 시스템 구축
• 효성캐피탈 차세대 시스템 구축

• 사회보험징수통합시스템 구축
• HR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싞한은행 인사지원시스템 구축

• 지원 업무시스템 구축

• PeopleSoft HCM Migration 프로젝트

• 인사업무시스템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 PeopleSoft HCM 구축

• HR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그룹 One HR 시스템 구축

HR파트장
연락처

HR솔루션 영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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