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Group은 자사의 인재 시스템의 글로벌 통합을 위하여 

Oracle의 Talent Management Cloud 서비스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미국 내 모든 BMW Group 계열사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개 요

BMW는 자사의 인재 관리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인재 관리 솔루션을 단일 플랫폼화함으로써 글로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 국에 위치한 지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의 수용, 그리고 기존 HR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유연성이 BMW 

Group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Customer Overview 
•  BMW와 MINI 그리고 Rolls-Royce의 세 가지 브랜드를 보유한 BMW Group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자동차/모터사이클 회사 중 하나로, 13개 국에 24곳의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140개 국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   FY 2014에 BMW Group은, 약 211만 대의 자동차와 122만 대의 모터사이클을 판매하여, 841

억 유로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MW Group에는 약 116,000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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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세스 확립과 시스템 구축

•  모든 구인 활동 및 KPI들에 관한 개괄 파악

•  공석 관리를 위한 공용 데이터베이스 확보

•  모든 미국 내 계열사에 대한 단일 채용 시스템 및 

프로세스

비즈니스
요구사항

•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세스의 단일화 성공

•  모든 인재 관련 프로세스들의 통합 리포팅 실현

•  Social Sourching을 통한 인재 채용 비용 절감

•  사내 소셜 네트워크의 도입을 통한 조직 내 임직원 간 

소통 역량 강화

도입 효과

•  Talent Management Cloud를 활용한 ‘Global Blueprint’의 Setup과 Roll-out을 주도

•  콘텐츠 개발과 추가 언어 적용, 그리고 지역별 경력 웹 사이트 개발에 초점을 맞춘 Roll-out

•  Oracle은 Talent Management Cloud를 통해 각 국별 채용 전문 지식 전달, 디자인, 프로세스, 설정, 테스트 및 구축 등 업무 전반을 지원

•  Oracle의 Scope와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한 Project Management

Services Delivered by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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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Talent Management Cloud

채용 및 온보딩

경력개발

승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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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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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예측

인사통계

인재관리 예측/분석



Intel Corporation은 약 110,000명에 달하는 전 세계 임직원들을 위하여 

Oracle이 제공하는 Global Human Resources Cloud와 

Talent Management Cloud 서비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개 요

Intel Corporation은 특정 인사 프로세스의 수용을 위해 수백 번 이상을 커스터마이징하여 노후된 HR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낮추기 위하여 Intel은 HR과 인재 관리 부문의 Best Practice를 반영한 

새로운 솔루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Customer Overview 
•  Intel Corporation은 거의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이는 x86 계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칩 생산 업체 중 하나입니다.

•  2014년 기준으로 Intel Corporation에는 약 106,700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Legacy HR Infrastructure의 대체

• 단일 플랫폼의 인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시스템 단순화

• 유지보수 비용 및 인원 절감

• 최신 인사 트렌드의 반영

비즈니스
요구사항

•  Total Cost of Ownership(TCO) 절감

•  임직원의 Self-Service를 통한 현대적 인사 프로세스 실현

•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입 효과

채용 및 
온보딩인사관리

경력개발휴가관리

승계계획근태관리

인재검토
인력모델링

인재예측

보상관리

인사통계
인사통계

평가관리조직관리

목표관리급여관리

교육관리복리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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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Global HR Cloud / Talent Management Cloud 적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