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M 클라우드 서비스 :

최상의 인적자원 확보・육성・보상에 

탁월한 서비스

<출처: HR Insight 2015년 9월호>



대부분의 기업이 인식하고 있듯이 인적자원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

업 계획·전략은 직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혁신적인 접근을 해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

면지금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해야 할까?

HR분야는 기존에 단순한 인사업무의 효율적 처리에서 인재확보 및 육성, 인적자원 라이프사이클의 관리 

등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의 소셜·모바일·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라클은 Oracle HCM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이 새로운 HR 트렌드를 수용하면서 성과향상을 

위한 필요한 최적의 인적자원을 확보·육성·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최적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Oracle HCM 클라우드 서비스는 채용 및 인재개발에서 예측 및 보상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적자원관리 라

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특정 분야에만 강화된 솔루션이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의 채

용~퇴직까지의 라이프 사이클과 각 영역별 분석 및 예측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또한 글로벌화에 따른 각 국가별 법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글로벌 인사 시스템을 손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Workforce
Modeling Talent Review Workforce

Predictions
Workforce

Compensation
HCM Business

Intelligence Work Life

Recruiting &
On-Boarding

Goal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Succession
Planning

Development
Planning Learning

Human
Resources Global Payroll Workforce

Directory Time & Labor Absence
Management Benefit

Globalizations and Statutory Localizations

Social Mobile Integration Analytics Secure

<Oracle HCM Cloud Service 구성>

Web
Mobile

Social
Job Boards Employee 

Networks Candidate 
Portal Help 

Desk
Contractors 



Oracle HCM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

Oracle HCM Cloud Service의 특징적인 기능은 모던 HR(Modern HR)에서 추구하는 Talent Centric, 

Social, Insightful, Mobile, Global, Work Life로 요약된다.

어떤 인재가 우리 회 사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이고,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을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인재검토, 경력개발계획, 승계

계획 등을 통한 인재관리 중심의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어떤 인재가 우리 회사에 

적합하고, 어떤 인재를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 인재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채용과 교육에까지 연결하여 관리하게 된다.

클라우드 내 공통적인 소셜 기능을 통해, 직원간의 정보교환, 학습, 회의 등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 목표수립시 커뮤니케이션, 수시평가, 피드백 등에도 연결되어 

평가 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900개 이상의 제공되는 KPI, 역할별 대시보드, PWC Saratoga 연구소에서 검증된 예측 분석 

및 what-if모델링, HR성과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기능과 프로세

스를 통해서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의 

가시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오라클 HCM Cloud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UX를 제공하며, 교육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X를 제공한다. 또한 역할별 권한관리를 통해 애플리케

이션에 접속하게 되므로, 어디서나 쉽게 리포트나 분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주요 업무를 

이동 중에 수행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기업에서도 지원자나 직원들의 행동 변화에 맞춰 모바일을 이용한 입사지원이

나 온라인 교육 과정 수강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라클 HCM Cloud Service를 이용해 이런 환경을 즉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

직원간의 콘테스트, 게임의 메커니즘을 사용해 직원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

능,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규제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새로

운 개념의 기능성을 제공한다. Work Life의 목적은 일과 삶의 중요한 이슈관리를 통해, 직원

과 회사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결국 직원의 참여・에너지・창의성・생산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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