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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위한 애자일 시스템, 
워크데이 True Cloud



This presentation may contain forward-looking statements for which there are risks, uncertainties, and assumptions. 

Forward-looking statements may include any statements regarding strategies or plans for future operations; any statements 

concerning new features, enhancements or upgrades to our existing applications or plans for future applications; any projections

of revenues, gross margins, earnings, or other financial items; and any statements of expectation or belief.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ly on currently available information and our current beliefs, expectations, and assumptions regarding the 

future of our business, future plans and strategies, projections, anticipated events and trends, the economy, and other future 

conditions. Because forward-looking statements relate to the future, they are subject to inherent uncertainties, risks,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and many of which are outside of our control. Our actual results and financial condition 

may differ materially from those indicated i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and therefore you should not rely on any 

forward-looking statements that we may make. Further information on risks that could affect Workday’s results is included in our

filings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which are available on the Workday investor relations webpage: 

www.workday.com/company/investor_relations.php

Workday assumes no obligation for, and does not intend to update, any forward-looking statements. Any unreleased services, 

features, functionality or enhancements referenced in any Workday document, roadmap, blog, our website, press release or 

public statement that are not currently available are subject to change at Workday’s discretion and may not be delivered as 

planned or at all.

Customers who purchase Workday services should make their purchase decisions based upon services, features, and functions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Safe Harbor Statement



문성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Workday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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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orkday

주요 서비스
HR, Finance, Analytics, Planning 등

9,000+
글로벌 200여 국가, 9,000개 이상기업, 6천만명 이상의
임직원이 사용

2005년 설립
캘리포니아, 13,400+ 재직

70%+ Fortune 50
50%+ Fortune 500

97%
고객 만족도

2021 Fortune’s Future 1위 선정
혁신적 미래 유망기업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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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전 과제

02 워크데이 True Cloud

03 기반 기술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

• 피벗 전략을 지원

• 변화를 위해
신속하게 프로세스를
조정

• IT 보안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

준비된 분석과 통찰력

• 인사, 재무 및 운영
정보에 대한
단편적인 통찰력

• 소비자의 구매 행동 변화 대응

• 중요 이벤트 대응 -원격근무
환경 지원, 리오프닝 지원

• 규제 준수 요구사항 대응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조직의 민첩성

빠른 응답

- 헤라클레이토스



애자일 시스템모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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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Cloud 환경으로 시작하는 애질리티



A True 
Cloud is…

안전한 보안

모든 고객을 동일
버전 업데이트

가용성과 성능

애자일 한
설계

참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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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과 성능

운영 센터 DR 센터

Application
Services

Workday 서비스

운영 Slave

스토리지 클러스터

운영 Master

TLS를 통한 실시간에 가까운 복제

백업
바이너리 로그
& 주 단위 백업

Code & 
Configuration

Workday 서비스

운영 Slave

운영 Slave

스토리지 클러스터

백업

Code & 
Configuration• 백업 및 재해복구

• RTO: 12 시간/ RPO: 1 시간
• 99.7%의 서비스 가용성을 SLA명기 –

2021년 까지 실제 가용성은 99.98%

• 연간 265 BN 트랜젝션 처리(2021)
• 요청의 50%이상 1초 이내 응답, 

2.5초 이상은 10% 이내 - 2021년
까지 실제 처리 성능은 1초 이내에
95.36%

• Object Data Model / In-Memory 
기술 / CDN 서비스

가용성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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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Secure

국제기준 인증
• ISO 27001,27017,27018,27701
• AICPA SOC 1, SOC 2
• SIG 1,482+
• CSA CAIQ 236+

100% 암호화

• 비밀번호 단방향
• 인터넷망 전송구간
• 데이터베이스
• 보조저장매체 저장

Audit 
Everything

• 기본탑재로 비활성화 불가
• 로그인 성공.실패, 접근권한

변경 이력등 보안관련
활동기록

• 접속기록 100%를 기록
• 비파괴 업데이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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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능과 기술로 모든 고객 업데이트

Feature 
Release

Feature 
Release

Weekly Timeline

6 months cadence

3월 9월

Standard Weekly
Downtime

Standard Weekly 
Downtime

5 weeks

Weekly Service 
Updates

P

Release Testing in 
Preview

P

Release Testing in 
Preview

5 weeks

Update 내용은
한글 자막과 한글
문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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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loud, One Community

Workday Confidential

고객이 브레인
스토밍 제출

제품 팀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투표

고객이
Workbench에서
우선순위 지정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커뮤니티 구성원이

투표

제품 타당성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출시 목표 설정

2022 
R2 

제품업데이트 또는

브레인스토밍 종료

전세계 유수의
대기업/혁신기업

가장 많은 참여자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집단 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 19만 + 사용자 활동
• 백오십만+ 매월방문

횟수
• 270+ 사용자그룹
• 3,000+ 월별

답변횟수

Q

A



Agility in Action
아키텍처



Different by Design

기존 시스템

01 INPUT 
NAME ‘JOHN’

02 INPUT 
TITLE 
‘MANAGER”

Data

Logic

Cloud 로 이전한 레거시 아키텍처

01 INPUT 
NAME 
‘JOHN’

01 INPUT 
NAME 
‘JOHN’

01 INPUT 
NAME 
‘JOHN’

Lessons

Sales Items

Location

Position

Skills

Contacts

Custom Field

Custom Field

Worker

Data + Logic
Workday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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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To-Do

Condition 
Rule

채용 시작
채용 담당자

채용 승인
매니저

채용 검토
매니저

계정 생성

보상승인
메니저

보상 시작
보상 파트너

주식 제공
채용 담당자

주식 제공Stock보상채용

시작 보상 파트너

승인 매니저

정정 보상 관리자

조회 CFO

취소 BP 관리자

시작 채용 담당자

승인 매니저

정정 보상 관리자

조회 CFO

취소 BP 관리자

시작 채용담당자

승인 매니저

리뷰 매니저

정정 HR 관리자

발령 BP 관리자

P-00679
영업 전무

Steve Morgan
대표이사

Joy Banks
수석 부사장

Yumiko Sato
마케팅 부사장

Joey Kowalski
영업 부사장

Joyce Sandoval
부사장 비서

Nobu Matsuda
사업부장

Steve Morgan
대표이사

채용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보안 정책

조직도
주식제공

승인
주식 관리자

주식제공
요청

채용 담당자

문서생성

리포트 발송

Jake Lee
부사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Built for the Business



Delivering Insights
리포팅 및 분석



Workday 리포팅 및 분석 솔루션

기본 레포팅 및 시각화

디스커버리보드Report Writer Prism 분석

외부 데이터 증강 분석

피플애널리틱스

Workday 데이터 기반

오브젝트데이
터모델

단일 보안모델 단일 UX/UI 대시보드 제공90+PRE-BUILT 
레포트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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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 Analytics: a Cor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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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in Action
머신러닝 및 확장성





워크데이
사용자

Machine Learning at the Core

Workday’s Machine 
Learning Development 
Environment (MLDE)

모델 트래이닝 및
배포

Customer TenantsCustomer Tenants고객사 테넌트

Persistence Service (고객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Documents 분석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제공

• 모델 학습 및 배포

• 머신러닝 예측

IS (Innovation Service) 
Data



Workday Integration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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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day Enterprise Cloud

Workday Applications

Public Web Service APIs Custom APIs

Workday Integration Cloud 

Integration Cloud Platform

Integration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Cloud 
어플리케이션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

복리후생 급여 LDAP/AD

https://community.workday.com/sites/default/files/file-hosting/productionapi/index.html


Workday Solution for Integrations

Integration 전문가가
정교한 통합을 개발, 구현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Unified Eclipse 기반 환경

Packaged Connectors
Configurable 
Connectors

Enterprise Interface
Builder (EIB)

Workday Studio

3rd-party 어플리케이션과
End-to-end 통합을 할 수
있는 커넥터 전체 세트를

제공

사전 정의된 Integration 템
플릿으로 3rd-party 엔드포
인트와 통합시에 Workday
경험을 활용하여 Connector 
제작

비즈니스 사용자와 IT 
사용자가 코드가 필요 없이
데이터 Import/export 
통합을 그래픽한 UI에서
정의하고 활용

Reports-as-a-Service (RaaS)REST APIs Web Services APIs

SchedulingAuditing Monitoring Notifications

Workday Confidential



Extend in the ‘Righ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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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SaaS와 동일한 DB

데이터는 워크데이 내부에 저장되며
워크데이의 레포트나 대시보드로 볼
수 있음

SaaS와 동일한 보안모델

개발한 앱에서 입력된 데이터도
워크데이의 보안프레임워크를 준수

SaaS와 동일한 UX

기존 워크데이앱과 함께 실행
워크데이 모바일앱에서 실행



Having the ability to leverage the security and privacy controls within Workday’s trusted 
enterprise management cloud enables us to confidently spin up new apps to meet our 

unique needs and drive more value from our Workday investment.

- Krishna Gundihithlu, 매니저, HR 어플리케이션 사업부, Netflix, Inc



워크데이 True Cloud

Business 
Strategy
워크데이
아키텍처

처리 규모

안전한 보안

트랜잭션 처리 성능 싱글 버전

지속적인 혁신 제공

가용성

모든 고객이 최신 기능과
기술기반의 동일 버전 을

사용

99.7%의 서비스 가용성을
SLA명기 – 2021년 까지 실제

가용성은 99.98%

정기 업데이트로 1,00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 제공

(2021)

요청의 50%이상 1초 이내 응답, 
2.5초 이상은 10% 이내 -
2021년 까지 실제 처리 성능은
1초 이내에 95.36%

연간 265 BN 트랜젝션 처리
(2021)

글로벌 보안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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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