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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장의 둔화

Workday Confidential

세계은행의글로벌성장전망예측 (% YoY) 글로벌성장둔화의원인

• 코로나로인한지속적인혼란과우크라이나분쟁이
에너지및원자재가격에영향을미쳐높은
인플레이션이지속적인위험요소로작용

• 지속적인높은인플레이션은통화정책의급격한
긴축과차입비용급증으로이어져경제활동의
둔화를초래

“지속적인평균이상의인플레이션과평균이하의성장이
예상되고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높은인플레이션,

낮은성장)의위험수준이상당합니다.” 

– David Malpass, 세계은행그룹총재



경기침체의시기를예측하는것은전문가에게도어려움

Workday Confidential Source: Fortune, Investopedia, PBS, Fivethirtyeight

• 경제상황은너무복잡하고
심리학과얽혀있어정확한
예측이어려움

• 지금까지경제전문가들은
자신들의평판때문에경기침체에
대한예측을잘하지않음

• 하지만, 2008년경기침체를
예측하지못한이후, 전문가들은
다음경기침체를더빈번하게
예측하는경향이커짐



정적 계획 vs 지능형 계획

Workday Confidential

전통적인계획:과거를분석하는정적계획 지능형계획:미래지향적이고유연한계획

전통적인계획방법은기술이나프로세스혁신이
일어나기전에시작하여수십년동안발전이없음

급변하는비지니스경쟁환경에유연하게대처하기
위해만들어진지능형계획

제한적이고복잡하며백미러에초점을맞춤.과거
결과를미래예상실적의기초로사용함

지속적이고미래지향적이며변화하는상황에따라
전략적우선순위를지속적으로변경할수있어야함

일반적으로 1년에한번또는두번진행되며중요
이벤트가발생한후뒤늦게반영을하게됨

지능형계획의세가지주요요소:
전사적,지속적,클라우드기반



Workday 지능형 계획의 대처방법

Workday Confidential

각 기업상황에 맞는 베스트 사례를 계획하여 불확실한 시기를 준비, 대응, 복구 및 성공을 지원합니다

경기침체계획 생산성향상 대차대조표관리 운영비용절감

유연하고쉽게 What-if
시나리오를모델링하여여러
각도에서예측을실시간으로

가능하게함

수동프로세스에서자동화및
단순클릭으로세부데이터
확인을통해기획/재무및

비지니스사용자의효율성을
개선함

드라이버기반시나리오
모델링을통한유동성관리, 
계획에영향을주는요소들
및자본계획의변경으로

현금흐름예측을
다이나믹하게업데이트

경비감소,급여삭감,보너스,
및직원복지감축등다양한
시나리오를모델링하여
실시간영향을확인

경기침체종식이후를계획 올바른역량에투자 디지털활용 사람에게집중

중요요인기반수익및판매
계획으로장기전략적예측을
생성하여투자계획, M&A및
기타전략적의사결정함

기업의성장,조직재구성및
미래사용사례에따라
유연하게반영할수있는

최신클라우드기반플랫폼에
투자

보고및분석을자동화하여
재무제표의실시간업데이트,
일괄처리없음,데이터에
대한통찰력을더빠르게

확인하여최적의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인원수모델링및인력용량
계획을통해감소,신규고용,
비정규직및다양한인력
배치계획을보다정확하게

예측할수있습니다.

방어전략

공격전략

Adaptive Planning 
Enablers

Adaptive Planning 
Enablers

Source: APQC

1. Harvard Business Review, “How to Survive a Recession, and Thrive Afterward” 
2. Bain & Company, “Think Cutting G&A Costs in the Next Recession Will Be Easy? Think Again”



Workday Helps You Plan for a Changing World

지속적 계획

적시에 유의미한 정보 검증된 성능 및 확장성

전사적 계획

부서별 협업 강화로
통합되고 협의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최신 기술을 통해
기업의 비지니스 확장에

따라 검증된 성능을
보장하며 확장이

가능합니다.

민첩한 계획과 유연한
모델링을 통해 재무 계획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분석,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및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Business Strategy워크데이
엔터프라이즈 계획

쉬운 사용 |  분석 탑재 |  유연성 | 빠른 가치 창출 | 확장성 & 성능



지속적 계획

유연한 모델링

빠른 의사결정

애자일한 계획

통합된 계획 및 보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전사적 계획

영업계획재무계획 인력계획 프로젝트
계획

수요계획

Corporate Plan



적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재무 & 운영 데이터

•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소스

• 셀프 서비스 분석

•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검증된 성능 및 확장성

Workday
Adaptive Planning

Scalable

Flexible

Secure

Open

Control

Intelligen
t

대기업 고객의 평균 사용자 수

6,000+

900+

워크데이 계획 솔루션 고객

고유 시스템 연결 고객300+

다양한 차원의 분석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500+



Workday Adaptive Planning 기업 고객

Workday ConfidentialWorkday Confidential



Planning for a Changing World™

장 호 연
Adaptive Planning AE

hoyun.jang@workday.com
010-4893-7027

mailto:hoyun.jang@work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