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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SAP와공식적인Partnership



회사소개

(주)피에스앤씨 (PS&C corp.)
SAP HCM 및 SuccessFactors 기반의 인사/조직/급여/근태/평가/인재개발 등 HR 전체 영역에 대한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SAP Fiori 및 BTP 기반의 SAPUI5 개발을 통하여 Web 및 Mobile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회사명 (주)피에스앤씨 (PS&C corp.)

대표이사 김지훈

설립입 2017년 9월

대표전화 02.6218.0186

FAX 02.6499.022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15, 1103호 (무교동, 남강타워)

사원수 11명 (정규직 6명 + 계약직 5명)

주요서비스 SAP HCM 구축 Consulting 및 개발
SAP FIORI 구축 Consulting 및 개발
SAP HCM 유지보수
SuccessFactors 구축 및 유지보수
With HR Package 방식 구축



사업영역 SAP와공식적인Partnership
전문적인컨설팅및개발서비스



사업영역

Overview
SAP에서 제공하는 HR업무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의 인사업무에 대한 완벽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Success Factors

+

Web

Mobile

SAP GUI

On-premise Cloud User

With HR
Package On-premise

SAP HCM

+

+

+Fiori BTP (Cloud)

+



사업영역

With HR Package
With HR을 SAP HCM 기반의 Ready to Use 솔루션으로

최소환의 비용과 기간으로 Web과 Mobile 상 HR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Web

Mobile

SAP GUI

With HR Package + On-premise User

With HR
Package On-premise

SAP HCM

+

Fiori

+



사업영역

On-premise
고객의 특화된 인사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구축 업무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With HR Package와 Hybrid 형태로 구축을 진행합니다. 또한, Fiori 기반의 개발을 통하여 Web 및 Mobile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Web

Mobile

SAP GUI

On-premise User

On-premise

SAP HCM

+

Fiori



사업영역

Web

Mobile

SAP GUI

Cloud User

Success Factors

EC, PM/GM, Recruiting, Learning, 
Succession & Development

+

Success Factors
Success Factors 를 Cloud 기반의 SAAS 형태의 HR 솔루션으로 인사 전체 업무에 대하여 신속한 셋팅을 통하여 인사, 조직, 평가, 승계, 역량개발 등의 업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AAS의 특성 상 추가적인 기능 및 UI/UX 필요 시 SAP Cloud 개발 플랫폼인 BTP를 통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BTP



사업영역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기능 강화

Dashboard(오류데이터모니터링)예시준비

DQM (Data Quality Management)
데이터 표준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계 관점에서 검증 로직을 시스템화 하여 상시 데이터 품질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하여 분석/통계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 합니다.

코드 표준화
검증 로직 구현

및 Setting

HR Data 입력 품질 검증
(Batch)

Error Data 통보 Error Data 추출

Error Data
확인 및 수정

데이터 품질지표
상시 모니터링

오류데이터상세확인예시

※ 에러상세내역조회

실행

결과



사업영역

인사제도 및
직무역량 컨설팅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서 오랜 인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석·박사급 인력이 적정 비용과 기간으로 고객사 업무에 최적화되고,
바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인사제도와 직무역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실적 고객의인사업무에대한완벽한
지원을보장합니다.



주요실적_구축

㈜피에스앤씨는 2017년 설립이후로 국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SAP HCM 및 SuccessFactors 구축 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축프로젝트 기간 프로젝트내용 지역

KB국민은행 다면평가 모바일 구축 2022.09 ~ 2022.10 KB국민은행 SuccessFactors 다면평가 API 연동 모바일 시스템 구축 국내

두산테스나 기술직 근태관리 구축 2022.07 ~ 2022.10 두산테스나 기술직 근태 프로세스 구현 국내

LS예스코 계열 통합인사시스템 구축 2021.07 ~ 2022.08 LS예스코 계열 3사에 대한 SAP HCM 및 SuccessFactors 기반 통합인사시스템 구축 국내

롯데케미칼 신인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2020.08 ~ 2021.06
롯데케미칼 SAP HCM 고도화 (급여/근태/복리후생 중심)

SuccessFactors 평가, 인사/조직, 교육, 인재개발 영역 구축
국내

두산그룹 유럽/미국 법인 근태통합 프로젝트 2019.07 ~ 2020.10
유럽 21개 법인 SAP 근태시스템 통합 구축
미국 Bobcat 중심의 SAP 근태시스템 통합 구축 유럽 전역 미국

두산모트롤 중국법인 근태시스템 Roll-out 구축 2020.01 ~ 2020.04 국내 두산모트롤 SAP 근태시스템 기반 중국법인 Roll-out 구축 중국

슈피겐 SQ(미국법인) SAP HCM Roll-out 구축 2019.09 ~ 2020.02
슈피겐코리아 SAP HCM 기반 SQ(미국법인)Roll-out 구축
인사프로세스 전 범위 구축 미국(LA)

KCFT 주52시간 PC ON/OFF 연동 근태시스템 구축 2019.12 ~ 2020.02
KCFT 주52시간 대비 PC ON/OFF 연동 구축

SKC 자회사 합병에 따른 근태전자결재 연동 구축
국내

S-OIL SAP HCM 구축 2019.01 ~ 2020.01
S-OIL SAP HCM 기반 Core HR 중심 영역 구축
인사, 조직, 급여, 근태, 복리후생, 총무 등 국내



주요실적_구축

㈜피에스앤씨는 2017년 설립이후로 국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SAP HCM 및 SuccessFactors 구축 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축프로젝트 기간 프로젝트내용 지역

두산모트롤 SAP HCM 기반 기술직 근태시스템 구축 2019.03 ~ 2019.05
두산그룹 SAP HCM 기반의 사무직 근태시스템을 기반으로

두산모트롤의 기술직 근태프로세스 구현
국내

Bobcat Action Approval & Pension 시스템 구축 2018.12 ~ 2019.04
미국 Bobcat 의 발령품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두산그룹의 발령프로세스와 자동 연계. 
Pension Master 관리시스템 구축 미국

두산그룹 국내 PC ON/OFF 와 근태시스템 연계 구축 2018.12 ~ 2019.02
국내 28개 법인에 대한 사무직 근태시스템과 PC ON/OFF 솔루션을 연동 구축하여

검증오류 시 소명프로세스 구축
국내

KCFT SAP HCM & SuccessFactors 구축 2018.10 ~ 2019.03 KCFT SAP HCM 전영역 구축 및 SuccessFactors 기반의 PM/GM 평가프로세스 구축 국내

슈피겐코리아 SAP HCM 구축 2018.10 ~ 2019.08 슈피겐코리아 인사프로세스 전체에 대하여 SAP HCM 기반 구축 국내

두산그룹 국내법인 사무직근태시스템 통합구축 2018.05 ~ 2018.11 두산그룹 국내 28개 법인 사무직 대상 SAP HCM 기반 근태시스템 통합구축 국내

LS니꼬동제련 PC ON/OFF 연계 근태시스템 구축 2018.03 ~ 2018.04
LS니꼬동제련 대상 PC ON/OFF 솔루션과 연계하여

주52시간 대비 사무직 대상 SAP HCM 근태시스템 재구축
국내

LS니꼬동제련 SAP HCM & SuccessFactors 구축 2017.09 ~ 2018.02
LS니꼬동제련 SAP HCM & SuccessFactors 구축

인사 전영역에 대한 구축
국내



주요실적_운영

㈜피에스앤씨는 2017년 설립이후로 국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SAP HCM 및 SuccessFactors 구축 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유지보수 기간 프로젝트내용 지역

LS니꼬동제련 SAP HCM  & SuccessFactors  유지보수 2018.03 ~ 진행중 LS니꼬동제련 SAP HCM  & SuccessFactors  유지보수 국내

SK넥실리스 SAP HCM 및 SuccessFactors 유지보수 2019.05 ~ 진행중 SK넥실리스 SAP HCM 및 SuccessFactors 유지보수 국내

YG-1 SAP HCM 유지보수 2019.09 ~ 진행중 YG-1 SAP HCM 유지보수 국내

슈피겐 SAP HCM 유지보수 2019.09 ~ 진행중
슈피겐코리아 SAP HCM 유지보수

슈피겐 US SAP HCM 유지보수
국내/미국

두산그룹 국내/해외 SAP 기반 통합 근태시스템 유지보수 2020.04 ~ 진행중 국내 28개사 근태시스템 유지보수
유럽, 중국 근태시스템 유지보수 국내/해외

LS예스코 SAP HCM 및 SuccessFactors 유지보수 2022.06 ~ 진행중 LS예스코 3개사의 SAP HCM 및 SuccessFactors 유지보수 국내



Thank you

(주)피에스앤씨 (PS&C corp.)

www.psnc.co.kr

02.6218.0186. |  admin@psn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