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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더하는 
HR의 기준

INHR+로 
올바른 성과를 향한 
새로운 HR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ALL THAT
PERFORMANCE 

기업별 맞춤화가 가능한,
성과와 피드백, 소통이 연결되는,

성장 DATA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유일한 솔루션, INHR+





Accelerate the Growth
기업의 채용부터 육성까지
대한민국 HR 분야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자인원은 사물과 사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상의 행복을 돕는 기업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를 기반

으로 사람 중심의 경영분야 HR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HR 솔루션은 대한민국 기업의 인재 채용 혁신을 선도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과, 성장하는 조직으로 향하는 여정을 안내합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 평가를 운영하는 사람마저 각기 다른 입장과 상황

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된 inHR. 더 나아가 구성원과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INHR+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목표 수립 단계에서 진행˙점검 

과정을 구성원들이 자율˙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 과정에서 리더와 구성원, 

동료 간에 긍정적인 소통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INHR+는 평가의 다양성과 

유연함은 그대로, 한 층 더 스마트해진 성과 관리로 공정함과 소통을 더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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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310명 중 88%가
자사의 성과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Source : HR Insight  |  2021년 10월  |  총 310명의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중복투표 가능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니오
| 네 12% / 아니오 88% | 

88%

자사의 성과 관리,
잘 이뤄지고 있나요?

310명의 인사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자들의 코칭과 피드백이 부족함

성과와 보상이 잘 연동되지 않음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강약점을 지원하는 교육의 부재

목표와 성과달성까지의 연동이 잘 이뤄지지 않음

단발적 성과평가에 그치는 성과 관리

일방적 성과 평가로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다

기타

81%

47%

42%

41%

41%

35%

15%



ACCELERATE THE GROWTH 9INHR+ CATALOGUE 

대부분의 기업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왜 성과관리 방식의
변화를 추진했을까요? 

변화의 주된 원인을 물었습니다.

Source : HR Insight  |  2021년 10월  |  총 310명의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중복투표 가능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성과 관리는

성과 관리 과정에서 코칭과 피드백을 중시하는 방향

양이 아닌 목표와 핵심 결과 중심의 평가

상시 성과 관리로의 변화

기존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면평가 도입

성과에 연동한 확실한 보상 강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변화

62%

31%

30%

27%

25%

23%

21%

합리적 성과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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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HR 트렌드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HR 담당자와 구성원들은 성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HR 트렌드와 성장에 대한 고민

성과관리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적용하기 어렵고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기에는 부담돼요.

전사 조직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돼요.

회사에서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을 지 걱정돼요.

구성원의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바로 알기 어려워요.

업무에 대한 소통 기록이 흩어져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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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성장할 때 기업도 성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인재의 성장을 위해선 올바른 성과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기부여

자발적 몰입주기적 소통

공정한
평가와 인정

코칭과 피드백

올바른 성과관리란?
과거의 인사평가와 성과관리가 보상을 결정하는 수단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기업과 임직원, 사업이 다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그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일을 잘 했는가?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냈는가?’ 를 파악하여
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몰입을 유도하여 성과향상을 추구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주기적인 소통과 피드백’ ‘공정한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HR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인재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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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R+는 사람 중심경영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질과 올바른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Neuroscience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내 최초 AI 채용 솔루션 출시 기업

건설 시뮬레이션 S/W 글로벌 1위 
마이다스아이티의 기술력

HR Expertise

Technology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기본 속성과 
신경학적 특성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했습니다.

Neuroscience

‘사람’에 대한 고민으로 국내 최초 AI 채용 솔루션을 출시했고, 
‘성장’에 대한 고민으로 인사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개인과 조직의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HR Expertise

건설 시뮬레이션 S/W 글로벌 1위를 달성한 IT 기술력으로 HR 분석 모델을 정립했습니다.
사람, 조직, 성과 정보를 통합하여 HR 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Technology

INHR+는 사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로
올바른 성장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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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더하는 HR의 기준, INHR+ 

HR 트렌드 올바른 성과

INHR+로 올바른 성과가 창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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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과관리 기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건강한 소통과 히스토리까지 인재성장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담았습니다.

올바른 성과를 위한 모든 것을 더하다

동기 부여의 핵심

상시소통 기능

자발적 몰입을 유도하는

성과관리 기능
공정한 평가의 기초

Data - Based

MBO/ KPI 기반 성과 관리       •

성과 리뷰        •

(KPI Rollup) 성과 롤업        •

성과 현황 리포트/대시보드       •

•       인재 프로파일

•       1 on 1 미팅

•       다양한 평가 템플릿과 평가자 매칭

•       평가자 성향 분석 (Calibration)

•       구성원 역량 진단

•       리더십 진단

•       성과 -  역량 분석 Data Views



ACCELERATE THE GROWTH 15INHR+ CATALOGUE 

INHR+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기업과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을 더했습니다.

성과와 소통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과 대시보드와

진단 리포트를 통해

조직원의 성장을 코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눈에

성과 체크인 기능으로

구성원의 성과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투명한 피드백을 통해

건강한 소통문화를 창출합니다.

성과와 피드백

OKR, KPI 동시/개별 적용은 물론,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성과관리 제도를

누구나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맞춤화



ACCELERATE THE GROWTH 16INHR+ CATALOGUE 

인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구성원, 리더, 경영진 모두 
올바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과관리

소통으로 이어지는 신뢰 기반 프로세스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구성원

평가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인사담당자

역량 진단 가이드를 통해 인사 평가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켜요

리더

조직 전체의 성과를 한 눈에 들여다 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확인해요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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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발맞추는 HR 담당자들은 이미
INHR⁺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인사 담당자의 선택

상시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인사평가 근거자료로의 연동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     손미영 팀장

구성원 내에 상시 성과관리와 피드백 문화가 
상당 부분 자리잡았습니다. 

|     양민호 과장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혁신이 필요했고 INHR+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     진홍경 인사파트장

INHR+는 회사가 새롭게
설계한 HR제도와 기획 내용을
큰 어려움 없이 모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     박민철 선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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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단위 스타트업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까지 도입한,
500여 고객사가 이미 입증한 성과 경영 솔루션 INHR+

500여 고객사 검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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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R+로 성과를 높이고 인재를 성장 시킵니다.

INHR+ 솔루션 소개

뇌신경 과학 기반의 역량 진단 템플릿과 HR 전문가 가이드를 통해 

모든 구성원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세요.

모든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목표를 공유하면서 조직이 활성화 됩니다.

팀을 하나로 묶고, 성장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달성해 나가요.

구성원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성과 경영 모듈

인사 평가 모듈
2023년 5월 출시 예정





데이터 분석이 HR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인사담당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체할 것이다.
Nadeem khan  |  People Analytics 저자

성과 경영 모듈수시로 코칭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의 상시 성과 관리가 이뤄집니다



페이지 기능

우리 회사와 꼭 맞는
맞춤형 템플릿

유연한 제도 템플릿을 활용하여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성과 관리를 시작하세요

회사의 문화를 담은 우리 회사의 용어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 성과 제도 설계 템플릿

• 캠페인 생성 튜토리얼

• 가중치, 난이도, 성과 롤업, 템플릿 설정

• 리뷰 설정(정기, 수시)

우리 회사의 제도와 목적에 꼭 맞는 성과 관리 제도를

간편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없는 기업도

500여 개 기업의 체계 분석이 반영된 프리셋을 활용하여

최적의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립니다.

제도 설계 템플릿

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설정을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생성 튜토리얼



페이지 기능

KPI, OKR 등 어떠한 목표관리도
유연하게 적용

• 조직 또는 개인 별 목표 관리(목표, 핵심 결과)

• 사용자 맞춤형 빠른 필터 기능

• 성과 체크인 및 코멘트 작성 기능

• 다양한 뷰 모드 전환

• 실시간 성과 현황 모니터링

조직 전체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OKR과 KPI를 모두 담은 솔루션 INHR+

시시각각 바뀌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상시로 소통하며 목표를 Agile하게 조정하고 정렬할 수 있어요

케스케이드, 맵 등 다양한 뷰 모드를 제공하여

한눈에 목표를 연결하고 추적/관리할 수 있어요.

목표, 성과를 선명하게 시각화

목표를 수립하고 변경하는 리더와 팔로워의 소통 과정을 

INHR+에서 관리 할 수 있어요. 팔로워는 리더에게 목표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유를 공유하고 리더는 승인하는 

합의 과정이 관리됩니다.

소통 중심의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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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현황을 한 눈에
성과 대시보드

개별 구성원부터 조직, 전사 차원까지 성과 대시보드 메뉴를 통해 
목표와 성과에 대한 상태와 추이를 쉽게 확인합니다

전사 차원의 Roll-up 된 성과의 구성비율을 한 눈에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며
목표 별로 Drill-Down / Drill-Up 탐색을 화면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져요

성과 대시보드의 조직별 현황 보기를 통해 조직의 어떤 

목표가 잘 진행이 되고, 문제가 있는지 색상으로 쉽게 

확인하고, 조직 간 탐색과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직별 현황 탐색

연결된 목표 간 상/하위 성과를 전사차원에서 자유롭게 

Roll-up 할 수 있으며, 

그 구성비율을 그래프로 한 눈에 확인하고, Align된 

목표 간의 Drill-Down/up 탐색이 가능 합니다.

성과 롤업(KPI rollup)

• 직관적 신호등 표시로 조직 성과 현황 탐색

• 성과 롤업 과제의 구성 비율 그래프 확인

• 선택한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달성률

    추이 및 과제 상태를 한눈에 확인



페이지 기능

우리 회사 인재 정보를 
한 곳에, 인재 프로파일

‘우리팀에 새로 합류한 김대리의 지난 성과를 보고 싶다면?’

인재 정보, 성과 정보, 리뷰, 역량 진단, 리더십 진단 등

구성원의 정보를 인재 프로파일에서 볼 수 있어요

• 개인정보, 경력 및 발령 정보 등

   기본 인사정보 조회

• 임직원의 성과 정보, 소통 정보 조회

• 프로파일 출력 기능

목표 달성 과정에서 동료와 리더에게 받은 성과와

성장 피드백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통 정보

구성원의 목표 및 성과 달성 현황과 주기 별로 점검받은

리뷰 추이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과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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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정기 리뷰

• 핵심결과 연동을 통한 성과 리뷰, 피드백 기능

• 객관식, 주관식 리뷰 문항 설정을 통한 성장 리뷰 기능

• 리뷰자 지정, 가중치 설정 기능

상시 성과 관리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과와 성장을 확인하고 코칭해요 

정기적인 성과 리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진단센터에서 인사 평가 시에 연동됩니다

구성원의 핵심 결과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리뷰합니다. 

성과에 대한 회고 질문을 통해 구성원은 본인의 성과를 

회고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리더는 구성원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코칭과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과 리뷰

구성원의 성장 상태나 몰입감, 컨디션에 대해

주기적으로 리뷰합니다.

성장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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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도모하는
정기 리뷰 리포트

주기 별 리뷰 결과가 조직별로 어떻게 다른지 한 눈에 확인하고 

개인별 리포트를 통해 코칭과 피드백을 위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①

정기적으로 개인 별 코칭과 피드백을 위한

인사이트를 확인하며 육성자료로 활용

리뷰 리포트

• 본인의 성과와 성장 상태 및 회고 정보 조회

• 부서장이 점검한 부서원의 성과와 성장 상태 및

  코칭/피드백 정보 조회

• 전사 조직의 성과/성장 리뷰에 대한 종합점수 조회



페이지 기능

점검 주기의 제약이 없는
수시 리뷰

• 리뷰 문항 템플릿 지원 (셀프, 동료, 상향, 하향)

• 업무 담당자가 점검 받을 리뷰자를 직접 지정

• 리뷰 요청 시 리뷰자에게 알림 발송

• 받은 리뷰 내역(히스토리) 조회

프로젝트 과정 중 성과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종료될 때 

즉시 성과 리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과제 담당자가 리뷰받고 싶은 대상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리더, 관리자도 지정 가능)

리뷰자 지정

담당자가 리뷰 요청 시 리뷰자들에게 즉시 알림이 발송되

고, 수시로 성과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수시 리뷰

문항 템플릿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항을 

간편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리뷰 문항 템플릿



페이지 기능

건강한 소통의 시작
1:1 미팅

목표와 성과에 대한 모든 순간의 피드백, 

성장과 코칭을 위한 목표와 1:1 미팅, 

일상의 모든 성과 피드백이 INHR+로 통합됩니다

• 1:1 미팅 알림과 스케줄 관리 기능

• 1:1 미팅 상호작용 체크 기능

• 1:1 미팅 피드백 입력 기능

정기적, 규칙적으로 1:1 미팅을 진행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중심의 미팅을 통해 의견에 대한 ‘동의’를 넘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INHR+가 제공하는 프리셋 질문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1:1 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통 중심의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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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경영 모듈
핵심 기능 정리

캠페인
• MBO/OKR 타입 설정

• 프리셋(제도 추천) 제공

• 템플릿 커스터마이징

• 성과 롤업

리뷰
• 정기/수시 리뷰 

• 성과/성장 리뷰

• 템플릿 커스터마이징 

• 정기리뷰 리포트 

• 결과 엑셀 다운로드

• 피드백

활동 피드백
• 활동피드 

• 멘션 기능

• 실시간 푸시 알림

• 알림 메일

• 댓글과 좋아요 

• 오늘의 미팅 추천

인재 프로파일
• 요약 정보

• 인재 정보

• 성과 히스토리 

• 검색 필터 

• 출력 기능

• 일괄 업로드

목표
• 정량/정성 목표 

• 목표 연결

• 엑셀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 가중치 /난이도 설정

• 성과체크인

• KR 사전

• 목표 승인 

1:1 미팅
• 아젠다 설정

• 공개 노트

• 비공개 노트

• 미팅 피드백

성과 대시보드
• 조직별 대시보드

• 개인별 대시보드

• View 타입 제공 (카드/리스트)

• 목표현황 요약보드 

관리자
• 주요 기능 바로가기

• 인사운영 관리

• 그룹별 권한 제공

• 출력 기능 



데이터는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조직이 투명해져야 한다. 어떤 데이터든 공유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Vala Afshar  |  CDE(Chief Digital Evangelist) of Salesforce 

인사 평가 모듈상시 성과관리와 정기 인사 평가가 연결하여
인사 평가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2023년 5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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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경영 모듈 인사 평가 모듈

• 전사의 비전, 부서의 목표, 구성원의 일상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세요.

• 모든 구성원이 전사가 공유하는 가치에 몰입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이끄세요.

• 인사 평가의 대상과 방법, 척도, 단계, 지표 모두를 아울러 시스템의 제약 없이  

 원하는 평가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성과경영 모듈에 상시 수집되는 데이터가 진단센터 모듈과 연동됩니다.

• 구성원의 역량과 몰입을 빠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

연간 전략목표 1

분기별 목표 1

연간 전략목표 2

분기별 목표 2 분기별 목표 3

상시 성과 관리 누적 데이터가 인사평가로 연동되고 
경영 목표와 성과 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평가방법

본인, 다면
업적, 역량
상대, 절대
정기, 수시

업적
가치관
직무

리더십
팔로워십

합산/평균/개별
상향/하향
재무/고객

프로세스 개선
성장/육성

행동지표법
대조표법

점수부여법
등급부여법

정량척도 설정
배분률 설정
정성 설정

가중치 설정

조직별
직무별
직군별
직책별
직위별
경력별

평가역량 평가지표 평가척도 평가단계

성과관리와 인사평가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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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별 실행기간과 진행률, 가중치 리뷰 결과가 자동 연동됩니다. 
구성원은 목표 별 최종 성과와 코멘트를 작성하고
평가자는 명확한 지표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과제 생성 성과 기입

성과 점검 점수 • 등급 코멘트 • 피드백

성과 평가

성과 경영 모듈 인사 평가 모듈
중간점검과 피드백을 통한 목표달성 지원 중간점검과 피드백을 통한 목표달성 지원

주기적인 목표 조정

성과 점검

점수 • 등급

코멘트 • 피드백

Date & 시스템 연동1월 1월3, 6, 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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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성과 목표와 직무 특성에 맞는 역량평가 항목과 평가 척도를 지정하세요.
728개 직무, 928개 역량사전을 지원합니다. 
타당성 높은 역량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성과역량을 향상시키세요.

조직 맞춤형 역량평가

재무 • 회계

연구 • 개발

홍보 마케팅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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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다면평가
역량은 사람에 따라 행동 중심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면평가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 기반의 지속적인 다면평가를 통해 
역량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피드백하세요.



페이지 기능

2023년 5월 출시 예정

평가제도가 변경되어도 즉각적인 평가 단계 수정이 가능합니다자유로운
평가단계 설정

• 단계별 평가항목 설정

• 360도 다면평가 가능 (본인 / 수평 / 하향)

• 수평평가자 배정 (인사담당자 / 부서장 / 랜덤)

• 평가제도가 바뀌어도 즉시 변경 가능

업적 평가 작성 항목을 기업별 관리 양식에 맞는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평가 템플릿 관리

번거롭기만 했던 평가 결과 Calibration, 
INHR⁺에서는 평균/표준 편차 기반 조정, 자동 조정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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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역량항목 설정 직무 및 역량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최적의 역량사전을 설계하세요

평가하는 분야의 직무에 따라 자유롭게 

직무체계를 구성하고 적용하세요.

직무분류체계 설계

역량종류, 역량정의, 평가척도, 평가유형 등

평가에 필요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합니다.

직무분류체계 설계

2023년 5월 출시 예정

• 직무 특성에 맞는 항목/척도 설정

• 78개 직무, 928개 역량사전 Pool

• 직무분류체계 설계

• 리커트 척도, 행동지표법 등 척도 커스터마이징

• 주관식 문항 설정, 평가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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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현재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INHR+의 역량 진단 기능과 분석 리포트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를 파악하고, 인재를 개발해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설정이 가능하고 
예외적인 평가 대상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피평가자 그룹 설계 

2023년 5월 출시 예정

조직 맞춤별
평가그룹 설정

• 직무, 직책 등 조직 특성을 고려한 피평가자 그룹핑

• 그룹 별 평가유형 설정 (성과평가, 역량평가)

• 그룹 별 역량항목 설정

• 그룹 별 평가단계 및 가중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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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단계에 대한 가중치 설정을 통해 간편하게 점수를 도출할 수 있어요

사전 제한옵션 설정을 통해 평가 종료 후 보완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평가대상자 별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과
평가항목 별 평가단계 가중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세 가중치 설정

• 직위에 따른 설정

• 직위 체계 통합관리

• 상세 가중치 설정으로 평가체계 정밀화

• 등급 별 배분율 적용 (평가결과 제출 제한) 

• 평균 / 편차 제한 (범위설정, 최대, 최소) 

2023년 5월 출시 예정

고도화된
가중치 및 제한옵션 설정

평균/편차 제한 및 등급 배분율 제한을 통해 
예측 가능한 평가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상대평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차수 별 제한옵션 설정



페이지 기능

단계 별 알림 메일 발송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평가기간 내 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사일정 알림, 단계별 시작 알림, 평가 미완료 시 

알림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일정 별 알림 메일 발송

메일 내용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맵핑 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발송이 가능합니다. 

맵핑 항목 기능 제공

• 전사 일정 안내

• 단계별 평가 시작 안내

• 미평가자 일괄 조회

• 미평가자 자동 메일 송부 

2023년 5월 출시 예정

평가 일정 별
자동 알림 메일 발송



페이지 기능

관리자는 평가 전체 진행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평가자는 사전 설정된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올바른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요.

관리자는 평가 단계별 진행현황을 대시보드로 

확인하고 미완료 대상에게 알림 메일을 발송합니다.

실시간 진행현황 확인

평과 결과와 점수 분포가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되며 

평가 기준에 맞는 점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진행 현황 대시보드

• 평가 단계 별 진행현황 체크

• 미완료 대상 알림 메일

• 평가현황 엑셀 다운로드

• 평가결과/점수분포 인포그래픽 형태 제공

• 평가 제한기준 확인 및 조정

2023년 5월 출시 예정

평가 진행현황
모니터링



페이지 기능

상세한 평가결과표 제공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2023년 5월 출시 예정

인사평가
종합 결과표

최종 평가 등급 및 점수 뿐만 아니라 
평가 코멘트 및 평가 항목 별 세부 점수 노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결과 공개범위 설정

•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 코멘트 노출

• 평가결과 공개범위 커스터마이징

• 평가 등급 즉시 조정

• 최종 등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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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핵심 기능 정리

평가 방법
• 평가준비

• 본인평가

• 수평평가 (상향, 동료)

• 하향평가 (최대 8차)

• 면담 (최대 3차)

• 절대/상대평가

• 정기/수시평가

역량 설정
• 직무분류체계 제공

• 역량 항목/정의 커스터마이징

• 평가유형/척도 커스터마이징

• 항목별 가중치 설정

평가 설정
• 맞춤형 평가그룹 설정

• 가중치 설정

• 등급 배분율 제한

• 평균/편차 제한 

• 성과평가 전용척도 설정

• 성과평가 템플릿 설정

• 평가 코멘트 

• 가산점 설정

• 평가 가이드 
   (자기신고서, 면담가이드, 이의신청)

평가 결과/조회
• 실시간 평가진행현황 

• 종합 결과표 제공

• 평가 결과공개 커스터마이징

• 평가 점수 조정

• 평가 결과 일괄 다운로드





팬데믹을 극복하고 비즈니스를 혁신하도록 조직을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간중심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HR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Josh Bersin  |  Big Reset Playbook (2021)

고객 지원 서비스성과관리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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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주 내 신속한 지원 솔루션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헬프데스크 운영 및 활용 가이드 제공

1 WEEK 2 WEEK 3 WEEK 4 WEEK 5 WEEK

계약 완료 

초기 세팅 교육 지원 솔루션 활용 지원

교육 실습 및 파일럿 운영 솔루션 실사용

• 초기 세팅 지원

   → 조직도/구성원 세팅 및 

      관리자 설정 지원
• 진행 현황에 대한 단계별 알림 제공

• 매주 1회 정기 오프라인 솔루션 교육

   → 실습형 1 : 1 밀착 교육
• 기본/심화 코스로 나뉘어진 온라인 교육 영상 제공

• 고객 의견/문의 수렴 채널(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 고객사 대상 매뉴얼 및 각종 컨텐츠 공유

   → KPI 사례집, 성과 관리 성공사례, 인사평가계획서 등

초기 세팅 기술 지원 온라인 교육 지원 오프라인 교육 지원 헬프데스크 및 활용 가이드 제공

INHR+ 온보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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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R+에서 서로 다른 성과 관리 제도와 평가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KPI와 OKR, 어떤 성과 관리 방식이 맞는 걸까요? 조직 운영 방법이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성과를 바라보는 제약회사나, 생산성 중심 산업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면 OKR보다는 기존의 성과 
관리 방식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겠죠. KPI와 OKR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INHR+에서는 조직 별, 직무 별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관리 방식 모두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KPI는 MBO, OKR의 하위 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O)에 대한 핵심결과(KR)를 달성하는 성과지표(KPI)라고 볼 때, OKR은 방식이고, KPI는 방식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FAQ

민감한 개인 정보, 인사 평가 정보가 담기는데 
안정적인지 보안은 충분히 되는지 궁금해요!

보안은 충분한지 궁금해요! INHR+는 검증되고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INHR+는 AWS 기반의 SaaS 솔루션으로, 서버 이중화,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시스템, VPN, SSL 적용으로 검증된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DB 복구 체계는 월, 연단위로 DB를 백업하며,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EC2 Auto 
Scaling 기반의 로드 밸런싱, 분산형 서버를 제공합니다.

도입 후 구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해요.
또 변경 시 추가 비용이 있을까요?

도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별도 구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INHR+는 별도 구축 비용이 없으며 변경시에도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만의 성과 관리, 인사 평가 제도를  
도입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바로 변경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성과 관리를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INHR+를 도입하면 성과/인사 평가 제도 설계부터 가능할까요?

성과/인사 평가 제도 설계부터 먼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INHR+에서는 가능합니다.
인사 제도가 없는 스타트업에서도 INHR+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 선도적인 기업들의 성과 관리 방식과 인사 평가 체계를 
그대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도입 당일부터 조직도/구성원 세팅과 간단한 관리자 설정을 통해 바로 목표 등록도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사용 중인 그룹웨어를 비롯해 근태/급여 등
HR 솔루션들이 많아요. 한번에 로그인하고 연동할 수 있나요?

기존 솔루션과 한번에 로그인 가능한가요? 하나의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INHR+에서는 SSO(Single Sign-On)를 제공하고 있어 하나의 계정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솔루션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솔루션과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API 문의는 별도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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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역량 진단 기능, 분석 리포트로
핵심 인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드로 우리팀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에 대한 모든 기능을 구현합니다. 



ACCELERATE THE GROWTH 49INHR+ CATALOGUE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편리한 모바일 평가

실시간 달성현황과 성과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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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소요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HR 부서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여 시스템 내부관리팀이 불필요합니다. 
성과관리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적용도 추가비용 없이 적용합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자유롭게, 즉시 적용 최소 세팅 기간 1일, 도입 비용 ZERO, 자유도 높은 커스터마이징까지. 

구축형 솔루션과 비교하여 INHR+은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입니다.

구축방식 vs INHR⁺

구축비용 無
유지보수비용 無 

별도의 서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AWS(아마존)에서 관리되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CIA 사용)

AWS 서버로 강력한 보안 환경

클라우드 시스템 AWS
(미 국방부 사용)

추가 구축 및
유지보수 無 

성과관리 제도 즉시 적용
(최소기간 3일)

자체 유지보수
(내부관리 팀 운영 필수) 

외부용역 시
구축비의 약 15%(년간) 비용 발생

회사별 초기 구축이 가능하지만
구축 후 작은 변경도 쉽지 않음

(2-3년 단위 업데이트 이슈 발생)

순수 시스템 구축비 
2억원 ~ 10억원

서버유지관리 비용 별도
연력 운영 인건비 별도 발생

6개월 - 1년 이상

구축방식

무상 유지보수

제품별 설정 수준과 
자유도에 따라

변경하며 활용가능

User수 기반의 연간 사용료 방식
서버 관리 부담금 X

1 DAY

INHR⁺ 솔루션

소요기간

유지보수

특징

도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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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인원은 건설공학 SW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 경영 솔루션 채용분야 국내 1위 기업인 마이다스인,

사람과 인사 전문 연구기관인 자인 연구소의 이형우 대표가 설립한 사람 중심 경영솔루션 연구기획 전문 기업입니다.

사람 중심 경영솔루션 전문기업

2000 - 2005
2000   (주)마이다스아이티 설립

2002   공학SW 해외수출1호(일본)

2007   구조해석SW분야 세계1위

Challenge

2014   국내 패키지 SW 해외수출 1위
              (110개구)

2015   경영분야 채용솔루션 진출

2016   뇌신경과학기반 역량검사 inSEED 출시

2016   조선일보 취준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중소기업 1위

2017   AI기반 치매진단 솔루션 inBrain 출시

2018   AI기반 온라인 면접 솔루션 ‘inAIR’  
              국내 최초 상용화 

2018   경영분야 채용솔루션 국내 1위

2019   성과관리, 인사평가 솔루션 inHR 출시

2019   생물학, 뇌신경과학 기반 경영솔루션 
              기획/개발 전문기업 자인원 설립

2010 - 2019

Expansion

2020   경영솔루션 보급 전문기업 마이다스인 설립

2020   인재모집부터 선발까지 모든 채용 전형을    
              지원하는 JOBFLEX 출시

2021    자인원, 매칭 플랫폼 JOBDA 베타버전 오픈

2022   자인원, AI역량검사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자인원, HR 전문 솔루션 INHR+ 출시

2020 - 

Revolution



올바른 성장을 향한 새로운 HR의 세계. 
INHR+가 상시 코칭 기반의 
성과 문화를 정착시켜갑니다.

Accelerate
the Growt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마이다스아이티동

제품문의 | 031 789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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