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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ount Reconciliation Cloud에 대해 알아보기

Account Reconciliation은 계정 조정 기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기능과
대규모 트랜잭션 일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정에 대해 알아보기

조정에서는 회사의 재무 계정을 검증하여 계정 잔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잔액은
특정 시점에 유효하고 비즈니스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정에 실패할 경우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 수행되는 검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GL(일반 원장)/은행 잔액 비교

• AP: GL/보조원장 비교

• AR: GL/보조원장 비교 및 매출금 에이징 분석

• 고정 자산: GL/보조원장 비교 및 롤포워드 수행

• 선급 비용/발생/충당금/준비금: 순 구성 및 정당화 품질 문서화

[조정 준수]에서는 대차대조표 조정, 연결 시스템 조정 및 적용되는 기타 조정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계정 조정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 및 검토 책임 지정 관리

• 각 계정 유형에 맞게 조정 형식 구성

• 지정된 조정의 만기 날짜를 사용자에게 통지

• 준비 및 검토 워크플로우 제어

• 조정 상태 및 가능한 위험 상태 표시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든 레벨에서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 레벨에서 일부
조정을 수행하는 동안 비즈니스 단위 또는 회사 코드에서 다른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매핑 규칙을 사용하여 조정에 계정 잔액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임포트된 경우 해당
규칙에 따라 올바른 조정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계정 설명, 지침, 만기 일자 및 완료 일자는 물론, 조정할 잔액이 포함된 조정 목록을
설정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만기 일자가 다가오거나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됩니다.

조정 준수의 주요 개념

개념 설명

계정 조정 계정 잔액을 분석하고 잔액을 정당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차액을 식별하고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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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에이징 버킷 [에이징 분석] 대시보드에서 조정 트랜잭션을 에이징하기 위해 정의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1일에서 30일 사이인 조정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에이징 버킷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이징 버킷은 에이징 프로파일에서

정의합니다.

에이징 프로파일 에이징 버킷 모음입니다.
속성 기능 활동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어하거나 기능 활동의 특성을 정의하는

매개변수 또는 옵션입니다.

빈도 조정을 준비하고 갱신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빈도를

정의하고 프로파일 및 기간에 연결합니다.

기간 계정 조정이 완료되는 시간 단위입니다(예: 2016년 1월, 2016년 2월).

프로파일 조정에 대한 사전 커서입니다. 프로파일에는 조정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구성

설정이 포함됩니다. 프로파일을 기간에 복사하면 해당 시간의 프로파일

스냅샷이 포함된 조정이 생성됩니다.

조정 특정 기간에 대한 계정 조정입니다. 조정은 계정 잔액(기간에 대한 소스

시스템에서 가져옴) 및 계정 등록정보(계정 프로파일 및 형식에서 파생되며

프로파일과 독립적으로 변경됨)로 구성됩니다.

소스 시스템 시스템 내의 단일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트랜잭션 일치에 대해 알아보기

트랜잭션 일치는 조정 준수 기능 세트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여
회사는 대용량의 노동 집약적인 조정을 자동으로 준비하고 해당 결과를 [조정 준수] 내의
추적 기능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새 모듈을 통해 회사는 품질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면서 조정 수행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 기능은 선택적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Account Reconciliation Cloud의
기능인 Account Reconciliation Cloud의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여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상위 레벨에서 관리자는 다음 설정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달력 생성

• 조정 유형 생성

• 데이터 소스 정의

• 일치 규칙 정의

• 조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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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일치의 주요 개념

개념 설명

일치 유형(관리자가 생성) 조정 유형은 프로세스와 일치하는 트랜잭션이 해당 조정

유형을 사용하는 계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일치에 사용되는 규칙과 함께 일치시킬 데이터 구조를

결정합니다.
회사에는 여러 다양한 조정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 계정, 은행 계정,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다양한 정산 계정에서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유형 각각에 대한 데이터 구조와 일치 규칙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각각에 대해 조정 유형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두 데이터 소스 간에 트랜잭션을 비교하여 미처리된

트랜잭션 확인

• 단일 데이터 소스에서 트랜잭션을 감안하여 계정의 "순
잔액" 결정

각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강화 또는 표준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산된 속성뿐 아니라 데이터 소스에 존재하는 속성

(열)을 정의합니다.

타이밍 및 빈도 [트랜잭션 일치]에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 일별 일치 및 밸런싱

- 일별 일치 및 월별 밸런싱

- 월별 일치 및 밸런싱

일치 규칙 일치 규칙은 일치가 수행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일자 및
금액의 허용오차 범위에 대한 규칙을 구성할 수 있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공통 일치 규칙 유형으로는 다음이 지원됩니다.
• 일대일

• 일대다

• 다대일

• 다대다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는 사용자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관리자가 조정을 생성한 경우 사용자 프로세스에 다음 태스크가 포함됩니다.

• 데이터 로드

• 자동 일치 프로세스 실행

• 제안된 일치 항목 확인

• 수동 일치 생성

• 밸런싱 보고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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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애플리케이션 사용가능

서비스 관리자가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 둘러보기 비디오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조정 준수에서 처음 수행할 태스크는?
[조정 준수]를 사용할 경우 이 항목을 읽은 후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모든 사용자:

•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또는
사용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내용을
익힙니다.

•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또는
사용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필수
조건"에 있는 브라우저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 사진을 업로드하고 언어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이 가이드의 "사용자 환경설정 관리"에
나열된 기타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 동영상을 시청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개요: EPM Cloud Account Reconciliation 둘러보기

– 조정 작업에 대해 알아보기

관리자: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이러한 추가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 설정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 설정 모범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 보안에 대해 알아보기

• 조정 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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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에서 일별 유지 관리 시간을 설정하거나 서비스 시작 시간을 변경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서비스 유지관리 시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Cloud 전자메일의 SPF(Sender Policy Framework) 레코드를 구성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Oracle Cloud Email
검증에 대한 SPF 레코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를 생성하고 역할을 지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사용자 및 역할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샘플 또는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준비 정보 검토: 다음 링크를 통해 Account Reconciliation용 Oracle Cloud 준비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여기서는 각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ustomer Connect 가입: 다음 링크를 통해 Oracle 애플리케이션 Customer Connect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여기서는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을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 처음 수행할 태스크는?
트랜잭션 일치를 시작할 경우 이 항목을 읽은 후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모든 사용자:

•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또는 사용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내용을 익힙니다.

•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또는 사용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필수 조건"에 있는
브라우저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 사진을 업로드하고 언어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이 가이드의 "사용자 환경설정 관리"에 나열된
기타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 동영상을 시청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개요: 트랜잭션 일치 둘러보기

– 트랜잭션 일치의 Reconciliations 작업에 대해 알아보기

관리자: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이러한 추가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 트랜잭션 일치 설정

• 보안에 대해 알아보기

• [도구]에서 일별 유지 관리 시간을 설정하거나 서비스 시작 시간을 변경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서비스 유지관리 시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Cloud 전자메일의 SPF(Sender Policy Framework) 레코드를 구성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Oracle Cloud Email
검증에 대한 SPF 레코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를 생성하고 역할을 지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사용자 및 역할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샘플 또는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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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정보 검토: 다음 링크를 통해 Account Reconciliation용 Oracle Cloud 준비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여기서는 각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ustomer Connect 가입: 다음 링크를 통해 Oracle 애플리케이션 Customer Connect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여기서는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을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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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ount Reconciliation 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한 후에는 홈 페이지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태스크에 액세스하는 실행
지점이 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 처음 액세스할 경우 기능에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가 홈 화면에
제공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이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에
간편하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에 따라 이러한 아이콘을 모두 보거나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툴의 표시 형식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일반적인 모양과
느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 페이지에서 Redwood 환경 또는 클래식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테마는 다양한 배경 색상, 아이콘 스타일 등을 제공합니다. 홈 페이지에 브랜딩 로고 및
배경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일반적인 모양과 느낌을 변경하려면 표시
사용자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는 Redwood 테마입니다.

 

 

작업 영역의 홈 카드

이 테이블에서는 홈 페이지의 카드(아이콘)와 해당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역할을
설명합니다.

카드 이름 설명

작업 목록 기말 조정 및 상태 목록을 표시합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뷰어)에 사용가능합니다. 작업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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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름 설명

조정 쉽게 [조정 작업] 대화상자 및 [트랜잭션] 대화상자에 액세스하여 지정된 기말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뷰어)에
사용가능합니다. 조정를 참조하십시오.

일치 첫번째 탭에는 트랜잭션 일치의 조정 목록, 두번째 탭에는 트랜잭션 검색 기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뷰어)에
사용가능합니다. 일치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관리자 및 사용자가 알림을 보고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사용자가 조정 작업

중에 방해 요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림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두 개의 조정 준수 대시보드 개요 및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 대시보드 일치 메트릭을

통해 조정 진행 상태 및 상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페이지로 링크됩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뷰어)에 사용가능합니다.
보고서 생성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보고서를 포함하는 보고서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뷰어)에 사용가능합니다. 보고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다음으로 링크됩니다.

• 개요 - 조정 활동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뷰어에 사용가능)

•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계정 조정에서 조정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인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모든 사용자 역할: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뷰어에 사용가능).
• 기간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기간을 개설하거나 마감하거나 잠그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구성(속성, 시스템 속성, 통화, 형식, 조직 및 시스템 설정은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드 및 기간은 관리자 및 파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및 목록은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치 유형에서는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일치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작업 - 조정 준수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내역을 보여줍니다. 작업 내역 -
트랜잭션 일치의 작업을 보여주며, 트랜잭션 및 잔액을 임포트하고 자동

일치를 실행할 수 있는 탭입니다. (작업 및 작업 내역 모두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가 사용가능)
• 서비스를 통해 관리자가 특정 서비스 관련 태스크(전자메일 통지, 미해결 조정

또는 시스템 유지관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아카이브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아카이브, 복원 및 제거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보고서 구성에서는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하고, 보고서 쿼리를 생성하고,
보고서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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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름 설명

툴 다음으로 링크됩니다.
• 표시 형식에서는 관리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로고, 배경 이미지 및 테마를

리브랜딩하거나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공지사항에서는 관리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는 공지사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일별 유지관리에서는 Oracle이 이전 백업 스냅샷을 새 백업 스냅샷으로

바꾸고 패치를 적용하는 등 정기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한 시간

동안의 일별 유지관리 기간의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서비스 활동을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시스템 또는 사용자 로그인 활동

보고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가 사용가능)
•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그룹을 관리하고, 역할을

프로비저닝하고, 프로비저닝 또는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하고, 팀 및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관리, 애플리케이션

역할 관리 및 고급 사용자 보안은 관리자 전용입니다. 역할 지정 보고서,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팀 관리 및 사용자 관리 기능은 관리자 및 고급r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사를 통해 관리자가 모든 조정 준수 객체의 내역을 한곳에서 볼 수 있으며

속성별로 내역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서는 객체의 이전 값과

새 값도 표시합니다(관리자만 사용가능).
• 마이그레이션 - 콘텐츠를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으며,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제거 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

• 스냅샷 복제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해당 환경의 스냅샷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가이드의 EPM Cloud 환경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머리글

글로벌 머리글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맨위에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네비게이션 아이콘이 포함되며
접근성 설정과 설정 및 작업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머리글 부분(왼쪽에서 오른쪽 순):

글로벌 머리글 부분 설명

네비게이터 네비게이터 아이콘을 누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사이트 맵 역할을 하며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페이지의 링크가 표시된

네비게이터 메뉴가 열립니다.

주:

네비게이터 메뉴의

일부 링크는
데스크탑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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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머리글 부분 설명

로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도중 홈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오라클 로고를 누릅니다. 표시

형식에서 로고 이미지를 선택하여 오라클 로고 대신

사용자정의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름입니다. 표시 형식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표시에 대해

아니요를 선택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을 숨길 수
있습니다.

홈의 다른 링크

이 테이블에서는 홈의 다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링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름 설명

공지사항 홈 왼쪽에는 관리자가 입력한 시스템 공지사항을 보여주며 사용자 활동

추적에 도움이 되는 공지사항 영역이 표시됩니다.
• 활동 - 시스템 공지사항을 요약하고(유효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최근

공지사항이 맨위에 표시됨) 미결 태스크를 표시합니다.
• 최근 - 최근에 방문한 양식 및 대시보드에 대한 링크 목록(최대 15개

항목)을 표시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보조 창에서 항목이 실행됩니다.
링크 옆에 있는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로 태그가 지정됩니다.

• 즐겨찾기 - 즐겨찾기로 태그가 지정된 양식 또는 대시보드에 대한 링크

목록을 표시하고 덮어쓸 수 없게 합니다. 즐겨찾기의 링크를 누르면 보조

창에서 항목이 실행됩니다. 항목을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최근을 눌러

최근 사용자 활동을 보고 해당 항목 오른쪽에 있는 별표를 누릅니다.
통합 Navigator에서 사용할 수 있고 Data Management에 액세스합니다.

(관리자만 사용가능합니다.
아카데미 비디오 및 설명서 링크 모든 사용자 역할에 사용가능합니다.
홈 홈 페이지로 돌아가기

사용자 도우미 

홈 오른쪽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링크가 있습니다.
• 도움말 - 전체 설명서를 볼 수 있는 Oracle 도움말 센터로 링크됩니다.
• 이 항목에 대한 도움말 - 다양한 항목에 대한 상황에 맞는 도움말로

링크됩니다.
• Cloud Customer Connect - Oracle 고객 정보 및 토론 사이트로

링크됩니다.
• 피드백 제공 - Oracle로 이슈 및 로그를 전송합니다.
• Oracle 지원 - My Oracle Support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둘러보기 
제품 개요 비디오로 연결됩니다.

개요 비디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모양과 느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개요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개요: EPM Cloud의 새 Redwood 테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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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Reconciliation 사용 방법에 대한 다른 비디오를 보려면 Account Reconciliation
비디오 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목록
작업 목록에서는 작업 중인 조정의 목록과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작업 목록의 관리자
보기를 보여줍니다.
 

 

주:

정의된 보안 범위와 지정된 조정이 없는 고급 사용자의 경우 빈 목록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조정 작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상태 요약은 모두, 지연, 오늘 만기 또는 7일 후 만기 기준별로 볼 수 있습니다.

• 준비자와 검토자는 토글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역할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어 주의해야 하는
모든 조정과 조정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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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를 토글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용자의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이름이나 계정 유형과 같은 속성별로 조정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수행할 다른 작업이 있는 준비자 또는 검토자 팀 멤버인 경우에도 작업이 필요한
미해결 태스크만 작업 목록에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조정 옆의 작업 아이콘을 눌러 미해결 조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거나 오프라인 보기에 사용가능한 조정 버전을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 바인더 생성
작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바인더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목록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cel로 익스포트

2. 보고서 바인더 생성

3.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사전 매핑된 잔액 또는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재지정 요청

관리자는 사용자가 직접 조정의 재지정을 수행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기본 워크플로우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가 동일한 역할에 대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재지정 요청을 수행하도록 관리자가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재지정 요청을 수행 및 승인하도록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재지정 요청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지정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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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필터 기능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조정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의 모든 속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 날짜 및 모든 아이콘 기반 열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름에 채무 계정 또는 수취 계정과 같은
계정이 있는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조정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홈 페이지의 조정 카드에서는 기말 조정과 해당 조정에 대한 트랜잭션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작업을 검토하거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정된 조정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열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하고 조정 및 트랜잭션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

홈 페이지의 작업 목록 또는 대시보드에서도 조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대한 작업 수행

조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조정 목록이 표시됩니다.

2. 조정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조정 열기, 편집 또는 삭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주:

정의된 보안 범위와 지정된 조정이 없는 고급 사용자의 경우 조정 탭과 트랜잭션 탭에 빈
목록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 요약 대화상자의 예입니다. 이 예는 잔액 비교 방법 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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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상자의 몇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른쪽 위에는 설명되지 않은 차액이 항상 표시되므로 이 차액을 0으로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차액이 $100,000입니다.

• [잔액 요약 수치] 패널에는 [일반 원장 잔액]과 [외상 매입금 보조원장 잔액]이라는 두
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조정 수치나 탭을 누르면 자세한 트랜잭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래프 패널에는 이전 조정의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가 표시됩니다. 새 조정자는 이전에
수행했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는 추세를 보고 해당 추세를
기반으로 해결할 새 이슈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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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는 소유자, 만기, 위반 등 조정에 대한 주요 메트릭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첨부파일 및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 등록정보, 지침, 알림, 워크플로우, 경고, 속성, 질문, 첨부파일, 설명, 이전 조정, 내역 등과 같은
다른 기능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오른쪽 전환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2장
조정

2-9



 

조정 준비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일치
홈 페이지의 일치 카드는 트랜잭션 일치에서 생성된 조정을 나열하며 설명과 준비자 이름,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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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의된 보안 범위와 지정된 조정이 없는 고급 사용자의 경우 빈 목록이 표시됩니다.

트랜잭션 탭에 대한 정보는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검색 을 참조하십시오.

이 대화상자에서는 조정에 대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열기

• 편집

• 삭제

• 자동 일치 실행

트랜잭션 일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트랜잭션 일치에 대해 알아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일치 수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데이터 임포트. 데이터 임포트을 참조하십시오.

2. 자동 일치 실행. 자동 일치 실행를 참조하십시오.

3. 제안된 일치 항목 확인. 제안된 일치 항목를 참조하십시오.

4. 수동 일치 항목 생성. 수동 일치 항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5. 조정 밸런싱 보고서 생성. 밸런싱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관리자 및 사용자는 홈 페이지에 제공된 알림 목록을 통해 알림을 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알림 목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알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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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림 페이지에는 기존 알림이 표시됩니다. 알림을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알림 ID, 알림 이름, 상태, 우선순위, 종료 날짜 및 변경 유형이 표시됩니다.

• 목록을 필터링하고 표시할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알림 및 해당 상태도 [작업 목록] 탭의 목록 맨 위에 표시됩니다.

•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알림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의
모든 속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 날짜 및
모든 아이콘 기반 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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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조정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세부정보

알림을 열면 시스템에 알림 정보와 작업 영역이 표시됩니다.
 

 
맨위 표시줄에는 알림 ID와 알림 이름이 표시됩니다.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는 사용자 역할 및 알림
워크플로우에 따라 사용가능한 작업 옵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면 맨 위 표시줄에 별도의 버튼으로 표시됩니다.

• 제출

• 승인

• 거부

• 클레임

• 해제

• 정보 요청

• 다시 열기

[요약] 보드에는 알림 상태의 그래픽 요약이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항목은 워크플로우에 따라
다릅니다.

• 남은 일수 - 알림을 해결해야 하는 기한까지 남은 일수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알림에 대해
작업 중이면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남은 일수를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전체 일
수를 표시합니다.

몇 시간만 남은 경우 남은 시간 또는 남은 분 수로 표시됩니다. 종료 날짜 값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지난 일수를 표시합니다.

• 우선순위 - 알림의 현재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 새 주석 - 아직 보지 않은 주석 수를 표시합니다.

• 질문 - 알림을 제출 또는 승인하기 전에 답변해야 하는 질문 수를 표시합니다.

• 속성 - 알림을 제출 또는 승인하기 전에 설정해야 하는 속성 수를 표시합니다.

• 알림 - 이 알림과 연계된 열려 있는 알림 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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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세부정보 보기 및 알림 업데이트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열면 지침을 보고 필요한 질문에 답변하며 주석이나 조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알림에 대한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및 전원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업하도록 "시스템 작동 중지"의 하위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알림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알림 정보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역할 및 알림 상태에 따라 알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개요 및 준수 대시보드는 기말 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치 메트릭에서는 트랜잭션 일치 대시보드의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대시보드에서는 계정 조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연된 조정 등의
미해결 조정 수가 추적됩니다. 또한 위험 평가, 계정 유형, 조직 구성 단위, 형식 또는 조정
프로세스별로 완료 메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수 대시보드에서는 정시에 완료된 조정과 지연된 조정을 구별하고 거부된 조정 수 또는
차변/대변 위반이나 에이징 위반 등의 위험 상태가 포함된 조정 수를 계산함으로써 회사에서
준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에 대한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준비 및 검토
기능에 대한 사용자 성과 지표를 확인하고, 고유한 "트래픽 조명 표시기"를 생성하여 회사의
품질 평가 정책에 맞는 조정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제한 사항에 따라 사용자는
지정된 조정의 세부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준수] 대시보드의 통계에는 현재 지정된 준비자
및 검토자에 대한 메트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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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의 보기 옵션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기간을 변경합니다.

• 보기 기준, 성능 및 정렬 기준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보고 있는 화면을 변경합니다.

• 대시보드에서 구성을 눌러 "트래픽 조명 표시기"를 변경하고 다른 색상을 선택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치 메트릭 대시보드에서는 일치 유형, 트랜잭션이 임포트된 날짜, 다양한 상태별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보고서 카드는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 목록으로 링크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은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용으로 사전 정의된 보고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관리자가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정의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정의 보고서도 보고서 목록에
표시됩니다.

• 조정 준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조정 준수에서 사전 정의된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트랜잭션 일치 사전 정의된 보고서. 트랜잭션 일치에서 사전 정의된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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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보고서 구성 아래에서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정의하고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홈의 애플리케이션 카드는 다음과 같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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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에서는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 로드(데이터 로드 실행 대화상자 링크 포함)별 최근 조정
활동과 오늘, 최근 7일 및 전체 기간의 변경 요청 수를 보여줍니다. 조정 활동을 참조하십시오.

•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계정 조정에서 조정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인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기간에서는 기간을 개설하거나 마감하거나 잠그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간 순으로 이동하여 기간에 대해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 구성에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여 계정 조정을 설정하고, 구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 속성

– 시스템 속성

– 통화

– 데이터 로드

– 필터

– 형식

– 목록

– 조직

– 기간

– 설정

조정 준수 구성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 일치 유형에서는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일치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치 유형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작업은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표시합니다. 조정 준수 작업에는
검색뿐만 아니라 POV(Point Of View)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려는 작업을 더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 보기을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 일치의 경우 작업에서는 트랜잭션 일치에서 수행된 작업을 표시하고 작업 실행
내역을 유지관리하며 트랜잭션 임포트, 임포트한 트랜잭션 삭제, 잔액 임포트, 자동 일치 실행,
작업 내역 삭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생성 및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전자메일 통지, 미해결 조정 또는 시스템 유지관리 태스크(예:
사용자 동기화)를 재시작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 아카이브에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아카이브, 복원 및 제거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구성에서는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하고, 보고서 쿼리를 생성하고, 보고서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교환을 사용하여 EPM Integration Agent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직접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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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활동

애플리케이션 카드 아래의 개요 탭은 조정 준수의 제출, 승인 및 거부를 비롯하여 계정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활동에 대한 알림을 계속 표시합니다. 또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 로드의 최신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자 변경 요청 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준수 구성 개요

조정 준수를 설정할 때 처음 수행할 태스크는 홈,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 다양한 설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과 설정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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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 시스템 속성

• 통화

• 데이터 로드

• 필터

• 형식

• 목록

• 조직

• 기간

• 설정(시스템 설정)

알림 유형

알림을 사용하면 조정 마감을 위해 작업하는 중 이슈가 있는 사용자와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용자 간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따르는
프로시저를 정의하는 알림 유형은 관리자가 생성합니다. 알림 유형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속성

사용자정의 속성은 관리자가 중앙에서 정의했으며 조정, 프로파일 및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필드입니다.

프로파일: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가 표준 속성으로 지원되지 않는 정보를 캡처하기 위해 프로파일에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 관리자가 다음 두 위치에서 조정에 표시되는 형식에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은 Account Reconciliation을 관리하는 중 액세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록에서 첫번째로
표시됩니다.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속성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속성 정의

[시스템 속성]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파일 및 조정 속성을 정의합니다.

 

 

• 프로파일 세그먼트는 프로파일 및 조정을 고유하게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 ID
구성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회사 계정 레벨에서 계정을 조정할 경우 회사에 대한
세그먼트와 계정에 대한 세그먼트인 두 개의 세그먼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프로파일 세그먼트
값은 레이블이며, 데이터 로드 정의에서 추가된 매핑 규칙을 통해 발생하거나 임포트 전 잔액을
사전 매핑하여 발생하는 조정에 대한 잔액 매핑은 제어하지 않습니다.

• 프로세스에서는 사전 정의된 대차대조표 프로세스 같이 다양한 용도로 조정을 구별합니다.
다른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 이 옵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위험 평가는 높음, 보통 또는 낮음과 같이 보고 및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에 지정된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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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는 조정이 준비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빈도는 "매월" 및 "매분기"입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빈도를 정의합니다. 프로파일 및 기간에도 빈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프로파일에 지정된 빈도와 기간에 지정된 빈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생성됩니다.

• 계정 유형은 자산, 부채 또는 자기자본과 같이 보고 및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에
지정된 태그입니다.

• 에이징 프로파일 에이징 프로파일은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정의하는 에이징 버킷으로
트랜잭션을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0-15일, 16-30일, 30-60일, 61-90일,
90일 이상과 같은 버킷으로 구성된 에이징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에이징
버킷에서 트랜잭션 수 또는 트랜잭션 값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통합 토큰은 매개변수화된 보고서를 조정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BI Publisher를 사용하여 고정 자산 롤포워드 스케줄을 생성하는
경우, 올바른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글로벌 통합 토큰을 사용하여 계정 ID나 기간 같은
매개변수를 보고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의

[통화] 섹션에서는 통화 버킷, 환율 유형 및 통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환율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조정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각 버킷과 조정을 쉽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추가 버킷에
대해 통화 버킷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통화 버킷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회사가 이 경우에 해당되면 기준 통화 버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입력]에 값을 입력하거나 게시된 통화 값을 입력하여 준비자가 조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이 버킷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보고 통화 버킷은 일반적으로
이 버킷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버킷 레이블은
회사 규칙에 맞게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킷 레이블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대문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통화에서는 시스템에서 활성화할 통화 코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입력된 트랜잭션을 환산해야 하는 경우 환율 유형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자가
[입력] 통화 버킷에 트랜잭션을 추가하면 임포트된 환율을 사용하여 이러한 값을 기준 통화
버킷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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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드

데이터 로드 대화상자에서는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하고 동일한 데이터
로드 매개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로드 정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드 정의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필터

필터 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형식

형식에 대해 알아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목록

뷰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에서 참조되는 프로파일, 조정, 잔액, 트랜잭션 데이터 세트 유형에 대한 목록
열 정의를 보려면 부록 A: 조정 목록 열 선택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조직

달력은 각 기간의 날짜 및 빈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달력에서는 여러 조직이 동일한
기간의 날짜 및 빈도 차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규칙은 조정 스케줄이 회사 또는 법정 휴일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만 정의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는 프로파일 및 조정에 계층형 조직 구성 단위 구조를 지정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터링 및 보고 값을 제공하며 프로파일에 휴일 규칙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기간

다음으로 조정에 연관된 기간 수를 구성합니다. 기간은 조정 기준 일자를 결정하며 모든 기간에는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및 마감 일자가 있습니다. 기간에는 연결된 빈도도 있습니다. 기간에
프로파일을 추가하면 기간에 연관된 빈도와 일치하는 빈도를 가진 프로파일만 기간에 조정으로
추가됩니다.

조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는 관리자가 업데이트된 잔액을 임포트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가
기간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간을 한 개 또는 두 개 선택한 후 필요에 따라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기간에 대해
시작 일자 및 종료 일자를 정의하며, 각 기간과 각 기간에 연관된 빈도에 대해 장부가 마감되는
일자도 정의합니다.

기간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설정(시스템 설정)

설정(시스템 설정) 탭에는 관리자가 조정 준수 설정 중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 다른 구성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설명을 삭제하도록 허용하고, 목록의 최대 행 수를
설정하고, 대량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데이터 로드 시간 초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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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정의 참조

개요: 조정 준수에서 시스템 구성 시작하기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기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아래 기간에는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 기간 - 기간을 생성, 편집 및 삭제하고 자동 조정과 보고서 바인더
생성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 애플리케이션 > 구성 > 기간 - 상태 설정과 같은 기간 관련 관리 태스크에 사용됩니다.

예 1: 기간 생성, 편집 및 삭제

• 홈, 애플리케이션 순으로 이동하여 기간에 액세스하고, 기간을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하고, 자동 조정 또는 보고서 바인더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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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기간 순으로 이동하여 수행하는 관리자의 기간 관련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 - 기간을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 삭제 - 기간을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자동 조정 - 기간에 대한 자동 조정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 보고서 바인더 생성

예 2: 상태 설정과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간 관련 태스크

• 홈,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간 순으로 이동하여 기간에 대한 일반 관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간 순으로 이동하여 다음 태스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상태 설정 - 조정 기간을 개설, 마감 또는 잠금으로 설정

– 다음에 대한 환율 임포트

– 데이터 임포트

–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 조정 생성

– 누락된 조정 확인

서비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특정 서비스 관련 태스크(전자메일 통지, 미해결 조정 또는 시스템 유지관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은 실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서비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지금 실행
또는 재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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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금 실행을 사용하여 미해결 조정 실행과 같은 작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시작은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이 옵션이 녹색이 아닌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재시작을 사용하면 서비스 자체는 실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재설정합니다.

• 전자메일 통지는 작업이 지정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의 옵션을 사용하여 재시작하거나 지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

서비스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설정, 시스템 유지관리 프로세스 순으로
이동하여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주:

전자메일 통지에는 전자메일이 어디에서 오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및 테넌트 정보가 바닥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해결 조정 옵션은 미해결 조정에 대한 서비스 태스크가 매일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작 날짜가 되면 일 단위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해결 기간의 대기
중 상태인 조정을 실행하려는 경우 지금 실행을 사용합니다.

• 시스템 유지관리는 Account Reconciliation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예: 사용자 동기화 프로세스 및 데이터베이스 정리)을 참조하며 일별
유지관리라는 클라우드 레벨에서 수행되는 작업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별 유지관리
(툴, 일별 유지관리 순으로 눌러 액세스)에는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의
클라우드에서 수행되는 운영 유지관리, 스냅샷 백업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도구
툴 카드는 계정 조정의 다음 태스크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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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형식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정 항목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환경 브랜드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공지사항에서는 관리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공지사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일별 유지관리에서는 Oracle이 이전 백업 스냅샷을 새 백업 스냅샷으로 바꾸고 패치를
적용하는 등 정기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한 시간 동안의 일별 유지관리 기간의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환경 유지관리 시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 활동을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시스템 또는 사용자 로그인 활동 보고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활동 보고서 생성 및 보기을 참조하십시오.

•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그룹을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하고, 역할 지정 또는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하고, 팀과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 감사를 통해 관리자가 모든 조정 준수 객체의 내역을 한곳에서 볼 수 있으며 속성별로 내역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서는 객체의 이전 값과 새 값도 표시합니다(관리자만
사용가능). 감사 보고서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아티팩트 및 데이터 익스포트/임포트, 스냅샷 작업,
마이그레이션 보고서 보기 등 수명 주기 관리 관련 활동에 액세스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거나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주: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아티팩트 및 데이터로 구성된 샘플 또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스냅샷 복제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해당 환경의 스냅샷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가이드의 
EPM Cloud 스냅샷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형식

표시 테마를 변경하거나 회사 로고 또는 배경 이미지를 홈 페이지에 추가합니다.

표시 형식 페이지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일반적인
모양과 느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dwood 환경 사용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모양 및 느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정 기능도 포함합니다. Redwood 환경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신 다양한 배경 색상, 아이콘 스타일 등이 있는 사전 정의된
클래식 테마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 로고 및 배경 이미지를 홈 페이지에 추가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주:

사용자 환경설정에서 홈 페이지의 공지사항 패널 맨위에 표시할 프로파일 사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툴,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표시를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도구를 누른 다음 표시 형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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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사용자정의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Redwood 환경 사용—이를 선택하면 최신 사용자 환경을 사용하고 Redwood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면
테마 옵션이 표시됩니다.

• 테마—Redwood 환경 사용 옵션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클래식 테마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로고 이미지 및 배경 이미지—사전 정의된 오라클 로고 및 테마 기반 배경 이미지를
고유 이미지로 바꿉니다. 파일을 선택하여 로컬에 저장한 사용자정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거나 URL을 선택하여 사용자정의 이미지 URL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그래픽 형식은 .jpg, .png 또는 .gif이며 파일 업로드는 5MB로 제한됩니다. 사전
정의를 선택하여 테마 기반 로고 및 배경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표시—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은 홈 페이지와
브라우저 탭이 열린 경우 탭에 있는 로고 옆에 표시됩니다.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은 홈 페이지에 숨겨지며 Oracle Applications가 브라우저
탭에 표시됩니다.

3.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사전 정의된 테마를 편집 또는 삭제하거나 사용자정의 테마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로고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모두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비 125px, 높이
25px보다 작은 로고 이미지는 스케일링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큰 이미지 로고의
경우, 왜곡 없이 이미지가 확장되도록 5:1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기본 크기는 1024x768입니다. 더 큰 배경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에 맞게 이미지의 크기가 조정되며 가로로 중간에
이미지가 배치됩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브라우저와 모바일 장치 둘 다에 맞도록
하려면 가장 큰 화면(또는 가장 높은 해상도 장치)에 맞게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로운 테마로 전환하면 사용자정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는 고객은 아이콘 및
레이블의 색상 대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른 테마나 적합한 배경을 선택하십시오.

4. 저장을 누릅니다.

공지사항

서비스 관리자는 시스템 유지관리, 작업 실행 등의 예정된 이벤트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홈의 시작 패널에 표시됩니다.

공지사항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툴, 공지사항 순으로 누릅니다.

2. 새로 작성(+)을 선택합니다.

3. 공지사항의 목적이 요약된 제목을 입력합니다.

4. 시작 날짜를 입력하고 선택적으로 종료 날짜를 입력합니다.

5. 콘텐츠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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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활동 보고서

서비스 관리자는 툴을 통해 서비스 활동 보고서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정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 모듈 둘 다의 서비스와 사용자 활동을 다룹니다. 활동 보고서는 매일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에 생성되며, 서비스 관리자가 서비스의 현재 접근 및 사용 방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 활동 보고서에서는 날짜별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 수, 사용자가 접근하는 리소스,
사용자 활동 기간 및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에 매일 자동으로 생성되며 서비스 관리자는 이 보고서를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위 7개의 요청 및 해당 기간

• 성능이 가장 나쁜 상위 30개의 작업 및 해당 기간

• 사용 중인 브라우저 및 해당 버전

서비스 활동 보고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툴에서 서비스 활동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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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활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Account Reconciliation 메트릭을 참조하십시오.

활동 보고서 유지 정책

Oracle에서는 지난 60일 동안의 서비스 활동 보고서만 유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EPM Automate 자동화된 다운로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자동화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미리 설정된 스케줄의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에서 로컬 컴퓨터로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자동화를 참조하십시오.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특정 객체의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도구에 있는 감사 카드는 관리자 역할의 ID에만 표시됩니다. 관리자 역할의 ID만 하나의
위치에서 모든 객체의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속성별로 기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객체가
존재하는 한 해당 감사 기록도 보존됩니다.

감사 보고서에 나열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속성 - 생성, 삭제, 변경됨

• 필터 - 게시, 삭제

• 형식 - 생성, 삭제, 변경됨

• 목록 - 저장된 목록과 연계된 필터 또는 열에 대한 게시, 삭제, 변경

• 조직 단위 - 생성, 삭제, 변경됨

• 기간 및 데이터 로드 실행

• 프로파일 - 생성, 삭제, 변경됨

• 조정 - 개별적으로 삭제된 조정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입니다.

• 설정 - 시스템 설정으로 변경

• 팀 - 생성, 삭제, 변경됨

주:

속성 이름의 변경사항만 기록합니다.

감사 보고서에서는 객체의 이전 값과 새 값이 표시됩니다. 이전 값과 새 값을 포함하는
두번째 감사 레코드가 생성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승인, 거부, 다시 열기 및 삭제로 상태가 변경되는 조정

• 상태가 "재지정 승인됨"으로 설정된 조정

조정이 삭제되면 이 조정에 대한 모든 내역이 제거됩니다. 단, 조정 ID가 삭제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일 레코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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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보기

1. 홈페이지에서 도구, 감사를 순서대로 눌러 감사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2. 감사 보고서의 필터를 설정합니다.

• 객체 - 객체를 눌러 대화상자를 확장합니다. 연산자(예: Equals)를 선택한 후 [검색 항목]을
눌러 연산자 아래의 왼쪽 열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름 - 이름을 눌러 이름 열에서 문자열을 검색합니다.

• 수정 날짜 - 수정 날짜에서는 날짜와 시간 값을 사용합니다.

• 수정자 - [수정자]를 눌러 수정한 사용자의 ID를 선택합니다.

• 수정 - [수정]을 눌러 대화상자를 펼칩니다. 연산자를 선택한 후 검토할 연산을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보기에서 필요한 대로 볼 열을 선택하거나 열의 순서를 재지정합니다.

4. 선택사항: 이름에서 해당 열의 값을 두 번 눌러 세부정보 팝업을 엽니다.

5. 선택사항: [익스포트] 아이콘 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모든 행의 생성된 .csv 파일을 Excel
스프레드시트로 익스포트합니다. 기본적으로 History.xls 파일이 생성됩니다.

액세스 제어

액세스 제어에는 다음을 수행하는 보안 관련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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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지정

• 사용자 관리

• 팀 관리

• 고급 사용자 보안

• 역할 지정 보고서

•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주:

액세스 제어에 표시되는 옵션은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ount Reconciliation의 보안 이해을 참조하십시오.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교육 개요 비디오 및 자습서로 연결됩니다.
 

 

주:

아카데미에서 비디오를 볼 수는 있으나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은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설정 및 작업 메뉴
역할에 따라 오른쪽 상단 ID 아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는 사용자가 시간대와 기타 사용자별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지정과 같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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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지정
배지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및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통지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관리 가이드의 "환경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운로드
EPM Automate 유틸리티 또는 Smart View를 다운로드합니다.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명령 창을 통해 서비스 인스턴스에 액세스하여 애플리케이션 익스포트,
익스포트한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으로 다운로드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과의 Smart View 통합을 통해 Excel에서 Smart View를 통해 트랜잭션을
Reconciliation Compliance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에서 비디오 및 기타 태스크 관련 항목에 액세스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도움말
사용가능한 경우 대화상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말에 액세스합니다.

Cloud Customer Connect
멤버들이 상호 작용하고 공통의 목표에 대해 협업하기 위한 커뮤니티 모임 공간인 Customer
Connect에 액세스하십시오. 이 공간에서는 최신 릴리스 정보, 예정된 이벤트 또는 사용 사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 제공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Oracle에 피드백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지원
My Oracle Support 사이트입니다.

정보
Account Reconciliation 공지 및 버전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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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아웃
계정 조정을 종료합니다.

시작 패널
홈에는 미해결, 지연, 오늘 만기, 7일 후 만기 등 다양한 상태의 조정과 관리자의 공지사항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환영 패널이 있습니다.
 

 

네비게이터
[네비게이터]에서는 Account Reconciliation 내의 유용한 기능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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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두 항목인 작업 목록과 조정을 사용하면 손쉽게 조정 준수의 조정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치를 사용하면 트랜잭션 일치의 조정 작업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관리
Account Reconciliation에 액세스할 때 수행하는 첫 태스크 중 하나는 환경설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 환경설정을 수정하여 배지 사진, 시간대 및 기타 통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환경설정 지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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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설정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일반 탭에서는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상태를 변경하거나, 작업할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사용자에게 보내는 시스템 메시지를 설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설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사진 업로드 -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자메일 - 전자메일이 입력됩니다.

• 설명 - 이 사용자에게 지정된 역할입니다.

• 역할 - 이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는 역할을 표시합니다.

• 상태 - [사용가능] 또는 [사용할 수 없음]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사용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백업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고 [사용가능] 상태이면 태스크가 백업 사용자로
돌아갑니다.

• 시간대 - 관리자는 사용자가 작업 중인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의 스케줄링된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를 사용자 시간대로 변환하여 시작 날짜
(로컬) 및 종료 날짜(로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메시지 - 사용자에 보내는 시스템 메시지를 설정 또는 해제합니다.

조정 준수 팀 환경설정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팀 탭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조정 준수에 대해 설정한 팀이 표시됩니다.

조정 준수 통지 환경설정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 전자메일 통지 설정 사용자정의를 허용한 경우 조정 준수 사용자는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통지 탭을 사용하여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 전자메일 통지 환경설정 사용자정의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이 탭의 모든 설정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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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용자에게는 서비스 관리자가 정의한 기본 전자메일 통지 설정이 상속됩니다. 이 설정에는 지연
통지, 상태 변경 통지, 만기 날짜 미리알림 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의
설정 사용자정의를 허용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리자가 정의한 기본 설정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후 서비스 관리자가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업데이트하면 사용자 설정에 반영됩니다.

• 하나 이상의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사용자정의합니다. 특정 환경설정에 대해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서비스 관리자가 설정한 기본값을 계속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통지가 전송됩니다.

• 지연 통지 - 조정 만기 일자 다음 날에 개설된 기간 및 마감된 기간에 대한 지연 통지가
준비자에게 전송되고 검토 만기 일자 다음 날에 지연 통지가 검토자에게 전송됩니다.

주:

잠긴 기간에 대해서는 체납 통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 상태 변경 통지 - 조정 상태가 [대기 중]에서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로 변경되면 조정 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가 준비자에게 전송되고, 상태가 [미해결(검토자에게 있음)]로
변경되면 검토자에게 통지가 전송됩니다.

• 만기 일자 미리 통지 - 조정 만기 일자보다 지정한 일수 이전에 미리 통지가 준비자에게
전송되고 검토 만기 일자보다 지정한 일수 이전에 미리 통지가 검토자에게 전송됩니다.

전자메일 통지 기본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서비스 관리자가 설정한 기본 전자메일 통지 환경설정을 상속하려면 관리자 설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대화상자의 다른 모든 통지 설정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이 옵션은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의 전자메일 통지 설정 사용자정의를 허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전자메일 시작 시간 및 전자메일 종료 시간을 입력하여 하루 중 스케줄링된 전자메일이
전송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시간은 사용자의 시간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 나에게 통지를 사용하여 통지 유형마다 각각의 통지 환경설정을 확장하고 통지를 받을
시간을 선택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에서 전자메일 통지 설정 참조를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태 변경 통지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Cloud를 확장하고 "사용자는
백업 준비자이며 기본 준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2시간마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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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위 레벨의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 유형을
2시간마다로 구성하고 조건 중 하나를 즉시로 재정의합니다. 그러면 상위
설정에 혼합 단어가 표시되어 하위 레벨 설정에 환경설정이 두 개 이상
지정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혼합에서 다른 환경설정으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위 레벨 설정이 새 설정으로 변경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서비스에서 전자메일 통지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통지가 일시 중지됩니다.

주:

모든 전자메일 범주에 대해 나에게 통지를 즉시로 설정하면 전자메일
알림이 사용자의 전자메일 시작/종료 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즉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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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부
조정 준수 관리

참조:

• 조정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기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에서는 대차대조표 조정, 연결 시스템 조정 및 적용되는
기타 조정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Account Reconciliation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프로세스 관리

•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PM Enterprise Journals를 사용하여 분개 입력 게시

• 진행 중인 관리 태스크



3
조정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기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에서는 대차대조표 조정, 연결 시스템 조정 및 적용되는 기타
조정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Account Reconciliation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기간에 대한 관리자의 주요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에 대한 프로파일 설정

각 기간에서 새 계정 조합에 대한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해당 프로파일에 대한 준비자 및 검토자
지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프로파일에서 사용자 지정을 관리하거나 새 프로파일을 추가하는 작업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수행하는 설정 기능입니다.

조정 생성

조정 생성 작업은 빈도가 기간과 일치하는 모든 활성 프로파일의 선택된 기간에 대해 조정을
생성합니다.

아직 활성 상태가 아니거나 아직 잔액을 받지 않은 코드 조합에 대해 프로파일을 미리 생성하는
경우 프로파일에서 조정이 생성되지 않도록 [프로파일] 대화상자에서 이러한 프로파일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프로파일의 잔액이 임포트되면 [활성] 상태로 자동 설정되어
이후 "조정 생성" 프로세스에 포함됩니다. 작업이 시작된 조정은 덮어쓰지 않으므로 같은 기간에 이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대기 중인 조정을 업데이트하거나 새 조정을
추가합니다.

누락된 조정 확인

누락된 조정 확인 작업은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모든 프로파일에 조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주식을 조정하는 경우 이 계정은 1월과 2월 기간 동안 누락된 조정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월은 분기말로 간주되므로 3월 기간에는 이 계정이 표시됩니다.

프로파일에 대해 조정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생성된
이후 기간에 뒤늦게 프로파일을 추가하거나 조정이 생성된 후 삭제된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누락된 조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조정 준비

잔액, 트랜잭션 및 환율을 입력하고 매핑되지 않은 잔액이 존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계정 조정을
준비합니다.

잔액, 트랜잭션 및 환율은 기간이 잠겨 있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생성하기 전에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후 데이터를 임포트하면 조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정 상태가 "미해결(검토자에게 있음)" 또는 "마감"인 경우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의 임포트를
실행하거나 현재 조정에 있는 잔액과 다른 잔액(매핑되지 않은 잔액 또는 사전 매핑된 잔액)을
임포트하면 상태가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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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개설

준비자가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기간을 개설해야 합니다. 기간 상태를 [개설]로
설정하면 관련 시작 일자에 도달한 조정이 [대기 중]에서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으로
이동합니다.

조정 상태 모니터링

조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변경 요청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개요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조정의 현재 상태를 추적합니다. 다른 메트릭으로 통계를
보려면 [보기 기준] 선택을 변경합니다.

• 준수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예: 사용자 또는 팀이 마감을
어길 위험에 처해 있는지 또는 조정에 경고 표시기가 있는지를 식별).

대시보드의 "트래픽 조명" 표시기를 구성한 경우 트래픽 조명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개요 탭 순으로 사용하여 조정 활동을 봅니다.

다른 진행 중인 관리 태스크

다음과 같이 다른 진행 중인 관리 태스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제출, 승인 및 거부

• 조정 또는 조정 속성 업데이트

• 새 프로파일 추가

• 조정 다시 열기

• 재지정 요청 관리

• 팀 관리

기간 닫기 및 잠금

기간을 닫으면 새 조정이 기간에 추가되지 않지만, 잔액 및 트랜잭션 로드를 포함한 기존
조정에서 작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잠그면 조정 변경이 방지되며 잠긴 기간의 종료 날짜와 같거나 이전인 회계 날짜의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이 로드되는 것이 방지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애플리케이션, 기간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과
연관된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기간 닫기 및 잠금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용 샘플 태스크 플로우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가 구현 중에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프로파일 임포트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파일을 로드합니다.

1. [프로파일 목록 뷰]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이후 임포트를 위해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옵션을 선택하여 프로파일을 익스포트하고 프로파일 데이터를 수집하는 CSV
파일 템플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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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관리자가 계정 세그먼트, 이름, 설명, 기타 프로파일 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복사하여
프로파일 임포트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서비스 관리자에게 아직 일부 정보가 없으므로 몇몇
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서비스 관리자가 이러한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3. [프로파일 목록 뷰]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바꾸기] 옵션을 선택하여 프로파일을 임포트합니다.

4. 서비스 관리자가 [작업] 패널을 통한 프로파일 데이터 수동 편집과 대량 업데이트 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5. 서비스 관리자가 프로파일 구성을 거의 완료하면 정책 변경이 구현되고 위험 평가 값을
재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재지정을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새 값을 구성하고 이를 임포트하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먼저 [이후 임포트를 위해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옵션을 사용하여 [프로파일 목록 뷰]에서 프로파일 목록을
익스포트합니다. 그런 다음 계정 세그먼트와 위험 평가 열을 제외한 다른 열을 삭제합니다.

6. 서비스 관리자가 [프로파일 목록 뷰]의 [프로파일 임포트] 기능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임포트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업데이트] 옵션을 선택하여 위험 평가 속성만
업데이트되도록 합니다.

시나리오 2 -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가 준비자 역할을 하는 직원이 부서를 변경했으며 더 이상 조정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이 사용자에 지정된 프로파일과 조정을 재지정해야 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가 이후 조정이 제대로 지정되도록 프로파일을 재지정해야 합니다. [프로파일
목록 뷰]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준비자 이름]에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자에 지정된 모든
프로파일을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파일 목록 뷰]의 [작업] 패널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 추가] 섹션의 [준비자] 옵션을 선택하고 [값] 필드에 새 사용자 이름을 제공하여 준비자
지정을 변경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서비스 관리자가 모든 레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에 성공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2.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의 조정을 확인합니다. [조정 목록 뷰]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준비자
이름]을 기준으로 다시 필터링하고 두 개의 미해결 조정과 세 개의 대기 중인 조정을 찾습니다.

3. 서비스 관리자가 [작업] 패널을 사용하여 대기 중인 조정 및 미해결 조정을 재지정합니다.

시나리오 3 - 고급 사용자

회사 코드가 50-55 사이인 모든 프로파일이 포함된 보안 프로파일에서 고급 사용자가 프로파일
유지 관리를 수행합니다.

1. 고급 사용자가 일련의 프로파일에 대해 검토자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메일
통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고급 사용자의 보안 프로파일에 있습니다.

2. [프로파일 목록 뷰]에서 고급 사용자가 영향을 받는 계정을 검색하는 필터를 생성하고 [작업]
패널을 사용하여 검토자 지정에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3. 당일 이후 고급 사용자가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고급 사용자의 보안 프로파일에 있는 모든 회사
코드에 대해 일반 원장 계정 1729(새 계정)의 새 프로파일을 생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메일
알림을 받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이러한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CSV 파일에서
임포트하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프로파일 목록 뷰]에서 고급 사용자가 템플리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프로파일 익스포트 - 나중에 임포트 위해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옵션을
사용하여 샘플 프로파일을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 회사 코드 50-56에 대해 하나씩 7개의
프로파일을 이 임포트 파일에 생성합니다.

4. 고급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임포트하는 동안 프로파일 56-1729가 보안
프로파일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생성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고급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파일에
회사 코드 50-55가 포함되므로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6개 프로파일이 성공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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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분석 수행
조정 준수에서는 잔액 변동을 모니터하고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설명하기 위한 전체
계정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주로 제어하는 차이 분석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차이
분석에서는 기간대비, 분기대비 기간 등의 기간별 잔액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조정 준수에서 활용하는 동일한 강력한 규칙을 통해 차이 분석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설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계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급 최고의 성과를 내는 고객이 제안한 모범 사례는 기말 마감 전과 조정 사인오프 전에
원하는 모든 계정에 대한 차이 분석을 완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원장이 마감될 때 계정이
최대한 정확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차이 분석에서는 계정 분석 또는 잔액 비교 조정 방법과 동일한 프로파일/형식 개념을
사용하여 기간 대 기간 비교를 수행하는 차이 분석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즉, 조정과 차이
분석을 수행하는 회사에 두 개의 프로파일 세트(하나는 조정용, 하나는 차이 분석용)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여러 다른 세부정보 레벨에서 차이 분석을 수행한 다음
필요한 경우 더 대략적이거나 더 자세히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이 분석 설정

차이 분석을 설정하려면 형식 및 프로파일 개념을 사용하는 등의 계정 잔액 또는 잔액 비교
조정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 준수를 설정하고 구성합니다. 그러나 차이 분석용 개별
프로파일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조정 준수의 설정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 형식에 대해 알아보기

• 차이 분석용 프로파일 정의

조정 준수에 대한 프로세스 개요
[조정 준수]에서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을 시작으로 6개의 단계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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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로드-- 데이터 로드가 프로세스의 첫 단계입니다. 데이터 로드는 사전 매핑된 파일 또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조정 - 잔액이 로드된 후에는 자동 조정이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Account
Reconciliation은 잔액이 0이거나 소스 및 하위 시스템 잔액이 일치하는 등의 특정 계정 유형에
대해 자동으로 조정을 완료합니다.

주:

자동 조정이 작동하려면 사용으로 설정된 조정의 모든 버킷에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 통지 -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조정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전자메일 미리 통지를 보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수동 조정이 시작됩니다.

• 준비 - 조정 완료 및 검토 준비를 위해 준비자가 수행해야 하는 추가 조정 작업입니다.

• 검토 - 필요한 검토 또는 설명자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워크플로우 통지가 전송되며
작업이 정시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통지가 전송됩니다.

• 모니터링 - 대시보드에서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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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비스 관리자는 준비자 팀 및 검토자 팀에 동일한 사용자가 있는 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용자는 조정 승인 프로세스 중 준비 또는 승인 중 하나만
수행할 수 있고 둘 다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 준수의 사용자 태스크
조정 프로세스의 일부인 다양한 사용자로는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워크플로우
사용자인 준비자, 검토자, 설명자 포함) 및 조회자가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규칙을 사용하여 조정에서 허용되는 작업을 제어합니다. 이 규칙은
트랜잭션이나 조정이 정책과 맞지 않을 경우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없게 제한하거나 조정을
제출할 수 없게 제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이 승인용으로 제공되기 전에
먼저 준비자가 해당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에는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있습니다.

준비자는 잔액에 적합한 정당화를 제공합니다. 정당화는 잔액 대 잔액 비교 또는 계정 분석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자가 잔액 또는 차이 분석 유형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조정 스타일은 관리자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 다르며, 표준 형식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거나 완전히 처음부터 사용자정의된 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가 조정 작업을 할 때 필요에 따라 조정 항목, 잔액 설명, 첨부파일 및 설명을 입력하여
잔액에 대한 정당성을 지원합니다.

검토자는 승인 프로세스를 담당합니다. 조정에는 월별, 분기별 또는 계정 내에서 위험 상태가
감지될 때 적극적으로 승인을 수행하는 여러 검토자가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상태는 현재 기간 또는 이전 모든 기간의 조정 잔액이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전 기간 범위의 통계 추세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자 는 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조회자에게는 조정에 대한 보기 액세스 권한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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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프로세스 관리

관리자 POV에서 조정 프로세스 시작과 관련된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생성. 조정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누락된 조정 확인. 누락된 조정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 조정 준비을 참조하십시오.

• 기간 상태 변경

• 기간 닫기 및 잠금

조정 프로세스 관리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조정 액세스
홈 페이지의 다음 카드에서 Account Reconciliation의 조정 준수 내 조정에 액세스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목록 - 작업 목록 참조

• 대시보드 - 대시보드 카드에서 조정 액세스 참조

• 조정 - 조정 카드에서 액세스 참조

모든 조정에는 하나 이상의 검토 레벨을 포함할 수 있는 정의된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자는 소스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의 잔액 차이를 조정하고, 계정 잔액을 설명하고, 계정 잔액의
기간 대 기간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조정이 지정된 검토 레벨을 순환합니다.

계정 조정에 대해 알아보기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대시보드 카드에서 조정 액세스

대시보드에서 조정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대시보드를 누릅니다.

 

4-1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2817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2818


 

2. 개요를 선택합니다.

 

 

3. 다양한 조정 범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해결, 지연 또는 정시를 눌러
해당 범주의 조정 목록을 보거나, 이 예에서처럼 형식을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0 잔액
계정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역할이 지연된 조정은 지연을 누르면 표시됩니다. 이 동작은 조정 목록의
지연된 적 있음 필터와 유사합니다.

4. 표시되는 목록에서 작업할 조정을 눌러서 엽니다. 예를 들어, 외상 매입금 정산을 눌러
해당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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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열면 여러 탭이 표시됩니다.
 

 

조정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정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조정 카드에서 액세스

조정 카드에서 조정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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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를 사용하여 조정 목록에 표시되는 조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

지연 속성에 필터를 적용하면 현재 지연된 모든 조정이 표시됩니다.
역할에 지연된 적이 있는 조정을 표시하려면 지연된 적 있음 속성을
사용하여 필터링합니다.

•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조정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의
모든 속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 날짜 및
모든 아이콘 기반 열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름에 채무 계정 또는 수취 계정과 같은 계정이 있는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2. 조정 카드에서 트랜잭션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주:

정의된 보안 범위와 지정된 조정이 없는 고급 사용자의 경우 빈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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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목록

작업 목록에서는 작업 중인 조정의 목록과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작업 목록의 관리자
보기를 보여줍니다.
 

 

주:

정의된 보안 범위와 지정된 조정이 없는 고급 사용자의 경우 빈 목록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조정 작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상태 요약은 모두, 지연, 오늘 만기 또는 7일 후 만기 기준별로 볼 수 있습니다.

• 준비자와 검토자는 토글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역할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어 주의해야 하는
모든 조정과 조정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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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를 토글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용자의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이름이나 계정 유형과 같은 속성별로 조정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수행할 다른 작업이 있는 준비자 또는 검토자 팀 멤버인 경우에도 작업이 필요한
미해결 태스크만 작업 목록에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조정 옆의 작업 아이콘을 눌러 미해결 조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거나 오프라인 보기에 사용가능한 조정 버전을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 바인더 생성
작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바인더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목록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cel로 익스포트

2. 보고서 바인더 생성

3.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사전 매핑된 잔액 또는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재지정 요청

관리자는 사용자가 직접 조정의 재지정을 수행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기본 워크플로우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가 동일한 역할에 대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재지정 요청을 수행하도록 관리자가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재지정 요청을 수행 및 승인하도록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재지정 요청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지정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및 필터 기능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조정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의 모든
속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 날짜 및 모든 아이콘
기반 열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름에 채무 계정 또는
수취 계정과 같은 계정이 있는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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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조정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 목록 및 필터 작업

참조:

• 뷰 작업

• 목록 뷰 작업
목록 뷰의 주요 목표는 화면에 표시할 레코드를 나타내고 레코드 세부정보에 대한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파일, 조정 및 트랜잭션에 대한 목록 뷰가 있습니다.

• 필터 관련 작업
필터는 목록 뷰에 표시되는 레코드와 보고서를 제어합니다. 알림 유형, 잔액, 잔액 세부정보뿐
아니라 프로파일, 조정 또는 시스템 속성을 비롯한 조정 트랜잭션 속성에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뷰 작업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제품에서는 정보를 열과 행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의 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 뷰 - 조정, 트랜잭션 또는 프로파일과 같은 객체에 대해 열과 행으로 된 기본 정보 표시를
제공합니다.

• 그룹 뷰 - 속성 값별로 숫자 속성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압축 -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토글 옵션으로, 목록 뷰나 그룹 뷰에서 더 많은 정보 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뷰 선택기를 사용하여 여러 뷰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그룹 뷰에 있는 경우 뷰 선택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 및 그룹 뷰에서는 기본적인 정보 열과 행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표시할 열을 선택하여 쉽게
요구에 맞춰 표시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록 뷰를 사용자정의하려면

목록 뷰는 선택된 기본 열과 함께 표시되지만 쉽게 기본 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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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정 준비자인 사용자, 지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인 사용자 등 자세한 정보를
보려는 경우 또는 소스 시스템 보고 잔액을 보려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 드롭다운에서 열 선택을 선택합니다. 속성 선택 대화상자에서 조정(속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다양한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목록 아래로 스크롤하여 준비자 및 지연(준비자)을 선택하고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3. 이제 잔액 탭, 소스 시스템 잔액(보고) 필드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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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뷰를 사용자정의하려면

그룹 뷰에서는 속성 값별로 숫자 속성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 뷰를 사용할
때 가능한 속성은 목록, 예/아니요, 참/거짓 및 사용자입니다.
 

 

예를 들어 형식 및/또는 준비자별로 거부 수가 많은 패턴을 찾기 위해 이 그룹 뷰를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그룹 1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하고 그룹 2 드롭다운 목록에서 준비자를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열 선택을 선택합니다. 속성 선택 대화상자에서 다양한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거부 수를 선택하고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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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룹 뷰 결과의 예입니다.
 

 

주:

숫자 속성을 정의하면 합계(그룹화 방법) 필드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없음

• 평균

• 개수

• 합계

행 압축 표시를 선택하려면

압축은 토글 스위치로 작동하며 더 많은 정보 행을 표시합니다. 압축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목록

• 트랜잭션 목록

• 프로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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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뷰

목록을 저장하면 압축 옵션도 저장됩니다.

조정 목록 열 선택 정의 보기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에서 참조되는 프로파일, 조정, 잔액, 트랜잭션 데이터 세트 유형에 대한 목록
열 정의를 보려면 부록 A: 조정 목록 열 선택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목록 뷰 작업

목록 뷰의 주요 목표는 화면에 표시할 레코드를 나타내고 레코드 세부정보에 대한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파일, 조정 및 트랜잭션에 대한 목록 뷰가 있습니다.

더 많은 행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뷰 선택기의 압축을 사용하십시오.

• 프로파일 목록 -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목록을 포함하고
[프로파일] 대화상자에 대한 드릴다운을 제공합니다.

• 조정 목록 - 조정 목록을 포함하고 [조정] 대화상자에 대한 드릴다운을 제공합니다.

• 트랜잭션 목록 - 트랜잭션 목록을 포함하고 [트랜잭션 세부정보] 탭에 포커스가 설정된 [조정]
대화상자에 대한 드릴다운을 제공합니다.

목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 뷰에서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필터를 적용하여 목록에 포함되는 레코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목록 뷰를 인쇄하거나 임시 보고를 위해 Excel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목록 뷰 저장

목록 뷰를 저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목록에서 원하는 필터, 열 또는 정렬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뷰를
조정합니다.

2. 작업에서 목록 저장을 누릅니다.

3. 목록 저장 대화상자에서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저장된 목록을 모두 보려면 목록 드롭다운 선택기를 클릭합니다.

목록 뷰 게시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대화상자의 맨위에서 게시를 선택하여 개인 목록 뷰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뷰가 복제되므로 이제 개인용과 공용 버전이 있습니다. 공용 버전은
공용 열에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기본 뷰 설정

게시되어 저장된 뷰에 대해 기본값 설정 작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가
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뷰 유형의 모든 사용자가 저장된 목록 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뷰 유형을 열 때도 저장된 목록 뷰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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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관련 작업

필터는 목록 뷰에 표시되는 레코드와 보고서를 제어합니다. 알림 유형, 잔액, 잔액
세부정보뿐 아니라 프로파일, 조정 또는 시스템 속성을 비롯한 조정 트랜잭션 속성에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나중에 사용하도록 개인 필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뷰를 설정하는 데
저장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뷰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필터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필터가 공용으로 표시됩니다. 서비스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는 저장된
필터를 사용하여 규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속성과 필터링에 사용할 연산자의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산자에는
equal to, not equal to, starts with, ends with, contains, greater than, less than 등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연산자는 속성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값을 필터링하는 연산자는 숫자 값을 필터링하는 연산자와 다릅니다. 필터는 and 논리를
사용하여 결합되므로 모든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레코드만 표시됩니다.

and 및 or 논리와 필터 적용 순서를 결정하는 그룹화 논리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필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준수에서 필터가 사용되는 위치

조정 준수에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많습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 조정

• 트랜잭션

• 프로파일

• 기간 -
기간 대화상자에서 필터를 사용하면 작업할 기간만 볼 수 있도록 기간 목록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많은 수의 기간으로 작업하거나 일별 기간으로
작업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기간 목록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 환율 관리

• 데이터 로드 관리

• 형식 관리

• 작업

• 아카이브

• 속성 관리

• 필터 관리

• 목록 관리

• 통화 관리

• 사용자 관리

• 팀 관리

• 알림 유형 및 알림 관리

• 보고서 관리 - 쿼리 관리, 보고서 그룹 관리, 보고서 관리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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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저장된 필터 보기

필터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기존 필터를 보려면 필터를 누릅니다. 공용 필터에는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

 

 
다음 대화상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작성(+) - 새 필터 생성

• 편집 - 기존 필터 변경

• 복제 - 기존 필터와 동일한 두번째 필터 생성

• 삭제 - 필터 삭제

• 게시 - 공용으로 지정하여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터 게시

• 보기 - 열 정렬 및 순서 재지정 허용

새 필터 생성

새 필터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필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새로 작성(+)을 눌러 새 필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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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 목록, 트랜잭션 목록 또는 프로파일 목록에서 필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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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유형 - 알림, 잔액, 상세 잔액, 일치, 프로파일, 조정 또는 트랜잭션 중 필터 유형을 하나
선택합니다.

• 필터 정의

목록을 제한하는 조건 그룹.

• 조건 - 조건 또는 그룹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결합 - And 또는 Or을 선택합니다. 이 값은 이 조건이나 그룹이 이전 동위 조건이나
그룹과 연결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필드는 선택한 노드가 상위 노드의 첫 번째
하위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설정됩니다.

– 속성—속성은 조건에서 필터의 결과 세트에 포함할 값과 비교할 필드 또는 값입니다.
그러나 필터의 경우 속성은 사용자정의 속성 목록 이상을 나타냅니다.

– 연산자—속성에 대해 수행할 평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예: Equals, Between, Does
not Equal, Greater than, Is blank, Is not blank, Less than, Not between)

– 값—속성을 비교할 값을 지정합니다. 속성 유형에 따라 사용가능한 입력 필드가
결정됩니다.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뷰 조정

필터 모음은 Account Reconciliation의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다음 예는 필터
구성의 필터 모음을 보여 줍니다. 기본값 ALL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필터 속성을 선택하도록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객체가 표시됩니다.
 

 

필터링 속성을 추가하려면 + 새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하려는 필터 속성을 선택하면 해당
속성이 필터 모음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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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또 다른 가능한 필터링 속성 목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을
스크롤하거나 검색하여 추가할 필터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날짜 범위 사용

일부 필터 속성에는 날짜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일과 같은 다른 필터
속성을 필터 모음에 추가하려는 경우 날짜 범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 값을
사용하여 뷰 범위를 좁히고 연산자 필드를 사용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 날짜 값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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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저장 및 게시

모든 필터는 개인 필터로 저장되지만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게시하면 공용으로 표시됩니다.

조정 생성
조정을 생성하여 각 기간에 대한 조정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모든 계정 프로파일 또는 필터링된
프로파일 목록에 대해 조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과 같은 프로파일 빈도는 기간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조정을 생성하는 경우 기간 상태를 대기 중에서 미해결로 변경할 때까지 모든 조정의 상태는 [대기
중]입니다.

프로파일에 정보가 없는 경우(예: 준비자가 지정되지 않음) 조정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이미
조정이 있으면 [대기 중] 상태의 조정을 프로파일의 정보로 덮어씁니다. [미해결] 또는 [마감] 상태의
조정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조정은 프로파일 또는 기간에서 생성할 수도 있고 EPM Automate Utility에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에서 조정 생성

조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간을 선택한 다음 특정 기간을 선택하고 작업, 조정 생성 순으로 누릅니다.

2. 기간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조정 생성을 누릅니다.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결과 요약이 표시됩니다. 요약에는 생성된 조정 수, 조정 생성에 실패한
프로파일 수 및 실패 원인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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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에서 조정 생성

조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2. [프로파일] 목록에서 조정을 생성하려는 프로파일만 포함되도록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모든 프로파일 또는 필터링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저장된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필터가 설정된 후 작업에서 조정 생성을 선택합니다.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결과 요약이 표시됩니다. 요약에는 생성된 조정 수, 조정 생성에
실패한 프로파일 수 및 실패 원인이 표시됩니다.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조정 생성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는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조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 createreconciliations는 지정된 기간에 프로파일을 복사합니다.

사용: epmautomate createreconciliations PERIOD SAVED_FILTER, 여기서

• PERIOD는 기간 이름입니다.

• SAVED_FILTER는 저장된 공용 필터의 이름입니다. 저장된 필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유틸리티에서 해당하는 모든 프로파일을 복사합니다.

예:

epmautomate createreconciliations "January 2015"
epmautomate createreconciliations "January 2015" "Corporate Recs"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결과 요약이 표시됩니다. 요약에는 생성된 조정 수, 조정 생성에
실패한 프로파일 수 및 실패 원인이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태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을 복사합니다.

• 트랜잭션 및 조정을 추가합니다. 트랜잭션을 입력하여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잔액의 차액을 설명하거나 계정 잔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조정을 준비합니다.

• 조정에 첨부파일을 추가하고 설명을 추가합니다.

조정 생성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트랜잭션 일치가 조정 준수와 다른 방식

트랜잭션 일치는 일치 카드에 표시되므로 트랜잭션 일치의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세 개의
트랜잭션 일치 형식 중 하나에 연결하는 즉시 트랜잭션 일치의 일치 부분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준수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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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일치 전용 환경인 경우 RC 통합 없이 일치 카드의 일치 측면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 계정 분석 또는 잔액 비교 형식에 연결된 트랜잭션 일치 사용자인 경우 조정 준수에
대한 통합이 있으며 이 항목에 설명된 대로 조정을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누락된 조정 확인
누락된 조정 확인 작업은 지정된 기간에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모든 프로파일에 조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누락된 조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새 프로파일 - 예를 들어, 지정된 기간의 조정이 생성된 후 프로파일이 생성된 경우

• 필수 정보 누락 - 예를 들어, 프로파일에 워크플로우 또는 통화 정보가 누락된 경우

• 삭제됨 - 예를 들어, 프로파일이 기간에서 삭제된 경우

• 비활성 - 예를 들어, 프로파일이 비활성으로 플래그 지정된 경우

누락된 조정을 확인하는 경우 비활성 프로파일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주식을
조정하는 경우 이 계정은 1월과 2월 기간 동안 누락된 조정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월은
분기말로 간주되므로 3월 기간에는 이 계정이 표시됩니다.

프로파일에 대해 조정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생성된
이후 기간에 뒤늦게 프로파일을 추가하거나 조정이 생성된 후 삭제된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조정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기간 순으로 선택한 후 기간을 선택합니다.

2. 작업에서 누락된 조정 확인을 선택합니다.

3. Excel로 누락된 조정을 보려면 Excel로 익스포트 아이콘을 누릅니다.

4. Excel 파일의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저장,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누락된 조정 확인에 대한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조정 준비
소스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의 잔액 차이를 조정하고, 계정 잔액을 설명하고, 계정 잔액의 기간 대
기간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준비합니다.

조정 방법

조정을 준비하는 방식은 조정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이며 관리자가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조정을 설정합니다.

• 잔액 비교

• 계정 분석

• 차이 분석

예를 들어, 조정에 일반 원장 잔액과 비교할 보조원장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비교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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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장 잔액이 없는 경우 준비자가 GL 잔액을 설명할 수 있는 계정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월말 잔액을 이전 기말(예: 이전 월, 분기 또는 연도 말)의 잔액과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차이 분석 방법이며 준비자는 필요에 따라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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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법이든 관리자는 스케줄링된 자동 조정 규칙을 실행하여 0 잔액 계정 및 활동 없는 계정과
같은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조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추가

트랜잭션 및 조정(adjustment)을 조정(reconciliation)에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을 복사합니다.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 트랜잭션 및 조정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트랜잭션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 파일에서 임포트합니다. 조정 준수에 대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조정 액세스

사용자는 다음 위치에서 로그온하여 지정된 조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목록 카드 - 미해결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 목록에는 자신이 준비자 또는
검토자이거나 자신이 속한 팀이 준비자 또는 검토자인 모든 미해결 조정이 표시됩니다.

• 대시보드 카드([개요] 또는 [준수] 탭) - [개요] 대시보드에서는 조정할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조정 상태에 대한 시각적 표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보거나
정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구성요소를 선택하여 기본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형 차트를 누르면 기본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조정 카드

조정 준비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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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작업 목록 및 조정 요약을 사용하여 조정 작업

작업 목록을 사용하여 조정을 확인하고 조정 요약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조정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홈에서 작업 목록을 누릅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조정 작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상태 요약은 모두, 지연, 오늘 만기 또는 7일 후 만기 기준별로 볼 수 있습니다.

• 뷰를 토글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용자의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이름이나 계정 유형과 같은 속성별로 조정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2. 목록에서 조정 옆의 작업 아이콘을 누르고 조정 열기를 선택하여 조정을 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조정 요약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이 대화상자에서 모든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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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에는 조정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토글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차액 및 개수에
대한 주의도 있습니다.
 

 

• 오른쪽 위에는 설명되지 않은 차액이 표시되며 이 차액은 트랜잭션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잔액 요약 수치] 패널에서는 [GL 잔액] 및 [AP 보조원장 잔액] 열을 보여줍니다. 조정
수치나 탭을 누르면 자세한 트랜잭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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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패널에는 이전 조정의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가 표시됩니다. 새 조정자는
이전에 수행했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는 추세를 보고
해당 추세를 기반으로 해결할 새 이슈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오른쪽에는 소유자, 만기, 위반, 최근 설명 및 첨부파일 등 조정에 대한 주요
메트릭이 있습니다. 조정 만기까지가 1일 미만인 경우 만기까지 일수가 시간 및 분
단위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45분이 있습니다. 조정 만기 날짜가 1일에서
2일 사이인 경우 만기까지 일수가 일 및 시간 단위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7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준비자로 로그인한 경우의 조정 통계를 보여 줍니다. 통계는 사용자
역할에 따라 조정됩니다. 만기까지 일수가 1일, 12시간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동일한 조정의 통계를 보여 주지만 서비스 관리자로 로그인한
경우입니다. 만기까지 일수가 7일이며, 이는 해당 조정의 전체 만기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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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는 추가 정보를 보거나 입력할 수 있는 전환기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한 번 누르면
전환기가 열리고 다시 누르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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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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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조정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는 지침입니다.
 

 

– 알림. 조정 및 트랜잭션에 대한 알림과 해당 상태를 표시합니다. 트랜잭션 일치 알림의
경우 표시되는 알림은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별로 그룹화됩니다. 알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워크플로우. 마감 및 워크플로우 사용자와 해당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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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시스템에서는 조정에 대한 초기 작업을 수행한 사람을 준비자(준비자
실제) 또는 검토자(검토자 실제)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정이
재지정되거나 팀에서 멤버가 삭제된 경우 유용합니다. 조정 제출,
승인 및 거부을 참조하십시오.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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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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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준비자가 검토를 위해 조정을 제출하려면 먼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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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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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조정은 이전 기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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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4장
조정 준비

4-33



 

4. 조정이 지정된 팀에 속해 있는 경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클레임을 눌러 조정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팀의 다른 사용자가 이미 해당 조정을 클레임한 경우 클레임을
인계할 것인지 확인하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이제 트랜잭션을 추가하여 계정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설명되지 않은 차액이 조정
계정의 목표인 0이 되도록 합니다. 이 예를 따라 트랜잭션을 추가하는 경우 조정 준비
비디오 및 트랜잭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6. 필요한 경우 개별 트랜잭션에 설명과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조정의 필수 질문에 답변합니다.

8. 요약 탭을 눌러 업데이트된 총계를 확인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차액이 이제 0이므로
제출을 눌러 검토할 조정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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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용어

용어

조정의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개별 조정

• 요약 또는 상위 조정

• 그룹 조정

용어 정의

조정(개별) 데이터 관리에 로드된 잔액과 동일한 세그먼트

레벨에서 수행되는 조정.
예를 들어, 회사 코드/계정 레벨에서 잔액이 제공되고

조정 프로파일이 동일한 세그먼트에 설정된 경우 개별

조정입니다. 개별 조정은 단순히 조정이라고 하며

그룹 조정은 항상 그룹 조정이라고 합니다.

요약 조정 여러 개별/그룹 조정을 고유한 뷰와 워크플로우가

있는 단일 요약 조정으로 결합하는 계정 조정에

고유한 조정 스타일입니다. 현재 요약 조정에 링크할

수 있는 개별/그룹 조정의 최대수는 99입니다.
그룹 조정 로드된 데이터 관리 잔액보다 "상위" 세그먼트

레벨에서 수행된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코드/
계정/비용 센터 레벨에서 잔액이 제공되고 조정

프로파일이 회사 코드/계정 분할 레벨에서 설정된

경우 계정 조정의 한 프로파일로 합산된 여러 잔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룹 조정이어야 합니다.
그룹 조정의 일부일 수 있는 잔액에는 최대수가

없습니다.
그룹 조정으로 합산된 잔액은 해당 1차 하위 잔액이

단일 그룹 조정에 결합되므로 회계사는 이를 "1차
하위" 잔액이라고도 합니다.

하위 세그먼트(1차 하위 세그먼트라고도 함) 프로파일 세그먼트보다 더 깊거나 더 상세한 레벨의

모든 세그먼트입니다. 이는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상세 잔액 조정보다 낮은 하위 레벨인 하위 세그먼트 레벨의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 프로파일이 회사 코드/
계정 세분화 레벨에서 설정되는 반면 세부사항은 회사

코드/계정/비용 센터 레벨의 데이터 관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

다른 업계에서는 이를

그룹 조정 레벨

(프로파일 레벨)로
상세 또는 1차 하위

잔액 "롤업"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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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추가

첨부파일에는 전체 조정, 조정의 설명 또는 트랜잭션에 첨부된 파일이 포함됩니다.

첨부파일 전환기는 준비자 역할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준비자만 첨부파일 전환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태가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인 조정에서 작업 중인 현재 준비자에게는
첨부파일 추가 여부에 관계없이 첨부파일 전환기에서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준비자는 [요약]의 [첨부파일] 섹션에 있는 전체 조정과 조정 설명 또는 트랜잭션에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토자와 설명자만 설명에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을 추가한 사람과 추가된 날짜 및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첨부파일을 해당 조정이 생성되는 다음 기간으로 차기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워크플로우가 완료될 때까지 첨부파일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 첨부파일 목록을 확장하고 기본 확장 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첨부파일을 한 번에 여러 조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서 끌어서 놓기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첨부파일을 끌어서 놓은 후 한 번에 여러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 및 상태 기반 권한

다음은 조정 상태 및 역할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가 설명된 테이블입니다.

표 4-1    첨부파일

역할 상태: 미해결
(준비자에게 있음)

상태: 미해결
(검토자에게 있음)

상태: 마감

준비자 첨부파일을 추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검토자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설명자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관리자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고급 사용자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첨부파일을 볼 수 있음

외부 문서 또는 웹 페이지 링크 추가

외부 문서나 웹 페이지 링크를 첨부파일 섹션에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조정을 누르고 작업 중인 조정을 선택하여 엽니다.

2. 조정 요약 대화상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첨부파일 탭(종이 클립 아이콘)을 누릅니다.
첨부파일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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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파일 또는 파일 링크 아이콘을 누릅니다.

• 첨부파일의 경우 파일 선택을 사용하여 파일을 선택 및 첨부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설명 이름을 입력합니다.

– 이 첨부파일을 다음 기간의 해당 조정에 포함하려면 차기 이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링크의 경우 URL(예: Oracle, http://www.oracle.com)을 입력한 후 URL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설명 이름을 입력합니다.

– 이 첨부파일을 다음 기간의 해당 조정에 포함하려면 차기 이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차기 이월을 선택한 경우 해당 파일 첨부파일 또는 웹 링크 옆에 차기 이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주:

준비자가 링크를 추가하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는 사용자는 사용자의 브라우저 설정을
기반으로 이 링크를 열게 됩니다.

첨부파일 편집 또는 삭제

오른쪽의 편집 또는 삭제 작업에 액세스하여 첨부파일을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4장
조정 준비

4-37

http://www.oracle.com


 

첨부파일 편집 대화상자에서는 이름을 편집할 수 있으며 [차기 이월] 확인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조정의 워크플로우가 완료될 때까지 이름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차기 이월

조정에 대한 첨부파일을 해당 조정의 미래 기간으로 차기 이월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 또는 첨부파일 편집 대화상자에서 [차기 이월] 확인란을 사용하여
다음 기간에 조정이 생성될 때 해당 조정과 함께 이 동일한 첨부파일이 포함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랜잭션 첨부파일 확장

트랜잭션 첨부파일 옆의 모두 확장 아이콘을 눌러 전체 트랜잭션 첨부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모두 확장이거나 모두 축소입니다. 설정은 기본적으로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설정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확장된 목록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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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여러 조정 또는 트랜잭션에 파일이나 URL 추가

한 번에 여러 조정 또는 트랜잭션에 참조 파일 또는 URL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조정 또는 트랜잭션을 누릅니다.

2. 조정 또는 트랜잭션을 복수 선택하고(둘 이상의 행을 강조 표시하거나 Shift 키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행 선택) 작업, 참조 추가, 파일 또는 URL 순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끌어서 놓기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첨부파일 추가

또한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서 사용가능한 끌어서 놓기 기능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름 필드에서 첨부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첨부파일을 끌어 놓으면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

첨부파일을 제대로 끌어서 놓으려면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요약]에서 끌어서 놓으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및 설명 첨부파일에 대한 크기 고려 사항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저장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조정 및 설명 첨부파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크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Oracle Cloud Object Storage에 가입할 수 있으며 스토리지 버킷을 생성한 후
Account Reconciliation을 구성하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첨부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는
Account Reconciliation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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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의 Oracle Cloud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첨부파일
보류를 참조하십시오.

• 클라이언트는 고유한 문서 저장소에 첨부파일을 저장하고 조정에서 해당 저장소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추가하는 것이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기보다 쉬우며 링크를
추가하면 저장영역 공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클라이언트에서는 저장영역을 오프로드하거나 아카이브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전
기간을 아카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크기가 큰 첨부파일의 콘텐츠를 검사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화질 스크린샷을 붙여넣은 Word
문서는 매우 많은 저장영역을 사용합니다.

설명 추가 및 삭제

설명을 전체 조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역할이 있는 경우 설명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 및 상태 기반 권한

다음은 조정 상태 및 역할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가 설명된 테이블입니다.

표 4-2    설명

역할 상태: 미해결
(준비자에게 있음)

상태: 미해결
(검토자에게 있음)

상태: 마감

준비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자신이나 다른 준비자가

추가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자신이 추가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검토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자신이 추가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자신이나 다른 검토자가

추가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설명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자신이 추가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자신이 추가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관리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고급 사용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조회자 설명을 볼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주: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 구성 > 시스템 설정 아래 설명 삭제 허용 구성 설정에서
허용해야만 사용자가 자신의 설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설명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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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준비자 또는 검토자인 사용자는 조정이 열려 있고 조정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설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

릴리스 21.10 전에 작성된 설명은 워크플로우 액세스에 관한 이전 규칙을 계속 따릅니다.
따라서 역할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설명을 작성한 사용자가 설명을 삭제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제 모든 설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설명 차기 이월

조정에 생성된 설명을 이후 기간으로 차기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새 기간에 배포하면 차기
이월 예정으로 표시된 모든 설명을 상속받습니다. 첨부 파일(있는 경우)도 설명과 함께 차기
이월됩니다. 특정 기간에 차기 이월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필수 특권이 있는
사용자가 설명을 삭제하거나 차기 이월 옵션을 설정에서 해제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이후 기간으로 차기 이월하려면 설명을 생성할 때 차기 이월 옵션을 선택합니다. 차기 이월
예정으로 설정된 설명의 경우 이 설명의 맨위에 있는 차기 이월 아이콘
(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기 이월이 사용으로 설정된 조정의 모든 설명은 다음 기간에 복사됩니다.

 

 
설명 삭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작업 메뉴에서 차기 이월을 선택하여 설명의 차기 이월 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모든 설명의 차기 이월 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자가 설명을 생성하고 차기 이월 예정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준비자와 준비자 역할을 가진 다른
사용자는 이 설명의 차기 이월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준비자는 이 설명의
차기 이월 상태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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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마이그레이션할 때 설명의 차기 이월 설정은 보존됩니다. 릴리스 21.10으로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모든 설명이 차기 이월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그러나 필수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설명에 인접한 차기 이월 아이콘을 눌러 이 설정을 토글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추가하려면

다음은 설명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1. 홈에서 조정을 선택하고 설명을 추가할 조정을 엽니다.

2. 설명 창을 누릅니다.

3. 텍스트 상자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이 설명을 이후 기간으로 차기 이월하려면 차기 이월을 누릅니다.

5. 선택사항: 외부 문서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설명에 웹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 첨부(종이 클립 아이콘)를 누르고 파일을 찾아 첨부파일로 선택합니다.

• 링크 첨부(링크 아이콘)를 누르고 첨부파일의 URL 및 이름을 추가합니다.

주:

첨부(파일 또는 URL)를 한 번에 여러 조정 또는 트랜잭션에 추가하려는 경우
조정 또는 트랜잭션 목록 뷰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의
조정 또는 트랜잭션을 강조 표시하거나 Shift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참조 추가 순으로 누르고 파일 또는 URL을
선택합니다.

주:

또한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서 사용가능한 끌어서 놓기 기능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름 필드에서
첨부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첨부파일을 끌어 놓으면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제대로 끌어서 놓으려면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요약]에서 끌어서 놓으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 게시를 누릅니다.

설명 삭제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 구성 > 시스템 설정 아래의 설명 삭제 허용 설정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설명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조정을 선택하고 설명을 삭제할 조정을 엽니다.

2. 설명 창을 누릅니다.

3. 삭제할 설명 오른쪽에 있는 작업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설명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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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성

질문에는 질문이 포함되며 각 역할(예: 준비자, 검토자 1, 검토자 2 등,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조회자)에 대한 탭이 있습니다.

질문을 선택 사항 또는 필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 및 검토자에 대한 질문은 필수일 수
있으며, 먼저 대답해야 검토 또는 승인을 위해 조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또는 조회자에게 지정된 질문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주:

형식에 대해 질문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섹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 작업

트랜잭션은 준비자가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잔액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에 추가하는
라인 항목입니다.

트랜잭션으로 작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선택합니다.

2. 조정 목록에서 열기를 눌러 지정된 조정에 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3. 조정 준비 시작 방법에 대한 예는 조정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4. 이 예에서 트랜잭션 및 조정으로 작업하려면 일반 원장 조정 탭을 눌러 트랜잭션 세부정보를
엽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작성)를 눌러 수동으로 트랜잭션을 입력합니다. 편집, 복사 또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X)를 선택하면 트랜잭션 삭제 대화상자에서 트랜잭션을 모두 삭제하거나
선택한 트랜잭션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기간에서 복사를 눌러 트랜잭션을 추가합니다.

• 임포트를 눌러 파일의 트랜잭션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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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 내에서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경우 임포트 파일에 조정 계정 ID 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로드 한 번에 여러 조정에서 대량으로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려면 작업 >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 트랜잭션 임포트에서 조정 목록의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면 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역할 선택에서 역할이
사용자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익스포트를 눌러 트랜잭션을 익스포트합니다. 트랜잭션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 새로고침을 눌러 페이지를 새로고칩니다.

5. 수동으로 새 트랜잭션을 입력하려면 트랜잭션 대화상자에서 +(새로 작성)를 누르고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트랜잭션을 저장하거나 저장하고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6. 목록의 트랜잭션을 눌러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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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 계획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CSV 형식으로 익스포트

현재 트랜잭션을 오프라인에서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cel에서 열 수 있는 .csv(쉼표로
구분된 값) 형식으로 트랜잭션을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랜잭션을 .csv 파일로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조정에서 자신이 준비자인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의 조정을 선택합니다.

주:

목록 드롭다운에서 개인, 그룹 또는 요약 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원장 조정 탭을 눌러 트랜잭션 세부정보를 열고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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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랜잭션 익스포트에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 형식 지정된 데이터(표시되는 열만) 옵션은 표시되는 열의 트랜잭션만 Excel로
익스포트합니다.

• 향후 임포트를 위한 형식 미지정 데이터 옵션은 향후 조정으로 다시 임포트할 수
있도록 .csv 형식으로 트랜잭션을 익스포트합니다. 익스포트 형식 파일은 선택하는
조정 유형(개인, 그룹 또는 요약 조정)에 따라 다릅니다.

 

 

주: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는 향후 임포트를 위한 형식 미지정 데이터 옵션을
선택하여 익스포트할 속성을 선택하고, 익스포트된 파일을 변경하고, 속성을
업데이트할 파일을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속성 업데이트을
참조하십시오.

4.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5. 파일 저장, 확인 순으로 누르고 로컬에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은 Excel로 된 형식 지정된 데이터(표시되는 열만) 형식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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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향후 임포트를 위한 형식 미지정 데이터 형식 .csv 파일의 예입니다..

 

 

트랜잭션 추가

트랜잭션은 준비자가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잔액의 차액을 조정하거나 계정 잔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에 추가하는 라인 항목입니다.

준비자는 준비자 포함 열기 상태의 조정에 트랜잭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 [검토자 포함
열기] 또는 [닫힘] 상태의 조정에는 트랜잭션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준비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트랜잭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 복사

• 수동으로 트랜잭션 추가

• 사전 매핑된 잔액 또는 트랜잭션 임포트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 복사

한 트랜잭션이 여러 기간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임대료를 2년에 한 번
지불합니다. 잔액을 설명하기 위해 1월에 지불한 임대 비용 송장을 이후 달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 달의 트랜잭션을 복사합니다.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을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2. 조정을 선택하고 자신이 준비자인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의 조정을 엽니다.

3. 설명된 잔액 탭을 선택하고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 복사)을 누릅니다.

4. 트랜잭션을 선택하고 복사를 누릅니다.

수동으로 트랜잭션 추가

조정에는 준비자가 트랜잭션을 입력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자가 소스 시스템에 대한 조정 사항을 입력하여 하위 시스템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트랜잭션에 [트랜잭션 코드] 및 [개설 날짜]가 필수 필드로 포함됩니다. [개설 날짜] 필드는 소스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이 열렸거나 열렸어야 하는 날짜를 지정합니다. 조정 형식에 따라 다른 필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트랜잭션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자신이 준비자인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의 조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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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3. 트랜잭션 탭을 선택합니다.

4. ( + (새로 작성))을 누르고 다음을 추가합니다.

형식 구성 방법에 따라 속성(예: 트랜잭션 코드, 개설 일자, 마감 일자)이 표시됩니다.
필수 속성 옆에는 별표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세부정보] 및 [작업 계획] 섹션에는 역할과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달리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역할에 보기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

• 텍스트 상자:

– 표시 안 함 옵션으로 구성된 역할의 경우 조정 또는 태스크 수행에서 또는
대시보드, 목록 뷰 또는 보고서에서 이 속성을 볼 수 없습니다.

– 편집 허용으로 구성된 역할은 속성 값을 추가, 변경 및 제거할 수 있지만
편집가능성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필수 옵션으로 구성된 역할은 속성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옵션은
준비자와 검토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제공할 때까지 준비자는 제출할
수 없고 승인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여러 라인 텍스트 상자 탭:

– 텍스트 상자 탭:

* 표시 안 함으로 구성된 역할의 경우 조정 또는 태스크 수행에서 또는
대시보드, 목록 뷰 또는 보고서에서 이 속성을 볼 수 없습니다.

* 편집 허용으로 구성된 역할은 속성 값을 추가, 변경 및 제거할 수 있지만
편집가능성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필수로 구성된 역할은 속성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옵션은 준비자와
검토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제공할 때까지 준비자는 제출할 수
없고 승인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탭:

* 표시 안 함으로 구성된 역할의 경우 조정 또는 태스크 수행에서 또는
대시보드, 목록 뷰 또는 보고서에서 이 속성을 볼 수 없습니다.

* 추가 및 제거로 구성된 역할은 추가된 파일을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지만
편집가능성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필수로 구성된 역할은 첨부파일을 하나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옵션은
준비자와 검토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할 때까지
준비자는 제출할 수 없고 승인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추가 및 제거로 구성된 역할은 파일을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추가한 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트랜잭션 세부정보 - 이 섹션에는 트랜잭션의 속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선택 사항: 트랜잭션의 통화를 변경하려면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통화 버킷의 통화
목록에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통화 버킷에 값을 입력합니다. 통화 환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통화 버킷에 환산된 값이 표시됩니다. 통화 환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활성화된 나머지 통화 버킷에 모두 값을 입력합니다.

• 선택사항: 트랜잭션이 상각 중 또는 통합 중인지 지정하려면 상각 중, 통합 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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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사항: 환산된 통화 버킷의 통화를 변경하려면 통화 목록에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환산된 통화 값을 재정의하려면 통화 버킷에 대해 [재정의]를 누르고 새 값을
입력합니다.

주:

재정의를 제거하려면 값 재설정을 누릅니다.

6. 작업 계획 - 트랜잭션 후속 작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일반 트랜잭션 속성과 작업 계획
속성 간의 주요 차이점은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 트랜잭션 속성은 워크플로우 사용자(준비자 및 검토자)가 조정을 연 경우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계획 속성은 기간이 잠길 때까지 언제든지 권한 있는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조정 트랜잭션과 관련된 작업 계획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속성은 액세스 권한에
따라 다른 편집 가능성 동작을 갖습니다.

설명 기능을 사용하면 준비자, 검토자, 설명자, 관리자 및 권한 있는 고급 사용자가 설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기간이 잠기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a. 작업 계획 첨부 파일 - 조정의 작업 계획에 첨부된 파일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따라 첨부
파일 섹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표 4-3    첨부파일이 편집가능한 경우

역할 첨부 파일이 편집 가능한 경우

준비자 조정이 [미해결] 또는 [마감] 상태이고 기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검토자 조정이 [미해결] 또는 [마감] 상태이고 기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고급 사용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조회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설명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트랜잭션에 첨부 파일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트랜잭션 세부정보에서 첨부파일을 확장합니다.

2. 작업,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첨부파일 추가의 유형에서 로컬 파일을 선택하여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첨부하거나
URL을 선택합니다.

4. 이름 필드에 첨부파일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5. URL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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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작업 계획 설명 - 작업 계획에 설명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따라 설명 섹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표 4-4    첨부 파일이 편집 가능한 경우

역할 첨부 파일이 편집 가능한 경우

준비자 조정이 [미해결] 또는 [마감] 상태이고 기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설명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검토자 조정이 [미해결] 또는 [마감] 상태이고 기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설명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조정이 열림 또는 닫힘 상태이고 기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사용자의 설명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조정이 열림 또는 닫힘 상태이고 기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사용자의 설명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 설명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설명자 조정이 [미해결] 또는 [마감] 상태이고 기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설명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에 설명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트랜잭션 세부정보에서 설명을 확장합니다.

2. 작업,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새 설명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외부 문서를 참조하려면 [참조] 섹션에서 작업, 추가 순으로
선택합니다. 문서를 선택하고 URL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5. [설명 생성] 대화상자를 닫으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7. 첨부 파일 - 트랜잭션 세부정보 첨부 파일을 포함합니다.

8. 설명 - 트랜잭션 세부정보 설명을 포함합니다.

9. 저장을 눌러 트랜잭션을 저장하거나 저장 및 추가 생성을 눌러 현재 트랜잭션을
저장하고 새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10. 닫기를 누릅니다.

트랜잭션 편집, 복사 및 삭제

준비자는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의 조정에 대해 트랜잭션을 복사,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 [검토자 포함 열기] 또는 [닫힘] 상태의 조정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준비자는 트랜잭션을 모두 삭제하거나 삭제할 트랜잭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삭제 대화상자에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복사, 편집 및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조정을 선택하고 자신이 준비자인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의 조정을 선택합니다.

2. 작업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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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랜잭션 탭을 선택합니다.

4. 트랜잭션을 선택합니다.

5. 트랜잭션 세부정보에서 트랜잭션을 편집, 복사 또는 삭제합니다.

상각 중 또는 통합 중 트랜잭션

상각 중 또는 통합 중 옵션을 선택하면 트랜잭션 세부정보 패널의 동작이 변경됩니다.

특정 일반 원장 계정에는 트랜잭션 값이 기간마다 변경되는 트랜잭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잭션 값은 감소(상각 중 트랜잭션)하거나 증가(통합 중 트랜잭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을 한 번 추가한 다음 이전 조정에서 현재 조정으로 트랜잭션을 복사할 때 트랜잭션
값이 상각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도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일반 원장의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정 준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사용자가 상각 또는 증가 트랜잭션을 수동으로 입력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형식의 상각/증가 사용 확인란을 통해 제어합니다.

수동으로 상각 중 또는 통합 중 트랜잭션 생성

수동으로 상각 중 또는 통합 중 트랜잭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주:

관리자는 사용자가 상각 또는 증가 트랜잭션을 수동으로 입력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형식의 상각/증가 사용 확인란을 통해 제어합니다.

1. 수동으로 트랜잭션 추가 절차를 따르십시오.

2. 선택사항: 트랜잭션이 상각 중 또는 통합 중인지 지정하려면 상각 중, 통합 중을 선택합니다.

3. [트랜잭션 세부정보] 패널에서 다음 필드를 입력합니다.

• 원래 금액: 상각 또는 통합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 이 기간: 사용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서 계산됩니다(아래 "방법" 참조). 이 값은
조정과 관련된 기간에 적용되는 상각 금액을 반영합니다.

• 최종 금액:

– 상각 금액의 경우 최종 금액이 원래 금액에서 조정과 관련된 기간을 포함하여 이
기간까지 모든 기간의 누적 상각 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상각형 트랜잭션의
기말 금액은 잔액이 0.00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기말
잔액이 0으로 렌더링되도록 수동으로 트랜잭션을 정정해야 합니다.

– 증가형 금액의 경우 기말 금액이 0.00부터 시작하고 기간마다 월 통합 금액만큼
증가하여 전체 금액이 됩니다.

•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액법 - 트랜잭션 값이 기간마다 같은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 실제 - 트랜잭션 값이 각 기간의 실제 일 수를 반영하는 금액만큼 감소(상각 중) 또는
증가(통합 중)합니다.

4장
조정 준비

4-51



– 사용자정의 - 트랜잭션 값이 기간마다 같은 금액만큼 감소(상각 중) 또는 증가
(통합 중)합니다.

월 상각 및 통합 금액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정액법 상각 구성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정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정액법 사용 사례와 똑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 기준 통화 버킷에 대한 [상각 스케줄] 테이블의 [상각] 열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월 상각 금액을 편집하거나 전체 상각 스케줄을 가져옵니다.

* [15일 규칙] 확인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간별 값 계산 방법은 상각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각형 트랜잭션의 기말
금액은 잔액이 0.00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기말
잔액이 0으로 렌더링되도록 수동으로 트랜잭션을 정정해야 합니다.

증가형 트랜잭션은 상각형 트랜잭션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증가형
트랜잭션의 기말 금액은 0.00부터 시작하고 기간마다 월 상각 금액만큼
증가하여 전체 금액이 됩니다.

• 15일 규칙: 선택하면 첫 번째 기간과 마지막 기간에 15일 상각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상각이 $100이면 첫 번째 및 마지막 달에 $50 상각만 반영됩니다. 다른
모든 달은 전체 $100 상각을 반영합니다.

• 시작 기간: [정액법] 또는 [사용자정의] - 상각이 발생하는 첫 번째 달을 결정합니다.

• 기간 수: 상각된 기간 수를 결정합니다.

• 남은 기간: 시작 기간 및 기간 수와 같이 조정 기간과 관련된 기간에 따라
시스템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 [실제] - 상각 또는 통합 범위를 결정합니다.

4. [정액법] 또는 [사용자정의]: 상각 스케줄 탭에서 [통화 버킷]을 선택하고 최초 금액, 최종
금액 및 상각 금액을 봅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이전 조정에서 상각 중 또는 통합 중 트랜잭션 복사

이전 조정에서 트랜잭션을 복사하며 트랜잭션이 상각 중 또는 통합 중 트랜잭션인 경우 현재
조정에 대한 트랜잭션의 최종 금액이 조정 기간에 해당하는 최종 금액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상각 중 또는 통합 중 트랜잭션 임포트

일반 속성 외에도, 방법(정액법, 실제 또는 사용자정의)에 따라 적절하게 다음 속성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상각 중 설정(상각 중, 통합 중 또는 없음)

• 상각법

• 상각 15일 규칙

• 상각 기간(기간 수)

• 상각 시작 기간

• 상각 시작 일자

• 상각 종료 일자

• 상각 최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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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임포트 파일 형식:

기간 번호, 금액(라인당 한 개). 파일에는 머리글이 필요 없습니다.

예:

1,100.00

2,100.00

3,150.00

4,50.00

그룹 조정 작업

개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하위 레벨에서 총계정원장 및 보조 원장 잔액을 추적한 다음 조정이 수행되는
레벨에서 추적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준수의 그룹 조정에서 하위 세그먼트를
사용하면 준비자가 하나의 레벨에서 조정하지만 하위 레벨에서 세부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주의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분석의 경우 준비자가 많은 총계정원장(GL) 잔액에 대해 단일 그룹 조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떤 잔액 설명된 트랜잭션이 어떤 상세 잔액에 합산되지 않는지에 관한 정보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잔액 비교의 경우 준비자가 많은 총계정원장(GL) 잔액 및 보조 원장 잔액에 대해 단일 그룹 조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떤 상세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 조정 준비자, 검토자 또는 감사자에게 특정 상세 잔액이 속한 그룹 조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잔액 확인 - 관리자에게 로드하려는 모든 잔액이 로드되어 시스템에서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그룹 조정에서 하위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예로는 엔티티, 계정 및 비용 센터에 맞는 세
개의 세그먼트 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그먼트를 잠재적인 하위 세그먼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세그먼트의 모든 조합에서 그룹 조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조정 #1은 엔티티 -
계정 레벨에 있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 센터에서 그룹화할 수 있으므로, 비용 센터를 하위
세그먼트로 만듭니다. 또한 그룹 조정 #2를 계정 레벨에 있도록 생성하고 모든 엔티티와 비용
센터에서 그룹화하여 엔티티와 비용 센터를 하위 세그먼트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모든 세그먼트는 하위 세그먼트로 지정하므로, 조정을 구성할 때 필요한 대로 유연하게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그룹 조정을 설정하는 관리자 플로우

관리자 설정 태스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그룹 조정을 위한 관리자 설정 태스크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조정을 위한 준비자 태스크

그룹 조정을 사용하는 준비자 태스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그룹 조정을 위한 준비자 태스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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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조정을 위한 데이터 로드 이해

하위 세그먼트 레벨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작업은 데이터 관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잔액을 편집하거나 계정 조정을 사용하여 하위 세그먼트 레벨에 사전 매핑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는 항상 프로파일 세그먼트 레벨에서
수행합니다.

그룹 조정을 위한 관리자 설정 태스크

그룹 조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일회성 설정 태스크가 여러 개
있습니다.

1. 프로파일 세그먼트에 하위 세그먼트를 정의합니다.

2. 새 그룹 조정 설정의 형식 구성 후에 그룹 조정이 될 프로파일에 형식을 적용합니다.

3. 그룹 조정 형식을 프로파일에 적용

4. 데이터 관리에서 타겟 차원에 하위 세그먼트 매핑 .

5. 데이터 관리에서 임포트 형식이 매핑되었는지 확인

6.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로드 매핑 수행

하위 세그먼트 정의

프로파일 세그먼트가 계정 조정에서 하위 세그먼트로 표시된 경우 데이터 관리에서 타겟
차원에도 매핑되어야 합니다. 하위 세그먼트가 활성화된 후 하나 이상의 기간에 데이터가
로드되면 하위 세그먼트가 잠깁니다.

먼저 계정 조정에서 하위 세그먼트를 정의하십시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 구성을 선택하고 시스템 속성을 선택합니다.

2. 프로파일 세그먼트에서 하위 세그먼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타겟
차원 을 선택하십시오. 데이터 관리에 정의된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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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조정 계정 ID에 매핑할 때 비어 있는 타겟 세그먼트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타겟 조정에서 채워진 두 세그먼트 사이에 비어 있는 세그먼트가
있으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조정 계정 ID 중간에 있는 비어 있는/null 세그먼트
값을 각각 3개의 빈 공간으로 처리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마지막으로
채운 세그먼트 다음에 오는 후행 NULL 세그먼트도 지웁니다.

예를 들어 조정 ID가 "001-null-null-1925 XXX"인(Account Reconciliation에서 "null"은
조정/프로파일을 볼 때 존재하지 않음(문자가 없음)) 다음과 같은 그룹 조정이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디자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에 있는 "null"을 채워진
세그먼트 사이에 있는 각 비어 있는/null 세그먼트에 대한 3개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Data
Management의 타겟 매핑된 프로파일이 Account Reconciliation과 맞으려면
"ACCOUNT ID 001- - -1925 XXX"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 구성

다음 단계에서는 그룹 조정의 형식을 설정합니다. 그룹 조정의 형식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형식 순으로 선택하십시오.

2. 더하기 부호(+)를 눌러 그룹 조정의 새 형식을 생성한 후 필수 필드를 입력하십시오. 다음은
그룹 조정에 맞게 생성된 형식의 예제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그룹 조정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조정 작업 대화상자에 그룹 세부
사항 링크가 생성됩니다.

• 다른 모든 설정은 개별 조정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 그룹 조정은 트랜잭션 일치 또는 차이 분석 방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장
조정 준비

4-55



그룹 조정 형식을 프로파일에 적용

새 그룹 조정의 형식을 구성하고 나면 그룹 조정이 될 프로파일에 이 형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에 형식을 적용하는 일반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프로파일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관리 - 타겟 애플리케이션 차원 매핑

데이터 관리에서 계정 조정에서 추가한 각 하위 세그먼트를 똑같은 하위 세그먼트 이름과
동일한 차원 이름을 사용하여 데이터 관리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차원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프로파일은 계정 조정에 구성된 대로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하나의 연결된 값으로
로드됩니다. 각 추가 하위 세그먼트는 고유 "UD" 필드에 룩업으로 매핑됩니다. 이렇게 하면
UD 매핑이 계정 조정의 프로파일 분류 화면에서 선택한 "UD"와 일치하게 됩니다.

데이터 관리에서 차원으로 하위 세그먼트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에서 네비게이터, 데이터 관리 순으로 선택하십시오.

2. 설정, 타겟 애플리케이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올바르게 매핑되도록 차원 세부정보에서 추가를 눌러 계정 조정에서 추가한 각 하위
세그먼트를 데이터 관리에 추가하십시오. 각 하위 세그먼트에 대해 다음을
추가하십시오.

a. 차원 이름 - 계정 조정 의 프로파일 세그먼트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b. 타겟 차원 클래스 - 룩업이여야 합니다.

c. 데이터 테이블 열 이름 - 계정 조정에 지정된 타겟 차원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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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에서 임포트 형식이 매핑되었는지 확인

각 하위 세그먼트가 데이터 관리의 형식 임포트 옵션을 통해(설정 아래) 계정 조정에 로드할 수 있는
위치로 매핑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관리에서 형식을 임포트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임포트 형식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로드 매핑 수행

데이터 로드 중에 데이터 교차점을 소스에서 타겟으로 쌍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로드 매핑을
구성합니다. 데이터 관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위 레벨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Data
Management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로드 매핑을 구성하려면 워크플로우 아래의 데이터 로드 매핑 옵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데이터 관리의 그룹 조정을 위한 데이터 로드 매핑 구성을 보여 줍니다. 타겟 값
101-114 XX는 타겟 프로파일을 나타냅니다. 소스 값 101-114??는 101-11400에서
101-11499까지의 소스 프로파일이 모두 타겟 프로파일 101-114XX에 매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소스 값의 특수 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데이터 관리 기능 관리에서 유사 매핑에 대한 소스 값 표현식에 특수 문자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로드 매핑을 수행하면 그룹 조정의 설정 태스크가 완료됩니다. 진행 중인
태스크는 계정 조정에서 데이터 로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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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태스크 - 계정 조정에서 데이터 로드 생성 및 실행

새 데이터 로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데이터 로드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데이터 로드 관리에서 작업,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하십시오.

3. 새 데이터 로드 대화상자에서 빈 세그먼트 값 허용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이 확인란은
하위 세그먼트 값이 없는 잔액을 로드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계정 조정에서 데이터 로드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간 순으로 선택하십시오.

2. 목록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기간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데이터 임포트를 선택하십시오.

준비자를 위한 차이

이제 관리자가 계정 조정과 데이터 관리 모두에서 프로파일 하위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구성했으며, 그룹 조정의 형식을 생성하고 적용한 다음 프로파일에 형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준비자에게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조정을 위한 준비자 태스크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조정을 위한 준비자 태스크

관리자가 그룹 조정을 설정하고 구성한 후에는 준비자가 조정 수행에 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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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로우는 개별 조정과 비슷합니다.

• 그룹 조정 준비 - 이 섹션에서는 준비자에게 표시되는 그룹 조정과 개별 조정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 그룹 조정의 트랜잭션 생성

• 트랜잭션 임포트

그룹 조정 준비 - 주요 차이점

그룹 조정을 준비하는 동안 개별 조정과 그룹 조정 간에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 작업 차이

• 그룹 프로파일 속성의 조정 목록 필터링

• 조정 잔액 및 상세 잔액 보기

• 그룹 조정의 트랜잭션 생성

• 그룹 조정의 트랜잭션 임포트

조정 작업 차이

그룹 조정을 보면 그룹 조정과 하위 세그먼트가 구성되지 않은 조정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잔액 요약은 동일하지만 그룹 세부 사항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하위 세그먼트 잔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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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이점에 유의하십시오.

• 하위 세그먼트(프로파일 세그먼트 3 및 프로파일 세그먼트 4)는 필터 POV에 선택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 하나의 하위 세그먼트(프로파일 세그먼트 3)만 필터링하면 통화당 버킷(기능)과 소스
시스템, 잔액 설명, 개수 및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주:

버킷과 통화마다 행이 있습니다.

 

 

• 이 예에서는 계정 분석 조정을 보여주며 소스 시스템 금액을 누르면 데이터 관리로
드릴스루합니다. 잔액 요약의 경우 하위 시스템 잔액도 표시됩니다. 잔액 설명에서
필터링된 설명을 사용하여 밸런스 설명 탭으로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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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프로파일 속성의 조정 목록 필터링

그룹 조정에 사용할 조정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룹 프로파일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리자가 그룹 조정을 설정하면 필터링에 해당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잔액 및 상세 잔액 보기

조정 카드에서 데이터가 조정의 상위 레벨 잔액에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항
레벨 정보가 표시되므로, 데이터 로드가 수행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연계된 조정 또는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새 탭은 두 개(조정 잔액 및 상세 잔액)가 있습니다.

• 조정 잔액 탭에는 조정이 그룹인지 개별 조정인지에 관계없이 조정 레벨의 잔액을 항상
표시합니다.

• 상세 잔액 탭은 하나 이상의 프로파일 하위 세그먼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되고,
그룹 조정에서 하위 잔액인 잔액을 표시합니다.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조정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의 모든 속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 날짜 및 모든 아이콘 기반 열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름에 채무 계정 또는 수취 계정과 같은
계정이 있는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조정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밸런스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조정 잔액 탭에 액세스하십시오.
 

4장
조정 준비

4-61



 
이제 사용자는 모든 조정의 잔액을 확인하고 목록에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룹
조정의 경우, 목록에서 필터링하고 Excel로 익스포트하며 상세 잔액 레벨에서 설명되지
않은 차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 잔액 목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주:

하나 이상의 하위 세그먼트 프로파일 세그먼트가 사용으로 설정되어야
표시됩니다.

 

 

그룹 조정의 트랜잭션 생성

그룹 조정의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경우 선택적 하위 세그먼트 필드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개별 잔액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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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조정의 트랜잭션 임포트

조정 준수에 대한 트랜잭션의 대량 임포트를 수행하는 경우 임포트 파일의 머리글에 하위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설명, 긴 설명, 트랜잭션 날짜, 금액, 금액 통화1,
속성1, 속성 값1, 하위 세그먼트1, 하위 세그먼트2가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익스포트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간 상태 변경
조정 프로세스 전체에서 기간 상태가 변경됩니다.

• 기간의 초기 상태는 대기 중으로 설정되며 조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가 상태를 열기로 변경하여 조정 시작 날짜가 되면 조정 작업이 시작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간이 완료되면 관리자가 기간을 닫힘으로 변경하여 새 조정이 기간에 추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조정 작업은 계속되며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잔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감]
상태는 사용자에게 현재 기간을 알려줄 뿐이며 사용자의 작업 수행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 작업이 확정된 후 기간을 잠가 조정에 대한 변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에
조정을 추가하거나, 조정을 변경하거나, 잔액을 임포트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기간 상태를 동시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기간 상태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기간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하나 이상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상태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미해결, 마감 또는 잠김을 선택합니다.

기간 상태 변경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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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닫기 및 잠금
기간을 마감하면 새 조정은 시작되지 않지만 진행 중인 조정을 완료할 수 있으며 데이터
로드를 포함한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잠그면 기간에 대한 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기간이 닫힌 경우 계속
실행되지만 기간이 잠긴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으며 잠긴 기간의 종료 날짜와 같거나 이전인
회계 날짜의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이 로드되는 것이 방지됩니다.

하나 이상의 기간을 동시에 마감하거나 잠글 수 있습니다.

주:

많은 기간 목록으로 작업하는 경우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기간 목록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기간 닫기

하나 이상의 기간을 마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기간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하나 이상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상태 설정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마감을 선택합니다.

기간 잠금

하나 이상의 기간을 잠그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기간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하나 이상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상태 설정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잠김을 선택합니다.

트랜잭션 일치의 잠금 마감 날짜

트랜잭션 일치를 포함한 계정 분석 또는 트랜잭션 일치를 포함한 잔액 비교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잠금 기간 동안 프로파일에 대한 일치 작업이 제한되며 "잠금 마감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잠금 기간의 기간 종료 날짜가 "잠금 마감 날짜"입니다. 기간은 임의의 순서대로 잠금
또는 잠금 해제할 수 있으며 잠금 기간 사이에 잠금 해제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금 마감 날짜는 최근 잠금 기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

트랜잭션 일치만 프로파일에는 잠금 마감 날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잠금 마감 날짜가 2018년 3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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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작 일자 종료 날짜 잠금 상태

18년 1월 18년 1월 2018년 1월 31일 잠김

18년 2월 2018년 2월 1일 2018년 2월 28일 잠김

18년 3월 2018년 2월 1일 2018년 3월 31일 잠금 해제됨

위의 예에서 사용자가 3월 기간을 잠그면 "잠금 마감 날짜"는 2018년 3월 31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2월을 잠금 해제해도 "잠금 마감 날짜"는 계속 2018년 3월 31일이 됩니다.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에 대한 제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려는 경우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의 회계 날짜가 "잠금 마감 날짜"
이전이면 관리자가 기간을 잠금 해제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임포트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삭제

• 조정이 있는 일치 세트 비일치

• 트랜잭션에서 지원 세부정보 삭제

• 트랜잭션의 회계 날짜 및 잔액조정 금액 편집

닫힌 조정에 대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려는 경우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의 회계 날짜가
"잠금 마감 날짜" 이후이면 조정을 다시 열 것인지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삭제

• 조정이 있는 일치 세트 비일치

• 트랜잭션에서 지원 세부정보 삭제

• 트랜잭션의 회계 날짜 및 잔액조정 금액 편집

주: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면 자동으로 경고 확인 메시지 없이 조정이 다시
열립니다.

작업 보기
조정 준수의 사용자는 시스템 또는 사용자별로 실행한 작업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에는 작업 ID, 작업 유형, 파일 이름, 결과, 수행된 작업에 대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작업으로는 미해결 조정, 전자메일 통지 또는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사용자
작업으로는 지정된 기간 또는 시작 기간에 대한 미해결 조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작업 목록에서는 검색 및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역은 시스템 생성 작업의 경우 30일 동안, 사용자 생성 작업의 경우 60일 동안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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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준수 작업

이 테이블에는 조정 준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작업과 해당 빈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업 이름(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이름)

설명 빈도(예: 매일, 요청 시, 데이터
로드 시마다 실행)

전자메일 통지 전자메일 통지를 보냅니다. 30분마다

조정 열기 조정을 엽니다. 매일 실행 또는 요청 시(조정

생성 후 요청 시 실행)

주:

매일
실행은
모든
기간의
조정을

엽니다.
요청
시를
사용하면
특정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생성 조정을 생성합니다. 요청 시 - 사용자가 프로파일에서

조정을 생성할 때

보고서 임포트 표준 보고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새 릴리스 이후에 보고서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한 번

형식 임포트 표준 형식을 임포트합니다. 초기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 한 번
실행

자동 조정 다시 실행 자동 조정을 다시 실행합니다.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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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이름(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이름)

설명 빈도(예: 매일, 요청 시, 데이터
로드 시마다 실행)

데이터 로드 실행 데이터 로드를 실행합니다. 요청 시

데이터 로드 사후 처리 실행 데이터 로드 후 사후 처리를

실행합니다.
요청 시 - 데이터 로드 후

[file] 파일 임포트 프로파일, 잔액, 트랜잭션과 같은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요청 시

[rule type] 규칙 실행 규칙을 실행합니다. 요청 시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백그라운드 업데이트(예: 사용자

캐시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백업

스냅샷과 같이 일별

유지관리라고 하는 클라우드

레벨에서 수행되는 작업과

다릅니다.

관리자가 사용으로 설정한 후
매일 또는 요청 시 실행

4장
작업 보기

4-67



5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PM Enterprise
Journals를 사용하여 분개 입력 게시

개요

EPM Enterprise Journals는 GL(일반 원장) 게시에 포함할 수동 분개 입력을 준비 및 승인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ERP에 직접 게시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일부로 제공되며,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사용하기 전에 사용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이 Enterprise Journals와 통합되므로 Account
Reconciliation 조정을 GL에 기입하는 현재 수동 프로세스가 향상됩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계정 정확도로 이슈를 정정하는 최종 단계로 조정 프로세스에서 찾은 결과를
기준으로 분개 입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자동화 및 사용자의 수동 조사
결과로 이러한 불일치가 발견되어 조정 프로세스(트랜잭션 일치 또는 조정 준수)에서 조정으로
캡처됩니다. 이렇게 Enterprise Journals와 통합되므로 조정이 GL에 게시되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Account Reconciliation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분개로 게시되어야 하는 잔액 설명 라인 항목을 EPM Enterprise Journals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조정과 같은 불일치 또는 "이슈"가 아니라 트랜잭션의 수명 주기에 GL을
맞추기 위해 잔액 설명 트랜잭션 유형이 게시되어야 하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상각 트랜잭션으로, 현재 기간의 상각 금액이 분개 입력으로 기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분개 게시 및 계정 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긴밀하게 통합하여 전반적인 회계 마감
프로세스를 향상시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내 Enterprise Journals의 사전 필수 조건 태스크

다음은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사용하기 전에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내
Enterprise Journals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전 필수 조건 태스크입니다.

• Enterprise Journals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에서 
Enterprise Journal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기간을 구성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에서 기업 분개의 기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타겟을 설정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에서 기업 분개 타겟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분개 템플리트를 생성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에서 기업 분개
템플리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속성 매핑을 설정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에서 기업 분개 템플리트
섹션: 매핑 탭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필수 조건 설정

Account Reconciliation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nterprise Journals와
제대로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필수 조건 설정입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와 동일한 월별 업데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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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업데이트 후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설정이 모든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와 쿠키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브라우저에서 팝업 사용 설정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Enterprise Journals에 대한 Account Reconciliation의 사용자 태스크

다음은 여러 사용자가 Enterprise Journals를 조작하는 방법의 몇 가지 예입니다.

• 관리자 -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Account Reconciliation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Enterprise Journals에 연결되도록 시스템 설정을
구성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와 Account
Reconciliation 간에 링크된 분개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연결이 끊기거나 다시 설정되거나 이동될 경우 연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PM Enterprise Journals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관리자 - 준비자가 대부분의 분개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조정 준수
트랜잭션 시스템 필드 및 속성과 기업 분개 속성 간 매핑을 구성합니다.

Note:

분개가 조정 트랜잭션에서 생성된 후 준비자가 사소한 부분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지만, 매핑 논리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게시 준비
완료" 분개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을 Enterprise Journals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 조정 항목 조정 준비자 - 사용된 금액이 조정 금액인 조정 항목의 조정에서 기업 분개를
생성합니다.

• 조정 상각 준비자 - 사용된 금액이 현재 기간의 상각 금액인 조정 항목의 상각 잔액
설명에서 기업 분개를 생성합니다.

Note:

기간의 상각 금액은 상각/통합 금액(보고) 또는 상각/통합 금액(기준) 또는
상각/통합 금액(입력)이라는 필드입니다.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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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Enterprise Journals에 대한 추가 설명서

EPM Enterprise Journals에 대한 추가 설명서를 보려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자 가이드의 Enterprise Journals 관리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사용자 가이드의 
기업 분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PM Enterprise Journals 구성
EPM Enterprise Journals에서 Account Reconciliation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환경에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가 있어야 하며, Enterprise Journals를 사용하고 설정하기 위한 사전
필수 조건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내 Enterprise Journals의
사전 필수 조건 태스크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필수 조건 단계가 완료되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구성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nterprise Journals 환경에 링크할 Account Reconciliation의 시스템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설정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 Enterprise Journals의 속성과 조정 값의 매핑을 완료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을
Enterprise Journals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설정 구성

Enterprise Journals와 Account Reconciliation 사용을 링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시스템 설정 순으로 선택한 다음 Enterprise Journals 연결을
선택합니다.
 

 

2.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nterprise Journals의 URL을 입력합니다.

3.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nterprise Journals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에게 분개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4. 검증 및 저장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연결 정보로 되돌리려면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연결 세부정보를 처음으로
입력하고 저장된 연결 정보가 없는 경우 재설정을 클릭하면 입력된 세부 정보가 지워집니다.

Chapter 5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PM Enterprise Journal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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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Reconciliation을 Enterprise Journals에 매핑

다음 구성 단계는 매핑 속성과 관련이 있으며 완료할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금액 및 통화 매핑

• 속성 매핑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nterprise Journals 매핑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한 다음 Enterprise Journals 매핑을
선택합니다.
 

 

2. 금액 및 통화 매핑 섹션을 선택적으로 변경합니다.

• 통화의 Enterprise Journals 속성(차원, 목록 또는 텍스트 유형) 드롭다운에서
선택하여 통화 속성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통화 속성을 속성
매핑에서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조정 아래에는 사용 가능한 최하위 버킷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비상각
Account Reconciliation 트랜잭션에서 분개 금액 및 통화 속성이 채워지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다른 금액과 통화를 입력하려면 사용 가능한 최하위 버킷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Note:

상각 입력은 일반 트랜잭션 금액과 다릅니다.

3. 속성 매핑에서 기업 분개 속성을 Account Reconciliation에 매핑합니다. 이름 열
아래의 기본 속성은 기업 분개 템플리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각 속성에 대해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세트 값

• 조정 값

• 오프셋 세트 값

• 오프셋 값

분개 이름에는 기본 입력이 있지만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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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기업 분개 속성 목록에서 대변, 차변 또는 금액, 통화에 이미 매핑된 속성, 계산된
속성, 차원 참조 속성(키 아님)은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매핑이 있습니다.

• 매핑됨: 트랜잭션 또는 조정 속성에 매핑됩니다. 매핑되는 가장 일반적인 조정 속성은
이름이 될 수 있으며 텍스트(자주 사용) 또는 목록(가끔 사용) 데이터 유형인 하나 이상의
프로파일 세그먼트입니다. 예를 들어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파일 세그먼트는 각각
세그먼트 1과 2의 "Company"와 "Account"입니다.

• 명시적: 관리자가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값입니다.

• 동일: 오프셋 옵션으로만 제공되며 기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변경하는 경우 오프셋 값은
조정 값의 읽기 전용 복사본이 됩니다.

다음 테이블에서는 각 Account Reconciliation 데이터 유형과 이 데이터 유형이 매핑될 수 있는
Enterprise Journals 데이터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Table 5-1    데이터 유형 - Account Reconciliation 및 Enterprise Journals

Enterprise Journals 데이터 유형 허용된 Account Reconciliation 데이터 유형

텍스트 날짜, 날짜/시간, 정수, 목록, 숫자, 텍스트, 사용자

날짜, 날짜/시간 날짜, 날짜/시간

정수 정수

목록 목록

숫자 숫자

True/False True/False
예/아니요 예/아니요

내역 탭 사용

맨아래에 있는 내역 탭을 눌러 속성 매핑의 변경사항 목록과 변경한 사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nterprise Journals 작업
준비자는 트랜잭션에 직접 분개를 생성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분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연계된 분개가 아직 없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분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트랜잭션에 하나의
분개만 연계될 수 있지만 각 분개는 많은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는 다음 중 하나에 액세스하여 조정 준수에서 분개를 생성, 삭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작업

• 트랜잭션 작업

• 트랜잭션 목록 - 트랜잭션 목록에서 분개를 생성하면 최대 100개의 트랜잭션에 대한 분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목록을 사용하여 여러 조정의 트랜잭션을 볼 수도 있습니다.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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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항목의 예제는 조정 작업에서 생성 및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트랜잭션 작업과 트랜잭션 목록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분개 생성

분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ccount Reconciliation 홈에서 조정을 선택합니다.

2. 열 선택을 클릭하고 Enterprise Journals에 대한 분개 ID, 분개 이름, 분개 워크플로우
상태, 분개 게시 상태 및 분개 게시 메시지 열을 선택합니다.

3. 조정 작업 대화상자에서 분개를 생성할 트랜잭션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분개 생성을
누릅니다.
 

 

4. EPM Enterprise Journals에서와 동일한 기업 분개 생성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EPM
Enterprise Journals에서 임시 분개를 생성하기 위한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임시
분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작업의 임시
Enterprise Journals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a. 분개 기간을 선택합니다.

b. 해당 기간에 사용가능한 템플리트 목록에서 분개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c. EPM Enterprise Journals에서 선택한 템플리트에 승인자가 필요한 경우 승인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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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Enterprise Journals에 분개가 생성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매핑에 따라 분개의
필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분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인 1은 조정 계정에 해당하고 라인 2는 오프셋 계정에
해당합니다. 분개 작업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이 분개에 대해 편집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 이 트랜잭션에 대한 분개에서 작업을 완료했으면 제출을 누릅니다.
이제 연계된 분개 ID 및 기타 분개 속성을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트랜잭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내 EPM Enterprise Journals의 분개
대화상자에서 분개를 살펴보고 분개 ID를 기준으로 해당 분개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분개 삭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내의 Enterprise Journals 및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분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시 분개는 서비스 관리자뿐 아니라 준비자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시 분개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 분개 게시 상태가 게시 진행 중 또는 게시됨인 경우. 분개 게시 상태가 게시되지 않음인 임시
분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시 분개와 연계된 기간이 잠김인 경우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하나 이상의 분개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조정 작업에서 삭제할 분개가 있는 트랜잭션을 선택하고 기업 분개 삭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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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개를 삭제하면 해당 분개와 연계된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를
계속할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눌러 확인합니다.
 

 

Note:

트랜잭션을 삭제하는 경우 해당 트랜잭션과 연계된 분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nterprise Journals를
사용하기 위한 문제해결 팁

다음은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Enterprise Journals를 사용하는 동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용한 몇 가지 문제해결 팁입니다.

캐시 지우기

캐시 지우기와 관련된 두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Google Chrome 및 Microsoft Edge의 경우 로그인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열 때마다
캐시를 지워야 합니다. 사용자 전환 시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 Mozilla Firefox의 경우 캐시를 지워야 하며, 세션을 손상시킬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으면 브라우저를 다시 엽니다. 다음은 이 동작과 관련된 오류 메시지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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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브라우저에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동일한 브라우저의 여러 탭 또는 인스턴스에서 다른 Account Reconciliation 및 Enterprise
Journals 사용자로 로그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iOS 브라우저 사용 시 창 닫기와 관련된 문제 발생

iOS에서 왼쪽 맨위 X 아이콘을 사용하여 브라우저 창을 닫을 경우 창이 닫히지 않습니다
(실행패드의 아이콘 아래에 작은 점으로 표시됨). 브라우저 창을 제대로 닫으려면(로그아웃 후)
맨아래 표시줄에 있는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종료를 누릅니다.

매핑에 분개 이름이 필요함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성공적으로 분개를 생성하려면 Enterprise Journals의 필수
항목인 분개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개 이름은 비워 둘 수 없습니다.

분개 생성 시 오류 발생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분개를 생성할 때 다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모든 사용자에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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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Public Cloud용 기업 분개 연결

Enterprise Journals 연결 설정에서 <도메인>.<사용자 이름> 형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 및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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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 중인 관리 태스크

참조:

• 조정 제출, 승인 및 거부

• 조정 업데이트

• 조정 및 프로파일 속성 업데이트

• 프로파일 또는 조정 삭제

• 재지정 요청 관리

• 조정 다시 열기

• 요약 조정 수행

조정 제출, 승인 및 거부
준비자가 작업을 완료하면 검토를 위해 조정을 제출합니다. 준비자만 검토를 위해 조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가 조정을 제출하려면 모든 필수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성된 모든
사용자정의 속성에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차액이 0이어야 함] 옵션을 활성화하면 [잔액
요약] 테이블의 속성 [알 수 없는 차액] 행에 모두 0이 표시되어야 준비자가 조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준비자가 조정을 제출하면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검토자에게 책임이 전달되며 상태가 [검토자
포함 열기]로 변경됩니다. 검토자에게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됩니다. 조정에 검토자가 없는 경우
상태가 [닫힘]을 변경됩니다.

• 검토자가 조정을 승인하면 워크플로우의 다음 검토자(있는 경우)에게 책임이 전달되며 상태가
[검토자 포함 열기]로 유지됩니다. 검토자에게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됩니다. 조정에 다른
검토자가 없는 경우 상태가 [닫힘]을 변경됩니다.

• 검토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책임이 준비자에게 돌아가며 상태가 [준비자 포함 열기]로
변경됩니다. 검토자는 거부된 조정에 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검토자는 주의가 필요한 트랜잭션에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가 지정된 트랜잭션에는
준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플래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검토자는 해당 설명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변경된 후에는 설명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주:

준비자 또는 검토자가 조정에 대한 작업을 완료한 후 다른 준비자 또는 검토자에게 해당
조정이 지정되면 지정된 현재 사용자 외에도 원래 준비자 또는 검토자가 준비자(실제)
또는 검토자(실제)로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준비자 또는 검토자가 더 이상 팀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제출, 승인 또는 거부하려면

1. 조정을 선택합니다.

2. 작업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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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을 제출,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한 번에 여러 조정을 제출, 승인 또는 거부하려면

주:

서비스 관리자는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제출, 승인 또는 거부 작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조정에서 제출, 승인 또는 거부할 조정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2. 작업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한 다음, 모든 조정에서 수행할 작업(제출, 승인 또는 거부)을
선택합니다.

조정 업데이트
조정 상태에 따라 필드를 편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상태의
사용안함 필드를 보여 줍니다.

표 6-1    각 조정 상태의 사용안함 필드

탭 대기 중 상태 - 사용 안함
필드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 - 사용 안함 필드

마감 상태 - 사용 안함 필드

등록정보 • 계정 ID
• 활성

• 형식

• 평상 잔액

• 계정 ID
• 활성

• 형식

• 평상 잔액

• 자동 조정

• 최대 기간 제한

• 계정 ID
• 활성

• 형식

• 평상 잔액

• 자동 조정

• 최대 기간 제한

워크플로우 준비자 빈도 • 준비자 빈도

• 준비자 시작 일자

• 준비자 빈도

• 준비자 시작 일자

• 검토자 레벨

통화 • 과거 비율

• 환율 유형

• 통화 버킷 사용 확인란

• 과거 비율

• 환율 유형

• 통화 버킷 사용 확인란

조정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2. 특정 조정을 누르고 편집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등록정보 탭에서 보거나 해당하는 경우 업데이트합니다.

• 계정 ID - 프로파일 ID는 필수 필드입니다. 세그먼트 값의 조합이 프로파일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세그먼트 수는 시스템 설정에서 정의됩니다.

 (편집)을 누르면 "계정 ID를 변경하면 이 프로파일에 대해 생성된 이전 조정과
잔액 매핑 규칙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속하려면 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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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 이름은 프로파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조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계정 세그먼트에 연결된 이름 및 프로파일의 소유권이나 책임을
식별하는 다른 기술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명—필요한 경우 조정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 요약 프로파일 -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프로파일이 요약 프로파일로 설정됩니다. 자동 조정
구성 섹션이 제거되고 잔액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포함된 계정 - 이 섹션에서 서비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요약 프로파일에 프로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비요약) 프로파일과 요약 프로파일 둘 다 요약 프로파일에
추가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요약 조정을 편집하고 있는 경우 [포함된 계정]만 표시됩니다.

• 프로세스 - 대차대조표 조정 프로세스 또는 로컬 GAAP 조정 프로세스와 같은 특정 조정
프로세스에 프로파일을 연결합니다. 프로세스는 시스템 설정에서 정의됩니다.

• 형식 - 서비스 관리자가 생성한 형식에 프로파일을 연결하여 준비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유형과 조정 방법을 결정합니다.

• 방법 - 프로파일에 지정된 형식과 연결된 조정 방법을 식별합니다.

• 위험 평가 - 프로파일을 위험 평가에 연결합니다. 위험 평가는 시스템 설정에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높음, 낮음 또는 보통으로 정의됩니다.

• 계정 유형 - 프로파일을 계정 유형에 연결합니다. [위험 평가] 및 [계정 유형]은 보고에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값을 정의하며 대시보드와 목록 뷰에서 해당 값을
사용하여 조정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잔액 - 프로파일에 차변 잔액, 대변 잔액 또는 차변이나 대변 잔액 중 하나를 포함할지
식별합니다. 잔액이 일반 잔액과 다르면 조정에 경고가 설정됩니다.

• 자동 조정 방법에서 자동 조정 방법으로 구성된 조정이 자동 조정에 적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합니다. 조건이 false이면 자동 조정이
실패하고, 준비자가 수동으로 조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정 상태가 [미해결]로 설정됩니다.

주:

소스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 잔액에 대해 "수동으로 잔액 입력"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조정을 자동 조정할 수 없습니다.

– 계정 분석:

* 잔액이 0입니다. 필수 조건:

* 프로파일에 계정 분석 형식을 지정하면 "계정의 잔액이 0입니다." 자동 조정
방법에 대해 프로파일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의 조정에 연결된 잔액이 0이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정이
자동으로 준비 및 검토됩니다.

* 잔액이 0이 아니면 수동으로 조정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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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이 0이고 활동이 없습니다. 필수 조건:

*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입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이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과 같습니다.

주:

또한 이 마지막 조건은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활동이 없습니다. 필수 조건:

* 이전 조정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 조정 상태가 [완료]여야 합니다.

*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이 현재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 이전 조정 형식이 현재 조정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특히,

a. 현재 및 이전 형식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
ID가 같아야 합니다.

b. 현재 형식 인스턴스에 이전 형식 인스턴스에 없는 필수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이전 조정이 없으면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현재 기간의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이면 조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현재 기간의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이 아니면 조정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설명된 잔액 및 소스 시스템 조정 트랜잭션이 이전 조정에서 현재
조정으로 복사됩니다.

* 트랜잭션과 연관된 첨부파일 및 설명이 복사됩니다.

* 새 기간 종료 일자에서 개설 일자를 뺀 값으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트랜잭션이 복사되는 기간).

* 기간이 인증된 기간보다 긴 경우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에이징
위반이 설정됩니다.

* 각 유형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에 에이징 위반이 있으면
조정에 대해 [에이징 위반] 플래그가 설정됩니다.

* 조정 레벨에 해당하는 설명 및 첨부파일이 복사됩니다.

* 잔액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필수 조건:

* 이전 조정이 있어야 하며 이 조정의 상태가 [완료]여야 합니다.

6장
조정 업데이트

6-4



* 이전 조정 형식이 현재 조정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및 이전 형식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 ID가 같아야 하며, 현재 형식
인스턴스에 이전 형식 인스턴스에 없는 필수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이 잔액 범위(낮음)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이 잔액 범위(높음)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설명된 잔액 및 소스 시스템 조정 트랜잭션이 이전 조정에서 현재 조정으로
복사됩니다.

* 트랜잭션과 연관된 첨부파일 및 설명이 복사됩니다.

* 새 기간 종료 일자에서 개설 일자를 뺀 값으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트랜잭션이 복사되는 기간).

* 기간이 인증된 기간보다 긴 경우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에이징 위반이
설정됩니다.

* 각 유형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에 에이징 위반이 있으면 조정에
대해 [에이징 위반] 플래그가 설정됩니다.

* 조정 레벨에 해당하는 설명 및 첨부파일이 복사됩니다.

* 잔액이 범위 내에 있고 활동이 없습니다. 필수 조건:

* 이전 조정이 있어야 하며 이 조정의 상태가 [완료]여야 합니다.

* 이전 조정 형식이 현재 조정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및 이전 형식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 ID가 같아야 하며, 현재 형식
인스턴스에 이전 형식 인스턴스에 없는 필수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이 잔액 범위(낮음)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이 잔액 범위(높음)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 -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 = 0. 범위는 음수일 수
있습니다.

주:

또한 이 마지막 조건은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설명된 잔액 및 소스 시스템 조정 트랜잭션이 이전 조정에서 현재 조정으로
복사됩니다.

* 트랜잭션과 연관된 첨부파일 및 설명이 복사됩니다.

* 새 기간 종료 일자에서 개설 일자를 뺀 값으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트랜잭션이 복사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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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인증된 기간보다 긴 경우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에이징
위반이 설정됩니다.

* 각 유형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에 에이징 위반이 있으면
조정에 대해 [에이징 위반] 플래그가 설정됩니다.

* 조정 레벨에 해당하는 설명 및 첨부파일이 복사됩니다.

– 잔액 비교:

* 잔액이 0입니다. 필수 조건:

* 프로파일에 잔액 비교 형식을 지정하면 "계정의 잔액이 0입니다." 자동
조정 방법에 대해 프로파일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의 조정에 연결된 잔액이 0이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정이
자동으로 준비 및 검토됩니다.

* 잔액이 0이 아니면 수동으로 조정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잔액이 0이고 활동이 없습니다. 필수 조건:

*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입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이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과 같습니다.

주:

또한 이 마지막 조건은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활동이 없습니다. 필수 조건:

* 이전 조정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 조정 상태가 [완료]여야 합니다.

*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이 현재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 이전 조정 형식이 현재 조정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특히,

a. 현재 및 이전 형식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
ID가 같아야 합니다.

b. 현재 형식 인스턴스에 이전 형식 인스턴스에 없는 필수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이전 조정이 없으면 이전 조정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현재 기간의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이면 조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현재 기간의 소스 시스템 잔액이 0이 아니면 조정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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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된 잔액 및 소스 시스템 조정 트랜잭션이 이전 조정에서 현재 조정으로
복사됩니다.

* 트랜잭션과 연관된 첨부파일 및 설명이 복사됩니다.

* 새 기간 종료 일자에서 개설 일자를 뺀 값으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트랜잭션이 복사되는 기간).

* 기간이 인증된 기간보다 긴 경우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에이징 위반이
설정됩니다.

* 각 유형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에 에이징 위반이 있으면 조정에
대해 [에이징 위반] 플래그가 설정됩니다.

* 조정 레벨에 해당하는 설명 및 첨부파일이 복사됩니다.

* 잔액 일치(% 허용오차): 프로파일에 잔액 비교 형식을 지정하면 [잔액 일치 시
잔액 비교(% 허용오차)] 자동 조정 방법에 대해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활성화된 경우 임계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 시스템 잔액에
임계값 백분율을 곱하여 임계값을 계산합니다.

* 소스 시스템 잔액과 하위 시스템 잔액의 차액이 기간의 임계값보다 작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정이 자동으로 준비 및 검토됩니다.

* 차액이 임계값보다 크면 수동으로 조정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일치 잔액 임계값(백분율)을 1에서 100 사이의 정수로 입력합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잔액 일치(# 허용 오차): 소스 시스템 잔액과 하위 시스템 잔액의 차액이 허용 오차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허용 오차 값은 프로파일에서 지정됩니다. 일치 잔액
임계값(숫자) 허용 오차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동 조정에 성공할 경우 조정 상태가 [마감]으로 설정됩니다.

• 최대 기간 제한 - 조정 트랜잭션의 최대 기간을 나타내는 일수를 입력합니다.

– 조정 항목 조정(계정 분석 및 잔액 비교 방법에 적용)

– 잔액 설명(계정 분석 방법에 적용)

주:

에이징 위반: 값이 제공되었는데 항목의 기간(기간 종료 날짜-트랜잭션 개설
날짜로 계산됨)이 제공된 값보다 큰 트랜잭션이 조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트랜잭션에 에이징 위반 플래그가 지정되고 조정에 에이징 위반 경고가
설정됩니다.

• 수동으로 잔액 입력 - 조정의 준비자가 소스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 잔액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로파일에 대해 잔액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만
이러한 확인란이 선택됩니다.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 수동으로 소스 시스템 잔액 입력(두 조정 방법에 모두 적용)

– 수동으로 하위 시스템 잔액 입력(잔액 비교 방법에 적용)

6장
조정 업데이트

6-7



주:

소스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 잔액에 대해 "수동으로 잔액 입력"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조정을 자동 조정할 수 없습니다.

4. 형식 또는 프로파일 규칙을 통해 자동으로 완료된 역할을 모니터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조정 화면에서 작업, 열 선택 순으로 누릅니다.

b. 규칙이 자동으로 실행되었으며 조정이 제출되었음을 표시하려면 자동 제출됨을
선택합니다.

c. 규칙을 사용하여 해당 역할을 자동으로 완료했음을 표시하려면 자동 승인됨(레벨 1)
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UD(설명되지 않은 차액)가 0.00일 때 자동으로 승인하도록 검토자 1 역할의
규칙을 구성한 경우 자동 승인됨(레벨 1) 열에 규칙을 사용하여 해당 역할을 자동으로
완료했다고 표시됩니다. 관련 메모에서 자동 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조정된
조정은 조정이 자동 조정되었는지 여부 및 사용한 자동 조정 방법을 나타내는 별도의
열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5. 지침 탭을 선택합니다.

[지침] 탭은 각 프로파일에 대해 특정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프로파일에 지정된
형식에서 구성된 지침을 상속합니다. 하지만 추가 지침이 필요한 프로파일도 있습니다.
텍스트 단락, 첨부 파일, URL 또는 문서 저장소에 있는 파일의 링크로 지침을
추가합니다.

6. 워크플로우 탭을 선택합니다.

[워크플로우] 탭에는 준비자 및 검토자 지정이 포함됩니다. 준비자 및 검토자 역할이
인증된 사용자에만 프로파일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프로파일에서 같은 사용자가 준비자인 동시에 검토자로 지정되거나 같은
사용자에게 여러 검토자 역할이 지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 준비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용자 이름 - 준비자 역할이 인증된 사용자만 준비자로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지정된 사용자 또는 팀에 준비자를 지정하도록 선택하려면  (백업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을 누릅니다.

– 백업 사용자 - 기본 준비자에 대해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준비자로 인증된 백업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백업 준비자는 기본 준비자가 상태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설정했을
때만 조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a.  (백업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을 누릅니다.

b. 이름 및 성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눌러 백업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빈도 - 프로파일에 포함된 빈도가 기간에 연결된 빈도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서비스 관리자가 [기간에 복사]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기간에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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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됩니다. 빈도의 예로 매년, 매분기, 매분기-미국, 매분기-유럽 또는 매월이
있습니다.

– 시작일 오프셋 - 조정의 시작 날짜를 결정합니다. 음수 또는 양수일 수 있으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기간 마감 날짜 이전(음수로 구성된 경우) 또는 이후(양수로 구성된
경우) 일수를 결정합니다.

– 스케줄 시작 - [시작일 오프셋]과 관련된 날(예: 마감일 또는 종료일)을 결정합니다.

– 기간 - 시작 날짜에 기간을 더하여 준비자 만기 날짜를 계산합니다.

• 검토자를 지정할 때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검토자로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검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레벨 - 무제한 검토 레벨을 지원합니다.

– 사용자 이름 - 검토자 역할이 인증된 사용자만 검토자로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백업 검토자 또는 팀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검토자를 선택하십시오.)을 누릅니다.

b. 사용자를 기본 검토자로 선택한 경우 백업 검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
사용자 열에서  (백업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을 누르고 백업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검토자 빈도 - 조정이 검토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조정은 매월 준비되고 분기마다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검토자 기간 - 검토자 만기 날짜를 결정합니다. 만기 날짜는 준비자 시작 날짜 + 준비자
기간 + 검토자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검토자의 경우 시작일 오프셋이 없습니다.
준비자가 검토를 위해 조정을 릴리스하는 시기에 의해 검토자 시작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릴리스하는 즉시 검토자가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통화 탭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통화 구성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에는 [통화] 탭이 숨겨집니다. 요약 조정은
항상 단일 통화로 준비됩니다. 단일 통화 버킷에 대한 구성을 활성화하려면 [통화] 탭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요약 조정의 경우 [환율 유형]을 선택하고 단일 통화 버킷을 선택합니다. 기준
통화 버킷이 기본값입니다.

조정이 활성화된 통화 버킷 수와 환율 환산 동작을 결정합니다.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거 비율 - 소스 시스템에서 재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계정을 포함하는 프로파일에 대해
[과거 비율]을 선택합니다.

– 과거 비율을 선택하면 준비자가 조정에 트랜잭션을 입력할 때 조정에서 활성화된 모든
통화 버킷에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예: 잔액 설명 또는 조정).

– 과거 비율을 선택 취소하면 준비자가 최하위 레벨 통화 버킷(예: 입력된 통화 버킷)에
값을 입력해야 하며, 유지 관리되는 환율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다른 통화 버킷의
동등한 값을 계산합니다.

• 환율 유형

선택한 환율 유형은 과거 비율이 선택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율(FX 환율)을
로드하면 환율 유형에 연결됩니다. 프로파일의 환율 유형은 프로파일과 관련된 조정
트랜잭션에 대해 통화 변환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FX 환율 시리즈를 결정합니다.

• 각 버킷 레이블(예: 입력, 기준 또는 보고)에 대해 환율 유형을 활성화하고 기본 통화를
선택합니다.

• 통화 버킷 테이블은 프로파일에 대해 활성화되는 통화 버킷을 결정합니다. 통화 버킷은
시스템 설정에서 구성되며, 시스템 레벨에서 활성화된 버킷만 개별 프로파일에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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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통화 버킷이 활성화된 경우 해당 버킷의 시스템 레벨 기본값을
적용하거나 프로파일별 기본값을 지정하여 프로파일에 기본 통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액세스 탭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과 관련된 조정의 설명자 또는 조회자로 인증되는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설명자는 조정을 보고 조정이나 조정의 트랜잭션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는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팀을 설명자나 조회자로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추가를 누릅니다.

b. 조회자 선택 또는 설명자 선택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검색)을 누릅니다.

c. 사용자 또는 팀을 선택한 후 이름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누릅니다.

d. 검색 결과에서 설명자나 조회자 사용자 또는 팀을 선택하고 사용가능 열에
추가합니다.

e. 확인을 누릅니다.

9.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프로파일에 속성을 지정하고 속성 값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특성은
[추가 등록정보] 섹션에 조정에 대한 읽기 전용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속성을 프로파일에
지정하려면 해당 속성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10.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형식 또는 프로파일 규칙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완료된 역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조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자동 제출에서는 자동 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조정이 자동으로 조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필터를 생성하거나 저장된 필터를 사용하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 방법을 사용하는 조정은 조정이 자동 조정되었는지 여부와 사용된 자동
조정 방법을 나타내는 조정 목록의 자동 제출됨 열에 표시됩니다.

• 조정 자동 승인은 규칙을 사용하여 해당 역할을 자동으로 완료했음을 나타냅니다.
검토자 레벨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터를 생성하거나 저장된 필터를 사용하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D(설명되지 않은 차액)가 0.00일 때 자동으로 승인하도록 검토자 1의
규칙을 구성한 경우 조정 목록의 자동 검토됨(레벨 x)에서는 규칙을 사용하여 해당
역할을 자동으로 완료했음을 나타냅니다.

11. 내역 탭을 검토합니다.

워크플로우 지정 변경, 형식 구성 변경, 위험 평가 또는 프로파일 속성을 포함하여
프로파일 변경사항의 감사 정보를 캡처합니다.

12.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조정 편집에 대한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조정 및 프로파일 속성 업데이트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목록이나 [작업] 패널의 [사용자 설정] 창에서 수동으로 조정 목록의
조정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속성 업데이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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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csv 파일을 사용하여 속성 또는 워크플로우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CSV 파일을 사용하여 속성 업데이트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프로파일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파일 속성 업데이트을
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속성 업데이트

조정 속성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2. [조정] 목록에서 특정 조정을 누르고 편집을 누릅니다.

3. 등록정보 탭에서 파일 형식 규칙에 따라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조정 속성 파일 형식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조정 속성 파일 형식 규칙

속성 입력 파일은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조정당 하나의 행으로 인덱스화됩니다. 열은 업데이트하는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열(속성) UI 익스포트 옵션 대기 중인 조정 상태 미해결 조정 상태 마감된 조정 상태

세그먼트 <n> <Default>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계정 이름 이름 예 예 예

설명 설명 예 예 예

프로세스 프로세스 예 예 예

조직 구성 단위 조직 구성 단위 예 예 예

위험 평가 위험 평가 예 예 예

계정 유형 계정 유형 예 예 예

지침 지침 예 예 예

평상 잔액 평상 잔액 예 아니요 아니요

자동 조정 방법 자동 조정 방법 예 아니요 아니요

낮은 자동 조정 잔액 자동 조정 방법 예 아니요 아니요

높은 자동 조정 잔액 자동 조정 방법 예 아니요 아니요

자동 조정 임계값
숫자

자동 조정 방법 예 아니요 아니요

자동 조정 임계값
퍼센트

자동 조정 방법 예 아니요 아니요

최대 기간 조정 최대 기간 조정 예 아니요 아니요

최대 기간 설명 최대 기간 설명 예 아니요 예

소스 시스템 수동
잔액

소스 시스템 잔액
입력

예 예 예

하위 시스템 수동
잔액

하위 시스템 잔액
입력

예 예 예

준비자 준비자 예 예 예

준비자 백업 준비자 예 예 예

준비자 작업 실행
담당

준비자 예 예 예

시작 일자 준비자 예 아니요 아니요

기간 준비자 예 예 예

검토자 <n> 검토자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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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속성) UI 익스포트 옵션 대기 중인 조정 상태 미해결 조정 상태 마감된 조정 상태

검토자 백업 <n> 검토자 예 예 예

검토자 기간 <n> 검토자 예 예 예

설명자 설명자 설명자 설명자 설명자

조회자 조회자 조회자 조회자 조회자

과거 비율 과거 비율 예 아니요 아니요

환율 유형 환율 유형 예 아니요 아니요

속성 1 <사용자정의 속성> 예 예 예

속성 값 1 <사용자정의 속성> 예 예 예

속성 액세스 1 <사용자정의 속성> 예 예 예

속성 첨부파일

액세스 1
<사용자정의 속성> 예 예 예

속성 복사 대상

프로파일 1
<사용자정의 속성> 예 예 예

통화 버킷 1 사용 통화 버킷 사용

(입력)
예 아니요 아니요

기본 통화 버킷 1 통화 버킷 기본 통화

(입력)
예 예 예

통화 버킷 2 사용 통화 버킷 사용

(기능)
예 아니요 아니요

기본 통화 버킷 2 통화 버킷 기본 통화

(기능)
예 예 예

통화 버킷 3 사용 통화 버킷 사용

(보고)
예 아니요 아니요

기본 통화 버킷 3 통화 버킷 기본 통화

(보고)
예 예 예

CSV 파일을 사용하여 속성 업데이트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임포트 csv 파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예에서는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조정이 이미 배포된 후 들어왔으나 판매 퍼센트와 같이 조정 프로세스에 중요한
데이터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 레벨에서 조정하고 매장별로 판매 퍼센트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조정 규칙이 향상되어 대부분의 조정이 자동
제출 및 자동 승인을 통해 수행되어 수동 개입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또는 매장의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아 조정이 배포된 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면 새 속성(여기서는 판매 퍼센트)을 추가하고 csv 파일 및 새 속성에
조정 ID를 포함하여 시스템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일반적인 예로는 정기적으로 특정 조정 주기 중에 조직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정이 이미 배포되어 있으므로 다시 CSV 파일을 통해 속성을 임포트하여
변경된 값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SV 파일로 현재 속성을 익스포트하여 시작 지점을 제공합니다.

• 파일을 변경합니다.

• 개정된 속성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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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파일을 사용하여 조정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2. 업데이트할 조정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a. 형식에서 향후 속성 임포트를 위한 형식 미지정 데이터를 선택한 후 목록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속성을 선택합니다.
 

 
워크플로우 역할(예: 준비자, 검토자, 설명자 등)을 익스포트할 수 있으며 익스포트 파일에
포함된 역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 익스포트를 눌러 익스포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3. 익스포트한 csv 파일을 변경합니다.

4. 이제 개정된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조정에서 임포트를 누른 후 작업 메뉴에서 속성 임포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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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업데이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a. 파일에서 개정된 csv 파일을 찾습니다.

b.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선택합니다(가장 최근 기간이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음).

c. 날짜 형식에서는 기본값을 그대로 두거나 다른 형식을 선택합니다.

d. 임포트를 누릅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에서 처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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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임포트가 완료되면 조정 편집 대화상자로 이동하여 임포트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 업데이트의 선택 항목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선택적으로, 규칙 실행 사용 - 변경사항 임포트 후 조정에 대한 규칙을 실행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b. 선택적으로, 변경 시 다시 열기 사용 - 개정된 조정의 상태를 미해결로 변경합니다.

c. 선택적으로, 파일 구분자 사용 - 다른 파일 구분자를 선택합니다(기본적으로 쉼표로
설정되어 있음).

프로파일 속성 업데이트

프로파일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동일한 주요 단계를 수행합니다.

• 현재 속성을 CSV 파일로 익스포트. 프로파일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 파일을 변경합니다.

• 임포트를 사용하여 개정된 속성 파일을 임포트하고, 개정된 속성 파일을 변경하려면 바꾸기가
아닌 업데이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열(속성) UI 익스포트 옵션

세그먼트 <n> <Default>
계정 이름 이름

설명 설명

프로세스 프로세스

형식 형식

조직 구성 단위 조직 구성 단위

위험 평가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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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속성) UI 익스포트 옵션

계정 유형 계정 유형

지침 지침

활성 활성

평상 잔액 평상 잔액

자동 조정 방법 자동 조정 방법

낮은 자동 조정 잔액 자동 조정 방법

높은 자동 조정 잔액 자동 조정 방법

자동 조정 임계값 숫자 자동 조정 방법

자동 조정 임계값 퍼센트 자동 조정 방법

최대 기간 조정 최대 기간 조정

최대 기간 설명 최대 기간 설명

소스 시스템 수동 잔액 소스 시스템 잔액 입력

하위 시스템 수동 잔액 하위 시스템 잔액 입력

준비자 준비자

준비자 백업 준비자

준비자 빈도 준비자

준비자 작업 실행 담당 준비자

시작 오프셋 준비자

기간 준비자

검토자 <n> 검토자

검토자 백업 <n> 검토자

검토자 빈도 검토자

검토자 기간 <n> 검토자

설명자 설명자

조회자 조회자

과거 비율 과거 비율

환율 유형 환율 유형

속성 1 <사용자정의 속성>
속성 값 1 <사용자정의 속성>
속성 액세스 1 <사용자정의 속성>
속성 첨부파일 액세스 1 <사용자정의 속성>
속성 복사 대상 프로파일 1 <사용자정의 속성>
통화 버킷 1 사용 통화 버킷 사용(입력)
기본 통화 버킷 1 통화 버킷 기본 통화(입력)
통화 버킷 2 사용 통화 버킷 사용(기능)
기본 통화 버킷 2 통화 버킷 기본 통화(기능)
통화 버킷 3 사용 통화 버킷 사용(보고)
기본 통화 버킷 3 통화 버킷 기본 통화(보고)

프로파일 또는 조정 삭제
Account Reconciliation의 프로파일 또는 조정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삭제하는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뱃치 작업을 실행하여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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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실행된 후에는 작업 카드를 사용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트랜잭션 일치 형식과 연계된 프로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프로파일과 연계된 일치 및
비일치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도 모두 삭제됩니다. 프로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환경
백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파일 삭제

프로파일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프로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2.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조정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의 모든 속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 날짜 및 모든 아이콘 기반 열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름에 채무 계정 또는 수취 계정과 같은
계정이 있는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조정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삭제할 프로파일을 강조 표시하고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4.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선택한 객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확인을
누릅니다.

5. 여러 프로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뱃치 작업이 실행되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처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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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삭제

조정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조정을 선택하고 조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2. 삭제할 조정을 강조 표시하고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3.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선택한 객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확인을 누릅니다.

4. 여러 조정을 삭제하는 경우 뱃치 작업이 실행되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처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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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요청 관리
서비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준비자 및 검토자가 제출한 재지정 요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요청을 보고 승인하거나 거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 목록을 선택합니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의 경우 작업 목록에 재지정 요청이 표시됩니다. 고급 사용자의 경우 보안
범위 내에 속하는 재지정 요청만 표시됩니다.

2. 재지정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3. 재지정 요청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재지정 요청을 모두 승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요청자가 책임을 양도할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새 사용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든 요청에 이 이름을 적용하려면 모두에 적용을 누릅니다.

b. 모두 승인을 누릅니다.

• 나열된 재지정 요청을 모두 거부하려면 모두 거부를 선택합니다.

• 개별 재지정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려면 각 요청의 상태에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준비자 및 검토자 재지정

서비스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다음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 준비자 포함 열기 상태의 조정에 대한 현재 준비자.

• 검토자 포함 열기 상태의 조정에 대한 현재 검토자.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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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는 재지정을 요청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워크플로우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재지정
요청을 수행 및 승인하도록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조정이 재지정되면 지정된 사용자에게 즉시 전자메일 통지를 전송합니다.

준비자 및 검토자를 재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조정을 선택합니다.

2.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또는 미해결(검토자에게 있음) 상태의 조정을 선택합니다.

주:

서비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조정의 [작업] 패널에 있는 [사용자 추가/설정]
을 사용하여 준비자와 검토자를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업, 보기 순으로 선택합니다.

4. 작업, 사용자 재지정 순으로 선택합니다.

5.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6. 확인,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조정 다시 열기
서비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마감된 조정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조정 다시 열기:

• 상태가 [준비자 포함 열기]로 돌아갑니다.

• 다음 날 아침 준비자에게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됩니다.

조정을 다시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2. [조정] 목록에서 마감 상태의 조정을 두 번 누릅니다.

3. 요약 탭에서 작업, 조정 다시 열기 순으로 선택합니다.

확인이 표시됩니다.

4. 닫기를 누릅니다.

요약 조정 수행

요약 조정 및 하위 조정의 작동 방식 이해

요약 조정은 모든 하위 조정이 완료되고 해당 기간의 모든 최종 하위 잔액 및 트랜잭션이
로드된 후 완료됩니다. 따라서 모든 하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준비자는 요약 조정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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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정을 생성하면 요약 프로파일 내 활성 1차 하위 프로파일만 요약 조정에 포함됩니다. 요약
조정이 생성된 후 비활성 1차 하위 프로파일이 활성 상태가 되면 서비스 관리자는 이 1차 하위
프로파일에 대한 조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새로 활성 상태가 된 1차 하위 프로파일을 이 기간의 요약
조정에 포함하려면 서비스 관리자가 요약 조정을 삭제한 후 재생성해야 합니다.

요약 조정에는 자체 워크플로우가 있으며 트랜잭션을 요약 조정에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스가 1차 하위 조정인 요약 트랜잭션에 편집, 삭제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요약 조정이 시작된
후에는 1차 하위 조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요약 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이: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의 요약 조정

조정 준수에서 요약 조정이 완료된 후 실수로 1차 하위 계정에 트랜잭션을 로드한 경우 1차 하위
조정을 업데이트하고 요약 조정을 다시 완료해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 요약 조정을 다시 완료하려면
요약 조정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요약 조정은 자체 조정이므로 시스템에서 기존
트랜잭션을 1차 하위 조정 트랜잭션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시 열리고 바뀌지 않습니다.

트랜잭션 일치 1차 하위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요약 조정의 경우 하나 이상의 1차 하위 조정에서
값이 변경되면 해당하는 (차감) 비일치, (차감) 비일치 지원, (차감) 일치 미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1차 하위 조정을 다시 여는 작업을 수행하면 이 1차 하위 조정이 포함된 요약
조정도 다시 열립니다.

사용자가 하위 조정 또는 요약 조정에 수동으로 잔액을 추가하지 않으므로 잔액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사용자 로드 항목을 바꾸지 않으므로 요약 조정을 해당 인스턴스에서 다시 엽니다.

요약 조정과 개별 조정 간 주요 차이점

요약 조정 준비 프로세스는 개별 조정 준비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모두 생성 및 업데이트 항목 생성 옵션

• 잔액 요약 구성

• 트랜잭션에 대한 업데이트됨 속성

• 요약 프로파일 속성

• 이전 월의 트랜잭션 복사본

모두 생성 및 업데이트 항목 생성 옵션

요약 조정은 하나 이상의 하위 조정 내용을 요약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거나 검토된 후와 같이 조정 내용이 예기치 않게 변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요약 조정
준비자는 이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시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요약 조정 준비자에게 이 업데이트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의 [잔액 요약] 섹션에는 다음 옵션이 있습니다.

• 모두 생성: 하위 트랜잭션 세부정보 및 잔액을 요약 조정으로 임포트합니다.

• 업데이트 항목 생성: 마지막으로 요약 조정이 업데이트된 이후 업데이트된 하위의 하위
트랜잭션 세부정보 및 잔액만 임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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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정의 설명 또는 첨부파일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의 설명 또는
첨부파일은 복사됩니다.

잔액 로드 중에 자동으로 잔액도 임포트되므로 하위 조정에서 잔액 수동 추가/
편집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신 잔액이 요약 조정에 이미 임포트되어
있습니다.

잔액 요약 구성

개별 조정에서 [잔액 요약] 테이블의 열은 다양한 통화와 통화 버킷으로 잔액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요약 조정:

• 항상 단일 통화와 단일 통화 버킷으로 준비됩니다. 따라서 열이 요약 조정에 포함된 각
하위 조정의 잔액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모든 하위 조정의 값을 합산하는 합계 열이 제공됩니다.

• 하위 조정 계정 ID는 열 머리글에 하이퍼링크로 표시됩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하위 조정이 포함된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하위 조정의 콘텐츠에서 요약 조정이
생성되기 때문에 요약 조정 준비자에게 암시적 검토 역할이 부여되며, 해당 사용자는
하위 조정이 닫힌 경우에만 하위 조정을 거부하여 수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하위 조정에 대해 일반 검토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요약 조정 준비자가 거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조정의 하위 계정이 수정된 경우 뷰의 잔액 열에서 올바르게 업데이트되려면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잔액에 대한 데이터 로드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주:

데이터 로드를 다시 실행하기 전에는 이전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잔액이
잔액 열에 나타납니다.

[잔액 요약] 테이블에는 요약 조정에 대한 다음 행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하위 조정 계정 ID: 하위 조정 계정 ID는 열 머리글에 하이퍼링크로 표시됩니다.

• 상태: 하위 조정의 상태(대기 중, 열림, 닫힘 또는 누락)를 식별합니다.

주:

모든 하위 조정이 닫히기 전에는 요약 조정 준비자가 검토를 위해 조정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합계] 열에는 상태 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업데이트됨: 준비자가 마지막으로 요약 조정을 생성한 이후 하위 조정 준비자가 하위
조정을 변경한 경우 업데이트됨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 이상의 하위 조정이
업데이트된 경우 [합계] 열에도 업데이트됨 단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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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에 대한 업데이트됨 속성

요약 조정 준비자는 하위 조정에서 제공된 요약 조정의 트랜잭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할 경우 트랜잭션이 요약 조정에서 수정됨으로 표시됩니다. 수정됨 플래그는 트랜잭션
세부정보 패널과 트랜잭션 목록 뷰의 열에 표시됩니다.

이 플래그는 마지막으로 요약 조정이 생성된 이후 1차 하위의 트랜잭션이 하나 이상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는 요약 탭의 수정됨 플래그와 다릅니다.

요약 프로파일 속성

요약 프로파일 및 조정과 개별 프로파일 및 조정을 구분하기 위해 요약 프로파일이라는 필터 및 열
속성이 있습니다. 값이 예이면 프로파일 또는 조정은 요약 프로파일 또는 조정입니다.

이전 월의 트랜잭션 복사본

요약 조정에서는 트랜잭션 복사 형식 규칙을 사용하여 이전 조정의 트랜잭션을 현재 조정으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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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
트랜잭션 일치 관리

참조:

• 트랜잭션 일치에 대해 알아보기

• 자동 일치 실행

• 트랜잭션 검색, 필터링 및 목록 뷰 저장

• 비일치 트랜잭션 분할 사용



7
트랜잭션 일치에 대해 알아보기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여 회사는 대용량의 노동 집약적인 조정을 자동으로 준비하고 해당 결과를
[조정 준수] 내의 추적 기능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새 모듈을 통해 회사는 품질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면서 조정 수행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 기능은 Account Reconciliation의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여된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선택적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Account Reconciliation의 기능입니다.

관리자는 상위 레벨에서 트랜잭션 일치에 대해 다음 설정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일치 유형 생성

• 데이터 소스 정의

• 트랜잭션 유형 작업

• 일치 프로세스 정의

• 형식 생성

• 프로파일 정의

트랜잭션 일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트랜잭션 일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태스크가 완료되면 관리자는 사용자가 일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생성

• 데이터 임포트

• 자동 일치 실행

주요 개념

개념 설명

일치 유형(관리자가 생성) 일치 유형은 해당 일치 유형을 사용하는 계정에서 트랜잭션

일치 프로세스가 사용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또한 일치에

사용되는 규칙과 함께 일치시킬 데이터 구조를 결정합니다.
회사에는 여러 다양한 일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 계정, 은행 계정,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다양한 정산 계정에서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유형 각각에 대한 데이터 구조와 일치 규칙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각각에 대해 일치 유형을

생성합니다.
또한, 일치 유형을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의 분개 항목으로

조정을 다시 ERP 시스템에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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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데이터 소스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두 데이터 소스 간에 트랜잭션을 비교하여 미처리된

트랜잭션 확인

• 단일 데이터 소스에서 트랜잭션을 감안하여 계정의 "순
잔액" 결정

각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강화 또는 표준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산된 속성뿐 아니라 데이터 소스에 존재하는 속성

(열)을 정의합니다.

타이밍 및 빈도 [트랜잭션 일치]에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 일별 일치 및 밸런싱

- 일별 일치 및 월별 밸런싱

- 월별 일치 및 밸런싱

일치 규칙 일치 규칙은 일치가 수행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일자 및
금액의 허용오차 범위에 대한 규칙을 구성할 수 있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공통 일치 규칙 유형으로는 다음이 지원됩니다.
• 일대일

• 일대다

• 다대일

• 다대다

• 조정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는 사용자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관리자가 조정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로드하고, 자동 일치 프로세스를 실행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제안된 일치 항목 확인

• 수동 일치 생성

• 밸런싱 보고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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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서비스 관리자가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 둘러보기 비디오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트랜잭션 일치 엔진 이해
이 항목은 트랜잭션 일치 엔진의 트랜잭션 평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에서는 소스
시스템 데이터 소스와 하위 시스템 데이터 소스의 트랜잭션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일치 규칙

1. 소스 시스템 "송장"이 서브 시스템 송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2. 소스 시스템은 -1에서 +3까지의 허용오차 내에서 서브 시스템 날짜와 일치합니다.

3. 소스 시스템 "금액"은 서브 시스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소스 시스템 및 서브 시스템 "금액" 속성은 밸런싱 속성입니다.

평가 순서/일치하는 첫번째 항목 선택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순서대로 일치에 대해 평가되며, 일치에 대해 평가되는
트랜잭션 중 조건을 충족하는 첫번째 트랜잭션이 일치에 대해 선택됩니다.

평가 순서/가장 낮은 트랜잭션 ID가 제일 먼저 일치

트랜잭션을 로드할 때 트랜잭션 ID가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트랜잭션 ID가 가장 낮은
일치하는 트랜잭션은 처음으로 로드되었으며 가장 먼저 일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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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일치에서, 세번째 트랜잭션과 일치하는 것으로 규정된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지만
하나만 일치할 수 있으면, 트랜잭션 ID 가 가장 낮은 트랜잭션이 일치하는 것으로
선택됩니다.

모호한 항목 없음을 선택한 상태로 동일한 규칙을 실행하면 모든 트랜잭션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예상대로).

허용오차 평가

차이가 있는 트랜잭션의 일치를 허용하는 허용오차 레벨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다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에 적용되는 허용오차 차이 값. 최대 차이가 -1에서 +3인 자동 일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퍼센트로 표현되는 허용오차 임계값 레벨. 크기 값이 최대 0.5%인 자동 일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차이 크기와 함께 퍼센트로 표현되는 허용오차 임계값 레벨. 최대값이 1.0%이고 최대
크기가 100.00인 자동 일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

퍼센트 값은 상위 및 하위 허용오차 둘 다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숫자 또는
정수 데이터 소스 속성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 설정된 허용오차 평가

설정된 값이 있는 허용오차를 평가하는 경우 상위/하위 허용오차 값이 트랜잭션에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계산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 값에 허용오차를 적용하는 샘플
트랜잭션에서 인증된 허용오차는 -1 및 +3입니다. 이러한 값을 소스 시스템 테이블의 첫번째
레코드에 적용하면 9월 18일이 9월 15일에서 +3일 이하이므로 하위 시스템 테이블의
첫번째 레코드가 일치 규칙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소스 시스템이 아닌 하위 시스템
트랜잭션에 허용오차를 적용하는 경우 9월 15일이 9월 18일에서 -1일 이하가 아니므로
일치에 실패합니다.

주:

위의 예에서는 날짜 허용오차를 사용하지만 날짜, 시간 및 정수 데이터 유형의
허용오차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결과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허용오차 평가 시 다음 방식을 사용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일대일 규칙 유형 평가

일대일 규칙 유형을 사용하면 소스 트랜잭션을 "기본 또는 고정 트랜잭션"으로 처리합니다.
이 예에서는 평가가 수행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날짜 허용오차 시작이 영(0)
으로 설정되고 종료가 +3으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1. 첫번째 소스 트랜잭션으로 시작하면 허용오차 제한이 트랜잭션 날짜 값에 추가되어
하위 시스템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의 날짜 값이 파생됩니다.

2. 그런 다음, 일치를 충족하는 하위 시스템의 첫번째 트랜잭션이 선택됩니다. 이 예에서는
첫번째 트랜잭션의 소스 날짜 값이 9월 15일입니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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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에서 +3까지의 허용오차를 하위 시스템 트랜잭션에 추가하면 날짜 값이 9월 15일 이후이고
9월 18일 이전인 소스 시스템의 첫번째 트랜잭션이 일치로 선택됩니다. 이 일치는 아래에서
녹색으로 식별됩니다:

 

 

4. 계속해서 날짜 값이 9월 16일인 두번째 소스 트랜잭션에서는 날짜가 9월 16일 이후이고 9월
19일 이전인 하위 시스템의 첫번째 트랜잭션을 찾습니다. 이 9월 17일 일치는 범위 내에
해당하며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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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해서 날짜 값이 9월 17일인 세번째 소스 시스템 트랜잭션에서는 날짜가 9월 16일
이상이고 9월 20일 이하인 소스 시스템의 첫번째 트랜잭션을 찾아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소스 시스템의 트랜잭션이 없으므로 일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

단일 소스 일치 프로세스의 경우 양수 트랜잭션이 음수 트랜잭션과 일치합니다.

일대다 규칙 유형 평가

일대다 규칙 유형을 사용하면 소스 시스템 트랜잭션이 기본 트랜잭션입니다.

주:

일대다 규칙 유형에서는 밸런싱 속성 외에도 정확히 일치하거나 허용 오차를
사용하는 규칙 조건 하나를 정의해야 합니다.

다대일 규칙 유형 평가

다대일 규칙 유형을 사용하면 서브 시스템 트랜잭션이 기본 트랜잭션입니다.

주:

다대일 규칙 유형에서는 밸런싱 속성 조건 외에도 정확히 일치하거나 허용 오차를
사용하는 규칙 조건 하나를 정의해야 합니다.

다대다 규칙 유형 평가

다대다 규칙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트랜잭션이 없습니다. 대신 조건은 다음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1. 소스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 모두의 트랜잭션을 고려하여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습니다. 이 예에서는 해당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9월 14일

• 최대: 9월 18일

2. 그런 다음, 허용오차 하위 및 허용오차 상위 값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범위"(최소값과
최대값 간 범위)를 계산합니다. 이 예에서는 범위가 4(0에서 +3)입니다.

3. 마지막으로 최소 및 최대값 차이가 범위 값 이하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 경우 9월
14일과 9월 18일의 차이는 5이고 허용되는 범위는 4이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

다대다 규칙에서는 정확히 일치 조건을 하나 이상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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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싱 속성의 일치 규칙 조건 평가

밸런싱 속성의 일치 규칙 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른 속성의 경우와 약간 다릅니다.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대다 규칙 유형을 고려합니다. 시스템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에서는 먼저 송장 번호가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모두 선택합니다(규칙 #1).

2. 그런 다음 날짜 속성을 평가하여 규칙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규칙 #2).

3. 마지막으로 소스 시스템 금액이 하위 시스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규칙 #3).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에 있는 여러 트랙잭션과의 다대다 일치이므로 먼저 금액 값을
데이터 소스별로 합계한 다음 총 합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소스 시스템 금액 합계가 $500이며 하위 시스템 금액 합계도 $500이므로 일치
조건이 충족됩니다.

 

 

주:

동일한 프로세스가 일대다 일치 및 다대일 일치에 적용됩니다. 일치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 소스의 여러 트랜잭션이 존재하는 경우 항상 비교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밸런싱
속성 값을 합계해야 합니다.

퍼센트 및 차이 제한으로 설정된 허용오차 평가

퍼센트 허용오차 옵션은 숫자 및 정수 유형 데이터 소스 속성(밸런싱 속성 포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에 대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일치 규칙

• 수동 일치 규칙

• 기본 속성 매핑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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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인 허용오차 상위/하위 값이 일치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일치 규칙의 하위 허용오차는 1%이며 상위 허용오차도 1%입니다.

• 최대 크기에 대한 허용오차는 0.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스 시스템
크기

하위 시스템
크기

계산된
허용오차

차이(소스 -
하위 시스템

크기)

일치 계산 결과

99.6 100 1% / 99.6 =
0.99

99.6 - 100 = .4 0.4 < 0.99 및 <
0.5

일치를 찾음

99.1 100 1%/99.1 =
0.99

99.1 - 100 = .9 0.9 < 0.99 및 >
0.5

허용오차 차이

최대 제한을
초과했으므로

일치를 찾지
못함

100 99.6 1%/100 = 1 100 - 99.6 = .4 0.4 < 1 및 <
0.5

일치를 찾음

100 99.1 1%/100 = 1 100 - 99.1 = .9 0.9 < 1 및 >
0.5

허용오차 차이

최대 제한을
초과했으므로

일치를 찾지
못함

50, 49.6 50, 50 1% / 99.6 =
0.99

99.6 - 100 = .4 0.4 < 0.99 및 <
0.5

일치를 찾음

일대일 및 일대다 규칙의 날짜 허용오차 평가

날짜 허용오차는 두 데이터 소스 간 트랜잭션 일치에서 고려할 일수입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트랜잭션 일치로 날짜 허용오차를 고려하므로 예를 들어
GL에서 은행 예금이나 하위 시스템 트랜잭션보다 먼저 소스를 사용가능으로 처리합니다. 이
엔진은 소스에 고정되어 있으며 규칙에 입력된 허용오차 값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일치에서
고려할 날짜 값 범위를 계산합니다.

날짜 허용오차 옵션은 날짜 유형 데이터 소스 속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항목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일치 규칙

• 수동 일치 규칙

• 기본 속성 매핑

날짜 허용오차는 매우 유연하므로 다음을 사용하여 일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날짜 범위
규칙에 날짜 허용오차를 사용하여 일치에서 고려할 날짜 범위를 설정합니다. 규칙
생성에서는 이러한 필드가 시작 및 종료로 레이블 지정되어 범위를 나타냅니다. 엔진은
날짜 허용오차 범위로 작업할 때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일치시킬 트랜잭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는 0과
1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소스 트랜잭션의 2일 후에 트랜잭션 일치를 시작하고 4일
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시작 값을 -1, 종료 값을 +1로 입력하여 1일 전에서(-1로 시작)
1일 후까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특정 날짜
날짜 범위가 아니라 다른 특정일에 한 소스의 트랜잭션을 하위 시스템의 트랜잭션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날짜 허용오차에 대한 추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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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시작 및 종료 필드의 날짜 허용오차 값을 동일한 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트랜잭션을 2일 후의 은행 트랜잭션하고만 일치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필드에 2를
입력하고 종료 필드에도 2를 입력하면 일치에서 정확히 해당 일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달력을 일반 달력 대신 사용하면 일치에서 휴일 및 주말을 고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일반 달력을 사용하여 날짜 범위의 날짜를
지정합니다. 범위 계산에서 회사 휴무일 또는 주말에는 일수를 세지 않도록 날짜 범위 계산에
비즈니스 달력을 사용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허용오차를 사용하여 날짜 유형 속성 규칙 조건을
생성하는 경우와 일치 프로세스 기본 속성 매핑에서도 비즈니스 달력 사용 확인란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일치에는 비즈니스 달력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비즈니스 달력을 사용하려면 조직 구성 단위의 업무일과 휴일 목록이 포함된 휴일
규칙을 지정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가 프로파일에 지정되면 연계된 비즈니스
달력이 조정을 생성하는 동안 사용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가이드의 조직 구성 단위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는 날짜 허용오차가 지정되어 있고 비즈니스 달력 확인란이 표시되어 있는 규칙입니다.
 

 

일치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날짜 허용오차를 사용하여 규칙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을 생성하여 일치 프로세스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 키 차이점 이해
이 항목에는 조정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 간 통합 지점과 키 차이점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정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에서 기간은 어떻게 다르게 처리됩니까?

• 트랜잭션 일치에서 "잠금 대상일"이란 무엇입니까?

• 트랜잭션 일치에서 "잠금 대상일"은 어떻게 사용되고, 조정 다시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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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 일치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조정이 다시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정 준수 대 트랜잭션 일치에서 조정 생성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합니까?

조정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에서 기간은 어떻게 다르게 처리됩니까?

조정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 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기간 처리 방식입니다. 조정 준수는
기간을 조정의 기본 구성요소로 사용하며 기간을 열고, 마감하고, 잠그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조정 준수에서 기간을 잠그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마감하면 새 조정은 생성되지 않지만 진행 중인 조정을 완료할 수 있으며, 데이터
로드를 포함하는 조정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준수에서 기간을 잠그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마감되어도 알림이 계속 실행되지만 기간이 잠겨 있으면 알림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랜잭션 일치에서 기간이 잠긴 경우에는 후속 기간에 비일치 트랜잭션을 일치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전월 일치의 다른 일치 항목에 대한 일치 트랜잭션이 다음
달에 수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 "잠금 대상일"이란 무엇입니까?

트랜잭션 일치를 포함한 계정 분석 또는 트랜잭션 일치를 포함한 잔액 비교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잠금 기간 동안 프로파일에 대한 일치 작업이 제한되며 "잠금 마감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잠금 기간의 기간 종료 날짜가 "잠금 마감 날짜"입니다. 기간은 임의의 순서대로 잠금
또는 잠금 해제할 수 있으며 잠금 기간 사이에 잠금 해제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금 마감 날짜는 최근 잠금 기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트랜잭션 일치만 프로파일에는 잠금 마감 날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잠금 대상일이 2018년 3월 31일인 예입니다.

기간 시작 일자 종료 날짜 잠금 상태

18년 1월 2018년 1월 1일 2018년 1월 31일 잠김

18년 2월 2018년 2월 1일 2018년 2월 28일 잠김

18년 3월 2018년 2월 1일 2018년 3월 31일 잠금 해제됨

위의 예에서 사용자가 3월 기간을 잠그면 "잠금 마감 날짜"는 2018년 3월 31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2월을 잠금 해제해도 "잠금 마감 날짜"는 계속 2018년 3월 31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잠금 대상일" 및 기간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계속 진행하기 전에 관리자가
기간을 잠금 해제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려는 경우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의 회계 날짜가 "잠금 마감 날짜"
이전이면 관리자가 기간을 잠금 해제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임포트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삭제

• 조정이 있는 일치 세트 비일치

• 트랜잭션에서 지원 세부정보 삭제

• 트랜잭션의 회계 날짜 및 잔액조정 금액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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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일치에서 "잠금 대상일"은 어떻게 사용되고, 조정 다시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의 회계 날짜가 "잠금 대상일"과 "마감 대상일" 사이에 있는(트랜잭션의
회계 날짜가 마감된 조정 기간 내에 속하는) 동안 마감된 트랜잭션에 대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조정을 다시 열지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삭제

• 조정이 있는 일치 세트 비일치

• 트랜잭션에서 지원 세부정보 삭제

• 트랜잭션 회계 날짜 또는 잔액조정 금액 편집

트랜잭션 일치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조정이 다시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때 조정을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트랜잭션 임포트는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
이후에 수행되는 스케줄링된 작업이므로 경고 메시지 없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조정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트랜잭션이 설명되지 않은 차액 또는 조정 잔액조정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는 트랜잭션 로드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루틴 태스크 대 해당 트랜잭션이 로드될 경우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루틴 변경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간 차이가 있는 정상적인 루틴 비즈니스 트랜잭션 과정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제출 및 마감된 조정에 적용되는 트랜잭션이 로드되며 이러한 유형의 시간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 루틴인 경우입니다. 트랜잭션이 다른 달의 트랜잭션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마감된 조정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제출 및 마감되었으며 9월 29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은 조정을 다시 열지
않고 로드된 8월 트랜잭션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나중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입니다.

• 시간 차이가 있는 비루틴 트랜잭션 - 로드될 경우 이러한 트랜잭션은 설명되지 않은 차액 및
잔액조정 보고서에 영향을 주므로 실질적입니다. 조정이 제출 및 마감되었으며 9월 29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회계 날짜가 8월 또는 이전에 속하는 트랜잭션을 로드하고
트랜잭션이 설명되지 않은 차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정이 다시 열립니다.

조정 준수 대 트랜잭션 일치에서 조정 생성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합니까?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조정 준수에서 조정을 생성하여 각 기간에 대한 조정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간 또는 프로파일에서 조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정 프로파일 또는 필터링된
프로파일 목록에 대해 조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과 같은 프로파일 빈도는 기간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조정을 생성할 경우 기간 상태를 [대기 중]에서 [미해결]로 변경할 때까지
모든 조정이 [대기 중] 상태입니다.

트랜잭션 일치는 트랜잭션 일치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세 가지 트랜잭션 일치 형식 중 하나에 링크할
때 당시 일치 카드 아래에 표시되므로 트랜잭션 일치의 일치 기능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준수와 다릅니다.

트랜잭션 일치 전용 환경인 경우 조정 준수 통합 없이 일치 카드에서 일치 항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잭션 일치 계정 분석 또는 잔액 비교 형식에 링크된 트랜잭션 일치 사용자인 경우 조정
준수 통합이 있으며,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의 조정 생성에 설명된 대로 조정을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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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 일치 실행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는 중 다음과 같은 시점에 자동 일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 임포트 종료 시 자동 일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시간에 자동 일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일치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트랜잭션 일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자동 일치 실행을 선택합니다.
 

 

자동 일치를 실행한 후 제안된 일치 확인을 시작하고 조정 및 필요한 수동 일치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8-1



9
트랜잭션 검색, 필터링 및 목록 뷰 저장

참조:

•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검색

• 필터 생성 및 목록 저장

• 자동 일치 규칙의 트랜잭션 필터링 및 그룹화

• 그룹화를 통해 비일치 트랜잭션 필터링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검색
여러 프로파일에서 트랜잭션을 로드하는 경우 트랜잭션은 제안된 일치, 일치 또는 비일치입니다.
볼륨이 큰 경우 지정된 상태의 특정 트랜잭션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치 카드의 트랜잭션
탭을 사용하면 트랜잭션이 어떤 상태이든 지정된 일치 유형의 트랜잭션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훨씬 쉽게 원하는 트랜잭션 및 조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치 유형을 선택하면 페이지가 로드되어 표시됩니다. 해당 일치 유형의 처음 5,000개 트랜잭션과
데이터 소스, 계정 ID가 표시됩니다.

Transaction Matching을 처음 사용할 때의 기본 열은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ID, 잔액 조정 속성
(금액), 회계 날짜, 일치 ID 및 상태입니다. 이후 목록 뷰를 변경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뷰로 설정됩니다.

기능

트랜잭션 검색에 유용한 몇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메뉴에서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트랜잭션 검색 중 열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 한 번에 하나씩 열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정렬 순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트랜잭션 ID 및 계정 ID입니다.

• 필터 모음에서 필터를 사용하여 목록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트랜잭션을 검색할 때 필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설정한 열과 필터는 유지됩니다.

• 뷰를 저장하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뷰는 검색 필드 옆에 있는 저장된 목록
드롭다운에 표시됩니다. 저장된 목록은 사용자별로 표시되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택한 필터

– 선택한 열

– 정렬 순서

• 일치 ID를 눌러 현재 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 ID를 눌러 감사 정보용 트랜잭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조정의 경우, 트랜잭션 ID는 조정 ID를 표시하고 회계 날짜는 조정의 회계 날짜를 표시하며
금액은 변동 또는 조정 금액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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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에서 확인된 일치 또는 제안된 일치에 대해 대응 취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ID 또는 지원 유형을 눌러 지원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 목록을 오프라인에서 csv 또는 Excel 형식으로 보려면 작업 메뉴에서
익스포트를 사용합니다.

• 검색 시간이 초과되면 취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터링 기준을 검토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트랜잭션을 검색하는 동안 사용할 검색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트랜잭션 일치 구성 설정에서 검색 모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 트랜잭션에 대한 알림을 생성하거나, 1개 이상 트랜잭션에 기존 알림을
추가하거나, 트랜잭션과 알림의 연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한

유의할 몇 가지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는 계정 ID에 대한 단일 선택이 허용됩니다. 향후 릴리스에서는 복수 선택을
허용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 날짜별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 일치 기준 열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일치 트랜잭션에 대한 자동 지정을
나열하므로 수동 일치에 대한 사용자만 표시됩니다.

기타 유용한 링크

필터링, 검색 및 저장된 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트랜잭션 검색, 필터링 및 목록 뷰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Transaction Matching에서 트랜잭션 검색 단계

트랜잭션 및 조정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세부정보는 트랜잭션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일치, 트랜잭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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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액세스하면 첫번째 일치 유형을 기준으로 필드가 채워집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선택한
데이터 소스는 일치 유형의 첫번째 데이터 소스입니다.

2. 페이지 상단의 일치 유형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일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치 유형, 데이터 소스, 계정 ID 및 기타 선택한 필터에 대해 표시되는 항목의 수는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3.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레코드를 쉽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의 모든
속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 날짜 및 모든 아이콘 기반
열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름에 조정이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조정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소스를 눌러 데이터 소스 및/또는 조정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치 유형의 첫번째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1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선택하여 조정 세부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및/또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객체에 대한 트랜잭션이 표시됩니다. 나열된 트랜잭션에 대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는 트랜잭션에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트랜잭션이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값은 데이터 소스에 표시됩니다. 금액 열에는
조정 금액이 표시됩니다.

• 조정의 회계 날짜를 표시하려면 열 선택을 사용하여 회계 날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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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선택 목록에 표시되는 속성은 선택한 일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목록에는
선택한 일치 유형의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속성이 표시됩니다.

• 잔액조정 속성의 이름 및 데이터 유형이 선택한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동일한 경우,
이름이 잔액조정 속성인 열 1개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소스 3개를 선택하고 모든 3개 데이터 소스에서 잔액조정 속성의 이름이 금액이며
데이터 유형이 숫자인 경우 이름이 금액인 1개의 열만 표시됩니다.

• 잔액조정 속성의 이름 또는 데이터 유형이 선택한 데이터 소스 간에 다른 경우에는
각 데이터 소스의 잔액조정 속성에 대해 별도의 열이 표시됩니다. 조정 및 데이터
소스 2개(AP 및 AR)가 선택된 다음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잔액조정 속성의
이름은 이러한 객체 간에 다릅니다. 그러므로 트랜잭션 목록에는 AR 금액, AP 금액
및 금액에 대한 별도의 열이 표시됩니다.

그림 9-1    잔액조정 속성 이름이 데이터 소스 간에 다른 경우의 트랜잭션 목록

데이터 소스 속성 이름에 대한 모범 사례

• 선택한 모든 데이터 소스 속성이 1개의 열 아래에 표시되도록 하려면 이름 열의 값과
해당 데이터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값을 사용하면 트랜잭션 목록에는 선택한
데이터 소스의 이름에 대한 별도의 열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선택한 데이터 소스 전체에서 데이터 소스 속성의 ID 열에 있는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속성에 대한 내용은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의 데이터 소스
속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잔액조정 속성의 이름으로 "금액"을 사용하고 회계 날짜 속성의
이름으로 "회계 날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트랜잭션 목록에는 이름이 금액인 열 및
회계 날짜인 열이 1개씩만 포함됩니다. 금액 열에는 조정에 대한 조정 금액과 데이터
소스에 대한 트랜잭션 금액이 표시됩니다. 회계 날짜 열에는 조정에 대한 회계 날짜와
선택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회계 날짜 속성 값이 표시됩니다.

선택한 데이터 소스의 회계 날짜 속성 이름이 "회계 날짜"가 아닌 경우, 트랜잭션
목록에는 선택한 각 데이터 소스의 회계 날짜 속성에 대한 별도의 열이 표시됩니다.

선택한 데이터 소스의 회계 날짜 속성 이름이 "회계 날짜"가 아닌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트랜잭션 목록에는 데이터 소스의 회계 날짜 및 조정 회계 날짜에 대한 별도의 열이
표시됩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트랜잭션 검색 중 열 선택

모든 사용가능 열을 보려면 작업에서 열 선택을 눌러 다음 테이블에 나열된 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뿐만 아니라 선택한 일치 유형의 속성이 열 목록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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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사용가능 열

열 이름 필터링 가능 설명

계정 ID 예 고유 계정 ID
회계 날짜 예 조정 회계 날짜입니다

조정됨 예 예 = 확인됨 상태이며 조정 또는 확인된 조정이 있음

아니요 = 확인됨 상태가 아닌 경우(제안됨 또는 아직 일치되지

않은 상태임)

조정 유형 예 조정이 포함된 일치에 사용된 조정 유형. 비일치 트랜잭션 및
정확한 일치의 경우 공백입니다.

조정자 예 조정을 생성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조정한 날짜 예 조정을 생성한 날짜입니다.
조정 대상 예 조정이 생성된 데이터 소스입니다.
알림 ID 예 이 트랜잭션과 연계된 알림의 ID입니다.
알림 이름 예 이 트랜잭션과 연계된 알림의 이름입니다.
알림 상태 예 이 트랜잭션과 연계된 알림의 상태입니다.
기간 예 오늘 및 회계 날짜 간 일수. 기간은 회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금액 예 조정 금액.
생성 날짜 예 임포트된 날짜.
데이터 소스 예 일치 유형에 사용가능한 데이터 소스.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합니다.
편집됨 예 예 = 트랜잭션이 편집되었거나 분할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요입니다.
추출 상태 예 미결 또는 마감. 트랜잭션/조정 분개 익스포트 프로세스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포트 작업 ID 예

분개 익스포트 작업 ID 예

일치 ID 예 공백 = 비일치 트랜잭션

데이터 소스 및 조정 둘 다에 대한 일치를 보는 링크입니다.

일치 프로세스 이름 예 공백 = 비일치 트랜잭션

일치함 예 예 = 트랜잭션 상태가 확인됨 또는 확인된 조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요입니다.
일치 기준 예 시스템에서 일부 비일치 트랜잭션에 대한 자동 지정을

나열하므로 사용자별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일치 날짜 예 일치가 수행된 날짜입니다. 날짜별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규칙 이름 예 수동 일치의 수동 일치 규칙 및 다른 규칙의 실제 규칙 이름

규칙 유형 예 수동의 경우 공백이고 다른 규칙의 경우 규칙 유형

상태 예 • 제안된 일치

• 확인된 일치

• 제안된 조정

• 확인된 조정

• 지원됨

• 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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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계속) 사용가능 열

열 이름 필터링 가능 설명

지원 ID 예 트랜잭션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트랜잭션이 지원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ID를 누르면 지원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지원 유형 예 지원을 생성하는 동안 사용되는 지원 유형. 지원이 없는

트랜잭션의 경우 공백입니다.
트랜잭션 ID 예 트랜잭션이 로드될 때 시스템에서 지정한 값. 조정의 경우

조정이 생성될 때 시스템에서 할당한 값입니다. 값은 데이터

소스마다 고유합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트랜잭션을 검색할 때 필터 사용

필터 모음 및 + 필터 추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일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모든 데이터 소스 및 조정(선택한 경우)의 트랜잭션에는 필터 조건 세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ID 필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조정 또는 1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필터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필터링 가능한 속성은 다음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록에는
트랜잭션 탭에서 선택한 일치 유형의 속성도 포함됩니다.

표 9-2    필터 모음 속성 및 지원되는 연산자

속성 필터링에
지원되는 연산자

설명

일치 유형 같음 필수 사항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소스와 하나 이상의 첨부된

프로파일이 있는 모든 일치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같음

같지 않음

필수 사항입니다. 선택한 일치 유형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1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표시하려면

조정을 선택합니다.

계정 ID 같음

같지 않음

다음 포함

다음으로 시작

다음으로 끝남

비어 있음

비어 있지 않음

계정 ID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계정 ID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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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계속) 필터 모음 속성 및 지원되는 연산자

속성 필터링에
지원되는 연산자

설명

사용가능한

열의 모든 속성
여기에 나열된 속성은 어느 것이든 필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트랜잭션 검색 중 열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주:

필터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은 이미 선택된 다른 필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터가 일치 프로세스 =
"GL - 은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치 규칙 필터는 GL -
은행 일치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해당 일치 유형에 대한 모든

일치 프로세스의 선택 항목을

표시합니다.

필터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터 숨기기 또는 숨김 해제

• 필터 하나 지우기 또는 모든 필터 지우기

• 필터 추가

• 필터 제거

Transaction Matching에서 트랜잭션을 검색할 때의 기타 작업

트랜잭션에서 다른 작업 수행

트랜잭션에서 직접 트랜잭션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해당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랜잭션 대응 취소 - 트랜잭션에서 바로 트랜잭션을 대응 취소하려면 트랜잭션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대응 취소를 누릅니다. 확인된 일치 또는 제안된 일치를 대응 취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조정 확인 상태의 트랜잭션 대응을 취소하려면 일치의 잠금 마감 날짜가 조정 회계
일자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잠금 마감 날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의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 키 차이점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지원 세부정보 보기 - 지원 ID 또는 지원 유형 열을 눌러 비일치 대화상자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정보인 지원 세부정보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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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치 보기 - 일치 ID 열을 눌러 현재 일치를 표시하면 관련된 트랜잭션 및 조정을
보여 줍니다.

• 트랜잭션 내역 보기 -
트랜잭션 ID를 눌러 트랜잭션 감사 정보 또는 내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볼 트랜잭션 익스포트 -
작업 메뉴에서 익스포트를 사용하여 오프라인에서 csv 또는 Excel(xlsx) 형식으로
트랜잭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CSV 또는 Excel 형식으로 트랜잭션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주:

익스포트에서는 선택되거나 강조 표시된 트랜잭션이 아닌 필터링된 트랜잭션
목록을 사용합니다.

필터 생성 및 목록 저장
필터는 목록에 표시되는 레코드를 제어합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는 비일치 트랜잭션에
필터 및 목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장된 목록은 일치 유형 내 일치 프로세스의 특정 데이터 소스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INTERCO_MMBT 일치 유형 내 POS_TO_BANK 일치 프로세스의 은행 데이터 소스에
대해 저장된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뷰에서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필터를 적용하여 목록에 포함되는 레코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목록 뷰는 생성한 사용자가 나중에 사용하도록 저장할 수도 있고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인 경우 다른 사용자를 위해 공용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필터를 생성하여 일치하지 않는 트랜잭션을 보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필터 아이콘을 눌러 아래에 필터 모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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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하기 기호)를 눌러 필터를 추가하고 필터 정의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비일치 트랜잭션을 표시할 필터 조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트랜잭션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소스 속성에 대한 필터링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3. 조건 생성을 누릅니다.

4. 속성에서 상태를 선택합니다.

5. 값에서 비일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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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마지막으로 사용된 필터는 일치 유형, 일치 프로세스, 데이터 소스별로 각
사용자에 대해 유지(저장)됩니다. 즉,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일치 유형이 동일한 다른 조정을 열면 동일한 필터가 표시됩니다.

목록 뷰 저장

목록 뷰를 저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필터, 열 또는 정렬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뷰를 조정합니다..

2. 뷰에서 목록 저장을 누릅니다.

3. 목록 저장 대화상자에서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터 기준을 조정합니다.

해당 일치 유형의 저장된 목록을 모두 보려면 대화상자의 맨위에서 목록을 누릅니다.

기본 목록 뷰 설정

또 다른 기능은 기본값 설정입니다. 게시되어 저장된 뷰의 경우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가 해당
뷰를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일치 유형의 모든 사용자가 저장된 목록 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유형을 열 때도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기본 목록 뷰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하고 왼쪽 패널의 목록을 선택합니다. 목록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2. 트랜잭션 일치를 선택합니다.

3. 기본값으로 설정할 목록 뷰를 선택하고 기본값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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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뷰 게시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대화상자의 맨위에서 게시를 선택하여 해당 개인 버전을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뷰가 복제되므로 이제 개인용과 공용 버전이 있습니다. 공용 버전은
공용 열에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목록 뷰를 공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하고 왼쪽 패널의 목록을 선택합니다. 목록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2. 트랜잭션 일치를 선택합니다.

3.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할 목록 뷰를 선택하고 게시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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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링크

뷰, 목록 및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정 준수의 뷰, 목록 및 필터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일치 규칙의 트랜잭션 필터링 및 그룹화
트랜잭션 일치의 자동 일치 규칙은 일치 엔진에서 트랜잭션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규칙의 트랜잭션 그룹화 및 필터링을 지원합니다. 단일 데이터 소스 및 두 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한 규칙 편집 대화상자에 필터 및 그룹 탭이 표시됩니다.

자동 일치 규칙의 트랜잭션 필터링

자동 일치에는 규칙을 실행하는 동안 필터에 의해 지정된 트랜잭션만 포함됩니다. 다른
트랜잭션은 일치에서 제외됩니다.

트랜잭션 필터링에 대한 다음 내용에 유의하십시오.

• 각 규칙에 대한 필터링을 정의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 필터는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 정의됩니다.

• 각 규칙에 대해 데이터 소스당 하나의 필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양한 유형의 규칙에서 필터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소스 일치 프로세스 - 두 개의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에 대해 각각 하나씩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소스 일치 프로세스 - 단일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하위 시스템에 대해 선택한
필터가 소스 시스템에 대해 선택한 필터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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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일치의 트랜잭션 그룹화

• 규칙에 대한 필터링 그룹화를 정의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 그룹화를 위해 속성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룹화는 일대다, 다대일, 다대다 등 "다수" 유형 규칙에서만 허용됩니다.

일대다

하위 시스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만 그룹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하위 시스템 데이터 소스와 해당 속성만 표시됩니다.

• 단일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소스와 해당 속성만 표시됩니다.

다대일

소스 시스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만 그룹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소스 시스템 데이터 소스와 해당 속성만 표시됩니다.

• 단일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소스와 해당 속성만 표시됩니다.

다대다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데이터 소스 모두에 대해 그룹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소스 시스템 데이터 소스와 해당 속성 그리고 하위 시스템
데이터 소스와 해당 속성이 모두 표시됩니다.

• 단일 소스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소스와 해당 속성이 표시됩니다.

속성

다음 조건은 그룹화 속성에 적용됩니다.

• 그룹화를 위해 속성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룹화 속성은 임의의 순서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룹화 속성에는 계산된 속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밸런싱 속성은 그룹화 속성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대다 규칙의 경우 규칙 조건에 정의된 모든 속성은 그룹화 기준 쿼리의 일부여야 합니다. 단,
밸런싱 속성은 제외됩니다.

규칙 조건

다수 유형 규칙에 그룹화가 사용되는 경우 그룹화를 위해 선택한 속성만 규칙 생성 중에
고려합니다. 규칙 조건은 속성을 필터링하여 그룹화를 위해 선택한 속성만 드롭다운에 표시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규칙 조건을 생성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룹을 사용하여 자동 일치를 수행하는 방법

그룹화된 트랜잭션은 단일 트랜잭션으로 작동합니다. 그룹화는 다수 측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를 일대다 또는 다대일 규칙의 다수 측에 적용하면 규칙이 다수 측에서도 일대일 규칙인
것처럼 작동하므로 그룹화된 트랜잭션이 단일 트랜잭션으로 간주됩니다.

다대다 규칙에서는 양측 모두에 그룹화를 적용할 수도 있고 한 측에만 그룹화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화를 양측 모두에 적용하면 그룹화된 트랜잭션이 단일 트랜잭션으로 작동하는
일대일 규칙인 것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룹화를 한 측에만 적용하면 그룹화를 적용하는 소스에
따라 일대다 또는 다대일 규칙인 것처럼 작동합니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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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일치 수행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은행 트랜잭션 및 GL 트랜잭션에 대한 다음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일대다 규칙 예에서 GL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날짜, 지불 유형 및 뱃치 ID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속성 순서는 일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규칙 조건: 대변 금액 및 총 금액의 정확한 일치

밸런싱 속성: 은행의 대변 금액 및 GL의 총 금액

표 9-3    은행 트랜잭션 예

숫자 기준 날짜 은행 ID 계좌 번호 대변 금액

1 9/17/2018 121000248 4129965265 1000

2 9/19/2018 121000248 4129965265 400

표 9-4    GL 트랜잭션 예

숫자 트랜잭션 날짜 지불 유형 뱃치 ID 총 금액

1 9/18/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2 9/18/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3 9/18/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600

4 9/20/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5 9/20/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이 규칙에서는 두 개의 일치를 생성합니다.

표 9-5    일치 1 - 일치하는 은행 트랜잭션의 예

숫자 기준 날짜 은행 ID 계좌 번호 대변 금액 일치 세트 #

1 9/17/2018 121000248 4129965265 1000 1

표 9-6    일치 1 - 일치하는 GL 트랜잭션의 예

숫자 트랜잭션 날짜 지불 유형 뱃치 ID 총 금액 일치 세트 #

1 9/18/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1

2 9/18/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1

3 9/18/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600 1

표 9-7    일치 2 - 일치하는 은행 트랜잭션의 예

숫자 기준 날짜 은행 ID 계좌 번호 대변 금액 일치 세트 #

1 9/19/2018 121000248 4129965265 4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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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일치 2 - 일치하는 GL 트랜잭션의 예

숫자 트랜잭션 날짜 지불 유형 뱃치 ID 총 금액 일치 세트 #

4 9/20/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2

5 9/20/2018 은행 어음 CS18091802 200 2

위의 규칙에서 또 다른 규칙 조건인 기준 날짜 및 트랜잭션 날짜의 정확한 일치를 추가하면 일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룹화를 통해 비일치 트랜잭션 필터링
비일치 트랜잭션에서 버킷 표시줄을 사용하여 기본 필드별로 비일치 트랜잭션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버킷 표시줄에서 기본 값을 필터링하고 각 버킷을 눌러 비일치 트랜잭션 탐색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둘 다에서 값이 동일한 비일치 트랜잭션이 표시되도록 위치 또는 송장
번호별로 버킷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일치 트랜잭션에서 버킷 표시줄을 채우려면 관리자가
일치 프로세스 탭에서 버킷을 구성해야 합니다.

버킷 구성

버킷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치 유형을 누르고 원하는 일치 유형(예: GL_POS_Bank)을 선택합니다.
 

 

2. 일치 유형 편집에서 일치 프로세스 탭을 선택합니다.

3. 일치 프로세스에서 버킷 속성 매핑 테이블 옆의 +(더하기 기호)를 누릅니다.
 

 

4. 새 버킷에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 드롭다운에서 POS 소스를 선택합니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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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다운에서 은행을 선택합니다.

• 저장을 누릅니다.

 

 
버킷 속성이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주:

• POS 소스 및 은행 드롭다운에서 텍스트, 정수 및 목록 속성 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버킷의 속성은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OS 소스
드롭다운에서 정수 유형을 선택하면 은행 드롭다운에서 정수 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치 프로세스마다 최대 세 개의 버킷 속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등록정보 탭의 상태 드롭다운에서 승인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비일치 트랜잭션에서 버킷 표시줄을 사용하여 비일치 트랜잭션 그룹화

버킷 표시줄을 사용하여 비일치 트랜잭션을 그룹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일치에서 버킷 속성을 생성한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일치하지 않는 트랜잭션 탭을 선택합니다.
버킷 표시줄이 비일치 트랜잭션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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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드롭다운에 고유 값을 표시하거나 드롭다운 화살표를
사용하여 전체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Pos - 은행 – 위치 버킷의 드롭다운에서 고유 값인 90002를 선택합니다.

위치 열에는 소스 둘 다에 고유 값인 90002가 있는 레코드가 표시됩니다.

 

 

4. 드롭다운에서 <모두>를 선택하여 버킷을 재설정하고 전체 레코드 목록을 표시합니다.

5. 드롭다운에서 <비어 있음>을 선택하여 버킷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나열합니다.

주:

• 버킷의 필터링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한 선택 항목이 버킷에 저장됩니다. 즉,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면 동일한 선택 항목이 표시됩니다.

• 버킷 검색 및 일치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필터링 검색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버킷 목록에는 10,000개의 고유 값이 오름차순으로 표시됩니다. 버킷에 있는 처음
10,000개의 고유 값에서 필요한 값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터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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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일치 트랜잭션 분할 사용

트랜잭션 분할을 통해 트랜잭션 일부 일치를 허용하고 분할에서 남은 금액만 비일치 상태로 남겨
일대다, 다대일 또는 다대다 일치의 시간 차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종료 시
비일치 트랜잭션 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검토자가 비일치 트랜잭션 수가 더
적은 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분할하려면 관리자가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트랜잭션이 일대다, 다대일 또는 다대다로 일치되는 경우 일치 세트가 대차일치되도록 하려면
트랜잭션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일대다, 다대일 또는 다대다 일치에서는 비일치
상태로 있으면서 일치 세트가 대차일치될 수 있도록 남은 트랜잭션 로드를 기다리는 트랜잭션이
많아서 시간 차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1 GL - 5 은행(일대다) 일치인 표준 소스(GL) - 하위(은행) 일치의 예입니다.

• 1일: $10,000.00 GL

• 2일: $2,000.00 은행

• 2일: $2,000.00 은행

• 2일: $2,000.00 은행

• 2일: $2,000.00 은행

• 2일: $1,990.00 은행

• 15일: $10.00 은행

2일에 사용자는 총 은행 금액이 $9,990.00이지만 $10,000.00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10.00의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10.00 금액을 수정하는 데는
적어도 2주가 필요하므로 사용자는 6개의 비일치 트랜잭션이 수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0,000.00의 비일치 입금을 보유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10,000.00
GL을 두 개의 트랜잭션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한 후에는 사용자가 $9,990.00
GL을 $9,990.00 은행 합계와 일치되도록 할 수 있고 은행이 최종적으로 $10.00 은행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15일까지 $10.00 GL을 비일치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을 사용하면 특히,
이러한 일치 개수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조정을 정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치 1(3일에 발생할 수 있음)

– 1일: $9,990.00 GL(1개의 GL 트랜잭션이 2개의 트랜잭션으로 분할됨)

– 2일: $2,000.00 은행

– 2일: $2,000.00 은행

– 2일: $2,000.00 은행

– 2일: $2,000.00 은행

– 2일: $1,990.00 은행

• 일치 2(16일에 발생할 수 있음)

– 1일: $10.00 GL(1개의 GL 트랜잭션이 2개의 트랜잭션으로 분할됨)

– 15일: $10.00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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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10.00 수정 후 자동 일치 또는 수동 일치를 실행하면 트랜잭션이 일치됩니다.

트랜잭션 분할 사용

비일치 트랜잭션 화면에서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관리자가 데이터 소스 탭에서
트랜잭션 분할 허용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분할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치 유형을 누르고 원하는 일치 유형(예: 정산)을 선택합니다.

2. 일치 유형 편집에서 데이터 소스 탭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소스 화면에서 트랜잭션 분할 허용 확인란을 누릅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트랜잭션 분할 아이콘이 비일치 트랜잭션 화면에 표시됩니다.

주:

• 키 속성이 이미 정의되어 있으면 트랜잭션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저장 시 데이터 소스에 정의된 키 속성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트랜잭션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트랜잭션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는 키 속성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분할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키 속성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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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부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의 데이터 통합
이해

참조:

• 데이터 통합 이해 개요

• 데이터 통합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 관리 태스크를 위한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전체 레거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위한 추가 기능이 여러 릴리스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 사전 매핑된 잔액 또는 트랜잭션 임포트

• 데이터 관리 또는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데이터 임포트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은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잔액
및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1
데이터 통합 이해 개요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로드할 데이터 유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데이터 로드 방법을 설명하는 다른 항목을
안내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전 매핑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사전 매핑된 잔액 또는 트랜잭션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 Reconciliation Compliance 에 Smart View 확장을 사용하여 Excel에서 Reconciliation
Compliance로 트랜잭션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작업에서 
Smart View 및 Account Reconciliation을 참조하십시오.

•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직접 로드합니다.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명령 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관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이 가이드(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관리)의 Data Management를 사용한 데이터 임포트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의 Data Management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아래의 데이터 교환 카드에 액세스하고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를
위한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합니다.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고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증분 데이터 로드(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전체 새로고침 아님)를 허용하는 데이터 통합을
설정하고 맵 차원에 병합 ID를 추가하여 이전 데이터 로드의 일부를 바꿉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의 Account
Reconciliation 병합 잔액 차원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직접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데이터 교환 아래에서 사용가능한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을 참조하십시오.

이 개요는 로드할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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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Account Reconciliation Cloud(ARCS)에서의 데이터 로드

데이터 유형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전
매핑된 데이터
로드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직접 사전 매핑된
데이터 로드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참고

GL 잔액(텍스트

파일 로드)
예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에서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예

EPM Automate
Utility

importpremappedbalances

예*
Data

Management에서

파일을 사용하여
통합

*잔액은 Data
Management에서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끌어옵니다(Data
Management에서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푸시하지 않음).
보조원장 잔액

(텍스트 파일 로드)
예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에서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예

EPM Automate
Utility

importpremappedbalances

예*
Data

Management에서

파일을 사용하여
통합

*잔액은 Data
Management에서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끌어옵니다(Data
Management에서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푸시하지 않음).
조정 준수
트랜잭션

예

조정 준수에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예

EPM Automate
Utility

importpremappedtransactions
명령

예

조정 준수

트랜잭션 로드

소스 시스템에서

Data
Management로
트랜잭션을

가져옵니다.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 로드를

실행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의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파일과 동일한

형식의 CSV 파일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트랜잭션을

익스포트합니다.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예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예

EPM Automate
Utility

importtmpremappedtransactions
명령

예

트랜잭션 일치

타겟 애플리케이션
추가

트랜잭션은 Data
Management로
푸시됩니다. 데이터

로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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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계속) Account Reconciliation Cloud(ARCS)에서의 데이터 로드

데이터 유형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전
매핑된 데이터
로드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직접 사전 매핑된
데이터 로드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참고

트랜잭션 일치

BAI(은행 파일)
또는 SWIFT
MT940 형식 은행

파일**(텍스트

파일 로드)

아니요 아니요 예**
은행 BAI 및

SWIFT MT940
파일과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통합를

참조하십시오.

**BAI 및 SWIFT
MT 940 형식

파일에 대한 Data
Management의
특수

프로세서입니다.
BAI 및 SWIFT
MT940 파일은

전적으로 Data
Management를
통해서 처리됩니다.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익스포트한 분개

입력 로드

아니요 아니요 익스포트한 저널

항목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조정 및 트랜잭션을

분개 입력으로
익스포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Data
Management
사용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설정 및 구성
가이드의 조정 또는

트랜잭션을 분개
입력으로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환율(텍스트 파일

로드)
예 예

EPM Automate
Utility importrates

명령

아니요

프로파일(텍스트

파일 로드)
예 예

EPM Automate
Utility

importprofiles
명령

아니요

ERP 데이터 -
Oracle
Financials
Cloud의 GL 잔액

아니요 아니요 예

Oracle General
Ledger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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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계속) Account Reconciliation Cloud(ARCS)에서의 데이터 로드

데이터 유형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전
매핑된 데이터
로드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직접 사전 매핑된
데이터 로드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참고

ERP 데이터 -
Oracle
NetSuite의
GL잔액

아니요 아니요 예

Oracle
NetSuite와 통합

데이터 통합에 대한 유용한 비디오

데이터 통합 항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용가능한 자습서 및 개요 비디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디오 링크

다른 유형의 데이터 로드(1부)

다른 유형의 데이터 로드(2부)

개요: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파일의 일반 원장 및 하위 원장

잔액 로드

Account Reconciliation의 트랜잭션 일치에서 일치 및 자동 일치 실행 트랜잭션 임포트

조정 준수에서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조정 준수에서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관리 태스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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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통합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 관리 태스크를 위한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전체 레거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위한 추가 기능이 여러 릴리스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에서 수행한 태스크 중 일부를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래의 데이터 교환 카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합에 액세스합니다.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Account Reconciliation 관련 태스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는 변경된 잔액을 동일한 위치의 기존 데이터와 병합하는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하는
경우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병합 모드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로드된 이후 몇 개의 잔액만
변경된 경우 전체 데이터 파일을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설정은 데이터 교환 아래의
데이터 통합에서 맵 차원에 병합 ID를 생성하여 수행됩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은 데이터 교환 카드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 통합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애플리케이션 옵션은 데이터
관리 타겟 애플리케이션 옵션의 기존 기능을 공유하며 보다 현대적인 모양과 느낌,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디자인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일치에서 데이터 소스 범주를 선택하고 Account Reconciliation 분개, 조정
또는 은행 파일을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범주를 선택하고 조정 준수
트랜잭션 또는 트랜잭션 일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데이터 교환 카드 아래에서 EPM Integration Agent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직접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에 액세스하려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용
데이터 통합 관리 가이드의 EPM Integration Agen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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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전 매핑된 잔액 또는 트랜잭션 임포트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플랫 파일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트랜잭션 및 잔액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 조정 준수에 대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잔액에 이미 계정 ID가 사전 지정된 플랫 파일에서 조정으로 잔액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모든 조정의 잔액을 임포트할 수 있으며 고급 사용자는 해당 보안 프로파일 내에 포함된
조정의 잔액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준비자 기능이 할당되고 조정이 수동으로 입력된
잔액을 허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조정의 잔액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잔액 임포트에 대한
다음을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잔액 임포트는 조정 준수 잔액 임포트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 [바꾸기] 모드를 사용하여 잔액을 임포트합니다. 즉, 동일한 조정과 동일한 달력 일자에 대해
잔액이 임포트될 경우 새 잔액이 이전 잔액을 덮어씁니다.

• 잔액은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데이터 소스로 임포트됩니다. 잔액의 임포트 파일을
정의하는 경우 밸런싱 속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 이름은 작업 대화상자에
표시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를 설명합니다.

주:

Transaction Matching만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관리자만 이 프로파일의
잔액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

• 잔액 임포트 파일은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입니다.

• 잔액 임포트 파일에는 [조정 계정 ID], [통화 코드] 및 [금액] 열이 필요합니다. [잔액 유형] 및
[통화 버킷]은 임포트 대화상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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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임포트
파일에서 잔액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에서 조정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임포트,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순으로 선택합니다.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옵션은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및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작업 목록에서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옵션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업,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순으로 선택합니다.

4. 추가할 잔액 플랫 파일을 찾습니다. 잔액 플랫 파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잔액 유형(소스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6. 기간에서 기간을 선택합니다.

7. 통화 유형(입력, 기준 또는 보고)을 선택합니다.

8. 임포트 파일에 사용되는 파일 구분자(예: 쉼표 또는 탭)를 선택합니다. 또는 기타를
선택하여 구분자로 임의의 단일 문자를 지정하십시오.

9. 모드 필드는 스냅샷으로만 표시되며 사전 매핑된 잔액을 로드하는 경우 이전에 로드된
잔액이 삭제되고 현재 로드하는 잔액으로 바뀜을 의미합니다.

10. 임포트를 누릅니다.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사용자가 페이지에서 나온 후 나중에
되돌아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려면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페이지를
열고 페이지 왼쪽에서 데이터 로드 결과 보기 링크를 누릅니다.

잔액을 임포트한 후에는 사후 처리 작업이 수행됩니다. 사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로드 실행 및 결과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주:

동일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 로드를 처리하는 중인데 동시에 또 다른 데이터 로드를
수행하려고 시도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로드는 병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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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잔액을 로드하는 경우에는 Data Exchange에서 통합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가 완료되면 Account Reconciliation Data Load를
실행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을 통해서만 잔액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준수에 대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플랫 파일에서 조정으로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의 선급 비용에
대해 소스 시스템에서 플랫 파일로 10개 송장을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준수에서는 2016년
7월의 선급 비용에 대한 조정으로 트랜잭션을 임포트합니다.

파일 형식

• 트랜잭션 임포트 파일은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입니다.

• 최대 백만 개의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행은 각 트랜잭션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번째 행에는 해당 열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열 제목이 포함됩니다(예: 트랜잭션 날짜). 필수 열은 짧은 설명이며, 여러 조정에서 트랜잭션을
로드하는 경우에는 Reconciliation Account ID도 필요합니다. 에이징을 계산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 날짜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화 환산이 적용되지 않는 사용 가능한 통화 버킷에 대한 금액과 통화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에 [금액] 및 [금액 통화] 레이블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필드의 숫자는 통화 버킷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금액1과 금액 통화1은 첫 번째 통화 버킷의 금액과 통화를 지정합니다.

주:

환산된 버킷의 금액이나 통화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조정에 추가 버킷이 구성되고 추가 버킷의 값을 임포트하지 않는 경우, 금액은 프로파일에서
선택한 기본 통화 코드에 대해 선택한 환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 통화만 지정하고 금액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공된 통화 코드를 사용하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 금액과 통화 코드를 지정하면 금액이 계산된 환산 금액과 비교되고, 서로 다를 경우 금액이
재정의됨으로 표시됩니다.

• 백슬래시 "\"는 파일 임포트의 특수 문자입니다. 시스템에서는 백슬래시 다음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csv 파일에서 백슬래시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대로 로드하려면 이중
백슬래시 \\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열 머리글은 항상 원래의 영어 이름으로 지정됩니다. 번역된 이름 및 서비스 관리자가 변경한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열 이름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샘플 트랜잭션을 익스포트하고 파일을
사용하여 임포트 트랜잭션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 임포트 파일의 행에 표시되는 속성 이름 및 기타 메타데이터는 파일을 임포트하는 사용자의
로케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트랜잭션 임포트
파일에서 트랜잭션을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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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에서 조정을 선택하고 자신이 준비자인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의 조정을
선택합니다. [조정] 작업 대화상자는 관리자, 고급 사용자 및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작업 목록 또는 기간의 작업 메뉴(서비스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의 경우)에서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옵션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에는 단일
조정 내에서 작업하는 동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 작업,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순으로 선택합니다.
 

 

주:

관리자는 모든 조정의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고, 고급 사용자는 해당 보안
프로파일에 포함된 조정의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고, 사용자는 준비자
기능을 지정 받은 조정의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임포트한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는 경우 새 임포트를 통해 트랜잭션이 바뀌지만 사용자
보안 프로파일에 따라 범위가 제한됩니다.

주: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는 동안 모두 바꾸기 옵션을 사용하면 기존의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열은 트랜잭션을 생성한 방법을
나타냅니다.

3. 추가할 트랜잭션 플랫 파일을 찾습니다. 트랜잭션 플랫 파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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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트랜잭션을 단일 조정으로 임포트하면 플랫 파일에 조정 계정 ID 필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URL 첨부파일이 있으면 플랫 파일에 다음 열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 첨부파일 이름#

• 첨부파일 유형#

• 첨부파일 URL#

• 첨부 문서 ID#

4. 잔액 설명, 소스 시스템 조정, 서브시스템 조정 또는 차이 설명의 트랜잭션 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5. 허용된 일자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일자 형식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 형식은 익스포트된 파일 위치의 로케일 날짜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MM/dd/yyyy

• dd/MM/yyyy

• dd-MMM-yy

• MMM d, yyyy

6. 임포트 파일에 사용되는 파일 구분자(예: 쉼표 또는 탭)를 선택합니다. 또는 기타를 선택하여
구분자로 임의의 단일 문자를 지정하십시오.

7. 임포트를 누릅니다.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는 즉시 처리되며 임포트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자가 페이지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동일한 페이지에 임포트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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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이 Reconciliation Compliance를 위해 로드된 후에는 사후
처리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여 계정을 조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것입니다.
트랜잭션 및 잔액의 두 가지 데이터 유형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임포트

트랜잭션 임포트에 대한 다음을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이전에 임포트된 트랜잭션은 업데이트할 수 없으므로 항상 새 트랜잭션으로 트랜잭션이
임포트됩니다.

• 한 일치 유형에 대해 한 번에 하나의 트랜잭션 임포트 작업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렬 임포트는 서로 다른 일치 유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임포트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트랜잭션 임포트 종료 시 자동 일치가 실행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임포트된 데이터에서 자동 일치에 실행됩니다.

•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포트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임포트가 롤백되고
작업 상태는 '실패'가 됩니다. 대신 사용자가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오류가 로깅됩니다.

• 임포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압축된 zip 파일로 저장되며 작업 내역 화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잠금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데이터 로드 중에 트랜잭션을 추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데이터 로드 중에 전체 일치 유형이 잠기고 임시 잠금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면 자동으로 경고 확인 메시지 없이 조정이 다시
열립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의 기간 닫기 및 잠금를 참조하십시오.

• 여러 파일을 단일 일치 유형으로 로드하는 경우에는 병렬 처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Transaction Matching, Data Management 및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Transaction Matching 트랜잭션을 로드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액 필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의 숫자 속성은 전체가 최대 15자리, 정밀도 후 최대
12자리일 수 있습니다. 차이 계산의 경우 숫자가 2자리 소수 자릿수로 반올림됩니다.
숫자는 총 15자리까지 정밀도 손실 없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는 모두
적합합니다.

– 1234567890123.45
– 12345678901234.5
– 123456789012.345
– 1234.56789012345

파일 형식

임포트 파일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일은 .csv(쉼표로 구분된 값) 형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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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에 데이터 소스 정의의 속성 ID와 일치하는 열 제목이 포함된 머리글 행이 있어야 합니다.

• 파일에 트랜잭션이 지정되는 조정을 결정하는 계정 ID 열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파일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조정에 대한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트랜잭션은 동일한 일치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로드 파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 ID,Acctg Date,Amount,Invoice Number
100-1003,20-APR-2019,1100.00,145292
100-1003,19-APR-2019,461.68,145293
100-1003,20-APR-2019,1550.00,145294

• 파일에 트랜잭션이 반영된 회계 기간을 결정하는 회계 날짜인 필수 날짜 열이 있어야 합니다.
각 트랜잭션에 지정되는 이 날짜는 모든 기말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스 또는 하위 시스템의 트랜잭션 금액을 나타내는 필수 금액 열이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트랜잭션에 지정된 이 "밸런싱 금액"은 모든 기말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 데이터 소스의 날짜 속성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소스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백슬래시 "\"는 파일 임포트의 특수 문자입니다. 시스템에서는 백슬래시 다음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csv 파일에서 백슬래시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대로 로드하려면 이중
백슬래시 \\를 사용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임포트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작업을 선택합니다.

2. 트랜잭션 일치를 선택합니다.
 

 

3. 작업에서 작업, 트랜잭션 임포트 순으로 선택합니다.
 

13장
트랜잭션 일치에 대한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13-7



 

4.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임포트를 완료한 후 자동 일치 실행 여부를 지정합니다. 조정에는 자동 일치 중에 추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잠금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임시 잠금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주:

임포트와 무관하게 자동 일치를 실행해야 하면 애플리케이션, 작업, 트랜잭션
일치를 순서대로 사용하고 작업 메뉴에서 자동 일치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6. 날짜 형식에서 트랜잭션 임포트 파일의 날짜 필드 형식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DD/MM/
YYYY입니다. 지원되는 날짜 형식은 MM/dd/yyyy, dd/MM/yyyy, MM-dd-yyyy, d-M-
yyyy 및 MMM d.yyyy입니다.

7. 각 데이터 소스에서 임포트할 트랜잭션이 포함된 파일을 찾아 제출을 누릅니다.

8. 작업이 제출된 후 작업 내역 탭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성공했는지 확인하려면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스케줄링된 유지관리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임포트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포트 작업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이 로드되고 트랜잭션 카드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사후 처리 태스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잭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로드된 트랜잭션의 생성 날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포트 작업의 상태가
중단됨으로 표시되면 먼저 이 작업에서 트랜잭션을 삭제한 후 데이터를 다시 임포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카드의 트랜잭션 일치 탭에서 트랜잭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작업에서 트랜잭션 삭제를 선택합니다.

주:

잠긴 기간 또는 마감된 기간으로 트랜잭션을 로드하는 데 따르는 영향을
알아보려면 기간 닫기 및 잠금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임포트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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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 관리 또는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데이터
임포트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은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잔액 및
트랜잭션을 임포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참조:

• Data Integration 및 Data Management 개요

• 데이터 로드 정의 지정 및 저장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에서 설정한 데이터 로드를 실행하여 잔액을
임포트하려면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합니다.

• 데이터 로드 실행 및 결과 보기
데이터 로드 실행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잔액을 임포트하고 데이터 로드 결과를 살펴봅니다.

• 로드된 잔액 보기
데이터 관리를 사용하여 로드된 잔액을 보려면 조정 카드에서 조정 잔액 탭을 사용합니다. 환산
잔액이 포함됩니다.

Data Integration 및 Data Management 개요
Related Topics

• Data Integration 및 Data Management 사용 정보
Data Integration은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ata Management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

• Data Management의 설정 태스크

• Data Management의 워크플로우 태스크

Data Integration 및 Data Management 사용 정보

Data Integration은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 또는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데이터 임포트 태스크

Data Integration 또는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태스크:

• 로드 밸런스

– 고정 너비 또는 구분된 파일에서 로드 밸런스.

Data Management에서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합을(를) 참조하십시오.

– BAI 형식 은행 파일에서 로그 밸런스

– SWIFT MT940 형식 은행 파일에서 로드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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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의 
BAI 및 SWIFT MT940 형식 은행 파일 트랜잭션과 잔액 통합을(를) 참조하십시오.

• 로드 조정 준수 트랜잭션

조정 준수 트랜잭션 로드을 참조하십시오.

• 로드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 트랜잭션 일치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트랜잭션 익스포트

트랜잭션 일치 타겟 애플리케이션 추가을(를) 참조하십시오.

Note:

트랜잭션 일치 데이터를 집계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 데이터
집계을 참조하십시오.

– 은행(BAI) 파일에서 트랜잭션 일치로 트랜잭션 로드

– 은행 SWIFT MT940 은행 파일에서 트랜잭션 일치로 트랜잭션 로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의 BAI 및 SWIFT MT940 형식 은행 파일 트랜잭션과 잔액 통합을(를)
참조하십시오.

• 트랜잭션 일치에서 ERP로 익스포트된 분개 입력 로드

익스포트한 저널 항목 로드을 참조하십시오.

Data Integration만 사용하여 수행된 데이터 임포트 태스크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다음 Account Reconciliation 관련 태스크 수행:

• 증분 데이터 로드(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전체 새로고침 아님)를 허용하는 데이터 통합을
설정하고 맵 차원에 병합 ID를 추가하여 이전 데이터 로드의 일부를 바꿉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의 
Account Reconciliation 병합 잔액 차원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Note:

Account Reconciliation의 결과를 데이터 통합으로 올바르게 드릴
백하려면 데이터 통합에서 로드할 새 잔액에 대한 새 병합 ID를 각각 추가해야
합니다.

•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직접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데이터 교환 아래에서 사용가능한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아래의 데이터 교환 카드에 액세스하여 Data Integration(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을 사용합니다.

Data Integration을 사용한 로드 밸런스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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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

다음은 Data Management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입니다.

• 설정 태스크(Data Management)

• 워크플로우 태스크(Data Management)

• 데이터 로드 실행 및 결과 보기

Note:

Data Management를 사용하는 경우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데이터
로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가 로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액을 로드할 때 데이터 로드는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Note:

트랜잭션 일치의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할 때 Data Management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재생성해야 합니다.

– 일치 유형 ID 변경

– 데이터 소스 ID가 변경되었습니다

– 데이터 소스 속성 ID 변경

– 데이터 소스 속성 추가 또는 제거

• 여러 번 사용하려는 경우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합니다. 실행할 데이터 로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전체 새로고침, 스냅샷, 병합)도 제공됩니다.

데이터 로드 정의 지정(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을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 단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의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데이터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면 자동으로 알림 확인 메시지 없이 조정이 다시 열립니다.
Data Management를 사용한 데이터 로드 문제 또는 조정 다시 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의 Account Reconciliation 이슈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의 설정 태스크

설정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스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2. 타겟 애플리케이션(예: Account Reconciliation Manager)을 지정합니다.

3. 임포트 형식 - 소스 열 또는 필드를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의 세그먼트 또는 속성에
매핑합니다.

14장
Data Integration 및 Data Management 개요

14-3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31431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tsepm/sop_arcs_troublshooting_functional_issues_heading.html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tsepm/sop_arcs_troublshooting_functional_issues_heading.html


4. 위치를 정의합니다.

5. Data Management 및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기간 사이의 기간 매핑을
정의합니다.

6. 통화 버킷을 매핑하는 범주 매핑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를 사용한 데이터 로드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Data Management의 워크플로우 태스크

워크플로우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한 위치에 대한 데이터 로드 규칙을 정의합니다.

2. 소스에서 대상으로 차원 값을 매핑하는 데이터 로드 매핑을 정의합니다.

3. 데이터 로드 워크벤치에서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하여 데이터 로드 규칙이 올바르게
실행 중이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Data Management가
데이터를 변환하고 스테이징합니다.

이러한 태스크에 Data Managemen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로드 정의 지정 및 저장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에서 설정한 데이터 로드를 실행하여 잔액을
임포트하려면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합니다.

참조:

• Account Reconciliation로 잔액을 임포트하기 위한 데이터 로드 정의 정보
데이터 로드 정의를 사용하면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설정한 잔액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임포트 모드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전체 새로고침, 병합, 재계산 또는 스냅샷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 및 저장하기 위한 단계
새 데이터 로드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 및 저장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로 잔액을 임포트하기 위한 데이터 로드
정의 정보

데이터 로드 정의를 사용하면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설정한 잔액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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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드 정의는 대개의 경우처럼 잔액을 여러 번 임포트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데이터
로드가 정의되면 데이터 로드를 실행하여 잔액을 로드하고 결과를 살펴보며 모든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의 로드는 각 위치에 대해 순서대로 실행해야 하며 병렬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치의 로드 시간이 유사한 경우 필요에 따라 한 위치씩 실행하도록 데이터 로드 정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 A 및 B에 동일한 시간 또는 유사한 시간에 도착하는 잔액 파일이 있는
경우 동일한 데이터 로드 정의로 구성하여 연속해서(순서대로) 실행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로드 규칙은 한 번에 하나씩 실행되며 한 데이터 로드 규칙이 완료된 후에 다른
데이터 로드 규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병렬로 데이터 로드 규칙 실행 확인란을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 로드 규칙 작업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 로드 규칙이 완료된 후에 준비
완료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경우 성능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임포트된 잔액을 더 높은 통화 버킷으로 자동 환산

데이터 관리를 사용하여 잔액을 로드할 때 소스 시스템이 모든 통화 버킷의 잔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로드 프로세스에서 임포트된 소스 시스템 잔액을 환산한 후 구성된 상위 통화
버킷에 로드합니다. 통화 환산은 일반적으로 입력 잔액만 저장하는 트랜잭션 시스템이 소스인
시나리오에서 유용합니다.

통화 환산은 구성된 환율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환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화 환산에
실패합니다. 가져온 잔액의 자동 환산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데이터 로드를 정의하는 동안 상위
통화 버킷으로 잔액 환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 및 저장하기 위한 단계을(를)
참조하십시오.

구성된 통화 버킷에 따라 환산 옵션(우선순위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력 잔액 - 기준 잔액

• 입력 잔액 - 기준 및 보고 잔액

• 기준 잔액 - 보고 잔액

데이터 임포트 모드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전체 새로고침, 병합, 재계산 또는 스냅샷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새로고침 모드

전체 새로고침은 해당 기간의 잔액을 모두 지우고 위치를 재로드합니다. 데이터 관리에서(데이터
로드 규칙 또는 위치 제거나 범주 매핑 변경으로 인해) 데이터 로드 정의가 변경된 경우 이러한
유형의 변경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임포트한 잔액과 Account Reconciliation에 저장된 잔액 간의
연결을 끊어 잔액이 두 번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전체 새로고침 옵션을 사용합니다.

전체 새로고침 모드 사용 시 제한 사항:

• 데이터 로드가 대기 또는 실행 상태인 경우에는 전체 새로고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체 새로고침 데이터 로드가 보류 또는 실행 상태인 경우에는 데이터 로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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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잔액이 포함된 모든 위치에서 잔액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잔액 세트만 임포트했기 때문에 이전에 마감된 조정이 다시
열려 Account Reconciliation이 잔액 변경을 계산합니다.

병합 모드

기존 잔액 중 일부를 동일한 위치에서 바꾸고 다른 잔액은 그대로 두려면 병합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큰 데이터 파일을 지속적으로 로드하고 일부 잔액만 동일한 위치에서
변경(업데이트)하면 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병합 모드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병합 ID(고유 식별자)를 만들어 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래의 데이터 교환 카드를 사용하여 액세스합니다. 그리고
맵 차원에 병합 ID를 만듭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의 Account
Reconciliation 병합 잔액 차원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병합 모드 사용 모범 사례

잔액을 로드하는 경우(첫번째 데이터 로드 제외) 먼저 재계산 모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를 실행한 후 병합 모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매핑 정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 데이터 로드
사이에서 정의가 업데이트된 경우, 원래 특정 프로파일에 로드된 일부 잔액을 이제 이
프로파일에서 제거하고 다른 프로파일에 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합 모드를 사용하여
잔액을 다시 로드하는 경우 프로파일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한 후 프로파일에 잘못 로드된
잔액이 올바른 프로파일에 로드(업데이트된 매핑 정의에 따라)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먼저 재계산 모드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고 매핑을 다시 적용한 후
병합 모드를 사용하여 동일한 잔액을 로드합니다.

재계산 모드

이 모드는 Data Management 스테이징 테이블에 데이터를 재로드할 필요 없이 매핑 규칙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재계산은 이미 있는 잔액을 사용하고 다시 매핑한 후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관리자가 이 옵션을 사용하여 매핑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모드

지정한 위치에서만 이전에 로드된 잔액을 바꾸거나 업데이트하려면 스냅샷 모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드는 잔액을 로드한 후 다음 날 추가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 및 저장하기 위한 단계

새 데이터 로드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 및 저장합니다.

새 데이터 로드 정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ccount Reconciliation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데이터 로드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데이터 로드 관리에서 +(새로 작성)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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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새 데이터 로드의 경우 해당 데이터 로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선택적으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잔액을 임포트하기 위해 사용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임포트 모드에 대한 설명은 데이터 임포트
모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7. 빈 세그먼트 값 허용 확인란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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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조정 계정 ID에 매핑할 때 비어 있는 타겟
세그먼트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타겟 조정에서 채워진 두 세그먼트
사이에 비어 있는 세그먼트가 있으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조정 계정
ID 중간에 있는 비어 있는/null 세그먼트 값을 각각 3개의 빈 공간으로
처리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마지막으로 채운 세그먼트
다음에 오는 후행 NULL 세그먼트도 지웁니다.

예를 들어 조정 ID가 "001-null-null-1925 XXX"인(Account
Reconciliation에서 "null"은 조정/프로파일을 볼 때 존재하지 않음(문자가
없음)) 다음과 같은 그룹 조정이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디자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에 있는 "null"을 채워진 세그먼트 사이에
있는 각 비어 있는/null 세그먼트에 대한 3개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Data
Management의 타겟 매핑된 프로파일이 Account Reconciliation과
맞으려면 "ACCOUNT ID 001- - -1925 XXX"가 있어야 합니다.

8. 데이터 로드 규칙을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는 기본값 대신 모두 병렬로 실행하는 병렬로
데이터 로드 규칙 실행 확인란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9. 소스 시스템 잔액을 구성된 상위 통화 버킷으로 환산하려면 상위 통화 버킷으로 잔액
환산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에 인접한 목록에서 환율 유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설정에 하나의 통화 버킷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0. 임포트할 위치(데이터 관리 또는 데이터 통합 위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로드 실행 및 결과 보기
데이터 로드 실행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잔액을 임포트하고 데이터 로드 결과를 살펴봅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기간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데이터를 로드할 기간 옆에 있는 작업을 누르고 데이터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로드 실행 대화상자에는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실행한 사용자, 상태, 결과,
데이터 로드 정의에서 선택된 모드를 보고하는 데이터 로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보고서에는 각 항목의 상태와 하위 프로세스가 표시됩니다.
 

 

• 준비 - 준비 프로세스에서는 소스 시스템에서 잔액을 추출하고, 프로파일 ID 및 잔액
유형을 지정한 다음 임시 스테이지 테이블에 잔액을 저장합니다. 스테이지
테이블에는 소스 시스템의 잔액에 대한 일대일 관계가 있습니다(합산이 수행되지
않음). 데이터를 로드할 때마다 스테이지 테이블이 새로 고쳐지며 이전 로드의
잔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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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로드 - 로드 프로세스에서는 프로파일, 잔액 유형, 통화 버킷 및 통화 코드별로
잔액을 합산하고 잔액을 Account Reconciliation에 로드합니다. 이 잔액은 영구적으로
저장되지만 나중에 변경된 잔액을 임포트할 경우 업데이트됩니다.

• 사후 처리 -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잔액이 변경된 경우 조정 상태 "미해결(검토자에게 있음)" 또는 "마감"을 "미해결
(준비자에게 있음)"로 변경

– 자동 조정 루틴 실행

– 평상 잔액 위반(필요한 차변 잔액이 대변 잔액이거나 필요한 대변 잔액이 차변 잔액인
경우)이 포함된 조정에 플래그 지정

– 사후 처리에서 특정 규칙이 실행될 수 있음

• 모드 - 데이터 로드 유형을 설명합니다.

임포트 모드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임포트 모드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3. 실행할 기존 데이터 로드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상위 통화 버킷으로 잔액 환산을 선택하는 경우 필수 환율이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통화 환산에 실패합니다. 누락된 환율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결과 열에서 누락된 환율
링크를 누릅니다. 필수 환율을 로드하거나 생성한 후 다시 시작을 눌러 데이터 로드를
완료합니다.

데이터 로드 결과 보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로드에 대한 완료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데이터 로드 실행]
대화상자의 결과 열이 비어 있습니다. 잠재적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류 -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오류가 발생한 경우. 링크를 누르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자세한 오류 로그로 연결되는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 로드를 처리하는 중인데 동시에 또 다른 데이터 로드를 수행하려고
시도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로드는 병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또는 EPM Automate를 통해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완료 오류 - 계정의 100%를 조정 중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완료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핑되지 않은 계정 - 잔액이 소스 시스템에 있지만 Data Management에서 이러한 잔액을
Account Reconciliation의 프로파일에 매핑하지 않습니다. "부적합한" 레코드를 표시하여
이러한 계정을 데이터 로드 워크벤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열에 표시되는 이러한 경고는 매핑 규칙이 누락되어 소스 시스템의 잔액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조정 처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매핑되지 않은 계정 링크를 눌러
목록을 표시하거나, Data Management 데이터 로드 워크벤치에서 확인합니다.

– 부적합한 매핑 - 잔액이 소스 시스템에 있고 매핑 규칙이 데이터 관리에 있지만, 매핑
규칙이 Account Reconciliation에 없는 프로파일에 잔액을 매핑하고 있습니다. Data
Management 관점에서 이러한 계정은 제대로 매핑되어 있으므로 Data Management
데이터 로드 워크벤치의 부적합한 필터 아래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정은
Account Reconciliation에 이전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프로파일에
매핑되므로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이러한 오류를 검색합니다.

오류의 영향을 받는 계정을 확인하려면 링크를 누릅니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려면 Data
Management에서 매핑 규칙을 찾아 Account Reconciliation의 적합한 프로파일에 잔액을
매핑하도록 규칙을 수정합니다.

– 누락된 환율 - 통화 환산에 필요한 환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산에 실패하고 누락된
환율 링크가 표시됩니다. 누락된 환율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누락된 환율 링크를

14장
데이터 로드 실행 및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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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릅니다. 필수 환율을 정의하거나 임포트한 후 데이터 로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드된 잔액 보기
데이터 관리를 사용하여 로드된 잔액을 보려면 조정 카드에서 조정 잔액 탭을 사용합니다.
환산 잔액이 포함됩니다.

홈에서 조정을 누르고 조정 잔액(왼쪽)을 선택하십시오. 이 탭에는 특정 기간의 모든 조정에
대해 로드된 잔액이 표시됩니다. 해당 조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조정 이름을
누르십시오. 아래 표시된 조정의 요약 탭에서는 소스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잔액을 보여
줍니다.

 

 
구성된 버킷에 따라 잔액 요약 수치 패널에 입력, 기준, 보고 버킷 중 하나 이상(또는 기본
버킷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각 버킷에 해당하는 통화도 표시됩니다. 입력 세부정보는 소스
시스템에서 로드된 값입니다. 입력에서 드릴다운할 금액을 누르고 데이터 관리에서 소스
잔액 세부정보를 살펴봅니다. 기준 및 보고 아래에는 환산 잔액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로드를
사용하여 잔액을 환산하는 경우 기준 및 보고 아래에 환산 잔액이 표시됩니다. 환산 잔액
세부정보 대화상자를 표시하려면 기능 또는 보고 아래의 금액을 누르십시오. 세부정보에는
소스 금액, 소스 통화, 환율이 포함됩니다.

환산 잔액은 연계된 통화 코드의 정밀도에 따라 자동으로 반올림됩니다. 예를 들어 로드된
잔액이 EUR을 사용하는 보고 버킷으로 환산되는 경우 환산 잔액은 EUR에 대해 구성된
정밀도로 반올림됩니다.

여러 통화를 하나의 기준 또는 보고 버킷으로 환산해야 하는 경우 먼저 개별 잔액을 연계된
통화 코드의 정밀도에 따라 환산하고 반올림한 다음 잔액을 합산하여 기준 또는 보고 잔액
합계가 되도록 환산 잔액을 계산합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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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부
샘플 또는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참조:

• 애플리케이션 생성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 애플리케이션 제거



15
애플리케이션 생성

Account Reconciliation을 사용하면 샘플 또는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마다 한
애플리케이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범위를 고려하십시오. 포함할 데이터와 데이터 구성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사전 로드된 샘플 데이터 및 관련
아티팩트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다양한 작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이 환경을
사용하면 Account Reconciliation의 성능과 기능을 탐색하여 사용자가 준비되었을 때 Account
Reconciliation 작업을 더 쉽게 만드는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다음,
수동 또는 플랫 파일을 사용하여 고유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장한 백업
스냅샷을 가져오는 마이그레이션 기능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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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사전 로드된 데이터와 아티팩트를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즉시 사용가능한 이러한 환경을 사용해 보고 테스트하여 Account
Reconciliation의 기능 및 성능을 탐색하고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템플리트로 사용하여 보다 쉽게
자체 데이터로 고유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인스턴스에 제공된 URL을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자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로그온합니다.
 

 

2.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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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샘플을 눌러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4. 샘플 생성 화면에서 다음 역할의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준비자--샘플 애플리케이션의 준비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 역할은
검토할 조정을 준비합니다.

• 검토자--샘플 애플리케이션의 검토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 역할은
조정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

이 단계의 필수 조건으로 ID 도메인 관리자가 이미 사용자를 생성하여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5. 확인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생성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완료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브라우저 창을 닫지 마십시오.

6. 완료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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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ccount Reconciliation에에서 먼저 사용하려는 모듈 옆의 시작을 누릅니다.

주:

그러면 선택한 초기 모듈로 이동합니다. 언제든지 네비게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모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탐색 및 작업을 시작하여 Account Reconciliation 특징과
기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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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두 가지 용도로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새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을 설정합니다.

• 이전에 저장한 백업 스냅샷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복원하고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인스턴스에 제공된 URL을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자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로그온합니다.

2.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3. 새로 생성을 눌러 빈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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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료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설정하거나 복원하십시오.

• 조정 준수에서 새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려면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설정 및 구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트랜잭션 일치를 설정하려면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설정 및 구성
가이드의 트랜잭션 일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이전에 저장된 백업 스냅샷에서 복원하려면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관리 가이드의 동일하거나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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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애플리케이션 제거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면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관련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줄링된 작업도 삭제됩니다. 이 작업은 실행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의:

Oracle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기 전에 백업 스냅샷을 생성하도록 권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툴, 마이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제거 탭 순으로 누릅니다.

2. 경고 메시지에서 예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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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부
Account Reconciliation Cloud에서 기타 태스크
수행

참조:

• 보고서 사용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사전 정의된 보고서와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모두 지원합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의 보안 이해

• 알림을 사용하여 방해 요소 해결

• 같거나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에서 프로덕션 인스턴스로 또는 서비스의 프로덕션 인스턴스에서 다른 프로덕션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복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온-프레미스 Financial Close Management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Cloud로
마이그레이션

• 아카이브, 복원, 제거 사용
관리자는 아카이브, 복원 및 제거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아카이브하고 필요에 따라 아카이브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관리 태스크에 EPM Automate 사용

• EPM Cloud 환경 연결 정보



19
보고서 사용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사전 정의된 보고서와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모두 지원합니다.

참조:

• 조정 준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작업

• 트랜잭션 일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작업

•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
조정 준수 또는 트랜잭션 일치에서는 사전 정의된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 준수에 보고서 바인더 사용

• 보고서 보안 이해

조정 준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작업
참조:

• 조정 준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정보
사전 정의된 보고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대부분의 보고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며,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유용한 시작점입니다.

• 조정 준수 보고서 출력 설명

• 조정 준수에서 사전 정의된 보고서 생성

조정 준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정보

사전 정의된 보고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대부분의 보고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며,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유용한 시작점입니다.

사전 정의된 보고서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중이든,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에는 몇 가지 추가 보고서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에 사용되는 쿼리를 검토하고 매개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Note:

보고서 오류를 방지하려면 필수 매개변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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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조정 관리자 - 보고서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설명 필수 매개변수

계정 유형별 잔액 계정 유형별로 그룹화된 주요 조정

메트릭을 표시합니다.
•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통화 버킷 – 각 통화 금액에 대해

선택할 통화 버킷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환율 유형 – 통화 환산 계산에

사용할 환율 유형을 결정합니다.
• 통화 – 값을 환산할 대상 통화를

결정합니다.
• 선택 사항: 위험 등급 – 사용자가

위험 등급별로 필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별 잔액 조직 구성 단위별로 그룹화된 주요 조정

메트릭을 표시합니다.
•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통화 버킷 – 각 통화 금액에 대해

선택할 통화 버킷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환율 유형 – 통화 환산 계산에

사용할 환율 유형을 결정합니다.
• 통화 – 값을 환산할 대상 통화를

결정합니다.
• 선택 사항: 위험 등급 – 위험

등급별로 필터링합니다.

조정 준수 분석 사용자별 주요 준수 메트릭을

표시합니다.
• 기간 – 선택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 선택 사항: 최소 지연 % - 사용자가

표시할 레코드를 필터링하는

임계값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을 입력하면

10% 이상의 조정이 지연 완료된

사용자만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부적합한 프로파일 부적합한 프로파일과 프로파일이

부적합한 이유를 표시합니다.
N/A

지연 조정 준비자 역할 또는 검토자 레벨 역할에

대해 현재 지연된 조정을 표시합니다.
기간 – 선택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누락된 조정 기간에 있어야 하지만 기간에 복사되지

않았거나 복사된 후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프로파일을 표시합니다. "있어야

한다는" 결정은 기간 빈도와 일치하는

프로파일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활성 프로파일은 보고서에서

제외됩니다.

기간 – 선택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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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Cont.) 조정 관리자 - 보고서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설명 필수 매개변수

열린 조정 에이징 분석 여전히 열려 있는(닫힘 상태 아님)
조정의 지연을 분석합니다. 닫히지 않은

조정만 보고서에 포함되고 조정 종료

날짜(마지막 워크플로우 역할과 연관된

만기 날짜)를 사용하여 지연이

분석됩니다. 열려 있고 종료 날짜가

보고서 실행 날짜보다 이전인 모든

조정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든 기간:: 적격 조정이 있는 모든

기간과 연관된 메트릭을

표시합니다.
• 기간별: 적격 조정이 있는 각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메트릭을

보여 주는 개별 섹션을 표시합니다.

• 통화 버킷 – 선택할 통화 버킷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환율 유형 – 통화 환산 계산에

사용할 환율 유형을 결정합니다.
• 통화 – 값을 환산할 대상 통화

코드를 결정합니다.
• 에이징 프로파일 – 트랜잭션을

차트에 플로팅할 때 사용할 에이징

프로파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사항: 계정 유형 – 표시할

계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별 조정 성능 분석 조직 구성 단위별 주요 준수 메트릭을

표시합니다. 조정은 조정에 지정된 각
워크플로우 역할에 대해 한 번 계산되며

가장 최근의 워크플로우 작업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 첫 번째

인증 후 거부되어 두 번 준비된 경우 두
번째 인증이 메트릭에 포함됩니다.

기간 – 선택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프로파일 감사 정보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 범위 중 수행된

프로파일 변경사항을 표시합니다.
• 시작 날짜 – 사용자가 시작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달력

선택기를 제공합니다.
• 종료 날짜 – 사용자가 종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달력

선택기를 제공합니다.
• 선택 사항: 계정 ID – 계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선택 사항: 변경자 – 선택한

사용자가 변경한 레코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선택 사항: 필드 변경됨 – 필드에

대한 변경사항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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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Cont.) 조정 관리자 - 보고서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설명 필수 매개변수

조정 감사 정보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 범위 중 수행된

조정 변경사항을 표시합니다.
• 시작 날짜 – 사용자가 시작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달력

선택기를 제공합니다.
• 종료 날짜 – 사용자가 종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달력

선택기를 제공합니다.
• 선택 사항: 계정 ID – 특정 계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선택 사항: 변경자 – 선택한

사용자가 변경한 레코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선택 사항: 필드 변경됨 – 특정

필드에 대한 변경사항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정 결과 다음 세 가지 범주에서 소스 시스템

잔액 크기 분석을 제공합니다.
• 완전히 조정됨 - 조정 상태가 [닫힘]

이고 소스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없습니다.
• 조정됨(열린 항목 있음) - 조정

상태가 [닫힘]이지만 소스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0이
아닙니다.

• 미조정 - 조정 상태가 [닫힘]이
아닙니다.

•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통화 버킷 – 각 통화 금액에 대해

선택할 통화 버킷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환율 유형 – 통화 환산 계산에

사용할 환율 유형을 결정합니다.
• 통화 – 값을 환산할 대상 통화를

결정합니다.
• 선택사항: 세그먼트 1 및 세그먼트

2 - 계정 세그먼트 1 또는 계정

세그먼트 2를 기준으로

필터링합니다. 필터링을 위해 추가

세그먼트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선택 사항: 위험 등급 – 위험

등급별로 필터링합니다.

조정 추세 분석 12개 기간 범위에서 선택한 조정 잔액

속성의 값을 반영하는 라인 차트를

표시합니다.

•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계정 ID
• 속성 - 하나의 속성을 선택합니다.

소스 시스템 조정, 하위 시스템

조정, 지연 조정, 지연 준비, 지연

검토, 소스 시스템 잔액, 하위

시스템 잔액, 설명되지 않은 차이.
• 통화 버킷 – 선택할 통화 버킷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환율 유형 – 통화 환산 계산에

사용할 환율 유형을 결정합니다.
• 통화 – 값을 환산할 대상 통화

코드를 결정합니다.

거부된 조정 검토자 레벨 역할에 의해 거부된 조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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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Cont.) 조정 관리자 - 보고서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설명 필수 매개변수

트랜잭션 에이징 분석 선택한 조정 트랜잭션 개수와 값을

에이징 버킷별로 그룹화하여 반영하는

파이 차트를 표시합니다.

•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에이징 프로파일 – 트랜잭션을

차트에 플로팅할 때 사용할 에이징

프로파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 유형 – 보고할 트랜잭션

유형(소스 시스템 조정, 하위

시스템 조정, 잔액 설명 또는 차이

분석)을 선택합니다.
• 통화 버킷 – 선택할 통화 버킷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 환율 유형 – 통화 환산 계산에

사용할 환율 유형을 결정합니다.
• 통화 – 값을 환산할 대상 통화

코드를 결정합니다.

지연 조정이 있는 사용자 준비자 역할 또는 검토자 레벨 역할에

대해 지연된 조정 수를 사용자 이름별로

그룹화하여 표시합니다.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환율 Account Reconciliation에 정의된

환율을 표시합니다.
• 기간 - 환율이 표시되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기간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성된 보고서가 비어 있게

됩니다.
• 선택사항: 환율 유형 - 환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환율 유형을

결정합니다. 환율 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환율 유형의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조정 설명 조정에 대한 모든 설명을 표시합니다.
조정에는 각 설명에 대해 1개의 행이

있습니다.

• 기간 - 조정 설명이 표시되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 선택사항: 계정 ID - 조정 설명이

표시되는 계정 ID를 결정합니다.
계정 ID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계정 ID에 대한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로 제공된 사전 정의된 보고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 정의된 보고서가 포함되는 범주(또는 보고서 그룹)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준수 보고

• Reconciliation Manager(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사전 정의된 보고서임)

•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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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2    준수 보고 보고서 그룹 -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필수 매개변수

설명되지 않은 큰 차액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에이징 위반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IC 대차 불일치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경고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Table 19-3    차이 분석 보고서 그룹 -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필수 매개변수

상세 차이 분석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차이 분석 요약 기간 – 사용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조정 준수 보고서 출력 설명

이 섹션에서는 조정 준수 보고서의 출력 열을 설명합니다.

조정 준수 분석 보고서

 

 

출력 열 설명

이름 사용자 이름

지정된 총계 작업하도록 이 사용자에게 지정된 총 조정 수

정시 사용자에게 지정된 총 조정 수. 이 수에는 사용자가 만기일 이전에

지정된 워크플로우 인증을 완료하거나 인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만기일이 지난 조정이 포함됩니다.

정시 % 지정된 총계로 정시를 나누어 계산한 정시에 완료된 퍼센트

지연 사용자에게 지정된 총 조정 수. 이 수에는 만기일 이후에 워크플로우

역할이 완료된 조정과 역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만기일이 지난

조정이 포함됩니다.

준비 워크플로우 준비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조정 수.

검토 워크플로우 검토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조정 수.

% 지연 워크플로우 역할이 작업을 늦게 완료한 조정 퍼센트.

조정 항목 한 개 이상의 조정 항목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조정 수. 이 수에는

사용자에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준비자 역할이 지정되었거나 사용자가

준비자 역할을 완료했지만 역할이 재완료를 위해 열리지 않은 조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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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거부 횟수 사용자에게 조정의 준비자 역할이 지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기인한

거부 수를 표시합니다. 조정은 두 번 이상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lly의 조정 100~1500이 두 번 거부되었으며 이 조정이 Sally가
유일하게 거부한 것이라면 거부 열 수는 2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별 조정 성능 분석 보고서

 

 

출력 열 설명

조직 구성 단위 조직 구성 단위의 이름입니다.

총 조정 수 작업하도록 이 조직 구성 단위에 지정된 총 조정 수

정시 조직 구성 단위에 지정된 총 조정 수. 이 수에는 사용자가 만기일 이전에

지정된 워크플로우 인증을 완료하거나 인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만기일이 지난 조정이 포함됩니다.

정시 % 지정된 총계로 정시를 나누어 계산한 정시에 완료된 퍼센트

지연 사용자에게 지정된 총 조정 수. 이 수에는 만기일 이후에 워크플로우 역할이

완료된 조정과 역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만기일이 지난 조정이

포함됩니다.

준비 워크플로우 준비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조정 수.

검토 워크플로우 검토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조정 수.

% 지연 워크플로우 역할이 작업을 늦게 완료한 조정 퍼센트.

조정 항목 한 개 이상의 조정 항목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조정 수. 이 수에는 사용자에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준비자 역할이 지정되었거나 사용자가 준비자 역할을

완료했지만 역할이 재완료를 위해 열리지 않은 조정이 포함됩니다.

거부 횟수 사용자에게 조정의 준비자 역할이 지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기인한 거부 수를

표시합니다. 조정은 두 번 이상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lly의 조정

100~1500이 두 번 거부되었으며 이 조정이 Sally가 유일하게 거부한

것이라면 거부 열 수는 2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정 유형별 잔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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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계정 유형 계정 유형을 나타내는 시스템 설정에 정의된 시스템 속성입니다.

현재 기간 잔액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에 있는 현재 기간의 소스

시스템 잔액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전 기간 잔액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에 있는 이전 기간의

잔액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전 기간에서 변경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의 기간 활동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전 기간에서 % 변경 이전 기간 잔액으로 나눈 기간 활동으로 계산하며, 퍼센트로 형식이

지정됩니다.

미조정 잔액 조정의 상태가 마감이 아닌 현재 기간 잔액의 값. 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조정됨" 상태가 아닌 소스 시스템 잔액 값을 반영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잔액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의 설명되지 않은 차이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조정 항목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의 소스 시스템 조정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별 잔액 보고서

 

 

출력 열 설명

조직 구성 단위 구성 중 관리자가 정의한 조직 구성 단위 값입니다.

현재 기간 잔액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에 있는 현재 기간의 소스

시스템 잔액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전 기간 잔액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에 있는 이전 기간의

잔액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전 기간에서 변경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의 기간 활동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전 기간에서 % 변경 이전 기간 잔액으로 나눈 기간 활동으로 계산하며, 퍼센트로 형식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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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미조정 잔액 조정의 상태가 마감이 아닌 현재 기간 잔액의 값. 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조정됨" 상태가 아닌 소스 시스템 잔액 값을 반영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잔액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의 설명되지 않은 차이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조정 항목 입력 매개변수 값으로 선택된 통화 버킷의 소스 시스템 조정입니다.
잔액은 통화와 사용자가 제공한 통화 및 환율 유형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부적합한 프로파일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ID

계정 이름 조정 이름

부적합한 상태의 이유 부적합한 상태의 이유를 나열

지연 조정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ID

계정 이름 조정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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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지연 일수(준비) 준비가 현재 지연된 경우 준비가 지연된 일 수를 표시합니다. 지연되지

않으면 공백입니다.
준비자 조정의 활성 준비자 이름

지연 일수(검토) 검토가 현재 지연된 경우 검토가 지연된 일 수를 표시합니다. 지연되지

않으면 공백입니다.
지연 검토자 지연된 각 검토자 사용자 이름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표시합니다. 검토자

레벨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누락된 조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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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ID

계정 이름 조정 이름

미해결 조정 에이징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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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에이징 버킷(지연 일 수) 버킷은 구성 카드의 관리자가 작성한 에이징

프로파일에 맞게 정의됩니다.
개수 에이징 버킷의 조정 트랜잭션 수

잔액 에이징 기간의 잔액

프로파일 감사 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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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ID

계정 이름 조정 이름

필드 변경됨 변경된 필드(준비자)

변경된 유형 변경 유형(설정됨, 생성됨, 변경됨)

기존 값 원래 값

새 값 새 값

날짜 및 시간 변경 날짜 및 시간

기준 변경한 사용자 이름

조정 감사 정보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ID

계정 이름 조정 이름

기간 변경된 기간

필드 변경됨 변경된 필드(조정)

변경된 유형 변경 유형(제출됨, 승인됨)

기존 값 원래 값

새 값 새 값

날짜 및 시간 변경 날짜 및 시간

기준 변경한 사용자 이름

조정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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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조정 결과 조정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 완전히 조정됨 = 소스 시스템을 조정하지

않고 조정 상태가 마감됨

• 조정됨(열린 항목 있음) = 조정 상태가

닫힘이지만 소스 시스템이 조정됨

• 조정되지 않음 = 여전히 작업 대기 중
잔액 사용자가 선택한 환율 유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통화로 환산된 소스 시스템 잔액의 합계.

잔액 % 각 범주의 총 잔액을 퍼센트로 계산한 값.

조정 추세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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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지정된 속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표시합니다.

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ID

계정 이름 조정 이름

보고된 위치 보고 통화

속성 다음 속성 중 하나: 소스 시스템 잔액, 하위 시스템

잔액, 소스 시스템 조정, 하위 시스템 조정, 알 수 없는

차액, 지연 조정, 최신 준비, 최신 검토.

거부된 조정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ID

계정 이름 조정 이름

준비자 활성 준비자의 이름

거부자 조정을 거부한 각 검토자의 쉼표로 구분된 사용자

이름 목록(이름/성)을 표시합니다. 목록은 검토자

레벨순으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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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에이징 분석 보고서

 

 
출력에는 총 트랜잭션 금액과 비교하여 각 버킷 트랜잭션 금액 소계의 퍼센트가 표시됩니다.

지연 조정이 있는 사용자 보고서

 

 

출력 열 설명

이름 지연된 워크플로우 역할의 사용자 이름

준비 준비자 인증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조정 수
검토 검토자 인증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조정 수
합계 지연되고 있는 준비자 및 검토자 인증의 합계

환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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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From 통화 환율의 From 통화

To 통화 환율의 To 통화

환율 환율 값
환율 유형 환율의 환율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자 환율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사용자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환율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날짜

조정 설명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계정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름 조정 이름

위험 평가 조정의 위험 평가입니다.

통화 버킷 조정에서 사용으로 설정된 통화 버킷입니다.

소스 시스템 잔액 조정에 대한 소스 시스템 잔액입니다.
통화 조정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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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설명 조정 설명입니다. 조정에 대한 설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보고서에는 조정의 각 설명에 대한 1개의 행이

포함됩니다.

설명 작성자 설명을 추가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설명 생성 날짜 설명을 생성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상태(상세) 조정의 상태입니다.

종료 날짜(실제) 조정 상태가 "마감됨"으로 변경되는 날짜입니다.

조정 준수에서 사전 정의된 보고서 생성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생성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빠른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 아래에서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출력 형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XLSX - 그래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HTML - 그래프 및 차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DF

• CSV - 템플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더 빠른 데이터 검색에 보다 적합합니다.

Note:

10,000개가 넘는 레코드가 포함된 보고서의 경우 CSV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CSV(형식 지정) - 형식 지정된 데이터가 포함된 단순 데이터 테이블에 가장
적합하며 템플리트에서 이미지, 그래픽 또는 스타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ote:

CSV 형식과 비교할 때 CSV(형식 지정) 형식은 템플리트 형식 지정이
적용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CSV를
선택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CSV(형식 지정)를 선택하여 형식
지정된 템플리트 기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생성을 누릅니다.

5. 각 매개변수의 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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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6. 생성을 누릅니다.

Note:

• 뒤로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보존하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재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지우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7. 열기 또는 파일 저장을 선택하여 ZIP 파일을 저장합니다.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보고서 작업을 실행하는 백엔드 작업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크기가 권장 크기보다 큰 경우 보고서가
생성되기 전에 보고서 생성 대화상자에 오류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매우 많은 수의
레코드가 있는 보고서의 경우 필터링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보다 작은 레코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잭션 일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작업
참조:

• 트랜잭션 일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정보
트랜잭션 일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대부분의 보고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며,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유용한 시작점입니다.

• 트랜잭션 일치 보고서 출력 설명

• 트랜잭션 일치에서 사전 정의된 보고서 생성

트랜잭션 일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 정보

트랜잭션 일치의 사전 정의된 보고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대부분의 보고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며,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유용한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중이든,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에 사용되는 쿼리를 검토하고 매개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데이터가 포함된 보고서의 결과가
어떠하며 해당 보고서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ote:

보고서 오류를 방지하려면 필수 매개변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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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4    보고서 설명 및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설명 필수 매개변수

조정 구성 조정 목록과 각각에 지정된 구성을

표시합니다.
이 보고서의 필드에는 조정 ID, 이름 및
일치 유형 이름, 준비자 이름 및 설명이

포함됩니다.

• 이름––생성된 보고서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 계정 ID-선택사항:이 조정과

연계된 ID
• 일치 유형––선택사항:값 드롭다운

목록에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선택적 준비자––선택적으로

준비자를 선택합니다.

일치 유형 구성 일치 유형 목록과 각각에 지정된 구성을

표시합니다.
이 보고서의 필드에는 일치 유형 ID,
이름 및 설명, 달력 이름, 상태, 일치

프로세스 수, 데이터 소스 수,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형식 이름, 규칙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 데이터 소스가 소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경우 모두

나열됩니다.

• 이름––생성된 보고서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 상태––올바른 값 목록에서 상태를

선택합니다(예: 승인 또는 대기 중).

마감된 조정 마감 상태의 조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보고서에 표시되는 필드에는 트랜잭션

유형, ID 및 설명, 소스, 생성 날짜, 회계

날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이름––생성된 보고서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 계정 ID 조정에 사용할 ID입니다.
• 일치 유형––적합한 값 목록에서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미해결 조정 미해결 상태의 조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보고서에 표시되는 필드에는 트랜잭션

유형, ID, 이름, 설명, 소스, 생성 날짜,
회계 날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이름––생성된 보고서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 계정 ID 조정에 사용할 ID입니다.
• 일치 유형––적합한 값 목록에서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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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4    (Cont.) 보고서 설명 및 필수 매개변수

보고서 설명 필수 매개변수

조정 상태 불일치 트랜잭션 수, 지원되는 트랜잭션

수 및 미해결 조정 수와 관련하여 조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Note:

불일치

트랜잭션,
지원
트랜잭션
및
미해결
조정은
일치
프로세스와
상관없이
모든
소스에서

비롯됩니다.

• 이름––생성된 보고서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 계정 ID 조정에 사용할 ID입니다.
• 일치 유형––적합한 값 목록에서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트랜잭션 지원되는 트랜잭션이 있는 조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필드에는 조정 ID, 이름, 트랜잭션 유형,
트랜잭션 ID, 이름, 설명, 소스, 금액 및
트랜잭션 수가 포함됩니다.

• 이름––생성된 보고서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 계정 ID 조정에 사용할 ID입니다.
• 일치 유형––적합한 값 목록에서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트랜잭션 일치 보고서 출력 설명

이 섹션에서는 트랜잭션 일치 보고서의 출력 열을 설명합니다.

조정 구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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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계정 ID 조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이름 조정의 이름입니다.

일치 유형 ID 일치 유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일치 유형 이름 일치 유형의 이름입니다.

준비자 조정의 활성 준비자 이름.

설명 조정 설명입니다.

일치 유형 구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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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일치 유형 ID 일치 유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일치 유형 이름 일치 유형의 이름입니다.

데이터 소스 수 일치 유형의 데이터 소스 수입니다.

상태 일치 유형의 상태입니다.

소스 시스템 소스 시스템 데이터 소스입니다.

하위 시스템 하위 시스템 데이터 소스입니다.

일치 프로세스 수 일치 유형의 일치 프로세스 수입니다.

규칙 수 일치 유형에 사용하도록 생성된 규칙 수입니다.

설명 일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감된 조정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조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이름 조정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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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조정 유형 조정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조정 유형입니다.

조정 ID 조정을 생성할 때 ID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조정 이름 조정을 생성할 때 이름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조정 설명 조정을 생성할 때 설명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소스 조정이 게시되는 소스입니다.

생성 날짜 조정이 생성된 날짜입니다.

회계 날짜 조정 회계 날짜입니다.

금액 조정된 금액입니다.

미해결 조정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조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이름 조정의 이름입니다.

조정 유형 조정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조정 유형입니다.

조정 ID 조정을 생성할 때 ID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조정 이름 조정을 생성할 때 이름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조정 설명 조정을 생성할 때 설명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소스 조정이 게시되는 소스입니다.

생성 날짜 조정이 생성된 날짜입니다.

회계 날짜 조정 회계 날짜입니다.

금액 조정된 금액입니다.

조정 상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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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설명

계정 ID 조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이름 조정의 이름입니다.

일치 유형 ID 일치 유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일치 유형 이름 일치 유형의 이름입니다.

비일치 트랜잭션 비일치 트랜잭션 수입니다.

지원되는 트랜잭션 지원되는 트랜잭션 수입니다.

미해결 조정 미해결 조정 수입니다.

지원되는 트랜잭션 보고서

 

 

출력 열 설명

계정 ID 조정과 연계된 식별자입니다.

이름 계정의 이름입니다.

트랜잭션 유형 트랜잭션을 지원할 때 사용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트랜잭션 ID 트랜잭션을 지원할 때 ID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트랜잭션 이름 트랜잭션을 지원할 때 이름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트랜잭션 설명 트랜잭션을 지원할 때 설명 속성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소스 지원되는 트랜잭션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금액 지원 그룹의 순 금액 합계입니다.

트랜잭션 수 지원 그룹의 트랜잭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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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일치에서 사전 정의된 보고서 생성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생성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빠른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 아래에서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출력 형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XLSX - 그래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HTML - 그래프 및 차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DF

• CSV - 템플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더 빠른 데이터 검색에 보다 적합합니다.

Note:

10,000개가 넘는 레코드가 포함된 보고서의 경우 CSV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CSV(형식 지정) - 형식 지정된 데이터가 포함된 단순 데이터 테이블에 가장
적합하며 템플리트에서 이미지, 그래픽 또는 스타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ote:

CSV 형식과 비교할 때 CSV(형식 지정) 형식은 템플리트 형식 지정이
적용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CSV를
선택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CSV(형식 지정)를 선택하여 형식
지정된 템플리트 기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생성을 누릅니다.

5. 각 매개변수의 값을 선택합니다.

Note: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6. 생성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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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뒤로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보존하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재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지우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7. 열기 또는 파일 저장을 선택하여 ZIP 파일을 저장합니다.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보고서 작업을 실행하는 백엔드 작업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크기가 권장 크기보다 큰 경우 보고서가
생성되기 전에 보고서 생성 대화상자에 오류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매우 많은 수의
레코드가 있는 보고서의 경우 필터링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보다 작은 레코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
조정 준수 또는 트랜잭션 일치에서는 사전 정의된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 보고서 관리 역할이
할당된 다른 사용자도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액세스 제어 관리의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조정 준수 또는 거래 일치에서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이후에 정의를 XML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쿼리를 생성합니다. 조정 준수 또는 트랜잭션
일치 쿼리의 경우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XML 파일을 Word로 임포트하여 템플리트(RTF 형식이어야 함)를 생성합니다. 템플리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그룹을 설정하여 개별 보고서를 그룹화합니다. 보고서 그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선택적으로 보고서 정의를 설정합니다. 보고서 정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정의 보고서가 빌드되면 사용자가 생성한 쿼리 및 템플리트가 둘 다 사용되는 보고서를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서비스 관리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본
출력인 XLSX, HTML, PDF, CSV 또는 CSV(형식 지정)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주:

PDF 출력은 선택한 용지 크기의 너비에 표시할 수 있는 열 수를 제한합니다. 선택한
용지 크기에 맞는 열보다 많은 열이 있으면 html 또는 xlsx와 같은 다른 출력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쿼리 생성

쿼리 생성은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쿼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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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정의된 보고서를 시작점으로 사용하여 쿼리를 복제하고, 새 이름을 제공하고,
SQL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합니다.

• 쿼리 생성을 사용하여 쿼리 및/또는 필터링할 기존 속성을 선택하고, Account
Reconciliation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테이블 및 뷰
가이드의 정보를 사용하여 열을 더 선택하고 필터 조건을 추가 및/또는 수정합니다. 
테이블 및 뷰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 테이블 정보에 이미 익숙한 경우 SQL 쿼리를 직접 생성합니다. 테이블 및 뷰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쿼리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쿼리, 작업,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새 쿼리에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유형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매개변수 쿼리

매개변수 쿼리 유형은 이 매개변수의 값에 지정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개변수 쿼리를 사용하면 보고서 쿼리에 대한 매개변수 값을 채울 때
사용되는 옵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목록은 이미 정의된 단순
속성이 아니라 정의해야 하는 복합 쿼리입니다.

보고서의 매개변수 쿼리를 선택하는 데 관한 예제는 보고서에 매개변수 쿼리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쿼리

보고서에 포함할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디자인 중인 보고서에 매개변수가 포함되는
경우 레코드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보고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준수의 경우, 보안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역할 및 지정된 조정에 따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쿼리에 보안 필터를 적용하려면 쿼리 WHERE CLAUSE 문의 끝에 다음 구문을
추가합니다.

조정 준수: $ARM_SECURITY_CLAUSE$
WHERE $ARM_SECURITY_CLAUSE$ AND ReconciliationEO
쿼리에서 $ARM_SECURITY_CLAUSE$를 사용하면 ARM_RECONCILIATIONS의 별칭은

ReconciliationEO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주:

Account Reconciliation에 포함된 사전 정의된 내 쿼리에 보안 필터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자체 쿼리를 작성할 때 이 쿼리를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 예는 아래 조정 준수 예를 참조하십시오.

5. 쿼리 생성을 클릭하여 보고서 쿼리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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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쿼리 생성 대화상자를 닫으면 생성된 보고서 쿼리가 쿼리에
표시됩니다.

 

 

주:

보고서에 매개변수가 필요한 경우 보고서 쿼리 SQL에 매개변수를 추가합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지정할 수 있지만, 물결표(~)로 묶어야 합니다. 아래
섹션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6.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검증을 눌러 쿼리에 오류가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 검증 및 계획 설명을 눌러 쿼리에 오류가 있는지 테스트하고 이 쿼리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계획은 쿼리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txt 파일에

저장됩니다. 생성된 계획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계획에는 쿼리 실행에 사용되는 단계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사용하여
쿼리 성능이 최적이 아닌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슈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쿼리를 조정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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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본적으로 OCI(Gen 2) 환경에서만 실행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환경에서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서비스 요청을 통해 Oracle에 문의하십시오.

7. 저장 또는 저장 후 닫기를 눌러 쿼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8. BI Publisher가 포함된 템플리트로 사용할 샘플 XML 파일을 쿼리에서 생성하려면 샘플
XML 생성을 클릭합니다.

주: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손쉽게 쿼리를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쿼리 생성

쿼리 생성 대화상자는 쿼리 및/또는 필터링할 제품의 기존 속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 생성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대화상자에서 지정된 속성 및 필터와
일치하는 SQL을 생성하며, 이때 SQL을 수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 쿼리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듈에서 Reconciliation Manager 또는 트랜잭션 일치를 선택합니다.

2. 쿼리에서 쿼리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모듈에서 Reconciliation Manager를 선택한 경우, 조정, 프로파일 또는 트랜잭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듈에서 트랜잭션 일치를 선택한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된 쿼리에서 쿼리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적용을 선택하여 본인의 역할과 할당된 조정에 따라 볼 수 있는 데이터만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보안 필터를 적용합니다.

주:

쿼리 아래에서 일치 유형을 선택하면 보안 적용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을 누릅니다.

5. 쿼리에 포함할 열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19장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

19-30



 

주:

트랜잭션 일치에서는 트랜잭션 쿼리 자동 생성을 지원합니다.

주:

트랜잭션 일치의 경우 사용가능한 열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정 ID 열이
생성된 쿼리에 포함됩니다. 보고서에서 계정 ID 열을 제외하려면 생성된 쿼리의
SELECT 목록에서 계정 ID 열을 제거합니다.

6.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보고서에 매개변수 쿼리 추가

보고서에 매개변수 쿼리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쿼리를 선택한 다음 매개변수 쿼리 유형(예: CurrencyList)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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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쿼리 편집 대화상자에서 매개변수 쿼리를 검토 및/또는 편집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십시오.

보고서 구성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보고서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보고서(예: 조정별 잔액)를 선택하십시오.

 

 

5.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에서 매개변수를 선택하십시오.

 

 

6. 원하는 매개변수 코드의 경우, 드롭다운에서 매개변수 유형은 쿼리로 선택하고 속성/
쿼리는 CurrencyList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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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값 드롭다운에서는 통화 목록을 표시합니다.

 

 

주:

매개변수 유형 드롭다운에서 쿼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속성/쿼리 드롭다운에
매개변수 쿼리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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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개변수 유형 드롭다운에서는 각 모듈에 대한 모듈 속성(Reconciliation
Manager 또는 트랜잭션 일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유형으로
모듈 속성을 선택하면 속성/쿼리 드롭다운에 해당 모듈의 속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7.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조정 준수 예

이러한 조정 준수 예에서는 "월별" 빈도가 포함된 기간 목록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실행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디자인 중인 보고서에 매개변수가 포함되는 경우 레코드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보고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 매개변수 쿼리: Select frequency_id, frequency_name from arm_frequencies
• 보고서 쿼리 옵션 1: (사용자가 빈도 값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반환하지 않음)

Select p.period_name from arm_periods p, arm_period_frequencies pf
where p.period_id = pf.period_id and pf.frequency_id = ~FREQUENCY~

• 보고서 쿼리 옵션 2: (사용자가 빈도 값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모든 기간을 반환함)

Select p.period_name from arm_periods p, arm_period_frequencies pf
where p.period_id = pf.period_id and pf.frequency_id =
coalesce(~FREQUENCY~,pf.frequency_id)

주:

매개변수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지정할 수 있지만 물결표(~)로 묶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옵션에서 coalesce() 함수는 목록에서 null이 아닌 첫 번째 값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FREQUENCY가 null이면 pf.frequency_id를 반환하며, 이 경우 해당 조건이

항상 true(pf.frequency_id = pf.frequency_id)이므로 모든 레코드가 반환됩니다.

트랜잭션 일치 예

이러한 예에서는 지정된 조정 유형의 조정 목록을 확인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 매개변수 쿼리: SELECT TM_RECON_TYPE.TEXT_ID AS RECONCILIATION_TYPE_ID ,
(TM_RECON_TYPE.NAME || ' (' || TM_RECON_TYPE.TEXT_ID || ')') AS
RECONCILIATION_TYPE_NAME FROM TM_RECON_TYPE TM_RECON_TYPE

• 보고서 쿼리, 옵션 1: (사용자가 조정 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반환하지 않음):

SELECT TM_RECON.TEXT_ID AS RECONCILIATION_ID,TM_RECON.NAME AS
RECONCILIATION_NAME, TM_RECON_TYPE.TEXT_ID AS RECONCILIATION_TYPE_ID,
TM_RECON_TYPE.NAME AS RECONCILIATION_TYPE_NAME, NVL ((SELECT
P_FCM_USERS.USER_NAME FROM FCM_USERS_V P_FCM_USERS WHERE
TM_RECON.PREPARER = P_FCM_USERS.USER_ID ), TM_RECON.PREPARER ) AS
PREPARER, TM_RECON.DESCRIPTION DESCRIPTION FROM TM_RECON TM_RECON,
TM_RECON_TYPE TM_RECON_TYPE WHERE TM_RECON.RECON_TYPE_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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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_RECON_TYPE.RECON_TYPE_ID AND (TM_RECON_TYPE.TEXT_ID =
'~RECONCILIATION_TYPE_ID~')

• 보고서 쿼리 옵션 2: (사용자가 조정 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모든 조정 반환):

SELECT TM_RECON.TEXT_ID AS RECONCILIATION_ID,TM_RECON.NAME AS
RECONCILIATION_NAME, TM_RECON_TYPE.TEXT_ID AS RECONCILIATION_TYPE_ID,
TM_RECON_TYPE.NAME AS RECONCILIATION_TYPE_NAME, NVL ((SELECT
P_FCM_USERS.USER_NAME FROM FCM_USERS_V P_FCM_USERS WHERE TM_RECON.PREPARER =
P_FCM_USERS.USER_ID ), TM_RECON.PREPARER ) AS PREPARER, TM_RECON.DESCRIPTION
DESCRIPTION FROM TM_RECON TM_RECON, TM_RECON_TYPE TM_RECON_TYPE WHERE
TM_RECON.RECON_TYPE_ID = TM_RECON_TYPE.RECON_TYPE_ID AND
COALESCE('~RECONCILIATION_TYPE_ID~',TM_RECON_TYPE.TEXT_ID)

주:

매개변수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지정할 수 있지만 물결표(~)로 묶어야 합니다.

두번째 옵션에서 coalesce() 함수는 목록에서 널이 아닌 첫번째 값을 반환합니다.
RECONCILIATION_TYPE_ID가 널이면 TM_RECON_TYPE.TEXT_ID를 반환하며, 이 경우

조건은 항상 참((TM_RECON_TYPE.TEXT_ID = TM_RECON_TYPE.TEXT_ID)이므로 모든

레코드가 반환됩니다.

• 보고서 쿼리, 옵션 3(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모든 조정을 반환함): SELECT
TM_RECON.TEXT_ID AS RECONCILIATION_ID, TM_RECON.NAME AS RECONCILIATION_NAME,
TM_RECON_TYPE.TEXT_ID AS RECONCILIATION_TYPE_ID, TM_RECON_TYPE.NAME AS
RECONCILIATION_TYPE_NAME, TM_RECON.DESCRIPTION DESCRIPTION FROM TM_RECON
TM_RECON, TM_RECON_TYPE TM_RECON_TYPE, ARM_RECONCILIATIONS ProfileEO WHERE
TM_RECON.RECON_TYPE_ID = TM_RECON_TYPE.RECON_TYPE_ID AND TM_RECON.TEXT_ID =
ProfileEO.RECONCILIATION_ACCOUNT_ID AND $ARM_SECURITY_CLAUSE$ AND
ProfileEO.PERIOD_ID = -2

템플리트 생성

보고서 템플리트 생성은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의 두번째 단계입니다. 보고서 템플리트는
Windows의 32/64비트 Office용 Oracle BI Publisher Desktop이 설치된 Microsoft Word에서
생성됩니다. 템플리트를 생성하려면 쿼리를 생성하는 동안 샘플 XML이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템플리트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문서를 사용하여 Microsoft Word를 엽니다.

2. BI Publisher 탭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로드 위의 샘플 XML 폴더를 선택합니다.

3. 쿼리를 생성할 때 생성된 SampleQuery.xml을 찾아 열기를 누릅니다.
"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로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4. 삽입, 테이블 마법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5. 테이블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기본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보고서에 표시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8. [그룹화 기준]을 선택하고 그룹화 기준으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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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렬 기준]을 선택하고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한 후 완료를 누릅니다.

10. 템플리트를 *.rft 파일로 저장합니다(예: SampleQuery.rtf).

보고서 그룹 생성

보고서 그룹 생성은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보고서 그룹을 사용하면
개별 보고서를 함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그룹을 생성한 후 필요한 경우 이전 단계로 이동하여 보고서 그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지만 보고서 그룹을 삭제하면 해당 그룹과 연관된
모든 보고서가 삭제됩니다. 또한 보고서 그룹을 복제할 수 있으며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하나의 보고 그룹에 대한 액세스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보고서 목록에
표시됩니다.

보고서 그룹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보고서 그룹, 작업,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새 보고서 그룹을 선택하고 새 보고서 그룹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보고서 그룹의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설명

• 사용자에게 표시

이 보고서 그룹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려면 사용자에게 표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를 선택하면 보고서 작성자가 작업하는 동안 보고서 그룹을 숨길
수 있습니다.

4. 보고서 탭에서 보고서 그룹에 추가된 보고서의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보고서를
편집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보고서 정의 생성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빌드하는 경우 선택적 단계로 보고서 정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용자가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정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보고서, 작업,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새 보고서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 설명

• 쿼리

쿼리를 선택합니다.

•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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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를 누르고 보고서 템플리트를 찾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템플리트 형식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그룹

보고서의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에게 표시

보고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가 진행 중이면 사용자가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 BI Publisher에서 지원하는 출력 형식을 다음 중 하나로 선택합니다.

– XLSX - 그래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HTML - 그래프 및 차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DF

– CSV - 템플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더 빠른 데이터 검색에 보다 적합합니다.

– CSV(형식 지정) - 형식 지정된 데이터가 포함된 단순 데이터 테이블에 가장 적합하며
템플리트에서 이미지, 그래픽 또는 스타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 CSV 형식과 비교할 때 CSV(형식 지정) 형식은 템플리트 형식 지정이
적용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CSV를
선택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CSV(형식 지정)를 선택하여
형식 지정된 템플리트 기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레코드 수가 많은 경우 CSV 형식보다 XLS, XLSX, HTML, PDF 및
CSV(형식 지정)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4. 보고서 정의를 완료하려면 액세스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a. 액세스 탭을 선택합니다.

b. 작업, 추가 순으로 선택합니다.

c.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보고서 생성

보고서 생성은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작성하면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모든 사용자가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REST API 명령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의 Account Reconciliation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크기가 큰 보고서의 경우 REST API에서 보고서 생성에 runAsync
매개변수를 사용하면 보고서를 비동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true 값인 경우).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드롭다운에서 보고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빠른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 아래에서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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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그룹에 생성할 보고서를 선택한 후 형식을 선택합니다.

• XLSX - 그래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HTML - 그래프 및 차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DF

• CSV - 템플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더 빠른 데이터 검색에 보다 적합합니다.

주:

10,000개가 넘는 레코드가 포함된 보고서의 경우 CSV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CSV(형식 지정) - 형식 지정된 데이터가 포함된 단순 데이터 테이블에 가장
적합하며 템플리트에서 이미지, 그래픽 또는 스타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CSV 형식과 비교할 때 CSV(형식 지정) 형식은 템플리트 형식 지정이
적용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CSV를
선택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CSV(형식 지정)를 선택하여 형식
지정된 템플리트 기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생성을 누릅니다.

5. 필요에 따라 입력할 매개변수가 있으면 값을 선택합니다.

주: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6. 생성을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주:

• 뒤로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보존하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재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지우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7. 열기 또는 파일 저장을 선택하여 ZIP 파일을 저장합니다.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보고서 작업을 실행하는 백엔드 작업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크기가 권장 크기보다 큰 경우 보고서가
생성되기 전에 보고서 생성 대화상자에 오류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매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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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레코드가 있는 보고서의 경우 필터링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보다 작은 레코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준수에 보고서 바인더 사용
보고서 바인더는 인쇄하거나 오프라인 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조정 버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고서 바인더에서 감사 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를 교육하지 않고도 감사되는 조정
서브세트가 포함된 바인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간 옵션을 통해 보고서 바인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작업의 작업 목록에서 보고서 바인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보고서 바인더, 구성, 기간에는 선택한 기간의 조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작업
목록의 보고서 바인더를 통해 사용자는 뷰에서 표시되는 모든 조정이 포함된 바인더를 생성하도록
선택하거나 선택한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목록에서 생성된
바인더에는 여러 기간의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바인더는 다음 형식이 포함된 ZIP 파일로 생성됩니다.

• 보고서 요약: 바인더에 포함된 조정의 하이퍼링크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 조정 트랜잭션 세부정보: 각 조정에 대해 하나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구조는 [조정 작업]
대화상자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최소한 이 파일에는 조정에 포함된 각 유형의 트랜잭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잭션 세부정보를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각 트랜잭션에 대한 전체 레코드
세부정보가 제공됩니다.

• 첨부 파일: 사용자가 바인더를 생성할 때 첨부 파일을 포함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만 조정에 대한
첨부 파일이 포함된 각 조정에 대해 하나의 폴더가 있습니다.

보고서 바인더 보기

생성한 보고서 바인더는 단일 압축 파일로 출력됩니다. ZIP 파일 이름은 보고서 바인더에 대해
지정한 이름입니다. 보고서 페이지는 HTML 보고서로 병합되고 필요에 따라 섹션에 대한 페이지
나누기가 추가되므로 인쇄 명령으로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세부정보를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전체 트랜잭션 레코드가 각 조정 요약 뒤에 포함됩니다. 첨부 파일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첨부 파일에 대한 링크가 들어 있는 별도의 첨부 파일 부록이 생성되며, 이
부록을 별도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별도의 폴더로 다운로드됩니다.
보고서 바인더를 ZIP 파일로 저장한 경우 ZIP에서 모든 항목을 추출하여 보고서 바인더와 동일한
이름의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의 HTML 페이지를 열어 보고서 바인더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계정 이름

• 경고

• 잔액 요약

• 추가 등록정보

• 워크플로우

• 내역

• 질문

• 첨부파일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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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바인더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파일을 두 번 누릅니다.

2. ZIP 파일을 원하는 디렉토리에 추출합니다.

3.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ZIP 파일 이름과 일치하는 하위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4. 하위 디렉토리에서 Index.html을 두 번 눌러 보고서 바인더를 표시합니다.

보고서 바인더 생성

보고서 바인더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경로를 선택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구성, 기간 순으로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조정을 선택하고 작업을 누른 다음 보고서 바인더 생성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보고서 바인더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설명에 바인더 설명을 입력합니다.

• 선택사항: 첨부파일 포함 및 트랜잭션 세부정보 포함을 선택합니다.

주:

보고서에 첨부 파일을 포함하면 보고서 크기가 훨씬 증가하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일부 또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생성을 누릅니다.

4. [파일 다운로드]에서 열기 또는 저장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누른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표시되며 맨아래에 있는 파일 이름에
ZIP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ZIP 파일의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저장,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보고서 보안 이해
이 항목에서는 Account Reconciliation의 표준 보고서 및 사용자정의 보고서 보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준(사전 정의된) 보고서 보안

모든 표준 조정 준수 보고서 쿼리에는 보안 조항이 있습니다. 즉,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보안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특정 프로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고급 사용자 보안(액세스 제어에서 설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로파일에 대해서만 액세스 권한이 있는 고급 사용자는 해당 프로파일/조정에 대한
보고서만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의 액세스 탭에서 보고서를 편집하여 해당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경우
관리자가 판별한 대로 해당 보고서에 적합한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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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조항은 다음 트랜잭션 일치 보고서 쿼리에도 포함됩니다.

• 지원되는 트랜잭션 보고서

• 미해결 조정 보고서

• 마감된 조정 보고서

• 조정 상태 보고서

표준 보고서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 지정

관리자는 다양한 사용자에게 표준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의 액세스 탭을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사용자에게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 보고서에서 원하는 보고서를 선택하고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의 액세스에서 추가(+) 또는 삭제(X)를 사용하여 해당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저장 또는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보안

사용자정의 보고서의 경우 쿼리를 생성할 때 쿼리에 보안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서 생성자가 액세스 권한을
받을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19장
보고서 보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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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ccount Reconciliation의 보안 이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보안 계층을 구현합니다. Oracle에서
구현하고 관리하는 가장 높은 레벨의 인프라 보안 구성요소는 매우 안전한 Account
Reconciliation 환경을 생성합니다.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싱글 사인온 및 데이터와 아티팩트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를 통해 보안을 보장합니다.

보안 레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Table 20-1    보안 요소

이름 수행자 및 설명 링크

사용자 생성 및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한 액세스

권한 지정

ID 도메인 관리자가 사용자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가이드의 사용자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
지정

ID 도메인 관리자가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조회자 등의

사용자 역할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가이드에서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 및 Account
Reconciliation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 외에

추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 또는

그룹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 외에

추가 권한을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액세스 제어

아래의 역할 지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액세스 제어 관리의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액세스 제어 관리의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한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생성 및 관리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 아래의 그룹

관리를 사용하여 그룹을 정의하고

사용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하려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액세스 제어 관리에서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팀 생성 및 관리 관리자는 팀을 정의하고 다양한

역할의 사용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또는 조회자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에는 준비자, 검토자 또는

조회자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려면 팀에 해당 역할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팀을 생성하고 관리하려면 이 장의 
팀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고급 사용자 보안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에서 고급

사용자 보안을 사용하여 고급

사용자 보안이 지정된 사용자를

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보안에 대한 정보는 
고급 사용자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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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1    (Cont.) 보안 요소

이름 수행자 및 설명 링크

액세스 제어의 사용자 관리를

사용하는 사용자 보고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의 사용자

관리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

관리 대화상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보고를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
내에서 프로파일, 조직, 보고서와

같은 아티팩트에 보안을

지정합니다.

• 프로파일 - 관리자는 프로파일

생성 중 액세스 탭을 사용하여

프로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조직 - 관리자는 조직 내

사용자 또는 팀을 기반으로

아티팩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 관리자는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의 액세스 탭을

사용하여 표준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보안은 보고서 생성 시 보고서

작성자가 결정합니다.

프로파일 보안은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가이드의 프로파일 액세스 권한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조직 보안은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가이드의 조직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보고서 보안은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의 보고서

보안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제어 옵션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 관련 옵션을 위해 툴 아래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역할 관리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 외에 역할 지정

• 사용자 그룹 생성 및 관리

• 사용자 팀 생성 및 관리

• 고급 사용자 보안을 가진 사람 보기 및 제어

• Account Reconciliation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하고 지정된 역할을 확인(역할 지정 보고서)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하여 사전 정의된 역할 이상의 추가 권한 부여

서비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 또는 그룹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 외에 추가 권한을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액세스 제어 아래의
애플리케이션 역할 관리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액세스 제어 관리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 및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한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생성 및 관리

서비스 관리자는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생성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액세스 제어
관리에서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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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 대화상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보고

액세스 제어 아래의 사용자 관리를 사용하여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필드는 사용자 목록에서 열 또는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열을 결정하고 목록을 필터링한 후 csv 또는 Excel 형식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사용자 이름을 두 번 누릅니다. 사용자 세부정보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 이름 - 사용자의 전체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로그인 - 사용자 ID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상태 - 사용자 상태(사용가능 또는 사용할 수 없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팀 - 사용자가 속한 팀의 목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 전자메일 -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입니다.

• 역할 - 사용자에게 지정된 가장 높은 외부 역할입니다.

• 워크플로우 역할 - 프로파일에 있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역할(준비자, 검토자 2, 조회자 등)
입니다.

• 준비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Account Reconciliation 프로파일에서 준비자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팀을 사용한 백업 지정 및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검토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Account Reconciliation 프로파일에서 검토자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팀을 사용한 백업 지정 및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시간대 - 사용자의 시간대입니다.

• 조직 - 사용자가 지정된 조직의 목록입니다.

• 고급 사용자 필터 - 고급 사용자 보안 필터가 적용된 사용자의 목록입니다.

• 마지막 로그인 - 마지막 사용자 로그인 날짜 및 시간입니다.

Note:

사용자가 기본 시간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디스플레이에
시스템의 시간대(UTC)가 표시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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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해 설정 지우기를 누르면 다음 설정이 이 사용자에 대해 설정된 기본값으로
되돌려집니다.

• 대시보드와 대부분의 대화상자(예: 속성 관리 대화상자)에서 선택된 열

• 대시보드의 정렬

• 대시보드의 적용된 필터

• 대시보드의 다양한 스위치 및 컨트롤 상태

• 조정 작업 대화상자의 잔액 초기 보기

• 임포트 대화상자의 기본 날짜 형식 지정

고급 사용자 보안

액세스 제어 아래의 고급 사용자 보안을 사용하여 고급 사용자 보안을 가진 모든 사용자와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도 볼 수 있습니다. 보안 필터는
프로파일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빌드합니다.

고급 사용자와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는 해당 보안
필터에 포함된 조정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보안 범위 내의 프로파일/조정에
대해 작업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준비자 또는 검토자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직접 지정된
조정에 한해 워크플로우 사용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보안 탭의 왼쪽 패널에는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지정된
고급 사용자 및 사용자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선택한 고급 사용자에 대한 필터
정의가 표시됩니다. 특정 사용자의 고급 사용자 보안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용자 이름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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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사용자에게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부여된 경우 해당 사용자 ID가
고급 사용자 보안 목록에 표시되지만 적절한 프로파일과 조정만 볼 수 있도록 프로파일
목록 또는 조정 목록에 액세스하기 위해 보안 필터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권한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해 보안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 생성 및 관리

팀을 정의하고 다양한 역할의 사용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을 가진 팀은 준비자, 검토자,
설명자 또는 조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생성되면 팀 멤버십이 조정과 함께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내역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조정에
대해 작업하는 사용자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팀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사용자 보고 옵션

사용자 관리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 외에 액세스 제어에서 직접
두 개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 역할 지정 보고서

•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역할 지정 보고서 - 관리자는 역할 지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 및
애플리케이션 레벨 역할을 통해 지정된 액세스 권한을 검토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전 정의된 역할
(예: 고급 사용자)이 나열됩니다.

역할 지정 보고서에는 해당하는 사전 정의된 역할에 따라 환경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 수도
표시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역할 또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역할의 구성요소 역할은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부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provisionReport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클래식 버전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el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열거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CSV 파일로 역할 지정
보고서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CSV 형식의 역할 지정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역할 지정에 한
행을 사용합니다.

역할 지정 보고서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툴에서 액세스 제어, 역할 지정 보고서 순으로 누릅니다.

2. 선택사항: 보고서를 필터링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특정 사용자에 대한 역할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부분 검색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 특정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 드롭다운 목록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부분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사용자가 많은 역할에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역할에 대해 보고서를
필터링해도 해당 사용자의 모든 역할이 보고서에 나열됩니다.

3. 선택사항: CSV로 익스포트를 눌러 보고서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현재 표시된
보고서의 정보만 CSV로 익스포트됩니다.
역할 지정 보고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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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환경에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컴퓨터의 IP 주소와
사용자가 환경에 액세스한 날짜 및 시간(UTC)이 나열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나 최근 30일, 최근 90일, 최근 120일에 대해 이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성 또는 사용자 ID의 부분 문자열을 검색 문자열로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도록 보고서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최근 120일 동안의 사용자
로그인 감사 내역만 유지관리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재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툴에서 액세스 제어,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순으로 누릅니다. 마지막 날 동안 환경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모두 나열된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2. 최근 1일, 최근 30일, 최근 90일 또는 최근 120일 중 보고서를 생성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를 지정하려면 날짜 범위를 선택하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보고서에 포함시킬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CSV로 익스포트를 눌러 표시된 보고서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5. 보고서를 닫으려면 취소를 누릅니다.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 사용
팀을 정의하고 다양한 역할의 사용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을 가진 팀은 준비자,
검토자, 설명자 또는 조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려면 팀에 해당 역할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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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생성되면 팀 멤버십이 조정과 함께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내역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조정에
대해 작업하는 사용자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팀 멤버십을 변경하고 기존 조정에
변경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조정과 함께 저장된 멤버십 목록이 업데이트되도록 조정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팀 새로고침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에서 멤버를 삭제했는데 해당 멤버가 이미 준비자 또는 검토자로 조정에 대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계속 준비자(실제) 또는 검토자(실제)로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현재 준비자 또는
검토자 외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

개별 사용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대 1,000개의 팀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새 팀을 생성하고 팀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팀 관리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팀 관리에서 새로 생성을 누릅니다.

3. 각 팀에 대해 팀 정의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주:

이전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삭제된 객체에 링크되었던 객체는 모두 새 객체와 연계됩니다.

• 설명

• 역할

모듈을 선택한 다음, 팀에 대해 사용자 또는 조회자 역할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역할을
사용하여 팀을 준비자, 검토자 또는 설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멤버

주:

검색 결과에 다른 팀 ID 또는 그룹 ID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팀은 멤버 ID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며, 필요한 역할을 가진 멤버 ID가 이미 프로비저닝되어
있어야 합니다.

멤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멤버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b. 부분 또는 전체 이름, 성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눌러 이름을 선택합니다.

c. 검색 결과에서 추가 또는 모두 추가를 눌러 선택됨 목록에 해당 항목을 추가합니다.

d. 기본 사용자를 선택하여 조정이 기본적으로 해당 사용자로 [클레임] 상태가 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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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러면 다른 팀 멤버가 조정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e. 확인을 누릅니다.

팀 삭제

전체 팀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주:

팀이 프로파일에 지정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팀을 삭제하려면 팀이
지정된 모든 프로파일에서 팀을 제거합니다.

1. 팀 관리에서 삭제할 팀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2. 경고에서 예를 눌러 삭제를 확인합니다.

3. 확인을 누르고 팀 관리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기존 팀에 사용자 추가

팀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팀 관리에서 팀을 선택하고 멤버에서 더하기 기호(+)를 누르거나 작업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선택에서 부분 또는 전체 이름, 성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눌러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선택적으로 세부정보를 눌러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 올바른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4. 사용자를 선택하고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오른쪽 열에 추가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5. 팀 편집에서 확인을 누르고 팀 관리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팀에서 멤버 제거

팀에서 멤버를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팀 관리에서 팀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2. 멤버에서 제거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X 아이콘을 누르거나 작업에서 제거를 누릅니다.

3. 확인을 누르고 팀 관리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팀 또는 멤버 세부정보 편집

전체 팀에 대한 세부정보를 편집하거나 멤버 정보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팀 관리에서 팀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2. 팀 이름 및 설명이나 지정된 역할을 변경합니다. 해당 팀 멤버 목록이나 특정 팀 멤버에
대한 세부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변경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르고 팀 관리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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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및 멤버 임포트 및 익스포트

관리자 및 Power 사용자는 팀 및 멤버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대량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teams.csv 파일을 익스포트하면 팀 및 각 팀의 멤버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teams.csv 파일을 편집하여 새 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teams.csv 파일을 편집할 때 "필수
파일 형식"에 표시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익스포트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아래의 "필수 파일 형식"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 정보를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임포트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다음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 조회자

팀 및 멤버 익스포트

팀 및 멤버를 대량으로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2. 팀 관리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선택합니다.

4. [파일 익스포트] 아이콘 을 누르십시오. 팀 관리 페이지에 나열된 팀은 기본적으로
teams.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5. 저장을 눌러 teams.csv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은 모든 팀 및 각 팀의 멤버 목록을
제공합니다.

필수 파일 형식

팀을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할 .csv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CSV 요소 필수 설명

#team 예 팀 설명 및 역할이 있는 팀 목록

#team_children 아니요 팀 멤버 목록

역할 아니요 팀에 특정 역할이 있는 경우 허용된

값은 예 및 아니요입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허용되는 역할은 관리자, Power
사용자, 사용자 및 뷰어입니다.

id 예 팀 또는 팀 이름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Primary_user 아니요 허용되는 값은 예 및 아니요입니다.
열 또는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샘플 CSV 파일은 아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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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및 멤버 임포트

팀을 임포트하면 시스템에서 팀 목록을 병합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 팀 1, 팀 2
및 팀 3이 정의되어 있고, CSV 파일에는 팀 2 및 팀 4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 임포트
프로세스 후에 팀 2가 업데이트되고 팀 4가 추가됩니다.

팀 멤버십은 CSV 파일의 콘텐츠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 UserA, UserB
및 UserC의 멤버십이 있는 팀 1이 있고, CSV 파일에 UserB와 UserD의 멤버십이 있는
경우, 임포트 프로세스 후에 팀 1 멤버십에 UserB 및 UserD가 포함됩니다.

팀 및 멤버를 대량으로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2. 팀 관리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선택합니다.

4. [파일 임포트] 아이콘 을 누르고 다음 정보를 완료합니다.

• 파일에서 익스포트한 .csv 파일을 찾아봅니다.

• 임포트 유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꾸기를 눌러 teams.csv 파일에 있는 행을 바꿉니다. 이 옵션이 기본값입니다.

– 모두 바꾸기를 눌러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수행합니다.

* 팀이 UI와 .csv 파일에 모두 있는 경우 임포트를 수행하면 UI에서 팁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덮어씁니다.

* UI에 추가 팀이 있지만 .csv 파일에는 없으면 해당 팀이 삭제됩니다.

* .csv 파일에 추가 팀이 있지만 UI에는 없으면 해당 팀이 삭제됩니다.

주의:

임포트 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항목은 삭제됩니다.

• 파일 구분자에서 쉼표 또는 탭을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하고 임의의 단일 문자를
파일 구분자로 지정합니다.

5. 임포트를 누릅니다.
임포트가 실행되어 임포트 진행상태에 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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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포트를 완료하면 팀 임포트 메시지 상자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팀 조정 클레임 및 해제

팀 조정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는 클레임 기능을 제외하고 일반 조정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주:

준비자 팀이 트랜잭션 일치 관련 프로파일에 지정되면 해당 팀 멤버는 이 프로파일의
일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트랜잭션 일치에 필요한 클레임/해제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조정 클레임

팀에 준비자 또는 검토자 역할이 지정된 경우 팀의 모든 멤버가 역할과 연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조정을 클레임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조정을 클레임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암시적 조회자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조정을 클레임한 후
팀의 다른 멤버가 조정을 클레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초기 사용자의 클레임이 종료되어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권한이 취소되고 가장 최근에 클레임한 사용자에게 이 권한이 부여됩니다.

클레임이 발생했지만 클레임한 사용자가 부재 등의 이유로 역할 기능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다른 사용자의 조정을 클레임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주:

팀 멤버가 조정을 클레임하기 전에 전자메일 통지가 전체 팀에 전송됩니다. 팀 멤버가
조정을 클레임하면 전자메일이 모든 팀 멤버가 아니라 활성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조정을 클레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르고 작업 중인 조정을 선택하여 엽니다.

2. 조정을 열고 클레임을 누릅니다. [해제] 버튼이 표시됩니다.

3. 해제를 눌러 해당 사용자의 클레임을 제거합니다.

조정이 클레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뷰 및 열 속성을 확인합니다.

• 준비자(클레임됨) – 예이면 준비자 역할이 클레임되었습니다. 아니요이면 클레임되지
않았습니다.

• 검토자 #(클레임됨) – #은 검토자 레벨을 나타냅니다. 예이면 이 검토자 레벨이
클레임되었습니다. 아니요이면 클레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자(클레임됨) 및 검토자 #(클레임됨) 속성을 기준으로 필터링하려면 필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준비자(클레임됨) 및 검토자 #(클레임됨) 속성을 [목록 뷰] 열로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조정 목록] 뷰의 맨위에 있는 열을 누릅니다.

2. 사용 가능에서 원하는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를 눌러 속성을 선택됨으로 이동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Chapter 20
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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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여러 조정 클레임

서비스 관리자가 일괄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여러 조정을 한 번에 클레임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역할이 사용자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조정을 클레임하려면: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누릅니다.

2. 조정에서 클레임 또는 해제할 조정을 강조 표시하고 작업, 업데이트 순으로 누릅니다.

3. 클레임 또는 해제를 선택합니다. 강조 표시한 모든 조정에서 작업이 수행됩니다.

Chapter 20
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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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알림을 사용하여 방해 요소 해결

조정 마감을 위해 작업하는 중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이슈가 있는 사용자와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용자 간 통신을 처리하는 알림 기능이 Account Reconciliation에
있습니다. 알림은 관리자가 비즈니스 주기 동안 사용자에게 발생한 이슈의 유형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후 주기에서 동일한 이슈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은 조정 준수에서 처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정 및 트랜잭션과 연계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캡처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인력을 지정하는 절차를 정의할 수 있는 관리자용 알림 유형 생성.

알림 유형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에게 이슈가 발생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되는
사용자용 실제 알림 생성. 알림에는 지침, 질문, 속성 및 워크플로우와 자체 템플리트,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알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상태 변경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트리거되는 규칙을 사용하는 알림 자동 생성. 
알림 규칙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Account Reconciliation 홈의 새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경고 목록을 통한 관리자용 중앙
집중식 알림 관리.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유형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경우 하드웨어 장애나 소프트웨어 이슈, 누락된 정보 등 방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관리자 - 조정 또는 트랜잭션과 연계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캡처하고 사용자에게 어떤
유형의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인력을 지정하는 반복 가능한 절차를
정의할 수 있는 알림 유형을 생성합니다.

• 사용자 - 문제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슈를 찾고 조정 또는 트랜잭션에 이슈를 첨부하는
경우 알림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시스템에 로그온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알림 유형을 선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리소스로 알림을 보냅니다.

이 항목에서는 관리자가 알림 유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알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ount Reconciliation을 통한 계정 조정의 알림을
생성하여 방해 요소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알림 유형 태스크

• 알림 유형 생성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 알림 유형 편집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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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 생성
중요한 정보를 캡처하고 이슈 해결을 위한 주요 담당자를 지정하는 프로시저가 포함된 알림
유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주기 동안 사용자에게 발생한
이슈의 유형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후 주기에서 동일한 이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새로 작성(+)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알림 유형 등록정보 설정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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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알림 유형 등록정보 설정

등록정보 탭을 사용하면 알림 유형 이름 및 설명을 지정하고 조정, 트랜잭션 또는 일치 유형과 같은
Account Reconciliation 객체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알림은 여러 개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알림과 연계된 개체 사이의 관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사항은 모든 개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를 설정하려면

알림 유형 등록정보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새로 작성(+)을 눌러 새 알림 유형을 개설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정보 탭으로 설정됩니다.
 

 

3. 이름에 알림 유형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알림 유형 ID를 입력합니다. 알림 유형 ID는 필수이며 고유해야 합니다.

5. 선택사항: 설명에 알림 유형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선택사항: 연계 대상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림과 연계할 객체(모든 유형, 조정, 준수, 트랜잭션,
트랜잭션 일치 또는 알림)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유형입니다.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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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일치를 선택한 경우 일치 유형에서 알림 유형과 연계해야 하는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7. 선택사항: 제한사항에 알림의 제한사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알림에 마감
방지를 선택하면 알림이 완료되어야 사용자가 마감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

연계 대상으로 모든 유형을 선택하면 사용가능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연계
대상으로 트랜잭션 일치를 선택하면 이 필드가 비활성화됩니다.

8. 기간 선택에서 알림 유형이 연계된 기간(표시, 필수 또는 숨김)을 선택합니다.

연계 대상을 트랜잭션 일치로 설정하면 기간 선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선택사항: 알림에서 기존 연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정하려면 제한 제거 허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한 경우 알림과 객체를 연계하면 알림 세부정보의
연계된 객체 전환기를 사용하여 이 연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트랜잭션 일치 알림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을 눌러 알림 유형을 사용설정합니다.
사용됨 상태인 알림 유형만 사용가능한 알림 유형 목록에 표시되고 새 알림을 생성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 조회자 할당

• 알림 유형에 대한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표 21-1    알림 제한

제한 설명 예

없음 개체 상태 및 알림 상태에 제한이
없음

사용자가 조정 작업을 하는 동안

'성능 저하' 알림을

발생시킵니다. 이 알림은 태스크

수행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태스크가 완료되어도 사용자는

성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알림을 계속 연 상태로 두려고

합니다.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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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알림 제한

제한 설명 예

워크플로우 방지 알림을 닫아야 개체의

워크플로우(제출, 승인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또는 거부(워크플로우가

역방향으로 진행)를 방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강제로 워크플로우를 진행하는

것도 방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이

중지되었다는 알림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림이

해결될 때까지 조정에 대한

작업이 방지됩니다.
워크플로우를 방지하면 상태

변경이 대기 중에서 열림으로

변경되거나 열림에서

종료됨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닫기 방지 알림이 닫혀야 개체가 닫힘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알림을

닫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정에 대한 일부 비교

데이터가 누락되었다는 알림을

발행합니다. 이러한 알림을

발행해도 계속 조정을 생성하고

초기 승인을 진행할 수 있지만,
누락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을

때까지 조정을 사인오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체에는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는 알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규칙이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객체와 연계된 미해결 알림에 워크플로우 방지 제한사항이 있으면 알림이 마감될 때까지
워크플로우 방지에서 객체(예: 조정)의 워크플로우를 중지합니다.

2. 개체와 연계된 열린 개체에 닫기 방지 제한사항이 있으면 알림을 닫아야 개체를 닫을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 지침 지정

알림에 맞게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알림 유형에 지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및 URL 첨부 파일에서 참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의 지침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새로 생성 또는 편집 대화상자에서 지침 탭을 선택합니다.

3. 지침에 알림 유형의 지침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참조 섹션에서 파일 첨부 또는 링크 첨부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 첨부

이름을 입력하고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선택하고 첨부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 링크 첨부

URL 이름과 URL(예: Oracle, http://www.oracle.com)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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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 조회자 할당

• 알림 유형에 대한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워크플로우 섹션에는 선택한 알림 유형으로 생성된 알림의 지정 대상자(준비자에 해당) 및
승인자(검토자에 해당) 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업 사용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 사용자가 기본 사용자로부터 인계받도록 하려면
기본 사용자의 상태가 사용불가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관리자가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워크플로우 선택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새로 작성 또는 편집 알림 유형 대화상자에서 워크플로우 탭을 누릅니다.

a. 지정 대상자의 경우 멤버 선택기를 눌러 지정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지정 대상자는
이 유형을 작성할 때 알림에 대해 작업하도록 지정된 개인 또는 팀입니다. 지정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알림을 작성하는 사용자가 하나를 입력해야 합니다.

b. 선택사항: 백업 사용자의 경우 지정 대상자의 백업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탭에서 백업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 사용자는
기본 지정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알림 작업을 백업하도록 지정된 개인입니다.
이전에 지정 대상자와 백업 지정 대상자를 지정했어야 합니다.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가 팀 ID로 설정되면 백업 사용자 필드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c. 추가(+)를 눌러 승인자를 추가하고 승인자의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레벨

• 사용자 이름

• 백업 사용자 - 기본 승인자가 사무실에 없으면 알림을 받을 기본 백업 승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 유형을 생성할 때 알림의 기본 승인자 사용자 또는 팀 레벨을 하나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가 아닙니다. 승인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알림을
생성하는 사용자가 승인자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3.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21장
알림 유형 생성

21-6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조회자] 탭을 사용하여 알림 유형에 맞는 조회자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된 알림
유형을 사용하여 알림을 생성하면 해당 조회자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알림 조회자는 설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조회자 액세스 권한으로 속성과 질문이 추가되면 조회자가
해당 객체에 대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 권한 지정

조회자 권한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새로 생성 또는 편집을 누르고 조회자 탭을 누릅니다.

3. 추가를 누르고 알림 유형에 대한 보기 액세스 권한을 가질 사용자 또는 팀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 사용자/팀 멤버 선택기를 엽니다. 외부 조회자의 경우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선택사항: 외부 사용자 추가를 눌러 알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시스템 외부의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외부 사용자는 알림을 볼 수 없으며, 통지만 받습니다. 서비스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5. 조회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외부 조회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중복된 전자메일 주소가 있으면
변경사항을 알림 유형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6. 통지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릴 알림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우선순위 레벨 이상에 대해 알림이 전송됩니다. 높음으로 설정되면 알림이 높음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통지를 보냅니다. 낮음으로 설정되면 모든 우선순위 유형(낮음, 중간, 높음)에 대한
통지를 보냅니다. 기본 통지 우선순위는 (사용 안함)입니다.

7.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8.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알림 유형에 대한 질문 추가

알림 유형을 생성할 때 알림 유형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전에 사용자가 작업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을 완료할 때 특정 프로세스를 따랐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관리자, 지정 대상자, 승인자, 소유자 또는 조회자 역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로부터 주요 세부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숫자, True/False 등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 질문인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필수 질문인 경우 사용자는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을 위해
조정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버튼을 사용하여 질문의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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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

질문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새로 생성 또는 편집 대화상자에서 질문 탭을 선택합니다.

3. 추가를 누릅니다.

4. 질문에 질문 텍스트를 최대 4000자로 입력합니다.

5. 유형 목록에서 질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자

• 날짜 및 시간

• 정수

• 목록

질문에 적합한 응답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 여러 라인 텍스트

최대 길이는 4,000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3-50라인 사이의 라인 수를 입력합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에 따라 [작업] 대화 상자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텍스트 라인 수가
결정됩니다.

• 번호: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숫자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 숫자에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화 기호] 목록에서 통화 기호(예: 달러($))를 선택합니다.

– [음수] 목록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스케일] 목록에서 숫자의 스케일 값(예: 1000)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

• True 또는 False

• 사용자

• 예 또는 아니요

6.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에 대한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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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 속성 적용

속성을 선택할 때 속성 유형에 따라 속성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속성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남부, 동부, 서부를 값으로 가지는 영업 지역이라는 목록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알림 유형이 서부 영업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영업 지역 속성을 추가하고 이 속성을 "서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적용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새로 생성 또는 편집을 누르고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3. 추가를 누릅니다.

a.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b. 값의 경우 속성에 따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속성의 값을 선택하거나 값을 입력합니다.

c. 선택사항: 속성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려면 역할 및 액세스 권한을 선택합니다. 역할 및
액세스 권한 값을 설정하려면 액세스 권한 테이블에서 추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d.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4.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에 대한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알림 유형 보기, 검색 및 필터링
알림 유형 및 알림 유형 내역을 보고 알림 유형을 검색 및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유형 보기

• 알림 유형 내역 보기

• 알림 유형 검색 및 필터링

알림 유형 보기

[알림 유형]에서 알림 유형 목록에 대해 표시할 열을 지정하거나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열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다음 태스크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및 모두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뷰와 열 순으로 선택한 다음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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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뷰, 열 순서 조정 및 열 순으로 선택한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해당 화살표를 끌어와 순서를 변경합니다.

• 열을 정렬하려면 정렬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릅니다.

• 열 너비를 변경하려면 화살표가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 구분자를 마우스로 가리키고
원하는 너비로 열을 끕니다.

알림 유형 내역 보기

시스템은 알림 유형 작업에 내역을 유지보수합니다. [내역] 탭에는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구성요소, 수정 유형, 기존 값과 새 값, 수정한 사용자 및 변경 날짜가 표시됩니다. [내역]
탭의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알림 유형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편집을 누르고 알림 유형, 내역 탭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내역을 본 후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알림 유형 검색 및 필터링

알림 유형 목록의 검색 필드에서 간단한 텍스트 검색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알림 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목록에 표시되는 알림 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알림 유형이 표시됩니다.

알림 유형을 검색하고 필터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알림 유형을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3. 선택사항: 필터링 가능한 속성으로 목록 범위를 좁히려면 필터 추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Equals, Does Not Equal, Contains, Does Not Contain, Starts With, Ends
With와 같은 사용가능한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유형의 필터링 기준은 이름, 알림 유형 ID, 사용으로 설정됨, 설명, 생성자, 생성
날짜, 마지막 업데이트자 또는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및 연계 대상입니다.

알림 유형 편집 및 삭제

알림 유형 편집

알림 유형의 이름과 설명을 편집하고 사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사용가능한 알림 유형 목록에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잠긴 기간의 항목은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긴 기간과 연계된
알림은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 진행 상태를 보유하고, 기간에서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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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할 알림 유형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3. 알림 유형을 편집한 후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주:

트랜잭션 일치와 연계된 알림 유형의 경우 일치 유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알림 유형 삭제

알림 유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삭제하면 알림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알림 유형 지정이 손실됩니다.

알림 유형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왼쪽의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2. 삭제할 알림 유형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삭제, 확인 순으로 누릅니다.

.

알림 규칙 생성
조정 상태가 변경되면 트리거되는 알림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형식, 프로파일 또는 조정에
추가할 알림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 규칙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조정을 선택합니다.

2. 조정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3. 규칙 탭을 선택하고 +(새로 작성)를 누릅니다.

4. 새 규칙 대화상자에서 규칙 드롭다운의 알림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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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림 생성 규칙 정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선택사항: 규칙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알림 이름(예: 누락된 데이터)을 입력합니다.

• 유형에서 드롭다운 목록의 알림 유형(예: 기본 알림)을 선택합니다.

•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 레벨(높음, 중간 또는 낮음)을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제한사항에서 없음(기본값), 마감 방지 또는 워크플로우 방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트랜잭션 일치 알림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소유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소유자를 선택합니다.

• 지정 대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지정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승인자를 입력합니다.

• 알림 설명을 입력합니다.

• 기준을 입력하고 필터 조건을 사용하여 필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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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같거나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에서 프로덕션 인스턴스로 또는 서비스의 프로덕션 인스턴스에서 다른 프로덕션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복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는 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사용하거나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면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스냅샷 익스포트 작업을 생성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사용에 대한 세부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마이그레이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툴의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툴, 마이그레이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Financial Close Management을 선택하여 Account Reconciliation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주:

Account Reconciliation Cloud에서는 최신 서비스 버전에서 이전 서비스 버전으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예: 프로덕션 전에 테스트를 업그레이드하는
중 테스트 및 프로덕션 pod 간에 스냅샷을 이동하는 경우). 동일한 버전 간
마이그레이션은 계속 지원됩니다. 프로파일과 같은 일부 객체는 최신 서비스
버전에서 익스포트한 다음 이전 버전으로 임포트하여 최신 버전에서 마이그레이션
스냅샷 외부의 이전 버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

또한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사용하여 Data Management 아티팩트 또는 그룹 및
멤버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동일한 환경이나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여 스냅샷을 익스포트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새 환경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새 환경으로 스냅샷을 임포트합니다.

EPM Automate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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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터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세스는 다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 인스턴스의 전체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 스냅샷 파일을 익스포트합니다.

• 로컬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스냅샷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새 환경에 스냅샷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새 환경에 스냅샷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소스 환경에서 스냅샷 익스포트

1. 홈에서 네비게이터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관리 탭에서 Financial Close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3. 아티팩트 목록에서 조정 관리자를 누릅니다.

4.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5. 스냅샷 폴더의 이름을 입력하고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마이그레이션 상태 보고서는 스냅샷의 초기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6. 새로고침을 누르고 완료됨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생성한 스냅샷 파일이 아티팩트
스냅샷 목록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주:

다른 환경에서 해당 스냅샷을 사용하려면 로컬 네트워크에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로컬 드라이브에 스냅샷 파일 다운로드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스냅샷 파일(.zip)을 로컬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합니다.

주:

동일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다운로드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1. 홈에서 네비게이터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관리 탭에서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확장합니다.

3. 다운로드하려는 스냅샷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5.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선택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새 환경에 스냅샷 파일 업로드

새 환경으로 이동하는 경우 스냅샷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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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일한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업로드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1. 홈에서 네비게이터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관리 탭에서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업로드를
선택하십시오.

3. 스냅샷 .zip 파일의 위치를 찾아보고 업로드를 누릅니다.

4.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이 표시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스냅샷 목록에서 업로드된 스냅샷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환경에 스냅샷 파일 임포트

1. 새 환경의 홈에서 네비게이터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관리 탭에서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확장합니다.

3. 임포트할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4. 아티팩트 목록에서 조정 관리자를 누릅니다.

5. 임포트를 누른 다음, 계속하기 위해 묻는 프롬프트에서 예를 누릅니다.
마이그레이션 상태 보고서는 스냅샷의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6. 새로고침을 누른 다음 완료됨 상태가 표시되면 스냅샷 파일이 임포트되어 새 환경에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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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온-프레미스 Financial Close Management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Cloud로 마이그레이션

Oracle Hyperion Financial Close Management, Account Reconciliation Manager 모듈의 온-
프레미스 환경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로 Financial Close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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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카이브, 복원, 제거 사용

관리자는 아카이브, 복원 및 제거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아카이브하고 필요에 따라 아카이브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아카이브 수행
아카이브 로컬에 저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 파일에 조정 준수에서 선택된 기간의 조정과
트랜잭션, 관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준수에서 복원하기
복원 저장된 조정 준수 아카이브 파일을 다른 시스템 또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준수에서 삭제하기
조정 준수에서 제거는 선택된 기간의 모든 조정, 트랜잭션 및 관련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조정만 제거됩니다. 아카이브된 기간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Transaction Matching에 아카이브
아카이빙을 사용하면 지원 및 조정 세부정보와 함께 지정된 일치 트랜잭션 세트를 아카이브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Transaction Matching에서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표시 취소
이전에 아카이브한 일치하는 트랜잭션은 표시를 취소한 다음 후속 아카이브 작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Transaction Matching에서 데이터 제거
제거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환경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일치 트랜잭션을 제거합니다. 특정
일치 트랜잭션 세트를 직접 삭제하거나 아카이브된 일치 트랜잭션 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Transaction Matching에서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추출
트랜잭션 아카이브 작업을 위해 아카이브 파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아카이브 파일 및
콘텐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수행
아카이브 로컬에 저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 파일에 조정 준수에서 선택된 기간의 조정과 트랜잭션,
관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기존 LCM(Lifecycle Management) 익스포트 및 임포트 기능의 확장으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해 LCM에 조정의 새 아티팩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아카이브 파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거나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아카이브 파일 또는 사용자가 생성한 LCM 익스포트 파일은 생성한 후 60일이 지나면 경고 없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표준 스냅샷 정책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정 준수에서 아카이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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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카이브할 수 있는 기간 목록에서 아카이브할 기간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아카이브를
선택합니다. 아카이브의 기본 폴더 이름이 표시되며 파일 이름 형식은
Archive_ARCS_<period_name>_<time_stamp>입니다. 파일 이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rchive_ARCS_Sep-17_2018_01_09 16-19-58

3. 아카이브를 눌러 아카이브를 시작합니다.
 

 

4. 아카이브 상태는 백그라운드 아카이브 작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백그라운드로
아카이브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작업을 계속하려면 닫기를 누릅니다. 상태는 작업
대화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작업이 완료되면 아카이브된 조정 수와 아카이브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6. 아카이브에 액세스하려면 툴, 마이그레이션 순으로 이동하여 기간 이름 및
타임스탬프로 아카이브를 확인합니다.

조정 준수에서 복원하기
복원 저장된 조정 준수 아카이브 파일을 다른 시스템 또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은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고 선택한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Note:

아카이브를 Account Reconciliation의 현재 릴리스에서 이전 프로덕션 릴리스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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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기간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복원을 선택합니다. 복원할 수 있는 사용가능 아카이브가
표시됩니다. 파일 이름 형식은 Archive_ARCS_<period_name>_<time_stamp>입니다.

3. 복원할 아카이브를 선택합니다.

4. 복원을 눌러 복원을 수행합니다. 사용가능 아카이브 대화상자가 닫히고 복원 상태가
표시됩니다. 복원 작업이 성공하면 [최종 복원]에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복원은 자동으로
아카이브된 기존 데이터를 제거한 다음 복원합니다.

조정 준수에서 삭제하기
조정 준수에서 제거는 선택된 기간의 모든 조정, 트랜잭션 및 관련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조정만 제거됩니다. 아카이브된 기간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Note: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조정만 제거됩니다.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이미 아카이브된 기간 목록에서 제거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작업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해당 기간의 모든 데이터를 제거할 것인지 확인하는 제거 확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모든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는 경우 예를 눌러 제거를 확인합니다. 제거 상태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제거 작업이 성공하면 [제거됨] 열에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Transaction Matching에 아카이브
아카이빙을 사용하면 지원 및 조정 세부정보와 함께 지정된 일치 트랜잭션 세트를 아카이브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참조 및 규정 준수에 필요한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한 다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하려면 기간 및 일치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실행하면 이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모든 일치하는 트랜잭션이 작업 ID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된 트랜잭션은 후속 아카이브 작업에서 제외됩니다.

아카이브 작업이 성공하면 하나 이상의 .csv 파일 및 로그 파일이 포함된 .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각 .csv 파일에 포함되는 트랜잭션 수는 시스템 설정에 지정된 뱃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zip
파일의 이름은 Archived_Transactions_ match_type_name_job_ID .zip의 형식입니다. .csv
파일의 이름은 Archived_Transactions_ match_type_name_counter .csv의 형식이며, 여기서

counter는 0에서 시작하여 아카이브에 포함된 .csv 파일의 수까지 증가합니다. 로그 파일에는

아카이브 트랜잭션 작업 ID,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수, 조정 수 및 아카이브의
총 트랜잭션 수와 같은 세부정보가 포함됩니다.

아카이브 작업의 소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AMW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아카이브
작업의 상태는 중단됨으로 설정됩니다. 이 아카이브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의 표시를
먼저 취소한 다음, 새 작업을 제출하여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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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파일의 사본을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의 로컬에 또는 회사 네트워크의 중앙 서버에
다운로드 및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기타 모든 파일 및 작업 통계와 마찬가지로 아카이브 .csv 파일은 생성 후 6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러한 표준 정책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브 .csv 파일은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카이브 및 삭제의 일환으로 .csv
파일을 영구 저장영역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Transaction Matching에 아카이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Transaction Matching 작업에 액세스하려면 Transaction Matching을 누릅니다.

3. 작업 메뉴에서 트랜잭션 아카이브를 선택합니다.

트랜잭션 아카이브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경과에 아카이브해야 하는 일치 트랜잭션의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일치하는 모든 트랜잭션이 아카이브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시간은 애플리케이션에 설정된 서비스 시간대입니다.
서비스 시간대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UTC가 기본 표준 시간대로 사용됩니다.

5. 일치 유형에서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할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계정 ID에서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계정 ID를 지정하지 않으면 선택한 일치
유형의 모든 계정이 포함됩니다.

7. 제출을 누릅니다.

고유 작업 ID와 함께 아카이브 작업이 생성되고 작업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 작업의
결과는 대기 중으로 표시됩니다.

8. 작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몇 분 후에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9. 아카이브 작업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완료되면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됩니다.

10. 아카이브 파일 및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 성공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이 포함된 zip 파일 및 아카이브
작업에 대한 로그 파일의 파일 2개가 표시됩니다.

아카이브를 수행하는 동안 지정된 기준과 일치하는 트랜잭션이 없으면 로그 파일만
생성됩니다.

•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파일 이름을 누릅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표시
취소

이전에 아카이브한 일치하는 트랜잭션은 표시를 취소한 다음 후속 아카이브 작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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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의 표시가 취소되면 트랜잭션 아카이브 작업 ID가 제거됩니다. 아카이브 작업에 지정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이러한 트랜잭션을 향후 아카이브 작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표시 취소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의 기간 동안 9개월을 초과하여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을 삭제하기 전 트랜잭션 기간이
9개월이 아닌 1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아카이브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의 표시를 취소하고, 새 작업을 생성하여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새 기준으로
아카이브한 다음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을 삭제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트랜잭션 세트를 아카이브한
경우에도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의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실행하기 전 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아카이브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카이브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일치 트랜잭션의 표시를 취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Transaction Matching 작업을 확인하려면 Transaction Matching을 누릅니다.

3. 트랜잭션의 표시를 취소해야 하는 아카이브 작업의 오른쪽에 있는 줄임표를 누르고 트랜잭션
아카이브 표시 취소를 선택합니다.

고유 작업 ID와 함께 아카이브 트랜잭션 표시 취소 작업이 생성됩니다. 작업 상태는 대기
중으로 표시됩니다.

4. 몇 분 후 새로고침을 눌러 최신 작업 상태를 가져옵니다.

작업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완료되면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됩니다.

5. 작업에 대한 로그 파일을 확인하려면 성공을 누릅니다.

로그 파일은 표시 취소된 일치하는 트랜잭션의 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트랜잭션의 표시가
취소된 트랜잭션 아카이브 작업의 작업 ID도 포함합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데이터 제거
제거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환경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일치 트랜잭션을 제거합니다. 특정 일치
트랜잭션 세트를 직접 삭제하거나 아카이브된 일치 트랜잭션 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pics

•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삭제하기
제거를 사용하면 트랜잭션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Transaction Matching에서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삭제
아카이브된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의
조정 및 지원 세부정보도 삭제됩니다.

•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제거 모범 사례
트랜잭션 제거에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려면 권장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오.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삭제하기

제거를 사용하면 트랜잭션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 현재 환경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일치 트랜잭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치
트랜잭션에는 확인된 일치사항과 확인된 일방적 조정사항이 포함됩니다. 트랜잭션 삭제 대화상자의
삭제 작업은 일치 날짜 및 삭제할 일치 유형과 계정 ID 선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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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트랜잭션을 삭제하면 조정, 조정 세부정보, 연계된 지원 세부정보, 감사 내역 등의 기타
연계 객체도 모두 삭제됩니다. 따라서 삭제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을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트랜잭션 일치 구성 설정에서 뱃치 크기 옵션을 설정하여 트랜잭션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뱃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트랜잭션 일치와 조정 준수 간에 삭제 주기를 정렬하는 것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조정 준수가 아닌 다른 스케줄에서 트랜잭션 일치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정 준수에서 트랜잭션 일치로의 드릴백은 일부 또는 모든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일치하는 트랜잭션의 삭제를 수행하려면:

1. 작업에서 트랜잭션 일치 탭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트랜잭션 삭제를 선택합니다.
 

 

3. 트랜잭션 삭제 대화상자에서 삭제할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줄이도록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일치 날짜가 다음 일수 이전인 일치 트랜잭션 삭제에 현재 날짜로부터 일치
트랜잭션 삭제를 시작한 날짜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지정한 날짜도
삭제에 포함됩니다.
180일은 기본값입니다. 0에서 99999 사이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치 날짜가 현재 날짜인 2021년 5월 28일부터 180일 이전인 일치
트랜잭션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날짜는 2020년 11월 29일 자정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시간대에 따라 일치 날짜가 2020년 11월 29일 자정
이전이거나 일치하는 트랜잭션은 삭제됩니다. 서비스 시간대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UTC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일치 날짜가 현재 날짜인 2021년 5월 28일부터 10일 이전(2021년
5월 10일 이전)인 일치 트랜잭션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정된 서비스 시간대의 일치 날짜가 5월 18일이거나 5월 18일 이전에 해당하는
일치 트랜잭션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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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치 유형 선택(필수) - 드롭다운 목록에서 일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c. 계정 ID 선택(선택사항) - 연산자(Equals, Does not Equal, Starts With, Ends With,
Contains, Does not Contain)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면 삭제할 일치 트랜잭션 목록을
필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 제출을 누른 다음 계속하여 삭제를 눌러 제출을 확인합니다.

Note:

계속하기 전,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Transaction Matching에 아카이브의 설명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스냅샷으로 백업하고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작업 대화상자에 트랜잭션 작업 삭제가 표시됩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 삭제 처리 중에 발생하는 상황

•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동안 일치 유형을 잠그게 되므로 트랜잭션 임포트, 자동 일치 및 대화식
일치와 같은 다른 작업은 삭제 프로세스 동안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은 검증 확인을 실행하여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한 잔액 비교 또는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한 계정 분석에 링크된 프로파일에 회계 날짜가 잠금 대상일 이후이고 제거될 예정인 일치
트랜잭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제거될 예정인 트랜잭션(또는 조정)에 회계 날짜가 잠금 대상일
이후인 트랜잭션(또는 조정)이 하나 이상 있을 경우 로그 파일 메시지가 제공되며, 프로파일
제거는 무시됩니다.

• 프로파일에 지정된 삭제 일수를 초과하는 비일치 트랜잭션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프로파일에서 트랜잭션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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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치 트랜잭션의 기간을 확인하려면 비일치 트랜잭션 탭 또는 일치 카드의 트랜잭션
탭을 사용하여 기간(내림차순) 또는 날짜(오름차순)로 정렬합니다. 이제 삭제 작업의
완료를 방해하는 비일치 트랜잭션을 볼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은 삭제 이후 잔액 요약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삭제

아카이브된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의 조정 및 지원 세부정보도 삭제됩니다.

참고로 이 항목은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삭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랜잭션 기간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트랜잭션 세트를 삭제하려면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삭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서비스 관리자는 조직에 설정된 보존 기간을 초과하는 일치 트랜잭션을 먼저
아카이브한 다음 삭제합니다. 아카이빙을 사용하면 삭제되는 트랜잭션을 감사 또는 규정
준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Transaction Matching에 아카이브을 참조하십시오.

Note:

삭제된 트랜잭션은 롤백할 수 없습니다.

Note:

이후에 트랜잭션이 표시 취소된 아카이브 트랜잭션 작업에서 트랜잭션 삭제를
시도하면, 트랜잭션 삭제 작업이 실행되지만 로그 파일에는 삭제된 트랜잭션이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아카이브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Transaction Matching 작업에 액세스하려면 Transaction Matching을 누릅니다.

3. 트랜잭션을 삭제해야 하는 아카이브 작업의 오른쪽에 있는 줄임표를 누르고 트랜잭션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아카이브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삭제하라는 안내가 제공됩니다.

4. 계속하여 삭제를 누릅니다.

고유 작업 ID과 함께 트랜잭션 삭제 작업이 작업 목록에 추가됩니다. 작업의 초기 상태는
대기 중입니다.

5. 작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몇 분 후에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작업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완료되면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됩니다.

6. 성공을 눌러 로그 파일을 보고 다운로드합니다.

로그 파일에는 트랜잭션 아카이브 작업 ID, 일치 유형,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 삭제된
트랜잭션 수, 삭제된 총 트랜잭션, 삭제된 총 일치 및 작업에 소요된 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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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제거 모범 사례

트랜잭션 제거에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려면 권장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오.

일치 유형에 대한 트랜잭션이 제거되는 경우 일치 유형이 잠기고 트랜잭션 임포트, 수동으로
트랜잭션 일치, 자동 일치 실행 등의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 시간 외에
트랜잭션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트랜잭션 제거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으로 트랜잭션을 제거하는 경우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열어야 합니다. 오라클 고객지원센터는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하고 수행해야 할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오라클 고객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올바른 접근 방식에 대해 조언합니다.

• 제거할 트랜잭션의 볼륨

• 데이터 구성

Oracle은 프로덕션 인스턴스를 테스트 인스턴스로 복제한 후 먼저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트랜잭션을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연습에서 학습한 내용은 프로덕션 인스턴스에서
트랜잭션을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트랜잭션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조건

1.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2. 테스트 인스턴스를 백업하십시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환경 백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3. 프로덕션 인스턴스를 테스트 인스턴스로 복제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의 EPM Cloud 환경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트랜잭션 제거 단계

1.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합니다.

2. 오라클 고객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조언:

• 제거 작업을 위해 선택할 일치 트랜잭션의 적절한 기간

이는 제거해야 하는 트랜잭션의 볼륨을 기반으로 합니다.

• 구성에서의 뱃치 크기 설정

기본값은 200,000입니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창

이는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시작하기의 일별 유지관리 설정 참조). 이 설정을 변경하고
트랜잭션을 제거한 후 트랜잭션이 제거되면 이 설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3. 제거할 일치 트랜잭션 수를 평가합니다. 트랜잭션 일치의 트랜잭션 탭을 사용하거나 BI
Publisher 보고서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개수는 트랜잭션을 제거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에서 트랜잭션 검색를 참조하십시오.

4. 트랜잭션을 제거합니다.

5.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소요된 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러한 학습을 기반으로 프로덕션 인스턴스에서 트랜잭션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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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간격으로 트랜잭션 제거

처음으로 트랜잭션을 제거한 후 Oracle은 정기적으로 트랜잭션을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EPM Automate를 통해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에서 purgeTmTransactions를
참조하십시오.

일정한 간격으로 트랜잭션 제거 단계

1. 프로덕션 인스턴스에서 수행된 제거 프로세스의 학습 내용을 적용합니다.

2. 권장 설정을 사용하여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자동 제거 스케줄을 테스트합니다.

3. 자동화된 제거 스케줄을 프로덕션 인스턴스에 배포합니다.

Transaction Matching에서 아카이브된 트랜잭션 추출
트랜잭션 아카이브 작업을 위해 아카이브 파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아카이브 파일 및
콘텐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트랜잭션 작업을 위해 아카이브된 파일이 설정된 보존 정책에 따라 시스템에서
삭제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이 작업에서 일치하는 트랜잭션을 추출
및 검색하고, 그런 다음 이러한 트랜잭션이 포함된 새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을 추출하려면 트랜잭션 추출 작업을 생성합니다. 트랜잭션 아카이브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일치 트랜잭션이 추출되고 이러한 트랜잭션이 포함된 새 아카이브
파일이 생성되며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추출 작업의 작업 ID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을 아카이브한 작업을 작업 내역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을 추출해야 합니다. 작업 내역에 아직 나열된(즉, 60일 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의 추출을 시도하면 트랜잭션 아카이브
작업의 성공 링크를 사용하여 아카이브 파일을 다운로드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카이브한 트랜잭션을 추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Transaction Matching 작업에 액세스하려면 Transaction Matching을 누릅니다.

3. 트랜잭션을 추출해야 하는 아카이브 작업의 오른쪽에 있는 줄임표를 누르고 아카이브
다시 추출을 선택합니다.

고유 작업 ID과 함께 작업이 작업 목록에 추가됩니다. 작업의 초기 상태는 대기
중입니다.

4. 작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몇 분 후에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작업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완료되면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됩니다.

5. 성공을 눌러 로그 파일을 보고 다운로드합니다.

6. 아카이브 파일 및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 성공 위에 마우스를 놓습니다. 아카이브된 트랜잭션이 포함된 zip 파일 및 재추출
작업에 대한 로그 파일의 파일 2개에 대한 링크가 표시됩니다.

•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파일 이름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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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 태스크에 EPM Automate 사용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Account Reconciliation의 서비스 인스턴스
내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과 관련된 다음 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명령을 사용하여 반복 가능한 많은 태스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환율 임포트(importRates)

• 프로파일 임포트(importProfiles)

•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 잔액(importPreMappedBalances), 조정 준수 트랜잭션
(importPreMappedTransactions),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importTmPremappedTransactions) 등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 Data Management의 데이터 로드 정의에서 잔액 임포트(importBalances)

• 사본 프로파일을 기간으로 임포트하여 조정 프로세스 시작(createReconciliations)

• 기간 상태 설정(setPeriodStatus)

• 트랜잭션 일치의 자동 일치 프로세스 실행(runAutomatch)

• 서비스 인스턴스에 파일 업로드(uploadFile) 및 로컬 드라이브로 파일 다운로드
(downloadFile)

• 사용자 추가, 사용자 제거, 팀에 사용자 추가, 팀에서 사용자 제거(addUsers,
addUsersToTeam, removeUsers, removeUsersFromTeam)

다음을 포함하여 기타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Account Reconciliation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도 있습니다.

• 아티팩트 스냅샷 익스포트, 임포트 및 이름 바꾸기(exportSnapshot, importSnapshot 및
renameSnapshot 또는 copySnapshotFromInstance)

• 역할 관련 명령(assignRole, unassignRole 등)

• 매핑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importMapping 및 exportMapping)

• 파일 관련 명령(copyFileFromInstance, listFiles, deleteFile 등)

• 일별 유지관리 관련 명령(getDailyMaintenanceStartTime 및 runDailyMaintenance)

• 보고서 실행(provisionReport, userAuditReport, runDMReport 등)

• 기타 유용한 명령(feedback, encrypt, help, login, logout, recreate, resetService,
runBatch, runDataRule, upgrade 등)

다양한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생성한 다음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실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인스턴스에서 일일 유지 관리 백업을 다운로드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아티팩트 및 데이터의 로컬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EPM Automate Utility 명령의 전체 목록을 알아보려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용 EPM Automate 작업에서 명령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EPM Automate 사용 비디오 보기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누르십시오.

25-1



25장

25-2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2843


26
EPM Cloud 환경 연결 정보

개요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유형의 여러 EPM Cloud 환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 Account Reconciliation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Narrative Reporting

•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서비스 관리자가 연결을 설정하고 나면 EPM Cloud 환경 전체에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하나의 로그인으로 단일 액세스 지점에서 환경 전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카드에 있는 탭 또는 클러스터 내에서 양식, 대시보드 등 환경 전체의 아티팩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환경의 아티팩트는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

두 서비스가 모두 있으면 Oracle Analytics Cloud Enterprise Edition 또는 Professional
Edition 5.6을 EPM Cloud 플랫폼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구성한 경우
Oracle Analytics Cloud에서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Oracle Analytics Cloud에서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생성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저장소(RPD) 파일에서 EPM 데이터를 모델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Analytics Cloud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어떤 EPM Cloud 환경에 연결할 수 있습니까?

소스 환경은 연결을 생성하는 환경입니다. 타겟 환경은 소스 환경에서 연결하는 환경입니다.

다음 소스 환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환경은 타겟 환경일 수도 있음).

• Planning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또한 소스 환경은 다음 타겟 환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환경은 소스 환경일 수 없음).

• Account Reconciliation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Narrative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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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다른 EPM Cloud 환경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네비게이터() 메뉴에서 소스 환경 및 타겟 환경 간에 토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환경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소스 환경의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여 홈 페이지에서 다른 타겟 환경의
클러스터, 카드 및 아티팩트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환경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이렉트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을 원활하게 통합 다이렉트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고려 사항

• 서비스 관리자만 환경 간 연결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링크를 눌러 링크된 환경을 엽니다. 링크된 환경 내 액세스는 사전
정의된 역할 및 사용자에게 지정된 액세스 권한(있는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환경 간 네비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환경 간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설정된
모든 환경 인스턴스가 동일한 ID 도메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주:

타겟 및 소스 환경 인스턴스가 동일한 ID 도메인에 속하지 않으면 인스턴스
간에 연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관리자는 회사 SSO(ID 제공자) 인증서를 사용하여 환경 간 연결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SSO에 대해 환경이 구성된 경우 환경 간 연결을 구성하는 서비스 관리자에 대해 ID
도메인 인증서가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 간에 환경 간 연결을 마이그레이션하면 특정 사용 사례
시나리오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환경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Vanity URL은 환경 간 연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 통합

다이렉트 URL 정보

Oracle ERP Cloud와 같은 기타 소스 시스템은 연결된 EPM Cloud 환경 내에서 카드, 탭 및
하위 탭에 포함된 아티팩트에 직접 연결할 URL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Oracle ERP Cloud와 같은 기타 Cloud 환경은 다이렉트 URL 링크를 사용하여 양식,
대시보드 및 인포릿과 같이 연결된 EPM Cloud 콘텐츠를 엽니다. EPM Cloud와 다른
시스템 간의 통합을 원활하게 하려면 URL 익스포트라는 익스포트 옵션을 사용하여 연결된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각 카드, 탭 또는 하위 탭의 고유한 URL을 제공하는
CSV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URL은 네비게이션 플로우 및 클러스터별로 그룹화되어
URL을 CSV 파일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기 또는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CSV 파일을 열고 소스 시스템 페이지 내에서 관련 URL을 포함하여 실행
지점으로 EPM Cloud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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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익스포트

EPM Cloud URL을 CSV 파일에 익스포트하려면:

1. EPM Cloud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사용자 이름 옆의 아래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3.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URL 익스포트를 누른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CSV 파일은 로컬 머신의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며 파일 이름은 서버의 현재 날짜 및 시간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됩니다(예: 19_Feb_2021 13_15_38 Navigation Flow URLs.csv).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을 찾아 텍스트 편집기 또는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엽니다.

익스포트된 URL 파일 보기

CSV 파일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모든 URL을 나열합니다. 각 카드, 탭(세로 탭) 및 하위 탭(가로
탭)에는 고유 URL이 있습니다. 메모장 또는 Microsoft Excel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에서 보는 경우
각 카드, 탭 및 하위 탭에 대한 URL을 식별하므로 각 아티팩트에 대한 URL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URL은 네비게이션 플로우 및 클러스터별로 그룹화됩니다.

Note:

카드, 탭 및 하위 카드에만 URL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및 클러스터에는 URL이
없습니다.

메모장에 보이는 대로 다음 예제 다이렉트 URL 익스포트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URL 익스포트 파일은 수직 막대 또는 파이프( | ) 구분자로 구분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

• 상태

• 유형

• 클러스터, 카드, 탭 또는 하위 탭의 이름

• URL

• 표시

• 역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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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Microsoft Excel에서 URL 익스포트 파일을 보려면:

1. Excel을 연 다음 데이터 메뉴를 누릅니다.

2. 새 쿼리를 누른 다음 파일에서를 누르고 CSV에서를 누릅니다.

3. 익스포트한 CSV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임포트를 누릅니다. 새 창에 CSV 파일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4. CSV 파일의 첫번째 행인 머리글 행을 만들려면 편집을 누르고 첫번째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누른 다음 닫기 및 로드를 누릅니다.

결과 Excel 파일은 다음 예제와 유사합니다.

 

 

연결된 다른 환경에 통합하려는 카드, 탭 또는 하위 탭의 고유한 URL을 찾아 복사합니다.
URL 타겟만 열리며 타겟 아티팩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타겟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작업 중인 경우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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