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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ut Oracle Cloud EPM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M Cloud 개요

•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개요

• Sales Planning 개요

• Oracle Cloud EPM Infrastructure

• 정보 소스

EPM Cloud 개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lanning

• Planning 모듈

• 무형식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Account Reconciliation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Narrative Reporting

서비스 및 환경 정보

EPM Cloud에서 작업할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서비스마다 두 개의 환경 즉,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nning(Planning and Budgeting Cloud) 개요

Planning은 동급 최고의 검증되고 유연한 계획 및 보고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용으로 빌드되고 배포된 구독 기반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솔루션입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 전체에서 비즈니스 플래너, 분석가, 모델러 및
의사 결정자에게 즉각적인 가치와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웹 2.0 또는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작용하여 모델링, 계획 및 보고합니다. 확장 및 수행에 적합하게
빌드된 서비스는 산업 표준 Oracle Cloud EPM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검증된 플랫폼 및 기술

서비스는 데이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조각화를 방지하여 회사에서 클라우드 전략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racle Cloud EPM 리소스를 최적화하도록 빌드되었습니다.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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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아키텍처는 입증된 Planning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양한 업계에서 간단하거나
복잡한 계획 사용 사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racle Cloud EPM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전체 사용자 프로파일을 한 곳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직이 구독하는
모든 Oracle Cloud EPM 서비스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급 최고 기능

서비스는 시간이 중요하며 목표 지향적인 계획 활동에 대한 동인 기반 모델링, 연속 예측 및
관리 보고를 위해 직관적인 웹 2.0 및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즉각적인 모델을 작성하고 공유하며 정교한 통계 예측 기능을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하며 민첩한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력한 노트, 설명, 문서
첨부파일, 태스크, 워크플로우 및 보고 기능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실시간 협업
계획 및 차이 분석을 수행하도록 빌드되었습니다.

확장 가능하며 유연함

서비스는 강력한 Essbase OLAP 계산 엔진 및 포괄적인 규칙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대량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에 내장된 시간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는 기본 제공 분산 및 빠른 주문형 집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시
모델을 작성하고 공유하여 Microsoft Excel 및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게 빌드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지원

서비스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계획 활동을 작성, 배포 및 관리하는
원스톱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고객의 사용 편의성 또는 셀프 서비스를 손상시키지
않고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배포, 데이터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외에도
패키징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데이터 통합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이슈를 제기하고 지원을 받고 제품 향상을 모색하는 포괄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정교한 데이터 통합 사용 사례를 위한 포괄적인 매핑 기능과 플랫 파일 및
Excel 기반 임포트 및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보를 원활하게 로드하고 추출하며
소스 ERP로 드릴 백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배포

서비스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만 하면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얻거나, 설치,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구입, 설치 또는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 Oracle
Hyperion Partner 네트워크의 전문적 제품 지식을 활용하여 빠른 시작 템플리트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계획 애플리케이션을 몇 주 안에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식성

기존 Planning 고객은 기본 제공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온-프레미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포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통해 조직은 IT 리소스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도 엔터프라이즈의 다른 비즈니스 라인에 Planning 사용량을
소개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Plann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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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모듈 개요

Planning 모듈은 재무, 인력, 자본 및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양식, 계산, 대시보드, 동인 및 KPI(주요 성과
표시기)를 비롯한 미리 정의된 기본 제공 모범 사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데이터,
계획 및 예측을 동적으로 반영하는 대시보드 및 보고서와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Planning 모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재무

재무 솔루션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통합된 동인 기반 계획을 제공합니다.
KPI, 동인, 계정 등의 기본 제공 도구는 보고서를 더 빨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무를
사용하여 비용 및 수익 계획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재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인력

인력 솔루션을 사용하면 인원수 및 보상 계획에서 재무 계획을 인력 계획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원수와 급여, 혜택, 세금 등의 관련 인력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프로젝트

프로젝트 솔루션은 프로젝트 계획 시스템과 재무 계획 프로세스 간의 차이를 좁힙니다. 조직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전체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 및 장기 재무 목표에 맞게
조정되도록 지원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자본

자본 솔루션은 자본 자산이 재무 계획에 미치는 장기 영향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여 자본 비용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자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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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델링

전략적 모델링 솔루션은 다양한 재무 예측 및 모델링 기능이 결합되어 있으며 장기적,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및 모델링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전략적 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으로 설정한 항목에 따라 이 가이드에 설명된 모든 기능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증분 방식으로 일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 대시보드, KPI, 규칙 등이 더 추가됩니다.

무형식 개요

무형식은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에 배포된 구독
기반의 유연한 맞춤형 보고 및 계획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우수성이 검증되었으며
확장성이 뛰어난 동급 최고의 Oracle SaaS Cloud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또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솔루션 간에 보고 데이터 조각화를 방지하여 클라우드 전략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 보고 및 계획 사용 사례에 도움을 주는 즉각적인
가치와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Understanding
FreeForm in Administering FreeForm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또는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형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협업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보고, 분석, 계획합니다.

검증된 플랫폼 및 기술

무형식 기능 아키텍처는 입증된 EPM Cloud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업계에서
간단하거나 복잡한 사용 사례를 해결할 통합 보고 및 계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엔터프라이즈 전체의 보고, 마감, 계획 사용 사례를 사용자 및
해당 보안과 함께 중앙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급 최고 기능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손쉽게 실시간 협업 대시보드로 즉시 보고서와 계획
모델을 생성 및 공유하고 강력한 주석, 설명, 문서 첨부, 태스크, 워크플로우, 보고 기능을
사용하여 임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하며 유연함

무형식은 강력한 Essbase OLAP 계산 엔진과 포괄적인 웹 및 Microsoft Office 기반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활용하여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 복잡한 그리드를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시간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는 미리 정의된 분산 기능과 빠른 주문형
집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시 모델을 생성하고 공유하여 Excel 및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게 빌드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지원

무형식은 유연하고 사용자정의 가능한 모델링 및 보고 솔루션을 Oracle 및 Oracle 이외의 더
큰 트랜잭션 시스템에 원활하게 플러그인할 수 있는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배포, 데이터 백업, 마이그레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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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또한 소규모 고객의 사용 편의성 또는 셀프 서비스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패키징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데이터 통합 기능을 지원합니다. 더욱 정교한 데이터 통합
사용 사례를 위한 포괄적인 매핑 기능과 플랫 파일, Excel 기반 임포트 및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보를 원활하게 로드하고 추출하며 소스 ERP 시스템으로 드릴 백할 수 있습니다.

Essbase 포팅 기능

기존 무형식 고객은 내장된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Essbase 애플리케이션을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포팅하여 해당 Essbase 큐브의 SaaS 기반 배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조직은 보고 및 계획에 대해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통합 배포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통합된 구성 내에서 보고, 분석,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에는 웹 및 Smart View 인터페이스를
통한 보고 및 계획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얻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구입, 설치 또는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형식을 사용하면 전 세계 Oracle Hyperion Partner 네트워크의 전문적 제품
지식을 활용하여 몇 주 안에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는 Oracle Cloud용으로 빌드되어 배포된 구독 기반 연결 및
보고 솔루션입니다. 하드웨어 및 최소 IT 지원 없이 빠르게 구현하려는 사용자용으로 간단하고 빠른
배포를 제공합니다. 통합 및 마감 프로세스 태스크용으로 기본 제공되는 기능과 함께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간소화된 태블릿 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본 대시보드 및 분석

• 상세 분석을 위해 사전 정의된 차원

• 사전 빌드된 양식과 보고서로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구성

• 통화 환산 및 FX 조정 계산

• 자동화된 현금 흐름

• 사용자정의 필요성이 제한된 동적으로 미리 정의된 계산

• 쉬운 감사를 위해 간소화된 통합 차원

• 마감 달력 태스크 관리 및 워크플로우

• 보충 스케줄 데이터 관리

목표 비디오 보기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요 가져오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연결 및 마감 프로세스 시작하기
 시작하기 비디오

Tax Reporting 개요

Tax Reporting은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또는 IFRS(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보고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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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는 세금 자동화, 데이터 수집, 법인세 준비금 계산, 발생
이익 자동화, 세금 보고 및 분석, CbCR(국가별) 보고 등 법인세 준비금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ax Reporting은 법인세 준비금 준비를 위한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준비금, 유효 세율 및
이연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US GAAP 및 IFRS에 따라 법인세 회계 표준을
준수합니다.

Tax Reporting은 회사 마감 프로세스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통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법인이 연결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하도록 연결 세전 수익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에서 기말 마감과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세율, 외화 환율 같은 모든 필수 수치가 완료되면 Tax Reporting은 자동으로
법인 및 관할권별로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합니다.

준비금 계산에서 Tax Reporting은 분개 입력 및 초안 법인세 재무제표 공개, 지원 스케줄로
완료를 생성합니다. 지원 스케줄은 재무제표에 대한 법인세 각주에 요구되는 공개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 외국 및 국내 엔티티의 세전 수익

• 현재 및 이연 세금 비용별 연결 법인세 준비금

• 연결 및 법정 유효 세율 조정

•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및 가치 평가 충당금 구성(필요에 따라)

목표 비디오 보기

Tax Report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개요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에서 비용 및 수익을 정확하게 측정, 할당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제품, 고객, 지역, 지사와 같은 비즈니스
세그먼트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수익 할당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비용
분해,소비 기반 원가 계산, 시나리오 재생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계획 및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현대적으로 구현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다른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성요소와 매끄럽게 통합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모델은 관리 보고 계산 및 보고 방법
분야에 대한 경험은 많으나 스크립팅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은
분석가가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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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비디오 보기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둘 다 포함됩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관리 보고 계산 및 보고 방법 분야에 대한 경험은 많으나 스크립팅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은 분석가에게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할당 모델 빌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가리킨 후 눌러 할당 사용자정의 계산 규칙의
복합 워터폴 프로세스를 빌드하는 모델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순차적으로 제어되는 모델로
구성된 수백 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복합 워터폴을 여러 기간 또는 예측 범위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프로세스 관리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모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실행 결과를 되돌리는 간단한 프로세스 실행 제어를 제공합니다. 전체 계산 내역을 제공하고
지정된 특정 시점에 모델 논리, 계산 결과, 성능 통계의 검토를 지원합니다.

재무 및 계획 시스템과 통합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유연한 디자인 구조를 통해 모델은 여러 소스
시스템의 차원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많은 재무 및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보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디자인 유연성 및 통합 기능을
통해 여러 금융 및 보고 시스템의 할당 프로세스를 일반적인 기능 할당 허브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투명성

논리 변경, 성능 통계, 규칙별 결과 추적에 대한 계산 감사 보고서는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세한 규칙 트랜잭션 결과를
통해 할당된 값의 소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개요를 확인합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시작하기  기능 개요 둘러보기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기  개요 비디오

Account Reconciliation 개요

조정에서는 계정 잔액이 정확한지 확인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계정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Service를 통해 회사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프로세스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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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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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Reconciliation은 [조정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라는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조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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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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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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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다가오거나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됩니다.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일치]는 Account Reconciliation의 통합 모듈이며, 기존의 [조정 준수] 기능
세트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여 회사는 대용량의 노동 집약적인 조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조정 준수] 내의 추적 기능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모듈은 회사가 품질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면서도 조정 수행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nterprise Data Management 개요

Enterprise Data Management는 기업이 애플리케이션별 비즈니스 뷰포인트를 관리하고,
뷰포인트 간 변경사항을 제어하고, 데이터 세트를 공유 및 매핑하여 클라우드 배포를
가속화하고, 참조할 권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민첩한 최신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작업

애플리케이션 생성자는 연결된 각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기본 뷰라고 하는
일반 사용자 환경을 생성합니다. 등록 시 생성자는 다른 사용자를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뷰에는 등록된 각 애플리케이션 차원을 목록 또는
계층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최적화된 관점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및 뷰 소유자가 모여 사용자정의 뷰 및 관점(예: 주제 영역별 또는
비즈니스 도메인별)을 조정하고 변경 관리 뷰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관리자가 해당 미리보기 내에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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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및 관점 작업

뷰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대한 일반 사용자 포털입니다. 뷰 내에서 또는 여러 뷰에서 관점을
찾아보거나 검색합니다. 기여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점으로 더티 차원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이슈를
검증 및 해결하여 참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차이를 이해하려면 관점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관련 등록정보를 시각적으로 맞추고 값을 복사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청을 생성합니다. 구독을 통해 타겟 뷰포인트가 소스 뷰포인트를 구독하게 하여
뷰포인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스 뷰포인트에 관한 업데이트가 수행되면 대상
뷰포인트에서 동일한 변경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요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요청으로 변경 관리

요청은 변경의 기초 작성 블록을 나타냅니다. 요청을 사용하여 관점 변경사항을 모델링합니다. 타겟
관점을 기준으로 모든 변경사항을 시각화하고, 검증하고, 영향을 분석한 다음 커밋합니다. 파일
소스에서 뱃치로 또는 대화식으로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요청 활동을 찾아보고 커밋된
변경사항을 감사합니다.

협업 워크플로우

협업 워크플로우는 제출 프로세스, 승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다음 관리 과제를 해결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차원, 계층 세트 또는 노드 유형 레벨에서 하나 이상의 승인 정책을 구성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수준 높은 결과를 달성하도록 승인자 초대를 조정하는 동시에 승인 정책을
실행합니다.

• 여러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 요청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관련 변경에 대한
승인을 보호합니다.

• 구독 요청과 함께 승인을 사용하여 여러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차원 레벨
강화 및 승인 단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 함께 검증, 승인 및 커밋되는 항목을 요청 내에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관리에 무결성이
확립되고 변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체 뷰 및 관점 생성

사용자정의 뷰 및 관점을 조정하여 대체 계층을 빌드하거나, 비교를 위해 읽기 전용 참조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목록의 계층 멤버로 작업합니다. 관점을 복사하여 과거 스냅샷을 작성하거나, 가정
시나리오를 수행하거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정보 모델

각 관점은 연계된 비즈니스 객체(노드 유형 사용), 연계된 상위 하위 관계(관계 세트 사용), 최상위
노드와 같은 연계된 술어(노드 세트 사용)를 지정하여 일반 사용자의 각 관점을 구성하는 데이터
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점은 논리적으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주제 영역을 나타내는
뷰로 그룹화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뷰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맵 빌드

새 데이터 체인을 생성하여 매핑 관계를 관리합니다. 매핑 관점을 구성하여 하나 이상의 소스를 각
대상 애플리케이션 차원에 매핑합니다. 소스와 대상을 비교하고 요청을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맵을 빌드합니다. 각 대상 차원의 매핑 키 및 위치를 구성하여 데이터 맵을 익스포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통합

사전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예: Planning,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Business Suite General
Ledger, Oracle Financials Cloud General Ledger)과의 통합을 가속화합니다.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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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로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활용하여 다른 모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합니다. 마법사 기반 구성 환경을 사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연결을
설정하고, 임포트 및 익스포트 작업을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를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별 뷰를 구성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을 온보드합니다.

태스크 자동화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대화식으로 또는 스케줄링된 프로세스를 통해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인스턴스에서 마이그레이션하고,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환경을 재설정하고, 환경을 재생성합니다.

트랜잭션 내역 감사

트랜잭션 내역을 감사하여 시간에 따른 노드, 등록정보 및 관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내역은 요청을 커밋할 때 기록됩니다. 트랜잭션 내역을 보고,
필터링하고, 파일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비즈니스 논리에 대한 표현식

표현식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노드에 대한 사용자정의 비즈니스 규칙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생된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변환에 대해 표현식을 구성하여 뷰포인트에 있는
노드의 등록정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은 팔레트와 편집기를 사용하여 그래픽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 EPM Cloud에서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목표 다음 비디오 확인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에
대한 개요 알아보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둘러보기

비디오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를 사용하여 두 가지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독립형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독립형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정보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서비스는 기업 전체에서 마스터, 참조,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 및 제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립형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뷰포인트라는 포털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요청을 통해
뷰포인트 간 변경사항을 제어하며, 구독을 통해 대체 비즈니스 관점을 동기화하고, 상위 -
1차 하위 관계 및 복합 다차원 조합을 통해 데이터 세트를 매핑합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변환을 가속화하고,
인수 합병 위험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분석을 활성화하고, 표준을 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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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비즈니스 운영 방법과 성과 측정 및 미래 계획 방법 간에 연계를 이루도록 구조적 변화를
조정하는 데 참조할 권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는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의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다릅니다.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보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이
애플리케이션별 비즈니스 뷰포인트를 관리하고, 뷰포인트 간 변경사항을 제어하고, 데이터 세트를
공유 및 매핑하고, 참조할 권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민첩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Enterprise Data Management에 대한 개요는 Enterprise Data Management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목표 다음 비디오 확인

Enterprise Data Management 개요 확인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nterprise Data Management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둘러보기 비디오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구독을 통해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정보

다음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구독에서는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된 직원 메트릭(무제한 레코드)

• 호스트된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 메트릭(최대 5,000개 레코드)
이 유형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독립형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구독의
기능을 미리보는 데 충분한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레코드 수는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그룹화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노드 수를 나타냅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엔티티의 논리 그룹으로 공유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간주하는 주제 영역에 해당합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구독 정보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는 독립형 서비스로,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의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다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의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구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된 직원 메트릭(무제한 레코드)

• 호스트된 레코드 메트릭(최소 5,000개 레코드)

Narrative Reporting 개요

Narrative Reporting은 관리 및 설명 보고를 위한 Oracle Cloud 솔루션입니다. 재무 및 관리 보고서
패키지를 정의, 작성, 검토, 게시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안전한 협업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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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에서는 다차원 분석도 제공하므로 기본 제공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저장, 분석, 소싱하거나 고유한 기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doclet 콘텐츠를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데이터 및 설명 결합: 보고서 패키지 및 doclet을 사용하여 작성, 협업, 설명 및 전달
요구사항을 해결합니다.

• 안전한 협업: 보고서 기고자에게 역할에 따라 콘텐츠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중요한
콘텐츠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보고서 소유자는 보고 수명 주기 진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 있는 보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더 정확하고 빠르게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Narrative Report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개요
Oracle Fusion Human Capital Management 제품군의 일부인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에서는 적절한 기술 세트를 보유한 올바른 수의 인력이 제때에
전략을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 회사 전략을 실행 계획으로 변환합니다.

리소스의 장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해당 수요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이나 자연 감원을 통해 현재 인력에 미칠 영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수요를 평가하면 그 격차(과잉 또는 부족)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리소스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와 기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에서는 플래너가 "직원들이 향후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상 비용 및 수익이 계획을 지원합니까?" 등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 가능한 동인 및 수요 임계값도 제공합니다. 동인 값을 향후 장기
FTE(Full Eime Equivalent)로 변환하는 최적의 계산 로직을 동인마다 선택합니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Workforce를 사용하여 인원수에 따른 비용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에 맞게 중요한 기업 리소스(인력 및 자본)를 맞춤할 수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하여 인원수와 급여, 의료, 보너스, 세금 등의 관련 비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는 비용 및 추세를 보여 주는 최신 그래픽을 볼 수 있습니다.

Workforce의 모든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플래너는 다음을 수행하여 인원수 비용을 관리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인원수, 급여, 보너스, 세금, 의료 비용 분석, 계산 및 보고

• 고용, 이동, 이관, 퇴직 등 계획

• 국가별 세금 및 혜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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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lanning 개요
Oracle Sales Planning Cloud는 판매 실적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확장 가능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Sales Planning을 사용하면 주요 판매 운영 프로세스의 스프레드시트를 제거하여 중요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판매 할당량 계획 및 모델링에 대한 협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Sales Planning은 EPM Cloud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확장하여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대시보드, 인포릿을 통해 구성 및 개인설정을 판매 계획 애플리케이션에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 계획 프로세스를 관리하려면 태스크 및 승인을 사용합니다. 계산 및 비즈니스 규칙을
향상시키도록 추가로 사용자정의하려면 Groovy 규칙을 사용합니다. Sales Planning을 Oracle
Engagement Cloud – Sales Cloud와 통합하여 할당량 타겟을 인센티브 보상으로 푸시하거나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Sales Plann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Quote Planning 정보

Quote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영역, 제품, 계정 또는 기타 사용자정의 차원별로 하향식 및
하향식 타겟 할당량 계획을 제공합니다. 예측 계획 및 가정 시나리오 계획을 사용하면 다양한
할당량 시나리오를 찾아보고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uote
Planning은 해당 양식, 계산, 대시보드, 인포릿, 동인, 측정항목 등의 콘텐츠에 모범 사례를
빌드합니다.

Quote Planning을 사용하면 판매 VP, 판매 운영, 판매 관리자, 판매 담당자 등 프로세스의 모든
참가자가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타겟 할당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의 타겟 할당량을
설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제품별로 조정하거나, 채우기 또는 계절성을 적용하거나, 예측 계획 또는
가정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최적화합니다. 타겟이 준비되면 플래너는 계층 전체에서 하향식 또는
워터폴 계획을 수행하여 타겟 할당량을 할당합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경우 상향식 계획을 수행하여 판매 담당자의 할당량 약정을 가져오는 협업 방식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 할당량이 계층 위쪽의 다음 레벨로 푸시되고 집계되면 하향식 및
상향식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 계획을 할당량 달성 성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면 기본
제공 대시보드를 사용합니다.

측정항목, 태스크 목록 또는 승인을 더 추가하여 조직의 계획 프로세스를 향상시키십시오.

목표 비디오 보기

할당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Sales Planning Cloud의 할당량 계획

고급 판매 예측 정보

고급 판매 예측은 판매 예측 프로세스를 위해 지역, 제품, 계정, 채널 또는 기타 사용자정의 차원에서
다차원 판매 예측을 허용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Quota Planning, 보상 계획 및 판매
예측이 통합된 연결된 판매 계획을 판매 팀에 제공합니다. 고급 판매 예측을 사용하면 주별 또는
월별 레벨로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우 연속 예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판매 계층의 데이터 기반 판매 예측에 도움이 되는 메트릭, KPI, 측정항목 등 판매 예측과
분석을 위한 미리 정의된 모범 사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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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ning Cloud 플랫폼을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양식 및 대시보드, 측정항목, 차원,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 계산을 위한 Groovy 규칙 등 추가 구성을 허용하는
확장성

• 지역 레벨 또는 상세 레벨(예: 제품 또는 계정별)에서 예측 약정을 조정하여 협업 데이터
기반 예측 약정을 촉진하는 기능

• 예측 내용을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Predictive Planning

• Sales Planning을 포함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일반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 미리 정의된 보고 큐브를 사용하는 즉각적인 집계 및 보고

고급 판매 예측을 사용하면 판매 관리 팀과 판매 담당자 간의 책임 및 협업과 예측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계정 계획 정보

주요 계정 계획에서는 Sales Planning를 확장하여 판매 기준선 계획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과 거래 판촉이 판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이렇게 하면 판촉 및 비판촉
수량과 수익에 대한 고객 및 제품 그룹별 평가를 비롯하여 고객 이익 및 손실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계정 계획은 주요 계정 관리자가 거래 경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거래 판촉 전략을 계획하고 협업 판매 계획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계정 관리자
또는 판매 관리자는 기준선 계획 및 판촉 계획을 사용하여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 실행 중인
거래 판촉으로 인한 상승(판매 수량 또는 수익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계정 계획에서는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기준선 계획을 수행합니다. 주요 계정 및 제품 세그먼트별로 예측을 실행하고, 가정
시나리오 모델링을 수행하고, 조정을 수행합니다.

• 그런 다음, 기준선 계획에서 다양한 가격, 배치 및 제품 변형 같은 작성 블록을 사용하여
추가 비판촉 판매 계획 조정을 파악합니다.

• 그다음에는 거래 판촉 활동을 추가, 분석, 조정하여 전략적으로 타겟과 계획 간 차이를
해소하고 고객 및 COGS에 지정된 추가 계약 측정항목을 비롯한 계정, 거래 경비, 이익
및 손실에 대한 각 판촉의 증분 상승 수량을 확인함으로써 고객 이익 및 손실을
전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량 및 수익 계획을 검토하고 거래 경비 및 과거 판촉을 분석하여 주요
계정 계획 및 기타 판매 계획 결정 내용을 알립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제공 Predictive Planning을 비롯한 기준선 계획

• Quota Planning과 통합하여 타겟에 도입

• 차이 분석 - 타겟 및 기준선 비교

• 거래 판촉 계획

– 지정된 상승에 따라 해당 월에 대해 수량 및 거래 경비를 도출하는 날짜별 판촉 계획

– 판촉 가정

– 변동 경비. 이러한 계산에서는 변동 비용을 가져와서 판촉 기간 수량에 적용합니다.

– 판촉 계획 사용 사례

* 여러 기간에 걸친 판촉

* 단일 제품 또는 여러 제품에 대한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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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의 동일 제품에 대한 여러 판촉

* 겹치는 날짜가 있는 동일 제품에 대한 여러 판촉

– 제품별 상승 조정

• 거래 경비 요약과 상승 및 수익에 대한 ROI

• 고객 이익 및 손실

– 고객 및 제품 그룹별

– 수익 및 상승 수익

– 거래 경비 - 변동 및 고정

– COGS

– 계약 측정항목

• 분석

– KPI 및 시각화 기능이 포함된 개요 대시보드

– 고객/제품/지역 계층의 판촉 및 비판촉 수량

– 주요 계정 요약

주요 계정 계획에서는 판매 계획을 거래 판촉 마케팅 캠페인과 연결하여 판매 수량 또는 수익을
높입니다. 주요 계정 계획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및 제품 그룹에 대해 거래 판촉 같은 데이터 기반 판매 계획이 포함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예측을 제공합니다.

• 협업을 촉진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킵니다.

• 거래 판촉 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프로모션 전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양한 판촉 전략을 평가할 가정 시나리오 계획을 제공합니다.

• 여러 스프레드시트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줍니다.

• 강력한 Planning 플랫폼 및 Sales Cloud와의 통합 기능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주요 계정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Sales Planning Cloud의 주요 계정

계획

Oracle Cloud EPM Infrastructure
주요 용어 및 개념

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는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s를 기본 ID 저장소로 사용하는
새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이 지원됩니다.

Oracle Cloud Infrastructure: EPM Cloud는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의 구성요소입니다.

Oracle Cloud EPM의 최신 버전을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라고 합니다. OCI는 EPM
Cloud에 가용성이 뛰어난 컴퓨팅 성능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OCI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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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새 EPM Cloud 구독이 지원됩니다. OCI는 Oracle Cloud EPM Gen 2 또는
OCI(Gen 2)라고도 합니다.

Oracle Cloud Classic : Oracle Cloud Classic은 OCI의 선행 릴리스입니다. 많은 EPM
Cloud 고객이 Oracle Cloud Classic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털: EPM Cloud 사용자 및 보안을 설정하고 구성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OCI 및
Oracle Cloud Classic은 별도의 클라우드 포털을 유지관리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Oracle
Cloud Classic 포털을 My Services(클래식), OCI 포털을 My Services(OCI)라고 합니다.

ID 도메인: 공유 ID 관리 인프라 슬라이스로, ID 도메인 관리자가 Oracle Cloud Classic에서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EPM Cloud 사용자 및 보안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OCI의 클라우드 계정 이름에 해당합니다.

클라우드 계정 이름: EPM Cloud에 보안을 제공하는 Identity Cloud Services 계정의
이름입니다. 계정 관리자 및 ID 도메인 관리자는 My Services(OCI) 또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을 사용하여 OCI의 EPM Cloud 사용자 및 보안을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OPC의 ID 도메인에 해당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 ID 도메인 관리자가 OCI의 Identity Cloud
Services(IDCS)에서 보안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다른 콘솔입니다. 이 콘솔은
My Services(OCI)에서 액세스합니다.

클래식 및 OCI EPM Cloud 환경 간 차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사용 중인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인프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클래식 및 OCI 환경의 EPM Cloud 작업 간에는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Table 1-1    클래식 및 OCI 환경 간 차이

클래식 기능 동일한 OCI 기능

URL 형식 URL은 다음 형식으로

인스턴스 이름, ID 도메인,
EPM Cloud 제품군,
데이터 센터 영역,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나타냅니다.
https://epm-
idDomain.epm.dataCenterRegion.oraclecloud.com/
epmcloud
예:
https://epm-
exampleDoM.epm.exampleDC.oraclecloud.com/
epmcloud

URL은 다음 형식으로 인스턴스 이름,
클라우드 계정 이름, EPM Cloud
제품군, 데이터 센터 영역,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나타냅니다.
https://Instance_name-
Cloud_Account_name.epm.data_center_region.cloud_domain/
epmcloud
예:
https://acme-
epmidm.epm.us-
phoenix-1.ocs.oraclecloud.com/
epmcloud

사용자 및 보안 관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
• EPM Automate
• REST API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 My Services (OCI)
• EPM Automate
•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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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 클래식 및 OCI 환경 간 차이

클래식 기능 동일한 OCI 기능

사용자 생성 다음을 사용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
사용자 탭의 추가
버튼

• EPM Automate
• REST API

다음을 사용합니다.
•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사용자 페이지의 추가 버튼

• Add button in My Services
(OCI) Users tab of the User
Management screen

• EPM Automate
• REST API

파일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
생성

다음을 사용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
사용자 탭의 임포트
버튼

• EPM Automate
• REST API

다음을 사용합니다.
•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사용자 페이지의 임포트 버튼

• EPM Automate
• REST API

사용자 계정 제거 다음을 사용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
사용자 탭의 작업

메뉴에 있는 제거
옵션

• EPM Automate
• REST API

다음을 사용합니다.
•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사용자 페이지의 선택한 사용자

메뉴에 있는 제거 옵션

• EPM Automate
• REST API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 지정 My Services(클래식)
사용자 페이지의 역할

탭을 사용합니다.

My Services(OCI) 사용자 화면의 역할

탭을 사용합니다

역할 지정 다음을 사용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
사용자 페이지의

역할 탭
• EPM Automate
• REST API

다음을 사용합니다.
• My Services(OCI) 사용자 화면의

역할 탭
•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의 Oracle Cloud
Services 페이지에서 환경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누르고 각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 EPM Automate
•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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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 클래식 및 OCI 환경 간 차이

클래식 기능 동일한 OCI 기능

역할 지정 취소 다음을 사용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
사용자 페이지의

역할 탭
• EPM Automate
• REST API

다음을 사용합니다.
• My Services(OCI) 사용자 화면의

역할 탭
•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의 Oracle Cloud
Services 페이지에서 환경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누르고 각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해 메뉴에서 사용자

취소를 선택합니다

• EPM Automate
• REST API

ID 도메인 인증서 유지관리 SSO 지원 구성에서는 ID
도메인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을 수정하여 EPM
Automate 또는 REST
API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의 ID 도메인

인증서를 유지관리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EPM Cloud 인증서를

자동으로 유지관리합니다

SSO 설정 My Services(클래식)
사용자 페이지의 SSO
구성 탭을 사용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서

보안 설정의 ID 제공자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허용 목록 생성 My Services(클래식)의
서비스 세부정보 화면을

사용합니다.

Use setIPAllowlist and 
getIPAllowlist EPM Automate
commands to setup and manage
allowlist.

ID 도메인 통합 셀프 서비스 프로세스 많은 ID 도메인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서비스 요청을 사용하여

Oracle에 문의하십시오.

비즈니스 메트릭 보기 환경마다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 Services(클래식)
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누른 후 비즈니스

메트릭을 누릅니다.

현재 Oracle Cloud 계정 내 모든 환경의

비즈니스 메트릭은 비즈니스 메트릭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y Services(OCI)에서 EPM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누른 후 비즈니스

메트릭을 누릅니다.

인스턴스 상태 및 작동 시간
보기

환경마다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 Services(클래식)
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누른 후 개요를 누릅니다.

현재 Oracle Cloud 계정 내 모든 환경의

상태는 상태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y Services(OCI)에서 EPM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누른 후 상태를

누릅니다.

문서(연결 문서, 긴급 상황

대처 구성, DR 증거, HIPAA
증명서, ISO 인증서, SOC-1,
SOC-2 등) 액세스

환경마다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 Services(클래식)
에서 활성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누른 후 문서를

누릅니다.

현재 Oracle Cloud 계정 내 모든 환경의

문서는 문서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y Services(OCI)에서 EPM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누른 후 문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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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 클래식 및 OCI 환경 간 차이

클래식 기능 동일한 OCI 기능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 EPM Automate 또는

REST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Automate 또는 REST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보고서 페이지에서

추가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ST API 기본 인증(이름 및
비밀번호)*

identitydomain.username
형식의 사용자 이름을

인증에 사용합니다.

ID 도메인이 없는 username 형식의

사용자 이름을 인증에 사용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데이터 검색 SFTP 계정을 통해

사용합니다.
종료 후 60일 동안 최종 유지관리

스냅샷을 검색하는 데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 내 계정 포털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 Services(OCI)의 계정 관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 스냅샷 복원 사용가능한 경우 필요한

백업 스냅샷을 환경에

복사하도록 Oracle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listBackups 및 restoreBackup EPM
Automate 명령 또는 해당 REST API를
사용하는 셀프 서비스 작업입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태스크 관리자,
Supplemental Data
Manager, Enterprise
Journals 내에서 사용자정의

보고서 쿼리 실행 계획 생성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서비스 요청을

통해 오라클에

문의하십시오.

Enabled by default

*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 에서 기본

인증 - 클래식 및 OCI(Gen 2) 환경을 참조하십시오.

OCI EPM Cloud 환경에서만 사용가능한 기능

다음 테이블에는 OCI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만
사용가능한 기능 중 일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Table 1-2    OCI의 새로운 기능

기능 설명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A console that lets you perform user and security management
tasks such as creating users, removing users, assigning and
unassigning roles, and setting up Single Sign-On (SSO).

새 감사 보고서 및 로그 역할 지정 감사 보고서 및 부적합한 감사 보고서는 EPM Automate 및
REST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역할 권한 보고서, 성공한 로그인 시도 보고서, 실패한 로그인

시도 보고서, 유휴 사용자 보고서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및
Oracle Cloud Identity Service REST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 및 실패한 로그인, 사용자 관리 작업(사용자 생성, 업데이트, 삭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감사 로그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서 및
Oracle Cloud Identity Service REST AP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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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 OCI의 새로운 기능

기능 설명

REST API, EPM Automate,
EPM Integration Agent에
대한 OAuth 2 지원

OAuth 2 액세스 토큰을 통해 EPM Cloud에 대한 REST API 호출을

수행하고 EPM Automate 및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환경에서 비밀번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upport of multiple SAML
2.0-compliant identity
providers for a domain

You can configure SSO for a domain with multiple SAML 2.0-
compliant identity providers simultaneously.

Support of Identity
Provider Groups

You can add individual users to an Identity Cloud Service (IDCS)
group and then assign predefined roles to the group. Since IDCS
groups can be synced with Identity Provider groups (such as
MSAD groups), you can even add individual users to Identity
Provider groups and assign the predefined roles to these groups
in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See Using Identity Cloud Service
Groups to Assign Predefined Roles to Users (for OCI Gen 2 only)

인스턴스 이름을 바꾸는 기능 My Services(OCI)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이름을 변경하고, 그 결과로

환경의 URL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e Rename an OCI (Gen 2) EPM
Cloud Instance.

EPM Cloud 전용 액세스 EPM Cloud 환경과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 OCI IaaS 구독이 있는 경우

서비스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트래픽이 인터넷을 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e 전용 VPN 연결을 사용하여 액세스 제한 in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

비밀번호 정책 변경 자체 비밀번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비밀번호 정책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액세스 제한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도록 환경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For details,
see 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 특정 사전 정의된 역할의

사용자로 액세스를 제한하도록 사용자정의 로그온 정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For details see 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로그온 정책

Maximum session duration You can set the maximum session duration in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to log out the user, even if the user is actively
using the environment. See Maximum Session Duration in OCI (Gen
2) Environments

특정 국가의 연결 차단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는 모든 연결을 차단하도록 오라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에서 OCI(Gen 2) 환경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는

연결 차단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AES-256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OCI(Gen 2)는 AES-256으로 마스터 키 및 테이블 영역을 암호화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마스터 키는 정기적으로 교체됩니다.

OCI 블록 볼륨 암호화 OCI(Gen 2)는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AES-256을 사용하는 블록

볼륨 암호화로 Essbase 데이터를 비롯한 파일 시스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사용가능한 백업 유지관리

스냅샷을 나열하고 복원하는

셀프 서비스 옵션

OCI(Gen 2) 환경 일별 유지관리 결과로 얻게 된 아티팩트 스냅샷은 매일

Oracle Object Storage에 아카이브됩니다. 프로덕션 환경 백업은 60일
동안 보존되지만 테스트 환경 백업은 30일 동안 보존됩니다. OCI(Gen 2)
환경은 셀프 서비스 작업에서 listBackups 및 restoreBackup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가능한 백업 스냅샷을 확인하고 Object
Storage에서 사용자 환경으로 복사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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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 OCI의 새로운 기능

기능 설명

Encryption Keys stored in
Hardware Security Module
(HSM)

In OCI (Gen 2) environments, all encryption master keys including
the following are stored in Hardware Security Module (HSM):
• Transparent Data Encryption (TDE) master key for database

encryption
• Block Volume Encryption master key for file system

encryption
• Object Storage Encryption master key for encryption of

artifact snapshots

Web Application Firewall
(WAF) support

In OCI (Gen 2) environments, Web Application Firewall (WAF) is
available out-of-the-box and protects EPM Cloud from many
application layer attacks.

DKIM (DomainKeys
Identified Mail) support

EPM Cloud on OCI (Gen 2) environments supports DKIM for
outgoing messages. See DKIM Support for EPM Cloud OCI (Gen 2)
Environments

로그인 페이지 사용자정의 인증 REST API를 사용하여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로그인

페이지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See 인증 API를 사용하여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로그인 페이지 사용자정의 for instructions.

통지 사용자정의 사용자 추가, 역할 지정, 비밀번호 만료 등의 활동에 대해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전송하는 전자메일 통지에 사용되는 통지 템플리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 언어, 통지가 전송되는 활동, 전자메일 발신자, 제목,
본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소스
다음 문서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성요소에 대한 기능 관리
태스크 수행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1-3    서비스 관리자 정보 소스

문서 제목 설명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몇 가지 일반적인 EPM Cloud 이슈 및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Planning 관리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Planning 모듈 관리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dministering FreeForm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관리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생성, 구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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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서비스 관리자 정보 소스

문서 제목 설명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및 작업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EPM Cloud에서 계정 조정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관리 및 작업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를
구성하고 관리하며 태스크를 완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 EPM Cloud의 계정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 관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Narrative Reporting 관리 Narrative Reporting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Management Reporting을 관리하여 재무 및 관리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Narrative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모델 및
차원 작업

Narrative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여러 EPM Cloud 관리 태스크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EPM Automate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Access Control 관리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그룹을 관리하고 서비스

사용량을 이해할 다양한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관리 및 작업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를
사용하여 모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즈니스

관점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아티팩트에 대한 관리 태스크를

수행하고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아티팩트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Financial Reporting
작업

Financial Reporting을 관리하여 EPM Cloud
구성요소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관리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재무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대부분의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Planning
및 Planning 모듈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는 최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적, 도움말 항목 및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허브입니다.

Cloud 도움말 센터에서 설명서, 비디오, 자습서 등의 다양한 소스를 통해 사용자 도우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loud 도움말 센터는 매월 첫번째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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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라이브러리

서비스에 대한 최신 설명서가 있는 서비스별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려면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의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섹션에서 서비스 이름을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사용자 도우미 자산

서비스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가능한 사용자 도우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비디오: 비디오를 눌러 개요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비디오에
액세스합니다.

• 책: 네비게이션 창에서 책을 눌러 최신 영어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번역된 책: 네비게이션 창에서 번역된 책을 눌러 사용가능한 지역화된 온라인 도움말 및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자습서: 자습서를 눌러 주제 학습 지침(학습 경로 및 Oracle by Example)을 확인합니다.

목표 다음 비디오 확인

사용가능한 EPM Cloud 사용자 도우미 자산에 대해
알아보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PM Cloud 도움말 센터를 통해 답변을 확인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 얻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Oracle 교육 라이브러리

Oracle 교육 라이브러리는 Oracle 실무 전문가가 개발한 무료 강의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Oracle 교육 라이브러리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자습서, 개요 비디오 및 OBE(Oracle by
Example) 자습서를 찾아보십시오.

EPM Cloud 현지화 이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 온라인 도움말 및
가이드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적으로 EPM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랍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프랑스어(캐나다),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러시아어, 스웨덴어, 터키어, 중국어 간체 및 중국어 번체로 번역됩니다.

예외사항: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랍어 및 노르웨이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추가로 체코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및 태국어로 번역됩니다.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추가로 체코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및 태국어로 번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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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Reconcilia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추가로 체코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및
태국어로 번역됩니다.

• Oracle Digital Assistant for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주: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온라인 도움말에 표시되는 언어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Firefox 구성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Google Chrome 구성

Smart View의 현지화된 버전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에서 " 번역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도움말 및 설명서

온라인 도움말과 가이드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로 번역됩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은 네덜란드어로도 번역됩니다.

The translated online help and documentation cover all features up to Sep 2, 2022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guides:

표 1-4    Guides with Dates Exceptions

Guide Names Covers Feature Up To

• Administering FreeForm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작업

Februry 2, 2022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Mac 및
브라우저) 배포 및 관리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Mac 및
브라우저) 작업

October 10, 2022

최신 문서를 보려면 책 탭에서 영어 문서를 사용하십시오.

샘플 애플리케이션 및 데모

EPM Cloud 샘플 애플리케이션, 데모 및 데이터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비디오

개요 비디오 자막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로 번역됩니다.

자습서 비디오 자막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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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PM Cloud 구독 작업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vailable EPM Cloud Subscriptions

• EPM Cloud 주문

• Activating an EPM Cloud Subscription

• EPM Cloud 구독 관리

Available EPM Cloud Subscriptions
새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는 대다수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여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민첩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현재 고객은 익숙한 기존 EPM Cloud 환경을 계속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능은 구매한 특정 EPM Cloud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에는 다음 이미지에 설명된 대로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추가 제공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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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의 모든 값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개요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EPM Standard Cloud Service는 강력한 성능의 구성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품군입니다. 주로 중소 규모 비즈니스 및 복잡성 요구사항이 낮은 비즈니스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연결 및 마감, 계정 조정, 설명 보고 프로세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입니다.

 

 

주:

FreeForm is available as a standalone business process or as a Planning
application; it is not available in EPM Standard Cloud Service.

또한,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Data Management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및 EPM Automate 같은
클라이언트와 명령행 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하나를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배포하려면 다른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구독을 요청하거나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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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의 모든 값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에서는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하나를 배포합니다.

Planning

EPM Standard Cloud Service는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와 매우 유사하게 재무 및 운영
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가능한 계획 수립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에서 비즈니스 플래너, 분석가, 모델러 및 의사
결정자에게 즉각적인 가치와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Planning은 다음 모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본

• 재무

• 프로젝트

• 인력

• 전략적 모델링

전략적 모델링을 제외한 이러한 모듈은 차원, 모델, 양식, 규칙 대시보드, 인포릿, 보고서 등 미리
초기 설정된 구성가능 콘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링은 유연한 혼합 시나리오
비즈니스 사례를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시나리오 모델을 생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및 산업
템플리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정의가 허용되는
사용자정의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유형
EPM Standard Cloud Service에서는 사용자정의 하이브리드 BSO 큐브 한 개와 사용자정의
ASO 보고 큐브 한 개를 지원합니다.

• 차원 요구사항 없이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으며 Essbase 아웃라인 파일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무형식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유형

• 사용자정의 Groovy 스크립팅을 사용한 비즈니스 규칙 생성 또는 사용자정의 지원

• Automation of Planning process

•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by Integrating Task Manager with Other Services

Planning(Planning and Budgeting Cloud)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의 Planning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EPM Standard Cloud의 Planning

Account Reconciliation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계정 잔액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재무 계정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조정 또는 노동 집약적 조정을 수행하고 결과를 조정 준수 내의 추적 기능에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트랜잭션 일치 모듈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 개요를 확인하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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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Account Reconciliation 둘러보기

재무 통합 및 마감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소유권 관리 외에도 사전 빌드된
기본 계산 및 사용자정의 계산을 사용하는 연결 및 마감 프로세스 태스크를 지원합니다.

EPM Standard Cloud Service에서 사용할 수 있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기업 분개

• 통합 및 마감 태스크 자동화

• 태스크 관리자와 다른 서비스의 통합을 통한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Financial Consolidation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Financial Consolidation 둘러보기

Narrative Reporting

이전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인 Narrative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재무 및 관리 보고서 패키지의 정의, 작성, 검토, 공개를 위해 안전한
프로세스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Narrative Reporting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Narrative Reporting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Narrative Reporting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형식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EPM Enterprise Cloud Service는 Planning and Budgeting, Consolidation and Close,
Account Reconciliation,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Tax Reporting, Enterprise Data Management, Narrative Reporting
등 포괄적인 범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전체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모듈에 대한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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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의 모든 값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개요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하나를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배포하려면 다른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인스턴스를 요청하거나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배포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사용자 관리 및 역할 지정이 용이하도록 동일한 ID 도메인을 공유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속하는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마다 개별적으로 제어됩니다.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Planning

EPM Enterprise Cloud Service는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에서 비즈니스 플래너,
분석가, 모델러, 의사 결정자에게 즉각적인 가치와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하도록 사용자정의
Planning, 모듈 기반 Planning, 무형식 Planning을 지원합니다.

사용자정의 Planning에서는 효율적인 프로세스 기반 사용자정의 솔루션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듈 기반 Planning은 사전 패키지화된 자본, 재무, 프로젝트, 전략적 모델링 및 인력
모듈과 함께 번들로 제공됩니다. 무형식 Planning은 Essbase 아웃라인 파일을 사용하여 제한 없는
무형식 차원 솔루션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형식을 독립형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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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습니다. Planning also supports the integration of Task Manager with other
services. Planning(Planning and Budgeting Cloud)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의 Planning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EPM Enterprise Cloud의 Planning

무형식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또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솔루션 간에 보고 데이터 조각화를 방지하여 클라우드 전략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 보고 및 계획 사용 사례에 도움을 주는 즉각적인
가치와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또는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형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협업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보고, 분석, 계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무형식 개요

• Planning 관리 의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생성

Account Reconciliation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트랜잭션 일치 지원과 함께 사용하여 계정
잔액에서 정확도를 확인하는 회사 재무 계정 검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일치는 대용량 조정 또는 노동 집약적 조정을 수행하고 결과를 조정 준수 내의 추적
기능에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조정을 포함한 조정, 차이 분석, 알림 및 예외 관리, 트랜잭션 자동 일치와 같은 기능을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 개요를 확인하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Account Reconciliation 둘러보기

재무 통합 및 마감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사전 빌드된 기본 계산을
사용하는 연결 및 마감 프로세스 태스크를 지원합니다. 기업 분개도 지원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를 사용하면 사용자정의 계산과 복잡한 소유권 구조를 생성하여
연결 및 마감 태스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omes bundled with Supplemental Data Manager
and Task Manager modules. Supplemental Data Manager는 데이터 세트 정의, 입력
템플리트, 데이터 입력 및 값 링크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also supports the integration of Task Manager with
other services.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Financial Consolidation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Financial Consolidation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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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Reporting

Narrative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재무 및 관리 보고서 패키지의 정의, 작성, 검토,
게시를 위해 안전한 프로세스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Narrative Reporting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Narrative Reporting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EPM Cloud의 Narrative Reporting

Enterprise Data Management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뷰포인트를 관리하고, 뷰포인트 간 변경사항을 제어하고, 데이터 세트를 공유 및 매핑하여 배포를
가속화하고, 참조할 권위 있는 시스템을 빌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nterprise Data Management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Enterprise Data Management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Enterprise Data Management 둘러보기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제품, 고객, 지역 또는 지사와 같은
비즈니스 세그먼트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수익 할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Profitability 둘러보기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제품, 고객, 지역, 지사와 같은 비즈니스
세그먼트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수익 할당의 관리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비용 분해,소비 기반 원가 계산, 시나리오 재생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계획
및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법인세 준비금 준비를 위한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준비금,
유효 세율 및 이연 법인세를 GAAP와 IFRS의 소득세에 대한 표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Tax Reporting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Tax Reporting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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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름 및 용어 변경사항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에서는 일부 제품 이름과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가이드, 학습 경로, 비디오, 스크린샷, 온라인 도움말 등 사용자 지원
자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 2-1    제품 이름 및 용어 변경사항

이전 용어 새 용어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Planning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Planning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예: 인력)

Planning 모듈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 Narrative Reporting
Cloud Service 비즈니스 프로세스

EPM Cloud 주문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정보는 오라클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제품/서비스를 주문하려면 Oracle Sales에 문의하십시오. 주문을 완료하면
오라클에서 초기 연락처로 지정된 사람(구독을 주문하는 동안 제공된 전자메일 ID의 사용자)
에게 활성화 및 프로비저닝 단계를 알리는 전자메일을 보냅니다.

EPM Cloud 제품/서비스를 주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오라클 웹 사이트에서 EPM Cloud 정보를 검토합니다.

2. 필요에 따라 페이지 맨아래에서 라이브 Oracle EPM 데모 요청을 눌러 EPM Cloud
라이브 데모를 요청합니다.

3. 구입할 준비가 되면 Oracle Sales에 문의합니다.

• (채팅)을 누르고 Oracle Sales 문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 페이지 맨아래에서 EPM Sales에 문의를 누르고 요청된 정보를 제출합니다.

Activating an EPM Cloud Subscription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의 처음 사용하는 고객으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을 구매하면 Oracle에서 초기 연락처(구독 주문 시
전자메일 ID가 제공된 연락처)로 지정된 사용자에게 구독을 활성화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단계가 표시된 전자메일을 보냅니다. 이 설명에서 해당 사용자는 계정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The activation email, titled Action Required: Welcome to Oracle Cloud.
Please Add Your Subscription(s) to a Cloud Account to Get
Started, is sent by oraclecloudadmin_ww@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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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구독자가 주문을 활성화하려면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계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Oracle Cloud EPM 고객인 경우 이전에 기존 서비스를
활성화할 때 이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고객 지침

구독자가 주문을 처음 활성화하려면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계정이 필요합니다.

Oracle Cloud EPM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활성화 전자메일에서 새 계정 생성을 눌러 Oracle Cloud EPM 내 서비스 활성화 웹 사이트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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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계정(ID 도메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클라우드 계정 이름에서 고유한 계정 이름을 지정합니다.

Caution:

이 이름을 선택할 때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이 계정 이름은 ID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되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RL의 일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CI(Gen 2) URL를
참조하십시오.

b. 전자메일 주소에 활성화 전자메일이 전송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클라우드 계정 관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클라우드 계정 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EPM Cloud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보안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Oracle은 Oracle Identity Cloud에서 이 사용자를 생성하고 클라우드 계정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 역할을 이 사용자에게 지정합니다. My Services(OCI)에 액세스하여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전자메일도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oraclecloudadmin_ww@oracle.com에서 보내는 이 전자메일은

Action Required: Please Activate Your Services입니다.

이 계정은 Oracle Cloud EPM에서 가장 강력한 사용자 계정입니다. 이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알아보려면 Oracle Cloud 시작에서 클라우드 계정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My Services(OCI)에서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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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문 지침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는 추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스턴스를 구매한 기존 고객에게 전자메일을 보냅니다. 이
전자메일에는 확장 주문 또는 추가 기능 주문에 대한 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Note:

일반적으로 기존 구독을 지원하는 동일한 인프라(클래식 또는 OCI)를 사용하는 새 구독
재주문이 지원됩니다.

추가 기능 주문

계정 소유자가 기존 구독을 변경하면 추가 기능 주문이 생성됩니다. Oracle에서 요청된 변경사항을
구현하며, 고객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장 주문

계정 소유자가 기존 주문에 새 서비스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EPM Cloud 구독에 대한 새 주문을
생성하는 경우 확장 주문이 생성됩니다.

계정 소유자가 기존 주문에 새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경우 오라클은 기존 Oracle Cloud EPM 계정
내에서 새 EPM Cloud 인스턴스를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인스턴스는 기존 인프라 구성요소
(클라우드 계정 이름, 사용자, 보안)를 공유합니다.

확장 주문 전자메일 Your service has been updated는
oraclecloudadmin_ww@oracle.com에서 보냅니다.

온보드 주문

계정 소유자가 추가 EPM Cloud 구독에 대한 새 주문을 생성하는 경우 Oracle은 온보드 주문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기존 Oracle Cloud EPM 계정 내에서 새 인스턴스를 활성화하여 인프라
구성요소(클라우드 계정 이름, 사용자, 보안)를 공유하거나 사용자 및 보안을 설정해야 하는 새
Oracle Cloud EPM 계정에서 새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cloudadmin_ww@oracle.com에서 보내는 온보드 주문 전자메일은 Action
Required: Please Activate Your Services입니다.

온보드 주문 작업

자체 Oracle 계정으로 온보드 주문을 활성화하려면 처음 사용하는 고객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Oracle 계정으로 온보드 주문을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활성화 전자메일에서 기존 클라우드 계정으로 활성화를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 My Services(OCI)에 액세스합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My Services(OCI)가 표시됩니다.

2. 계정 관리를 누릅니다.

3. 활성화 탭을 엽니다.

4. 활성화 대기 중 상태의 주문을 선택하고 활성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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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PM Cloud 인스턴스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주문 후(Oracle Cloud Classic)
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는 새 고객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이 지원됩니다. 새 고객인 경우 구독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tivating an EPM Cloud Subscription를 참조하십시오.

In some situations as defined at Location of New Environments in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Operations Guide, your subscription may be
provisioned on Oracle Cloud Classic only.

Oracle Cloud Classic의 EPM Cloud 고객은 초기 활성화 프로세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Oracle에서는 EPM Cloud 환경을 생성하고, ID 도메인으로 My Services(클래식)
에 액세스하여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 및 인증서
세부정보가 포함된 전자메일을 보냅니다.

EPM Cloud 구독 관리

EPM Cloud 관리자 및 인스턴스 생성

•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 생성

•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

• Rename an OCI (Gen 2) EPM Cloud Instance

•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

•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

• My Services(OCI) 액세스

EPM Cloud 모니터

• 활동 보고서를 사용하여 성능, 활동, 사용 모니터

• 액세스 로그를 사용하여 사용 모니터

• 역할 지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모니터

•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환경 모니터

• Oracle Cloud EPM 포털의 메트릭 모니터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 생성

계정 관리자는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를 생성하여 설정 및 구성 활동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기능 역할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당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작업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액세스하고 작업하려면 사용자에게 네 가지 기능 역할 중 하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관리자는 EPM Cloud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OCI만 해당) 및 My Services(OCI 및 클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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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하여 EPM Cloud 사용자를 보고 본인이 서비스 관리자인 환경의 사전 정의된 역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 조합을 계정 관리자를 지원하여 EPM Cloud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Oracle Cloud EPM 고객

다음과 같은 정보 소스를 사용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사용자 생성

•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역할 지정

OCI 고객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계정 관리자 또는 ID 도메인 관리자로 My Services(OCI)에 액세스합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에서 사용자, ID(기본) 순으로 누릅니다.

3. 추가를 누릅니다.

4. 사용자 세부정보에서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5. 서비스 액세스에서 지정할 역할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ID 클라우드에서 ID 도메인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각 서비스 인스턴스의 서비스 관리자 역할을 선택합니다.

Chapter 2
EPM Cloud 구독 관리

2-13



6. 완료를 누릅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이 있으면 하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테스트 버전을 호스트하고 다른 하나는 프로덕션 버전을 호스트하는 두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에서 자동으로 이러한 환경을 생성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클라우드 계정 관리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서비스를 활성화한 후 받은 전자메일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 My Services(OCI)에 액세스합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인스턴스 생성을 누릅니다.

3. 인스턴스 생성에서 EPM 타일의 생성을 누릅니다.
 

 

4. 구성을 누릅니다.

5.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의 사용자에 대해 닫힌 데이터 센터를 선택합니다.

6. 이름에 소문자와 숫자만 사용하여 이 환경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환경에 액세스할 URL의 일부를 구성하며 조직 이름이 축약된 형태와 같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CI(Gen 2) URL을
참조하십시오.

7. 검토를 누릅니다.

8. 완료를 눌러 환경 생성 요청을 제출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완료 후
oraclecloudadmin_ww@oracle.com에서 Action Required: You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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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instance in Cloud
Account xxxx is ready 전자메일을 받습니다.
이제 EPM 애플리케이션 타일이 My Services(OCI)에 추가되었습니다. 인스턴스 및 환경
세부정보를 보려면 타일 이름을 누르십시오.

Rename an OCI (Gen 2) EPM Cloud Instance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에 대한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이름이 사용자 환경에 액세스하는 URL의 일부가 됩니다.

Note:

클래식 EPM Cloud 구독의 인스턴스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인스턴스 이름을 변경하고 해당 환경의 URL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PM Cloud 인스턴스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 원하는 새 이름으로 EPM Cloud 인스턴스를 재생성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인스턴스 삭제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현재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이 둘 다 제거됩니다. 이러한 환경의 모든
데이터도 삭제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현재 환경의 URL도 무효화합니다. 인스턴스를 삭제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 및 스냅샷을 백업해야 합니다.

구독의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은 쌍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구독을 삭제하는 옵션은 프로덕션
인스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스턴스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y Services(OCI)에 액세스합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의 서비스 환경 아래에서 프로덕션 환경 목록 옆에 있는 작업
메뉴를 누릅니다.
 

 

3. 삭제를 선택합니다.

4. 확인 대화상자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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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스턴스 재생성

서비스 인스턴스 재생성 프로세스는 인스턴스 생성에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
Only Account Administrators and Identity Domain Administrators can manage My
Services (Classic).

On My Services (Classic), you can do the following:

• 단일 사인온 설정

• 사용자 생성 및 관리

• 사전 정의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역할 지정

• EPM Cloud 계정 관리 및 모니터

• 네트워크 제한된 액세스(허용 목록/거부 목록) 설정

• EPM Cloud 메트릭 모니터

여러 환경의 ID 도메인 관리자인 경우 환경과 연계된 ID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ID 도메인
관리자 인증서를 사용하여 My Services(클래식)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1. Go to the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website:
http://cloud.oracle.com

2. 기존 클라우드 계정이 있습니까? 옆의 로그인 링크를 누릅니다.

3. 환경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예: US Commercial 1 (us1))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ID 도메인 입력에 EPM Cloud 환경을 지원하는 ID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이동을
누릅니다.

5.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사인인을 누릅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

OCI에서 계정 관리자 및 ID 도메인 관리자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 및 보안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y Services(OCI)에 액세스합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에서 사용자, ID(기본) 순으로 누릅니다.

3. Identity Console을 누릅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

My Services(OCI)에 로그인하여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관리 기능으로 작업합니다. 내
서비스(OCI)에 표시되는 내용은 사용자에게 지정된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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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anagement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ID 도메인 관리자에게는 계정 및 ID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타일이 표시되지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 관리자에게는 Oracle Cloud EPM 계정 또는 ID 도메인을 관리할 타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Note:

My Services(클래식)에 액세스하여 클래식 EPM Cloud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My Services(OCI)에서 ID 도메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사인온 설정

• 사용자 생성 및 관리

• 사전 정의된 EPM Cloud 역할 지정

• EPM Cloud 비즈니스 메트릭 모니터

My Services(OCI)에 로그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s://www.oracle.com/cloud/sign-in.html로
이동합니다.

Oracle Cloud EPM 계정 이름을 입력할 필드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클라우드 계정 이름을
사용하여 로그인에서 링크를 누릅니다.

2. Oracle Cloud EPM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Oracle Cloud EPM 계정에 처음 등록할 때
선택한 이름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3. Oracle Cloud EPM 계정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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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figuring EPM Cloud Environments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eating a Business Process

•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전환

• 홈 페이지 이해

• 샘플 EPM Cloud URL

• EPM Cloud 브라우저 설정

• EPM Cloud 액세스

• 접근성 모드 켜기

Creating a Business Process
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 두 가지 환경이 생성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처음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환경에 로그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환경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구입한 구독
유형에 따라 새 고객에게 다음 페이지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랜딩 페이지

•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랜딩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로그인하면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랜딩 페이지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요 비디오
둘러보기를 볼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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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Standard Cloud Service 구독마다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을 위한 항목 선택 정보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랜딩 페이지에는 생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표시됩니다.

주: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을 시작한 후에는 랜딩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랜딩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려면 먼저 환경을 원래
상태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Planning 및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두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한 설정을 선택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 기존 스냅샷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아래 그림과 유사하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별 랜딩 페이지에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및 Narrative Reporting

선택을 누르면 환경의 초기 사전 구성에 약 20분이 소요됨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눌러 사전 구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합니다. 구성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Planning 아래 선택을 눌러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봅니다.

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사용자정의 입력 큐브 및 보고 큐브가 각각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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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눌러 모듈 기반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Planning 모듈 관리 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표준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아래 선택을 눌러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봅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눌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일련의 통합 및 마감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디자인된 관련 차원 및 멤버 세트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고유한 계정, 엔티티, 시나리오 및 기타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에서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Account Reconciliation 아래 선택을 눌러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 환경을
구성하면 환경의 초기 사전 구성에 약 20분이 소요됨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눌러
사전 구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합니다. 구성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구성이 완료된 후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 시작을 눌러 아티팩트 또는 데이터가 없는 비어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 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조정 준수를 구성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에서 "조정 준수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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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Narrative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Narrative Reporting 아래 선택을 눌러 Narrative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에서 약 20분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게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확인을 눌러 구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합니다. 구성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이 완료된 후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샘플을 설치하거나 보고서를 디자인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샘플을 설치하여 Narrative Reporting 기능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Narrative
Reporting용 보고서 패키지 생성 및 관리 에서 "샘플 설치"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및 보고서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의 
보고서 디자인

– Narrative Reporting용 보고서 패키지 생성 및 관리 의 보고서 패키지 생성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EPM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요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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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구독마다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명에서 선택을 눌러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을 위한 항목 선택 정보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랜딩 페이지에는 생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표시됩니다.

주: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을 시작한 후에는 랜딩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랜딩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려면 먼저 환경을 원래 상태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Planning 및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세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 기존 스냅샷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생성

아래 그림과 유사하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별 랜딩 페이지에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재무 통합 및 마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두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 기존 스냅샷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생성

Account Reconciliation,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nterprise Data
Management 및 Narrative Reporting

선택을 누르면 환경의 초기 사전 구성에 약 20분이 소요됨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눌러 사전 구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합니다. 구성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Planning 아래 선택을 눌러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봅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생성을 눌러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툴인 Vision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Planning 관리 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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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눌러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사용자정의, 무형식 또는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정의: 비즈니스 규칙 및 할당과 같은 복잡한 비즈니스 논리를 통해 대부분의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요구사항이 높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정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Planning
관리 에서 "표준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정의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세부정보 화면에서
전략적 모델링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에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전략적 모델링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주:

단일 통화 또는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중 통화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은 간소화된 다중 통화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 무형식 : 무형식 Planning을 지원하며 통화, 엔티티, 시나리오, 버전 차원과 해당
멤버 계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온-프레미스 배포에서
Essbase OTL(아웃라인 파일)을 사용하여 생성되며 차원 및 멤버를 임포트합니다.
아웃라인 파일 이름은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큐브 이름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아웃라인 파일 이름에는 최대 8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Planning 관리 의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생성.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 의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로드

– 모듈: 자본, 재무, 프로젝트, 인력 및 전략적 모델링에 필요한 큐브를 설정합니다.
모범 사례 및 산업 표준 기능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Planning 모듈 관리 에서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주:

단일 통화 또는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은 간소화된 다중 통화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사용자정의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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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략적 모델링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스냅샷을
임포트한 후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냅샷에 전략적 모델링 아티팩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략적
모델링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아래 선택을 눌러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옵션을 봅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눌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에서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아래 선택을 눌러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 환경을 구성합니다.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는 환경을 사전 구성하는 데 약 20분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확인을 눌러 구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합니다. 구성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구성이 완료된 후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Account Reconcili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생성을 눌러 데이터 및 아티팩트로 샘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Account Reconciliation
기능 및 성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템플리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 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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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눌러 아티팩트 또는 데이터가 없는 비어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 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조정 준수 또는 트랜잭션 일치를 구성합니다.

* 조정을 구성하려면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에서 조정 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트랜잭션 일치를 구성하려면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에서 
트랜잭션 일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아래 선택을 눌러 환경을 사전
구성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확인을 눌러 사전 구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합니다. 사전 구성 프로세스 중에는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구성이 완료된 후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생성을 눌러 데이터 및 아티팩트로 샘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기능
영역을 테스트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템플리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눌러 컨테이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에서 "플랫 파일에서 차원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에서 " 템플리트 파일을 임포트하여
애플리케이션 빌드 " 및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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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목표 비디오 보기

애플리케이션 생성
 개요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랜딩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Creating a Business
Process를 참조하십시오.

2.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아래의 선택을 눌러 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생성
옵션을 표시합니다.

3.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생성을 눌러 데이터 및 아티팩트로 샘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기능 영역을 테스트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템플리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및 작업 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눌러 컨테이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및 작업 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필수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의 EPM
Cloud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개방형 차원 큐브 구조를 활용하므로 필요한 차원 조합으로
큐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관리 에서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랜딩 페이지에서 무형식 아래 선택을 눌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봅니다.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Tax Reporting 아래 선택을 눌러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봅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생성을 눌러 샘플 메타데이터, 데이터 및 관련 아티팩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면 사용자가 곧바로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거나 계산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시작하기 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눌러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 연도 수 및 주요 통화를 정의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수동으로 또는 플랫 파일을 사용하여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시작하기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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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생성 워크플로우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 업로드한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Narrative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랜딩 페이지에서 Narrative Reporting 아래 선택을 눌러 Narrative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는 Narrative Reporting을 구성하는
데 약 20분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확인을 눌러 구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합니다. 구성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이 완료된 후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샘플을 설치하거나 보고서를 디자인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샘플을 설치하여 Narrative Reporting 기능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Narrative
Reporting용 보고서 패키지 생성 및 관리 에서 "샘플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및 보고서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의 
보고서 디자인

– Narrative Reporting용 보고서 패키지 생성 및 관리 의 보고서 패키지 생성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을 시작하려면 랜딩 페이지에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아래 선택을 누릅니다.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성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사전 구성이 완료된 후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생성을 눌러 데이터 및 아티팩트로 샘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기능
영역을 테스트하고 자습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도움말 센터의
자습서를 참조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작을 누른 후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등록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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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눌러 이전에 환경에서 사용한 스냅샷을 임포트합니다. 사전
필수 조건 및 스냅샷 호환성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개별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정의 큐브 수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는 Oracle에서 현재 지원되는 디자인
패턴에 따라 여러 초기 설정된 큐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큐브의 디자인 및 사용은
Oracle에서 제어합니다.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도록 사용자정의 큐브를 추가로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Standard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에는 총 두 개의 사용자정의 큐브, 즉
블록 저장영역(BSO) 큐브(하이브리드 또는 비하이브리드) 1개와 집계 저장영역(ASO) 큐브
(비하이브리드) 1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정의 큐브 수는 구현
선택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큐브 수 및 큐브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모듈 애플리케이션에는 최대 7개의 사용자정의 큐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ASO 및 BSO 큐브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에는 다음 테이블에 표시된 대로 최대 12개의 사용자정의
큐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에는 전략적 모델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FreeForm application type can have a maximum of 12 cubes, all BSO, ASO or a mix of
both; it has no dimension requirements.

Note:

애플리케이션 유형에서 하이브리드 및 비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하이브리드 BSO 큐브만 사용하거나
비하이브리드 BSO 큐브만 사용할 수 있고,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모듈 애플리케이션 유형에서는 최대 세 개의 하이브리드
BSO 큐브 또는 세 개의 비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지원합니다.

Table 3-1    Planning 큐브 비교

애플리케이션 유형 열린 큐브 모듈 큐브 합계

BSO ASO BSO ASO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모듈 기반 3 4 5 2 14
사용자정의 6 6 0 0 12
무형식* 최대 12 최대 12 0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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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ont.) Planning 큐브 비교

애플리케이션 유형 열린 큐브 모듈 큐브 합계

BSO ASO BSO ASO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모듈 1 1 5 2 9

레거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3 4 5 2 14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3 4 0 0 7

* 무형식에서는 모두 ASO 또는 모두 BSO이거나 두 가지가 혼합된 유형인 열린 큐브가 최대 12개까지

허용됩니다.

EPM Standard Cloud Service는 Oracle에서 제공하는 초기 설정된 Groovy 규칙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Groovy 규칙을 생성하거나 초기 설정된 규칙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모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필요에 따라 고유한 Groovy 규칙을
생성하여 사용하고 초기 설정된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링 사용

기존 사용자정의 및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또는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에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사용자정의 또는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3. 작업에서 전략적 모델링 사용을 선택합니다.

4.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하는 경우 전략적 모델링 아티팩트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합니다.

•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합니다.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전환
이제 Oracle에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환경을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기능은
다양한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환경 재생성으로
알려져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재설정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프로세스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스턴스 내에서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을 재생성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사항

환경 재생성 프로세스는 환경의 모든 사용자정의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포함하여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현재 환경의 데이터와 아티팩트를 보존하려면 환경을
재생성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 백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생성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약 15분 동안에는 해당 환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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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재생성한 후 동일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또는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스냅샷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재생성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

다음은 환경을 재생성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환경에 대한 최종 유지관리 중 생성된 스냅샷. EPM Cloud는 항상 유지관리 스냅샷을
유지합니다.

• 환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ID 도메인에서 생성한 사용자

• ID 도메인에서 완료한 역할 지정 사용자

환경을 재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배포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 환경에 서비스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2. 홈 페이지에서 화면의 오른쪽 맨위에 있는 사용자 이름을 눌러 설정 및 작업에 액세스합니다.

3. 서비스 재생성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눌러 재생성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환경 재생성 결과를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홈 페이지 이해
환경에 로그인하면 해당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그룹화된 카드가 있는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카드를 통해 주요 태스크, 자습서 및 관련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용 가능한 바로가기를 포함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페이지에서 바로가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경 내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 페이지에서는 서비스별 카드 외에도 다음 공통 패널, 카드 및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패널

시작 패널에서는 지정된 태스크와 메시지를 비롯한 주요 정보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작
패널에 표시되는 내용은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아카데미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서비스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아카데미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리소스로는 비디오 개요, 자습서, 주요 태스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터

홈 페이지에 제공된 카드에서 일반적으로 액세스하는 특징 및 기능이 반영된 바로가기 목록을

열려면 을 누릅니다.

설정 및 작업 메뉴

화면 오른쪽 상단의 사용자 이름을 눌러 설정 및 작업을 표시합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가능한
옵션은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메뉴를 사용하여 온라인 도움말,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 다운로드 페이지 및 Oracle 지원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환경에서 사인아웃합니다.

설정 및 작업에서는 멤버들이 상호 작용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커뮤니티 모임 장소인
Oracle Cloud Customer Connect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Customer
Connect에서는 최신 릴리스 정보, 예정된 이벤트, 사용 사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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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설정 아이콘

화면 판독기 및 고대비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접근성 설정을 지정하려면 을 누릅니
다.

홈 아이콘

홈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을 누릅니다.

표시/숨기기 막대

홈 페이지의 카드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표시/숨기기 막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를 눌러 현재 카드의 콘텐츠를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샘플 EPM Cloud URL
각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액세스하려면 고유한
URL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이러한 URL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클래식 URL

• OCI(Gen 2) URL

주:

EPM Cloud URL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URL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vanity
URL을 사용하거나 고유한 책갈피를 생성하여 더욱 쉽게 브라우저에 EPM Cloud
URL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anity URL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클래식 URL
일반적으로 새로 프로비저닝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URL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외에도 다음 구성요소를 확인합니다.

• 인스턴스 이름: 자동 생성 문자열로, EPM Cloud 구독을 주문하는 경우 지정됩니다.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구분하도록 Oracle은 -test를 추가하여 테스트

환경의 고유한 인스턴스 이름을 생성합니다.

• ID 도메인 이름: 구독을 처리하는 ID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Note:

URL의 일부를 이루는 ID 도메인 이름을 수정해도 해당 환경의 URL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 ID 도메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해당 환경 중 일부의 URL이
변경됩니다. 다른 ID 도메인에 EPM Cloud 환경 재배치를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 제품군: 다음 중 하나입니다.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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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cs는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Oracle Tax Reporting Cloud 및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환경인 경우입니다.

– epm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인스턴스인

경우입니다. 이 EPM Cloud 제품군은 레거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Cloud,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및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 인스턴스 URL에도 사용됩니다.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Oracle Tax Reporting
Cloud,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의 새로 프로비저닝된 레거시 인스턴스 URL에도 사용됩니다.

• 데이터 센터 영역: EPM Cloud 인스턴스를 호스트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영역입니다. 영역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영역 지정자입니다(예: us1).

새 URL 패턴:

프로덕션 환경 URL 패턴: https://epm-
idDomain.epm.dataCenterRegion.oraclecloud.com/epmcloud

테스트 환경 URL 패턴: https://epm-test-
idDomain.epm.dataCenterRegion.oraclecloud.com/epmcloud

예를 들어 exampleDC 데이터 센터 영역의 ID 도메인 exampleDoM과 함께 프로비저닝되는 EPM
Cloud 환경의 경우 URL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 https://epm-exampleDoM.epm.exampleDC.oraclecloud.com/
epmcloud

테스트 환경: https://epm-test-exampleDoM.epm.exampleDC.oraclecloud.com/
epmcloud

기존 고객이 새로 구매한 구독을 포함한 새 구독은 이 URL 패턴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레거시 URL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전 레거시 URL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으로 자동 리디렉션되는 새 URL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인 경우 이러한 새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URL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거시 URL이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epmcloud

반드시 레거시 URL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레거시 URL도 환경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URL

Planning

•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

•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workspace/
index.jsp

Planning 모듈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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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
Tax Reporting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workspac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Account Reconciliation,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및 Narrative Reporting

https://example-idDomain.epm.dom1.oraclecloud.com/epm
Account Reconciliation

https://example-idDomain.epm.dom1.oraclecloud.com/arm

OCI(Gen 2) URL
OCI 환경에서는 다음 URL 패턴을 사용합니다.

https://INSTANCE_NAME-
CLOUD_ACCOUNT_NAME.EPM_CLOUD_FAMILY.DATA_CENTER_REGION.ocs.oraclecloud.com/CONTEXT

URL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스턴스 이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스턴스 생성
중 지정된 인스턴스 이름(예: acme)입니다.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구분하도록

Oracle은 -test를 추가하여 테스트 환경의 고유한 인스턴스 이름을 생성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클라우드 계정 이름: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계정 생성 중 사용된 이름(예: epmidm)입니다. 이전에는 ID 도메인 이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고객의 모든 OCI EPM Cloud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클라우드
계정이 사용됩니다.

Note:

ID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되는 클라우드 계정 이름을 수정해도 환경의 URL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EPM Cloud 제품군: epm으로 설정됩니다.

• 데이터 센터 영역: EPM Cloud를 호스트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영역입니다. EPM
Cloud 인스턴스(예: us-phoenix-1)를 생성할 때 선택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epmcloud로 설정됩니다.

이전 설명의 샘플 설정을 사용하면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덕션 환경: https://acme-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
epmcloud

테스트 환경: https://acme-test-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
epm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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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브라우저 설정
• 지원되는 브라우저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Google Chrome 구성

– Microsoft Edge 구성

– Firefox 구성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Firefox 구성

• 최소 화면 해상도

지원되는 브라우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지원되는 권장 브라우저를 나열합니다.

오라클 고객지원센터 정책을 준수하려면 EPM Cloud에 액세스할 때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Oracle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 지원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표 3-2    각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지원되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플랫폼 권장 브라우저 기타 지원되는 브라우저

Microsoft Windows Google Chrome Firefox ESR
Microsoft Edge 버전 80 이상

Apple Mac OS X Google Chrome Safari, Firefox ESR
Linux(모든 버전) Google Chrome Firefox ESR
iOS* Safari 없음

Android* Google Chrome 없음

* iPad 및 Android 모바일 장치에는 브라우저 기반 상호 작용만 지원됩니다. 전화에서는 브라우저 기반 상호

작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이 가능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해야 합니다.

• oraclecloud.com 및 cloud.oracle.com의 쿠키를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웹 사이트의 쿠키를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사이트의 쿠키를 수락하지
않도록 구성된 경우 다음 사이트에 대해 세션당 예외 또는 영구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 oraclecloud.com 및 cloud.oracle.com에서 팝업 창 허용

여러 브라우저 탭 또는 브라우저 인스턴스 사용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마다 고유한 브라우저 세션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EPM Cloud는 하나의 브라우저 세션에서 하나의 대시보드 인스턴스만 지원합니다.

동일한 시스템에서 동시에 여러 세션이 열려 있는 경우 예를 들어 Chrome 창 하나에 탭이 두
개이거나 동일한 브라우저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Chrome 창이 두 개)인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제대로 새로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컴퓨터 또는 여러 컴퓨터에서 동일한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irefox, Chrome, Edge 브라우저에서는 탭 복제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탭의 또 다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현재 뷰를 복제하면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오류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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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Google Chrome 구성

기본 브라우저 언어가 아닌 언어로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Google Chrome의 언어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을 보려면 EPM Cloud 현지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새 로케일에 맞게 Chrome을 다시 구성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 Google Chrome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여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chrome://settings/

2. 설정, 고급, 언어 순으로 누릅니다.

3. 언어 드롭다운 목록에서 언어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언어 추가에서 서비스의 표시 언어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5. 이전 단계에서 추가한 서비스의 표시 언어 옆에 있는 추가 작업을 누른 다음 이 언어로
Google Chrome 표시를 선택합니다.

6. 다시 실행을 누릅니다.

선택한 언어로 Google Chrome이 다시 시작합니다.

Microsoft Edge 구성

기본 브라우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액세스하려면 Microsoft Edge의 언어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일반 설정

Microsoft Edge가 JavaScript, 쿠키 및 팝업을 허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 조직에서 기본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oraclecloud.com을 허용되는

사이트로 추가해야 합니다. URL edge://settings/content/javascript를
입력하여 현재 JavaScript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 팝업이 차단된 경우 *.oraclecloud.com을 허용되는 사이트로 추가해야 합니다.
URL edge://settings/content/popups를 입력하여 현재 팝업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 쿠키 사용이 차단된 경우 *.oraclecloud.com을 쿠키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이트로

추가합니다. URL edge://settings/content/cookies를 입력하여 현재 쿠키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Microsoft Edge 구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을 보려면 EPM Cloud 현지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새 로케일에 대해 Microsoft Edge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edge://settings/languages
2. 사용하려는 로케일이 기본 언어 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언어 추가를 눌러 해당

언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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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언어 아래에서 Microsoft Edge에 사용할 로케일 행의 (작업 더보기)을 누르고 이
언어로 Microsoft Edge 표시를 선택합니다.

4. 재시작을 누릅니다.

Firefox 구성

Firefox를 구성하려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팝업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Firefox는 웹 사이트의 쿠키를 수락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사이트의
쿠키를 수락하지 않도록 구성된 경우 cloud.oracle.com 및 oraclecloud.com에 대해 세션당 예외

또는 영구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Firefox에서 이러한 웹 사이트의 팝업 창이 열리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Firefox에서 쿠키를 수락하고 팝업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irefox를 시작합니다.

2. Tools, Options, Privacy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다음과 같이 Firefox will 필드의 설정을 검증합니다.

• 값이 Remember history 또는 Never remember history로 설정된 경우 브라우저에서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값이 Use custom settings for history로 설정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Accept cookies from sites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검증합니다.

– 예외를 누르고 다음 웹 사이트가 쿠키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예외 사항을
제거합니다.

* cloud.oracle.com
* oraclecloud.com

Accept cookies from sites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a. 예외사항을 누릅니다.

b. Address of web site에서 cloud.oracle.com을 입력하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Allow 또는 Allow for session을 누릅니다.

c. 3.b단계를 반복하여 oraclecloud.com을 추가합니다.

d.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4. cloud.oracle.com 및 oraclecloud.com의 팝업 창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페이지에서 자체 글꼴을 선택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 콘텐츠를 누릅니다.

b. Block pop-up windows가 선택된 경우 Exceptions를 누릅니다.

c. Address of web site에 oraclecloud.com을 입력한 다음 Allow를 누릅니다.

d. Address of web site에 cloud.oracle.com을 입력한 다음 Allow를 누릅니다.

e.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f. 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페이지에서 자체 글꼴을 선택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i. 글꼴 및 색상에서 고급을 누릅니다.

ii. 위의 내 선택 항목 대신 페이지에서 자체 글꼴 선택 허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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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확인을 누릅니다.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Firefox 구성

기본 브라우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액세스하려면 Firefox의 언어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을 보려면 EPM Cloud 현지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주:

Narrative Reporting에서는 기본 로케일을 설정하여 브라우저 로케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rrative Reporting 관리 에서 사용자 환경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언어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irefox에서 도구, 옵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콘텐츠를 눌러 콘텐츠 페이지를 엽니다.

3. 언어 옆에 있는 선택을 누릅니다.

4. 선택사항: 사용하려는 언어가 언어 목록에 없는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언어를
추가합니다.

a. 언어에서 추가할 언어 선택...을 누릅니다.

b.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5. 원하는 언어를 누른 다음 위로 이동을 눌러 목록의 맨위로 이동합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최소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장치 화면 해상도가 1024 x 768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PM Cloud 액세스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또는 싱글 사인온 인증서를
사용하여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증서. EPM Cloud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 조직에서 SSO(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구성한 경우 네트워크 인증서. 단일 사인온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Fusion 및 NetSuite의 EPM Cloud와 배포 간에 SSO 접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O는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사용하는 ID 제공자와 함께 작동하도록 SSO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Identity Management 관리에서 " 단일
사인온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IT 관리자가 인증서를 입력하지 않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IWA(Windows 통합 인증)에 대해 브라우저를 구성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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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PM Automate와 같은 클라이언트는 SSO 인증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은 EPM Cloud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EPM Cloud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

처음 로그인 시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관리자
(oraclecloudadmin_ww@oracle.com)가 보낸 전자메일에서 사용자 이름 및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보낸 전자메일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URL을 확인합니다.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Oracle Cloud EPM 환경의 URL

• 사용자 이름

• 비밀번호

환경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 URL로 이동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사인인을 누릅니다.

기본 비밀번호를 이미 재설정한 경우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서비스를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 화면이
표시됩니다.

a. 이전 비밀번호에서 Oracle Cloud EPM 관리자
(oraclecloudadmin_ww@oracle.com)가 보낸 전자메일을 통해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b. 새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재입력에서 화면에 표시된 비밀번호 정책에 맞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c. 계정의 본인 확인 질문 등록에서 본인 확인 질문 및 해당 답변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 비밀번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d. 제출을 누릅니다.

단일 사인온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

사인인 프로세스는 조직의 SSO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IWA를 사용하여 설정 중인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RL에 액세스할 때 SSO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SO 인증서를 사용하여 환경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PM Cloud 환경의 URL로 이동합니다.

2. 회사 사인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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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SO 지원 환경에서는 회사 사인인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EPM Automate와 같은 EPM Cloud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를
실행하도록 계정이 구성되는 서비스 관리자와 Account Reconciliation 고급
사용자에게는 기존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는 추가 로그인 옵션이
표시됩니다.

IWA를 사용하는 설치에 있는 경우 서비스 랜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사인인 화면이 표시되면 조직의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변경

처음 로그인하면 비밀번호를 사용자정의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찾기 위한 본인
확인 질문의 답변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나중에 My Services 애플리케이션의
내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본인 확인 질문과 답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환경의 경우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See Manage your
Traditional Cloud Account Password in Getting Started with Oracle Cloud Applications.

OCI(Gen 2) 환경을 구성하여 회사 표준과 일치하는 비밀번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 Administering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see: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비밀번호 정책 관리

• 비밀번호 변경

ID 제공자 싱글 사인온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회사 로그인 옵션을 사용하여 환경에
로그인하는 경우의 비밀번호 정책은 ID 제공자에서 정의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URL을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의
비밀번호에 영향을 줍니다.

2.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까?를 눌러 비밀번호 분실 화면을 엽니다.

3. 사용자 이름에 사용자 ID(예: john.doe@example.com)를 입력합니다.

4. ID 도메인에 환경의 ID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누릅니다.

6. 상기 문구 질문에 답변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새 비밀번호 입력 및 새 비밀번호 다시 입력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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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모드 켜기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환경을 제외하고, 접근성 모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접근성 모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서비스 관리자가
환경에서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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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grating Applications to EPM Cloud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거시 EPM Cloud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경로

•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경로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 EPM Cloud의 Essbase 정보

• Planning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 Account Reconciliation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 관리 원장 애플리케이션을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마이그레이션

• Tax Reporting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 Enterprise Data Management로 마이그레이션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Service로 마이그레이션

레거시 EPM Cloud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경로
레거시 스냅샷은 EPM Standard Cloud Service 또는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환경이 아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 가져온 스냅샷을 가리킵니다.

레거시 EPM Cloud의 Essbase

다음 레거시 환경에서는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 큐브를 지원하는
Essbase 버전(하이브리드 Essbase라고 함)으로 환경이 이미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 Planning and Budgeting Cloud(Plus One 옵션 포함)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환경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및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에서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비하이브리드
Essbase에서 하이브리드 Essbase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recreat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른 모든 레거시 환경은 하이브리드 큐브를 지원하지 않는 Essbase 버전(비하이브리드
Essbase라고 함)으로 구성됩니다.

EPM Cloud에서 Essbas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EPM Cloud의 Essbase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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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도록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는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표 4-1    레거시 EPM Cloud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

레거시 스냅샷 소스 사용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경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이그레이션
경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비하이브리드 Essbas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비하이브리드

Essbase)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하이브리드

Essbas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Planning 모듈,
무형식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Planning

Planning and Budgeting
Cloud(Plus One 옵션 포함)
(하이브리드 또는 비하이브리드

Essbas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Plus
One 옵션 포함)
(하이브리드 또는

비하이브리드 Essbase)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무형식,
사용자정의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비하이브리드

Essbase)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비하이브리드

Essbase)

• 레거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하이브리드 또는

비하이브리드 Essbas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무형식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하이브리드

Essbase)

• 레거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하이브리드

Essbas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무형식

• 레거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비하이브리드

Essbase)
• 온-프레미스 11.2.x

Planning*

• 온-프레미스 11.1.2.4
Planning

• 온-프레미스 11.1.2.3
Planning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Planning 모듈,
무형식

• 레거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비하이브리드

Ess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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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레거시 EPM Cloud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

레거시 스냅샷 소스 사용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경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이그레이션
경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확장 차원 제외)

• 레거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환경(확장 차원 제외)

• 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레거시 환경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확장 차원 포함)

•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 레거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확장 차원 포함)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비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레거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환경

온-프레미스 11.1.2.4 Oracle
Hyperion Financial
Management(Financial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 정보

참조)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 레거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환경

Tax Reporting Cloud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Tax Reporting

• 레거시 Tax Reporting
Cloud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Account Reconciliation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 레거시 Account
Reconciliation 환경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온-프레미스 11.1.2.4.250 이상

Oracle Hyperion Financial
Close Management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 레거시 Account
Reconciliation 환경

온-프레미스 11.1.2.4.002
Oracle Hyperion Strategic
Finance(Strategic Finance
마이그레이션 정보 참조)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 레거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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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레거시 EPM Cloud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

레거시 스냅샷 소스 사용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경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이그레이션
경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레거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온-프레미스 11.1.2.4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레거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온-프레미스 11.1.2.4 관리 원장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Narrative
Reporting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Narrative
Reporting

• 레거시 Narrative
Reporting

Enterprise Data
Management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 레거시 Enterprise Data
Management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ssbase 21c를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11.2.x Planning을 EPM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할 수는

없습니다.

Financial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 정보

EPM Cloud Migration Accelerator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11.1.2.4 Financial
Management를 EPM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Financial Management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로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십시오.

Strategic Finance 마이그레이션 정보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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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마이그레이션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Strategic Finance를 전략적 모델링으로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정의 Planning 및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에서 Strategic Finance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전략적 모델링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Data Relationship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 정보

온-프레미스 11.1.2.4.330 이상의 Oracle Data Relationship Management를 독립형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또는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일부 Enterprise Data Management 환경의 레코드 수에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구독에 대한 설명은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 단계 요약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Data Relationship Management를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로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십시오.

• 자세한 마이그레이션 지침은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관리 및 작업 에서 
Data Relationship Management에서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경로

Essbase를 사용하는 모든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환경에서는 하이브리드 큐브를 지원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Essbase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사용자정의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은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합니다. EPM Cloud의 Essbase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표 4-2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

스냅샷 소스 사용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경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이그레이션 경로

EPM Standard Cloud
Service - Planning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Planning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무형식,
사용자정의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 레거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Planning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Planning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무형식,
Planning 모듈

• 레거시 환경(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환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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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

스냅샷 소스 사용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경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이그레이션 경로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모듈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무형식

• 레거시 환경(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환경 포함)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무형식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무형식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사용자정의, Planning 모듈

• 레거시 환경(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환경 포함)

EPM Standard Cloud
Service -
Consolidation and
Close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Consolidation
and Clos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Consolidation
and Close

레거시 환경(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환경 포함)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Consolidation and
Clos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Consolidation
and Close

• 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레거시 환경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Consolidation and Close

• 비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레거시
환경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Tax
Reporting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Tax Reporting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레거시 환경

EPM Standard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레거시 환경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Account
Reconciliation

• 레거시 환경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레거시 환경

EPM Standard Cloud
Service - Narrative
Reporting

• EPM Standard Cloud
Service - Narrative
Reporting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Narrative
Reporting

레거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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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EPM Standard Cloud Service 및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스냅샷의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

스냅샷 소스 사용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경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이그레이션 경로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Narrative Reporting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Narrative Reporting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레거시 환경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Service

•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 레거시 환경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하여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Planning

• 재무 통합 및 마감

• Account Reconciliation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주: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EPM Standard Cloud Service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항상 지원되는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 EPM Standard Cloud Service 또는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PM Standard Cloud Service 비즈니스 프로세스
스냅샷을 생성한 후 서비스를 재생성했습니다. 스냅샷을 사용하여 EPM Standard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EPM Standard Cloud Service 또는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테스트 환경에서 생성된
스냅샷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그 반대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스냅샷을 비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레거시 환경에서 비하이브리드 또는 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다른 레거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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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되지 않는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 EPM Standard Cloud Service 또는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에서 레거시
환경으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비하이브리드 Essbase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EPM Standard Cloud Service,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또는 레거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배포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합니다.

EPM Cloud의 Essbase 정보

하이브리드 큐브를 지원하는 Essbase 버전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및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구독은 하이브리드
BSO(블록 저장영역 옵션) 큐브를 지원하는 Essbase 버전을 사용하여 배포됩니다.

희소 및 밀집 차원의 상위 멤버가 동적이 되도록 하이브리드 BSO 큐브는 BSO 기능 외에도
일부 ASO(집계 저장영역 옵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큐브에는 계산에 대한
동적 집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큐브는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크기
감소, 큐브 새로고침 성능 향상,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속도 향상, 비즈니스 규칙 성능
향상,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별 유지관리 속도 향상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성능이 보장되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음 매개변수에 대한 모범 사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큐브 새로고침 중에 경고 및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블록 크기

• 블록 수

• 밀집 차원 수

• 동적 상위 아래의 최대 하위 멤버 수

• 저장소 상위 아래의 최대 하위 멤버 수

• 레벨 1 이상 차원에 대한 하나의 하위 멤버가 포함된 상위

• 밀집 차원에서 동적 계산 및 레이블 전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레벨 1 이상

• 동적 상호 참조 사용

사용으로 설정된 모듈의 다음 매개변수는 우수 사례를 따르도록 적용됩니다.

• 모듈에 추가할 수 있는 새 규칙 수

• 수정할 수 있는 규칙 수

• 모듈에 추가된 새 양식 수

• 수정할 수 있는 양식 수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및 EPM Standard Cloud Service가 있는 경우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사용자정의 Planning, Workforce 이외의 Planning 모듈,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은 BSO 큐브 대신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하도록 생성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큐브를 지원하지 않는 Essbase 배포에서 스냅샷을 임포트하여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은 표준 BSO 큐브를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큐브를 지원하지 않는 Essbase 버전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및 EPM Standard Cloud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활성화된
레거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은 하이브리드 큐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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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Essbase 버전을 사용하여 배포됩니다. These include the following legacy
environments other than those already upgraded based on specific service requests:

주:

Legacy deployments of these services may not support Hybrid cubes. 하지만 셀프
서비스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Essbase에서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Plus One 옵션 라이센스
2019년 6월 4일 이전에 EPM Cloud를 구매한 경우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환경에서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재무, 전략적 모델링,
인력, 프로젝트 또는 자본)를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센스(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Plus One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Cloud

• Tax Reporting Cloud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대한 레거시 구독이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를 사용하도록 배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Essbase 배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Plus One 옵션 라이센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Cloud

• Tax Reporting Cloud

Essbase 버전 업그레이드는 recreat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는 셀프 서비스 작업입니다.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You can upgrade to Hybrid-enabled Essbase for the following legacy environments :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Planning

• 재무 통합 및 마감
Hybrid-enabled Essbase is required only if you require the Extended Dimensionality
option which supports more than two custom dimensions in your application.

• Tax Reporting
Hybrid-enabled Essbase is recommended as the future-ready option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므로 환경을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수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재생성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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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업그레이드해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하이브리드 큐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애플리케이션이 하이브리드 큐브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은 다른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 환경으로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Upgrading to Hybrid-Enabled Essbase for Your Environments

You should first enable Hybrid-Enabled Essbase in a test environment, validate that it
works properly before attempting to convert your production environment.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 백업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해당 환경에 대한 마지막 유지관리 후 데이터 및 아티팩트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환경에 대한 전체 백업으로 Artifact Snapsho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 조치로 로컬 컴퓨터에 백업을 다운로드합니다.

2.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를 사용하도록
업그레이드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EPM Automate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 EPM Automate 세션을 시작하고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epmautomate login serviceAdmin Example_pwd https://
testexample.oraclecloud.com

• recreate 명령을 실행하여 선택적 EssbaseChange 매개변수의 값을 Upgrade로
설정합니다.
epmautomate recreate -f EssbaseChange=Upgrade

3. 선택사항: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생성한 백업 스냅샷을 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 스냅샷이 없으면 uploadFile EPM Automate 명령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백업 스냅샷(1단계 참조)을 환경으로 업로드합니다.

4. 스냅샷을 임포트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스냅샷에서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5. Enable Hybrid in your environments

a. 재무 통합 및 마감

i.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에서 기간 및 이동 차원을 밀집
차원으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ii. Enable Extended Dimensionality option.

b. Planning
See Enabling Hybrid-Enabled Essbase for Your Planning Environments

Enabling Hybrid-Enabled Essbase for Your Planning Environments

레거시 Oracle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구독이나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Plus One 옵션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하도록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1. 테스트 환경의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합니다.
Planning 모듈 관리 에서 "표준 또는 보고 애플리케이션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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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프로세스가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Se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새로고침 in Planning 관리 .

3. Upgrade to Hybrid-enabled Essbase. Upgrading to Hybrid-Enabled Essbase for Your
Environments을 참조하십시오.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를 사용하는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증분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증분 임포트에 대한 일별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전체 스냅샷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4. 하이브리드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합니다.

b. 작업에서 하이브리드 모드 사용을 선택합니다.
EPM Cloud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검증하여 애플리케이션이 하이브리드 큐브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모범 사례는 이 섹션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c. 검증 오류 및 경고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에
성공하려면 먼저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프로세스가 중지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유지관리 모드가 됩니다. 잠재적인 이슈를 확인하고
정정하려면 경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d. 선택사항: 하이브리드 BSO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디자인하고
간소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간소화하는 단계로는 일부 희소 차원의 상위 멤버를
동적으로 지정하고 규칙에서 중간 롤업을 제거하는 작업 등이 있습니다(해당하는 경우).
또한 기존 멤버 공식 구문이 하이브리드 지원 Essbase에서 예상대로 작동하도록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동적 상위
멤버와 희소 차원의 적절한 조합을 결정합니다.

5.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여 디자인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6.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프로덕션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변환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하이브리드 BSO 큐브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플리케이션의 개요 탭에 하이브리드 큐브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나타납니다.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여 이 탭을 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PM Enterprise Cloud Service에서 생성하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사용자정의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은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합니다. EPM Standard Cloud 서비스에서 생성하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도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큐브는 필요에 따라 또는 Ora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따라 계속 ASO
큐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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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다음은 지원되는 Planning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주:

•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또는 EPM
Standard Cloud Service가 아닌 구독의 최신 업데이트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킵니다.

•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and Planning and Budgeting Cloud(Plus One 옵션
포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면 표준 BSO 큐브가 생성되며, 이
큐브를 하이브리드 큐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온-프레미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EPM Cloud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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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roovy를 지원하지 않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Groovy 기반 비즈니스 규칙 및
템플리트를 임포트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EPM Standard Cloud Service -
Planning 및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Groovy 기반
비즈니스 규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Groovy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예: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익스포트된 비즈니스
규칙 및 템플리트를 EPM Standard Cloud Service -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임포트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다음은 지원되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주:

•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또는 EPM Standard Cloud
Service가 아닌 구독의 최신 업데이트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킵니다.

•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EPM Cloud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십시오.

확장된 차원이 없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1. 소스 레거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익스포트하여 백업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백업 스냅샷을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2. recreate EPM Automate 및 essbaseChange=Upgrade 옵션을 사용하여 소스 레거시

환경의 Essbase 버전을 업그레이드합니다.

Chapter 4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4-13



3.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소스 레거시 환경으로 임포트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개요, 작업, 하이브리드 모드 사용 순으로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에서 "확장된 차원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5. 애플리케이션을 소스 레거시 환경에서 익스포트하고 대상 EPM Enterprise Cloud
Service로 임포트합니다.

6. 선택사항: 소스 레거시 환경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recreate EPM Automate 및 essbaseChange=Downgrade 옵션을 사용하여

소스 레거시 환경의 Essbase 버전을 다운그레이드합니다.

• 1단계에서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임포트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다음은 지원되는 Account Reconciliation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주:

•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또는 EPM
Standard Cloud Service가 아닌 구독의 최신 업데이트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킵니다.

•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EPM
Cloud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십시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다음은 지원되는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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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또는 EPM Standard Cloud
Service가 아닌 구독의 최신 업데이트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킵니다.

• 온-프레미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스냅샷을 EPM Enterprise Cloud
Service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Oracl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Cloud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 "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원장 애플리케이션을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마이그레이션

온-프레미스 관리 원장 애플리케이션을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온-프레미스 Oracle Hyperion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템플리트
익스포트 명령을 사용하여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임포트할 수 있는 양식으로
관리 원장 애플리케이션 패키지화.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템플리트 익스포트 명령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 2단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템플리트를 통해 이전 단계의 패키지를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업로드하여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생성

• 2단계: PCM-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애플리케이션을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마이그레이션

목표 비디오 보기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자습서 보기

 자습서

Tax Reporting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레거시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업데이트에서 EPM Enterprise Cloud Service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하여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Data Management로 마이그레이션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스냅샷을
다른 유사한 환경 또는 독립형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0개의 레코드를 지원하는 [호스트된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
메트릭] 구독에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개수에 제한 없이 레코드를 지원하는 [호스트된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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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메트릭] 구독으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옵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독에는 환경의 레코드 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환경의 레코드 수를 확인합니다.

1. Enterprise Data Management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2.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정보, 구독 순으로 누릅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Service로
마이그레이션

현재 EPM Enterprise Cloud Service Enterprise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호스트된 직원 메트릭] 또는 [호스트된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 메트릭]을 구독하는 기업은
독립형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온-프레미스 11.1.2.4.330 이상 Oracle Data Relationship Management에서 독립형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이 솔루션의 전체
기능을 마스터 데이터, 참조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 관리 및 거버넌스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애플리케이션이든 타사 또는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이든 관계없이 공용 클라우드, 전용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디서든
클라우드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Data Relationship Management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
Relationship Management 마이그레이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Chapter 4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Service로 마이그레이션

4-16



5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과 혁신적이고 단순한 클라우드가 결합되어 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고, 자신 있게 보고하고, 전체 조직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M Cloud 개요

– Planning(Planning and Budgeting Cloud) 개요

– Planning 모듈 개요

– 무형식 개요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요

– Tax Reporting 개요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개요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 Account Reconciliation 개요

– Enterprise Data Management 개요

– Narrative Reporting 개요

•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개요

• Sales Planning 개요

• EPM Cloud 브라우저 설정

– 지원되는 브라우저

– 최소 화면 해상도

• EPM Cloud 액세스

– EPM Cloud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

– 단일 사인온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

• 홈 페이지 이해

• 접근성 모드 켜기

• 샘플 EPM Cloud URL

• 정보 소스

–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

– Oracle 교육 라이브러리

• EPM Cloud 현지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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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개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lanning

• Planning 모듈

• 무형식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Account Reconciliation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Narrative Reporting

서비스 및 환경 정보

EPM Cloud에서 작업할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서비스마다 두 개의 환경 즉,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nning(Planning and Budgeting Cloud) 개요

Planning은 동급 최고의 검증되고 유연한 계획 및 보고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용으로 빌드되고 배포된 구독 기반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솔루션입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 전체에서 비즈니스 플래너,
분석가, 모델러 및 의사 결정자에게 즉각적인 가치와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웹 2.0 또는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작용하여 모델링, 계획 및 보고합니다.
확장 및 수행에 적합하게 빌드된 서비스는 산업 표준 Oracle Cloud EPM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검증된 플랫폼 및 기술

서비스는 데이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조각화를 방지하여 회사에서 클라우드 전략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racle Cloud EPM 리소스를 최적화하도록
빌드되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 아키텍처는 입증된 Planning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양한 업계에서 간단하거나 복잡한 계획 사용 사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racle
Cloud EPM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전체 사용자 프로파일을 한 곳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직이 구독하는 모든 Oracle Cloud EPM 서비스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급 최고 기능

서비스는 시간이 중요하며 목표 지향적인 계획 활동에 대한 동인 기반 모델링, 연속 예측 및
관리 보고를 위해 직관적인 웹 2.0 및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즉각적인 모델을 작성하고 공유하며 정교한 통계 예측 기능을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하며 민첩한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력한 노트, 설명, 문서
첨부파일, 태스크, 워크플로우 및 보고 기능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실시간 협업
계획 및 차이 분석을 수행하도록 빌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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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하며 유연함

서비스는 강력한 Essbase OLAP 계산 엔진 및 포괄적인 규칙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대량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에 내장된 시간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는 기본 제공 분산 및 빠른 주문형 집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시 모델을 작성하고
공유하여 Microsoft Excel 및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게 빌드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지원

서비스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계획 활동을 작성, 배포 및 관리하는 원스톱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고객의 사용 편의성 또는 셀프 서비스를 손상시키지 않고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배포, 데이터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외에도 패키징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데이터 통합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이슈를
제기하고 지원을 받고 제품 향상을 모색하는 포괄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정교한
데이터 통합 사용 사례를 위한 포괄적인 매핑 기능과 플랫 파일 및 Excel 기반 임포트 및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보를 원활하게 로드하고 추출하며 소스 ERP로 드릴 백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배포

서비스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만 하면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얻거나, 설치,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구입, 설치 또는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 Oracle Hyperion
Partner 네트워크의 전문적 제품 지식을 활용하여 빠른 시작 템플리트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계획
애플리케이션을 몇 주 안에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식성

기존 Planning 고객은 기본 제공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온-프레미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포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통해 조직은 IT 리소스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도 엔터프라이즈의 다른 비즈니스 라인에 Planning 사용량을 소개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Plann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Planning 모듈 개요

Planning 모듈은 재무, 인력, 자본 및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양식, 계산, 대시보드, 동인 및 KPI(주요 성과
표시기)를 비롯한 미리 정의된 기본 제공 모범 사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데이터,
계획 및 예측을 동적으로 반영하는 대시보드 및 보고서와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Planning 모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재무

재무 솔루션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통합된 동인 기반 계획을 제공합니다.
KPI, 동인, 계정 등의 기본 제공 도구는 보고서를 더 빨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무를
사용하여 비용 및 수익 계획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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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비디오 보기

재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인력

인력 솔루션을 사용하면 인원수 및 보상 계획에서 재무 계획을 인력 계획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원수와 급여, 혜택, 세금 등의 관련 인력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프로젝트

프로젝트 솔루션은 프로젝트 계획 시스템과 재무 계획 프로세스 간의 차이를 좁힙니다. 조직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전체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 및 장기 재무 목표에
맞게 조정되도록 지원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자본

자본 솔루션은 자본 자산이 재무 계획에 미치는 장기 영향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여 자본
비용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자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전략적 모델링

전략적 모델링 솔루션은 다양한 재무 예측 및 모델링 기능이 결합되어 있으며 장기적,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및 모델링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전략적 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으로 설정한 항목에 따라 이 가이드에 설명된 모든 기능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증분 방식으로 일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 대시보드, KPI, 규칙 등이 더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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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 개요

무형식은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에 배포된 구독 기반의
유연한 맞춤형 보고 및 계획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우수성이 검증되었으며 확장성이 뛰어난
동급 최고의 Oracle SaaS Cloud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또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솔루션
간에 보고 데이터 조각화를 방지하여 클라우드 전략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 보고 및 계획 사용 사례에 도움을 주는 즉각적인 가치와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Understanding FreeForm in Administering
FreeForm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또는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형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협업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보고, 분석, 계획합니다.

검증된 플랫폼 및 기술

무형식 기능 아키텍처는 입증된 EPM Cloud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업계에서 간단하거나
복잡한 사용 사례를 해결할 통합 보고 및 계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엔터프라이즈 전체의 보고, 마감, 계획 사용 사례를 사용자 및 해당 보안과 함께 중앙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급 최고 기능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손쉽게 실시간 협업 대시보드로 즉시 보고서와 계획 모델을
생성 및 공유하고 강력한 주석, 설명, 문서 첨부, 태스크, 워크플로우, 보고 기능을 사용하여 임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하며 유연함

무형식은 강력한 Essbase OLAP 계산 엔진과 포괄적인 웹 및 Microsoft Office 기반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활용하여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 복잡한 그리드를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시간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는 미리 정의된 분산 기능과 빠른 주문형 집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시 모델을 생성하고 공유하여 Excel 및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게 빌드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지원

무형식은 유연하고 사용자정의 가능한 모델링 및 보고 솔루션을 Oracle 및 Oracle 이외의 더 큰
트랜잭션 시스템에 원활하게 플러그인할 수 있는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배포, 데이터 백업,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규모 고객의 사용 편의성 또는 셀프 서비스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패키징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데이터 통합 기능을 지원합니다. 더욱 정교한 데이터 통합 사용 사례를 위한
포괄적인 매핑 기능과 플랫 파일, Excel 기반 임포트 및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보를
원활하게 로드하고 추출하며 소스 ERP 시스템으로 드릴 백할 수 있습니다.

Essbase 포팅 기능

기존 무형식 고객은 내장된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Essbase 애플리케이션을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포팅하여 해당 Essbase 큐브의 SaaS 기반 배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조직은 보고 및 계획에 대해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통합 배포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통합된 구성 내에서 보고, 분석,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에는 웹 및 Smart View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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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보고 및 계획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얻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구입, 설치
또는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형식을 사용하면 전 세계 Oracle Hyperion Partner
네트워크의 전문적 제품 지식을 활용하여 몇 주 안에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는 Oracle Cloud용으로 빌드되어 배포된 구독 기반
연결 및 보고 솔루션입니다. 하드웨어 및 최소 IT 지원 없이 빠르게 구현하려는 사용자용으로
간단하고 빠른 배포를 제공합니다. 통합 및 마감 프로세스 태스크용으로 기본 제공되는
기능과 함께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간소화된 태블릿 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본 대시보드 및 분석

• 상세 분석을 위해 사전 정의된 차원

• 사전 빌드된 양식과 보고서로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구성

• 통화 환산 및 FX 조정 계산

• 자동화된 현금 흐름

• 사용자정의 필요성이 제한된 동적으로 미리 정의된 계산

• 쉬운 감사를 위해 간소화된 통합 차원

• 마감 달력 태스크 관리 및 워크플로우

• 보충 스케줄 데이터 관리

목표 비디오 보기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요
가져오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연결 및 마감 프로세스 시작하기
 시작하기 비디오

Tax Reporting 개요

Tax Reporting은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또는
IFRS(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보고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법인세 준비금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는 세금 자동화, 데이터 수집,
법인세 준비금 계산, 발생 이익 자동화, 세금 보고 및 분석, CbCR(국가별) 보고 등 법인세
준비금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ax Reporting은 법인세 준비금 준비를 위한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준비금, 유효 세율 및
이연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US GAAP 및 IFRS에 따라 법인세 회계 표준을
준수합니다.

Tax Reporting은 회사 마감 프로세스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통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법인이 연결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하도록 연결 세전 수익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에서 기말 마감과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세율, 외화 환율 같은 모든 필수 수치가 완료되면 Tax Reporting은 자동으로
법인 및 관할권별로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합니다.

5장
EPM Cloud 개요

5-6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3307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3514


준비금 계산에서 Tax Reporting은 분개 입력 및 초안 법인세 재무제표 공개, 지원 스케줄로 완료를
생성합니다. 지원 스케줄은 재무제표에 대한 법인세 각주에 요구되는 공개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 외국 및 국내 엔티티의 세전 수익

• 현재 및 이연 세금 비용별 연결 법인세 준비금

• 연결 및 법정 유효 세율 조정

•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및 가치 평가 충당금 구성(필요에 따라)

목표 비디오 보기

Tax Report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개요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에서 비용 및 수익을 정확하게 측정, 할당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제품, 고객, 지역, 지사와 같은 비즈니스 세그먼트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수익 할당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비용 분해,소비 기반 원가
계산, 시나리오 재생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계획 및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현대적으로 구현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다른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성요소와 매끄럽게 통합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모델은 관리 보고 계산 및 보고 방법 분야에
대한 경험은 많으나 스크립팅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은 분석가가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둘 다 포함됩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정보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관리 보고 계산 및 보고 방법 분야에 대한 경험은 많으나 스크립팅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은 분석가에게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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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모델 빌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가리킨 후 눌러 할당 사용자정의 계산
규칙의 복합 워터폴 프로세스를 빌드하는 모델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순차적으로
제어되는 모델로 구성된 수백 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복합 워터폴을 여러 기간 또는 예측
범위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프로세스 관리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모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실행 결과를 되돌리는 간단한 프로세스 실행 제어를 제공합니다. 전체 계산
내역을 제공하고 지정된 특정 시점에 모델 논리, 계산 결과, 성능 통계의 검토를 지원합니다.

재무 및 계획 시스템과 통합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유연한 디자인 구조를 통해 모델은 여러
소스 시스템의 차원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많은 재무 및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보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디자인
유연성 및 통합 기능을 통해 여러 금융 및 보고 시스템의 할당 프로세스를 일반적인 기능
할당 허브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투명성

논리 변경, 성능 통계, 규칙별 결과 추적에 대한 계산 감사 보고서는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세한
규칙 트랜잭션 결과를 통해 할당된 값의 소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개요를 확인합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시작하기  기능 개요 둘러보기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기  개요 비디오

Account Reconciliation 개요

조정에서는 계정 잔액이 정확한지 확인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계정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Oracle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Service를 통해 회사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프로세스에 관련된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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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Reconciliation은 [조정 준수]와 [트랜잭션 일치]라는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Account Reconciliati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5장
EPM Cloud 개요

5-8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31516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31517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31518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2656


조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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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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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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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다가오거나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됩니다.

트랜잭션 일치

[트랜잭션 일치]는 Account Reconciliation의 통합 모듈이며, 기존의 [조정 준수] 기능 세트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트랜잭션 일치]를 사용하여 회사는 대용량의 노동 집약적인 조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조정 준수] 내의 추적 기능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모듈은 회사가 품질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면서도 조정 수행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nterprise Data Management 개요

Enterprise Data Management는 기업이 애플리케이션별 비즈니스 뷰포인트를 관리하고, 뷰포인트
간 변경사항을 제어하고, 데이터 세트를 공유 및 매핑하여 클라우드 배포를 가속화하고, 참조할
권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민첩한 최신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작업

애플리케이션 생성자는 연결된 각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기본 뷰라고 하는 일반
사용자 환경을 생성합니다. 등록 시 생성자는 다른 사용자를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뷰에는 등록된 각 애플리케이션 차원을 목록 또는 계층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최적화된 관점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및 뷰 소유자가 모여 사용자정의 뷰 및 관점(예: 주제 영역별 또는 비즈니스 도메인별)을 조정하고
변경 관리 뷰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관리자가 해당 미리보기 내에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뷰 및 관점 작업

뷰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대한 일반 사용자 포털입니다. 뷰 내에서 또는 여러 뷰에서 관점을
찾아보거나 검색합니다. 기여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점으로 더티 차원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이슈를
검증 및 해결하여 참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차이를 이해하려면 관점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관련 등록정보를 시각적으로 맞추고 값을 복사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청을 생성합니다. 구독을 통해 타겟 뷰포인트가 소스 뷰포인트를 구독하게 하여
뷰포인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스 뷰포인트에 관한 업데이트가 수행되면 대상
뷰포인트에서 동일한 변경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요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요청으로 변경 관리

요청은 변경의 기초 작성 블록을 나타냅니다. 요청을 사용하여 관점 변경사항을 모델링합니다. 타겟
관점을 기준으로 모든 변경사항을 시각화하고, 검증하고, 영향을 분석한 다음 커밋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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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에서 뱃치로 또는 대화식으로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요청 활동을 찾아보고 커밋된
변경사항을 감사합니다.

협업 워크플로우

협업 워크플로우는 제출 프로세스, 승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다음 관리 과제를 해결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차원, 계층 세트 또는 노드 유형 레벨에서 하나 이상의 승인 정책을
구성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수준 높은 결과를 달성하도록 승인자 초대를 조정하는
동시에 승인 정책을 실행합니다.

• 여러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 요청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관련 변경에
대한 승인을 보호합니다.

• 구독 요청과 함께 승인을 사용하여 여러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차원
레벨 강화 및 승인 단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 함께 검증, 승인 및 커밋되는 항목을 요청 내에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관리에
무결성이 확립되고 변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체 뷰 및 관점 생성

사용자정의 뷰 및 관점을 조정하여 대체 계층을 빌드하거나, 비교를 위해 읽기 전용 참조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목록의 계층 멤버로 작업합니다. 관점을 복사하여 과거 스냅샷을
작성하거나, 가정 시나리오를 수행하거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정보 모델

각 관점은 연계된 비즈니스 객체(노드 유형 사용), 연계된 상위 하위 관계(관계 세트 사용),
최상위 노드와 같은 연계된 술어(노드 세트 사용)를 지정하여 일반 사용자의 각 관점을
구성하는 데이터 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점은 논리적으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주제 영역을 나타내는 뷰로 그룹화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뷰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맵 빌드

새 데이터 체인을 생성하여 매핑 관계를 관리합니다. 매핑 관점을 구성하여 하나 이상의
소스를 각 대상 애플리케이션 차원에 매핑합니다. 소스와 대상을 비교하고 요청을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맵을 빌드합니다. 각 대상 차원의 매핑 키 및 위치를 구성하여 데이터
맵을 익스포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통합

사전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예: Planning,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Business Suite
General Ledger, Oracle Financials Cloud General Ledger)과의 통합을 가속화합니다.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활용하여 다른 모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합니다. 마법사 기반 구성 환경을 사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연결을
설정하고, 임포트 및 익스포트 작업을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를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별 뷰를 구성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을 온보드합니다.

태스크 자동화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대화식으로 또는 스케줄링된 프로세스를 통해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인스턴스에서 마이그레이션하고,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환경을 재설정하고, 환경을 재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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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내역 감사

트랜잭션 내역을 감사하여 시간에 따른 노드, 등록정보 및 관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내역은 요청을 커밋할 때 기록됩니다. 트랜잭션 내역을 보고, 필터링하고, 파일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비즈니스 논리에 대한 표현식

표현식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노드에 대한 사용자정의 비즈니스 규칙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생된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변환에 대해 표현식을 구성하여 뷰포인트에 있는 노드의 등록정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은 팔레트와 편집기를 사용하여 그래픽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 EPM Cloud에서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가능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목표 다음 비디오 확인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에 대한

개요 알아보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둘러보기 비디오

Narrative Reporting 개요

Narrative Reporting은 관리 및 설명 보고를 위한 Oracle Cloud 솔루션입니다. 재무 및 관리 보고서
패키지를 정의, 작성, 검토, 게시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안전한 협업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Narrative
Reporting에서는 다차원 분석도 제공하므로 기본 제공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저장,
분석, 소싱하거나 고유한 기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doclet 콘텐츠를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데이터 및 설명 결합: 보고서 패키지 및 doclet을 사용하여 작성, 협업, 설명 및 전달 요구사항을
해결합니다.

• 안전한 협업: 보고서 기고자에게 역할에 따라 콘텐츠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중요한 콘텐츠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보고서 소유자는 보고 수명 주기 진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 있는 보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더
정확하고 빠르게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Narrative Report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개요
Oracle Fusion Human Capital Management 제품군의 일부인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에서는 적절한 기술 세트를 보유한 올바른 수의 인력이 제때에 전략을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 회사 전략을 실행 계획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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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의 장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해당 수요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이나 자연 감원을 통해 현재 인력에 미칠 영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수요를 평가하면 그 격차(과잉 또는 부족)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리소스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와 기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에서는 플래너가 "직원들이 향후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상 비용 및 수익이 계획을 지원합니까?" 등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 가능한 동인 및 수요 임계값도 제공합니다. 동인 값을 향후 장기
FTE(Full Eime Equivalent)로 변환하는 최적의 계산 로직을 동인마다 선택합니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Workforce를 사용하여 인원수에 따른 비용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에 맞게 중요한 기업 리소스(인력 및 자본)를 맞춤할 수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하여 인원수와 급여, 의료, 보너스, 세금 등의 관련 비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는 비용 및 추세를 보여 주는 최신 그래픽을 볼 수 있습니다.

Workforce의 모든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플래너는 다음을 수행하여 인원수 비용을 관리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인원수, 급여, 보너스, 세금, 의료 비용 분석, 계산 및 보고

• 고용, 이동, 이관, 퇴직 등 계획

• 국가별 세금 및 혜택 정의

Sales Planning 개요
Oracle Sales Planning Cloud는 판매 실적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확장 가능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Sales Planning을 사용하면 주요 판매 운영 프로세스의 스프레드시트를 제거하여 중요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판매 할당량 계획 및 모델링에 대한 협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Sales Planning은 EPM Cloud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확장하여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대시보드, 인포릿을 통해 구성 및 개인설정을 판매 계획 애플리케이션에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 계획 프로세스를 관리하려면 태스크 및 승인을 사용합니다. 계산 및
비즈니스 규칙을 향상시키도록 추가로 사용자정의하려면 Groovy 규칙을 사용합니다. Sales
Planning을 Oracle Engagement Cloud – Sales Cloud와 통합하여 할당량 타겟을
인센티브 보상으로 푸시하거나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Sales Plann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Quote Planning 정보

Quote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영역, 제품, 계정 또는 기타 사용자정의 차원별로
하향식 및 하향식 타겟 할당량 계획을 제공합니다. 예측 계획 및 가정 시나리오 계획을
사용하면 다양한 할당량 시나리오를 찾아보고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uote Planning은 해당 양식, 계산, 대시보드, 인포릿, 동인, 측정항목 등의
콘텐츠에 모범 사례를 빌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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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Planning을 사용하면 판매 VP, 판매 운영, 판매 관리자, 판매 담당자 등 프로세스의 모든
참가자가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타겟 할당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의 타겟 할당량을
설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제품별로 조정하거나, 채우기 또는 계절성을 적용하거나, 예측 계획 또는
가정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최적화합니다. 타겟이 준비되면 플래너는 계층 전체에서 하향식 또는
워터폴 계획을 수행하여 타겟 할당량을 할당합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경우 상향식 계획을 수행하여 판매 담당자의 할당량 약정을 가져오는 협업 방식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 할당량이 계층 위쪽의 다음 레벨로 푸시되고 집계되면 하향식 및
상향식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 계획을 할당량 달성 성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면 기본
제공 대시보드를 사용합니다.

측정항목, 태스크 목록 또는 승인을 더 추가하여 조직의 계획 프로세스를 향상시키십시오.

목표 비디오 보기

할당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Sales Planning Cloud의 할당량 계획

고급 판매 예측 정보

고급 판매 예측은 판매 예측 프로세스를 위해 지역, 제품, 계정, 채널 또는 기타 사용자정의 차원에서
다차원 판매 예측을 허용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Quota Planning, 보상 계획 및 판매
예측이 통합된 연결된 판매 계획을 판매 팀에 제공합니다. 고급 판매 예측을 사용하면 주별 또는
월별 레벨로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우 연속 예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판매 계층의 데이터 기반 판매 예측에 도움이 되는 메트릭, KPI, 측정항목 등 판매 예측과
분석을 위한 미리 정의된 모범 사례 콘텐츠

• Planning Cloud 플랫폼을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양식 및 대시보드, 측정항목, 차원,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 계산을 위한 Groovy 규칙 등 추가 구성을 허용하는 확장성

• 지역 레벨 또는 상세 레벨(예: 제품 또는 계정별)에서 예측 약정을 조정하여 협업 데이터 기반
예측 약정을 촉진하는 기능

• 예측 내용을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Predictive Planning

• Sales Planning을 포함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일반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 미리 정의된 보고 큐브를 사용하는 즉각적인 집계 및 보고

고급 판매 예측을 사용하면 판매 관리 팀과 판매 담당자 간의 책임 및 협업과 예측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계정 계획 정보

주요 계정 계획에서는 Sales Planning를 확장하여 판매 기준선 계획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과 거래 판촉이 판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이렇게 하면 판촉 및 비판촉 수량과
수익에 대한 고객 및 제품 그룹별 평가를 비롯하여 고객 이익 및 손실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계정 계획은 주요 계정 관리자가 거래 경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거래 판촉 전략을
계획하고 협업 판매 계획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계정 관리자 또는 판매 관리자는
기준선 계획 및 판촉 계획을 사용하여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 실행 중인 거래 판촉으로 인한 상승
(판매 수량 또는 수익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계정 계획에서는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기준선 계획을 수행합니다. 주요 계정 및 제품 세그먼트별로 예측을 실행하고, 가정 시나리오
모델링을 수행하고, 조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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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 기준선 계획에서 다양한 가격, 배치 및 제품 변형 같은 작성 블록을 사용하여
추가 비판촉 판매 계획 조정을 파악합니다.

• 그다음에는 거래 판촉 활동을 추가, 분석, 조정하여 전략적으로 타겟과 계획 간 차이를
해소하고 고객 및 COGS에 지정된 추가 계약 측정항목을 비롯한 계정, 거래 경비, 이익
및 손실에 대한 각 판촉의 증분 상승 수량을 확인함으로써 고객 이익 및 손실을
전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량 및 수익 계획을 검토하고 거래 경비 및 과거 판촉을 분석하여 주요
계정 계획 및 기타 판매 계획 결정 내용을 알립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제공 Predictive Planning을 비롯한 기준선 계획

• Quota Planning과 통합하여 타겟에 도입

• 차이 분석 - 타겟 및 기준선 비교

• 거래 판촉 계획

– 지정된 상승에 따라 해당 월에 대해 수량 및 거래 경비를 도출하는 날짜별 판촉 계획

– 판촉 가정

– 변동 경비. 이러한 계산에서는 변동 비용을 가져와서 판촉 기간 수량에 적용합니다.

– 판촉 계획 사용 사례

* 여러 기간에 걸친 판촉

* 단일 제품 또는 여러 제품에 대한 판촉

* 특정 기간의 동일 제품에 대한 여러 판촉

* 겹치는 날짜가 있는 동일 제품에 대한 여러 판촉

– 제품별 상승 조정

• 거래 경비 요약과 상승 및 수익에 대한 ROI

• 고객 이익 및 손실

– 고객 및 제품 그룹별

– 수익 및 상승 수익

– 거래 경비 - 변동 및 고정

– COGS

– 계약 측정항목

• 분석

– KPI 및 시각화 기능이 포함된 개요 대시보드

– 고객/제품/지역 계층의 판촉 및 비판촉 수량

– 주요 계정 요약

주요 계정 계획에서는 판매 계획을 거래 판촉 마케팅 캠페인과 연결하여 판매 수량 또는
수익을 높입니다. 주요 계정 계획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및 제품 그룹에 대해 거래 판촉 같은 데이터 기반 판매 계획이 포함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예측을 제공합니다.

• 협업을 촉진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킵니다.

• 거래 판촉 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프로모션 전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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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판촉 전략을 평가할 가정 시나리오 계획을 제공합니다.

• 여러 스프레드시트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줍니다.

• 강력한 Planning 플랫폼 및 Sales Cloud와의 통합 기능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목표 비디오 보기

주요 계정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요: Sales Planning Cloud의 주요 계정

계획

EPM Cloud 브라우저 설정
• 지원되는 브라우저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Google Chrome 구성

– Microsoft Edge 구성

– Firefox 구성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Firefox 구성

• 최소 화면 해상도

지원되는 브라우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지원되는 권장 브라우저를 나열합니다.

오라클 고객지원센터 정책을 준수하려면 EPM Cloud에 액세스할 때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Oracle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 지원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표 5-1    각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지원되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플랫폼 권장 브라우저 기타 지원되는 브라우저

Microsoft Windows Google Chrome Firefox ESR
Microsoft Edge 버전 80 이상

Apple Mac OS X Google Chrome Safari, Firefox ESR
Linux(모든 버전) Google Chrome Firefox ESR
iOS* Safari 없음

Android* Google Chrome 없음

* iPad 및 Android 모바일 장치에는 브라우저 기반 상호 작용만 지원됩니다. 전화에서는 브라우저 기반 상호

작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이 가능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해야 합니다.

• oraclecloud.com 및 cloud.oracle.com의 쿠키를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웹 사이트의 쿠키를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사이트의 쿠키를 수락하지
않도록 구성된 경우 다음 사이트에 대해 세션당 예외 또는 영구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 oraclecloud.com 및 cloud.oracle.com에서 팝업 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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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브라우저 탭 또는 브라우저 인스턴스 사용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마다 고유한 브라우저 세션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EPM Cloud는 하나의 브라우저 세션에서 하나의 대시보드
인스턴스만 지원합니다.

동일한 시스템에서 동시에 여러 세션이 열려 있는 경우 예를 들어 Chrome 창 하나에 탭이
두 개이거나 동일한 브라우저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Chrome 창이 두 개)인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제대로 새로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컴퓨터 또는 여러 컴퓨터에서
동일한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irefox, Chrome, Edge 브라우저에서는 탭 복제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탭의 또 다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현재 뷰를
복제하면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오류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Google Chrome 구성

기본 브라우저 언어가 아닌 언어로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Google Chrome의 언어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을 보려면 EPM Cloud 현지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새 로케일에 맞게 Chrome을 다시 구성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 Google Chrome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여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chrome://settings/

2. 설정, 고급, 언어 순으로 누릅니다.

3. 언어 드롭다운 목록에서 언어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언어 추가에서 서비스의 표시 언어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5. 이전 단계에서 추가한 서비스의 표시 언어 옆에 있는 추가 작업을 누른 다음 이 언어로
Google Chrome 표시를 선택합니다.

6. 다시 실행을 누릅니다.

선택한 언어로 Google Chrome이 다시 시작합니다.

Microsoft Edge 구성

기본 브라우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액세스하려면 Microsoft Edge의 언어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일반 설정

Microsoft Edge가 JavaScript, 쿠키 및 팝업을 허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 조직에서 기본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oraclecloud.com을 허용되는

사이트로 추가해야 합니다. URL edge://settings/content/javascript를
입력하여 현재 JavaScript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 팝업이 차단된 경우 *.oraclecloud.com을 허용되는 사이트로 추가해야 합니다.
URL edge://settings/content/popups를 입력하여 현재 팝업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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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사용이 차단된 경우 *.oraclecloud.com을 쿠키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이트로

추가합니다. URL edge://settings/content/cookies를 입력하여 현재 쿠키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Microsoft Edge 구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을 보려면 EPM Cloud 현지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새 로케일에 대해 Microsoft Edge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edge://settings/languages
2. 사용하려는 로케일이 기본 언어 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언어 추가를 눌러 해당 언어를

추가합니다.

3. 기본 언어 아래에서 Microsoft Edge에 사용할 로케일 행의 (작업 더보기)을 누르고 이
언어로 Microsoft Edge 표시를 선택합니다.

4. 재시작을 누릅니다.

Firefox 구성

Firefox를 구성하려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팝업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Firefox는 웹 사이트의 쿠키를 수락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사이트의
쿠키를 수락하지 않도록 구성된 경우 cloud.oracle.com 및 oraclecloud.com에 대해 세션당 예외

또는 영구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Firefox에서 이러한 웹 사이트의 팝업 창이 열리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Firefox에서 쿠키를 수락하고 팝업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irefox를 시작합니다.

2. Tools, Options, Privacy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다음과 같이 Firefox will 필드의 설정을 검증합니다.

• 값이 Remember history 또는 Never remember history로 설정된 경우 브라우저에서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값이 Use custom settings for history로 설정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Accept cookies from sites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검증합니다.

– 예외를 누르고 다음 웹 사이트가 쿠키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예외 사항을
제거합니다.

* cloud.oracle.com
* oraclecloud.com

Accept cookies from sites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a. 예외사항을 누릅니다.

b. Address of web site에서 cloud.oracle.com을 입력하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Allow 또는 Allow for session을 누릅니다.

c. 3.b단계를 반복하여 oraclecloud.com을 추가합니다.

d.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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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oud.oracle.com 및 oraclecloud.com의 팝업 창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페이지에서 자체 글꼴을 선택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 콘텐츠를 누릅니다.

b. Block pop-up windows가 선택된 경우 Exceptions를 누릅니다.

c. Address of web site에 oraclecloud.com을 입력한 다음 Allow를 누릅니다.

d. Address of web site에 cloud.oracle.com을 입력한 다음 Allow를 누릅니다.

e.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f. 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페이지에서 자체 글꼴을 선택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i. 글꼴 및 색상에서 고급을 누릅니다.

ii. 위의 내 선택 항목 대신 페이지에서 자체 글꼴 선택 허용을 선택합니다.

iii. 확인을 누릅니다.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Firefox 구성

기본 브라우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액세스하려면 Firefox의 언어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을 보려면 EPM Cloud 현지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주:

Narrative Reporting에서는 기본 로케일을 설정하여 브라우저 로케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rrative Reporting 관리 에서 사용자 환경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언어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irefox에서 도구, 옵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콘텐츠를 눌러 콘텐츠 페이지를 엽니다.

3. 언어 옆에 있는 선택을 누릅니다.

4. 선택사항: 사용하려는 언어가 언어 목록에 없는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언어를
추가합니다.

a. 언어에서 추가할 언어 선택...을 누릅니다.

b.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5. 원하는 언어를 누른 다음 위로 이동을 눌러 목록의 맨위로 이동합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최소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장치 화면 해상도가 1024 x 768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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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액세스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또는 싱글 사인온 인증서를
사용하여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증서. EPM Cloud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 조직에서 SSO(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구성한 경우 네트워크 인증서. 단일 사인온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Fusion 및 NetSuite의 EPM Cloud와 배포 간에 SSO 접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O는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사용하는 ID 제공자와 함께 작동하도록 SSO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Identity Management 관리에서 " 단일 사인온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IT
관리자가 인증서를 입력하지 않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IWA(Windows 통합 인증)에
대해 브라우저를 구성했을 수 있습니다.

주:

EPM Automate와 같은 클라이언트는 SSO 인증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은 EPM Cloud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EPM Cloud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

처음 로그인 시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관리자
(oraclecloudadmin_ww@oracle.com)가 보낸 전자메일에서 사용자 이름 및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보낸 전자메일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URL을 확인합니다.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Oracle Cloud EPM 환경의 URL

• 사용자 이름

• 비밀번호

환경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 URL로 이동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사인인을 누릅니다.

기본 비밀번호를 이미 재설정한 경우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서비스를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 화면이
표시됩니다.

a. 이전 비밀번호에서 Oracle Cloud EPM 관리자
(oraclecloudadmin_ww@oracle.com)가 보낸 전자메일을 통해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b. 새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재입력에서 화면에 표시된 비밀번호 정책에 맞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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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계정의 본인 확인 질문 등록에서 본인 확인 질문 및 해당 답변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 비밀번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d. 제출을 누릅니다.

단일 사인온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

사인인 프로세스는 조직의 SSO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IWA를 사용하여 설정 중인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RL에 액세스할 때 SSO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SO 인증서를 사용하여 환경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PM Cloud 환경의 URL로 이동합니다.

2. 회사 사인인을 누릅니다.

주:

SSO 지원 환경에서는 회사 사인인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EPM Automate와 같은 EPM Cloud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를
실행하도록 계정이 구성되는 서비스 관리자와 Account Reconciliation 고급
사용자에게는 기존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는 추가 로그인 옵션이
표시됩니다.

IWA를 사용하는 설치에 있는 경우 서비스 랜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사인인 화면이 표시되면 조직의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홈 페이지 이해
환경에 로그인하면 해당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그룹화된 카드가 있는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카드를 통해 주요 태스크, 자습서 및 관련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용 가능한 바로가기를 포함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페이지에서 바로가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경 내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 페이지에서는 서비스별 카드 외에도 다음 공통 패널, 카드 및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패널

시작 패널에서는 지정된 태스크와 메시지를 비롯한 주요 정보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작 패널에 표시되는 내용은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아카데미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서비스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아카데미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리소스로는 비디오 개요, 자습서, 주요 태스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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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터

홈 페이지에 제공된 카드에서 일반적으로 액세스하는 특징 및 기능이 반영된 바로가기 목록을

열려면 을 누릅니다.

설정 및 작업 메뉴

화면 오른쪽 상단의 사용자 이름을 눌러 설정 및 작업을 표시합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가능한
옵션은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메뉴를 사용하여 온라인 도움말,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 다운로드 페이지 및 Oracle 지원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환경에서 사인아웃합니다.

설정 및 작업에서는 멤버들이 상호 작용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커뮤니티 모임 장소인
Oracle Cloud Customer Connect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Customer
Connect에서는 최신 릴리스 정보, 예정된 이벤트, 사용 사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 설정 아이콘

화면 판독기 및 고대비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접근성 설정을 지정하려면 을 누릅니다.

홈 아이콘

홈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을 누릅니다.

표시/숨기기 막대

홈 페이지의 카드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표시/숨기기 막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를
눌러 현재 카드의 콘텐츠를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처음 로그인하면 비밀번호를 사용자정의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찾기 위한 본인 확인
질문의 답변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나중에 My Services 애플리케이션의 내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본인 확인 질문과 답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환경의 경우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See Manage your
Traditional Cloud Account Password in Getting Started with Oracle Cloud Applications.

OCI(Gen 2) 환경을 구성하여 회사 표준과 일치하는 비밀번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
Administering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see: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비밀번호 정책 관리

• 비밀번호 변경

ID 제공자 싱글 사인온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회사 로그인 옵션을 사용하여 환경에 로그인하는
경우의 비밀번호 정책은 ID 제공자에서 정의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URL을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의 비밀번호에 영향을
줍니다.

2.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까?를 눌러 비밀번호 분실 화면을 엽니다.

3. 사용자 이름에 사용자 ID(예: john.doe@example.com)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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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D 도메인에 환경의 ID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누릅니다.

6. 상기 문구 질문에 답변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새 비밀번호 입력 및 새 비밀번호 다시 입력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접근성 모드 켜기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환경을 제외하고, 접근성 모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접근성 모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서비스
관리자가 환경에서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샘플 EPM Cloud URL
각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액세스하려면 고유한
URL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이러한 URL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클래식 URL

• OCI(Gen 2) URL

주:

EPM Cloud URL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URL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vanity
URL을 사용하거나 고유한 책갈피를 생성하여 더욱 쉽게 브라우저에 EPM Cloud
URL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anity URL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클래식 URL
일반적으로 새로 프로비저닝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URL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외에도 다음 구성요소를 확인합니다.

• 인스턴스 이름: 자동 생성 문자열로, EPM Cloud 구독을 주문하는 경우 지정됩니다.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구분하도록 Oracle은 -test를 추가하여 테스트

환경의 고유한 인스턴스 이름을 생성합니다.

• ID 도메인 이름: 구독을 처리하는 ID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Note:

URL의 일부를 이루는 ID 도메인 이름을 수정해도 해당 환경의 URL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 ID 도메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해당 환경 중 일부의 URL이
변경됩니다. 다른 ID 도메인에 EPM Cloud 환경 재배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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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M Cloud 제품군: 다음 중 하나입니다.

– pbcs는 레거시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Oracle Tax Reporting Cloud 및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환경인 경우입니다.

– epm은 EPM Standard Cloud 서비스 및 EPM Enterprise Cloud 서비스 인스턴스인

경우입니다. 이 EPM Cloud 제품군은 레거시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Cloud,
Account Reconciliation Cloud,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및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 인스턴스 URL에도 사용됩니다.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Oracle Tax Reporting
Cloud,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의 새로 프로비저닝된 레거시 인스턴스 URL에도 사용됩니다.

• 데이터 센터 영역: EPM Cloud 인스턴스를 호스트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영역입니다. 영역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영역 지정자입니다(예: us1).

새 URL 패턴:

프로덕션 환경 URL 패턴: https://epm-
idDomain.epm.dataCenterRegion.oraclecloud.com/epmcloud

테스트 환경 URL 패턴: https://epm-test-
idDomain.epm.dataCenterRegion.oraclecloud.com/epmcloud

예를 들어 exampleDC 데이터 센터 영역의 ID 도메인 exampleDoM과 함께 프로비저닝되는 EPM
Cloud 환경의 경우 URL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 https://epm-exampleDoM.epm.exampleDC.oraclecloud.com/
epmcloud

테스트 환경: https://epm-test-exampleDoM.epm.exampleDC.oraclecloud.com/
epmcloud

기존 고객이 새로 구매한 구독을 포함한 새 구독은 이 URL 패턴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레거시 URL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전 레거시 URL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으로 자동 리디렉션되는 새 URL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인 경우 이러한 새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URL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거시 URL이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epmcloud

반드시 레거시 URL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레거시 URL도 환경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URL

Planning

•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

•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workspace/
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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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모듈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
Tax Reporting

https://example-idDomain.pbcs.dom1.oraclecloud.com/workspac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Account Reconciliation,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및 Narrative Reporting

https://example-idDomain.epm.dom1.oraclecloud.com/epm
Account Reconciliation

https://example-idDomain.epm.dom1.oraclecloud.com/arm

OCI(Gen 2) URL
OCI 환경에서는 다음 URL 패턴을 사용합니다.

https://INSTANCE_NAME-
CLOUD_ACCOUNT_NAME.EPM_CLOUD_FAMILY.DATA_CENTER_REGION.ocs.oraclecloud.com/CONTEXT

URL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스턴스 이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스턴스 생성
중 지정된 인스턴스 이름(예: acme)입니다.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구분하도록

Oracle은 -test를 추가하여 테스트 환경의 고유한 인스턴스 이름을 생성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클라우드 계정 이름: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계정 생성 중 사용된 이름(예: epmidm)입니다. 이전에는 ID 도메인 이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고객의 모든 OCI EPM Cloud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클라우드
계정이 사용됩니다.

Note:

ID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되는 클라우드 계정 이름을 수정해도 환경의 URL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EPM Cloud 제품군: epm으로 설정됩니다.

• 데이터 센터 영역: EPM Cloud를 호스트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영역입니다. EPM
Cloud 인스턴스(예: us-phoenix-1)를 생성할 때 선택됩니다. EPM Cloud 인스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epmcloud로 설정됩니다.

이전 설명의 샘플 설정을 사용하면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덕션 환경: https://acme-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
epmcloud

테스트 환경: https://acme-test-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
epm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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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스
다음 문서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성요소에 대한 기능 관리
태스크 수행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5-2    서비스 관리자 정보 소스

문서 제목 설명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몇 가지 일반적인 EPM Cloud 이슈 및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Planning 관리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Planning 모듈 관리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dministering FreeForm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관리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생성, 구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및 작업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설정 및 구성 EPM Cloud에서 계정 조정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관리 및 작업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를
구성하고 관리하며 태스크를 완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관리 EPM Cloud의 계정 조정 준수 및 트랜잭션 일치 관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Narrative Reporting 관리 Narrative Reporting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Management Reporting을 관리하여 재무 및 관리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Narrative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모델 및
차원 작업

Narrative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여러 EPM Cloud 관리 태스크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EPM Automate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Access Control 관리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그룹을 관리하고 서비스

사용량을 이해할 다양한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관리 및 작업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를
사용하여 모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즈니스

관점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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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서비스 관리자 정보 소스

문서 제목 설명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아티팩트에 대한 관리 태스크를

수행하고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아티팩트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Financial Reporting
작업

Financial Reporting을 관리하여 EPM Cloud
구성요소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관리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재무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대부분의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Planning
및 Planning 모듈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는 최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적, 도움말 항목 및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허브입니다.

Cloud 도움말 센터에서 설명서, 비디오, 자습서 등의 다양한 소스를 통해 사용자 도우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loud 도움말 센터는 매월 첫번째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서비스별 라이브러리

서비스에 대한 최신 설명서가 있는 서비스별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려면 Oracle Cloud
도움말 센터의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섹션에서 서비스 이름을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사용자 도우미 자산

서비스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가능한 사용자 도우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비디오: 비디오를 눌러 개요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비디오에
액세스합니다.

• 책: 네비게이션 창에서 책을 눌러 최신 영어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번역된 책: 네비게이션 창에서 번역된 책을 눌러 사용가능한 지역화된 온라인 도움말 및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자습서: 자습서를 눌러 주제 학습 지침(학습 경로 및 Oracle by Example)을
확인합니다.

목표 다음 비디오 확인

사용가능한 EPM Cloud 사용자 도우미 자산에 대해
알아보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PM Cloud 도움말 센터를 통해 답변을 확인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 얻기  개요 둘러보기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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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교육 라이브러리

Oracle 교육 라이브러리는 Oracle 실무 전문가가 개발한 무료 강의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Oracle 교육 라이브러리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자습서, 개요 비디오 및 OBE(Oracle by
Example) 자습서를 찾아보십시오.

EPM Cloud 현지화 이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 온라인 도움말 및
가이드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적으로 EPM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랍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프랑스어(캐나다),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러시아어, 스웨덴어, 터키어, 중국어 간체 및 중국어 번체로 번역됩니다.

예외사항: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랍어 및 노르웨이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추가로 체코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및 태국어로 번역됩니다.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추가로 체코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및 태국어로 번역됩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추가로 체코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및
태국어로 번역됩니다.

• Oracle Digital Assistant for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주: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온라인 도움말에 표시되는 언어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Firefox 구성

• 현지화된 버전의 서비스를 위해 Google Chrome 구성

Smart View의 현지화된 버전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에서 " 번역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도움말 및 설명서

온라인 도움말과 가이드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로 번역됩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은
네덜란드어로도 번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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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lated online help and documentation cover all features up to Sep 2, 2022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guides:

표 5-3    Guides with Dates Exceptions

Guide Names Covers Feature Up To

• Administering FreeForm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작업

Februry 2, 2022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Mac 및
브라우저) 배포 및 관리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Mac 및
브라우저) 작업

October 10, 2022

최신 문서를 보려면 책 탭에서 영어 문서를 사용하십시오.

샘플 애플리케이션 및 데모

EPM Cloud 샘플 애플리케이션, 데모 및 데이터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비디오

개요 비디오 자막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로 번역됩니다.

자습서 비디오 자막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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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PM Cloud 클라이언트 및 툴 작업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클라이언트 구성요소에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EPM Automate 및 Financial Reporting이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구성요소의
가용성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가능한 클라이언트 및 유틸리티

• 필수 조건

– Smart View 요구사항

– Calculation Manager 요구사항

•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

• Smart View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액세스

– 연결 유형

– Smart View 연결용 URL 구문

– Smart View에서 연결 구성

– 연결 시작

• Financial Reporting Web Studio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연결

사용가능한 클라이언트 및 유틸리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클라이언트 및 유틸리티의 가용성은 현재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및 Financial Reporting은 일부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EPM Cloud 구성요소, 유틸리티 및 템플리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용 클라이언트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클라이언트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클라이언트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클라이언트

• Account Reconciliation 클라이언트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클라이언트

•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용 클라이언트

• Narrative Reporting용 클라이언트

• Sales Planning용 클라이언트

모든 사용가능한 클라이언트 및 유틸리티

EPM Cloud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및 유틸리티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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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M Automate

EPM Automate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명령 창을 통해 환경에 액세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익스포트하고 익스포트한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으로 다운로드하는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 EPM Automate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 Smart View
Smart View는 EPM Cloud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공통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Smart View 버전 22.100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Smart View(Mac 및 브라우저) 지원은 향후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브라우저 기반 버전의 Excel 365 및 Mac용 Excel 365와 함께 Smart
View(Mac 및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 관리자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Smart View(Mac 및 브라우저)를
배포합니다. 필수 조건 및 배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Mac 및 브라우저) 배포 및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는 Smart View(Mac 및 브라우저)로 EPM Cloud에 연결하여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Mac 및 브라우저)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별 확장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확장
Planning 확장에는 Smart View 관리 확장과 Excel 인터페이스 내 차원 관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Planning 애플리케이션 템플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용 Smart View 추가 기능
Excel 인터페이스 내에서 수행되는 차원 관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활동을
허용합니다.

– 트랜잭션용 Smart View 확장
사용자가 Excel 인터페이스에서 조정 준수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Supplemental Data Management용 Smart View 확장
사용자가 Excel 인터페이스 내에서 보충 데이터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태스크 관리자용 Smart View 확장
사용자가 Excel 인터페이스 내에서 태스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용 Smart View 확장
사용자가 Microsoft Office 제품군 내에서 지정된 태스크를 수행하고 모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모델링
전략적 모델링은 사용자가 Planning 모듈의 하나인 전략적 모델링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mart View의 추가 기능입니다.

• Predictive Planning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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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ve Planning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적합한 양식에 대해
작업하는 Smart View의 확장입니다.

• 샘플 콘텐츠
Planning 모듈에 대한 샘플 보고서 패키지, 관리 보고서, 차원 및 데이터 로드 파일,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용 클라이언트

• EPM Automate

• Smart View

• Planning 확장

• Predictive Planning

• 전략적 모델링(Planning 모듈만 해당)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클라이언트

• EPM Automate

• Smart View

• 관리자용 Smart View 추가 기능

• Close and Supplemental Data Management용 Smart View 확장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클라이언트

• EPM Automate

• Smart View

• Financial Reporting Web Studio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클라이언트

• EPM Automate

• Smart View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Smart View 버전 22.100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Smart View(Mac 및 브라우저) 지원은 향후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확장(관리 확장)

• 태스크 관리자용 Smart View 확장

Account Reconciliation 클라이언트

• EPM Automate

• Smart View

• 트랜잭션용 Smart View 확장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클라이언트

EPM Automate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용 클라이언트

• EPM Automate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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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View

• Planning 확장

• Predictive Planning

Narrative Reporting용 클라이언트

• Smart View

•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용 Smart View 확장

• 샘플 콘텐츠

Sales Planning용 클라이언트

• EPM Automate

• Predictive Planning

• Smart View

• Planning 확장

• 전략적 모델링

필수 조건

Smart View 요구사항

Account Reconciliation 및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를 제외한 모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에서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Smart View 요구사항 외에 Microsoft Office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신 Smart View 릴리스는 Oracle Technology Network의 Downloads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능을 사용하려면 Smart View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EPM Cloud 업데이트에는 최신 Smart View 릴리스와 하나의 이전 릴리스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EPM Cloud 20.10 업데이트에는 Smart View 버전 20.100 및
11.1.2.5.920이 지원됩니다.

• .NET Framework 4.5 이상

Smart View 플랫폼 및 Microsoft Office 요구사항은 Smart View 지원 매트릭스 및 호환성
FAQ(My Oracle Support 문서 ID 1923582.1)를 참조하십시오.

주:

일부 서비스에서는 Smart View 설치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확장 및
템플리트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확장 및 템플리트는 해당 서비스의
다운로드 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Calculation Manager 요구사항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Calculation Manager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장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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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 Account Reconciliation

• Narrative Reporting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성요소 및 유틸리티는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Oracle Technology Network에서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PM Automate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에서 "EPM Automate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환경에 사인인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 홈 페이지에서 화면의 오른쪽 맨위에 있는 사용자 이름을 눌러 설정 및 작업에 액세스합니다.

3.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에는 현재 액세스하고 있는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만 나열됩니다.

4. 설치할 구성요소를 다운로드합니다.

Smart View 전용:

a. Oracle Technology Network에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Oracle Technology Network 다운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b. 최신 버전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c. 라이선스 계약서에 동의를 선택한 다음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d. 사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Oracle Technology Network 인증서를 입력하고
사인인을 누릅니다.

e.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Smart View 아카이브를 로컬 폴더에 저장합니다.

f. Smart View 아카이브 압축을 해제하여 SmartView.exe를 추출합니다.

g. 모든 Microsoft Office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Smart View를 제외한 구성요소의 경우:

a.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설치할 구성요소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b.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설치 프로그램을 로컬 폴더에 저장합니다.

5. 관리자로 설치 프로그램(예: SmartView.exe)을 실행합니다.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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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mart View 또는 Smart View 확장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Microsoft Office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일부 Smart View 확장은 SVEXT 확장을 사용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두 번
누르고 화면에 표시되는 프롬프트에 따라 설치합니다.

Smart View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액세스
공유 연결 또는 개인 연결을 사용하여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유형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지원하는 연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는 연결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공유 연결: 브라우저를 통해 환경에 액세스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환경의 공용 URL을
사용하여 Smart View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
사이에 연결을 설정합니다. 공유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개인 연결: 환경별 URL을 사용하여 Smart View와 EPM Cloud 환경 사이에 연결을
설정합니다. 개인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연결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에서 " 
공유 연결 및 개인 연결 "을 참조하십시오.

Smart View 연결용 URL 구문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는 공유 및 개인 연결에 대해 서로 다른 URL 구문을
사용합니다.

• 클래식 환경

• OCI 환경

클래식 환경

다음 정보를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해 지정해야 하는 URL 구문에 대한 가이드로 사용합니다.

Planning, Planning 모듈,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공유 연결 구문:

https://env-example-idDomain.dom1.oraclecloud.com/workspace/
SmartViewProviders

개인 연결 구문:

https://env-example-idDomain.dom1.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SmartView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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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Reporting

개인 연결 구문:

https://env-example-idDomain.dom1.oraclecloud.com/epm/SmartView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개인 연결 구문:

https://env-example-idDomain.dom1.oraclecloud.com/aps/SmartView

OCI 환경

다음 정보를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해 지정해야 하는 URL 구문에 대한 가이드로 사용합니다.

Planning, Planning 모듈,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Tax Reporting

공유 연결 구문:

https://CLOUD_INSTANCE_NAME-
CLOUD_ACCOUNT_NAME.SERVICE.DATA_CENTER_REGION.DOMAIN/workspace/
SmartViewProviders

예: https://acme-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
workspace/SmartViewProviders

개인 연결 구문:

https://CLOUD_INSTANCE_NAME-
CLOUD_ACCOUNT_NAME.SERVICE.DATA_CENTER_REGION.DOMAIN/
HyperionPlanning/SmartView

예: https://acme-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
HyperionPlanning/SmartView

Narrative Reporting

개인 연결 구문:

https://CLOUD_INSTANCE_NAME-
CLOUD_ACCOUNT_NAME.SERVICE.DATA_CENTER_REGION.DOMAIN/epm/SmartView .

예: https://acme-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epm/
SmartView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개인 연결 구문:

https://CLOUD_INSTANCE_NAME-
CLOUD_ACCOUNT_NAME.SERVICE.DATA_CENTER_REGION.DOMAIN/aps/SmartView .

예: https://acme-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aps/
Smar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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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View에서 연결 구성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설치한 후 환경에 대한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 공유 연결 구성

• 개인 연결 구성

공유 연결 구성

공유 연결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icrosoft Excel을 시작합니다.

2. Smart View, 옵션, 고급 순으로 누릅니다.

3. 공유 연결 URL에서 연결 URL을 입력합니다. 연결 구문은 Smart View 연결용 URL
구문을 참조하십시오.

4. 확인을 누릅니다.

개인 연결 구성

개인 연결을 생성하는 다른 방법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의 "빠른
연결 방법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연결 마법사를 사용하여 개인 연결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icrosoft Excel을 시작합니다.

2. Smart View, 패널 순으로 누릅니다.

3. Smart View 패널에서 (전환 대상)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고 개인 연결을
선택합니다.

4. 패널 맨아래에서 새 연결 생성을 누릅니다.

5. Smart View에서 Smart View HTTP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6. URL에 연결 URL을 입력합니다. 연결 구문은 Smart View 연결용 URL 구문을
참조하십시오.

7. 다음을 누릅니다.

8. 로그인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인인을 누릅니다.

9. 연결 추가 - 애플리케이션/큐브에서 작업할 애플리케이션 및 큐브를 찾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10. 연결 추가 - 이름/설명에서 연결에 대한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11. 완료를 누릅니다.

연결 시작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연결을 시작하려면 로그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당 서비스를 하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연결을 비롯하여 Smart View 탐색에 대한 다음 자습서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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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습서 비디오

연결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icrosoft Excel을 시작합니다.

2. Smart View, 패널 순으로 누릅니다.

3. (전환 대상)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공유 연결을 선택하고 이전에 구성한 공유 연결을 선택합니다. 공유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개인 연결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전에 구성한 개인 연결을 선택합니다. 개인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선택한 서버 또는 URL로 이동)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5. 로그인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인인을
누릅니다.

Financial Reporting Web Studio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연결
서비스에서 링크를 선택하여 Financial Reporting Web Studio에 액세스합니다.

Financial Reporting Web Studio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터)을 누른 다음 Reporting Web Studio를 선택합니다.

6장
Financial Reporting Web Studio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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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및 역할 관리

ID 도메인 관리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While users are shared across all EPM Cloud environments serviced by an
identity domain, predefined roles are assigned separately for each environment.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및 역할 관리 정보

•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

–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Account Reconciliation

–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Narrative Reporting

– Sales Planning

• 사용자 생성

• 사용자에게 역할 지정

• 사용자 관리

• Email Notifications from Identity Cloud Service

• 기본 Oracle SFTP 사용자 계정(클래식 EPM Cloud만 해당)

• Identity Cloud Service의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 액세스(Oracle Cloud Infrastructure만 해당)

사용자 및 역할 관리 정보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는 여러 보안 계층을 구현합니다.
Oracle에서 구현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보안 구성요소를 통해 매우 안전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이 생성됩니다.

EPM Cloud는 권한 있는 사용자만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다음 메커니즘을 통해 보안을
유지합니다.

• SSO(단일 사인온)

• 환경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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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및 역할 기반 보안은 각 환경의 보안 도메인을 정의하는 Oracle Identity
Management에서 제어합니다. 사인인에 성공하고 나면 사용자에 지정된 역할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결정됩니다.

ID 도메인 또는 클라우드 계정 이름

고객 계정(클래식 구독의 ID 도메인)은 환경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을 제어합니다.
인증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도 제어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ID 도메인 내에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계정 관리자는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을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보안 설정 프로세스를 위임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고객에게는 두 개의 서비스 환경(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이 할당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My Services 애플리케이션(OCI 및 클래식) 또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OCI만 해당)을 사용하여 이러한 환경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를 관리합니다.

하나의 고객 계정 또는 ID 도메인에서 여러 EPM Cloud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마다 해당 환경과 연계된 ID 도메인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The EPM Cloud predefined roles assigned to the user determine what the user can do
within an environment.

Identity Cloud Service Groups (OCI Gen 2 Only)

In Identity Cloud Service, multiple EPM Cloud users can be assigned to groups, and
then these groups can be assigned to predefined roles. This removes the need to
assign predefined roles to individual users, thus simplify the administration of
predefined role assignment. Since IDCS groups can be synced with Identity Provider
groups (such as MSAD groups), you can even add individual users to Identity Provider
groups and assign the predefined roles to these groups in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사전 정의된 EPM Cloud 역할

역할은 환경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과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에 사용자를
링크합니다. 사용자는 비즈니스 기능 및 연결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Predefined roles are described in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

SYSTEM

EPM Cloud uses an internally-defined user account SYSTEM in user interfaces and
reports. EPM Cloud용으로 예약된 이 계정은 인터넷에서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정을 사용하여 환경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EPM Cloud가
내부적으로 일별 백업과 같은 시스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For example, the
Migration Status report displays SYSTEM as the user who created Artifact Snapshot
during the daily maintenance.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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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
대부분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에서는 사전 정의된 기능
역할 공통 세트를 사용하여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역할에 사용자를 지정하여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John Doe가
Planning and Budgeting 테스트 환경에 속하는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환경의 조회자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이외의 모든 EPM Cloud 서비스에서는 네 개의 사전
정의된 기능 역할 공통 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 환경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 서비스 관리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 조회자

환경 내에서 사전 정의된 역할이 부여하는 액세스 권한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Planning에서 고급 사용자 역할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규칙 보안을 관리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Tax Reporting에서 동일한 역할을 사용하면 세금 자동화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주:

서비스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전 정의된 역할의 동작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차원
레벨에서 정의된 보안 적용 옵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안 적용 옵션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차원이 보안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어서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모든
사용자가 차원 멤버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보안이 적용되도록 차원
레벨에서 보안 적용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정의된 기능 서비스 역할은 계층형입니다. 하위 레벨 노드에 부여된 액세스 권한은 상위 레벨
역할에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관리자는 고유 액세스 권한 외에도 고급 사용자, 플래너 및
조회자 역할을 통해 부여된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주:

ID 도메인(클래식만 해당)에서 테스트 환경에 속하는 역할은 인스턴스 이름에 -test를
추가하여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Planning1-test User의 경우 Planning1이
인스턴스 이름입니다.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 정보

기능 역할 외에도 모든 EPM Cloud 서비스에서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ID 도메인 관리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Identity Domain Administrators use My Services (Classic) (Classic only) or My Services (OCI)
and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OCI only) to these resources to perform identity domain
management tasks such as managing users and their roles and configuring single sig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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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ID 도메인 관리자는 기능 역할이 아니므로 기능 역할에 부여된 액세스 권한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ID 도메인 관리자에게 네 가지 기능 역할 중 하나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 ID 도메인 관리자는 ID 도메인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의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을 모두 관리합니다.

•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에만 지정된 사용자는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 라이센스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PM Cloud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만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 라이센스 수에 포함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관리 워크로드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ID 도메인 관리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D 도메인 관리자가 여러 명이면 특정 ID 도메인 관리자가 작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서비스 관리자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등 모든 Planning, Planning 모듈 또는 무형식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서비스 구성요소를 생성 및 관리해야 하는 기능
전문가에게 이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이 역할은 환경 내의 여러 기능 영역에 대한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부서장과 비즈니스 단위 관리자, 그리고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해야 하는 지역 담당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reates and maintains forms,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worksheets, Reports,
and Financial Reporting reports

•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변수를 생성하고 관리하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대체 변수를 봅니다.

•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승인 단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담당 조직의 소유자와 검토자를 지정합니다.

• Creates Reports using Financial Reporting, accesses the repository to create
folders and save artifacts

• 양식과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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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주:

플래너 역할의 이름을 바꿔 사용자 역할이 생성되었습니다. 서비스가 2016년 5월 이후
프로비저닝된 경우 플래너 역할이 아니라 사용자 역할이 표시됩니다.

•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승인을 위해 제출하고, 임시 기능을 사용하여 양식을 분석하며,
소스 시스템으로 드릴스루하는 기능을 제어합니다.

• 사용자에게 보기, 수정 또는 전체 제어 권한이 있는 저장소에 저장된 Financial Reporting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수정(이름 바꾸기, 삭제)합니다.

• Previews Reports and Books

조회자

양식 및 데이터 액세스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할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중에 비즈니스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경영진에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재무 통합 및 마감

서비스 관리자

사용자에게 역할 부여를 비롯한 모든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 모든 태스크,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및 스케줄에 액세스

• 태스크 유형, 통합 유형, 속성 및 알림 유형 생성 및 관리

•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보고서 생성 및 관리

• 보충 데이터 세트 정의 및 배포, 데이터 입력 기간 관리

• 보충 데이터 양식 관리

이 역할은 연결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전문가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이 역할은 여러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기능 영역에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일반적으로 조직의 연결 전문가와 지역 수석 재무 분석가에게
부여됩니다. 고급 사용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reate and maintain forms,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worksheets, business rules,
task lists, Reports, and Financial Reporting reports

• 액세스 권한이 있는 엔티티에 필요한 대로 데이터 통합

• 승인 프로세스 제어, 수정 액세스 권한이 있는 통합 단위와 분개에서 작업 수행, 담당하는
조직의 소유자와 검토자 지정

• 데이터 임포트

• 스마트 슬라이스 생성 및 저장

•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 템플리트, 태스크 유형 및 스케줄을 생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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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데이터 세트 정의 및 배포

• 보충 데이터 양식 정의 및 양식 데이터 수정

주:

조회자 역할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검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입력하여 승인을 위해 제출, 임시 기능을 사용하여 양식 분석, 소스 시스템으로
드릴스루하는 기능 제어, Modify 권한이 있는 차원 멤버의 분개를 생성하여 승인을 위해

제출

• Data Management에 액세스(통합 생성, 통합 실행 및 드릴스루용), 데이터 로드(해당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사용자에게 지정된 경우)

• 태스크 상태 수정, 태스크 관리자 알림, 의견, 질문 생성 및 수정

•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대시보드에 액세스

• 보충 데이터 양식에서 데이터 입력 및 편집

• Previews Reports and Books

조회자

조회자는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데이터 양식, 임시 그리드(사용자가 이러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음) 등 관련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경우 보고서, 스마트 슬라이스, 분개 등 양식 및
데이터 액세스 툴을 통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합니다. 보기 액세스 권한만 있는 사용자는
연결 또는 환율 큐브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태스크 관리자 스케줄 및 보충 데이터 양식 데이터 보기

일반적으로 이 역할은 통합 및 마감 보고서를 봐야 하는 경영진에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Tax Reporting
서비스 관리자

모든 엔티티나 특정 그룹 또는 엔티티에 대해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사용자에게 역할 부여를
포함하여 Tax Reporting의 모든 기능 활동(읽기, 쓰기 및 업데이트)을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세금 자동화도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Tax Reporting
전문가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 모든 태스크,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및 스케줄에 액세스

• 태스크 유형, 통합 유형, 속성 및 알림 유형 생성 및 관리

•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보고서 생성 및 관리

• 보충 데이터 세트 정의 및 배포, 데이터 입력 기간 관리

• 보충 데이터 양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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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이 역할은 여러 Tax Reporting 기능 영역에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일반적으로 조직의 연결 전문가와 지역 수석 재무 분석가에게 부여됩니다. 고급
사용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읽고 쓰며, 세금 자동화를 실행하고, 지정된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 Create and maintain forms,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worksheets, business rules,
task lists, Reports, and Financial Reporting reports

• 데이터 임포트

• 스마트 슬라이스를 생성 및 저장합니다.

•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 템플리트, 태스크 유형 및 스케줄을 생성 및 관리

• 보충 데이터 세트 정의 및 배포

• 보충 데이터 양식 정의 및 양식 데이터 수정

주:

조회자 역할이 있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검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엔티티에 대한 세금 관련 양식만 읽고, 쓰고,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승인할 데이터를
입력 및 제출하고, 양식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차원 멤버에 대한
분개를 생성 및 제출합니다. 이 역할은 세금 자동화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Data Management에 액세스(통합 생성, 통합 실행 및 드릴스루용), 데이터 로드(해당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사용자에게 지정된 경우)

• 태스크 상태 수정, 태스크 관리자 알림, 의견, 질문 생성 및 수정

•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대시보드에 액세스

• 보충 데이터 양식에서 데이터 입력 및 편집

• Previews Reports and Books

조회자

조회자는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를 보고 양식 및 모든 데이터 접근 툴을 통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지정된
양식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툴에는 보고서, 스마트
슬라이스, 분개 및 임시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 액세스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토자, 디렉터,
경영자 등에게 지정됩니다

• 태스크 관리자 스케줄 및 보충 데이터 양식 데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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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서비스 관리자

환경에서 모든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구성요소를 생성 및 관리해야
하는 기능 전문가에게 이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이 역할은 환경 내의 여러 기능 영역에 대한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부서장과 비즈니스 단위 관리자, 그리고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해야 하는 지역 담당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할당 규칙, 분석 기능, 재무 보고서 및 쿼리 추가

•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 애플리케이션 모델 계산

• Runs calculation jobs

•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및 생성과 삭제를 제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관리 태스크 수행

사용자

• 사용자 입력 요청 위치에 데이터 입력

• 분석 도구 및 보고서 실행

• 보고서, 쿼리, 대시보드 및 기타 분석 요소 디자인

• Users with this role cannot run calculation jobs

조회자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지만 쓰기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서비스 관리자

환경에서 모든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능 전문가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모델 개발 및 실행 프로세스를 구동합니다. 이 역할은 환경 내의 여러 기능 영역에 대한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모델 작업을 수행하는 리드 모델러 및 통합자와 계산
프로세스를 제어해야 하는 지역 담당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사용자는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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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s ad hoc grids and writes back into ad hoc grids, creates and maintains Reports
and Financial Reporting reports, and loads data using Data Integration

• POV 데이터를 생성하고, 지우고, 복사합니다.

• 연결을 생성하고 실행합니다.

• 모델을 생성합니다.

• 수익 곡선을 생성하고 편집합니다.

사용자

사용자 입력이 요청되는 곳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 툴과 보고서를 실행하고, 규칙과 계산을
디자인합니다. 사용자는 조회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임시 그리드에 쓰기 되돌림하거나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 드릴스루를 수행합니다.

• 규칙을 생성, 수정, 삭제합니다.

• 규칙 대량 편집을 수행합니다.

• 규칙 잔액조정을 실행합니다.

• 검증을 실행합니다.

• 계산을 실행하고 계산 내역을 보고 삭제합니다.

• Previews Reports and Books

조회자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지만 쓰기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회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수익 곡선을 실행합니다.

• 추적 할당을 실행합니다.

• 모델을 봅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을 구성하고 전 세계 조정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전체 조정 확인 기능을
비롯한 모든 Account Reconciliation 기능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프로파일을 추가하고 유지관리하며 해당 프로파일에서 조정을 생성하지만, 프로파일이 사용자의
보안 필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Account Reconciliation
환경의 시스템 설정 구성 탭에서 보안 필터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할은 지역 조정 관리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지정됩니다.

고급 사용자는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권한부여된 프로파일 및 조정 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로컬에서 프로파일 및 조정 구성이 익숙한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분산 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회사를 위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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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및 조정 권한부여는 계정 세그먼트에 대한 보안 필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급 사용자 A는 세그먼트 1이 100이고 세그먼트 2가 12로 시작되는 프로파일 또는
조정에 대해서만 권한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안 필터가 생성되어 각 고급 사용자에
지정됩니다.

사용자

계정 조정을 준비 및 검토하거나 조정을 보거나 설명을 추가합니다. 조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조정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통해 제어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조정을 준비하려면
사용자에게 해당 조정에 대한 준비자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의 준비자, 검토자 및 설명자에게 이 역할이 부여됩니다.

조회자

조정을 봅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서비스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뷰 생성 및 데이터 업데이트와 같은 모든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사용자에게 기능 역할 부여,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서 아티팩트 마이그레이션, 일별 유지관리 수행 등 관리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능 전문가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의 사용자에게 뷰 및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역할이 지정되고 애플리케이션, 뷰 및 데이터 체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

고급 사용자 및 조회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도 내 서비스에 표시됩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에 적용할 수 없는 이러한 역할에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서비스 관리자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모든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
전문가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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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이 역할은 환경 내의 여러 기능 영역에 대한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부서장과 비즈니스 단위 관리자, 그리고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해야 하는 지역
담당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양식,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워크시트, 태스크 목록 및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를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 비즈니스 규칙 보안을 관리하지만 규칙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변수를 생성하고 관리하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대체 변수를 봅니다.

•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승인 단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담당
조직의 소유자와 검토자를 지정합니다.

• Financial Reporting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하고 저장소에 액세스하여 폴더를 생성하고
아티팩트를 저장합니다.

사용자

•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승인을 위해 제출하고, 임시 기능을 사용하여 양식을 분석하며,
소스 시스템으로 드릴스루하는 기능을 제어합니다.

• 사용자에게 보기, 수정 또는 전체 제어 권한이 있는 저장소에 저장된 Financial Reporting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수정합니다.

• Data Management 액세스 및 데이터 로드

조회자

양식 및 데이터 액세스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할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중에 비즈니스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경영진에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Narrative Reporting
서비스 관리자

Narrative Reporting 사용자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을 부여하는 활동과 같은 모든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고급 사용자

• Creates report packages, management reporting definitions, and Reports.

• 루트 레벨 폴더를 포함한 폴더를 생성합니다.

• 모든 아티팩트(예: 모델, 차원 및 데이터 권한 부여)를 생성 및 유지관리합니다.

사용자

•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Narrative Reporting 아티팩트를 봅니다

• Previews Reports and Books

조회자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기타 아티팩트를 봅니다. 환경에 사인인하고 환경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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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lanning
서비스 관리자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모든 Oracle Sales Planning Cloud 기능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Sales Planning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 전문가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이 역할은 환경 내의 여러 기능 영역에 대한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부서장과 비즈니스 단위 관리자, 그리고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해야 하는 지역 담당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reates and maintains forms,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worksheets, task lists,
Reports, and Financial Reporting reports

•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변수를 생성하고 관리하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대체 변수를 봅니다.

•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승인 단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담당 조직의 소유자와 검토자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승인을 위해 제출하고, 임시 기능을 사용하여 양식을
분석하며, 소스 시스템으로 드릴스루하는 기능을 제어합니다.

• Data Management 액세스 및 데이터 로드

• Previews Reports and Books

조회자

양식 및 데이터 액세스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할은 판매
계획 프로세스 중에 비즈니스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경영진에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생성
ID 도메인 관리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업로드
파일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환경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사전 정의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역할을 포함하여 보안 개념에 능통해야 합니다.

• My Services(클래식) 또는 My Services(OCI) 및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OCI만 해당)을 사용하여 태스크를 완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To create many users at once:

• Using EPM Automate: See addUsers in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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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an import file:

– 클래식 EPM Cloud 고객: Oracle Cloud 시작에서 "사용자 계정 뱃치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 OCI EPM Cloud 고객: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사용자 계정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사용자 생성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ID 도메인 관리자로 My Services(클래식)에 로그인합니다.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에서 사용자를 누릅니다.

3. 사용자 탭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4. 사용자 추가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을 사용하여 사용자 생성

일반적으로 OCI ID 도메인 관리자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를 생성하고 보안을 관리합니다.
사용자를 생성하여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을 지정하는 경우 My Services(OCI)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My Services(OCI)를 사용하여 한 번에 EPM Cloud 사용자 한 명을 생성하고 사전 정의된
역할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No email is sent to new users if they are added using My Services (OCI). They get an email
notification only after they are assigned a predefined role. If the users are added through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EPM Automate, or REST API, the emails are sent as they are
added. All EPM Cloud applications only show the primary email address of the user.
Recovery email address of the user, if any, is not displayed in EPM Cloud. The recovery
email address is displayed in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계정 관리자 또는 ID 도메인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 탭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3. 1단계: 사용자 세부정보 추가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4. 2단계 및 3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사용자에게 역할 지정
사용자를 생성하는 중 또는 생성한 이후 CSV 파일에서 역할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로드하여 사전
정의된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사용자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을 지정하려면 역할마다 하나씩 역할 업로드 파일을
사용합니다.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 중에서 사용자 업로드 파일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역할 업로드
파일을 생성합니다. 각 파일에는 특정 역할을 지정하려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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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ID 도메인에서
생성된 사용자정의 역할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새로 추가된 사용자는 4분 이상 기다려야 EPM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하려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assignRole을
참조하십시오.

My Services를 사용하는 자세한 단계는 Oracle Cloud 시작하기의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생성 및 역할 지정

• 하나의 역할을 여러 사용자에게 지정

주:

서비스 관리자는 역할을 지정한 후 서비스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한 URL을 EPM Cloud 사용자에게 전자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서로 다른 URL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전자메일에 적절한 URL을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Email Notification to User

By default,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Administrator
(oraclecloudadmin_ww@oracle.com) sends an email to each new user after the
user is assigned a predefined role.

전자메일에는 사용자가 환경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사용자 이름 및 임시 비밀번호)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이름은 ASCII 문자만 포함해야 하며 ID 도메인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전자메일 ID는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유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이름, 성, 전자메일 ID에는 어포스트로피 구두점 표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어포스트로피 구두점 표시가 포함된 전자메일 ID는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 소스를 사용합니다.

주:

In case the user is assigned a predefined role using groups, this email
notification will not be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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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역할 지정

클래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는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ID 도메인 관리자를 비롯한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합니다.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y Services(클래식)에 액세스합니다.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에서 사용자를 누릅니다.

3. 역할을 부여할 사용자의 행에서 (작업)을 누르고 역할 관리를 선택합니다.

4. 역할 관리에서 사용자에게 지정할 역할을 선택하고 (선택한 항목 이동)을 눌러 선택한 역할을
선택한 역할로 이동합니다.

5. 저장을 눌러 선택한 역할의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합니다.

Identity Cloud Service를 사용하여 역할 지정

OCI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는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을 사용하여 ID 도메인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을 지정합니다.

My Services(OCI)를 사용하여 사용자 특히, ID 도메인 관리자를 생성하고 역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1.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계정 관리자 또는 ID 도메인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에서 Oracle Cloud Services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EPM Cloud 환경 목록이 표시됩니다.

3. 사전 정의된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할 EPM Cloud 환경의 이름을 누릅니다.

4.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누릅니다.

5. Click down arrow next to the role.

6. Click Manage next to Assigne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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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Since you have directly assigned them to the predefined role, they will be be listed
as Direct Member type.

8.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사전 정의된 역할에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9. 3~7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EPM Cloud 환경의 사용자에게 사전 정의된 역할을
지정합니다.

Using Identity Cloud Service Groups to Assign Predefined Roles to
Users (for OCI Gen 2 only)

In OCI Gen 2 environments, OCI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Identity Domain Administrators and Service Administrators may use Identity Cloud
Service (IDCS) groups to assign predefined roles to multiple EPM Cloud users. Since
IDCS groups can be synced with Identity Provider groups (such as MSAD groups),
you can even add individual users to Identity Provider groups and assign the
predefined roles to these groups in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Create and Add Users to an Identity Cloud Service Group

1.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계정 관리자 또는 ID 도메인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See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

2. Open the navigation menu and click Identity & Security. Under Identity, click
Domains.

3. On the Groups tab, click Create group.

4. In Name, enter a unique group name (maximum 256 characters) and optionally
ente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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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 add users to the group, select the check box for each user that you want to add to the
group.
To search for a user, click the text box, enter all or part of the beginning of the user name,
first name, or last name of the user, and then press Enter.
 

 

6. 생성을 누릅니다.

Assign Predefined Roles to Groups

1. On the navigation menu, click Oracle Cloud Services to view the default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s.
사용가능한 EPM Cloud 환경 목록이 표시됩니다.

2. 사전 정의된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할 EPM Cloud 환경의 이름을 누릅니다.

3. Click the Application Roles tab.
All predefined roles (Application Roles on UI) a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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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lect the role that you want to assign. In the tile for the role, click and then select
Assign Groups .

5. In the Assign Group dialog, select the group(s) to which you want to assign the
role, and click Assign .
This assigns the predefined role to all users in the group.

6. Click Manage next to Assigned Users.
The users assigned to the predefined role get listed.

Note:

When you clone an environment with the option to clone users and
predefined roles, the cloned users on the target environment will have the
predefined roles assigned to them directly, even if they are assigned through
IDCS groups.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의 EPM Cloud 환경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관리

역할 지정 취소

서비스 관리자는 역할을 지정 취소하여 이전에 사용자에게 부여된 액세스 권한을
거부합니다. 사용자에게 지정된 역할을 수정하여 역할을 지정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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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수정

ID 도메인 관리자는 사용자의 이름과 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으로 전자메일
ID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을 수정하려면 사용자를 삭제한 후 적절한
전자메일 또는 사용자 이름으로 해당 사용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으로
전자메일 I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자메일 주소는 수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 이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Only primary email address of the user can be updated through EPM Automate and REST
API. To update the recovery email address,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must be used.

이름과 성의 변경사항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후에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반영됩니다.

•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 지정을 변경한 후.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약 5분 후에 업데이트가 반영됩니다.

• resetServic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시작합니다.

• recreat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환경을 재생성합니다.

사용자 삭제

ID 도메인 관리자만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관리 및 모니터에서 " 사용자 계정 제거 "를 참조하십시오.

EPM Cloud에서 새로 추가된 사용자와 새 역할 지정은 언제 반영됩니까?

My Services,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또는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새로 추가된
사용자는 4분 이상 기다려야 EPM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사용자 역할 지정의 변경사항은 사용자가 4분 후에 다시 로그인할 때 반영됩니다.

액세스 제어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전 정의된 역할 지정은 사용자가 환경에 로그인한 후에
반영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 역할 지정 그룹 생성

다음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ID 도메인 사용자 또는
다른 그룹을 하위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 Planning 모듈

• 무형식

• 재무 통합 및 마감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그룹 정보는 환경마다 독립적으로 유지관리됩니다. 그룹 생성 및 애플리케이션 레벨 역할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Access Control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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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Notifications from Identity Cloud Service
기본적으로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관리자
(oraclecloudadmin_ww@oracle.com)가 새 사용자에게 각각 전자메일을 전송합니다.

전자메일에는 사용자가 환경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사용자 이름 및 임시 비밀번호)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이름은 ASCII 문자만 포함해야 하며 ID 도메인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전자메일 ID는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유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이름, 성, 전자메일 ID에는 어포스트로피 구두점 표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어포스트로피 구두점 표시가 포함된 전자메일 ID는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 소스를 사용합니다.

No email is sent to new users if they are added using My Services (OCI). They get an
email notification only after they are assigned a predefined role. If the users are added
through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EPM Automate, or REST API, the emails are
sent as they are added.

Note:

OCI(Gen 2) 환경에서는 사용자 추가, 역할 지정, 비밀번호 만료를 비롯한 활동에
대한 Identity Cloud Service의 전자메일 통지에 사용되는 통지 템플리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 언어, 통지가 전송되는 활동, 전자메일 발신자, 제목,
본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통지 사용자정의를 참조하십시오.

How to Avoid Welcome Email Notifications for Users

When you configure Single Sign On (SSO) with an identity provider, import user
information from a file into the Identity Console to prevent Welcome Email Notifications
to be sent to users. The import file should have the following fields:

User ID,Last Name,First Name,Work Email,Primary Email 
Type,Federated,ByPass Notification 

john.doe@example.com,John,Doe,john.doe@example.com,WORK,TRUE,TRUE 

jdoe,Jane,Doe,jane.doe@example.com,WORK,TRUE,TRUE 

Make sure that Federated and ByPass Notification fields are both set to TRUE.

기본 Oracle SFTP 사용자 계정(클래식 EPM Cloud만
해당)

My Services(클래식)의 SFTP 사용자 탭에는 사전 정의된 SFTP(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
사용자 계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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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독마다 도메인 SFTP 계정 1개와 서비스 SFTP 계정 2개(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 각각 하나씩)를 생성합니다. 도메인 SFTP 계정은 종료된 도메인에서
아카이브된 데이터(주로 사용자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서비스 SFTP 계정은 종료된
환경의 아카이브된 스냅샷을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종료 후 60일까지).

주:

EPM Cloud는 종료된 구독에서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기능에
대해 SFT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및 서비스 SFTP 계정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관리 및 모니터에서 " 
보안 FTP 사용자 계정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ID 도메인 관리자는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SFTP 사용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계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SFTP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관리 및 모니터에서
" 보안 FTP 사용자 계정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SFTP 계정은 삭제하거나 EPM Cloud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Identity Cloud Service의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 액세스
(Oracle Cloud Infrastructure만 해당)

사용가능한 감사 보고서

OCI(Gen 2) 아키텍처 기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Identity
Cloud Service에서는 사전 설정된 범위인 30일, 60일 또는 90일 기간에 대해 생성된 감사 및
로그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보고서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보고서는 로그인한 사용자, 로그인
날짜, 사용자가 로그인한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시도 성공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역할 권한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한 변경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각 행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역할 변경이 수행된 환경

• 역할이 지정되거나 역할이 지정 취소된 수혜자 또는 사용자

• 지정되거나 지정 취소된 역할

• 역할이 지정되거나 지정 취소된 승인자 또는 사용자

• 역할이 지정되거나 지정 취소된 날짜 및 시간

이 보고서는 모든 사전 정의된 역할 수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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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로그인 보고서

Identity Cloud Service에서는 사전 설정된 범위인 30일, 60일 또는 90일 기간에 대해
생성된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로그인 시도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Identity Cloud Service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와 Identity
Cloud Service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된 인증서를 유지관리하는 제공자가 나열됩니다.
사용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한 사용자의 사용자 ID

• 로그인 시도 타임스탬프

• 로그인 제공자(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의 경우 UserNamePassword) 또는

SAML 제공자의 이름

실패한 로그인 시도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Identity Cloud Service에 로그인하려는 시도에 실패한 사용자가 모두
나열됩니다. 사용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을 시도한 사용자의 사용자 ID

• 로그인 시도 타임스탬프

• 로그인 시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설명

휴면 사용자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선택한 기간 동안 Identity Cloud Service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가
나열됩니다. 사용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한 기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사용자 ID

•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날짜

• 사용자의 전체 이름

• 사용자의 기본 전자메일

모든 보고서 열은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보고서에서 사용자
열의 정렬 버튼을 눌러 사용자 이름 알파벳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Identity Cloud Service의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 액세스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보고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계정 관리자 또는 ID 도메인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에서 보고서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보고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보거나 다운로드할 보고서의 이름을 누릅니다. 감사 보고서는 화면의 애플리케이션
섹션에 나열되며 로그인 보고서는 화면의 사용자 섹션에 나열됩니다.

4. 선택사항: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a. 사용자정의 날짜를 누릅니다.

7장
Identity Cloud Service의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 액세스(Oracle Cloud Infrastructure만 해당)

7-22



b.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입력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사용자정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또는
달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기간의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용자정의 기간 정보를 표시하려면 보고서를 새로고칩니다.

5. 선택사항: 보고서 다운로드를 눌러 보고서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Identity Cloud Service REST API를 사용하여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
액세스

감사 이벤트 REST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s 감사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활동 보고서 생성

• 과거 사용자 활동 캡처

• 애플리케이션 사용 분석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의 REST API에서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감사 이벤트 API 사용 - 감사 이벤트 RES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

• 감사 이벤트 검색 - GET으로 검색 작업에 대한 정보

Identity Cloud Service REST API를 사용하여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 REST 클라이언트의 OAuth 2로 인증을 설정하여 새로고침 토큰 및 클라이언트 ID 가져오기

• 새로고침 토큰 및 클라이언트 ID를 사용하여 IDCS에 대해 REST API를 해결할 액세스 토큰
가져오기

이러한 태스크 완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 에서 OAuth 2로 인증 - OCI(Gen 2) 환경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IDCS 감사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하려면 urn:opc:idm:__myscopes__ 범위가 필요합니다.

Table 7-1    IDCS 감사 이벤트 엔드포인트

작업 메소드 엔드포인트

GET으로 검색 GET /admin/v1/AuditEvents
POST로 검색 POST /admin/v1/

AuditEvents/.search
이벤트 ID로 가져오기 GET /admin/v1/AuditEvents/{id}

다음을 사용하여 자세한 검색 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속성에 따라 이벤트를 선택할 필터 매개변수(SCIM 사양 참조)

• 필터링하고 반환할 속성

• 결과를 정렬하고 정렬 순서를 설정할 정렬

• 페이지당 이벤트 수를 제한하는 수

• 페이지 매김을 지원하는 시작 인덱스(SCIM 사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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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PM Cloud 보안

기본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SSO(싱글 사인온)를 사용하거나
SAML 2(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2) 준수 ID 제공자를 사용하여 여러 EPM Cloud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사인온 구성

– Azure AD를 ID 제공자로 사용하여 OCI EPM Cloud에서 SSO 구성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를 ID 제공자로 사용하여 싱글 사인온 설정(클래식 EPM
Cloud만 해당)

– EPM Cloud와 Oracle Fusion Cloud 간에 단일 사인온 구성

– EPM Cloud와 NetSuite 간에 단일 사인온 구성

• SSO 지원 OCI(Gen2) 환경의 로그아웃 URL 사용자정의

• Managing User Credentials in SSO-Enabled EPM Cloud Environments

• Making Smart View (Mac and Browser) Work after Enabling SSO

• 보안 액세스 설정

• 로그온 정책을 사용하여 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 제한

• 준수 보고서 액세스

• EPM Cloud IP 주소 찾기

• 다른 ID 도메인에 EPM Cloud 환경 재배치

– 지원되는 재배치 시나리오

– 고려 사항

– 환경 재배치 준비

–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예약

– Oracle Cloud EPM에서 재배치 태스크 완료

– 대상 ID 도메인으로 사용자 임포트 및 역할 지정

– 재배치된 환경으로 유지관리 스냅샷 임포트

– 액세스 세부정보 전자메일 전송

• 네비게이션 플로우 관리

• EPM Cloud 보안 준수 기능 이해

단일 사인온 구성
SAML 2 준수 ID 제공자에 속하는 사용자가 여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대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SSO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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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PM Cloud는 SP(서비스 제공자) 시작 SSO만 지원합니다. IdP(ID 제공자) 시작
SSO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조직의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SSO 인증서를 사용하여 EPM
Cloud 환경에 한 번 인증하고 나면 동일한 ID 제공자를 사용하여 구성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racle Identity Federation, Microsoft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2.0+, Okta,
Ping Identity PingFederate, Shibboleth Identity Provider 등의 SAML 2.0 ID 제공자를
사용하여 SS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Identity Federation을 ID 제공자로 사용하도록 Oracle Fusion Clou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AML2 준수 ID 제공자를 사용하도록 Oracle NetSuit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EPM Cloud를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와 통합하여 여러 Oracle
Cloud 환경에 SSO 액세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클래식 EPM Cloud : 사용자가 하나의 인증서 세트를 사용하여 여러 Oracle Cloud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Identity
Management 관리에서 "Oracle 단일 사인온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 OCI(Gen2) EPM Cloud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SAML ID 제공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주:

이 섹션의 정보는 고객의 SaaS(고객 클라우드 내에 배포된 EPM Cloud)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 Information:

• Azure AD를 ID 제공자로 사용하여 OCI EPM Cloud에서 SSO 구성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를 ID 제공자로 사용하여 싱글 사인온 설정(클래식 EPM
Cloud만 해당)

• EPM Cloud와 Oracle Fusion Cloud 간에 단일 사인온 구성

• EPM Cloud와 NetSuite 간에 단일 사인온 구성

• Configuring Multiple Identity Providers for a Domain in OCI (Gen 2) Environments

Azure AD를 ID 제공자로 사용하여 OCI EPM Cloud에서 SSO 구성

이 토론에서는 SAML 2 규격 ID 제공자인 Microsoft Azure AD(Azure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OCI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을 위한 SSO를
설정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토론에는 관련된 단계가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Azure AD에서 구성 단계를 완료하는 데 관련된 자세한 단계 및 설명은 Azu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EPM Cloud의 ID 제공자로 Azure AD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고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Azure AD에서 완료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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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완료할 단계

Azure AD에서 완료할 단계

다음 구성 단계를 완료하는 데 관련된 자세한 단계 및 설명은 Azu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Azure AD에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으로 Oracle Cloud Infrastructure Console을
추가합니다.

a. Azure 로그인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로그인합니다.

b. 홈 페이지에서 Azure Active Directory를 누릅니다.

c. 왼쪽 네비게이션 창의 관리에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d. 새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Oracle이 나열된 Azure AD 갤러리
찾아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e. Oracle을 눌러 사용할 수 있는 Oracle 클라우드 플랫폼 목록을 표시합니다.

f. Oracle Cloud Infrastructure Console을 누릅니다.
 

 

g. 이름에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을 눌러 Oracle Cloud Infrastructure 인스턴스를 Azure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으로 추가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등록정보 개요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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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zure AD 사용자를 Oracle IDCS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만 Azure AD에 로그인하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페더레이션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또는 그룹은 Azure Active Directory에 있어야 합니다.

a. Oracle Cloud Infrastructure Console 애플리케이션의 왼쪽 탐색 창에서 관리
아래에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을 누릅니다. 또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개요
페이지에서 사용자 및 그룹 지정을 누릅니다.

b. 사용자/그룹 추가를 누릅니다.

c. 사용자에서 선택되지 않음을 눌러 사용자 화면을 엽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Azure AD 사용자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d. 지정을 눌러 선택한 사용자를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합니다.

3.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SO를 설정합니다.

a. 왼쪽 네비게이션 창에서 싱글 사인온을 누릅니다.

b. 싱글 사인온 방법 선택에서 SAML을 누릅니다.
SAML로 싱글 사인온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c. 기본 SAML 구성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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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SAML을 구성할 때
생성됩니다.

• 기본 SAML 구성 섹션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 기본 SAML 구성 페이지에서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와 함께 사용하는 SSO에
대한 설정을 입력합니다.

Note:

기본 SAML 설정으로 입력해야 하는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설정은
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https://idcs-
CUSTOMER_IDENTIFIER.identity.oraclecloud.com:443/fed
CUSTOMER_IDENTIFIER 는 테넌시에 관련된 고유한 영숫자

문자열입니다.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URL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URL이 https://
idcs-01e711f676d2e4a3e456a112cf2f031a9.identity.oraclecloud.com/
ui/v1/signin이면 CUSTOMER_IDENTIFIER 는 SAML 구성 설정을

파생하는 데 사용하는
01e711f676d2e4a3e456a112cf2f031a9입니다. 이 가상 예에서는

식별자(엔티티 ID)가 https://
idcs-01e711f676d2e4a3e456a112cf2f031a9.identity.oraclecloud.com:443/
fed가 됩니다.

테넌시의 잘 알려진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구성 설정을 모두
보려면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URL에 /.well-known/idcs-
configuration을 추가하여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https://
idcs-01e711f676d2e4a3e456a112cf2f031a9.identity.oraclecloud.com/.well-
known/idcs-configuration이 있습니다.

– 식별자(엔티티 ID): 조직의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를 프로비저닝하는 중
설정된 제공자 ID입니다.
예: https://idcs-
CUSTOMER_IDENTIFIER.identity.oraclecloud.com:443/fed

Note:

기본 ID임을 표시하려면 기본값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회신 URL: Azure AD의 수신 SAML 어설션을 처리할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어설션 소비자 서비스 URL이라고도 하는 이 값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를 구성하는 중 설정됩니다.
예: https://idcs-
CUSTOMER_IDENTIFIER.identity.oraclecloud.com:443/fed/v1/sp/sso

– 사인온 URL: Azure AD에서 시작한 SSO를 수행하는 EPM Cloud 사인온
페이지의 URL입니다.
예: https://idcs-
CUSTOMER_IDENTIFIER.identity.oraclecloud.com:443/fed/v1/sp/sso

– 로그아웃 URL: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의 Logout Service
UR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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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https://idcs-
CUSTOMER_IDENTIFIER.identity.oraclecloud.com:443/fed/v1/sp/slo

 

 

• 저장을 누릅니다.

• 기본 SAML 구성 페이지를 닫습니다

d. SAML로 싱글 사인온 설정 화면에서 사용자 속성 및 클레임을 입력합니다.

• 속성 및 클레임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 클레임 이름에서 고유 사용자 식별자(이름 ID)를 누르고 소스 속성 값(예:
user.mail)을 선택합니다. 이 값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지정된
Requested NameID Format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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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누릅니다.

• 클레임 관리와 속성 및 클레임 페이지를 닫습니다.

e. Azure 메타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SAML로 싱글 사인온 설정 화면의 SAML 서명 인증서 섹션에서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XML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 화면에 표시되는 프롬프트에 따라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로컬 디렉토리에 메타데이터 파일을 저장합니다.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완료할 단계

SSO를 설정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계정마다 다음 작업을
완료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ID 도메인 관리자로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 로그인하여 EPM Cloud 사용자를
만들고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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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zure AD를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의 SAML IDP로 설정합니다. 이 태스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SAML ID 제공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a.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콘솔에서 네비게이션 전환기를 확장하고 보안, ID
제공자 순으로 눌러 ID 제공자 화면을 엽니다.
 

 

b. SAML IDP 추가를 누릅니다.

c. ID 제공자 추가 세부정보에서 Azure AD ID 제공자에 대한 이름과 설명(선택사항)
을 입력합니다.

d. 선택사항: 업로드를 눌러 이 제공자를 확인할 사용자정의 아이콘을 업로드합니다.
 

 

e. 다음을 누릅니다.

f. ID 제공자 추가 구성 페이지에서 Azure AD 메타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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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를 누릅니다.

• 이전 섹션에서 다운로드한 Azure AD 메타데이터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 다음을 누릅니다.

g. ID 제공자 추가 맵에서 Azure AD 및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 사용되는 사용자
속성을 매핑합니다.

• ID 제공자 사용자 속성에는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zure 속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ID 이외의 속성(예: 전자메일 ID)을 사용하려면 SAML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 ID를 선택합니다.

• Oracle Identity 서비스 사용자 속성에는 선택한 Azure 속성을 매핑할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속성을 선택합니다.

• 요청된 이름 ID 형식에는 Azure AD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 사용자
속성을 전달하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 다음을 누릅니다.

h. ID 제공자 추가 익스포트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i. ID 제공자 추가 테스트에서 로그인 테스트를 누릅니다.
이 테스트에 성공하려면 테스트 사용자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및 Azure AD 둘
다에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설정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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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콘솔로 돌아가서 다음을 누릅니다.

k. 활성화를 눌러 생성 및 테스트한 ID 제공자를 활성화합니다.
 

 

l. 완료를 누릅니다.
이제 ID 제공자 목록에 새 SAML 제공자가 활성화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3. IDP 정책을 생성하고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정책에 지정합니다. 자세한 단계는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ID 제공자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a. 네비게이션 전환기를 확장합니다.

b. 보안, IDP 정책 순으로 누릅니다.

c. ID 제공자 정책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d. 세부정보에서 정책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e. ID 제공자 규칙 추가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i. 규칙 이름을 입력합니다.

ii. ID 제공자 지정에서 이전에 활성화한 ID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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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장을 누릅니다.

iv. 다음을 누릅니다.

v.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정을 누르고 IDP 정책이 적용될 EPM Cloud 환경을 선택합니다.

vi. 완료를 누릅니다.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를 ID 제공자로 사용하여 싱글 사인온
설정(클래식 EPM Cloud만 해당)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는 포괄적인 클라우드 기반 ID 관리 및 보안 플랫폼으로, 범용
액세스 제어, 권한, 비밀번호 보안 제약 조건 세트를 지원합니다.

클래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섹션의 정보를
사용하여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를 ID 제공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SO 시나리오의 활동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브라우저 세션에서 사용자가 EPM Cloud 환경 URL에 액세스합니다.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사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사용자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EPM Cloud
환경이 표시됩니다. 환경 내 액세스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서비스 역할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사용자가 동일한 ID 도메인을 사용하는 다른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가 이미
인증되었으므로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요청하지 않고 요청된 환경을 표시합니다.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를 사용하여 SSO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해 단일 사인온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구독.

• SSO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SSO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가 SSO에 대해 구성되는 ID 도메인에 생성 및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사용자 생성 및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 사용자 추가
및 역할 지정 "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단계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에서 완료할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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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설명서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SSO를 설정하려는 EPM Cloud 서비스마다 다음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 EPM Cloud 서비스를 SAML 애플리케이션으로 추가합니다.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SAML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링크는 서비스의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을 가리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링크를 사용하여 Planning에 대한 SAML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여러 환경에서 동일한 ID 도메인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환경을 하나의 SAML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각 환경에 대해 SAML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 환경에 대해 SAML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면 개별 EPM Cloud 환경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SSO에 대해 SAML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엔티티 ID 및 어설션 소비자 URL은 구성 중인 SSO에 대해 ID 도메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안전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SSO에 대해 ID 도메인을 구성하는 중 EPM Cloud로 이
메타데이터를 로드해야 합니다.

– SAML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 SAML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합니다.

• SAML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조하는 ID 도메인의 서명 인증서를 임포트합니다.
서명 인증서는 EPM Cloud 서비스가 사용하는 ID 도메인에서 생성됩니다.

클래식 EPM Cloud에서 완료할 태스크

SSO를 지원하는 각 ID 도메인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사용자를 각 ID 도메인의 사용자로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업로드 파일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생성 및 역할 지정

– 사용자 계정 뱃치 임포트

EPM Automate 등의 EPM Cloud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로 작업해야 하는 사용자는 ID
도메인 인증서를 유지관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Managing User Credentials in
SSO-Enabled EPM Cloud Environments을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에서 SSO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Management 관리에서 " Oracle 단일 사인온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SAML 애플리케이션의 메타데이터를 ID
도메인으로 임포트합니다.

– ID 제공자 정보 구성 섹션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명 인증서를 선택하여 ID
도메인의 서명 인증서를 익스포트합니다.
서명 인증서를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로 임포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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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 구성을 테스트합니다.

– SSO를 시작합니다.

•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하여 SSO 구성을 테스트합니다.

EPM Cloud와 Oracle Fusion Cloud 간에 단일 사인온 구성
You can establish SSO between EPM Cloud and Oracle Fusion Cloud deployments that use
Oracle Identity Federation as the identity provider.

For step-by-step instructions on configuring SSO between Classic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and Oracle Fusion Cloud, see "Configuring Single Sign-On
Between EPM Cloud and Oracle Fusion Cloud" in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해 단일 사인온 구성 .

주: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와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사이의 SSO를 설정하려면 Fusion Cloud와 사용하도록 승인된 SSO
Federation(SAML 2) 서버를 사용하십시오(대부분의 주요 서버는 승인됨). 인증되지
않은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racle HCM Cloud에
인증된 SAML2 제공자 목록은 Oracle Fusion Service 설명의 "Oracle Fusion Cloud
Service에 인증되지 않은 Federation Server SSO 사용 설정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 ID 제공자는 SAML2를 준수해야 합니다(고유한 ID 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이 Oracle Fusion Cloud ID 저장소 및 EPM Cloud ID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둘
다 SSO에 대해 구성해야 합니다.
Oracle Fusion Cloud의 Oracle Identity Federation 대신 Okta 등의 ID 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ID 제공자에서도 사용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 단계

다음 구성 단계를 사용합니다.

• Oracle Fusion Cloud를 사용하여 SSO에 대한 ID 제공자로 Oracle Identity Federation을
구성하려면 Oracle 지원에서 서비스 요청을 엽니다. Oracle은 Oracle Fusion Cloud에서
Oracle Identity Federation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주:

Oracle Fusion Cloud의 Oracle Identity Federation을 ID 제공자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요청에 ID 제공자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Oracle은 Oracle Fusion Cloud 서비스 제공자의 메타데이터를 ID 제공자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ID 제공자로 임포트합니다.

• Oracle Fusion Cloud를 지원하는 Oracle Identity Federation 또는 사용 중인 ID 제공자에서
Oracle Fusion Cloud에 대한 SSO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각 사용자에 대해 계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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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서 사용자 세부정보를 임포트하거나 Oracle Fusion Cloud를 지원하는 Oracle
Identity Federation의 OIM(Oracle Identity Management) 콘솔에 접근하여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생성에 대한 정보는 Oracle Fusion Clou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에서 SSO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클래식 EPM Cloud: Oracle Cloud Identity Management 관리에서 Oracle 단일
사인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OCI(Gen 2) EPM Cloud: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SAML ID
제공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OCI(Gen 2) EPM Cloud만 해당: IDP 정책을 생성하고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정책에 지정합니다.

1.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를 확장합니다.

3. 보안, IDP 정책 순으로 누릅니다.

4. 필요한 규칙을 사용하여 ID 제공자 정책을 생성하고 EPM Cloud를 정책에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ID 제공자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5. 완료를 누릅니다.

• EPM Cloud 환경을 지원하는 ID 도메인에서 EPM Cloud에 대한 SSO 액세스가 필요한
각 사용자에 대해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업로드 파일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생성 및 역할 지정

– 사용자 계정 뱃치 임포트

EPM Automate 등의 EPM Cloud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로 작업해야 하는 사용자는 ID
도메인 인증서를 유지관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Managing User Credentials in
SSO-Enabled EPM Cloud Environments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Fusion Cloud에 액세스한 다음 EPM Cloud로 이동하여 SSO 구성을
테스트하고 그 반대로도 테스트합니다.

EPM Cloud와 NetSuite 간에 단일 사인온 구성

SAML 2.0 준수 ID 제공자에 저장된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및 NetSuite 배포 간에 SS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이 섹션의 절차는 사용자 ID를 저장하는 ID 제공자로 Okta를 사용하여
테스트되었습니다. SAML 2.0 규격 ID 제공자를 사용하여 SSO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tSuite와 EPM Cloud 간의 SSO 접근은 NetSuite, Okta 및 EPM Cloud ID 도메인의
사용자 디렉토리에 계정이 있는 사용자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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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EPM Cloud 및 NetSuite 간에 SSO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단일 사인온 구성 의 "EPM Cloud 및
NetSuite 간 싱글 사인온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 NetSuite와 EPM Cloud의 모든 사용자는 사용 중인 SAML 2.0 준수 ID 제공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SO 접근 권한이 필요한 EPM Cloud 사용자는 EPM Cloud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ID
도메인에서 생성되고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사용자 생성 및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 사용자 추가 및 역할 지정 "을 참조하십시오.
SSO를 사용설정하면 인증서가 요구되지 않고 모든 EPM Cloud 사용자가 NetSuite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경우 NetSuite 역할 및 권한에 의해 기능 접근이 제어됩니다.

• SSO 접근이 필요한 사용자는 NetSuite에 생성 및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Suit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SO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나면 SAML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이 지정된 NetSuite
역할이 부여된 NetSuite 사용자만 추가 사인인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 EPM Cloud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SO 구성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EPM Cloud에 대한 SSO 접근이 필요한 모든 사용자가
NetSuite에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성 단계

ID 제공자(예: Okta)에서 완료할 태스크

주:

ID 제공자의 설명서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NetSuite 및 EPM Cloud 리소스 간에 SSO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를 조직 ID 제공자의
사용자로 생성 및 활성화합니다.

• NetSuite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추가하고 SSO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합니다.

• EPM Cloud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추가하고 SSO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합니다.

NetSuite에서 완료할 태스크

주:

NetSuite 설명서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SAML SSO를 구성하고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Okta 관련 지침은 NetSuite용 SAML 2.0 구성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가 SAML SSO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SAML 역할을 생성합니다.

• SAML 역할로 NetSuite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합니다.

• ID 제공자(예: Okta)의 메타데이터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Okta에서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작업의 일부로 이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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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에서 완료할 태스크

• EPM Cloud에서 SSO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클래식 EPM Cloud : Oracle Cloud Identity Management 관리에서 "Oracle 단일
사인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OCI(Gen 2) EPM Cloud :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SAML ID
제공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OCI(Gen 2) EPM Cloud만 해당: IDP 정책을 생성하고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정책에 지정합니다.

1.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전환기를 확장합니다.

3. 보안, IDP 정책 순으로 누릅니다.

4. 필요한 규칙을 사용하여 ID 제공자 정책을 생성하고 EPM Cloud를 정책에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ID 제공자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5. 완료를 누릅니다.

• EPM Cloud 환경을 지원하는 ID 도메인에서 NetSuite에 대한 SSO 액세스가 필요한 각
사용자에 대해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업로드 파일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생성 및 역할 지정

– 사용자 계정 뱃치 임포트

EPM Automate 등의 EPM Cloud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로 작업해야 하는 사용자는 ID
도메인 인증서를 유지관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Managing User Credentials in
SSO-Enabled EPM Cloud Environments를 참조하십시오.

• NetSuite에 액세스한 다음 EPM Cloud로 이동하여 SSO 구성을 테스트하고 그
반대로도 테스트합니다.

Configuring Multiple Identity Providers for a Domain in OCI (Gen 2)
Environments

In OCI (Gen 2) environments, you can configure to use multiple identity providers
(IdPs) to provide Single Sign-On (SSO) access to users. If multiple IdPs are enabled
for an environment, the Sign In page allows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sers to choose the IdP to perform SSO.

For details on how to configure an IdP and build an IdP policy, see Administering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guide. You can also refer to this Azure Active Directory
(Azure AD) setup example - Azure AD를 ID 제공자로 사용하여 OCI EPM Cloud에서
SSO 구성.

To configure SSO with multiple IdPs:

1.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콘솔에서 네비게이션 전환기를 확장하고 보안, ID
제공자 순으로 눌러 ID 제공자 화면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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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tivate the IdP to reinstate your users to use the IdP. Click the Action menu to the
right of each IdP, and select Activate.
 

 

b. Enable the IdPs for IdP policy configuration. Click the Action menu to the right of
activated IdP, and select Show on Logi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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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and the Navigation Drawer, click Security, and then IDP Policies to open the
Identity Providers Policies screen.

a. Click Add, enter a Policy Name, and then click Finish.
 

 

b. In the Identity Provider Rules tab, click Add to open the Add Rule screen.

i. Enter a Rule Name.

ii. Assign the IdPs to this rule. Select the IdPs that you enabled for policy
configuration, and click Save.
 

 

c. In the Apps tab, click Assign to open the Assign Apps screen.

d. Search and select the applications to assign to the policy, and clic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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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ected environments are now configured to sign in with assigned IdPs. You can
now SSO to these environments using any of the configured I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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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지원 OCI(Gen2) 환경의 로그아웃 URL 사용자정의
OCI Gen(2) 환경의 로그아웃 URL은 기본적으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설정됩니다. 특히 SSO 지원 환경에서
로그아웃할 때 선택한 사용자정의 페이지(일반적으로 ID 제공자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로그아웃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사용자정의 로그아웃 페이지는 환경을
재생성하는 경우에도 유지됩니다.

EPM Cloud 환경에서 로그아웃할 때 선택한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내 서비스(OCI)에 로그인합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액세스합니다.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3. 로그아웃 URL에 EPM Cloud에서 로그아웃할 때 표시되어야 하는 페이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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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을 누릅니다.

Managing User Credentials in SSO-Enabled EPM Cloud
Environments

Once you have enabled Single Sign-On (SSO) in your environments, both Classic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and OCI EPM Cloud give you two sign-in
options — Company Sign-In (SSO) and Traditional Cloud Account Sign-In.

However, some Oracle EPM Cloud client components in Classic; for example, EPM Agent
and EPM Automate, do not work with the SSO credentials that you use to access your
organization's network resources. In some cases, you may also want the users to not be able
to login with Traditional Cloud Account Sign-In and only login using SSO login.

Here are the instructions on how you can ensure that appropriate users are allowed to login
only using SSO login.

클래식 환경

In Classic EPM Cloud environment, by default, users will be able to login using SSO
credentials only, unless they are configured to maintain identity domain credentials. In that
case, the classic users will see both sign-in options when they use a browser to access an
environment. All other users will see only the SSO option.

ID 도메인 인증서를 유지관리하도록 클래식 사용자 계정을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ID 도메인 관리자로 My Services(클래식)에 로그인합니다. See My Services에 액세스.

2. 사용자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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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 도메인 인증서를 유지관리하도록 계정을 수정할 사용자 옆의 작업을 누르고 수정을
선택합니다.

4. ID 도메인 인증서 유지관리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OCI 환경

The SSO-enabled OCI EPM Cloud environments automatically maintains the identity
domain credentials. By default, when the OCI EPM Cloud users use a browser to
access an environment, they see both sign-in options. If you want the browser users to
not see Traditional Cloud Account Sign In option and login only using SSO, do the
following:

1. My Services(OCI)에 로그인합니다. See My Services(OCI) 액세스.

2.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에 액세스합니다. See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액세스.

3. Expand the Navigation Drawer, click Security, and then click IDP Policies.

4. In the Identity Provider Policies page, click the Action menu to the right of the
default identity provider policy, and then select Edit.

5. To view identity providers assigned to the policy, click Identity Provider Rules.

a. Click the Action menu for Default IDP Rule and select Edit.

b. Scroll down to the Allowed Identity Providers section and remove
Username-Password from the Assign Identity Providers box.

6. 저장을 누릅니다.

Avoiding Password Expiry Emails

When the credentials of the users are stored in identity domain, they get password
expiry emails when those passwords are expired. If you have setup SSO with an
Identity Provider after these users are created and you don’t want the credentials for
these users to be stored in the identity domain and for them to not get password expiry
emails, you must delete these users and recreate them after enabling SSO.

Making Smart View (Mac and Browser) Work after Enabling
SSO

After you set up SSO with an identity provider,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Mac and
Browser) will not work until you complete these tasks:

• Create a new manifest file with the domain of the identity provider

• Redeploy the manifest file

For detailed information, see these topics in Deploying and Administering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Mac and Browser):

• 매니페스트 파일 생성 및 저장

• Office 365 사용자에게 매니페스트 파일 배포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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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액세스 설정

클래식 EPM Cloud에 대해 네트워크 제한 액세스 설정

ID 도메인 관리자 및 서비스 관리자는 허용 목록이나 거부 목록을 구성하여 네트워크에 속하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환경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허용 목록에는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IP 주소를 정의하는 규칙이 포함되고, 거부 목록에는
환경에 연결할 수 없도록 IP 주소를 제외하는 규칙이 포함됩니다.

My Services(클래식)의 서비스 세부정보 화면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환경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허용 목록 또는 거부 목록 규칙을 생성합니다. 규칙을 생성하는 동안 ID 도메인 관리자
또는 서비스 관리자는 개별 IP 주소, IP 주소 범위, 서브넷/마스크 또는 CIDR(Classless Inter-
Domain Routing)을 확인하여 환경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주소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구성 지침은 Oracle Cloud 관리 및 모니터링에서 Internet Protocol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
규칙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OCI(Gen 2) EPM Cloud에 대한 네트워크 제한 액세스 설정

getIPAllowlist 및 setIPAllowlist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인스턴스에 대한 허용 목록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다음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 getIPAllowlist

• setIPAllowlist

로그온 정책을 사용하여 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
제한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의 기본 로그온 정책은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서(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사용자가
OCI(Gen2)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정의 로그온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관리자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만 환경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로그온 정책을 구성하는 경우 모든 EPM Cloud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로그온 정책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로그온 정책 이해

• 로그온 정책 추가

준수 보고서 액세스
독립적인 타사에서 EPM Cloud 보안을 검토하고 SOC 1 보고서(SSAE(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s) No 18 기반), SOC 2 보고서, 기타 보고서 등의 보안 보고서를
생성하여 관리 및 기술 제어의 효율성을 검토합니다. EPM Cloud에 사용할 수 있는 준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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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1 보고서

• SOC 2 보고서

• 브리지 레터

• ISO 인증서

• 재해 복구 증빙자료 문서

• 보안 평가 보고서

EPM Cloud 서비스에 대한 준수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y Services에 로그인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

• My Services(OCI) 액세스

2. 활성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EPM Cloud 서비스의 작업 메뉴를 누릅니다.
 

 

3. 뷰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4. 문서 탭을 엽니다.

5. 선택사항: 다운로드할 특정 문서 유형만 표시하려면 문서 유형에서 문서 유형(예:
SOC-2)을 선택합니다. 또는 목록에서 다운로드할 문서를 찾습니다.

6. 문서 옆의 다운로드를 눌러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7. 화면의 지침에 따라 다운로드된 문서를 열거나 저장합니다.

EPM Cloud IP 주소 찾기
클래식 및 OCI(Gen2)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RL은 정적
IP 주소에 연결합니다. 방화벽 구성에서 이러한 IP 주소를 허용 목록에 추가하여 EPM
Cloud에 대한 연결이 방화벽을 패스스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단 툴(예: ping) 또는 네트워크 관리 툴(예: nslookup)을 사용하여 방화벽 구성에서
패스스루 예외를 추가할 각 EPM Cloud 환경의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 샘플 ping 명령: ping serverName(예: ping
exampleServer.oraclecloud.com)

• 샘플 nslookup 명령: nslookup serverName(예: nslookup
exampleServer.oracle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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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에서 사용가능한 전체 서버 이름만 지정해야 합니다. 프로토콜(https://) 및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epmcloud) 같은 다른 정보는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RL이 https://
acme-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epmcloud인 경우 acme-
epmidm.epm.us-phoenix-1.ocs.oraclecloud.com을 서버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ID 도메인에 EPM Cloud 환경 재배치
클래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를 하나의 ID 도메인에
통합하여 사용자 관리 프로세스를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지원되는 재배치 시나리오

• 고려 사항

• 환경 재배치 준비

•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예약

• Oracle Cloud EPM에서 재배치 태스크 완료

• 대상 ID 도메인으로 사용자 임포트 및 역할 지정

• 재배치된 환경으로 유지관리 스냅샷 임포트

• 액세스 세부정보 전자메일 전송

주:

다음 요소에는 이 섹션의 정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OCI(Gen 2) EPM Cloud. 많은 ID 도메인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Oracle에서 통합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십시오.

• 고객 SaaS(고객 클라우드 내에 배포된 EPM Cloud)

지원되는 재배치 시나리오

기본적으로 테스트 및 프로덕션 서비스 환경은 하나의 공통 ID 도메인을 사용하여 각 환경에 대한
사용자 및 역할 지정을 쉽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에 맞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 프로덕션 및 테스트 환경을 둘 다 기본값이 아닌 다른 ID 도메인에 재배치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소유한 또 다른 ID 도메인에 환경을 둘 다 재배치하여 EPM Cloud 환경을
더 적은 수의 ID 도메인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ID 도메인을 통합하면 더 적은 수의 ID
도메인에서 사용자 및 역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프로덕션 환경, 테스트 환경 또는 둘 다를 서로 다른 ID 도메인에 재배치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ID 도메인에서 사용자 및 역할 지정을 관리합니다.
사용자에게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 둘 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두 개의 ID
도메인에서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Oracle Fusion Applications Cloud 애플리케이션과 ID 도메인을
공유하도록 EPM Cloud 환경을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여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ID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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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환경 쌍을 한 ID 도메인에 배치하고, 또 하나의 쌍을 다른 ID 도메인에
배치합니다.

환경과 관련하여 개발, 테스트, 수락, 프로덕션 등 4단계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이 적합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하나의 ID 도메인에
배치하고 수락 및 프로덕션 환경을 다른 ID 도메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 소스 및 타겟 ID 도메인은 둘 다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합니다. 한 데이터 센터의
ID 도메인(예: US2 데이터 센터의 ID 도메인 311964)에서 다른 데이터 센터의 ID
도메인(예: US1 데이터 센터의 ID 도메인 196431)으로 환경을 재배치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5월 1일 이후 프로비저닝된 경우에만 환경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프로비저닝된 환경은 다른 ID 도메인에 재배치될 수 없습니다.

• 호스트된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정렬되고, 호스트된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 라이센스의 총 수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환경을 재배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계정 관리자는 타겟 ID
도메인이 동일한 고객 계정에 대해 프로비저닝되는 경우 현재 ID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환경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름이 동일한 환경을 대상 ID 도메인이 이미 호스트하는 경우에도 계정
관리자가 대상 ID 도메인에 환경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상 ID
도메인에서 환경 이름이 고유하도록 재배치하는 환경 이름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정 관리자 역할은 서비스의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과 다릅니다.

소스 및 타겟 도메인에서 모두 계정 관리자인 사용자만 환경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

테스트 환경을 재배치하는 경우 대상 ID 도메인의 환경 이름에 -test를
추가해야 합니다(예: new_env-test). 마이그레이션되는 테스트 환경

이름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월별 업데이트 주기가 중단됩니다.

• 계정 관리자는 재배치 프로세스의 일부로 ID 도메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의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을 대상 ID 도메인으로 재배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재배치 절차는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 별도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

환경을 재배치한 후 정기 유지관리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뱃치 파일 또는
스크립트의 ID 도메인 이름, 환경 URL, 사용자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재배치된 환경은 원래 ID 도메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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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배치 준비

다음 태스크를 완료하여 환경 재배치를 준비합니다.

• 환경 백업 생성

• 현재 ID 도메인에서 사용자 및 역할 익스포트(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환경 백업 생성

서비스 관리자는 환경의 유지관리 스냅샷을 로컬 폴더로 다운로드하여 환경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지관리 기간 후 사용자가 데이터 또는 아티팩트를 수정한 경우 서비스 관리자가 적합한
익스포트 작업을 수행한 후 결과 스냅샷을 로컬 폴더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재배치된 환경으로
저장된 스냅샷을 업로드하고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스냅샷 다운로드 지침은 유지관리 스냅샷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환경을 백업합니다.

• 다음 정보 소스를 사용하여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 exportSnapshot EPM Automate 명령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의 아티팩트
익스포트

• 다음 정보 소스를 사용하여 스냅샷을 다운로드합니다.

– downloadFile EPM Automate 명령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의 
서비스에서 스냅샷 다운로드

현재 ID 도메인에서 사용자 및 역할 익스포트

주:

이 단계는 Narrative Reporting에만 필요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My Services(클래식)를 사용하여 현재 ID 도메인에서 사용자를
익스포트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ID 도메인 관리자로 My Services(클래식)에 로그인합니다. 지침은 My Services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를 누릅니다.

3. 모든 역할이 표시 필터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5. users.CSV를 로컬 컴퓨터의 폴더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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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예약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에서 재배치 태스크를
완료하면 환경에 대해 스케줄링된 다음 유지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Oracle Cloud EPM에서 재배치 태스크를 완료하는 데는 몇 분이면
됩니다.

재배치 프로세스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재배치 태스크가 완료된 후 매시간 시작 시
환경에 대한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서비스 관리자가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Oracle Cloud EPM에서 재배치 태스크를 시작할 때 다음 시간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그 다음 시간에 일별 유지관리가 시작되도록 스케줄링합니다. 지침은 서비스 유지
관리 시간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Cloud EPM에서 재배치 태스크 완료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계정 관리자는 Oracle Cloud
관리 및 모니터의 다른 ID 도메인에 서비스 자격 재배치에 제공된 지침을 사용하여 환경을
재배치합니다.

Oracle Cloud EPM에서 재배치 태스크를 완료하는 데는 몇 분이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Oracle Cloud EPM에서 서비스 관리자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합니다.

주:

환경에 대한 다음 일별 유지관리가 완료되어야 나머지 태스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ID 도메인으로 사용자 임포트 및 역할 지정

주:

Narrative Reporting의 경우에만 이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다른 서비스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ID 도메인 관리자가 사용자 익스포트 파일에서 대상 ID
도메인으로 사용자를 임포트합니다.

타겟 ID 도메인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 임포트 프로세스 중 재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해당하는 원래 역할로 프로비저닝되면 됩니다. 대상 ID 도메인에 추가된 신규
사용자도 프로비저닝되어야 합니다.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계정 뱃치 임포트

• 하나의 역할을 여러 사용자에게 지정

대상 ID 도메인으로 사용자를 임포트하고 역할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ID 도메인 관리자로 My Services(클래식)에 로그인합니다. 지침은 My Services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ID 도메인에 사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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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를 누릅니다.

3. 임포트를 누릅니다.

4. 사용자 임포트에서 찾아보기를 누르고 로컬 폴더에 저장한 사용자 익스포트 파일(users.CSV)
을 선택합니다.

5. 임포트를 누릅니다.

사용자 임포트 프로세스는 즉각적으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6. ID 도메인 관리자에서 사용자 계정이 사용가능하게 되면 재배치된 환경에 속하는 역할로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합니다.

한 번에 여러 사용자에게 사전 정의된 서비스 역할을 부여하려면 사전 정의된 역할마다 하나씩
역할 업로드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Oracle Cloud 시작하기에서 " 하나의 역할을 여러
사용자에게 지정 "을 참조하십시오.

재배치된 환경으로 유지관리 스냅샷 임포트

주:

유지관리 스냅샷을 임포트하기 전에 환경에서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도 지정된 서비스 관리자는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유지관리
스냅샷의 사용자, 역할 지정, 아티팩트를 재배치된 환경으로 임포트합니다.

이 설명에 사용되는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 명령 참조 "를 참조하십시오.

유지관리 스냅샷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PM Automate를 실행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EPM Automate 실행: Windows

• EPM Automate 실행: Linux

2. login 명령을 사용하여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도 있는 서비스 관리자로 새 ID 도메인에
재배치된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 epmautomate login USERNAME PASSWORD URL
• epmautomate login USERNAME PASSWORD_FILE URL

3. 다음과 유사한 importSnapshot 명령을 실행하여 스냅샷(예: Artifact Snapshot)에서 아티팩트
및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epmautomate importSnapshot "Artifact Snapshot"
userPassword=ExamplePwd1 resetPassword=true

4. 서비스에서 사인아웃합니다.
epmautomate logout

액세스 세부정보 전자메일 전송

재배치된 환경을 테스트한 후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모든 사용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서 새 ID
도메인의 환경에 액세스할 URL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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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의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유사한 URL을
사용하여 재배치된 환경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https://env_name-domain.epm.data_center_region.oraclecloud.com/
epmcloud(예: https://example-12345678.epm.us2.oraclecloud.com/
epmcloud)

이전에 사용했던 다음 리디렉션 URL 형식이 바뀝니다.

https://env_name-domain.us2.oraclecloud.com/workspace

주:

환경이 SSO에 대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Oracle Cloud 관리자
(oraclecloudadmin_ww@oracle.com)는 타겟 ID 도메인에 계정이

재생성된 사용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냅니다. 이 전자메일에는 새 ID 도메인의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과 임시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또는 사용자에게 책갈피 또는 바로가기가 있는 경우 새 서비스 URL을
가리킬 수 있게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주:

환경을 재배치한 후 정기 유지관리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뱃치 파일 또는
스크립트의 ID 도메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관리
서비스 관리자는 사용자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 간에
이동하면서 여러 환경의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플로우라는 구독 간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간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하면 여러 EPM Cloud 환경의 사용자가 하나의 환경에
사인인하고 나서 추가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도 다른 환경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단일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로우로의 아티팩트 매쉬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카드 및 탭은 단일
플로우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 및 탭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양식, 보고서,
대시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PM Cloud에서 워크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개요 비디오

고려 사항

• 구독 간 연결은 다음 서비스에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 Planning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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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이러한 소스 연결을 통해 모든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구독 간 연결은
동일한 서비스 유형의 환경 간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동일한 데이터 센터 내의 동일한
ID 도메인에 있는 연결만 지원됩니다.

주:

– 동일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서로 다른 ID 도메인을 사용하는 환경 사이의 연결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버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09 Planning
애플리케이션과 19.08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간에는 연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구독 간 연결에 사용자정의(Vanity) URL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 간 네비게이션 설정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위한 링크를 구성할
소스 서비스의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문제해결 정보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에서 EPM Cloud 연결 이슈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보안 준수 기능 이해
Oracle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보안 외에도 Oracle은 다음과 같은 보안 준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기능은 조직의 보안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통신을 위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1.2

•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는 데이터 암호화

• OCI 블록 볼륨 암호화를 사용하는 데이터 암호화

• Encryption Keys Stored in HSM for OCI (Gen 2) Environments

• 보안 EPM Automate 액세스를 위한 비밀번호 암호화

• 안전한 사용자 인증서 저장

• 스냅샷의 데이터 마스킹

• 데이터 분리

• 외부화된 인증(싱글 사인온)

• API 및 명령을 사용하여 EPM Cloud에 대한 액세스 관리

• REST API, EPM Automate, EPM Integration Agent에 OAuth 2 토큰 사용(Oracle Cloud
Infrastructure만 해당)

• 일반 사용자의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네트워크 제한된 액세스

• 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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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로그온 정책

• Maximum Session Duration in OCI (Gen 2) Environments

• 특정 국가에서 OCI(Gen 2) 환경으로의 연결 차단

• Protection using Web Application Firewall (WAF) in OCI (Gen 2) Environments

• DKIM Support for EPM Cloud OCI (Gen 2) Environments

•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한 BYOK(Bring Your Own Key) 기능

• 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제어

• 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모니터링

• 환경에 대한 각 액세스 정보를 포함하는 액세스 로그

• OCI(Gen 2) 기반 EPM Cloud의 사용자 및 역할 감사와 로그인 보고서 및 로그

• 보안 감사를 위한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 보고서

• OSSA(Oracle Software Security Assurance)

• 실시간 대시보드 및 알림을 사용하는 Oracle 환경 모니터링

• 위협 및 취약성 관리

•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Oracle 보안 액세스

• 자동 보안 패칭

• 취약성 확인 및 수정을 위한 주기적 침투 테스트와 윤리적 해킹

• 외부 보안 감사

• Backup Data Residency and Retention on OCI(Gen2)

• 재해 복구 지원

• 연중무휴 지원

• 미국 정부를 위한 EPM Cloud

• 영국 정부를 위한 EPM Cloud

통신을 위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1.2
암호화된 데이터 통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SHA-2/SHA-256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과 함께 TLS 1.2를
사용하여 브라우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EPM Automate와의 통신을
보호합니다. 모든 EPM Cloud 세션이 암호화됩니다.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쿠키에 저장된
세션 정보는 암호화되고 세션 ID가 무작위로 생성됩니다.

클래식 및 OCI(Gen 2) 환경에서는 강력한 암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ECDHE-RSA-AES256-GCM-SHA384

• ECDHE-RSA-AES256-SHA384

• ECDHE-RSA-AES128-GCM-SHA256

• ECDHE-RSA-AES128-SHA256

• DHE-RSA-AES256-GCM-SHA384

• DHE-RSA-AES256-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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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E-RSA-AES128-GCM-SHA256

• DHE-RSA-AES128-SHA256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암호화 레벨 및 세션 시간 초과 이해.

• Oracle Cloud Infrastructure 설명서의 로드 밸런싱 개요.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는 데이터 암호화

미사용 데이터의 암호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TDE(투명한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여 테이블 영역 레벨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각 테이블 영역에 고유한 암호화 키가 있습니다.

암호화 키는 마스터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마스터 키는 AES-256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정기적으로 교체됩니다. 클래식 환경에서 마스터 키는 Oracle Wallet에 저장됩니다.
OCI(Gen 2) 환경에서는 추가 보안을 위해 HSM(Hardware Security Module)에 저장됩니다.

OCI(Gen 2) 환경에서는 테이블 영역도 AES-256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합니다.

OCI 블록 볼륨 암호화를 사용하는 데이터 암호화

미사용 데이터의 암호화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OCI(Gen 2) 환경에서는 AES-256을 사용하는 블록 볼륨 암호화를 통해 모든 파일 시스템
데이터(Essbase 데이터 포함)를 암호화합니다.

Encryption Keys Stored in HSM for OCI (Gen 2) Environment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encryption key storage in Hardware Security Model (HSM) in
OCI (Gen 2) environments, all master keys including the following are stored in HSM:

• Transparent Data Encryption (TDE) master key for database encryption

• Block Volume Encryption master key for file system encryption

• Object Storage Encryption master key for encryption of artifact snapshots

보안 EPM Automate 액세스를 위한 비밀번호 암호화

EPM Automate에 로그인하는 동안 일반 텍스트로 작성된 중요한 정보 사용을 방지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암호화된 비밀번호 파일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밀번호(SSO 비밀번호 아님)
및 프록시 서버 비밀번호가 포함됩니다. encrypt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안전한 사용자 인증서 저장

모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 인증서는 보안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및 데이터 소스 연결 생성 중에 제공된 인증서와 로그인
중에 제공된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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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의 데이터 마스킹

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문제해결을
위해 스냅샷을 Oracle에 제출할 때 데이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스냅샷의 데이터
마스킹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현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무작위화하여 의미 없게
만듭니다.

• Planning(Planning 모듈 포함)

• 무형식

• 재무 통합 및 마감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 Oracle Sales Planning Cloud

maskData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데이터를 마스킹합니다.
스냅샷을 생성한 후 백업 또는 일별 유지관리 스냅샷에서 데이터를 복원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마스킹하면 데이터가 다른 조직(이 경우 Oracle)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분리

Oracle은 각 고객에 대해 전용 가상 머신 및 전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분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화된 인증(싱글 사인온)
SAML 2.0 규격 ID 제공자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대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SSO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SO를 구성하면 조직을 떠난 사용자가 EPM Cloud에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조직의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SSO 인증서로 EPM Cloud에 로그인하고 나면 동일한
ID 제공자를 사용하여 구성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는 즉시 EPM Cloud에 대한 액세스 제거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Oracle Access Manager, 기본 EPM Cloud 서비스 제공자, SAML 2.0 ID 제공자 간의
통신은 MD5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호됩니다.

SSO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일 사인온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API 및 명령을 사용하여 EPM Cloud에 대한 액세스 관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가 SSO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된 사용자만 REST API 및 EPM Automate 명령을 통해 EPM Cloud 환경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추가, 사전 정의된 역할 및 애플리케이션 역할에 사용자 지정, 그룹에
사용자 추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PM
Automate 명령 및 REST API를 사용한 사용자, 그룹, 역할 지정 관리는 간단하지만, 인증된
사용자만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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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Automate 명령과 REST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

REST API, EPM Automate, EPM Integration Agent에 OAuth 2 토큰 사용
(Oracle Cloud Infrastructure만 해당)

OAuth 2 액세스 토큰을 통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REST
API 호출을 수행하고 EPM Automate 및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환경에서 비밀번호
사용을 방지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PI Gateway Support for REST APIs and EPM Automate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API Gateway support,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REST APIs and EPM Automate can connect to EPM Cloud through API
Gateways, such as Google APIGEE, IBM Data Power, and other reverse proxy servers.

일반 사용자의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액세스는 사전
정의된 역할을 사용하여 엄격하게 제어됩니다. 이 역할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각
사용자가 보유한 기능 액세스 권한이 결정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ID 도메인 사용자로 구성된 그룹이나 기타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에 역할을 지정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한 번에 많은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관리 오버헤드가 감소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역할 지정은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강화할 수만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역할 지정을 통해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액세스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Access Control 관리 에서 " 액세스 제어 개요 "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제한된 액세스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속하는
IP(Internet Protocol) 주소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도록 허용 목록 또는 차단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허용 목록에는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소스 IP 주소의 사용자를 정의하는 규칙이 포함되고, 차단 목록에는 환경에
연결할 수 없도록 특정 소스 IP 주소의 사용자를 제외하는 규칙이 포함됩니다.

My Services의 서비스 세부정보 화면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클래식 환경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허용 목록 또는 차단 목록 규칙을 생성합니다. 보안 액세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구성 단계는 Oracle Cloud 관리 및 모니터링에서 " Internet Protocol 허용 목록 및 차단
목록 규칙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OCI 환경에서는 Oracle에서 허용 목록을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십시오.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에서 "IP 허용 목록 구성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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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도록 OCI(Gen 2) 환경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환경이 사용 중이 아니거나 아무도 환경에 로그인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야 하는 내부 또는 외부 보안 위협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신속하게
비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비활성화된 환경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OCI(Gen 2)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로그온 정책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의 기본 로그온 정책은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서(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사용자가 OCI(Gen2)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정의 로그온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관리자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만 환경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온 정책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로그온 정책 이해

• 로그온 정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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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Session Duration in OCI (Gen 2) Environment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limited session duration, the Identity Domain Administrator can
set the maximum session duration in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in OCI (Gen 2)
environments.

Note:

The maximum session duration is not the same as the idle session timeout. Even if
the session is active,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will log
the users out after the maximum session duration is reached.

1. Go to Oracle Cloud Identity Console.

2. Under Settings, select Session Settings, and set the desired value as Session
Duration.

특정 국가에서 OCI(Gen 2) 환경으로의 연결 차단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는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CI(Gen 2) 환경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는 모든 연결을 차단하도록 오라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연결을 차단하도록 오라클에 요청하려면 서비스 요청을 생성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에서 OCI(Gen 2) 환경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는 연결 차단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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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using Web Application Firewall (WAF) in OCI (Gen 2)
Environments

In OCI (Gen 2) environments, the requirement to protect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from a variety of application layer attacks, such as
cross-site scripting and SQL injection, is satisfied by Web Application Firewall (WAF),
which is available out-of-the-box.

DKIM Support for EPM Cloud OCI (Gen 2) Environment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DKIM (DomainKeys Identified Mail) support,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OCI (Gen 2) environments support DKIM.
EPM Cloud email servers sign outgoing messages using a private key. Receiving mail
servers then use a public key published on the oraclecloud.com DNS record to
verify the signatures on the email message.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한 BYOK(Bring Your Own Key) 기능

setEncryptionKey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정의 암호화 키를 지정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표준 키 관리에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를 포함할 BYOK(Bring Your Own Key)
솔루션이 제공되고 고유한 키 관리를 사용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제어

환경이 응답하지 않으며 고객이 환경을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정하는 서비스 요청을
아직 제공하지 않은 응급 상황에서 Oracle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etManualDataAccess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수동 데이터 액세스를 취소하면
이러한 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를 취소하면 Oracle은
setManualDataAccess 명령을 사용하여 명시적 권한(수동 액세스 허용)이 없는

상황에서 테이블 영역에 대해 SQL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의 수동 SQL 실행 테이블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실행된 SQL 문을
확인하고 각 명령문이 실행된 이유를 표시합니다.

환경에 대한 각 액세스 정보를 포함하는 액세스 로그

환경에 대한 각 액세스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EPM Automate 등의 툴을 사용하거나 직접 환경에
로그인하는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는 액세스 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유지관리합니다.
액세스 로그를 모니터링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각 활성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활동 보고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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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보기 및 다운로드

OCI(Gen 2) 기반 EPM Cloud의 사용자 및 역할 감사와 로그인 보고서
및 로그

OCI(Gen 2) 아키텍처 기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Identity
Cloud Service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사 및 로그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성공 및 실패한 로그인, 사용자 관리 작업(사용자 생성, 업데이트, 삭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감사 로그

• 애플리케이션 역할 권한 보고서, 모든 사전 정의된 역할 수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로 사용할 수
있음

• 성공한 로그인 시도 보고서

• 실패한 로그인 시도 보고서

• 휴면 사용자 보고서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dentity Cloud Service의 감사 및 사용자 보고서 액세스
(Oracle Cloud Infrastructure만 해당)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감사를 위한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환경에 액세스한 모든 사용자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검토하여 각 인증된 사용자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24시간 동안 환경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컴퓨터의 IP 주소와 사용자가 환경에 액세스한 날짜 및 시간(UTC)
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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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보만 표시하도록 보고서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생성하는 자세한 단계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Access Control 관리 에서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보기 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 보고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환경 성능을 보여주는 일별 활동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활동 보고서 콘텐츠

•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보기 및 다운로드

OSSA(Oracle Software Security Assurance)
보안 평가 관점에서 Oracle은 FIPS, 암호화 모듈 검증 체계, ISO 표준 등의 국제 표준에
집중합니다. Oracle Global Product Security는 OSSA(Oracle Software Security Assurance)
정책 및 방식 채택을 승격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에는 Oracle SCS(Secure Coding
Standards), CPU(중요 패치 업데이트), 보안 알림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
코딩, 보안 패치 등과 관련된 보안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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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대시보드 및 알림을 사용하는 Oracle 환경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은 모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Oracle 운영 및 개발
팀에 적절한 알림을 전송합니다. Oracle은 다양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시각적 알림을 제공합니다. Oracle 운영 및 개발 팀은 지속적인 알림 수정을
통해 환경이 디자인 대로 안전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위협 및 취약성 관리

위협 및 취약성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은 Qualys의 QualysGuard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취약성 및 맬웨어를 검색하고 스캔합니다. QualysGuard는 Oracle
보안 준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보안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QualysGuard를 사용하면 인터넷 연결 서버, 웹 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악성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성됩니다. 또한 블로그와 포럼 페이지에 업로드된
악성 코드가 없고 웹 양식에 잠재적인 해킹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Oracle 보안 액세스

Oracle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자 환경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 액세스는 매우
안전하게 규제됩니다. 고객 환경 처리와 관련된 특수 교육을 받은 선별된 Oracle 직원
그룹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는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므로 각 액세스가 감사됩니다.

자동 보안 패칭

Oracle은 보안 알림을 실행하고 중요 보안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모두 해결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이슈는 환경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됩니다. 자동 보안 패칭은 현재 보안 패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약성 확인 및 수정을 위한 주기적 침투 테스트와 윤리적 해킹

Oracle은 타사 보안 팀을 활용하여 주기적 침투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또한 Oracle
코드베이스의 심층 해킹에 참여하는 윤리적 해커 전담 팀을 활용합니다. 이 테스트는
취약성이 없도록 방지합니다. 발견된 취약성은 즉시 개발 팀에 보고되어 수정됩니다.
Oracle은 보안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침투 테스트와 윤리적 해킹은 보안 침투 테스트
및 보고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부 보안 감사

오라클은 타사를 통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보안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SOC 1 보고서(SSAE(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s) No 18 기반), SOC 2 보고서, 기타 독립적인 타사 보고서 등의 보안
보고서를 생성하여 관리 및 기술 제어의 효율성을 검토합니다. 다음 보고서는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My Services의 문서 탭에 제공됩니다.

• SOC 1 보고서

• SOC 2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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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지 레터

• ISO 인증서

• 재해 복구 증빙자료 문서

• 보안 평가 보고서

Backup Data Residency and Retention on OCI(Gen2)
오라클에서는 매일 환경 운영 유지관리 중에 환경의 콘텐츠를 백업하여 아티팩트 스냅샷이라는
기존 아티팩트와 데이터의 유지관리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하여 아티팩트
및 데이터를 복구하고, 마지막 운영 유지관리 시의 상태로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스냅샷 및 보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지관리 스냅샷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In OCI (Gen 2) environments, daily snapshots are archived to Oracle Object Storage.
프로덕션 환경 스냅샷은 60일 동안 보존되지만 테스트 환경 스냅샷은 30일 동안 보존됩니다.
이렇게 하면 백업 및 아카이브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The daily snapshots from an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environment are archived to Oracle Object Storage in the same OCI region as the
environment. This satisfies the requirement that the data on an EPM Cloud environment does
not leave the region.

주:

Oracle Cloud Infrastructure is hosted in regions and availability domains. A region is
a localized geographic area, and an availability domain is one or more data centers
located within a region. A region is composed of one or more availability domains.
For the availability domains of different OCI regions, refer to 지역 및 가용성 도메인.

Oracle Object Storage is designed to be highly durable, providing 99.999999999% (Eleven
9s) of annual durability. It achieves this by storing each object redundantly across three
different availability domains for regions with multiple availability domains, and across three
different fault domains in regions with a single availability domain. Data integrity is actively
monitored using checksums, and corrupt data is detected and automatically repaired. Any
loss in data redundancy is detected and remedied, without customer intervention or impact.

If you have a requirement to archive backups to another region and/or for longer duration,
you can use self-service automation scripts to replicate the backups to other OCI regions
and/or archive them for longer duration.

Sample scripts for backing up snapshots are available in Working with EPM Automate for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

• See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컴퓨터에 백업 for a sample script for downloading daily
snapshots and storing them in an on-premise storage.

• See Oracle Object Storage로 또는 Oracle Object Storage에서 스냅샷 복사 for a sample
script for archiving daily snapshots in Oracle Object Storage.

재해 복구 지원

재해 복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환경을 작업 상태로 복원하여 거의 즉각적인 복구 시간 목표를 달성하는 셀프 서비스 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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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재해 복구 환경을 최신 상태로 자동 유지하는 셀프 서비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 EPM Cloud 환경 복제 "를 참조하십시오.

질문 및 답변

• 백업은 어떻게 수행됩니까?
스냅샷은 스케줄링된 유지관리 시간에 매일 생성됩니다.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Narrative Reporting 이외의 서비스: 유지관리 스냅샷 개요

– 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Narrative Reporting 관리 의 "백업 및 복원(시스템
복제) 수행"

콘텐츠의 적절한 보안, 보호, 백업을 유지관리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스냅샷을 로컬 시스템에 보조 백업으로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의 스냅샷은 매일
덮어쓰기됩니다. 내역을 유지관리하려면 사본을 로컬에 캡처해야 합니다. Windows
또는 Linux 뱃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스냅샷 백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샘플 스크립트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의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컴퓨터에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복원하도록 Oracle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의
"환경의 이전 백업 스냅샷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 스냅샷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스냅샷은 3일 동안 동일한 환경에 저장되며, 그 후에 프로덕션 환경의 스냅샷이
오프사이트에 아카이브됩니다. Oracle은 테스트 환경의 스냅샷을 아카이브하지
않습니다. 선택 시 스냅샷을 저장하고 아카이브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표시되는
스냅샷은 항상 마지막 유지관리 중에 생성된 스냅샷입니다.

• 백업을 얼마나 빨리 복원할 수 있습니까?
스냅샷 복원은 최선을 기반으로 하며, 재해 유형에 따라 복원 시간이 다릅니다.

• 환경을 손상시키는 재해가 발생한 후 애플리케이션 복원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정보는 SaaS 호스팅 및 전달 핵심 요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냅샷 복원은 최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 재해 복구 계획을 구현하려면 별도의 환경이 필요합니까?
예. 복구된 환경에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스냅샷이 반영됩니다. 마지막
유지관리 스냅샷을 생성한 후의 변경사항은 손실됩니다.

• 고객이 별도의 환경을 구입하는 경우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해당 환경을 미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EPM Automate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기본 환경의 스냅샷을 별도의 보조 환경에 매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보조 환경에 적절한 역할이 지정된 동일한 사용자가 이미 있는 경우
거의 즉각적으로 사용자를 보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는
보조 환경으로의 마지막 임포트가 반영됩니다. 마지막 임포트가 일별 유지관리
스냅샷인 경우 더 자주 스냅샷을 생성하여 보조 환경으로 임포트하지 않는 한 최대
24시간 이전에 생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프로세스 중 스냅샷을 생성할 때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유지관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환경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콜드
백업은 환경의 일별 유지관리 중에 수행됩니다.

• 핫 백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환경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되지 않은 스냅샷을 생성하면 핫
백업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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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를
비롯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모든 주요 측면을 Oracle 운영
전문가가 모니터하고 지원합니다. 타사의 개입 없이 Oracle 배지 직원이 모든 클라우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 세계에서 연중무휴로 알림을 모니터링합니다. Oracle 운영 팀이 전담하여 유지관리 활동과
계획되지 않은 중단 및 인시던트를 처리하고 중단 및 인시던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부 및 외부
관련자에게 제공합니다. Oracle은 이슈 해결에 계층화된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슈의 복잡성에 따라
적시 해결을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전문가에 연결합니다.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운영 내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 팀이 보안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 팀의 활동에는 기존 아키텍처를 유지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부 툴 빌드, GDPR 등의 최신 프레임워크 준수, 정책 적용(예: 재해 복구 테스트),
보안 방식(예: 시스템 강화 절차) 디자인 및 개발이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를 위한 EPM Cloud
미국 공공 부문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은 엄격히 지역, 주, 연방 기관, 전문대
및 대학, 국립 연구소, 정부 계약자 등의 미국 공공 부문 고객을 위한 분리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을 구축하고 FedRAMP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환경은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의 요구에 따라 NIST 800-37(Guide for Applying the Risk Management
Framework to Federal Information Systems) 및 FIPS 199(Standards for Security
Categorization of Feder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를 준수하는 고급 데이터 보안
제어를 제공합니다. 해당 표준은 데이터 개인 정보 및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공 부문 고객의 데이터는 미국에서 처리 및 저장됩니다. 모든 활동은 미국 시민이 처리합니다.

영국 정부를 위한 EPM Cloud
영국 공공 부문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racle은 엄격히 지역, 주, 연방 기관, 전문대
및 대학, 국립 연구소, 정부 계약자 등의 영국 공공 부문 고객을 위한 분리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을 구축하고 강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해당 고객의
데이터는 영국에서 처리 및 저장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영국 공공 부문 전용 인스턴스는 Cyber Essentials Plus Certification을 받았으며 ISO 27001 및
Cloud Security Principles를 준수합니다. Oracle은 Supplier Assurance Framework 및 Cloud
Security Principles에 대한 초기 평가를 돕기 위해 영국 클라우드 운영 공공 부문 준수 분석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8장
EPM Cloud 보안 준수 기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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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하여 환경 백업 및 복원

오라클에서는 아티팩트 스냅샷을 사용하여 아티팩트 및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이 스냅샷은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됩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지관리 스냅샷 개요

– 일별 스냅샷 아카이브, 보존, 검색

– 유지관리 스냅샷 관리

• Narrative Reporting 이외의 서비스

– 유지관리 스냅샷 백업

– 스냅샷에서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및 데이터 복원

• 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유지관리 스냅샷 개요
오라클에서는 매일 환경 운영 유지관리 중에 환경의 콘텐츠를 백업하여 아티팩트 스냅샷이라는

기존 아티팩트와 데이터의 유지관리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하여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운영 유지관리 기간 후에 서비스에서 삭제된 전날의 양식 정의, 보고서 등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종 운영 유지관리 시의 상태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유지관리 시작 시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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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최종 유지관리 기간 이후 환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지관리 스냅샷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14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새 유지관리
스냅샷이 생성됩니다.

• 일반적으로 테스트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또는 그 반대로 유지관리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및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는
최신 서비스 업데이트에서 이전 서비스 업데이트로의 스냅샷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예: 프로덕션 환경 전에 테스트 환경이 업그레이드된 기간
중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 간에 스냅샷을 이동하는 경우).

•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객체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으로 언제든 환경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 아티팩트 및 애플리케이션 백업 "을
참조하십시오.

• OCI(Gen 2) 환경에서는 유지관리 스냅샷의 압축되지 않은 크기를
보고하지만 Classic 환경에서는 압축된 크기를 보고하므로 OCI(Gen 2)
환경에 복사된 Classic 스냅샷의 크기는 더 크게 표시됩니다.

• The business process is placed in the maintenance mode when the daily
maintenance of the environment starts. See 일별 유지관리 관리.

이러한 아티팩트는 유지관리 스냅샷에 포함되지 않음

• 업로드한 스냅샷을 포함하여 환경에 업로드된 파일

• 환경에서 아티팩트를 익스포트하여 생성한 파일

• 감사 데이터. Planning, Planning 모듈,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이외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스냅샷에는 감사 정보가 포함됩니다.

• 작업 콘솔 데이터.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경우 작업 콘솔 데이터는 스냅샷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Data Management Staging Table Data. Using the LCM Mode feature, customers
can take a snapshot of staging table data from the Workbench. 이 데이터를
익스포트 및 임포트하려면 exportDataManagement 및 importDataManagement EPM
Automate 명령이나 Data Management 시스템 유지관리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감사 데이터, 작업 콘솔 데이터,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 데이터, 저장된 스냅샷
및 파일을 포함하여 환경의 동일한 복사본을 생성하려면 cloneEnvironment EPM
Automate 명령이나 환경 복제 기능을 사용합니다.

스냅샷의 XML 파일 정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스냅샷에 포함된 XML 파일에는
오라클에서 정의한 전용 형식이 사용됩니다. 이 형식은 EPM Cloud 릴리스의 변경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정의 프로세스 또는 유틸리티에서
XML 형식이 EPM Cloud 릴리스 간에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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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스냅샷 관리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스냅샷은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생성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생성하거나 업로드한 모든 파일 및
스냅샷은 60일 후에 환경에서 삭제됩니다.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는 환경을 모니터하고 60일보다
오래된 스냅샷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남아 있는 모든 스냅샷의 총 크기가 150GB를 초과하는
경우 스냅샷의 총 크기가 150GB 미만이 될 때까지 최근 60일간 생성된 스냅샷 중 48시간이 경과한
스냅샷을 가장 오래된 것부터 삭제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일별 유지관리 스냅샷은 항상
보존됩니다. 유지관리 스냅샷이 150GB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관리 스냅샷만 유지되고 다른 모든
스냅샷은 삭제됩니다.

일별 스냅샷은 일별 스냅샷 아카이브, 보존, 검색에 설명된 보존 정책에 따라 아카이브됩니다.

예외

• Narrative Reporting은 환경의 현재 스냅샷(EPRCS_Backup.tar.gz)만 보존합니다.
따라서 Narrative Reporting에는 150GB 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파일 및 업로드된
아티팩트의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 Data Management 프로세스 로그 파일은 7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일별 스냅샷 아카이브, 보존, 검색

클래식 환경

오라클은 지난 3일간의 일별 스냅샷만 아카이브합니다. 지난 3일 중 특정 날짜의 프로덕션 및
테스트 환경 백업을 제공하도록 오라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지난 60일간의 주별
백업 스냅샷을 아카이브합니다. 지난 60일에 대해서만 프로덕션 백업을 제공하도록 오라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있는 특정 날짜의 백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의 이전 백업 스냅샷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OCI(Gen 2) 환경

일별 스냅샷은 Oracle Object Storage에 아카이브됩니다. 프로덕션 환경 스냅샷은 60일 동안
보존되지만 테스트 환경 스냅샷은 30일 동안 보존됩니다. listBackups 및 restoreBackup EPM
Automate 명령을 통해 셀프 서비스 작업을 사용하여 Object Storage에서 사용가능한 백업 스냅샷
(프로덕션 환경의 경우 지난 60일간, 테스트 환경의 경우 지난 30일간)을 확인하고 사용자 환경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백업을 아카이브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downloadfil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일별 스냅샷을 다운로드하고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저장영역에 아카이브합니다. copyToObjectStorag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Oracle Object Storage에서 스냅샷을 아카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스냅샷을 백업하는 샘플 스크립트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별 스냅샷을 다운로드하고 온-프레미스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샘플 스크립트는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컴퓨터에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Object Storage에서 일별 스냅샷을 아카이브하는 샘플 스크립트는 Oracle Object
Storage로 또는 Oracle Object Storage에서 스냅샷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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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Reporting 이외의 서비스
일별 유지관리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 화면에서 수동으로 또는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스냅샷 백업

• 스냅샷에서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및 데이터 복원

유지관리 스냅샷 백업

유지관리 스냅샷 다운로드 자동화

스냅샷 다운로드를 자동화하려면 필요한 EPM Automate 명령이 들어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하고 환경의 일별 유지관리가 완료된 후 실행되도록 예약합니다(예: Windows 스케줄러
또는 Linux cron 작업 사용). 아티팩트 스냅샷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샘플 Windows 스크립트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 시나리오 8: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컴퓨터에 백업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Object Storage로 스냅샷 복사

copyToObjectStorag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 Oracle Object Storage Cloud 버킷으로 스냅샷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copyToObjectStorage

• copyFromObjectStorage

• Oracle Object Storage로 또는 Oracle Object Storage에서 스냅샷 복사

수동으로 유지관리 스냅샷 다운로드

아티팩트 스냅샷을 수동으로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EPM Cloud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도구, 마이그레이션을 누릅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만 해당: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순으로 누릅니다.

3. 스냅샷을 누릅니다.

4. 아티팩트 스냅샷 옆에 있는 (작업)을 누른 후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5. 아티팩트 스냅샷(Artifact Snapshot.zip)을 로컬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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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에서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및 데이터 복원

이전 스냅샷에서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컴퓨터에
백업한 스냅샷에서 복원하여 며칠 전의 상태로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를 복원하기 전에 소스 스냅샷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생성하거나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스냅샷은 60일
동안 저장되며, 그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환경에 스냅샷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다음 정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uploadFile EPM Automate 명령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의 "서비스로
아카이브 업로드"

주:

• Account Reconciliation,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Narrative
Reporting은 월별 업데이트에서 이전 월별 업데이트로의 스냅샷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예: 프로덕션 환경 전에 테스트 환경이 업그레이드된 기간 중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 간에 스냅샷을 이동하는 경우). 동일한 월별 업데이트 간에
또는 다음 월별 업데이트로의 마이그레이션만 지원됩니다.

• 다른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월별 업데이트에서 이전 및 다음 월별 업데이트로의
스냅샷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 Essbase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임포트할 수 없습니다. Essbase 데이터는 전체
스냅샷 임포트의 일부로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에서 아티팩트를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2.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도구, 마이그레이션을 누릅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만 해당: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순으로
누릅니다.

3. 스냅샷을 누릅니다.

4. 아티팩트를 복원할 소스로 사용하려는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 특정 구성요소의 모든 아티팩트를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스냅샷을 확장하고 구성요소 이름(예: HP–Vision)을 눌러 스냅샷에 포함된 Vision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를 나열합니다.

b. 임포트를 누릅니다.

• 서비스 구성요소의 특정 아티팩트를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스냅샷을 확장하고 구성요소 이름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스냅샷에 포함된 Vision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 목록에 액세스하려면 HP-Vision을 누릅니다.

b. 아티팩트 목록에서 사용가능한 아티팩트 목록을 확장한 다음 복원할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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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닫기를 눌러 아티팩트 스냅샷으로 돌아갑니다.

d. 선택 사항: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스냅샷에 포함된 다른 구성요소에서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5. (선택한 아티팩트)을 누른 다음 내보내도록 선택된 아티팩트 목록을 확인합니다.

6. 작업을 누른 다음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마이그레이션 상태 보고서가 열립니다. 새로고침을 눌러 작업이 오류 없이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 취소를 눌러 보고서를 닫습니다.

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Narrative Reporting에서는 uploadFile 및 downloadFil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냅샷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합니다.

EPMAutomate downloadFile EPRCS_Backup.tar.gz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downloadFile을 참조하십시오.

환경으로 백업 스냅샷 업로드

로컬 컴퓨터에서 Narrative Reporting 환경으로 백업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업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EPMAutomate uploadFile EPRCS_Backup.tar.gz [to_be_imported],
여기서 [to_be_imported]는 선택적으로 Narrative Reporting 환경의 위치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업로드된 스냅샷이 현재 일별 유지관리 스냅샷을 대체합니다. 이 위치가
지정되는 경우 다음번 환경 유지관리 중 EPRCS_Backup.tar.gz가 임포트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uploadFile을 참조하십시오.

주:

대상 환경이 동일한 릴리스거나 이후 버전의 릴리스인지 확인하십시오. 이전
릴리스가 있는 서비스로 백업 스냅샷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홈 페이지의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환경의 현재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 스냅샷에서 환경 복원

백업 스냅샷을 복원하면 스냅샷이 생성되었던 시점의 상태로 환경이 돌아갑니다. 백업 이후
변경사항은 복원된 환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백업 스냅샷이 해당 환경과 동일한 릴리스거나 이후 버전의 릴리스인 경우 서비스 관리자는
현재 유지관리 스냅샷 화면에서 또는 로컬 컴퓨터로부터 업로드된 백업에서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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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ckup snapshot that a Service Administrator uploads to the to_be_imported location
in the Narrative Reporting environment is automatically restored during the next daily
maintenance. 백업 스냅샷을 to_be_imported에 업로드한 직후 다음 유지관리가 시작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일별 유지관리에 백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복원하는 작업이 포함된 경우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1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 요구사항은 복원 중인 스냅샷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 유지관리 시작 시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관리자는 일별 유지관리 화면에서 현재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하여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스냅샷에서 환경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툴, 일별 유지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3. 백업 스냅샷 복원에서 최근 일별 백업 사용을 선택합니다.

4. 복원 스케줄링을 누릅니다.

5. 예를 누르면 다음 일별 유지관리 중 유지관리 스냅샷에서 환경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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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PM Cloud 환경 설정

일별 유지관리 및 콘텐츠 업데이트 시작 시간 설정, 브랜드 변경, 전자메일 확인을 위한 SPF 레코드
구성 등의 설정 태스크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대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업데이트 이해 및 준비 정보 보기

• 일별 유지관리 관리

• 콘텐츠 업데이트 시작 시간 설정

• EPM Cloud 모니터

– 활동 보고서 콘텐츠

– 역할 지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모니터

–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환경 모니터

– Oracle Cloud EPM 포털의 메트릭 모니터

•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Oracle이 진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

–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출

– 피드백 통지 사용안함

• EPM Cloud 환경 브랜드 변경

• 환경에 대한 사용자정의 설명 생성

• Vanity URL 사용

• 암호화 레벨 및 세션 시간 초과 이해

• Oracle Cloud EPM 전자메일 확인을 위한 SPF 레코드 구성

• DKIM Support for EPM Cloud OCI (Gen 2) Environments

• 서비스 종료 후 데이터 검색

환경 업데이트 이해 및 준비 정보 보기
일반적으로 Oracle은 버그 수정, 코드 최적화 및 기능 업데이트가 포함된 패치를 매월 첫째
금요일에 릴리스합니다. Oracle은 패치 릴리스 후 다음 일별 유지관리 기간에 이 패치를 서비스
테스트 환경에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은 해당 월의 세번째 금요일에 패치됩니다.

월별 환경 업데이트

Oracle은 서비스 관리자에게 각 패치에 포함된 업데이트 내용을 알립니다. 사소한 패치 릴리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Oracle에서 테스트 환경에 패치를 적용하기 1주일 전에 알립니다. 주요
업데이트의 경우 Oracle에서는 2달 전에 통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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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정보 보기

현재 설치된 서비스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가 Oracle Cloud 릴리스
준비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공지사항, 새로운 기능, 동작
변경사항, 수정된 결함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

https://cloud.oracle.com/saas/readiness/overview 로 이동하여 Oracle Cloud 릴리스

준비 웹 사이트를 직접 열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준비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화면의 오른쪽 맨위에 있는 사용자 이름을 눌러 설정 및 작업에
액세스합니다.

3. 정보, 버전 순으로 선택합니다.

4.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릴리스 준비 링크를 누릅니다.

Oracle Cloud 릴리스 준비 웹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5.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서비스 유형(예: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순으로 누릅니다.

일별 유지관리 관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마다 정기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데 매일 최대 1시간이 걸립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가장
편리한 시간을 선택(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

• 일별 유지관리 작업

• 환경 유지관리 시작 시간 설정

일별 유지관리 작업

일별 유지관리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입니다.

• Artifact Snapshot이라는 유지관리 스냅샷 생성

• 필요한 모든 패치(예: 월별 업데이트, 주별 패치, 일회용 패치) 적용

• 캐시와 같은 구성 조정

• 지난 24시간 동안 수행된 모든 활동과 생성된 모든 로그를 분석하고 활동 보고서 생성

새 유지관리 스냅샷이 이전 스냅샷을 바꿉니다. Oracle은 스냅샷을 매일 다운로드하여
환경을 백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하여 환경 백업 및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일별 유지관리 중에 Essbase 백업을 생성하고 필요한 패치를 적용하기 위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이 중지됩니다. 그런 후에 환경이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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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작되고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동안 서비스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환경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1시간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결된 모든 사용자가 로그오프되며,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손실됩니다.

Note: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EPM Cloud는 유지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유지관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통지를 표시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추가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모듈, Account
Reconciliation 및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는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유지관리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유지관리 시작 시간

기본 유지관리 시작 시간은 환경을 호스트하는 데이터 센터의 현지 시간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1시 사이입니다. 사용자가 환경의 기본 시작 시간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의 현지
시간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시작되도록 무작위 설정됩니다. 사용자가 유지관리 시작
시간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시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계획된 일별 유지관리로 인해 내 서비스 콘솔의 환경 상태는 환경에 다른 계획된 일별
유지관리가 없는 경우에도 항상 계획된 유지관리(노란색)로 표시됩니다.
 

 

환경 유지관리 시작 시간 설정

유지관리 시작 시간은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 각각 설정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유지관리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의 일별 유지관리 화면 사용

• EPM Automate 사용
자세한 지침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setDailyMaintenanceStartTime을 참조하십시오.

일별 유지관리 화면을 사용하여 유지관리 시작 시간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 툴, 일별 유지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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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일별 유지관리를 누릅니다.

3. 데이터 센터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4. 시작 시간에서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적용을 누릅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시작 시간 설정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환경에 대한 일별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콘텐츠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의 개념

콘텐츠 업데이트는 환경에 대한 일별 유지관리 중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전파합니다.
콘텐츠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Oracle에서는 콘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생성하여
스케줄링합니다.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일별 유지관리가 완료된 후 12시간이 지나면
실행됩니다..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행 중인 동안에는 환경의 모든 활동이 일시중단됩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도록 스케줄링된 때 환경에서 다른 작업이 활성인 경우
콘텐츠 업데이트 작업이 3시간 동안 대기한 후 다음 날로 다시 스케줄링합니다. 다음 날에도
콘텐츠 업데이트가 스케줄링된 시작 시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번 일별
유지관리 중에 업데이트 작업을 강제로 시행합니다.

주:

셀프 서비스 콘텐츠 업데이트는 Planning 모듈, Oracle Sales Planning Cloud 및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만
지원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콘텐츠 업데이트는 일별 유지관리가 완료된 직후 수행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일별 유지관리 시작 시간과 관련된 오프셋을 지정하여 콘텐츠 업데이트
프로세스 시작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유지관리 시작 시간 이후 3~12시간 이내에
언제든지 시작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는 최대 12시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Oracle에서 설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생성하고
스케줄링합니다.

Oracle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후에 큐브 새로고침을 수행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정의
(예: 개요와 메타데이터에 대한 불완전한 변경)로 인해 콘텐츠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서비스 관리자가 환경에 로그인하여 사용자정의를 제거하거나
큐브 새로고침을 실패하게 만든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콘텐츠 업데이트에 실패하면
REST API와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환경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콘텐츠 업데이트가 스케줄링된 환경에 로그인하면 스케줄링된 콘텐츠
업데이트를 표시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콘텐츠 업데이트를
시작하거나 나중에 수행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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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콘텐츠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진행상태와 세부정보를 보려면 홈 페이지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작업을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작업 콘솔을 사용하십시오.

콘텐츠 업데이트 시작 시간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2. 도구, 일별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순으로 누릅니다.

3. 시간과 분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시작과 관련된 오프셋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
오프셋은 일별 유지관리 시작 시간과 관련됩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시작 시간에 일별 유지관리가 진행 중이면 환경에서 콘텐츠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유지관리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기본 업데이트 시작 시간에 항상 콘텐츠 업데이트를 시작하려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Oracle이 진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오라클에서 이슈를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틸리티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이슈가 발생하면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슈의 내용과 재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출할 때 여러 스크린샷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스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연속 스크린샷을 추가하면 이슈를
재생성하는 방법을 Oracle에 보여 주는 스토리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Oracle에 피드백을 제출할 때마다 피드백 통지, 즉
사용자가 제출하는 정보의 서브세트가 서비스 관리자와 피드백을 제출하는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통해 서비스 관리자는 제출된 이슈를 검토하고 정정 작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통지는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서비스 관리자가 전자메일에 포함된 구독 해제 링크를 눌러 통지를 끌 수 있습니다. 피드백 통지
사용안함을 참조하십시오. 구독 상태와 상관없이 피드백을 제출한 사용자에게는 항상 통지가
전송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feedback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Oracle에
피드백(텍스트만)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방법 알아보기

빠르게 이슈를 해결하도록 제출해야 하는 정보 이해

개요 비디오

피드백 제공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프로세스
이해  개요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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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출

Narrative Reporting을 제외한 서비스의 경우: 피드백을 제출할 때 서비스 관리자가
환경의 최종 유지관리 스냅샷을 Oracle에 제출하도록 동의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제출된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 스냅샷을 제출하는 데 동의하면 Oracle에서 자동으로 현재 유지관리
스냅샷을 암호화하여 복사합니다.

주:

• 복구용으로 유지관리 스냅샷의 백업 복사본을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Oracle에서는 사용자가 제출하는 스냅샷으로 서비스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하여 환경 백업 및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진단 정보를 제출하면 제출 내용이
Oracle에 전송되지만 서비스 요청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이슈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는 동안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진단 정보를
제출할 때 화면에 표시된 참조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피드백 통지 전자메일에도 참조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정보를
입력하면 Oracle에서 필요한 진단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기 전에 문제가 관찰된 프로세스의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피드백을 제공하려는 화면에 있는 동안 이러한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에 액세스합니다.

• 화면의 오른쪽 위에 표시된 사용자 이름을 누르고 피드백 제공을 선택합니다.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이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해당: 액세스 제어 또는 마이그레이션 모달 창에 있는 경우 (사용자 도우미)를
누른 다음, 피드백 제공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이슈 해결을 위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를 살펴보지 않은 경우 문제해결 정보 링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슈를 자가
진단합니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의 정보를
사용하여 이슈를 자가 진단할 수 없는 경우 화면 맨아래에 있는 여기를 누르십시오.
링크를 선택합니다.

3. 간략한 설명 제공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설명합니다.

4. 선택사항: 화면의 영역을 강조표시하거나 어둡게 표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예를 들어 오류나 이슈를 강조 표시하기 위해, 강조 표시를 선택한 다음, 화면을
누른 상태로 끌어 화면의 일부를 강조 표시합니다.

• 어둡게를 선택한 다음 화면을 누른 상태로 끌어 화면의 일부를 숨깁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스크린샷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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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버튼)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처합니다.

6. 선택 사항: 다른 스크린샷을 추가합니다.

a. 캡처할 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b. (추가)을 누릅니다.

c. 선택사항: 화면 영역을 강조 표시하거나 어둡게 만드는 옵션을 선택하고 화면을 누른 다음
끌어 영역을 강조표시하거나 어둡게 만듭니다.

d. 현재 화면에서 발생한 이슈 또는 수행한 작업을 설명합니다.

e. 추가를 누릅니다.

f.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여 스크린샷을 추가합니다.

7. 브라우저, 환경 및 플러그인 정보를 검토합니다. (다음)을 눌러 스크린샷을 검토합니다.

8. 선택사항: 서비스 관리자인 경우 Oracle이 유지관리 스냅샷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 피드백 제공에서 사용자 권한을 누릅니다.

b. 애플리케이션 스냅샷 제출에서 세부정보를 눌러 Oracle이 어떤 방식으로 스냅샷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c.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Oracle에 애플리케이션 스냅샷을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9. 제출을 누릅니다.

10. 선택 사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Oracle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화면의 지침에 따라 서비스
요청을 기록합니다.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는 동안 화면에 표시된 참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참조 번호는 피드백 통지 전자메일에도 포함됩니다.

11. 닫기를 누릅니다.

피드백 통지 사용안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Oracle에 피드백을 제출할 때마다 서비스 관리자는 피드백 통지를 받습니다.
각 수신자는 통지 메일링 목록에서 구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슈를 검토하고 정정 작업을 제안합니다.

구독을 해제하면 환경에 대한 다음번 일별 유지관리 후 피드백 통지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하는 피드백에 대한 통지는 계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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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드백 통지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드백 통지를 사용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피드백 통지 전자메일(EPM Cloud User Feedback에서 전송)을 열고 구독 해제를

누릅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3. 구독 해제를 누릅니다.

4. 닫기를 누릅니다.

EPM Cloud 환경 브랜드 변경
환경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테스트 환경이 프로덕션 환경과 구별되도록 하거나
하나의 서비스 유형이 다른 서비스 유형과 구별되도록 환경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가능한 UI 요소

다음을 변경하여 환경 브랜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OCI(Gen 2) 환경의 로그인 페이지만

• 홈 페이지에 표시되는 배경 이미지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색상 구성표를 변경하는 기본 표시 테마

• 홈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오라클 로고

주:

일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에서는 동일한
사용자정의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OCI(Gen 2) 환경의 사용자정의 로그인 페이지

OCI(Gen 2) 환경에서 인증 REST API를 사용하여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 로그인
페이지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https://www.oracle.com/webfolder/
technetwork/tutorials/obe/cloud/idcs/idcs_authn_api_obe/authn-api.html를
참조하십시오.

로고 요구사항

125 픽셀 너비 및 25 픽셀보다 작은 로고 이미지는 크기 조정 없이 표시됩니다. 큰 이미지
로고의 경우 Oracle은 왜곡 없이 이미지가 확장되도록 5:1 비율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배경 이미지 요구사항

배경 이미지의 기본 크기는 1024x768입니다. 더 큰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에 맞게 조정됩니다. 배경 이미지를 브라우저와 모바일
장치 둘 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경우 가장 큰 화면(또는 가장 높은 해상도 장치)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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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가로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배치됩니다.

Redwood 환경 정보

Redwood 환경은 최신 Redwood 테마를 현재 환경에 적용하고 다음을 포함한 일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하나의 카드 내에서 최대 25개의 동적 탭 생성

• 여러 카드에서 필터링된 뷰

• 다른 탭으로 제거할 때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경고

• 화면 맨아래 가로 탭 정렬

이미 Redwood 테마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Redwood 환경으로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관리 에서 " 표시 사용자정의 "를 참조하십시오.

환경 표시 형식을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2.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Narrative Reporting 및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이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툴, 표시 형식 순으로 누릅니다.

• Narrative Reporting 및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만 해당: 표시
형식을 누릅니다.

3. 선택사항: Account Reconciliation,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Tax Reporting만 해당: Redwood 환경 사용을 선택하여 Redwood 테마 및
추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Redwood 환경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dwood 환경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테마를 선택하여 배경색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4. 선택사항: Redwood 환경 사용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테마를 선택하여 환경의 모양과
느낌을 설정합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이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마에서 테마를
선택합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만 해당: 배경색에서 테마를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기본 오라클 로고를 대체할 사용자정의 로고를 사용하려면 로고 또는 로고
이미지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파일 - 찾아보기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사용자정의 로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눌러 환경에 업로드합니다.

• URL - 사용자정의 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 사전 정의 - 기본 오라클 로고를 사용합니다.

URL 및 사전 정의 옵션은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선택사항: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배경 이미지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파일 - 찾아보기 버튼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사용자정의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눌러 환경에 업로드합니다.

• URL - 사용자정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 사전 정의 - 선택한 테마와 연계된 기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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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및 사전 정의 옵션은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선택사항: 테마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테마를 기반으로 배경색을 변경하려면
테마에서 색상 구성표를 선택합니다.

8. 화면 맨위 로고 옆에 표시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을 숨기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표시에서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지정한 설정을 저장합니다.

환경에 대한 사용자정의 설명 생성

환경의 서비스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Oracle에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할 때 구독의 각 환경에 이름이 지정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해당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유사한 이름의 환경이 많으면 특정 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My
Services(클래식)에서 각 환경에 대한 사용자정의 설명을 생성하면 클래식 환경의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My Services에 로그인합니다.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대시보드에서 사용자정의 설명을 생성하려는 환경의 이름(예: Planning)을 누릅니다.
서비스 상태 화면이 표시됩니다.

3. 개요 정보 아래의 설명에 대시보드에 표시할 새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대시보드를 눌러 대시보드로 돌아갑니다. 새 설명이 환경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환경을 구분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환경의 사용자정의(Vanity) URL을 생성합니다. 로그인 이슈 해결에서 "Vanity URL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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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환경의 고유 책갈피를 생성합니다.

Vanity URL 사용
사용자정의 URL을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EPM Automate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타사 링크 쇼트너(예: T.ly, Bitly, Rebrandly, TinyUrl, is.gd, 등) 또는 오픈 소스 솔루션(예:
YOURLS)을 사용하여 각 환경의 사용자정의 URL을 구성합니다. Vanity URL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타사 링크 쇼트너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Note:

환경 간 연결(EPM Connect) 및 EPM 에이전트에서는 Vanity URL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레벨 및 세션 시간 초과 이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와
SHA-2/SHA-256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통신과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브라우저, Smart View 및 EPM Automate 암호화 레벨

EPM Cloud에서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와 SHA-2/SHA-256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브라우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EPM Automate와의 통신을 보호합니다.

Oracle은 지원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신 버전은 더
강력한 암호화 기능과 호환되므로 보안이 향상됩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을 참조하십시오.

ID 제공자에 대한 SAML 메시지 암호화 레벨

• 기본 EPM Cloud SP(서비스 제공자)인 Oracle Access Manager에서는 SSO 설정 시 구성한
IdP(ID 제공자)에 SAML 메시지를 서명하는 데 MD5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EPM Cloud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 예를 들어 IdP(예: SiteMinder)가 최신 알고리즘(예: RSA)만 지원하는 데 MD5로 서명했기
때문에 SP의 인증 요청 서명 검증에 실패했음을 IdP에서 표시하는 경우 SSO SP XML
메타데이터(SHA-256 형식)를 제공하도록 Oracle에 요청하는 예외 요청이 포함된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십시오. 서비스 요청에 Hosting Services 문제 유형을 표시합니다.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Oracle은 SHA-256 형식의 SP 메타데이터를 서비스 요청에 첨부하므로
사용자가 추출하여 IdP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EPM Cloud 관계형 데이터는 TDE(투명한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세션 관리 정보

보안을 위해 EPM Cloud는 모든 세션을 암호화합니다. 쿠키에 포함된 세션 정보는 암호화되며 세션
ID는 무작위로 생성됩니다.

세션 시간 초과 설정

서비스는 75분 후에 비활성 사용자 세션을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Smart View는 75분 후 또는 Smart View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는 HTTP 세션 시간 초과 후에
세션을 종료합니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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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EPM 전자메일 확인을 위한 SPF 레코드
구성

Oracle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메일을 전송하도록 허용된 Oracle 서버 IP 주소와
서브넷을 식별하는 SPF(Sender Protection Framework) 정책을 발표합니다.

SPF 정책 정보를 사용해서 메시지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메시지 보호 서비스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기능을 이용하려면 SPF 레코드에 다음 라인을 추가합니다.

"v=spf1 include:spf_c.oracle.com include:spf_a.oracle.com -all"

DKIM Support for EPM Cloud OCI (Gen 2) Environments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on OCI (Gen 2) environments
supports DKIM (DomainKeys Identified Mail). EPM Cloud email servers sign outgoing
email messages using a private key. The receiving mail servers can then use a public
key published on the oraclecloud.com DNS record to verify the signatures on the
email messages from these EPM Cloud email servers.

Note:

Oracle's support for DKIM works only for emails where the domain address
is no.reply@oraclecloud.com. You cannot add custom sender address.

Get DKIM Selector Value

To find the DKIM public key from oraclecloud.com DNS record, use the DKIM
Selector value referenced in the header information sent in the email. DKIM selector
is referenced by header.s= VALUE where header.d is oracle.cloud.com.

For example, in the following header information of an email from sender domain
no.reply@oraclecloud.com:

Authentication-Results: ppops.net; 
spf=pass 
smptp.mailfrom=bounces+jane.doe=oracle.com@server.rp.exampleleemaildelivery.com; 
dkim=pass header.s=emaildelivery header.d=oracle.cloud.com; 
dkim=pass header.s=ACCOUNT_NAME 
header.d=server.rp.oracleemaildelivery.com; 
dmarc=pass header.from=oracle.cloud.com

DKIM selector value is emaildelivery.

Get Public Key

Using the DKIM Selector value (for example, emaildelivery) and the sender
domain no.reply@oraclecloud.com, get the public key in the following ways: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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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DNS-related records from a website, for example https://www.mail-
tester.com/spf-dkim-check.

• Run the following command on Linux/ MAC OS command line:

dig domainSelectorValue._domainkey.oraclecloud.com TXT +short

Using the methods above, here is the public key for the DNS record for
emaildelivery._domainkey.oraclecloud.co:

"k=rsa\;p=MIIBIjANBgkqhkiG9w0BAQEFAAOCAQ8AMIIBCgKCAQEA9Td5RdIXZ9SC4q49SCnB+iR7/
TCmlnvu/54GMARLiik6lkF+h0C+Ek8z2UfPU3J/Nj+Rt+Q9Dvuvpdfzw/vfwE1yT4/
ZdncRNzQ+rI5NfC6oi4F6X3ZpZ3sx0pu6TwAoJszeVzQTHS4xt4EhGeM" 
"hSaKMWTO23H7/5/4/7Je3zbt0VsPJ3zXArOOLiBS7TuN3RUAVh4CPDbmP2Ddzr6GWOkUzJq+lPH8tybOb/
6jv5He2vVt35r/
VUXEaotvQzo7h8eLTOe8AgmyCDYeLPOTWoPSiZ7KdJW0Cly5eP8WZJaT2beBeUzBB7x1q7a/
vt5f4YwllcD8VC+zeK/64BSLQ5wIDAQAB"

Key length : 2048

서비스 종료 후 데이터 검색

클래식 EPM Cloud

종료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클래식 환경의 아카이브된 스냅샷을
검색하려면 서비스 SFTP 계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종료된 환경의 아카이브된 스냅샷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종료 후 60일까지).

ID 도메인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서비스 SFTP 계정을 구성합니다. 구독을 종료하기
전에 서비스 SFTP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않은 경우 아카이브된 스냅샷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기본 Oracle SFTP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Oracle SFTP 사용자 계정(클래식
EPM Cloud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Cloud 관리 및 모니터에서 보안 FTP 사용자 계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OCI(Gen 2)

종료된 EPM Cloud 환경의 데이터는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에서는 60일 동안 종료된 환경에 액세스하여 지난 일별 유지관리 스냅샷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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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PM Cloud 모니터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관련 항목

• 활동 보고서를 사용하여 성능, 활동, 사용 모니터

• 활동 보고서 콘텐츠

• 액세스 로그를 사용하여 사용 모니터

•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보기 및 다운로드

•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다운로드 자동화

• 역할 지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모니터

•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환경 모니터

• Oracle Cloud EPM 포털의 메트릭 모니터

활동 보고서를 사용하여 성능, 활동, 사용 모니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요청,
계산 스크립트, 양식, 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는 두 가지 버전 즉, HTML 버전과 JSON 버전이 제공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최근 60일 동안의 활동 보고서만
유지합니다. Oracle은 로컬 컴퓨터에서 백업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생성하여 분석을 통해 과거
추세를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활동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서비스의 일별 유지관리 중에 매일 생성

• 피드백 제공 제출을 수행할 때마다 생성

• resetService EPM Automate 명령을 실행하여 환경을 재시작할 때마다 생성

EPM Cloud는 사용자가 피드백 제공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피드백을 제출할 때마다 추가 활동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스크린샷 및 문제 설명과 같은 사용자가 제출한 정보가 추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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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서비스에서는 JSON 버전의 활동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downloadFil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Narrative Reporting 활동 보고서는 Narrative Reporting 서버에서 생성되어
저장됩니다. Narrative Reporting 화면에서 활동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없는
동안에는 downloadFil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감사 로그 CSV 파일을 생성하여 특정 기간의 서비스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rrative Reporting 관리 에서 " 감사 수행 "을
참조하십시오.

활동 보고서 콘텐츠
활동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사용한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환경에서 생성된 보고서에는 Essbase 메트릭이
포함되지만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환경에서 생성된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통계를 사용한 사용자가
없는 경우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통계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이러한 보고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서비스
사용 및 성능을 이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용 및 성능과 비교합니다. 해당 영역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에 대한 정보

• 사용자 정보

• 인터페이스 사용 및 응답 데이터

• 최근 1시간의 작업

• 애플리케이션 크기 정보

• Essbase 통계

• 계산 스크립트 통계

• 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정보

• Manual Essbase Access Information

• 비즈니스 규칙 정보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런타임 정보

• Account Reconciliation 메트릭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디자인 및 런타임 메트릭

• 태스크 관리자 디자인 및 런타임 메트릭

• 최근 메타데이터 검증 오류 및 경고

• 연결 및 변환 작업 통계

• Narrative Reporting 보고서 및 장부 실행 통계

• CPU 및 메모리 사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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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Smart View 및 Excel 사용 정보

환경에 대한 정보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테이블에 설명된 환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able 11-1    활동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정보

레이블 설명

서비스 URL 컨텍스트가 없는 환경의 URL입니다. 예를 들어 https://env-
example-idDomain.dom1.oraclecloud.com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이 환경을 호스트하는 인프라 유형인 클라우드 인프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래식: 클래식 Oracle Cloud Infrastructure
• OCI(Gen 2): Oracle Gen 2 Cloud Infrastructure

ID 도메인 ID 도메인(클래식 환경) 또는 클라우드 계정(Gen2 환경)의 이름입니다.

앱 유형 환경에 배포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앱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CS: Account Reconciliation
• EDMCS: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FCCS: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 Freeform: FreeForm
• EPRCS: Narrative Reporting
• PBCS: Planning
• PBCS(모듈): Planning 모듈

• PCMCS: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RCS: Tax Reporting

Version (Version Status)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버전 The
following version status is displayed only if the environment is
not on the latest monthly update or weekly patch and indicates
the reason for it:
• Temporary Config - Oracle has made a temporary

configuration change in the environment. The environment
will be merged back in a future monthly update
automatically. No customer action is required.

• Update Advancement – Customer has requested Oracle to
apply a monthly update to a production environment prior to
the third Friday of the month. The environment will be
merged back on the third Friday. No customer action is
required.

• Manual Skip Update - Customer has requested an Upgrade
Delay. The environment will be merged back based on when
customer has requested it to be merged back.

• One-Off Patch - Customer has requested a one-off patch. The
environment will be merged back when the same fix is in the
main line code.

• Skip Update - Customer has issued a Skip Update command
from EPM Automate or REST API. The environment will be
merged back when the customer issues Skip Update remove
command.

Essbase 버전에서 하이브리드

블록 저장영역 옵션 지원

이 환경의 Essbase 버전이 하이브리드 BSO 큐브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PM Cloud의 Essbase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인스턴스 유형 환경의 유형입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od: 프로덕션 환경

• Test: 테스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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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서비스에 액세스한 사용자 수.
보고서는 특정일의 사용자 수에 대한 평균 사용 기간 외에도 지난주의 일별 로그온 고유
사용자 수, 최근 7일 동안의 고유 사용자 수, 최근 30일 동안의 고유 사용자 수에 대한
정보도 표시합니다.

 

 
사용자 수와 환경의 성능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판별하는 데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racle에 제출한 피드백 목록. 이 섹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다른 기간 동안 환경을 사용한 고유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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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기간별 활동이 가장 많은 10명의 사용자.
 

 

• 사용자 기간별 활동이 가장 적은 10명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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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사용 및 응답 데이터

활동 보고서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청과 환경 응답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완료하는 데 2초 이상 걸린 UI 요청의 백분율.
UI 요청은 사인인, 데이터 로드, 양식 열기 또는 저장, 규칙 검증과 같은 사용자
작업입니다. 성능이 가장 나쁜 상위 30개 사용자 작업 섹션에는 사용자, 작업 기간,
사용자가 수행한 활동 및 사용자가 있던 화면이 표시됩니다.

 

 

• 완료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7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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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자주 실행된 상위 15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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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하는 데 2초 이상 걸리는 상위 30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작업.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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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시간 동안 시간별 평균 서비스 응답 시간.
 

 

• 시간별 인터페이스 요청 수 및 기간.
 

11장
활동 보고서 콘텐츠

11-9



 
 

 

최근 1시간의 작업

이 정보는 사용자가 피드백을 제출할 때 생성되는 활동 보고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크기 정보

Artifact Snapshot 크기를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 크기에 대한 정보는 보고서의

애플리케이션 크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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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스크의 고객 데이터(GB)는 다음 조합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을 나타냅니다.

– Essbase.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Essbase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예: Account
Reconciliation)의 경우 이 크기는 0입니다.

–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Artifact Snapshot

–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익스포트된 모든 스냅샷

–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모든 스냅샷

–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모든 파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크기는 이 메트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디스크의Essbase 데이터(GB)는 디스크에 저장된 Essbase 아티팩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It
includes page files, index files, security files, and so on. Essbase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예:
Account Reconciliation)의 경우 이 값은 0입니다.

• 마지막 백업 크기(GB)는 최근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유지관리 스냅샷(Artifact
Snapshot)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 애플리케이션 관리 스냅샷(GB)은 환경에 저장된 모든 스냅샷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유지관리 스냅샷(Artifact Snapshot),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익스포트한 모든 스냅샷,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모든 스냅샷이 포함됩니다.

• LCM 스냅샷은 환경에 저장된 스냅샷(Artifact Snapshot 포함) 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스냅샷의 크기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스냅샷(GB) 메트릭으로 확인됩니다.

• FDMEE 루트 폴더 크기(GB)는 Data Integration에서 사용하는 루트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
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모든
비스냅샷 파일이 포함됩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크기(M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Essbase 통계

참조:

• Essbase Metric

• Essbase Runti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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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base Design Metrics and Statistics

• Outline Warnings

Essbase Metric
• Number and Type of Essbase Operations Each Hour

 

 

• Top 10 Longest Performing Essbase Data Extraction Operations
 

 
이 테이블의 정보에는 시작 및 종료 시간과 각 테이블 작업의 데이터가 추출된 큐브가
포함됩니다. 총 기간에 따라 성능 향상을 위해 이러한 작업을 평가하고 간소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Top 10 Longest Performing Essbase Data Loa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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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Longest Performing Block Storage (BSO) Restructure Operations
이 테이블에는 각 재구조화 작업의 유형과 재구조화된 큐브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 Top 10 Longest Performing Essbase Queries Over 15 Seconds
15초가 넘게 실행된 상위 10개의 Essbase 쿼리.
 

 

• Top 10 Essbase Queries by Total Duration
가장 긴 시간 동안 실행된 상위 10개 Essbase 쿼리 및 각 쿼리가 실행된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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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Essbase Queries by Execution
가장 자주 실행된 상위 10개 Essbase 쿼리 및 각 쿼리가 실행된 큐브.
 

 

• Max Number of Calculation Threads
This chart shows the maximum number of calculation threads during any given
hour.
 

 

Essbase Runtime Data
The following Essbase runtime data may be available in the Activity report:

• 작업을 실행한 사용자, 영향을 받는 큐브, 계산 스크립트, 데이터가 지워지는 계산
스크립트의 명령을 확인하는 마지막 15개의 데이터 지우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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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실행한 사용자, 영향을 받는 큐브, 계산 스크립트, 블록이 지워지는 계산 스크립트의
명령을 확인하는 마지막 15개의 블록 지우기 명령

• The following Essbase runtime metrics.

Table 11-2    Essbase Runtime Metrics

Essbase Runtime Metric 설명

Essbase 요청 기간(분) 최근 24시간 중 Essbase 활동의 총 실행 시간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데이터 로드 활동

(초)
최근 24시간 중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데이터 로드 활동 실행

시간(초)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계산 실행 기간

(초)
최근 24시간 중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계산 실행 시간(초)
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데이터 추출 활동

(초)
최근 24시간 중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데이터 추출 활동 실행

시간(초)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쿼리 기간(초) 최근 24시간 중 가장 오래 걸린 Essbase 쿼리 실행 시간(초)
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 오프라인 Essbase
익스포트 기간(분)

최근 24시간 중 가장 오래 걸린 오프라인 Essbase 익스포트 작업

실행 시간(분)입니다. 이 작업은 Essbase 데이터를 백업하는

일별 유지관리 중에 수행됩니다.

평균 Essbase 데이터 로드 기간(초) 최근 24시간 중 Essbase 데이터 로드 활동에 걸린 평균 시간(초)
입니다.

평균 Essbase 계산 실행 기간(초) 최근 24시간 중 Essbase 계산 실행에 걸린 평균 시간(초)입니다.

평균 Essbase 스프레드시트 추출 기간(초) 최근 24시간 중 Essbase 데이터 추출 활동에 걸린 평균 시간(초)
입니다.

평균 Essbase 쿼리 실행 기간(초) 최근 24시간 중 Essbase 쿼리 실행에 걸린 평균 시간(초)입니다.

평균 Essbase 재구조화 기간(초) 최근 24시간 중 Essbase 재구조화 작업에 걸린 평균 시간(초)
입니다.

Essbase Design Metrics and Statistics

Table 11-3    Essbase Design Metrics

Design Metric 설명

Essbase ASO Cubes Essbase의 ASO 큐브 수입니다.

최대 Essbase ASO 차원 차원 수가 가장 많은 ASO 큐브의 차원 수입니다.

최대 Essbase ASO 총 크기(MB) 가장 큰 ASO 데이터베이스의 크기(MB)입니다.

Essbase BSO Cubes Essbase의 BSO 큐브 수입니다.

최대 Essbase BSO 표준 차원 BSO 큐브에서 속성 차원을 제외한 최대 표준 차원 수입니다.

최대 Essbase BSO 희소 차원 희소 차원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에서 속성 차원을 제외한

희소 차원 수입니다.

최대 Essbase BSO 밀집 차원 밀집 차원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밀집 차원 수입니다.

최대 Essbase BSO 속성 차원 속성 차원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속성 차원 수입니다.

최대 Essbase 총 블록 수 블록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블록 수입니다.

최대 Essbase 블록 크기(KB) BSO 큐브에서 크기가 가장 큰 블록의 크기(KB)입니다.

최대 Essbase 셀 수(백만) 셀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셀 수(백만)입니다.

최대 Essbase 레벨 0 블록 수 레벨 0 블록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레벨 0 블록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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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    (Cont.) Essbase Design Metrics

Design Metric 설명

최대 Essbase 상위 레벨 블록 수 상위 레벨(레벨 0이 아닌) 블록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상위

레벨 블록 수입니다.

최대 Essbase 상위 레벨 블록 수 퍼센트 상위 레벨 블록 수 퍼센트가 가장 높은 BSO 큐브에서 총 블록 수
대비 상위 레벨 블록 수 퍼센트입니다.

최대 Essbase 페이지 파일 크기(MB) 가장 큰 Essbase 페이지 파일이 있는 BSO 큐브의 페이지 파일

크기(MB)입니다.

최대 Essbase 인덱스 파일 크기(MB) 가장 큰 Essbase 인덱스 파일이 있는 BSO 큐브의 인덱스 파일

크기(MB)입니다.

밀집에 대한 최대 Essbase 모래 시계/
수정된 모래 시계 편차 수

편차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밀집 차원에 대한 모래 시계

또는 수정된 모래 시계 모델에서 현재 모델의 편차 수입니다.
모래 시계 모델에서는 BSO 큐브의 차원이 최대 밀집 차원에서

최소 밀집 차원 순서로, 그 뒤에 최소 희소 차원에서 최대 희소

차원 순서로 정렬됩니다.
수정된 모래 시계 모델에서는 BSO 큐브의 차원이 최대 밀집

차원에서 최소 밀집 차원 순서로, 그 뒤에 최소 집계 희소

차원에서 최대 집계 희소 차원 순서로, 그 뒤에 비집계 희소

차원으로 정렬됩니다.

희소에 대한 최대 Essbase 모래 시계 편차
수

편차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희소 차원에 대한 모래 시계

모델에서 현재 모델의 편차 수입니다.

집계 희소에 대한 최대 Essbase 수정된

모래 시계 편차 수
편차 수가 가장 많은 BSO 큐브의 집계 희소 차원에 대한 수정된

모래 시계 모델에서 현재 모델의 편차 수입니다.

최소 Essbase 클러스터링 비율 퍼센트 Essbase 클러스터링 비율이 가장 낮은 BSO 큐브의 Essbase
클러스터링 비율입니다.
Essbase 클러스터링 비율은 페이지 파일 조각화

측정항목입니다. 최대 클러스터링 비율은 조각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1입니다. 클러스터링 비율이 낮을수록 Essbase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이 조각화된 것입니다.

Hybrid enabled 현재 환경의 Essbase 버전이 하이브리드 큐브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의 Essbase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Statistics for Individual Essbase BSO and ASO cubes

• Statistics available for every BSO cube:

– Number of Total, Standard, Dense, Sparse, and Attribute Dimensions

– Block Size in Cells and KB

– Number of Total, Level 0, and Upper Level Blocks

– Percentage of Upper Level Blocks

– Number of Essbase Cells in Million

– Essbase Density- Block Density and Average Clustering Ratio

– Page File and Index File Sizes in MB

– Data Cache and Index Cache Settings in MB

– Number of Deviations from the Hourglass/Modified Hourglass Model for Dens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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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Deviations from the Hourglass Model for Sparse Dimensions

– Number of Deviations from the Modified Hourglass Model for Aggregating Sparse
Dimensions

– Number of Data Load, Restructure, Calc Execution, and Spreadsheet Extraction
operations

• Statistics available for every ASO cube:

– Number of Total and Attribute Dimensions

– Maximum Key Length in Bits and Bytes

– Number of Input-level Cells, Incremental Data Slices, Incremental Input Cells,
Aggregate Views, Aggregate Cells, and Incremental Aggregate Cells

– Percentage Time of Querying Incremental Data Slices

– Total, Input-level Data, and Aggregate Data Sizes in MB

– Pending Cache Size Limit in MB

– Number of Restructure and Spreadsheet Extraction operations

Outline Warnings
The Outline Warnings table gives warnings for issues that would result in bad performance of
forms and reports. The table has three columns:

• Type - Outline issue

• Cube - Essbase cube whose members have the outline issue

• Members - List of members that have the outline issue

Figure 11-1    Outline Warnings

You can click on a warning type to open the approproiate EPM Cloud Operations Guide
section which helps you in fixing this issue:

• Level 0 members tagged as Dynamic Calc but without a formula. Level0 Members
Tagged as Dynamic Calc but without a Formula을 참조하십시오.

• Members tagged as Dynamic Calc with attached formula but aggregating children. 집계
1차 하위가 있는 멤버 공식을 포함하는 동적 계산 상위 멤버의 영향을 참조하십시오.

계산 스크립트 통계

활동 보고서에는 환경에서 실행한 계산 스크립트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행하는 데 1분이 넘게 걸리는 성능이 가장 나쁜 상위 5개 계산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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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블록 수별 상위 10개의 계산 스크립트 명령
이 테이블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수의 블록을 생성한 상위 10개의 비즈니스 규칙을
확인합니다.
 

 

• 평균 기간별 상위 10개의 계산 스크립트
이 테이블에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실행된 비즈니스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정보에는 계산 스크립트 이름, 스크립트가 실행된 횟수, 평균, 최소 및 최대 기간이
포함됩니다.
 

 

• 실행별 상위 10개의 계산 스크립트.
 

 

• 성능이 가장 나쁜 상위 10개 계산 스크립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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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정보
Manual access to the relational database by running SQL commands is prohibited except
under emergency situations, for example, when an environment becomes unresponsive.
이러한 긴급 상황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는 구독자 대신 신청된 서비스 요청에 Oracle이
응답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service request should give explicit permission to
Oracle to manually access the relational database to address issues. 활동 보고서의 수동 SQL
실행 테이블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수동 액세스에 대한 통계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Time: The time at which SQL commands were executed against the database

• SR #: The service request number based on which the database was manually accessed

• SQL: The SQL statements that were executed

보고서의 이 섹션을 통해 수동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부여되지 않은 수동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파악하는 경우 이 섹션의 정보를 서비스 요청에 추가하여 Oracle이 즉시
인시던트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Manual Essbase Access Information
Manual access to the Essbase database using MaxL commands is prohibited except under
emergency situations in which Oracle needs such access to respond to a service request
filed on behalf of the subscriber. The service request should give explicit permission to Oracle
to manually access the Essbase database to address issues. Statistics on manual access of
the database available in the Manual MaxL Execution Count table of the Activity Report
includes the following:

• Time: The time at which the MaxL commands were executed against the database

• SR #: The service request number based on which the database was manually accessed

• MaxL: The MaxL command that was executed

You can use this table to audit manual Essbase access and the activities performed through
such access. If you identify an unauthorized manual access, add the information from this
section to a service request so that Oracle can immediately investigate the incident and take
remedial actions, if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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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규칙 정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행하는 데 30초가 넘게 걸리는 성능이 가장 나쁜 상위 10개 비즈니스 규칙
 

 

• 실행별 상위 10개의 비즈니스 규칙
이 테이블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즈니스 규칙의 성능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 실행하는 데 3초 이상 걸리는 비즈니스 규칙.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런타임 정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ssbase 디자인 메트릭
이 섹션에는 ASO 및 BSO 큐브와 해당 차원 수, Essbase 큐브에서 가장 많은 총 블록
수 등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11장
활동 보고서 콘텐츠

11-20



 

 

• 최근 24시간 동안 발생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변경사항.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변경사항에 대한 감사 정보가 있는 경우 이 섹션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애플리케이션 이름, 수정된 디자인
아티팩트의 유형 및 이름, 아티팩트를 수정한 사용자의 ID 및 변경이 수행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크기
보고서의 이 섹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크기를 살펴봅니다. 사용가능한 정보로는 데이터 크기
(인박스 및 아웃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냅샷 및 파일의 크기 포함), Essbase 데이터 크기,
유지관리 스냅샷 크기 등이 있습니다.

• Essbase BSO 및 ASO 큐브 통계
이러한 섹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각 ASO 및 BSO 큐브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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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큐브의 차원
애플리케이션의 각 큐브에 대한 아웃라인 차원 순서 및 통계를 표시합니다. 이 목록은
애플리케이션의 차원 순서에 따라 정렬됩니다. 이 순서는 Essbase가 차원을 계산하는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저장, 공유 안함, 레이블
전용, 공유 멤버, 동적 계산 및 저장, 동적 계산), 사용 중인 연산자 등 다양한 설정을
기반으로 한 총 차원 멤버 수도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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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Reconciliation 메트릭

활동 보고서는 Account Reconciliation 실행 통계, 조정 및 트랜잭션 일치 구성, 디자인, 런타임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 실행 통계

• 구성 메트릭

• 런타임 메트릭

실행 통계

가장 자주 실행된 10개 보고서

This table lists 10 most frequently generated Account Reconciliation reports, how many times
in the last 24 hours they were generated and by how many unique users, and the average
time taken to generate each of them.
 

 

시간이 30초 넘게 걸린 상위 10개 보고서

이 테이블에는 생성 시간이 30초 넘게 걸린 상위 10개 Account Reconciliation 보고서가
나열됩니다. This table identifies the time taken to generate the report, the user who initiated
the report generation, start and end times, name of the report, and the report context
including format, parameters, size of the generated report, number of rows and columns and
the SQL query that was used to gather the data for the report.
 

 

시간이 30초 넘게 걸린 상위 10개 데이터 로드 작업

이 테이블에는 완료 시간이 30초 넘게 걸린 상위 10개 데이터 로드 작업이 나열됩니다. This table
identifies the time taken to complete the job, the user who initiated it, job start and end times,
job name, and job context including Period for which the data load was performed, status of
the job, and the number of errors and warning reported for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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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30초 넘게 걸린 상위 10개 기타 작업

이 테이블에는 완료 시간이 30초 넘게 걸린 데이터 로드 작업 이외의 상위 10개 작업이
나열됩니다. This table identifies the time taken to complete the job, the user who
initiated it, job start and end times, job name, and job context, if any.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실행하는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사용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Top 10 Job Types by Execution

This table lists the top 10 jobs by job types. For every job type, it shows the number of
times the job was run and the average duration of each run.
 

 

구성 메트릭

• 조정 구성 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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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4    조정 구성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ARCS 프로파일 총 프로파일 수

ARCS 속성 총 사용자정의 속성 수

ARCS 계산된 속성 계산된 사용자정의 속성의 총 수

ARCS 사용자정의 보고서 총 사용자정의 보고서 수

ARCS 프로파일당 최대 속성 하나의 프로파일과 연계된 최대 사용자정의 속성 수

ARCS 프로파일당 최대 질문 한 프로파일에 대한 최대 질문 수

ARCS 총 빈도 총 빈도 수

ARCS 기간 총 기간 수

ARCS 달력 연도당 평균 기간 시작 날짜가 달력 연도에 있는 기간의 평균 수, 달력

연도가 없는 경우 0

ARCS 조직 구성 단위 총 조직 구성 단위 수

ARCS 프로파일당 평균 속성 하나의 프로파일과 연계된 평균 사용자정의 속성 수

ARCS 프로파일당 평균 질문 한 프로파일에 대한 평균 질문 수

• 트랜잭션 일치 구성 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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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    트랜잭션 일치 구성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ARCS TM 총 프로파일 트랜잭션 일치와 연계된 총 프로파일 수

ARCS TM 일치 유형당 최대 프로파일 프로파일 수가 가장 많은 일치 유형의 프로파일 수

ARCS TM 일치 유형당 평균 프로파일 한 일치 유형의 평균 프로파일 수

ARCS TM 프로파일당 최대 트랜잭션 속성 가장 많은 수의 트랜잭션 속성이 포함된 프로파일의

트랜잭션 속성 수

ARCS TM 일치 유형 총 일치 유형 수

ARCS TM 일치 프로세스 총 일치 프로세스 수

ARCS TM 데이터 소스 총 트랜잭션 관리 데이터 소스 수

ARCS TM 일치 프로세스당 최대 규칙 규칙 수가 가장 많은 일치 프로세스의 규칙 수

ARCS TM 데이터 소스당 최대 속성 속성 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 소스의 속성 수

ARCS TM 일치 유형당 최대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수가 가장 많은 일치 유형의 데이터

소스 수

런타임 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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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6    Account Reconciliation 런타임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ARCS 총 조정 총 조정 수

ARCS 미해결 조정 미해결 상태인 총 조정 수

ARCS 최근 미해결 기간:
텍스트

종료 날짜 기준으로 미해결 상태인 최근 기간의 이름

ARCS 새 조정 트랜잭션(1일) 최근 1일 내 생성된 새 조정 트랜잭션 수

ARCS 마감된 조정(1일) 어제 이후 마감된 조정의 총 수

ARCS 마감된 조정(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마감된 총 조정 수

ARCS 자동 마감된 조정(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자동 마감되거나 자동 제출 및 자동 승인된 조정 수

ARCS 활성 기간 미해결 또는 마감 상태인 기간 수

ARCS 활성 조정 활성 기간에 미해결 상태인 조정 수

ARCS 활성 요약 조정 한 활성 기간의 미해결 상태 요약 조정 수

ARCS 미해결 조정당 최대
트랜잭션

미해결 기간의 미해결 조정과 연계된 최대 트랜잭션 수

ARCS 미해결 기간의 최대 조정
트랜잭션

미해결 기간의 미해결 조정과 연계된 평균 조정 트랜잭션 수

ARCS 미해결 기간의 평균 조정
트랜잭션

미해결 기간의 평균 조정 트랜잭션 수

ARCS 미해결 기간의 조정

트랜잭션 표준 편차

미해결 기간의 조정 트랜잭션 표준 편차

ARCS 총 첨부파일 미해결 기간의 첨부파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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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6    (Cont.) Account Reconciliation 런타임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ARCS 첨부파일 크기(MB) 미해결 기간의 첨부파일 크기(MB)

ARCS 자동 마감된 조정 퍼센트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자동 마감되거나 자동 제출 및 자동 승인된 조정 퍼센트

ARCS 자동 마감된 대차대조표

조정(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자동 마감되거나 자동 제출 및 자동 승인된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조정 수

ARCS 자동 마감된 대차대조표

조정 퍼센트(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자동 마감되거나 자동 제출 및 자동 승인된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조정 퍼센트

ARCS 거부된 조정 퍼센트(최근

30일)
거부가 하나 이상 있으며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조정 퍼센트 *(참고 내용

참조)

ARCS 거부된 대차대조표 조정

퍼센트(최근 30일)
거부가 하나 이상 있고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조정 퍼센트 *(참고 내용 참조)

ARCS 지연 조정 퍼센트(최근

30일)
워크플로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지연되고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조정
퍼센트 *(참고 내용 참조)

ARCS 지연 대차대조표 조정

퍼센트(최근 30일)
워크플로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지연되고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조정 퍼센트 *(참고 내용 참조)

ARCS 평균 조정 기간(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조정의 개시 날짜부터 마감 날짜까지의 평균 기간
일수 *(참고 내용 참조)

ARCS 평균 대차대조표 조정

기간(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조정의 개시

날짜부터 마감 날짜까지의 평균 기간 일수 *(참고 내용 참조)

ARCS 평균 조정 준비 기간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조정의 개시 날짜부터 최근 제출 날짜까지의 평균

기간 일수 *(참고 내용 참조)

ARCS 평균 대차대조표 조정

준비 기간(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조정의 개시

날짜부터 최근 제출 날짜까지의 평균 기간 일수 *(참고 내용 참조)

ARCS 평균 조정 검토 기간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되고 검토자가 1명 이상인 조정의 최근 준비자 제출

날짜부터 마감 날짜까지의 평균 기간 일수 *(참고 내용 참조)

ARCS 평균 대차대조표 조정

검토 기간(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되고 검토자가 1명 이상인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조정의 최근 제출 날짜부터 마감 날짜까지의 평균 기간 일수 *(참고 내용

참조)

ARCS 준비자당 평균 완료 조정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마감되고 각 준비자가 수동으로 제출한 조정 수 평균 *(참고 내용

참조)

ARCS 준비자당 평균 완료

대차대조표 조정(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마감되고 각 준비자가 수동으로 제출한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조정 수 평균 *(참고 내용 참조)

ARCS 검토자당 평균 완료 조정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개별 고유 검토자가 처리한 수동 마감된 조정 수 평균 *(참고 내용

참조)

ARCS 검토자당 평균 완료

대차대조표 조정(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개별 고유 검토자가 처리하고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수동 마감된 조정 수 평균 *(참고 내용 참조)

ARCS 조정당 평균 검토자 수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조정의 평균 검토자 레벨 수

ARCS 대차대조표 조정당 평균

검토자 수(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대차대조표 프로세스가 있는 조정의 평균 검토자

레벨 수

참고: *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레코드가 없는 경우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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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    트랜잭션 일치 런타임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ARCS TM 총 일치 항목(1일) 최근 24시간 내 생성된 총 일치 항목 수

ARCS TM 총 일치 항목(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생성된 총 일치 항목 수

ARCS TM 제안된 일치 항목

(1일)
최근 24시간 내 제안된 일치 항목 수 합계

ARCS TM 제안된 일치 항목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제안된 일치 항목 수 합계

ARCS TM 수동 일치 항목(1일) 최근 24시간 내 생성된 총 수동 일치 항목 수

ARCS TM 수동 일치 항목(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생성된 총 수동 일치 항목 수

ARCS TM 일치된 트랜잭션

(1일)
최근 24시간 내 자동 일치된 트랜잭션 수 합계

ARCS TM 일치된 트랜잭션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자동 일치된 트랜잭션 수 합계

ARCS TM 데이터 소스당 최대
트랜잭션

데이터 소스의 최대 트랜잭션 수

ARCS TM 총 트랜잭션 해당 날짜까지 트랜잭션 일치로 로드된 총 트랜잭션 수

ARCS TM 로드된 트랜잭션

(1일)
최근 24시간 내 로드된 총 트랜잭션 수

ARCS TM 로드된 트랜잭션

(최근 30일)
최근 30일 내 로드된 총 트랜잭션 수

ARCS TM 임포트 작업(1일) 최근 24시간 내 실행된 총 트랜잭션 임포트 작업 수

ARCS TM 임포트 작업(30일) 최근 30일 내 실행된 총 트랜잭션 임포트 작업 수

ARCS TM 자동 일치 작업(1일) 최근 24시간 내 실행된 총 자동 일치 작업 수

ARCS TM 자동 일치 작업

(30일)
최근 30일 내 실행된 총 자동 일치 작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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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디자인 및 런타임 메트릭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디자인 메트릭

이 섹션에서는 POV 수, 모델, 모델의 최대 규칙 수 등 디자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카이브된 모델에 대한 유사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런타임 메트릭

이 섹션에서는 1일 동안 실행된 계산 수, 최근 30일 동안 실행된 계산 수 등 런타임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스크 관리자 디자인 및 런타임 메트릭

태스크 관리자 디자인 메트릭

이 섹션에서는 태스크 관리자 디자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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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8    태스크 관리자 디자인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태스크 관리자 조직 구성 단위 총 조직 구성 단위 수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정의 속성 총 사용자정의 속성 수

태스크 관리자 계산된 속성 계산된 사용자정의 속성의 총 수

태스크 관리자 알림 유형 총 알림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정의 통합 총 사용자정의 통합 수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 유형 총 태스크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 총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URL 통합이 있는 태스크 유형 일반 사용자 통합과 연계되고 템플리트 또는 활성 스케줄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총 태스크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자동화 통합이 있는 태스크 유형 자동화와 통합되고 템플리트 또는 활성 스케줄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총 태스크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이벤트 모니터 통합이 있는

태스크 유형

이벤트 모니터링과 통합되고 템플리트 또는 활성 스케줄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총 태스크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수동 태스크 유형 통합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총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총 템플리트 수

태스크 관리자 최대 포함 템플리트 단일 상위 템플리트의 최대 포함 템플리트 수

태스크 관리자 평균 포함 템플리트 단일 상위 템플리트의 평균 포함 템플리트 수 *(참고 내용 참조)

상위가 아닌 템플리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태스크 모든 템플리트의 총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URL 통합이 있는 템플리트
태스크

일반 사용자 통합과 연계된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모든

템플리트 관련 총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자동화 통합이 있는 템플리트
태스크

자동화된 통합과 연계된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모든

템플리트 관련 총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이벤트 모니터 통합이 있는

템플리트 태스크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과 연계된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모든 템플리트 관련 총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기본 템플리트 태스크 모든 기본 유형 템플리트의 총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상위 템플리트 태스크 모든 상위 유형 템플리트의 총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수동 템플리트 태스크 통합과 연계되지 않은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모든

템플리트 관련 총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당 평균 태스크 템플리트당 평균 태스크 수 *(참고 내용 참조)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태스크당 최대 속성 템플리트 태스크의 최대 사용자정의 속성 수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태스크당 평균 속성 각 템플리트 태스크의 평균 사용자정의 속성 수 *(참고 내용

참조)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태스크당 최대 질문 각 템플리트 태스크의 최대 질문 수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태스크당 평균 질문 각 템플리트 태스크의 평균 질문 수 *(참고 내용 참조)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정의 보고서 총 사용자정의 보고서 수

태스크 관리자 글로벌 통합 토큰 총 글로벌 통합 토큰 수

참고: * 상위 템플리트가 없는 경우 0 또는 NA입니다.

태스크 관리자 런타임 메트릭

이 섹션에서는 스케줄, 다양한 상태의 태스크, 마감된 태스크 기간 평균 등 런타임 메트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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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9    태스크 관리자 런타임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태스크 관리자 스케줄 총 스케줄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 미해결 또는 마감 스케줄 수

태스크 관리자 스케줄 태스크 모든 스케줄의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태스크 활성 스케줄의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수동
태스크

통합과 연계되지 않은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활성

스케줄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미해결
태스크

활성 스케줄의 미해결 상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마감된
태스크

활성 스케줄의 마감 상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대기 중
태스크

활성 스케줄의 대기 중 상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오류
태스크

활성 스케줄의 오류 상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기본
태스크

활성 스케줄의 기본 유형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상위
태스크

활성 스케줄의 상위 유형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UI 통합
태스크

일반 사용자 통합과 연계된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활성

스케줄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자동화
태스크

자동화된 통합과 연계된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활성

스케줄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의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과 연계된 사용자정의 태스크 유형의

활성 스케줄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새 태스크(1일) 최근 1일 내 생성된 스케줄의 새 태스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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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9    (Cont.) 태스크 관리자 런타임 메트릭

활동 보고서의 레이블 설명

태스크 관리자 개시된 태스크(1일) 재개시된 태스크를 포함하여 최근 1일 내 미해결 상태로

설정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마감된 태스크(1일) 최근 1일 내 마감 상태로 설정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새 태스크(30일) 최근 30일 내 스케줄에 생성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개시된 태스크(30일) 재개시된 태스크를 포함하여 최근 30일 내 미해결 상태로

설정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마감된 태스크(30일) 최근 30일 내 마감 상태로 설정된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참조 총 업로드된 파일 수

태스크 관리자 사용된 크기(MB)별
참조

모든 업로드된 파일의 크기(MB)

태스크 관리자 마감된 태스크 기간 평균

(30일)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태스크의 개시 날짜부터 마감

날짜까지의 평균 기간 일수 *(참고 내용 참조)

태스크 관리자 수동 마감된 태스크

(30일)
최근 30일 내 마감된 연계된 통합이 없거나 URL 통합만

있는 태스크 수

태스크 관리자 수동 마감된 태스크

퍼센트(30일)
최근 30일 내 마감된 연계된 통합이 없거나 URL 통합만

있는 태스크 퍼센트 *(참고 내용 참조)

태스크 관리자 지연 태스크 퍼센트

(30일)
최근 30일 내 워크플로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지연되고

수동 마감된 태스크 퍼센트 *(참고 내용 참조)

태스크 관리자 거부 태스크 퍼센트

(30일)
거부가 하나 이상 있으며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태스크
퍼센트 *(참고 내용 참조)

태스크 관리자 활성 스케줄에서 사용된

태스크 유형

활성 스케줄의 태스크와 연계된 고유한 태스크 유형 수

태스크 관리자 미해결 알림 미해결 상태인 총 알림 수

태스크 관리자 새 알림(1일) 최근 1일 내 생성된 새 알림 수

태스크 관리자 마감 알림(1일) 최근 1일 내 마감 상태로 설정된 알림 수

태스크 관리자 새 알림(30일) 최근 30일 내 생성된 새 알림 수

태스크 관리자 마감 알림(30일) 최근 30일 내 마감 상태로 설정된 알림 수

태스크 관리자 새 태스크 알림(30일) 최근 30일 내 태스크와 연계된 새 알림 수

태스크 관리자 마감된 태스크 알림

(30일)
최근 30일 내 마감 상태로 설정된 태스크와 연계된 알림 수

참고: * 최근 30일 내 수동 마감된 태스크가 없는 경우 0입니다.

최근 메타데이터 검증 오류 및 경고

이 테이블에는 최근 24시간 이내에 실행된 최신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메타데이터
검증의 검증 오류 및 경고(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 검증 화면에 표시됨)가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제목은 메타데이터 검증을 실행한 시간을 나타내며 이 시간은 활동 보고서가 생성된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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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변환 작업 통계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는 연결 규칙 로깅을 통해 연결 및 마감 성능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 규칙 로깅을 사용으로 설정하여 연결 성능
진단 로그를 생성합니다.
기간별 상위 5개 연결 및 환산 작업 테이블에는 연결 성능 진단 로그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므로 연결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리 시간이 가장 긴 최대
5개의 작업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러한 작업 각각에 대해 처리 시간이 가장 긴 규칙
템플리트와 각 규칙에서 처리 중인 엔티티 수가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기간 열은 계산에 소요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러 코어 및 병렬 처리로
인해 기간이 CPU 시간 열에 표시된 실제 처리 비용(소요된 시간)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10분이고 10개의 코어가 처리에 사용되는 경우 CPU 시간은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그 및 테이블의 시각적 데이터와 일치하는 기간 열부터 항상 확인합니다. 하지만 처리 병목
현상을 확인하려면 속도가 느린 작업을 잘 나타내는 CPU 시간 열을 확인합니다. 다른 행과
비교하여 CPU 시간이 높은 이 테이블의 모든 행은 추가 최적화 후보가 됩니다.

Narrative Reporting 보고서 및 장부 실행 통계

다음 테이블에는 Narrative Reporting 및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와 장부 생성 성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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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1분 넘게 걸린 성능이 가장 나쁜 상위 10개 장부 생성
이 테이블에는 생성 시간이 1분 넘게 걸린 상위 10개 Narrative Reporting 및 Financial
Reporting 장부가 나열됩니다. 이 테이블에는 각 장부의 장부 이름, 장부를 생성하는 데 걸린
시간, 장부를 생성한 사용자, 장부 생성 프로세스의 각 활동에 대한 분석이 나열됩니다.
테이블의 객체 열에는 출력 유형, 폴더, 장부 POV, 기타 메타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가
있습니다.
 

 

• 시간이 1분 넘게 걸린 성능이 가장 나쁜 상위 10개 보고서 생성
이 테이블에는 생성 시간이 1분 넘게 걸린 상위 10개 Narrative Reporting 및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가 나열됩니다. 이 테이블에는 각 보고서의 보고서 이름,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걸린 시간, 보고서를 생성한 사용자,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의 각 활동에 대한 분석이
나열됩니다. 테이블의 객체 열에는 출력 유형, 폴더, 사용자 POV, 기타 메타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가 있습니다.
 

 

CPU 및 메모리 사용 통계

CPU와 메모리 사용에 대한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ssbase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CPU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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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base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
 

 

브라우저, Smart View 및 Excel 사용 정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되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버전 및 해당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

• Smart View의 현재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활동적인 Smart View 사용자 10명.

• 이전 버전의 Smart View를 사용한 상위 10명의 사용자.

• 이전 버전의 Microsoft Excel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은 10명의 Smart View 사용자

• 사용 중인 Microsoft Excel 버전과 해당 버전을 사용한 사용자 수.

•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된 브라우저 버전 및 해당 브라우저를 사용한 사용자 수.

•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 버전 및 해당 브라우저를 사용한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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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로그를 사용하여 사용 모니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액세스 로그는 서비스 관리자가 각 활성
사용자별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환경 일별 유지관리 중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액세스 로그에는 직접 환경에 로그인하거나 EPM Automate 같은 툴을 사용하여 환경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EPM Cloud는 최근 60일 동안의 액세스 로그만 유지합니다. Oracle은 로컬 컴퓨터에서 백업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생성하여 분석을 통해 과거 추세를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환경에 대한 일별
유지관리를 취소하면 해당 일의 액세스 로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보기 및 다운로드

주:

• Narrative Reporting에는 이 섹션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서는 JSON 버전의 활동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fil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합니다.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를 보고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서비스에 액세스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2.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만 해당: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성능 순으로
누릅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만 해당: 툴, 서비스 활동 순으로 누릅니다.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만 해당: 보고서, 활동 보고서 순으로
누릅니다.

• 기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요, 활동 보고서 순으로 누릅니다.

3.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활동 보고서를 열려면 보고서를 보려는 날짜를 나타내는 행의 활동 보고서 아래에 있는
보기를 누릅니다..

피드백 제공 중 생성되는 활동 보고서는 Feedback을 접두어로 사용합니다.

• 액세스 로그를 보고 다운로드하려면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는 날짜를 나타내는 행의 액세스
로그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다운로드 자동화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downloadFil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를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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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에서는 downloadfile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 다운로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로컬 컴퓨터로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자동화

• 환경에서 액세스 로그 다운로드

• 스크립트 실행 자동화

• EPM Automate 설치

• EPM Automate 실행

역할 지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모니터
The Role Assignment Report is generated from Access Control, EPM Automate, and
REST API to:

• Identify users who are assigned predefined roles that enable them to access an
environment.
The report lists all the predefined roles assigned to the user.

• Display the number of users of an environment and the application-level role
assignment of each user.

주:

In an OCI (Gen 2) environment, if a predefined role is assigned to an IDCS
group, the Role Assignment Report will show that predefined role assigned
directly to all users in that group.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역할 지정 보고서 생성

서비스 관리자 보고서를 생성하고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서비스에 액세스합니다. EPM Cloud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2.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3. 역할 지정 보고서를 누릅니다.

이 서비스는 권한부여된 사용자 수, 해당 역할, 해당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역할 지정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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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자동화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자 보고서를 생성하고 환경의 미리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 수를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시나리오 12: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 수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환경 모니터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provides My Services to monitor
environments. My Services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ID 도메인에 속하는 활성 환경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요약 및 자세한 정보를 둘 다 제공합니다. In Classic environments, you use the My
Account application to monitor environments across multiple data centers and identity
domains. In OCI environments, My Account application is not available, and you use Manage
Account in My Services for account management.

주:

If you migrate your Classic environments to OCI, you will still have access to My
Account application but it will not display OCI environments; it will display only
Classic environments.

14일 기간 동안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Oracle Cloud
EP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셀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특정일에 대한 과거
서비스 상태, 정전 및 작동 시간 백분율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시보드에 나열된 각 애플리케이션으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EPM의 경우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기본 메트릭으로 표시됩니다.

• 사용자 수

• 평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답 시간(ms)

• 데이터 크기(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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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EPM 포털의 메트릭 모니터
My Services(OCI) 및 My Services(클래식)의 비즈니스 메트릭 탭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고유 사용자 수, 평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답
시간, 데이터 크기를 모니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비즈니스 메트릭은 다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그래프
 

 

• 테이블
 

 

• 최근 값
 

 

사용자 수 모니터

선택한 기간의 개별 날짜에 대한 고유 사용자 수가 표시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정된 날짜에 해당 환경에 로그인한 사용자 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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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답 시간 모니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청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밀리초)은 해당 환경이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리 시간이 긴 작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으나 평균 응답 시간이 긴 경우 
resetService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환경을 재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크기 모니터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포털에서 이 비즈니스 메트릭을
통해 사용자 환경의 데이터 크기를 모니터하여 사전 정의된 한도 이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EPM에서 유지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로 아티팩트 스냅샷을 자동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지관리 스냅샷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환경에 대해 표시되는 데이터 크기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Essbase.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Essbase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예: Account Reconciliation)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사용됩니다.

•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아티팩트 스냅샷

•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익스포트된 모든 스냅샷

•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모든 스냅샷

• EPM Automate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업로드한 모든 파일

주:

All these metrics are refreshed only once a day.

My Services(클래식) 사용

클래식 EPM Cloud 환경의 비즈니스 메트릭을 모니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y Services(클래식)에 로그인합니다. My Services(클래식)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My Services(클래식)는 선택한 ID 도메인을 사용하는 EPM Cloud 환경을 보여 줍니다.

2. 환경의 상태를 보려면 환경의 이름을 누릅니다.

3. 비즈니스 메트릭을 누릅니다.

4. 과거 사용 아래 드롭다운 목록에서 비즈니스 메트릭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또는 관심 있는 비즈니스 메트릭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을 확인하려면 데이터 크기(GB)를 선택합니다.

My Services(OCI) 사용

OCI EPM Cloud의 비즈니스 메트릭을 모니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y Services(OCI)에 로그인합니다. My Services(OCI)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EPM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에서 EPM(레이블)을 누릅니다.

3. 비즈니스 메트릭을 누릅니다.

4. 과거 사용 아래 드롭다운 목록에서 비즈니스 메트릭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또는 관심 있는 비즈니스 메트릭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을 확인하려면 데이터 크기(GB)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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