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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세스 제어 개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구성요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사용자가
지정된 ID 도메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따라 제어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계획, 연결, 계정 조정,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별 역할에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가 환경에서 추가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관리자는 계획 또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의 승인 관리자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하여 사용자가 승인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에서 ID 도메인 사용자 또는 기타 그룹으로 구성된 그룹을 생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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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제어를 통해 환경에서 다음 활동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그룹 관리

• 그룹 또는 사용자에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역할 지정 보고서 생성

• 환경에 대한 역할 지정 보고서 보기

•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보기

이 가이드 정보
액세스 제어는 다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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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 Oracle Sales Planning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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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 열기
홈 페이지의 도구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제어에서 그룹 및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별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서비스 관리자로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2.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네비게이터),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 도구,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 Narrative Reporting만 해당: 액세스 제어를 누릅니다.

그룹 관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내부 저장소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역할 지정을 지원하고 역할 지정 프로세스 중에 사용하는 그룹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EPM Cloud 사용자 및 기타 그룹은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유지관리되는 그룹의 멤버일 수
있습니다. 그룹에 역할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대 1,000개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볼 수 있도록 액세스 제어에는 사전 정의된 역할이 그룹으로 나열됩니다.
액세스 제어에서 역할을 수정하거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EPM Cloud 사용자도 액세스 제어에 나열되므로 그룹 멤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에서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관리에서 그룹은 기본적으로 그룹 이름 값으로 정렬됩니다. 특정 그룹을 검색하려면 
검색 사용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수행하여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생성

• 그룹 수정

• 그룹 삭제

주:

액세스 제어를 통해 파일에서 그룹 정보를 임포트하여 그룹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그룹 정보를 익스포트할 수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또는 createGroups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그룹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1장
액세스 제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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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생성

서비스 관리자만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와 다른 그룹은 한 그룹의 멤버일 수 있습니다.

주:

마이그레이션 또는 createGroups EPM Automate 명령을 통해 파일에서 그룹 정보를
임포트하여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그룹 관리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3. 그룹 생성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a. 이름에 고유한 그룹 이름(최대 256자)을 입력합니다. 그룹 이름에는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EPM Cloud에서는 사전 정의된 역할 이름(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또는
플래너 및 조회자)과 이름이 동일한 그룹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그룹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선택 사항: 그룹을 추가하여 중첩된 그룹을 생성합니다.

a. 사용가능한 그룹에서 그룹을 검색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그룹이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그룹 이름 값으로
정렬됩니다.

b. 사용 가능한 그룹에서 새 그룹의 멤버 그룹을 선택합니다.

c. 이동을 누릅니다.

선택한 그룹이 지정된 그룹 아래에 나열됩니다. 지정된 그룹을 제거하려면 지정된
그룹에서 제거할 그룹을 선택하고 제거를 누릅니다.

5. 선택사항: EPM Cloud 사용자를 그룹의 멤버로 추가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만 그룹 멤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a. 사용자를 누릅니다.

b. 사용가능한 사용자에서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가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됩니다.

c. 사용 가능한 사용자에서 그룹에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d. 이동을 누릅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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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수정

서비스 관리자는 그룹 이름을 포함하여 그룹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을
바꾸는 경우 그룹에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역할 및 기타 보안 지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룹을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선택사항: 그룹 관리에서 수정할 그룹을 찾습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그룹이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그룹 이름 값으로
정렬됩니다.

주:

그룹 이름에는 최대 71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가능 그룹 열에
표시된 목록에는 처음 34자만 나타납니다.

3. 수정할 그룹 행에서 (작업)을 누르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그룹 이름을 수정합니다. 그룹 이름을 변경해도 그룹을 사용하여 수행된 보안
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다음과 같이 그룹 지정을 수정합니다.

a. 선택 사항: 중첩된 그룹을 추가합니다.

• 사용가능한 그룹에서 그룹을 검색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그룹이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그룹 이름
값으로 정렬됩니다.

• 사용 가능한 그룹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이동을 누릅니다.

선택한 그룹이 지정된 그룹 목록에 나열됩니다.

b. 선택 사항: 중첩된 그룹을 제거합니다.

• 지정된 그룹에서 제거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 제거를 누릅니다.

6. 다음과 같이 사용자 지정을 수정합니다.

a. 사용자를 누릅니다.

b. 선택 사항: 사용자를 그룹에 추가합니다.

• 사용가능한 사용자에서 그룹 멤버로 지정할 수 있는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가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됩니다.

• 사용 가능한 사용자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이동을 누릅니다.

선택한 사용자가 지정된 사용자 목록에 나열됩니다.

c. 선택 사항: 그룹에서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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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사용자에서 제거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제거를 누릅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그룹 삭제

그룹을 삭제해도 그룹 멤버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룹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선택사항: 그룹 관리에서 삭제할 그룹을 검색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그룹이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그룹 이름 값으로 정렬됩니다.

3. 삭제할 그룹 행에서 (작업)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4. 예를 눌러 삭제 작업을 확인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파일에서 사용자의 그룹 지정 임포트
서비스 관리자는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에서 사용자 그룹 지정을 임포트하여 기존 액세스
제어 그룹에 새 지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새 그룹 지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레벨 및 아티팩트 레벨 보안 지정을 적용합니다.

주:

임포트 파일에서 확인된 모든 사용자 로그인이 ID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파일에
포함된 모든 그룹 이름이 액세스 제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임포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그룹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새 그룹 지정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현재 그룹 지정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임포트 CSV 파일 형식은 다음 그림과 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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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은 CSV 버전의 사용자 그룹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이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임포트
프로세스는 사용자 로그인 및 그룹 이외의 모든 열을 무시합니다. 임포트 파일을 쉽게
생성하는 방법은 현재 사용자 그룹 보고서를 익스포트한 다음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그룹 보고서 보기 및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그룹 지정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 그룹 보고서를 누릅니다.

3. CSV에서 임포트를 누릅니다.

4. 사용자 그룹 지정 CSV 임포트에서 찾아보기를 사용하여 임포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5. 임포트를 누릅니다.

6. 예를 누릅니다.

임포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처리된 지정의 총수와 상태를 확인하는 확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한 사용자를 여러 그룹에 지정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는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유지관리되는 여러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용자를 여러 그룹에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주:

사용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대 1,000개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 관리를 누릅니다.

3. 그룹에 지정할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가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됩니다.

4. 사용자 목록 행에서 (작업)을 누른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현재 그룹 멤버십(지정된 그룹)을 포함하여 자세한 사용자 정보가 나열된 사용자 편집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그룹 지정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에게 지정할 그룹을 찾습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그룹이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그룹 이름 값으로
정렬됩니다.

6. 다음 작업을 완료합니다.

• 사용자에게 추가 그룹을 지정하려면 사용가능 그룹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이동)을 눌러 선택한 그룹을 지정된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모두 이동)을
눌러 사용가능 그룹의 모든 그룹을 지정된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1장
한 사용자를 여러 그룹에 지정

1-6



• 사용자에게 지정된 그룹을 제거하려면 지정된 그룹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제
거)을 눌러 선택한 그룹을 사용가능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모두 제거)을 눌러
지정된 그룹의 모든 그룹을 사용가능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검색 사용
사용자 및 그룹 아티팩트의 지능형 검색은 액세스 제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사용자 속성(사용자 이름, 이름, 성 또는 전자메일 ID) 중 하나, 그룹 이름 또는 역할 이름의
문자열을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을 찾습니다. 검색 문자열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st 문자열을 사용하여 그룹을 검색하면 st 문자열이 포함된 모든 그룹

이름(예: TestGroup, Strategic_Planner, AnalystsGroup 등)이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jd
문자열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검색하면 사용자 이름, 이름, 성 또는 전자메일 주소에 jd 문자열이

포함된 사용자가 나열됩니다.

주:

일부 액세스 제어 화면(예: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역할 지정 보고서, 사용자 그룹
보고서)에서는 검색 선택을 제공합니다.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사용자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예: 사용자 관리)에 액세스합니다.

2. 검색 필드에 사용자 속성(사용자 이름, 이름, 성 또는 전자메일 ID)의 부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3.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에는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의 사용가능한 모든 등록정보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됩니다.

그룹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그룹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예: 그룹 관리)에 액세스합니다.

• 검색 필드에 그룹 이름의 부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에는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그룹의 이름 및 설명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그룹 이름 값으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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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지정 보고서의 해당 역할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역할 지정 보고서 탭에 액세스합니다.

• 검색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 검색 필드에 검색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에는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의 사용가능한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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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역할 지정 관리

Related Topics

•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개요

•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Account Reconciliation

• Data Management 역할
기본적으로 서비스 관리자와 파워 유저만 Data Management에 액세스하여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 그룹 또는 사용자에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개요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역할(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사전 정의된 역할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조회자)은 계층적이며, 상위 역할이 하위
역할에 포함된 권한을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역할은 조회자 역할을 통해 부여된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사용자 역할은 사용자, 조회자를
통해 부여된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강화할 수만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룹을 생성하고 EPM Cloud 사용자 또는 다른 그룹을 멤버로 추가

• 그룹 멤버 추가 또는 삭제

• 그룹 또는 사용자 자신을 포함한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 그룹의 멤버인 사용자 목록 표시

전체 액세스 권한은 사전 정의된 역할을 통해 제어되지만, 서비스 관리자가 액세스 제어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사용자 및 그룹에 애플리케이션별 역할 및 데이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고급 사용자 및 서비스 관리자에게만 부여되는 승인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액세스 제어에서 서비스 관리자는 사용자가 승인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관리자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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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 Account Reconciliation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Narrative Reporting 등의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모범 사례

권장되는 모범 사례는 적합한 최저 레벨 역할을 지정한 후 필요에 따라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 정의된 역할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 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조회자에게 준비자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추가합니다.

• 보고서 디자인 작업만 하고 나머지 애플리케이션 기능은 작업하지 않는 보고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조회자 역할을 제공하고 보고서 관리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유형 관리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고급 사용자가 알림 유형을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Note:

권한 부여는 추가만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이 보유한 권한에
추가할 수 있지만 사전 정의된 역할에 자동으로 부여된 권한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EPM Cloud 사용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속한 환경과 연계된 ID 도메인에서 EPM Cloud 사용자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애플리케이션 레벨 역할을 지정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 정보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및 역할 관리 정보

•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

•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사전 정의된 역할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사전 정의된 역할

• Tax Reporting 사전 정의된 역할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사전 정의된 역할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사전 정의된 역할

• Account Reconciliation 사전 정의된 역할

• Enterprise Data Management 사전 정의된 역할

•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사전 정의된 역할

• Narrative Reporting 사전 정의된 역할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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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s Planning 사전 정의된 역할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Planning, Planning 모듈, FreeForm,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일부 사전 정의된 역할에 적용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지정된 사전 정의된 역할에서 받은 기능 외에 일부 기능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서비스 관리자와
파워 유저만 Data Management에 액세스하여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이 사용자 또는 조회자인 사용자가 통합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비스 관리자가 Data Management 역할(통합 생성, 통합 실행 및 드릴스루)을 지정해야 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에서 EPM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역할 매핑을 참조하여 사전 정의된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공통 플랫폼 역할

Note:

승인 기반 역할은 FreeForm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 관리자

수동으로 프로세스 소유권을 확보하여 승인 이슈를 해결합니다. 승인 소유권 지정자, 승인 프로세스
디자이너 및 승인 수퍼바이저 역할을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할은 지역의 승인 프로세스를 제어해야 하지만 서비스 관리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 담당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지정됩니다.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 프로세스 제어

•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Planning 단위에 대한 작업 수행

• 담당할 조직의 소유자와 검토자 임명

• 보조 차원 변경 또는 검증 규칙 업데이트

승인 소유권 지정자

사용자에게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계획 단위 계층의 멤버에 대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소유자 지정

• 검토자 지정

• 통지할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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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프로세스 디자이너

승인 소유권 지정자 역할을 포함합니다. 또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계획 단위 계층의
멤버에 대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사용자에게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엔티티의 멤버 및 보조 차원 변경

• 계획 단위 계층에 대한 버전 지정 및 시나리오 변경

•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이 있는 데이터 양식의 데이터 검증 규칙 편집

승인 수퍼바이저

계획 단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계획 단위
계층의 멤버에 대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 사용자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계획 단위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획 단위 중지 및 시작

• 계획 단위에 대한 작업 수행

임시 그리드 생성자

임시 그리드를 생성, 보기, 수정 및 저장합니다.

임시 사용자

임시 그리드를 보거나 수정하고 임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임시 사용자는 임시 그리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임시 읽기 전용 사용자

모든 임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임시 그리드에 쓰기
되돌림하거나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Calculation Manager 관리자

Calculation Manager를 관리합니다.

대량 지정

양식 그리드 내에서 대량 할당 규칙을 실행합니다.

태스크 관리자 역할

Note:

태스크 관리자 기반 역할은 FreeForm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 승인자

태스크 관리자에서 태스크의 승인자가 될 수 있음

태스크 관리자 - 지정 대상자

태스크 관리자에서 태스크의 지정 대상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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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관리자 - 아티팩트 관리

모든 태스크 관리자 아티팩트 관리(예: 경보, 통화, 조직)

태스크 관리자 - 대시보드 관리

대시보드 구성

태스크 관리자 - 공용 필터 및 목록 관리

모두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필터 및 목록 게시

태스크 관리자 - 보고서 관리

사용자정의 보고서 설계

태스크 관리자 - 시스템 서비스 및 설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스템 서비스 및 시스템 설정 정의

태스크 관리자 - 태스크 관리

태스크, 템플리트, 스케줄 설계 및 관리

태스크 관리자 - 사용자 및 팀 관리

사용자 및 팀 관리

태스크 관리자 - 감사 보기

감사 내역 정보 보기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

달리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공통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사전 정의된 역할인 서비스
관리자에 매핑됩니다. 이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역할에서 액세스 가능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관리자에만 매핑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입니다.

• 임시 읽기 전용 사용자

• 승인 프로세스 디자이너

• 태스크 관리자 대시보드 관리

• 태스크 관리자 아티팩트 관리

• 태스크 관리자 시스템 서비스 및 설정 관리

•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 관리

• 태스크 관리자 감사 보기

다음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서비스 관리자 이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매핑됩니다.

Table 2-1    서비스 관리자 이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

애플리케이션 역할 다음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

임시 그리드 생성자 고급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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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nt.) 서비스 관리자 이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

애플리케이션 역할 다음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

임시 사용자 사용자

승인 소유권 지정자 고급 사용자

승인 수퍼바이저 고급 사용자

통합 생성 고급 사용자

드릴스루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통합 실행 고급 사용자

태스크 목록 액세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태스크 관리자 - 승인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태스크 관리자 - 지정 대상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태스크 관리자 - 태스크 관리 고급 사용자

태스크 관리자 - 사용자 및 팀 관리 고급 사용자

태스크 관리자 - 공용 필터 및 목록 관리 고급 사용자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Related Topics

• 애플리케이션 역할

•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

애플리케이션 역할

다음 역할은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관리자는 사전 정의된 역할을 통해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그리드 생성자

임시 그리드를 생성, 보기, 수정 및 저장합니다.

임시 읽기 전용 사용자

모든 임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임시 그리드에 쓰기
되돌림하거나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임시 사용자

임시 그리드를 보거나 수정하고 임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임시 사용자는 임시 그리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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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데이터 지우기

POV를 제거하지 않고 계산 제어 페이지의 POV에서 데이터를 지웁니다.

POV 데이터 복사

계산 제어 페이지에서 POV 간에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규칙 생성/편집

디자이너 페이지에서 할당 규칙, 사용자정의 계산 규칙 또는 규칙 세트를 생성하거나 편집합니다.

통합 생성

소스와 타겟 시스템 간 데이터를 통합하도록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매핑을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다양한 런타임 옵션으로 데이터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델 생성

모델링 페이지에서 새 모델을 생성합니다.

POV 생성

계산 제어 페이지에서 새 POV를 생성합니다.

수익 곡선 생성

인텔리전스 클러스터의 수익 곡선 탭에서 수익 곡선을 생성합니다.

계산 내역 삭제

계산 분석 페이지에서 완료된 계산의 선택한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계산 내역을 삭제해도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실행된 계산의 기록된 인스턴스만 삭제됩니다.

모델 삭제

모델링 페이지에서 모델을 삭제합니다. 모델을 삭제하면 모델의 모든 규칙도 삭제됩니다.

POV 삭제

계산 제어 페이지에서 POV를 삭제합니다. POV를 삭제하면 연계된 데이터와 해당 POV의 계산
내역 페이지도 삭제됩니다. 계산 제어 페이지에서도 POV가 제거됩니다.

규칙 삭제

디자이너 페이지에서 할당 규칙, 사용자정의 계산 규칙 또는 규칙 세트를 삭제합니다.

드릴스루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로 드릴스루

POV 상태 편집

계산 제어 페이지의 POV 편집 대화상자에서 POV 상태를 변경합니다. 사용가능한 POV 상태는
초안, 게시됨, 아카이브됨입니다.

수익 곡선 편집

인텔리전스 클러스터의 수익 곡선 탭에서 수익 곡선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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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대량 편집

디자이너 페이지의 대량 편집 탭에 액세스하여 여러 규칙을 한 번에 편집합니다.

계산 실행

계산 제어 페이지에서 모델을 계산합니다.

통합 실행

Data Management에서 런타임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규칙을 실행하고 실행 로그를
봅니다.

수익 곡선 실행

인텔리전스 클러스터의 수익 곡선 탭에서 수익 곡선을 실행합니다.

규칙 잔액조정 실행

규칙 잔액조정 보고서를 보고 각 규칙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추적 할당 실행

인텔리전스 클러스터의 추적 할당 탭에서 할당 금액을 추적합니다.

검증 실행

모델 검증 페이지에서 모델을 검증합니다.

계산 내역 보기

계산 분석 페이지에서 완료된 계산을 봅니다.

모델 보기

디자이너 페이지에서 모델 및 연계된 규칙을 봅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

각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활동 목록은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서비스 관리자 사전 정의된 역할에 매핑됩니다. 이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역할에서 액세스 가능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관리자에만 매핑되는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역할입니다.

• 임시 읽기 전용 사용자

• 모델 삭제

• POV 삭제

• POV 상태 편집

다음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서비스 관리자
이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매핑됩니다.

Chapter 2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2-8



Table 2-2    서비스 관리자 이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

애플리케이션 역할 다음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

임시 그리드 생성자 고급 사용자

임시 사용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POV 데이터 지우기 고급 사용자

POV 데이터 복사 고급 사용자

규칙 생성/편집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통합 생성 고급 사용자

모델 생성 고급 사용자

POV 생성 고급 사용자

수익 곡선 생성 고급 사용자

계산 내역 삭제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규칙 삭제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드릴스루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수익 곡선 편집 고급 사용자

규칙 대량 편집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계산 실행 고급 사용자

통합 실행 고급 사용자

수익 곡선 실행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 조회자

규칙 잔액조정 실행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추적 할당 실행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 조회자

검증 실행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계산 내역 보기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모델 보기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 조회자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Related Topics

• 애플리케이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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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

애플리케이션 역할

해당 역할은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만
적용됩니다.

• 사전 정의된 역할에 이미 매핑된 애플리케이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에서 "EPM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역할 매핑"을 참조하여 사전 정의된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생성자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사용자에게는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권한이 지정됩니다. 이
사용자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뷰의 뷰 소유자로도 지정됩니다.

감사자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의 데이터에 대한 변경 요청 및 트랜잭션 내역
같은 감사 관련 정보를 봅니다.

뷰 생성자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뷰를 생성합니다. 뷰를
생성하는 사용자에게 뷰에 대한 뷰 소유자 권한이 지정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

각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활동
목록은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서비스 관리자 사전 정의된 역할에 매핑됩니다. 이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역할에서 액세스 가능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관리자에만 매핑되는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역할입니다.

• 애플리케이션 생성자

• 감사자

• 뷰 생성자

Account Reconciliation
Related Topics

• 애플리케이션 역할

•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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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역할

서비스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전 정의된 역할을 통해 받은 권리 이외의 기능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정의된 역할에 보고서
관리 권한이 없는 다른 사용자에게 보고서 관리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역할은 Account Reconciliation에만 적용됩니다.

Table 2-3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 및 기능 영역 목록

애플리케이션 역할 Account Reconciliation의 기능 영역

알림 유형 관리 애플리케이션/구성/알림 유형

공지사항 관리 툴/공지사항

데이터 로드 관리 • 애플리케이션/구성/데이터 로드

• 애플리케이션/개요/데이터 로드

• 애플리케이션/기간/자동 조정

• 애플리케이션/기간/데이터 임포트

조직 관리 애플리케이션/구성/조직

기간 관리 • 애플리케이션/구성/기간

• 애플리케이션/기간/행 작업/누락된 조정 확인

• 애플리케이션/기간/행 작업/조정 생성

• 애플리케이션/기간/행 작업/환율 임포트 대상

• 애플리케이션/기간/상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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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nt.)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 및 기능 영역 목록

애플리케이션 역할 Account Reconciliation의 기능 영역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 애플리케이션/구성/속성

• 애플리케이션/개요/재지정 요청

• 프로파일 목록/(프로파일 목록의 다음 작업)
– 사용자 추가/설정

– 복사

– 조정 생성

– 삭제

– 편집

– 임포트

– 새로 작성

– 붙여넣기

– 사용자 제거

– 속성 설정

• 조정 목록/(조정 목록의 다음 작업)
– 사용자 추가/설정

– 조정 편집

– 속성 임포트

–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 사용자 제거

– 규칙 실행

– 속성 설정

• 조정/조정 잔액/프로파일 편집

• 조정/조정 잔액/조정 편집

참고: 사용자에게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권한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해 보안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통화 관리 애플리케이션/구성/통화

조정 공용 필터 및 목록 관리 • 애플리케이션/구성/필터/게시

• 애플리케이션/구성/목록/게시

조정 보고서 관리 애플리케이션/보고서 구성

조정 팀 관리 툴/액세스 제어/팀 관리

조정 사용자 관리 • 툴/액세스 제어/팀 관리/사용자

• 툴/액세스 제어/사용자 관리

조정 설명자 • 프로파일/설명자로 지정 가능

• 조정/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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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nt.)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 및 기능 영역 목록

애플리케이션 역할 Account Reconciliation의 기능 영역

조정 준비자 • 조정 목록/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다른 사용자가 조정 목록을 볼 수 있지만 준비자만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파일/준비자로 지정 가능

• 프로파일/재지정 요청

기본적으로 작성자는 프로파일 카드를 볼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

카드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서비스 관리자가 시스템

설정으로 이동하여 재지정 요청을 선택하고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조정

프로파일을 재지정하도록 허용 설정을 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자가

프로파일을 열고 재지정 요청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파일의 작성자 ID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목록(다음 작업)
– 첨부파일 추가

– 사전 매핑된 데이터 임포트

– 조정 업데이트(제출, 클레임, 릴리스)

조정 검토자 • 프로파일/검토자로 지정 가능

• 프로파일/재지정 요청

기본적으로 검토자는 프로파일 카드를 볼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

카드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서비스 관리자가 시스템

설정으로 이동하여 재지정 요청을 선택하고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조정

프로파일을 재지정하도록 허용 설정을 켜면 됩니다. 그러면 검토자가

프로파일을 열고 재지정 요청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파일의 검토자 ID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목록/첨부파일 추가

• 조정 업데이트(승인, 거부, 클레임, 릴리스)

조정 작업 보기 애플리케이션/작업/조정 준수

조정 프로파일 보기 애플리케이션/프로파일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보고 재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면

서비스 관리자가 시스템 설정으로 이동하여 재지정 요청을 선택하고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조정 프로파일을 재지정하도록 허용 설정을 켜면

됩니다.

감사 보기 툴/감사

Note: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에게 감사 보기 역할을

부여하면 해당 사용자는 모든 감사

세부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안 범위 이외의 조정에 대해 조정

작업 대화상자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 보기 애플리케이션/기간

지정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역할

다음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서비스 관리자 사전 정의된 역할에 제공되어 있으나 지정할 수 없으므로
역할 지정 대화상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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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 관리

• 형식 관리 (표준 및 사용자정의 형식 포함)

• 마이그레이션 관리

• 보안 관리

• 보안 보기

• 시스템 관리

• 대시보드 관리

• 설정 관리

Note:

다음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목록에 표시되지만 Account Reconciliation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역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 Calculation Manager 관리자

• 통합 생성

• 드릴스루

• 통합 실행

사전 정의된 역할 매핑

각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Account Reconciliation 활동 목록은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서비스 관리자 사전 정의된 역할에
매핑됩니다. 이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역할에서 액세스 가능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관리자에만 매핑되는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입니다.

• 알림 유형 관리

• 공지사항 관리

• 데이터 로드 관리

• 조직 관리

• 기간 관리

• 조정 통화 관리

• 조정 공용 필터 및 목록 관리

• 조정 보고서 관리

• 감사 보기

다음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서비스 관리자 이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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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서비스 관리자 이외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

애플리케이션 역할 다음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

프로파일 및 조정 관리 고급 사용자

조정 팀 관리 고급 사용자

조정 사용자 관리 고급 사용자

조정 작업 보기 고급 사용자

기간 보기 고급 사용자

조정 설명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조정 준비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조정 검토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조정 프로파일 보기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Data Management 역할
기본적으로 서비스 관리자와 파워 유저만 Data Management에 액세스하여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뷰어 ID 도메인 역할이 있는 사용자가 통합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자가 Data Management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

해당 역할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작동합니다.

통합 생성

소스와 타겟 시스템 간 데이터를 통합하도록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매핑을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다양한 런타임 옵션으로 데이터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실행

Data Management에서 런타임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규칙을 실행하고 실행 로그를 봅니다.

드릴스루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로 드릴스루

그룹 또는 사용자에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서비스 관리자는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사전 정의된 역할이 있는 그룹 및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및 그룹에 지정된 사용자에 대한
내용은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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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비스 관리자는 자신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에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애플리케이션 역할 관리 탭을 누릅니다.

3. 사용자 또는 그룹을 찾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이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목록은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된 후 그룹 이름 값(그룹 검색의 경우)으로 정렬됩니다.

4. 사용자 또는 그룹의 (작업)을 누르고 역할 관리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또는 그룹에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하려면 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역할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알아보려면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Planning, Planning 모듈, 무형식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역할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역할

•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역할

• Account Reconciliation 애플리케이션 역할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Narrative Reporting 등의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6.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 취소하려면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역할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
제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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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클릭하여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역할 지정을 완료합니다.

8. 확인을 다시 눌러 애플리케이션 역할 관리 탭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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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생성

이러한 보고서를 사용하여 역할 지정을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역할 지정 보고서 생성

• 환경에 대한 역할 지정 보고서 보기

•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보기

• 사용자 그룹 보고서 보기 및 익스포트

보고서에 표시되는 보고서 생성 시간은 브라우저 시간대(로컬 시스템 시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간을
반영합니다.

보고서의 CSV 버전 정보

보고서를 익스포트하여 보고서의 CSV(쉼표로 구분된 값) 버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CSV 버전에는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 수 외에도 다음 사항이 나열됩니다.

• 각 사용자에게 지정된 사전 정의된 역할이 나열됩니다. 사용자에게 지정된 각각의 사전 정의된
역할이 별도의 행에 표시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나열되지
않습니다.

• 직접 또는 그룹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나열됩니다. 사용자에게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역할마다 별도의 행에 표시됩니다.

• 그룹에 역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정된 그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현재 보고서 뷰의 정보만 CSV로 익스포트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역할 지정만
표시하도록 보고서를 필터링하는 경우 익스포트된 CSV 파일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지정만
포함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역할 지정 보고서 생성
서비스 관리자는 역할 지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그룹에 지정된 사전 정의된 역할과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검토합니다. 그룹이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속한 그룹이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를 사용하여 준수 보고를 위한
사용자 액세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역할 지정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애플리케이션 역할 관리 탭을 누릅니다.

3. 사용자 또는 그룹을 찾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이 나열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된 후 그룹 이름(그룹 검색의 경우)으로 정렬됩니다.

4.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을 누른 다음 역할 지정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CSV로 익스포트를 눌러 보고서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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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역할 지정 보고서 보기
서비스 관리자는 역할 지정 보고서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 및
애플리케이션 레벨 역할을 통해 지정된 액세스 권한을 검토합니다. 보고서에는 사전 정의된
역할(굵은 글꼴)과 사용자에게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역할(보통 글꼴)이 나열됩니다.

상속된 역할과 상속에 대한 정보도 사용자마다 한 행씩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John
Doe가 User라는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되고 User는 Approvals Administrator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역할이 지정된 example 그룹의 멤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역할 지정 보고서에 John Doe에 대한 역할 지정 정보의 일부로 다음 사항이

표시됩니다.

Approvals Administrator (example->User)

OCI(Gen 2) 환경에서 사전 정의된 역할이 IDCS 그룹에 지정된 경우, 역할 지정 보고서에
해당 그룹의 모든 사용자에게 직접 지정된 해당 사전 정의된 역할이 표시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역할 또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역할의 구성요소
역할은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부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provisionReport EPM Automate 명령을 사용하여 클래식 버전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el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열거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CSV 파일로
역할 지정 보고서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CSV 형식의 역할 지정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역할 지정에 한 행을 사용합니다.
 

 

역할 지정 보고서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역할 지정 보고서를 누릅니다.

역할 지정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3. 선택사항: 보고서를 필터링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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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용자에 대한 역할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부분 검색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특정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 드롭다운 목록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부분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주:

사용자가 많은 역할에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역할에 대해 보고서를
필터링해도 해당 사용자의 모든 역할이 보고서에 나열됩니다.

역할 지정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된 후 역할
아래의 애플리케이션 역할(역할별 검색의 경우)로 정렬됩니다. 사전 정의된 역할은 굵은 글꼴로
표시되고 애플리케이션 역할은 보통 글꼴입니다.

4. 선택사항: CSV로 익스포트를 눌러 보고서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현재 표시된
보고서의 정보만 CSV로 익스포트됩니다.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보기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환경에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컴퓨터의 IP 주소와 사용자가 환경에 액세스한 날짜 및 시간
(UTC)이 나열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나 최근 30일, 최근 90일, 최근 120일에 대해 이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성 또는 사용자 ID의 부분 문자열을 검색 문자열로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도록 보고서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는 최근 120일 동안의 사용자
로그인 감사 내역만 유지관리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재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를 누릅니다.

마지막 날 동안 환경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모두 나열된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3. 최근 1일, 최근 30일, 최근 90일 또는 최근 120일 중 보고서를 생성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를 지정하려면 날짜 범위를 선택하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보고서에 포함시킬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액세스 날짜 및 시간 값으로
정렬됩니다.

5. 선택사항: CSV로 익스포트를 눌러 표시된 보고서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6. 보고서를 닫으려면 취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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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보고서 보기 및 익스포트
사용자 그룹 보고서에는 액세스 제어의 그룹에 지정된 사용자의 직접 또는 간접 멤버십이
나열됩니다.

그룹에 지정된 사용자는 그룹의 직접 멤버로 간주됩니다. 다른 그룹의 1차 하위인 그룹에
지정된 사용자는 간접 멤버로 간주됩니다. 그룹에 지정된 각 사용자에 대해 로그인 ID, 이름
및 성, 전자메일 ID, 사용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된 그룹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 등의
정보가 보고서에 나열됩니다. 직접 그룹은 굵은 글꼴로 표시되고 간접 그룹은 보통
글꼴입니다. 보고서의 CSV 버전에는 예 또는 아니요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그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주:

이 보고서는 Account Reconciliation 및 Narrative Reporting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그룹 보고서를 재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제어를 엽니다. 액세스 제어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 그룹 보고서를 누릅니다.

3. 선택사항: 보고서를 필터링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검색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그룹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사용자 로그인 값으로
정렬됩니다.

4. 선택사항: CSV로 익스포트를 눌러 보고서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5. 보고서를 닫으려면 취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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