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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통합

Data Integration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통합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바쁜 관리자와 사용자용으로 디자인되었으므로 파일 기반 및 직접 통합
소스를 정의하고 소스 데이터를 필수 타겟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매핑 규칙을 생성하며 정기적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를 실행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합 태스크는 작업 방식을 지원하고
준수하는 탐색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주:

Data Integration은 레거시 Data Management를 바꾸지 않으며 레거시 기능의
서브세트로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추가 기능입니다. Data Integration은 Data
Management와 100퍼센트 패리티가 될 때까지 계속 향상됩니다.

Data Integration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개요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개요: Planning and Budgeting Cloud에서 Data Integration 사용.

필수 조건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은 Planning, Tax Reporting,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다음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리자

• 고급 사용자

• 사용자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Oracle Hyperion Public Sector Planning and Budgeting,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는 Data Integration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주:

Oracle Sales Planning Cloud는 데이터 통합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Data Integration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서비스 관리자라는 사전
정의된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로만 제한됩니다.

Data Management는 계속 완전히 지원되며, 네비게이터 메뉴의 메뉴 선택항목으로 제공됩니다.
데이터 통합과 Data Management 사이에서 통합 관련 활동은 양방향으로 진행되며 동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통합에서 차원을 매핑하면 저장된 매핑이 Data Management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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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은 Data Management와 함께 사용되어 소스 시스템 또는 타겟 애플리케이션
등록과 같은 설정 태스크를 완료해야 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는 고객은 EPM Integration Agent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데이터 통합 특별 고려사항/주목할 만한 문제

역할 Data Integration은 Planning 및 Planning
Modules, Tax Reporting,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FreeForm,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다음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에서는 Data
Integration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서비스

관리자라는 사전 정의된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로만 제한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을 포함한 사용자정의

역할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 -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으며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생성 - 통합 및 연계된 설정을 정의하고

통합을 실행합니다.
• 통합 실행 - 통합을 실행하고 매핑을 봅니다.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Public
Sector Planning and Budgeting 및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는 Data
Integration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서비스 Planning, Tax Reporting,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Account
Reconciliation, 무형식

연결 Data Integration의 연결 구성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소스에 대한 직접 연결 정보를 등록, 관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RP Cloud
• Oracle HCM Cloud
• Netsuite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Data Management 타겟

애플리케이션 옵션의 기존 기능을 공유하며 더욱

현대적인 모양과 느낌,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도록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 시스템과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통합의 기본 게이트웨이로 사용되므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름 지정됩니다.

임포트 형식 [고정 너비 - 숫자 데이터] 및 [고정 너비 - 모든

데이터 유형]을 비롯한 고정 길이 파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멤버 매핑 페이지 • 열 인덱스(열 이름)가 처리 순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매핑 스크립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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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데이터 통합 특별 고려사항/주목할 만한 문제

옵션 복수 기간 로드용 열 머리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 실행 스케줄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 통합의 경우 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릴리스 레벨이 동일해야
합니다.

데이터 통합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다음 용어 변경사항에 유의하십시오.

Data Management 이름 데이터 통합 이름

대상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형식 차원 매핑

데이터 로드 매핑 멤버 매핑

데이터 로드 규칙/데이터 로드 규칙 이름 통합

Data Integration에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용
Data Integration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모듈

• Planning

• 재무 통합 및 마감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배포(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변환하고 로드하는 경우 또는 기본 데이터 로드 기능 이상의 Data Integration 기능이
필요한 경우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로드에 필요한 형식이 아닌 소스
데이터 파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는 고객이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제품의 온-프레미스 버전에서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를 사용하는 고객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로 이동하는 Oracle Hyperion Financial Management 고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제품 간의 주요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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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는 양수 금액을 차변, 음수 금액을 대변으로
표시합니다.

• "계획 유형"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개념이 아닙니다.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사용자는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를
고유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산 데이터만 Oracle General
Ledger로 쓰기 되돌림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동기화는 Planning 또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데이터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는 임포트 형식의 소스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를 소스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예: Planning 모듈, Account Reconciliation, Planning,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를 타겟으로 사용하여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데이터를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파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차원의 경우 위치별로 소스 멤버마다 다른 대체 금액 및 비율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을 사용하면 통합 프로세스의 다양한 단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세부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사전 정의 차원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최대 두 개의 추가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차원은 계정 차원과 연결되며
계정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장된 차원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네 개의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멀티
GAAP 보고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세 개의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Data Integration에서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기간"을 데이터 파일의
열로 지원합니다. 단일 파일에 여러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각 데이터 행에
연도 및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차원 매핑에서 연도 및 기간의 소스 기간 행을
선택하므로 시스템에서 해당 열이 파일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타겟 시스템의 적절한
차원에 매핑합니다. EPM Cloud 또는 파일 기반 소스 시스템에 대해 여러 기간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 Data Integration에서는 분개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로 로드하는 명시적
로드 방법을 지원합니다. 분개는 "분개" 유형의 통합을 정의하여 로드합니다. Excel 및
텍스트 기반 분개 로드가 둘 다 지원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의 분개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로 로드을(를) 참조하십시오.

• 환율 데이터에 대한 드릴스루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포트 모드는 "추가" 및
"바꾸기"입니다.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명시적 매핑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차원 매핑에 대해 속성 열 ATTR2 및 ATTR3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Data Integration은 이러한 열을 사용하여 행의 올바른 기간 키를 결정합니다.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익스포트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합" -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단순히
로드 파일의 값을 기존 데이터에 추가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새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바꾸기" - 시스템에서 로드를 제출하기
전에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및 데이터 소스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먼저
삭제합니다. "축적" -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데이터와 함께 축적합니다.
"시험 실행" -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고 잘못된 레코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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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드 파일을 스캔합니다. 데이터 파일에 있는 각 고유 POV에 대해 로드 파일의 값이
애플리케이션의 값에 더해집니다.

• 통화를 수정할 때 엔티티 통화가 아닌 실제 통화에 대해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위치 옵션의 기준
통화 필드에서 통화를 설정합니다. 임포트 형식에 통화 행을 추가하여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Tax Reporting을 사용하는 고객

Tax Reporting으로 이동하는 Oracle Hyperion Tax Provision 고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 파일을 사용하여 잔액 데이터 또는 환율을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을 통해 데이터 및 환율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또한 Oracle Financials
Cloud의 잔액 데이터를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Oracle ERP Cloud로부터의 환율 로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Tax Reporting의 요약 계정 레벨에 데이터가 로드됩니다. 품목 세부정보는 Tax Reporting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금은 Tax Reporting에서 분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Data Integration에서는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로드 유형만 지원됩니다.

• Tax Reporting 웹 양식 또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동적으로 Tax Reporting에 링크됨)
에서 Data Integration으로의 드릴스루가 지원됩니다.

• Tax Reporting에 Data Integration에서 호출할 수 있는 URL이 포함된 경우에만 Data
Integration에서 Tax Reporting 웹 양식으로의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율 데이터에 대한 드릴스루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Data Integration에서 Tax Reporting으로 로드되는 데이터는 Data Integration의 차원에 따라
요약되며, 이 요약된 데이터는 Tax Reporting으로 로드됩니다. 계산 또는 통합 논리는 Tax
Reporting 내에서만 수행됩니다.

• Tax Reporting은 "YTD" 데이터만 지원하므로 로드된 경우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포트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합"(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있는 경우 시스템은 단순히 로드
파일의 값을 기존 데이터에 추가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새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바꾸기" - 시스템에서 로드를 제출하기 전에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및 데이터 소스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먼저 삭제합니다. "축적" -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데이터와 함께 축적합니다. "시험 실행" -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고 잘못된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 로드 파일을 스캔합니다. 데이터 파일에 있는 각
고유 POV에 대해 로드 파일의 값이 애플리케이션의 값에 더해집니다.

주:

바꾸기 모드에서는 특정 시나리오/연도/기간/엔티티/매핑된 데이터 소스의 첫번째
레코드가 표시되기 전에 수동으로 입력되었거나 이전에 로드되었거나 상관없이 해당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및 매핑된 데이터 소스의 전체 데이터 조합이
지워집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의 데이터가 있지만 1달만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연도를 지웁니다.

•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모든 엔티티를 통합해야 하는 경우 Data Integration에서
엔티티 그룹 확인 옵션을 사용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 확인 규칙 그룹 생성 참조).

• Tax Reporting의 "데이터 소유권" 기능은 이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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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기간 및 종료 기간에 따라 Data Integration 통합을 실행하는 EPM Automate
유틸리티의 rundatarule 명령을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 Data Integration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 데이터 이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Tax Reporting 데이터를 다른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이동하고
그 반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통화를 수정할 때 엔티티 통화가 아닌 실제 통화로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통합을 생성할
때 실용 통화 필드에서 통화를 설정합니다. 직접 통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임포트 형식에 통화 행을 추가하여 매핑할 수 있습니다.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 Tax Reporting에서 데이터 로드 주기를 작성하면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텍스트 파일 또는 (온-프레미스) 위치에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이 정의된 경우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파일을 익스포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Tax Reporting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을 사용하는 고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도록 Oracle Fusion Human Capital
Management의 인적 자원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기 회사 전략을 실행 계획으로 변환해야 하는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고객은 Human
Capital Management에서 전략적 데이터를 맞춤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는 통합 메커니즘입니다. 고객이 Human Capital Management데이터 모델의
사전 정의된 매핑을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의 타겟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필요에 따라
고객이 다른 매핑을 적용하여 이러한 통합을 사용자정의하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사용 고객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를 소스 및 타겟으로 지정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제품, 고객, 지역 또는 지사와 같은
비즈니스 세그먼트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수익 할당을 관리하는 분석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는 비용 분해와
소비 기반 원가 계산, 시나리오 재생을 통해 효과적인 계획 및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는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고객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을 소스 및 타겟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면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가 다음과
통합됩니다.

– EPM Cloud 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 Oracle ERP Cloud(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 제외)

– 예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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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suite

– Oracle Fusion Human Capital Management(사용자정의 추출만 해당)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Oracle Fusion
Cloud 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관리)와 통합되지 않습니다.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인스턴스에서 통합을 설정할 때 로컬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합니다. 별도의 인스턴스에서 추출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생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생성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은 생성 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고객은 EPM Cloud 및 Oracle ERP Cloud의
다른 인스턴스에 대한 소스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다.

•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맵과 스마트 푸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맵은 ASO(집계 저장영역) 큐브를 소스
큐브로 지원합니다.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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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통합 실행

데이터 통합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누르십시오.

2. (데이터 교환 아이콘)를 누른 다음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적으로 을 눌러 데이터 통합을 실행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이동해 나간 후 다시 돌아오려면 를 누르십시오.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 보기
서비스 관리자는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모든 통합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 보안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고급 사용자는 권한을 받은 위치에 지정된 통합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고급 사용자가 모든 통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설명

검색 필드에서 선택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통합 목록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File을 입력하면 이름 "File"이 이름, 위치,
소스 또는 타겟 필드에 표시되는 경우 모든 통합이

반환됩니다.

(정렬) 조건을 기반으로 통합 목록을 정렬합니다.
사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위치

• 소스

• 대상

• 최종 실행 날짜

• 결과

정렬 결과는 오름차순 (A에서 Z) 또는 내림차순

(Z에서 A)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통합 생성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통합을 추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통합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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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통합을 삭제합니다.
삭제할 통합을 선택하면 "<integration name>
통합을 삭제하면 차원 매핑, 멤버 매핑, 통합을

사용하여 로드된 데이터와 같은 관련 아티팩트가 모두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삭제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홈 페이지 새로고침

다음을 비롯한 주요 Data Integration 기능에 대한

빠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프로세스 세부정보

프로세스 세부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소스 시스템과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통합하고 비즈니스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입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의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 기간 매핑: 비즈니스 요구사항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달력(예: 매월, 매주 또는

매일)을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기간 매핑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 범주 매핑: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분류하고 타겟

시나리오 차원 멤버에 매핑할 수 있게 해주는 범주

매핑을 정의 및 관리합니다. 범주 매핑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에이전트, 쿼리 및 에이전트 다운로드 옵션(EPM

Integration Agent). EPM Integration Agent을
참조하십시오.

• 파일 브라우저: inbox, outbox,로 이동하여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통합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POV 기간을 선택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POV 기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브라우저 캐시를 기반으로 최종 사용 기간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다른 기간 옆에 다음 잠금 해제 아이콘이 표시되면

해당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장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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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데이터 통합 세부정보) 다음을 포함하여 각 통합의 세부정보를 표시합니다.
• 상태—각 통합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통합의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표시하려면 상태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 —통합이 실행되었습니다.

–  - 통합 실행에 실패했습니다.

–  - 새 통합입니다.

– —통합이 처리되었지만 경고가

표시됩니다.
• 데이터 통합 이름

• (데이터 통합) 위치

• 소스

• 대상

• 최종 실행 날짜

• 작업(…) -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로

이동합니다.
– 일반

– 차원 매핑

– 멤버 매핑

– 옵션

– 프로세스 세부정보

– 워크벤치

• (통합 실행)

기본 POV 기간 선택

매번 POV 기간을 선택하지 않고도 통합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POV 기간을 선택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POV 기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브라우저 캐시를 기반으로 최종 사용 기간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POV 기간 옵션은 Data Integration의 홈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장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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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기간 드롭다운 옆에 다음 잠금 해제 아이콘이 표시되면

다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의 시스템 설정에서 글로벌 POV 모드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글로벌
POV 기간이 기간의 기본값으로 설정되고 다른 기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의 시스템 레벨
프로파일 설정 참조). 이 경우 아래 표시된 대로 POV 기간 드롭다운 옆에 잠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통합 워크플로우에 대한 작업
데이터 통합 워크플로우 표시줄은 다음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태스크를 눌러 워크플로우 표시줄에서 태스크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일반 파일 기반 및 직접 통합 소스에

대한 통합을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데이터 통합 정의

차원 매핑 데이터 소스의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십시오.

차원 매핑

멤버 매핑 소스 필드 값이 타겟 차원 멤버로

변환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차원을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

2장
데이터 통합 워크플로우에 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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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옵션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옵션을 정의합니다. 또한 소스

필터와 비즈니스 규칙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태스크를 선택하여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의 모든 태스크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실행하여 일반 및 필터 기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소스에서 추출하고 타겟에 로드하려면

을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2장
데이터 통합 워크플로우에 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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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플리케이션 등록

통합을 정의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사용하여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로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간 프로세스
통합(Planning 및 Financial Reporting 간 애플리케이션 같은 클라우드 간 애플리케이션),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및 일반 데이터 소스 엔티티를 기존 EPM 포트폴리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표시, 무결성 및 확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가 표시되어 이 페이지에서 새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거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정의를 새로고칠 수 있습니다.

일반 페이지에서 소스 및 타겟을 선택하는 경우 Data Integration에서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드롭다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옵션은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각 행 옆에 있는 작업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다음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연계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원 보기

• 애플리케이션 옵션 변경

•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값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

• Oracle NetSuite 및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다시 초기화)

애플리케이션 옵션 실행

주: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수정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실행하려면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1



애플리케이션 탐색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등록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름

• 범주

• 유형

• 시스템 이름

표시 항목 오른쪽에 있는 을 눌러 알파벳순으로 위의 각 표시 항목을 순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설명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은 삭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면 해당

규칙이 모두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로 표시되고 임포트 형식 및
위치 생성 옵션을 포함한 모든 메타데이터 또는

통합 프로세스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존 통합이

모두 제거됩니다.

3장
애플리케이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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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이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모든 입력 큐브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이 필드에 Planning
또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같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한 접두어와

함께 표시됩니다.
EPM Cloud의 경우 개별 큐브를 등록하면 이
필드에 애플리케이션 이름, 큐브 이름이 접두어와

함께 표시됩니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필드에

사용자에게 친숙한 애플리케이션 검색 이름이

표시됩니다.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필드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접두어와 함께 표시됩니다.

범주 애플리케이션이 속한 클래스 또는 부문이

표시됩니다.
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EPM 로컬, 다음 포함

– 입력 큐브(BSO)
– 보고 큐브(ASO/Essbase)

• EPM Cloud, 다음 포함

– 입력 큐브

– 보고 큐브

• 데이터 소스, 다음 포함

– 데이터 소스

– Oracle Financials Cloud,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Oracle NetSuite 및 증분 파일

– SQL 쿼리 데이터 소스

•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포함하는 데이터 타겟

• 차원(메타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3장
애플리케이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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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유형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이 표시됩니다.
• EPM Local 및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 Oracle ERP Cloud
• Oracle HCM Cloud
• Oracle NetSuite
• Oracle ERP Cloud(미수금 트랜잭션)
•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 Peoplesoft GL 잔액

• Oracle ERP Cloud(시산표 평균)
• 증분 파일

• EBS GL 잔액

•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
• Oracle ERP Cloud(미지급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 EPM 차원

•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익스포트

시스템 이름 EPM Cloud에서 모든 입력 큐브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이 필드에 Planning 또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같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접두어 없이 표시됩니다.
EPM의 경우 개별 큐브를 등록하면 이 필드에

애플리케이션 Planning,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등의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표시됩니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필드에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이름이 표시됩니다.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필드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접두어 없이 표시됩니다.

작업 애플리케이션의 각 행 옆에 있는 작업 드롭다운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범주 및 유형과 연계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PM local, EPM Cloud 및 차원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및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 옵션 편집 및
기본 옵션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Local 애플리케이션 등록
기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예: Planning)의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 EPM Local 범주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EPM 로컬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며, 인스턴스당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Local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또는 보고 큐브 간에 동기화하거나 다양한
입력 큐브 간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장
EPM Local 애플리케이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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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고객이 Planning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Planning
고객이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온-
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외부 보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쓰기 되돌림할 수도 있습니다.

EPM Local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EPM Local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5. 큐브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소스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스 큐브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델 또는 계획 유형 간 데이터 플로우를 정의합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
원격 서비스가 포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예: Planning)를 사용하는 경우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등록하여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예: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와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이 경우 두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인스턴스 간 연결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EPM 고객이 클라우드 배포를 다음과 같은 기존 EPM 포트폴리오에 맞출 수
있습니다.:

3장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

3-5



• Planning

• Essbase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 Account Reconciliation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EPM Cloud를 선택합니다.

4. URL에서 서비스에 로그온하는 데 사용할 서비스 URL을 지정합니다.

5. 사용자 이름에서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6. 비밀번호에서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의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7. 도메인에서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ID 도메인은 서비스 인스턴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을 제어합니다. 인증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도 제어합니다. 서비스 인스턴스는 ID 도메인에
속합니다.

주: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도메인 이름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Data
Integration에는 고객이 서비스에 등록할 때 제공된 원래 도메인 이름이
필요합니다. 별칭 도메인 이름은 Data Integration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연결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데이터 소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용
데이터 소스는 Oracle NetSuite 또는 Oracle E-Business Suite(EBS) 등과 같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소스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일반 프레임워크에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범주입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Oracle ERP Cloud - General Ledger. General Ledger에서 실제 항목을 로드하고
예산 및 실제 조정 분개를 쓰기 되돌림합니다.

• Oracle ERP Cloud - Budgetary Control. 약정, 채무 및 지출을 로드하고 예산을 쓰기
되돌림합니다.

• Oracle ERP Cloud - 보조원장. 보조원장 트랜잭션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Oracle NetSuite - Oracle NetSuite에서 실제 항목 및 메타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 직원 속성, 급여, 기타 관련 직무 정보를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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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usiness Suite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General Ledger에서 실제 항목을
로드합니다.

• Oracle Peoplesoft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General Ledger에서 실제 항목을
로드합니다.

Oracle ERP Cloud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 등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과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 EPM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서 Oracle ERP Cloud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지정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하면
시스템에서 소스 Oracle ERP Cloud General Ledger 데이터를 EPM Cloud 시스템에 Essbase
큐브로 가져옵니다. 각 Essbase 애플리케이션은 소스 Oracle ERP Cloud General Ledger의 계정
차트 정의를 나타냅니다.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 소스로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5. 연결에서 Fusion을 선택합니다.

6. 애플리케이션 필터에서 로드에 사용할 필터를 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필터는 Oracle ERP Cloud에서 임포트할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애플리케이션 이름(예: Vision USA 또는 와일드카드 Vision%)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7. 애플리케이션 임포트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합니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등록

Oracle NetSuite를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등록한 후 Oracle NetSuite 저장된
검색을 임포트합니다. 임포트 중 시스템에서 Oracle NetSuite 저장된 검색 결과를 로드합니다.
임포트 후에는 Oracle NetSuite 소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으로 각 Oracle NetSuite 저장된
검색 결과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레코드가 생성됩니다.

Oracle NetSuite 연결을 정의하고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Netsui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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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에서 Netsuite를 선택합니다.

연결 단계에서 Oracle NetSuite에 연결하고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합니다. 나중에 접두어를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는 경우
드롭다운에서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 소스 시스템 및 연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uite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6. 애플리케이션에서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메타데이터 저장된 검색에는 저장된 검색 이름에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며, 데이터
저장된 검색에는 저장된 검색 이름에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7.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애플리케이션 임포트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합니다.

Oracle NetSuite 검색 결과가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등록됩니다.
시스템은 초기화 중에 Oracle NetSuite 소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에 있는
사용가능한 저장된 검색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검색 이름 ID 유형

PBCS 모든 게시 트랜잭션

마지막 기간

요약

PBCS 모든 게시 트랜잭션

마지막 기간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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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검색 이름 ID 유형

PBCS 모든 게시 트랜잭션

마지막 기간 - 시산표

시산표

PBCS - 트랜잭션 요약 customsearch_nspbcs_all_transactions_sum트랜잭션

PBCS - 트랜잭션 세부정보 customsearch_nspbcs_all_transactions_det트랜잭션

PBCS - 시산표 customsearch_nspbcs_trial_balance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손익계산서 트랜잭션 [.csv]

customsearch_pbcs_sync_is_csv 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대차대조표 트랜잭션 [.csv]

customsearch_pbcs_sync_bs_csv 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시작

잔액 [.csv]
customsearch_pbcs_sync_begbal_csv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손익계산서 트랜잭션

customsearch_nspbcs_sync_is 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대차대조표 트랜잭션

customsearch_nspbcs_sync_bs 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시작
잔액

customsearch_nspbcs_sync_begbal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연결
환율

customsearch_nspbcs_sync_fx 연결 환율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손익계산서 계정

customsearch_nspbcs_sync_acct_inc_stmt계정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대차대조표 계정

customsearch_nspbcs_sync_acct_bs계정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클래스

customsearch_nspbcs_sync_class 클래스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고객

customsearch_nspbcs_sync_cust 고객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부서

customsearch_nspbcs_sync_dept 부서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항목

customsearch_nspbcs_sync_item 항목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위치

customsearch_nspbcs_sync_loc 위치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프로젝트

customsearch_nspbcs_sync_prj 프로젝트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고객 프로젝트

customsearch_nspbcs_sync_cprj 프로젝트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자회사

customsearch_nspbcs_sync_sub 보조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공급업체

customsearch_nspbcs_sync_vend 공급업체

9.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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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록

증분 파일 어댑터 기능을 사용하면 소스 데이터 파일을 소스 데이터 파일의 이전 버전과
비교하고 새 레코드 또는 변경된 레코드를 확인한 다음 해당 데이터 세트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분 파일 어댑터 기능을 사용하려면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을 증분 파일 어댑터 데이터
소스로 등록합니다.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을 템플리트로 사용합니다. 실제 통합은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과 후속 파일 간에 파일 비교를 실행하는 통합 실행 프로세스에 지정된 파일에서
실행합니다. 그 후로 한 번, 두 번 또는 여러 번 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행 파일은 후속
로드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 소스에서는 차이점만 로드하므로 파일
임포트 중에 로드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머지 데이터 임포트 프로세스는 파일의 표준 데이터
로드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증분 파일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증분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파일에서 템플리트로 사용할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소스 데이터 파일은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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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데이터 파일에는 구분된 열을 설명하는 한 줄의 머리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숫자와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모두 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정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직접 데이터를 로드해야 하는 경우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온-프레미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쿼리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EPM Cloud로 로드합니다.

추출용으로 생성된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등록하려면 머리글 레코드가
하나인 샘플 데이터만 포함된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이나 SQL 쿼리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파일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어야 합니다.

주:

자세한 내용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추출을 참조하십시오.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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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5. 파일에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에는 머리글
레코드 1개와 샘플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글 행은 타겟 차원의 차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차원 이름에 대한 SQL
쿼리에 열 이름의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에서 비일반 원장 데이터를 추출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면 Oracle ERP Cloud 소스에서 미지급금, 미수금, 고정 자산, 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기 위해 Data Management에서 참조되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데이터 추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는 다음을 포함하여 Oracle ERP Cloud 소스에 대한 사전 패키지된
쿼리를 제공합니다.

• Oracle ERP Cloud(미지급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미수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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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ERP Cloud(시산표)

또한 BI Publisher 데이터 추출에 대한 사용자정의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ata Management의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 데이터 소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BI
Publisher에서 소스 CSV 파일을 임포트한 다음, 사용할 보고서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주:

Oracle ERP Cloud 통합을 수행하려면 모든 ERP 원장에 대한 권한 또는 사용자 역할과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유형 Oracle ERP Cloud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의 소스
시스템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는 연결 세부정보 지정
및 연결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

.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사전 패키지된 Oracle ERP Cloud 쿼리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Oracle ERP Cloud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racle ERP Cloud(미지급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미수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 평균)

• Oracle ERP Cloud(시산표)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사전 패키지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이 필드에서 선택한 사전
패키지된 Oracle ERP Cloud 쿼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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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 등록

사용자정의 쿼리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한 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CSV 형식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의 보고서에 대해 사용자정의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데이터를 EPM Cloud에 로드합니다. 이 경우 Data
Integration은 보고서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EPM Cloud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Data Integration의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 데이터 소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에서 소스 CSV 파일을 임포트한 후 사용할 보고서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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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racle ERP Cloud 통합을 수행하려면 Oracle ERP Cloud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모든 ERP 원장에 대한 권한 또는 사용자 역할과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RP Cloud 통합에 대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 .

시스템 유형 Oracle Financials Cloud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의
소스 시스템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는 연결 세부정보
지정 및 연결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

사용자정의 쿼리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정의 쿼리를 사용한 Oracle ERP Cloud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정의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를 선택합니다.

5.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와 연계된 CSV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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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Peoplesoft GL 잔액 애플리케이션 등록

사전에 초기 설정된 쿼리를 사용하여 Peoplesoft 소스에서 General Ledger 잔액을
임포트한 후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Peoplesoft General Ledger GL 데이터 소스에는 선택한 차트 필드
조합을 기반으로 원장 요약 및 상세 원장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EPM Cloud에서 온-프레미스 Peoplesoft 데이터로 직접 연결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Peoplesoft GL 잔액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Peoplesoft GL 잔액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Peoplesoft GL 잔액을 선택합니다.

5.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고
등록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의 [옵션] 탭에서 Peoplesoft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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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누릅니다.

E-Business Suite 애플리케이션 등록

사전 초기 설정된 쿼리를 사용하여 Oracle E-Business Suite 소스에서 General Ledger 잔액을
임포트한 다음,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EPM Integration Agent 설치 및 구성 참조).

이런 방법으로 EPM Cloud에서 온-프레미스 E-Business Suite 데이터로 직접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E-Business Suite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EBS GL 잔액을 선택합니다.

5.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고 등록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의 [옵션] 탭에서 E-Business Suite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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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누릅니다.

E-Business Suite 및 Peoplesoft 데이터 소스에 연결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를
사용하여 다음 소스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EBS GL 잔액

• Peoplesoft GL 잔액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E-Business Suite 또는 Peoplesoft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E-Business Suite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Business
Suite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Peoplesoft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oplesoft GL 잔액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E-Business Suite 또는 Peoplesoft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필터 탭을 선택합니다.

4. 옵션 탭을 누릅니다.

5. 구분자에서 파일에 사용된 구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구분자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쉼표(,)

•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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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NA)

• 세미콜론(;)

• 콜론(:)

• 세로 막대(|)

6. 인증서 저장소에서 연결에 사용되는 인증서 저장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저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 파일

클라우드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연결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파일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JDBC URL,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저장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name.cred이고, 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파일에는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river=oracle.jdbc.driver.OracleDriver
jdbcurl=jdbc:oracle:thin:@slc04aye.us.oracle.com:1523:fzer1213
username=apps
password=w+Sz+WjKpL8[

주:

두 인증서 저장소 유형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야 합니다.

유형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유형이 "파일" 저장소인 경우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7. Peoplesoft만 해당: JDBC 드라이버에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연결할 때
사용할 JDBC 드라이버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JDBC 드라이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 Oracle

JDBC 드라이버는 Java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JDBC 드라이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정보를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간에 쿼리 및 결과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보냅니다.

8. JDBC URL에서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사용하면 Java를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racle Thin JDBC 드라이버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oracle:thin:@host:port: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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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oracle:thin:@host:port/service
SQL Server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sqlserver://server:port;DatabaseName=dbname
9. 사용자 이름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10. 비밀번호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1. 가져오기 크기에서 쿼리에 대해 각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트립에서 가져올(드라이버로
처리할) 행 수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옵션] 탭의 PeopleSoft 연결 옵션을 보여 줍니다.

다음은 [옵션] 탭의 E-Business Suite 연결 옵션을 보여 줍니다.

12. 저장을 누릅니다.

온-프레미스 파일 등록

빠른 모드를 사용하여 EPM Integration Agent를 통해 파일을 로드하는 경우 온-프레미스
파일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이 유형의 어댑터를 사용하면 고객이 온-프레미스 파일
데이터 소스에서 EPM Cloud로 매우 큰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는 스테이지
및 처리 시 EPM Cloud 데이터베이스를 건너뛰므로 성능 병목 지점이 제거되고 로드
프로세스의 성능과 확장성이 향상되는 빠른 모드 방법을 확장합니다.

온-프레미스 파일 어댑터에는 연결 매개변수 또는 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드에는 임포트 형식에 사용되는 머리글이 있는 구분 파일이 필요합니다.

온-프레미스 파일 데이터 소스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파일 어댑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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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에서 온-프레미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파일에서 템플리트로 사용할 소스 데이터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소스 데이터 파일은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어야 합니다.

• 사용된 데이터 파일에는 구분된 열을 설명하는 한 줄의 머리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숫자와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모두 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초기화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초기화하면 소스 시스템이 원장, 계정 차트 등의 새 추가항목을
모두 가져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다시 초기화할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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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페이지의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5. 연결 드롭다운에서 데이터 소스와 연계된 연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애플리케이션 필터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에
애플리케이션 필터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7. Budgetary Control에서 애플리케이션을 Budgetary Control 데이터 소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8.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초기화합니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초기화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서 최신 회계 보고서를
추출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와의
통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다시 초기화할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페이지의 유형에서 Oracle NetSuite를 선택합니다.

5. 연결 드롭다운에서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연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초기화합니다.

차원 클래스 또는 차원 유형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등록

차원 클래스나 차원 유형만 포함하는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은 메타데이터를 로드하고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계정

• 엔티티

• 사용자정의

• 시나리오

• 버전

• 스마트 목록

차원 클래스 또는 차원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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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예에서는 KS_Vision 애플리케이션인 KS_Vision - 계정, KS_Vision - 사용자정의,
KS_Vision - 엔티티, KS_Vision - 시나리오, KS_Vision - 스마트 목록 및 KS_Vision - 버전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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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주: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 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주: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데이터 익스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의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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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에서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5.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소스 파일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파일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빠른 모드 통합을 위해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록

빠른 모드 통합에서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

빠른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빠른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주: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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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모드 통합에서 사용할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등록할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익스포트

• Oracle Autonomous Database로 데이터 익스포트

• EPM 데이터 파일

5.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소스 파일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EPM 데이터 파일 유형의 경우 파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파일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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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차원 세부정보 정의
애플리케이션 차원 페이지에는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의 차원 목록이 표시됩니다. 차원은 사용자가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범주화하는 구조입니다. 각 차원에는 차원 내에
그룹화된 관련 멤버의 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원은 고객,
제품 및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Planning에는 계정, 엔티티, 시나리오, 버전, 기간, 연도, 통화라는 7개의 표준 차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는 최대 25개의 사용자정의 차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원 세부정보는 애플리케이션 유형마다 다릅니다.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차원을 재분류하고 차원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원 세부정보를 정의하려면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3. 드릴 영역 생성 옵션을 선택하여 드릴 영역 데이터 슬라이스 정의에 차원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중 차원이 선택되면 시스템은 각 차원의 고유한 값 목록을 포함하여 데이터
슬라이스를 빌드합니다.

주:

드릴 영역은 데이터 양식 및 SmartView에서 드릴 아이콘이 사용으로 설정되는 셀을
정의합니다. 드릴 영역을 정의하려면 최소한의 차원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릴 영역에 많은 수의 차원이 포함되면 드릴 영역의 크기가 커지고 양식이 렌더링될
때마다 시스템 리소스를 소비합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나리오, 연도,
기간, 버전과 같은 작은 수의 멤버가 포함된 차원을 사용하여 드릴 영역을
정의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드릴 영역을
정의하는 데 데이터 소스만 사용합니다.

여러 차원으로 더욱 세분화된 드릴 영역을 정의하려면 Calculation Manager 드릴 영역
페이지를 사용하여 영역 정의를 편집합니다. iDescendants 같은 멤버 함수를 사용하여 개별
멤버가 아닌 영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탐색, 규칙 순으로 선택하여 드릴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등록정보를 누르고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한 후 큐브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릴스루 정의를 선택합니다. 지역 정의만 편집하고
XML 콘텐츠는 수정하지 마십시오. 드릴 영역을 수동으로 편집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옵션에서 드릴 영역 옵션을 아니요로 설정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의되지 않은 각 차원 이름에 대해 추가( )를 누르고 타겟 차원 클래스
드롭다운에서 타겟 차원 클래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차원 클래스는 차원 유형에 의해 정의되는 등록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 차원이 있으면 차원
클래스도 "기간"입니다. Essbase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계정, 시나리오 및 기간에 대한 차원
클래스를 적절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Oracle Hyperion Public Sector Planning and
Budget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직원, 직책, 작업 코드, 예산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차원
클래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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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테이블 열 이름은 차원 값이 저장되는 스테이지 테이블(TDATASEG) 열의
테이블 열 이름을 표시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열 이름은 정보 필드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매핑 순서에서 맵 처리 순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 1로 설정되고 "제품"이 2로 설정되고 "엔티티"가 3으로 설정된 경우
Data Integration은 계정, 제품, 엔티티 차원에 대한 매핑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7.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만 해당: 보기 순서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에 있는 각
열의 순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 1로 설정되고, "제품"이 2로 설정되고, "엔티티"가 3으로 설정된 경우
Data Integration은 "계정"을 첫번째로 표시하고, "제품"을 두번째로 표시하고, "엔티티"
를 세번째로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합은 "계정" 차원을 순서의 첫번째 열로 지정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Data Integration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차원 세부정보를 편집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필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차원 세부정보를 편집하십시오.

룩업 차원 추가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열을 사용하여 룩업 차원을 생성하고 지정할 수 있으며 매핑과
참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룩업 차원은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차원이 없는 Data Integration에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차원은 다른 열을 변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콘텐츠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멤버 매핑 기능과 함께 사용하여 여러 소스 세그먼트와 차트 필드를
상호 참조하고 타겟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룩업 차원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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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Hyperion Workforce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3. 추가( )를 누르고 타겟 차원 클래스 드롭다운에서 타겟 차원 클래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LOOKUP 차원 항목이 타겟 차원 클래스 드롭다운에 추가됩니다.

4. 차원 이름에서 룩업 차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대상 차원 클래스 이름이 "LOOKUP"인 룩업 차원이 차원 세부정보 목록에 추가됩니다. 룩업
차원을 소스로 사용하려면 임포트 형식에서 매핑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 정의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경우 로드 방법, 날짜 형식, 뱃치, 제거 옵션 등
날짜를 로드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타겟 옵션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4. 옵션을 선택한 다음, 필요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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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로드 방법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숫자—숫자 데이터만 로드합니다.

Planning 데이터 보안은 이 방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데이터와

드라이버 차원을 정의하고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ID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래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데이터 차원] 필드 및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드라이버 차원] 필드에서 데이터

로드 및 드라이버 차원을 정의합니다.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에서는 바꾸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유형 - 숫자,

텍스트, 스마트 목록, 날짜 데이터 유형을

로드합니다. Planning 관리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Planning 데이터 보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lanning 비관리자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Planning 데이터 보안이 적용됩니다.
Planning 비관리자 사용자는 500,000개
데이터 셀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뱃치 크기 한 번에 파일에서 메모리로 읽어 올 행 수를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주로 성능에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이 설정은 캐시에 저장되는

레코드 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이
지정되면 1,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5000이 지정되면

5,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하고

커밋합니다.
서버 메모리별로 이 설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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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드릴 영역 드릴 영역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드릴 스루 기능을

사용하여 드릴 가능 영역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 드릴 영역이 Planning
데이터에 로드됩니다.
시나리오별로 드릴 영역이 생성됩니다. 임의

큐브(Planning 큐브 또는 Planning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릴 영역의 이름은

FDMEE_<시나리오 멤버의 이름>입니다. 드릴

영역을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차원이

드릴에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로드에 선택된, 사용 설정된 차원 멤버는

드릴 영역 필터에 포함됩니다. 사용으로 설정한

차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버전, 연도

및 기간 차원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차원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후속

데이터 로드에서는 새로 사용하도록 설정된

차원 멤버를 고려합니다. 이전에 드릴 생성에

사용된, 드릴 영역에 포함되었던 차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 해당 차원

멤버가 후속 데이터 로드 중 삭제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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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요약에서 드릴 사용 예를 눌러 Planning 데이터 양식 또는

보고서의 요약 멤버에서 드릴 다운하고 숫자를

구성하는 자세한 소스 데이터를 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고 드릴 영역 생성 옵션을 예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로드하고 나면 요약

레벨에서 드릴 아이콘이 사용됩니다. 드릴은

차원의 하위 멤버 1000개로 제한됩니다.

주:

요약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 상위

멤버에서 드릴할 차원을 드릴 영역

정의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
차원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자동

드릴 영역 생성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다음 Calculation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드릴 영역을

유지관리합니다. 하위 등의

Essbase 멤버 함수를 사용하여

드릴 영역에 포함할 멤버를

열거합니다.
요약 드릴은 로컬 서비스

인스턴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 서비스 인스턴스 또는

하이브리드 배치 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요약 드릴을 지원하려면 드릴

쿼리에서 SQL의 WHERE 절에

연산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쿼리는 WHERE 회사 ~
엔티티~ 형식이어야 합니다. 하위

항목 수에 따라 적절한 조건(IN,
LIKE)이 결정됩니다.

데이터 파일 제거 파일 기반 데이터 로드에 성공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outbox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하고 파일을 보유하려면 슬라이더를 해제로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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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날짜 데이터의 날짜 형식 날짜 데이터 로드에 사용되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로케일 설정에 맞는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M/DD/YY 형식을 사용하여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동 증분 라인 항목에 대한 데이터 차원 Planning에서 지정한 데이터 차원과 일치하는

데이터 차원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는 증분

데이터 로드에 사용됩니다.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여 증분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증분 라인 항목에 대한 드라이버 차원 Planning에서 지정한 드라이버 차원과

일치하는 드라이버 차원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LINEITEM 태그를 사용하는 증분

데이터 로드에 사용됩니다.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여 증분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멤버 이름에 쉼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 이름에 쉼표가 포함되고 다음 서비스 중
하나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을 예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Planning 모듈

• Planning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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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워크플로우 모드 데이터 워크플로우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
테이블로 복사됩니다.
네 개의 워크벤치 프로세스가 모두

지원되고(임포트, 검증, 익스포트 및 확인)
데이터를 워크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릴다운이 지원됩니다.
전체 워크플로우 모드가 기본 모드입니다.

• 아카이브 없는 전체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 테이블로 복사됩니다.
네 개의 워크벤치 프로세스가 모두

지원됩니다(임포트, 검증, 익스포트 및
확인). 데이터는 임포트 단계가 완료된

후에만 워크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데이터가 TDATASEG에서 삭제됩니다.
드릴다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순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_T
테이블에서 직접 익스포트됩니다.
모든 데이터 로드에는 임포트 및 익스포트

단계가 둘 다 포함됩니다.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으며 매핑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로드가 실패합니다.
맵은 TDATAMAPSEG에 아카이브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워크벤치에서 볼 수 없습니다.
드릴다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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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 사용 관리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데이터

검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입력 양식의

모든 데이터 검증이 데이터 로드 중에

적용됩니다. 강화된 검증으로 인해 데이터 로드

성능이 느려집니다.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 사용’이
아니요(기본값)로 설정되면 관리자의 데이터

로드는 OLU(아웃라인 로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 경우 성능은 더
빠르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무시된 행에

대해서는 자세한 오류 보고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이 예로 설정되면 관리자 및 비관리자

데이터 로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검증됩니다. 검증에는 보안 검사, 교차점 검증,
읽기 전용 셀, 동적 계산 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행에 대한 자세한

오류 목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Planning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도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검증 실패 이유 표시 데이터 검증 보고서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거부된 데이터 셀 및 거부 이유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데이터 셀 및 거부 이유를 보고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보고하는 거부 수에 대한 제한은 100입니다.
데이터 검증 보고서는 프로세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출력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파일 복사본이 Outbox
폴더에 저장됩니다.
거부된 데이터 셀 및 거부 이유를 보고하지

않으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Smart View의 드릴 뷰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드릴스루

보고서에 사용자정의 속성 차원 멤버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 워크벤치에서 열의 사용자정의

뷰를 지정합니다.
사용자정의 뷰는 Data Integration의
워크벤치 옵션에서 생성되고 정의됩니다.
사용자정의 뷰가 정의되어 Smart View의 드릴

뷰 필드에 지정된 경우 Smart View에서

드릴스루 셀을 누르고 새 시트로 열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드릴스루 보고서는 워크벤치에서

정의된 뷰에 따라 열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옵션 페이지에서 뷰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기본 뷰가 사용되므로 Smart
View의 속성 차원에 사용자정의 멤버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벤치에서 사용자정의 뷰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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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비관리자 로드의 경우 바꾸기 방법 비관리 사용자의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바꾸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 바꾸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숫자 데이터만 - 로드 방법이 숫자 데이터만인

경우 바꾸기를 수행합니다.
• 모든 로드 방법 - 모든 로드 방법에서 바꾸기를

수행합니다.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의 요약 드릴
동작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 요약 드릴이

작동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시

• 한도

요약 드릴의 하위 항목 수가 1,000개보다 많고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의 요약 들리

동작 옵션이 무시이면 시스템은 필터의 차원을

무시하고 다른 차원의 필터를 기준으로 드릴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최대 세 개의 차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드릴의 하위 항목 수가 1,000개보다 많고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의 요약 들리

동작 옵션이 한도면 시스템은 데이터 행을

반환하는 동안 차원의 처음 1000개 멤버만

고려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정의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한 후에는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선택한 세부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변경할 설정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3장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정의

3-36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설명

기간 토큰을 대문자로 변환 결과 기간 이름에 Jan 또는 Feb와 같이 대소문자가

혼용될 수 있는 경우 보고서의 기간 토큰

(예: $START_PERIODKEY$ )을 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시스템은 JAN
또는 FEB와 같이 대소문자가 혼용된 기간을

대문자로만 변환합니다.
기간 토큰 변환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Y를
선택합니다.
기간 토큰을 변환하지 않으려면 N을 선택합니다.

통지 유형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ERP Publisher
보고서가 실행될 때 전송할 통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전자메일 통지

• 벨 통지

• 전자메일 및 벨 통지

통지 이벤트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ERP Publisher
보고서가 실행될 때 전송할 통지를 트리거하는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 항상

• 성공 시
• 실패 시

옵션 편집
사용자가 통합 옵션을 선택하면 데이터 소스 또는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필터 조건 또는 여러 필터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반환되도록 하려는 정확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옵션 편집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단위", "원장", "연도" 및 "기간"에 대한 필터 입력
조건이 정의되었습니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필터가 정의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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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필터가 데이터 값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데이터 소스로 작업하는 경우 Oracle HCM
Cloud와의 사전 정의된 통합을 사용하면 필터 정의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소스 또는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데이터 소스 또는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 편집을 선택합니다.

2. 옵션 편집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빈 입력 라인이 표시됩니다.

3.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표시 프롬프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주:

Oracle E-Business Suite, Peoplesoft 또는 사용자정의 임포트 데이터베이스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기본 제공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필터를
추가하거나 표시 이름을 "기간"으로 지정하여 기간을 추가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서 "EPMAT-1:EPMFDM-ERROR: 'periodName' 매개변수 형식이
부적합합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옵션 편집 페이지에서 기간의 표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epmautomate 명령에서 새 이름을 사용하여 필터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4. 표시 순서에 [애플리케이션 필터] 탭의 필터 표시 순서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는 경우 사용자정의 필터를 표시할 수 없으며 기본값이 필터 값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필터 목록에서 99번째 위치 순서 또는 위치에 있는 필터를 표시하려면 99를
입력합니다. 표시 순서가 가장 낮은 필터부터 가장 높은 필터 순으로 나열됩니다.

5. 등록정보 레벨에서 필터 표시 위치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플리케이션만

• 애플리케이션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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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만 해당

6. 룩업 유형을 사용하여 나열된 값 드롭다운을 제공하려면 검증 유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없음

• 숫자

• 룩업 검증

• 룩업 검증 없음

• 예/아니요

• 날짜

• 쿼리

• 선택 목록 - [검증 객체] 필드에 값 목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값은 새 라인에
입력됩니다. 옵션 페이지의 LOV(값 목록)는 값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7. 검증 객체에 유형별로 검증할 룩업 객체 목록을 입력합니다.

위의 선택 목록 검증 유형을 선택한 경우 값 목록을 입력하려면 을 누르고 검증 객체
페이지에 값 목록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8. 조건 목록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기반으로 한 조건 목록을 제공합니다.

• EQ(Equal)

• IN

• Like

조건 값은 Equal, Like 또는 In입니다. 조건 값은 CONDITION_LIST 필드에 드롭다운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값이 EQ,IN이면 조건 드롭다운에 Equal 및 In만 표시합니다. 값이 EQ
LIKE이면 드롭다운에 Equal, Like만 표시합니다. 임의의 EQ,IN,LIKE 조합이 필드에

저장됩니다. 조건 목록에 값이 하나만 제공되면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3장
옵션 편집

3-39



EQ입니다. 여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쉼표로 조건의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N 및 LIKE 조건을 사용하려면 ,IN,LIKE를 입력합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기본 옵션 설정
기본 옵션 설정을 사용하여 통합 옵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필터로 사용할 기본값을
정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QECustomAgent_2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옵션 설정을 통해 "위치", "범주"
및 "기간" 필터에 대한 기본값을 정의했습니다.

사용자가 QECustomAgent_2를 기반으로 통합을 선택하는 경우 "위치", "범주" 및 "기간"
필터에 대한 기본값이 표시됩니다.

기본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데이터 소스 또는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기본값 설정을 선택합니다.

2. 기본값 설정에서 등록정보 이름으로 이동하여 등록정보 값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정보 이름 "기간"에 Jan-10을 등록정보 값으로 지정합니다.

등록정보에 아래쪽 화살표 버튼이 있는 경우 값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본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3장
기본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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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스 연결 구성

연결 구성을 사용하여 다음 소스에 대한 직접 연결 정보를 등록, 관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

• Oracle HCM Cloud 연결 구성

• NetSuite 연결 구성

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
Oracle ERP Cloud 소스 연결을 사용하여 다음 데이터 소스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RP Cloud

• Oracle ERP Cloud(미수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평균)

•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

• Oracle ERP Cloud(미지급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 프로젝트 관리

• 예산 제어 약정, 채무, 지출, 쓰기 되돌림 데이터 소스. 예산 검토 데이터 소스

Oracle ERP Cloud 연결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연결 구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연결 페이지의 (추가 드롭다운 아이콘)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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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서비스 URL에 웹 서비스의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사용자 이름에 Oracle ERP Cloud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및 Oracle ERP Cloud 간 정보
전송 프로세스 요청을 실행하는 Oracle ERP Cloud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재무 분석가", "일반 회계사" 또는 "일반 회계 관리자"와 같은 Oracle
General Ledger 작업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8. 비밀번호에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9.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이 올바르게 테스트되면 "[소스 시스템 이름]에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HCM Cloud 연결 구성
Planning Modules와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의 통합을 시작하려면
먼저 "Oracle HCM Cloud" 유형의 소스 시스템을 생성하고 등록합니다.

소스 시스템과 연결 정보가 지정되면 소스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Oracle
HCM Cloud 추출마다 대상 애플리케이션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Oracle HCM Cloud 연결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장
Oracle HCM Cloud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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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연결 구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연결 페이지의 (추가 드롭다운 아이콘) 드롭다운에서 Oracle HCM Cloud를 선택합니다.

4.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서비스 URL에 웹 서비스의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사용자 이름에 Oracle HCM Cloud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8. 비밀번호에 Oracle HCM Clou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Oracle HCM Cloud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9.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이 올바르게 테스트되면 "[소스 시스템 이름]에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NetSuite 연결 구성
NSPB Sync SuiteApp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 통합을
시작하려면 "NetSuite"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소스 시스템 및 연결 매개변수를 구성하고
등록합니다.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연결을 구성하기 전에 토큰 기반 인증을 위한 토큰 세부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정보는 데이터 통합에서 연결을 구성하기 전에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4장
NetSuite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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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시스템 및 연결 정보가 지정되면 소스 시스템을 초기화하여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토큰 기반 인증을 사용하여 NSPB Sync SuiteApp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주:

릴리스 21.02에서는 통합 액세스에 대한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정책이 변경되었으므로 EPM Cloud에서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으로
연결을 설정하려면 기본 인증이 아닌 토큰 기반 권한부여가 필요합니다. 기본
권한부여 인증서는 향후 릴리스에서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1. Oracle NetSuite를 실행합니다.

2. Oracle NetSuite 홈 페이지에서 설정, 사용자/역할, 액세스 토큰 ,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합니다(새 토큰 생성).

3. 액세스 토큰 페이지에서 내부 NS 애플리케이션 NS-PBCS를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4장
NetSuite 연결 구성

4-4



4. 저장을 누르고 이 페이지의 토큰 ID 및 토큰 암호를 복사합니다.

참고: 이러한 값은 이때만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값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5. NSPB Sync SuiteApp 홈 페이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교환을 선택합니다.

4장
NetSuite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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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연결 구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8. 연결 페이지의 (추가 드롭다운 아이콘) 드롭다운에서 Netsuite를 선택합니다.

4장
NetSuite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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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결 생성 페이지의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NSPB Sync SuiteApp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이름(예: "NetSuite ERP")을 입력합니다.

10.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1. 소비자 키 유형에서 소비자 키 유형을 지정합니다. 소비자 키 유형에 따라 연결에서 기본
소비자 키를 사용하는지 또는 사용자정의 소비자 키를 사용하는지 결정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 소비자 키가 아래와 같이 NSPB Sync SuiteApp 시스템에서 생성된 토큰 및 토큰
암호 값을 사용합니다. 토큰을 생성하고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기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사용자정의 - 아래와 같이 NSPB Sync SuiteApp 시스템에서 생성된 토큰 및 토큰 암호
외에 소비자 키의 소유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비자 암호(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4장
NetSuite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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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비자 키에 NSPB Sync SuiteApp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사용자정의 소비자 키 유형
구현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글로벌 고유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13. 소비자 암호에 사용자정의 소비자 키 유형 구현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키 소유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4. 토큰에 NSPB Sync SuiteApp 시스템에서 생성되며 사용자 대신 보호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얻는 데 사용하는 토큰 값을 지정합니다.

15. 계정에 Oracle NetSuite 웹 서비스에 대한 계정 ID를 지정합니다.

계정 ID에서는 계정 유형 예를 들어, 계정이 프로덕션 계정인지, Sandbox 계정인지,
릴리스 미리보기 계정인지 확인됩니다. 계정별 도메인은 계정이 호스트되는 데이터
센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계정이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동되더라도 도메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16.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이 올바르게 테스트되면 "[소스 시스템 이름]에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7. 확인을 누릅니다.

EPM Cloud와 Netsuite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uite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4장
NetSuite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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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 매핑 관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예: 기간 레벨)에 따라 다른 달력(예: 매월, 매주 또는 매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은 ERP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타겟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하므로 소스
시스템 기간과 타겟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기간 간에 기간 매핑을 정의하여 매핑 관계를
설정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기간 처리를 지원합니다.

1. 기본 기간 처리

2. 명시적 기간 처리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일치하는 기간 정의 및 기간 이름 지정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기간 처리를 사용합니다. 즉, 통합에서는 Data Integration에 정의된 기간 키와 이전 기간 키를
사용하여 통합이 실행될 때 각 Data Integration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General Ledger 기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시스템에서 모두 월별 달력을 사용하고 Jan-20과 같은 기간 이름이 두
시스템에서 일치하는 경우 통합에서 기본 기간 매핑 유형을 사용합니다. 추가 매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 기간 정의 또는 기간 이름 지정 규칙이 서로 다른 경우 명시적 기간
처리를 사용합니다.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면 기간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로 정의되지 않는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 소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매핑은 소스 시스템
옵션에서 달력 기간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달력 드롭다운에서 통합에 사용할 실제 달력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기간 및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기간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매핑 - 많은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유형의 소스 달력이 포함된 여러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글로벌 매핑을 정의합니다. 글로벌 매핑을 사용하여 개별
매핑에 다양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글로벌 매핑을
정의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매핑 - 여러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잡한 기간 유형이 포함된 다양한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글로벌 매핑 이외에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정의할 때 필요에 따라 대상 기간 월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매핑 - 파일 및 어댑터 기반 통합에 대한 소스 기간 매핑을 지정합니다.

글로벌 매핑 - 샘플 월별 기간 매핑

다음 테이블에서는 소스의 매월 달력이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매월 기간에 매핑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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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글로벌 매핑은 가장 세밀한 레벨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달력과
매주 달력이 있는 경우 최하위 세분화 레벨에서 글로벌 매핑을 정의합니다. 이
경우 기간 키는 주 레벨에 있고 사용자가 주를 월에 매핑합니다. 상위 레벨 기간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 5-1    샘플 월별 기간 매핑

기간 키 이전 기간 키 기간 이름 대상 기간 월 대상 기간
분기

대상 기간
연도

대상 기간 일 연도 대상

Jan 1 2021 Dec 1 2020 January 1,
2021

Jan Q1 FY21

Feb 1 2021 Jan 1 2021 February 1,
2021

Feb Q1 FY21

Mar 1 2021 Feb 1 2021 March 1,
2021

Mar Q1 FY21

April 1 2021 March 1
2021

April 1,
2021

Apr Q2 FY21

May 1 2021 April 1 2021 May 1, 2021 May Q2 FY21

글로벌 매핑 - 샘플 주별 기간 매핑

다음 테이블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스 시스템의 매주 달력이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월별 기간에 매핑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표 5-2    샘플 주별 기간 매핑

기간 키 이전 기간 키 기간 이름 대상 기간 월 대상 기간
분기

대상 기간
연도

대상 기간 일 연도 대상

Jan 26 2020 Jan 19 2020 January 26,
2021

Jan Q1 FY20

Feb 2 2020 Jan 26 2020 February 2,
2021

Feb Q1 FY20

Feb 9 2020 Feb 2 2020 February 9,
2021

Feb Q1 FY20

Feb 16 2020 Feb 9 2020 February
16, 2021

Feb Q1 FY20

애플리케이션 매핑 - 매월 달력 소스에서 샘플 대상 애플리케이션 소스 지정

다음 표에서는 대상 애플리케이션이 매월 달력에서 소스를 지정하는 샘플을 보여 줍니다. 이
매핑은 [애플리케이션 매핑] 탭에서 수행됩니다.

표 5-3    샘플 애플리케이션 매핑 - 매월 달력 소스 기반 대상 애플리케이션 1

기간 키 대상 기간 월 대상 기간 분기 대상 기간 연도 대상 기간 일 연도 대상

Jan 1 2020 Jan Q1 FY20
Feb 1 2020 Feb Q1 FY20
Mar 1 2020 Mar Q1 F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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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매핑 - 매주 달력 소스에서 샘플 대상 애플리케이션 2 소스 지정

다음 테이블에서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매주 달력에서 파생되는 샘플을 보여 줍니다. 이 매핑은
[애플리케이션 매핑] 탭에서 수행됩니다.

표 5-4    샘플 애플리케이션 매핑 - 매주 달력 소스 기반 대상 애플리케이션 2

기간 키 대상 기간 월 대상 기간 분기 대상 기간 연도 대상 기간 일 연도 대상

Jan 26 2020 Jan Q1 FY20
Feb 2 2020 Feb Q1 FY20
Feb 9 2020 Feb Q1 FY20
Feb 16 2020 Feb Q1 FY20

글로벌 매핑
하나의 글로벌 매핑을 정의하여 다양한 기간을 개별 매핑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핑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글로벌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를 누릅니다.

4. 기간 키에서 소스에서 매핑할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을 지정합니다. 시산표 로드 프로세스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시산표 레코드 세트를 나타내는 키의 일부가 되는 날짜 값입니다.

날짜를 MM/dd/yyyy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날짜를 선택하여 기간 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

통합에서는 Data Integration에 정의된 기간 키와 이전 기간 키를 사용하여 통합이
실행될 때 각 Data Integration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General Ledger 기간을
결정합니다.

5. 이전 기간 키에서 익스포트 중 사용되는 이전 회계 기간 키를 지정하여 $0.00 항목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더 일찍 작성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YTD 값이 주기적
범주에 로드된 경우 항목이 작성되어야 함).

이전 기간 키는 현재 기간 키의 한 달 전입니다.

날짜를 MM/dd/yyyy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날짜를 선택하여 기간 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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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날짜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a. 기간 이름(예: August 2021)

b. 타겟 기간 월(예: August)

c. 타겟 기간 분기

d. 타겟 기간 연도

e. 타겟 기간 일

f. 연도 타겟

7. 저장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매핑
특정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수 기간 매핑을 정의하려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하는 매핑은 개별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글로벌
매핑에서 기간에 대해 정의된 글로벌 매핑을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간 매핑을 생성하려면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를 누릅니다.

4.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기간 매핑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5.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소스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날짜를 MM/dd/yyyy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날짜를 선택하여 기간 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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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합에서는 Data Integration에 정의된 기간 키와 이전 기간 키를 사용하여 통합이
실행될 때 각 Data Integration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General Ledger 기간을
결정합니다.

6. 이전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 이전 날짜가 소스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날짜를 MM/dd/yyyy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날짜를 선택하여 기간 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 다음 날짜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a. 기간 이름(예: August 2021)

b. 타겟 기간 - 월(예: August)

c. 타겟 기간 - 분기

d. 타겟 기간 - 연도

e. 타겟 기간 일

f. 연도 타겟

8. 저장을 누릅니다.

소스 매핑
소스 매핑에는 명시적 및 조정 기간 매핑이 포함됩니다. 명시적 기간 매핑을 생성하여 Data
Integration 기간 맵이 소스 시스템 달력 기간에 정확하게 매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
매핑은 통합을 생성할 때 조정 기간 포함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소스 기간 매핑은 소스 시스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스 시스템 유형을 기반으로 한 소스 기간
매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파일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 데이터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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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EPM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 Oracle ERP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 Oracle HCM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파일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파일 기반 소스 시스템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에 소스 기간 매핑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파일 기반 통합에 소스 매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유형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소스에서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5. 달력에서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를 누릅니다.

7. 소스 기간에서 파일 기반 소스 기간 날짜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Jan-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기간 이름이 뱃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름에 공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8. 소스 기간 연도에서 파일 기반 소스 기간 날짜 값과 연계된 연도를 지정합니다.

9. 소스 기간 번호에서 해당 회계 연도 내 기간 번호를 입력합니다.

10. 타겟 기간 키에서 타겟 시스템에 매핑할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을 입력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기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1. 타겟 기간 이름에서 타겟 기간의 기간 이름을 선택합니다.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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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소스의 소스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12. 설명에 기간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3. 저장을 누릅니다.

데이터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간에 기간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소스 소스 유형의 소스 기간 매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유형 드롭다운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달력에서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5.
를 누릅니다.

6. 소스 기간에서 소스 기간 이름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스 기간 이름은 Jan-20과 같은 날짜 값입니다.

Note:

기간 이름이 뱃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름에 공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7. 소스 기간 연도에서 소스 기간 날짜 값과 연계된 연도를 지정합니다.

8. 소스 기간 번호에서 해당 회계 연도 내 기간 번호를 입력합니다.

9. 타겟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 매핑되도록 입력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소스의 소스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5장
소스 매핑

5-7



10. 타겟 기간 이름에서 타겟 기간의 기간 이름을 선택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1. 설명에 소스 기간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2. 저장을 누릅니다.

EPM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에 기간 매핑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소스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유형 드롭다운에서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4.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간 매핑을 추가할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5.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 기간 매핑을 추가할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를 누릅니다.

7. 소스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소스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Note:

기간 이름이 뱃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름에 공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8. 소스 기간 이름에서 소스 기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9. 소스 기간 연도에서 소스 기간 날짜 값과 연계된 연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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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겟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소스의 소스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11. 타겟 기간 이름에 타겟 기간의 기간 이름을 지정합니다.

12. 타겟 기간 - 월에 타겟 기간의 기간 월을 지정합니다.

13. 타겟 연도에 회계 연도가 종료되는 연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연도가 2020년에 시작되고 2021년에 종료되면 회계 연도의 모든 기간에 대해
2021년을 입력합니다.

14. 설명에 소스 기간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5.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Oracle ERP Cloud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간에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하는 경우 Oracle ERP Cloud 소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PM Planning Projects 모듈(Projects) 및 Oracle Fusion Cloud Project
Management(Project Management) 간에 명시적 기간 매핑을 정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유형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4. 연결에서 Oracle ERP Cloud 통합과 연계된 연결 이름을 선택하여 소스 기간 매핑과 함께
사용합니다.

5.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간 매핑을 추가할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 기간 매핑을 추가할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7. 매핑 유형에서 명시적 또는 조정을 선택합니다.

명시적 - 통합에서 Data Integration에 정의된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여 통합이 실행될 때
포함된 각 Data Integration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General Ledger 기간을 결정합니다.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면 기간이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로 정의되지 않은 추가 General Ledger
데이터 소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정 - 통합에서 정규 기간 및 조정 기간을 사용합니다. 조정 기간이 없는 경우 정규 기간만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의 Oracle General Ledger 조정 기간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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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를 누릅니다.

9. 소스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소스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10. 소스 기간 이름에서 소스 기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Note:

기간 이름이 뱃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름에 공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11. 소스 기간 연도에서 소스 기간 날짜 값과 연계된 연도를 지정합니다.

12. 소스 기간에 소스 기간을 생성하는 (GL) 기간을 지정합니다.

13. 타겟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소스의 소스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14. 타겟 기간 이름에 타겟 기간의 기간 이름을 지정합니다.

15. 타겟 기간 - 월에 타겟 기간의 기간 월을 지정합니다.

16. 타겟 연도에 회계 연도가 종료되는 연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연도가 2020년에 시작되고 2021년에 종료되면 회계 연도의 모든
기간에 대해 2021년을 입력합니다.

17. 설명에 소스 기간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8.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HCM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Oracle HCM Cloud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간에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하는 경우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소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Oracle HCM Cloud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유형 드롭다운에서 Oracle HCM Clou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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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에서 Oracle HCM Cloud 통합과 연계된 연결 이름을 선택하여 소스 기간 매핑과 함께
사용합니다.

5. 달력에서 데이터 통합에 사용되는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를 누릅니다.

7. 소스 기간에 소스 기간을 생성하는 (GL) 기간을 지정합니다.

8. 소스 기간 연도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소스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9. 소스 기간 이름에서 소스 기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Note:

기간 이름이 뱃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름에 공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10. 소스 기간 번호에서 해당 회계 연도 내 기간 번호를 지정합니다.

11. 타겟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소스의 소스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12. 타겟 기간 이름에 타겟 기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13. 설명에 소스 기간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4.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

Oracle NetSuite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간에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하는 경우 Oracle NetSuite 소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Oracle NetSuite 소스 유형의 소스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유형 드롭다운에서 NetSui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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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에서 Oracle NetSuite 통합과 연계된 연결 이름을 선택하여 소스 기간 매핑과 함께
사용합니다.

5. 달력에서 데이터 통합에 사용되는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를 누릅니다.

7. 소스 기간에 소스 기간을 생성하는 (GL) 기간을 지정합니다.

8. 소스 기간 연도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소스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9. 소스 기간 이름에서 소스 기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Note:

기간 이름이 뱃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름에 공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10. 소스 기간 번호에서 해당 회계 연도 내 기간 번호를 지정합니다.

11. 타겟 기간 키에서 현재 회계 연도의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선택하여 타겟 기간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소스의 소스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12. 타겟 기간 이름에 타겟 기간의 기간 이름을 지정합니다.

13. 설명에 소스 기간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4. 저장을 누릅니다.

기간 매핑 옵션
기간 매핑에서는 작업에서 사용가능한 기간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을 완료합니다.

• Excel에서 임포트 - Excel 스프레드시트에서 기간 매핑을 임포트합니다.

• Excel로 익스포트 - 기간 매핑을 Excel 스프레드시트로 익스포트합니다.

• 임포트 템플리트 다운로드 - 기간 매핑 세부정보를 작성한 후 업로드할 수 있는
템플리트를 제공합니다.

• 기간 삭제 - 모든 기간 또는 일정 범위의 기간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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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에서 기간 매핑 임포트

Excel 스프레드시트에서 기간 매핑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된 기간 매핑은 기간 매핑
페이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xcel에서 기간 매핑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Excel에서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3. 임포트할 파일 선택 페이지, 파일 순에서 기간 매핑을 임포트할 Excel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을 눌러 Excel 파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Excel 스프레드시트가 로컬 또는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된 경우 파일로 이동한 후 업로드를
누릅니다.

선택사항: Excel 스프레드시트에서 임포트된 기간 매핑을 다운로드하려면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스프레드시트(xls 또는 xlsx 확장자)를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열거나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기간 매핑을 Excel로 익스포트

기간 매핑을 Excel 스프레드시트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매핑을 Excel로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Excel로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별도의 창이 실행되며, 여기서 익스포트된 기간 매핑을 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워크시트를 열거나 저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이미지는 Excel 스프레드시트로 익스포트된 기간 매핑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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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매핑 임포트 템플리트 다운로드

기간 매핑 임포트 템플리트를 다운로드하고 기간 매핑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cel에서 기간 매핑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임포트 템플리트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별도의 창이 실행되며, 여기서 임포트 템플리트를 Excel 워크시트로 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임포트 템플리트를 열거나 저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이미지는 다운로드한 임포트 템플리트를 보여 줍니다.

4. 선택사항: 임포트 템플리트에 기간 매핑 세부정보를 추가한 경우 Excel에서 기간 매핑
임포트를 사용하여 Excel 스프레드시트를 기간 매핑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매핑 삭제

이 태스크 정보

개별 기간 매핑, 기간 매핑 범위 또는 모든 기간 매핑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간 매핑 삭제

개별 기간 매핑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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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글로벌 매핑, 애플리케이션 매핑 또는 소스 매핑 탭에서 삭제할 개별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3.
를 누릅니다.

기간 매핑 삭제를 확인하도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기간 매핑 범위 삭제

기간 매핑 범위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글로벌 매핑, 애플리케이션 매핑 또는 소스 매핑 탭에서 삭제할 기간 매핑 범위를 선택합니다.

3. 작업 메뉴, 기간 삭제 순으로 이동하여 범위 선택을 선택합니다.

4. 범위 선택 페이지의 시작 날짜 필드에서 삭제할 범위의 시작 날짜를 선택하고 종료 날짜에서
삭제할 범위의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 MM/dd/yyyy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08/31/2021을 입력합니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여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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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누릅니다.

모든 기간 매핑 삭제

모든 기간 매핑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글로벌 매핑, 애플리케이션 매핑 또는 소스 매핑 탭에서 삭제할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3. 작업 메뉴, 기간 삭제 순으로 이동하여 모두를 선택합니다.

모든 기간 삭제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PM Cloud 또는 파일 기반 소스 시스템에 대해 여러
기간 로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또는 파일 기반 소스 시스템의 경우
Data Integration은 "기간"을 데이터 파일의 열로 지원합니다. 단일 파일에 여러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각 데이터 행에 연도 및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형식에서
파일의 열로 확인되도록 연도 및 기간의 소스 기간 행을 선택한 다음, 타겟 시스템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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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 매핑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하고 로드할 날짜 범위를 선택합니다. 날짜
범위는 기본 또는 명시적 기간 매핑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샘플 파일에서는 다중 기간 데이터 "1월" 및 "2월"이 단일 데이터 파일에 있습니다.

E1,100,2022,Jan,USD,100
E2,100,2022,Jan,USD,200
E3,100,2022,Feb,USD,300
E4,100,2022,Feb,USD,400

다른 예에서 1월~3월 기간 범위를 선택하면 파일에 1월, 2월, 3월, 4월이 포함되고 Data
Integration에서는 1월, 2월, 3월만 로드합니다.

E1,100,2022,Jan,USD,100
E2,100,2022,Jan,USD,200
E3,100,2022,Feb,USD,300
E4,100,2022,Feb,USD,400
E4,100,2022,Mar,USD,400
E4,100,2022,Mar,USD,400
E4,100,2016,Apr,USD,400
E4,100,2016,Apr,USD,400

Data Integration은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지정된 기간을 로드하며, 로드하도록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의 행은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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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주 매핑 관리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대상 시나리오 차원 멤버로 분류 및 매핑하기 위해 범주 매핑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일한 소스 시스템 데이터가 시나리오 차원 멤버
"Current"를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시나리오 차원 멤버에 대한 범주 매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대상 범주 값이 Planning의 시나리오 차원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매핑
하나의 글로벌 매핑을 정의하여 시나리오 차원을 개별 매핑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범주 매핑을 사용하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걸친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tual의 소스 범주가 대체로 Actual의 타겟에 매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ctual이
Current에 매핑되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별로 글로벌
매핑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

뱃치 스크립트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름 또는 공백에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문자는 명령행에서 실행할 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범주 매핑을 정의하려면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글로벌 매핑 탭을 누릅니다.

3.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빈 입력 행이 표시됩니다.

4. 범주 드롭다운에서 범주 매핑에 사용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5. 설명에 범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빈도에서 범주의 빈도를 선택합니다.

범주는 기간 매핑에 정의된 빈도(예: 매일, 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를 나타냅니다.

7. 타겟 범주에서 타겟 범주를 지정하거나 을 눌러 차원 또는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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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사항: 범주 키에서 범주의 내부 키를 지정합니다. 키는 드릴다운 또는 데이터 로드
이슈를 디버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대상 범주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타겟 범주는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시나리오 차원입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11. 선택 사항: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매핑을 편집하려면 매핑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한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 매핑을 삭제하려면 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매핑
글로벌 매핑과 달리 애플리케이션 매핑은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범주 매핑을 정의하려면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범주 매핑에서 애플리케이션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대상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추가를 누릅니다.

빈 입력 행이 표시됩니다.

5. 범주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6. 타겟 범주에서 타겟 범주를 지정하거나 을 눌러 차원 또는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Planning에서 시나리오 차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겟 범주의 멤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7. 저장을 누릅니다.

8. 선택 사항: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매핑을 편집하려면 매핑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 매핑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누릅니다.

타겟 범주의 멤버 선택

타겟 범주에 포함할 차원 내 특정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겟 범주의 멤버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매핑 페이지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을 누릅니다.

3. 범주 드롭다운에서 멤버를 선택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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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겟 범주에서 차원 또는 차원 멤버를 지정하거나 을 눌러 차원 또는 차원 멤버를
검색하거나 선택합니다.

5. 멤버 선택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큐브에서 타겟 시스템의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큐브에 따라 사용가능한 차원의 구조가 결정됩니다.

b. 선택사항: 멤버 검색에서 검색 기준(멤버 이름 또는 별칭만)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검색 시 대소문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 단어, 여러 단어 또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c. 왼쪽의 두번째 창에는 사용가능한 상위 차원의 첫번째 레벨이 표시됩니다. 창에서 매핑할
각 멤버 옆의 확인란을 눌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차원에서 멤버로 드릴 다운하여 세번째 창에 결과를 표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d. 왼쪽에서 세번째 창은 b단계에서 선택한 선택된 차원의 멤버 또는 동위 멤버입니다. 매핑할
각 멤버 옆의 확인란을 눌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차원에서 멤버로 드릴 다운하여 네번째 창에 결과를 표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e. 왼쪽 네번째 창은 d단계에서 선택한 멤버/동위 멤버의 멤버(리프 레벨) 결과입니다. 매핑할
각 멤버 옆의 확인란을 눌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확인 표시를 나타내는 선택한 차원/멤버는 선택 사항 창으로 이동합니다.

f.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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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항을 지우려면 선택 항목 창에서 차원/멤버를 선택하고  드롭 다운에서:
이동 또는 모두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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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통합 정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스 시스템(직접 통합)에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EPM(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넣어 데이터 통합을 정의합니다.

파일 기반 임포트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스 데이터에 대한 직접 연결은 없지만
소스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해 지원됩니다. 구분 파일과 같은 파일을
타겟 EPM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계정, 엔티티 및 데이터 값이 있는
위치와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중에 건너뛸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는 모든 소스에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으며,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때 기술적
도움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일 기반 통합에 관한 정보는 파일 기반 통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Oracle Cloud Services(기본 제공 또는 패키징된 통합)에 직접 연결하는 고객이 소스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필수 타겟 형식으로 환산하기 위한 매핑 규칙을 생성하며 정기적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를 실행 및 관리합니다.

직접 통합 기반 소스의 경우 다음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RP Cloud - General Ledger. General Ledger에서 실제 항목을 로드하고 예산 및
실제 조정 분개를 쓰기 되돌림합니다.

• Oracle ERP Cloud - Budgetary Control. 약정, 채무 및 지출을 로드하고 예산을 쓰기
되돌림합니다.

• Oracle ERP Cloud - 보조원장. 보조원장 트랜잭션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Oracle NetSuite - Oracle NetSuite에서 실제 항목 및 메타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 직원 속성, 급여, 기타 관련 직무 정보를
로드합니다.

• Oracle E-Business Suite - General Ledger에서 실제 항목을 로드합니다.

• Oracle Peoplesoft - General Ledger에서 실제 항목을 로드합니다.

• 사용자정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어댑터 및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합니다.

• Oracle Autonomous Database -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실행 중인 스테이지
또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EPM Cloud에서 Oracle
Autonomous Database의 선택한 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 로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 입력 및 보고 큐브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서로 다른 입력 큐브 간에 데이터를 이동합니다.

• 다른 서비스 인스턴스의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 별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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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 통합의 경우 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릴리스 레벨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에서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and Budgeting Cloud에서 Data Integration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에서 ERP Cloud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에서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ERP Cloud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General Ledger에서 Enterprise Planning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이터 통합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Oracle Fusion Financials Cloud 및 Enterprise Planning
Cloud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General Ledger에서 EPM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이터 통합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Oracle Fusion Financials Cloud 및 Enterprise Planning Cloud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기반 통합 생성
파일 기반 데이터 통합 생성에 대한 정보는 자습서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통합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파일 기반 통합을 위한 차원 및 멤버 매핑에 대한 정보는 Cloud EPM Planning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통합에 대한 차원 및 멤버 매핑 자습서를 시청하십시오.

파일 기반 통합의 학습 경로는 m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기반 통합을 작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를 누르십시오.

일반 페이지가 "통합 생성" 보기에 표시됩니다.

2. 이름과 설명에 새 통합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3.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위치는 소스 및 타겟을 연계된 멤버 매핑과 링크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일한 위치에 옵션
및 필터 기준 세트가 서로 다른 여러 통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주로 통합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치 보안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에 대해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새 위치를 입력하는 경우 소스 및 타겟을 제공해야 합니다. 통합을 저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치를 생성합니다.

기존 위치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이 소스 및 타겟을 자동으로 채우며 사용자가 해당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소스 선택)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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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스 선택 페이지에서 (파일)를 누르십시오.

6. 파일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인박스 또는 아웃박스 폴더나 기타 폴더를 두 번 눌러 폴더의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누르고 파일로 이동하여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런타임 시 로드할 파일을 지정하는 파일 기반 로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번호와 열 이름은 차원을 매핑할 때만 지정됩니다. 차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7. 큐브에서 타겟 시스템의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큐브 애플리케이션의 수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자정의 큐브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8. 범주에서 통합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실제"와 같이 설정에서 생성한 범주입니다. 범주 매핑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9. 선택사항: 통합에 적용 가능한 위치 속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 속성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10. 파일을 매핑하거나 파일과 연계된 머리글 열을 변경하려면 파일 옵션을 누르십시오.

11. 파일 임포트 - 파일 유형 인코딩 페이지에서 유형, 구분자 및 드릴 URL 필드를 완료하십시오.
그런 다음 열 이름에 머리글 사용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머리글 행을 선택하거나 머리글
행을 선택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파일 임포트 - 파일 유형 인코딩 페이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파일 매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2. 파일 임포트 - 파일 열 매핑 페이지에서 필요한 대로 열 머리글을 수정하고 완료를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열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3. 새 위치의 경우에 한해 를 누르십시오(타겟 선택).

14. 타겟 선택 페이지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십시오.

15. 저장을 누릅니다.

위치 속성 선택

일반 통합 옵션을 선택할 때 위치에 지정된 속성 또는 등록정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속성 설명

기준 통화 위치의 통화를 선택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고객의 경우: 통화를 수정할 때 엔티티

통화가 아닌 실제 통화에 대해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위치 옵션의 통화 필드에 통화를 설정합니다. 임포트

형식에 통화 행을 추가하여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는 이 필드에

상위 입력, 기여금액 입력, 환산 통화 입력을 지정하여

분개를 생성하고 엔티티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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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속성 설명

상위 그룹 위치에 지정된 상위를 선택합니다.
상위 매핑은 다른 위치와 매핑을 공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위 위치에 매핑을 입력하면 관련

위치에서 동일한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하나의 상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여러 위치에서 하나의 계정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1차 하위 구성요소 또는 상위 매핑

테이블을 변경하면 모든 1차 하위 구성요소 및 상위

위치에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논리 계정 그룹 위치에 지정할 논리 계정 그룹을 선택합니다.
논리 그룹에는 소스 파일이 로드된 후 생성된 논리

계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리 계정은

소스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계산된 계정입니다.

확인 규칙 그룹 위치에 지정할 확인 규칙 그룹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확인 규칙을 사용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적용합니다. 확인 규칙 세트는 확인 규칙

그룹 내에 생성되고 확인 규칙 그룹이 위치에

지정됩니다. 데이터가 대상 시스템에 로드된 후 확인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확인 엔티티 그룹 위치에 지정할 확인 엔티티 그룹을 선택합니다.
확인 엔티티 그룹이 위치에 지정된 경우 그룹에

정의된 모든 엔티티에 대해 확인 보고서가

실행됩니다. 확인 엔티티 그룹이 위치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시스템에 로드된 각 엔티티에

대해 확인 보고서가 실행됩니다. 확인 보고서는 타겟

시스템, 소스 데이터 또는 Data Integration 변환

데이터에서 직접 값을 검색합니다.

파일 매핑

매핑 유형, 드릴 URL, 구분자 및 머리글 행을 지정하도록 파일을 매핑합니다.

파일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파일 기반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일반을
선택합니다.

일반 페이지가 "통합 편집" 보기에 표시됩니다.

2. 파일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유형에서 로드할 파일의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됨—구분된 파일 형식에서 숫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다중 열–숫자—선택한 차원의 여러 차원 멤버에 대한 숫자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행에 로드합니다. 로드할 멤버에 대한 정의는 로드 파일의 머리글 레코드 또는
임포트 형식 정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분됨–모든 데이터 유형—구분된 파일 형식에서 모든 데이터 유형을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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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열–모든 데이터 유형—선택한 차원의 여러 차원 멤버에 대한 모든 데이터 유형을 단일
데이터 행에 로드합니다. 로드할 멤버에 대한 정의는 로드 파일의 머리글 레코드 또는
임포트 형식 정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유형을 지원하는 데이터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 숫자

• 텍스트

• 스마트 목록

• 날짜

4. 드릴 URL에 드릴 스루에 사용되는 URL을 지정합니다.

5. 구분자에서 출력 파일의 열을 구분하는 데 사용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구분 파일에는 지정된 구분자로 서로 분리되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쉼표(,)

• 파이프(|)

•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탭

• 물결표(~)

주:

파일 인코딩 옵션은 Data Management의 시스템/사용자 설정 옵션에 정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파일 문자 설정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6. 열 이름에 머리글 사용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머리글 행을 선택하거나 머리글 행을
선택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머리글 없음을 선택하려면 열 이름에 머리글 사용에서 0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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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을 누릅니다.

파일 옵션 미리보기

파일 미리보기 페이지를 사용하여 로드할 파일의 콘텐츠를 봅니다.

파일 열 매핑

구분된 파일의 열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거나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매핑하기 위해 열의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 [파일 열 매핑] 페이지를 사용하여 열 이름을 변경합니다.

파일에서 열 머리글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파일 임포트 - 파일 유형 인코딩 페이지에서 파일 기반 통합에 대한 파일 매핑
세부정보를 완료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2. 파일 임포트 - 파일 열 매핑 페이지의 미리보기 테이블에서 열 머리글 필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대로 값을 편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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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료를 누릅니다.

직접 통합 생성
다른 Oracle Cloud Services(기본 제공 또는 패키징된 통합)에 직접 연결하는 고객이 소스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필수 타겟 형식으로 환산하기 위한 매핑 규칙을 생성하며 정기적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를 실행 및 관리합니다.

직접 통합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를 누르십시오.

일반 페이지가 "통합 생성" 보기에 표시됩니다.

2. 이름과 설명에 새로운 직접 통합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3.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위치는 소스 및 타겟을 연계된 멤버 매핑과 링크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일한 위치에 옵션 및
필터 기준 세트가 서로 다른 여러 통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주로 통합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치 보안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에 대해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새 위치를 입력하는 경우 소스 및 타겟을 제공해야 합니다. 통합을 저장하면 Data Integration이
자동으로 위치를 생성합니다.

기존 위치를 선택하는 경우 Data Integration이 소스 및 타겟 값을 자동으로 채우며 사용자가
해당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소스 선택)를 누르십시오.

5. 소스 선택 페이지에서 직접 통합 소스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직접 통합의 소스 시스템이 Data Management에 등록되고 소스 선택 페이지에  아이콘
과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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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 의 소스 시스템 설정, Oracle Financials Cloud 소스 시스템 등록
또는 Oracle NetSuite에 대해 소스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6. 를 누르십시오(타겟 선택).

사용가능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Data Management에 등록됩니다. 여기에서 일부
소스는 소스로 등록되며 다른 경우에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 의 대상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7. 타겟 선택 페이지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십시오.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타겟 선택] 페이지에  아이콘과 함께 표시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차원 매핑
소스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의 타겟 차원에 매핑합니다. 표현식을 사용하여 단순 변환
규칙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기반 통합의 차원을 매핑할 때 소스 파일에 머리글 레코드가 있거나 미리보기 섹션에서
열 제목을 정의한 경우 각 차원의 소스 열을 선택합니다. Data Integration은 자동으로 열
번호를 결정하고 열 번호를 채웁니다. 수동으로 열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통합의 경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차원을 선택하여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파일 기반 소스 및 직접 통합 소스 둘 다에서 소스 및 타겟 차원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는 소스
및 타겟 표현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원 및 멤버 매핑에 대한 정보는 자습서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통합에 대한 차원 및 멤버 매핑을 확인하십시오..

차원 맵 생성

차원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파일 기반 소스만 해당: 유형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됨—구분된 파일 형식에서 숫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다중 열–숫자—선택한 차원의 여러 차원 멤버에 대한 숫자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행에 로드합니다. 로드할 멤버에 대한 정의는 로드 파일의 머리글 레코드 또는
임포트 형식 정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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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의 서브세트를 임포트한
후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직접 로드하는 경우에는 다중 열 형식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금액을 단일 행에 피벗해야 합니다. 차원 피벗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 구분됨–모든 데이터 유형—구분된 파일 형식에서 모든 데이터 유형을 로드합니다.

• 다중 열–모든 데이터 유형—선택한 차원의 여러 차원 멤버에 대한 모든 데이터 유형을 단일
데이터 행에 로드합니다. 로드할 멤버에 대한 정의는 로드 파일의 머리글 레코드 또는
임포트 형식 정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

현재 [고정 너비 - 숫자 데이터] 및 [고정 너비 - 모든 데이터 유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 드릴 URL에 드릴 스루에 사용되는 URL을 지정합니다.

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및 Oracle ERP Cloud GL
데이터 소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파일 기반 소스만 해당: 구분자에서 출력 파일에서 열을 구분하는 데 사용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구분 파일에는 지정된 구분자로 서로 분리되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쉼표(,)

• 파이프(|)

•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탭

• 물결표(~)

6. 매핑 그리드에서 소스 데이터-로드 파일의 소스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십시오.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파일에 대해 임포트 형식이 이미 정의된 경우 소스와 타겟 열이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새 임포트 형식을 추가하거나 기존 임포트 형식을 편집하는 경우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열에서 임포트할 파일의 필드 번호를 지정합니다.

• 소스 차원 선택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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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차원의 여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계정" 소스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또는 타겟 표현식 추가: 소스 또는 타겟에서 직접 값에 대해 연산을 수행할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소스 표현식 사용 및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7. 선택사항: 쉼표로 구분된 파일의 경우 행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추가할 행을 선택하여 임포트 형식에 매핑할 추가 행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행:

• 소스 기간

– 연도

– 기간

– 기간 번호

• 통화

• 속성

• 설명

• 차원 행

– 계정

– 버전

– 엔티티

– 뷰

행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임포트 정의 옵션 설명

건너뛰기 [건너뛰기] 옵션은 건너뛰어야 하는 입력

파일의 행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없는 행, 음수가 포함된 행 또는 특정

계정에 대한 행입니다. 건너뛰기 행 지정은

데이터 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되며,
시스템은 입력 파일에서 지정된 위치의 표현식

필드에 입력된 텍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데이터 통합에서는 금액 위치에 "공백" 및
"숫자가 아닌" 문자가 있는 입력 파일의 행은

자동으로 건너뛰므로, 건너뛰기 지정은 금액이

아닌 데이터가 금액과 동일한 위치의 입력 파일

행에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파일에 "date"라는 레이블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date" 텍스트의 시작 열, 텍스트

길이 및 정확한 일치 텍스트를 나타내려면

건너뛰기 행에 대해 항목을 추가합니다.
행 건너뛰기 옵션은 고정 및 구분된 파일 유형

둘 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장
차원 매핑

7-10



임포트 정의 옵션 설명

속성 파일 또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최대 40개의

속성 필드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경우

입력 필드의 위치를 지정하고 다른 데이터

소스의 경우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차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을 사용하여 고정

값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속성 필드는 일반적으로 드릴스루 URL
구성이나 내역 또는 설명서 요구에 사용됩니다.

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또는 Tax Reporting 소스를

명시적 기간 매핑 유형과 통합하는

경우 시스템은 ATTR2 열에 매핑

연도(SRCYEAR)와 매핑 기간

(SRCPERIOD)을 저장하고 ATTR3
열에 연도를 저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ATTR2 및
ATTR3 속성 열을 다른 차원 매핑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소스 속성을 타겟

차원에 매핑하는 경우 시스템은

이동을 ATTR1 열에 매핑하기 위해

자동으로 다른 맵을 생성합니다.

설명 설명 열 2개를 임포트하여 속성 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열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포함된 입력 행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매핑

테이블의 표현식 필드에 입력하여 명시적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 데이터 통합에서는 선택한 위치의 기본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의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관련 금액

필드의 통화를 지정하는 입력 라인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임포트 형식에 대해

각 데이터 행에서 통화를 지정하거나, 선택한

임포트 형식을 사용하는 위치에 통화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

통화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로드하는 중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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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트 정의 옵션 설명

소스 기간 "기간" 차원은 데이터 파일에서 열로

지원됩니다. 단일 파일에 여러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되는 데이터 파일의 각 행에 연도 및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형식을 통해 로드

정의를 정의한 후 통합을 실행할 때 소스 기간을

선택하여 데이터 파일에서 열로 기간을

로드합니다.
차원 행 데이터 통합에서는 차원 사양이 동일한 라인의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을 때 임포트 형식에서

한 차원에 대한 여러 항목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 기반 데이터의 필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차원, 시작 및 종료 위치,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임포트 형식의 행을 복제하려면 복제할 행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복제를 누릅니다.

9. 선택사항: 임포트 형식에서 행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행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삭제를 누르십시오.

10. 저장을 누릅니다.

타겟 표현식 사용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매핑된 차원에 타겟 표현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면 소스에서 읽은 소스 값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타겟 차원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식을 멤버 매핑 대신 사용하여 간단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표현식을 사용하는 큰 데이터 세트의 경우 변환은 데이터 로드 성능을
향상합니다.

지원되는 타겟 표현식 유형:

• Copy Source Value

• Prefix

• Suffix

• Substring

• Replace

• Default

• Rtrim

• Ltrim

• Rpad

• Lpad

• Constant

• Round
Round 표현식은 Amount 차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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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it

• SQL

주:

Round 표현식 유형을 제외한 타겟 표현식 유형을 Amount 차원 또는 속성, 통화,
건너뛰기 행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타겟 표현식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매핑 그리드에서 차원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다음 타겟 표현식 편집을 선택하여 타겟
표현식을 추가할 타겟 값을 선택합니다.

3. 타겟 표현식 편집 페이지에서 표현식 유형을 누르고 타겟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4. 타겟 표현식 편집 화면에서 표현식 유형을 누르고 타겟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5. 타겟 표현식과 연계된 매개변수를 모두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페이지에 표시되는 매개변수는 표현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타겟 표현식 유형을 제거하려면 을 누릅니다.

Copy Source Value

Copy Source Value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소스 값을 타겟에 복사합니다.

매개변수는 copysource()입니다.

Prefix

Prefix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문자열에 고정 접두어를 추가합니다.

매개변수는 prefix입니다.

예를 들어 매개변수에 접두어 문자열 LE01을 지정하려면 결과 표현식 prefix("LE01")를
사용합니다.

Suffix

Suffix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문자열에 고정 접미어를 추가합니다.

매개변수는 suffix("")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코드 차원에 접미어 "East"을 추가하려면

suffix("East")를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Substring

Substring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문자 위치(시작 위치) 및 하위 문자열 길이(추출할 문자 수)를
기준으로 문자열에서 문자를 추출하고 반환합니다.

substr(Dimension, position, length)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엔티티 번호가 "031010"인 경우 두번째 문자 위치에서 시작하고 하위 문자열 길이가 5인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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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을 반환하려면 substr(Entity, 2, 5)를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표현식은 31010을 반환합니다.

Replace

Replace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검색하고 특정 대체 값으로 바꿉니다. (대체 값은
문자열 내의 문자일 수 있습니다.)

replace(Dimension, "x","0")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

번호가 "123x456x"이고 각 "x"를 "0"으로 바꾸려는 경우 replace(ACCOUNT , "x","0")을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결과는 12304560입니다.

Default

Default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소스가 공백일 때 기본값을 지정합니다. 공백이 아니면
소스 값을 지정합니다.

default(Dimension, "Default Value")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Version" 차원에 기본값 "Working"을 지정하려면 default(UD1,
"Working")을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결과는 Working입니다.

Rtrim

Rtrim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오른쪽의 문자열에서 후행 문자를 지웁니다.

rtrim(Dimension,"0")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차원과 지울 문자를

둘 다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가 "123000"인 경우 후행 "0" 문자를 모두 지우려면
rtrim(Dimension, "0")을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결과는 123입니다.

Ltrim

Ltrim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왼쪽의 문자열에서 선행 문자를 지웁니다.

ltrim(Dimension,"0")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차원과 지울 문자를

둘 다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가 "000123"인 경우 선행 "0" 문자를 모두 지우려면
ltrim(Dimension, "0")을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결과는 123입니다.

Rpad

Rpad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문자열의 오른쪽을 지정된 길이까지 특정 문자 세트로
패딩합니다. 표현식 길이보다 짧은 길이 값을 지정할 경우 Rpad는 표현식을 지정된 길이로
자릅니다. 패딩 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패딩 문자는 공백입니다.

rpad(Dimension, length, "characters to pad")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의 계정 값 1234에 최대 6자 길이까지 0을 패딩하려면
rpad(Dimension, 6, "0")을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결과는 123400입니다.

Lpad

Lpad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문자열의 왼쪽을 지정된 길이까지 특정 문자 세트로
패딩합니다. 표현식 길이보다 짧은 길이 값을 지정할 경우 Lpad는 표현식을 지정된 길이로
자릅니다. 패딩 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패딩 문자는 공백입니다.

lpad(Dimension, length, "characters to pad")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계정 값 1234에 최대 5자 길이까지 0을 패딩하려면
lpad(Dimension, 5, "0")을 표현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결과는 012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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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Constant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열에 상수 값을 지정합니다. 타겟 열의 경우 소스 열에 관계없이
상수가 적용됩니다.

매개변수는 constant("")입니다. 예를 들어 Product 열의 각 행에 "P_001" 값을 지정하려면

constant("P_001")를 지정합니다. 예에서 결과는 P_001입니다.

Round

Round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Amount 차원 타겟 표현식에 지정된 소수점 이하 자릿수 또는
정밀도 값으로 숫자를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12~12 사이의 정밀도 값을 Round 표현식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round(AMOUNT,<decimal_precision>) 형식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예제에서 Round 표현식 round(AMOUNT,1)은 소수 1자리 정밀도로 반올림합니다.

Amount 값 결과

10.18 10.2
10.14 10.1
10.15 10.2

이 예제에서 Round 표현식 round(AMOUNT,1)은 소수 0자리 정밀도 값으로 반올림합니다.

Amount 값 결과

10.18 10
10.5 11
10.491 10

Round 정밀도 값은 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예: -2). 반올림 정밀도가 0보다 작으면 소수점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반올림됩니다.

예를 들어 Amount가 574.194인 경우 -2의 Round 표현식을 사용하면 결과는 600이 됩니다
(round(574.193,-2)).

Conditional

Conditional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if-then-else 문을 지정합니다. 이 문은 조건이 true이면 특정
값을 반환하고, 조건이 false이면 다른 값을 반환합니다.

매개변수는 condition=()입니다. 예를 들어 계정 값이 "1100"이면 "Cash", 계정 값이

1300-101이면 "ShortTermRec", 계정 값이 1300-102이면 "AccruedTax", 계정 값이 null이거나 ""
이면 "멤버 없음"을 반환하려면 다음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if (ACCOUNT == "1100") return "Cash"
else if (ACCOUNT == "1300-1else return Liability 01") return "ShortTermRec"
else if (ACCOUNT == "1300-102") return "AccruedTax"
// if then with or/and
if (ACCOUNT == null or ACCOUNT == "") return "No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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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소스 표현식에서 사용자는 RECORD 용어를 사용하여 선택한 차원만이 아니라
표현식의 전체 입력 라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 입력 파일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account,entity,icp,100

또한 샘플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if (split(RECORD,",",3)=="icp") return "icp 2022"

이 경우, 결과 소스 값은 "icp 2022"로 설정됩니다. 소스가 표현식을 사용하여 설정된 경우
타겟 표현식 또는 매핑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소스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Split

Split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구분자를 기준으로 소스 값을 분할하고 값을 분할한 후의 n
값을 반환합니다. 이 표현식 유형은 문자열에서 세그먼트 값을 분할하는 데 유용합니다.

split(Dimension, "delimiter", component number)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문자열을 구분할 문자 구분 기호 및 반환할 문자열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계정 번호가 110-20-312300-500이고 문자열의 세번째
구성요소를 보려는 경우 split(ACCOUNT, "-", 3)을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결과는

312300입니다.

SQL

SQL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SQL INSERT 문에 사용할 수 있는 SQL 표현식을 값에
지정합니다. 소스 값을 사용하려면 값을 $ $ 안에 묶습니다. 예를 들어 UD1을 참조하려는
경우 $UD1$로 지정합니다. 소스 표현식에서 하나의 소스 값만 사용합니다.

주:

$MyAccount$ 등의 차원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포트 형식에서 사용된
차원만 참조할 수 있으며 TDATASEG 테이블의 열은 참조할 수 없습니다. (Data
Management의 [타겟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열 이름]
필드에서 차원의 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는 sql("")입니다. 예를 들어 UD4 소스 값이 "031010"이면 값 "S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값 "S2"를 반환하려는 경우 SQL 표현식 sql("CASE WHEN $UD4$ = ’
031010’ THEN ‘S1’ ELSE ‘S2’ END")를 지정합니다.

toPeriod

toPeriod 타겟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을 기준으로 기간 차원 멤버를
파생시키도록 합니다.

Java 단순 날짜 형식을 사용하여 소스 기간 이름 형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기간이
Jan-20인 경우 기간 차원 이름을 파생시키려면 toPeriod(PERIOD, "MMM-yy", "Mon")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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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ear

toYear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을 기준으로 연도 차원 멤버를 파생시키도록
합니다.

Java 단순 날짜 형식을 사용하여 소스 기간 이름 형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기간이
Jan-20인 경우 연도 차원 이름을 파생시키려면 toYear(YEAR, "MMM-yy", "FY+YY")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소스 표현식 사용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소스 차원에 소스 표현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 표현식을 사용하여
파일에서 읽은 소스 값을 개선하고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pad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특정 길이가 되도록 소스 차원 값의 오른쪽을 패딩(여분의 문자 추가)합니다.

"금액" 소스 차원의 경우 다음 소스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ill: 유럽 표기법에서 미국 표기법으로 변환(Fill)을 참조하십시오.

• DRCRSplit: 차변 및 대변 열 표시(DRCRSplit)를 참조하십시오.

• Sign: 비표준 숫자 기호 규칙 사용(Sign)을 참조하십시오.

• Factor: 정수 및 소수 요소 곱하기(Factor)를 참조하십시오.

• NZP: 0 제외 사용 안 함(NZP)을 참조하십시오.

금액 차원에 소스 표현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액 차원에 대해 소스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비금액 소스 차원에 사용할 수 있는 소스 표현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efix

• Suffix

• Substring

• Replace

• Default

• Rtrim

• Ltrim

• Rpad

• Lpad

• Constant

• Conditional

• Split

주:

SQL을 제외한 모든 타겟 표현식을 소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을 제외한 모든 타겟 표현식을 소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장
차원 매핑

7-17



소스 표현식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파일 기반 소스만. 선택사항: 유형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맵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4. 매핑 그리드에서 차원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다음 소스 표현식 편집을 선택하여
소스 표현식을 추가할 소스 값을 선택합니다.

5. 소스 표현식 편집 화면에서 표현식 유형을 누르고 소스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주:

금액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소스 표현식 유형은 Fill, DRCRSplit, Sign,
Factor 및 NZP입니다. 여러 소스 표현식을 금액 차원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차원은 Constant, Lpad 및 Rpad 표현식 유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소스 표현식 편집 화면에서 소스 표현식과 연계된 매개변수를 모두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페이지에 표시되는 매개변수는 표현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스 표현식 유형을 제거하려면 을 누릅니다.

금액 차원에 대해 소스 표현식 사용

"금액" 소스 차원의 경우 다음 소스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ill - 유럽 표기법에서 미국 표기법으로 변환(Fill)을 참조하십시오.

• DRCRSplit - 차변 및 대변 열 표시(DRCRSplit)를 참조하십시오.

• Sign - 비표준 숫자 기호 규칙 사용(Sign)을 참조하십시오.

• Factor 정수 및 소수 요소 곱하기(Factor)를 참조하십시오.

• NZP- 0 제외 사용 안 함(NZP)을 참조하십시오.

소스 표현식 유형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스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럽 표기법에서 미국 표기법으로 변환(Fill)

Fill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금액 차원을 키워드로 채워 숫자 형식을 변환합니다.
일반적으로 Fill은 fill=EuroToUS 매개변수와 함께 사용되어 (.,) 형식에서 (,.) 형식으로의

숫자 형식 변환을 트리거합니다.

매개변수는 fill=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0을10,000.00으로 변환하려면

fill=EuroToUS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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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숫자 기호 규칙 사용(Sign)

Sign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비표준 숫자 기호 규칙을 관리합니다. 선행 및 후행 빼기 기호가 있는
숫자와 괄호 안의 숫자는 음수로 해석합니다. 다른 선행 및 후행 문자를 사용하여 음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 안의 숫자도 음수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00.00)과 <100.00>을 지정하면 둘 다 음수로
처리됩니다.

양수에 기호가 없고(1,000.00) 음수 뒤에 CR (1,000.00CR)이 있는 경우 표현식은

Sign=,CR입니다.

Sign=[Positive String],[Negative String]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수는 뒤에 DR (1,000.00DR)이 있고 음수는 뒤에 CR (1,000.00CR)이 있는 경우 Sign=DR,CR을
지정합니다.

정수 및 소수 요소 곱하기(Factor)

Factor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소스 파일 금액에 사용자 정의 값을 곱합니다. 이 유형의 표현식을
사용하면 숫자 인수로 파일의 데이터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두 배로 늘리거나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Factor=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에 곱할 사용자 정의 정수 또는

10진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Factor=1000을 사용하여 금액을 12500에서 12500000으로

변환합니다.

차변 및 대변 열 표시(DRCRSplit)

DRCRSplit 표현식 유형을 사용하여 고정 형식 텍스트 파일에 대해 분할된 숫자 열을
구문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액 필드의 숫자 값은 차변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차변 값을
왼쪽에, 대변 값을 오른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식을 사용하려면 차변 시작(예: 열 56)과 대변 열 끝까지의 열 길이(예: 40자)를 지정합니다.
중간점은 20이고 20 왼쪽 숫자는 차변, 오른쪽 숫자는 대변일 수 있습니다.

drcrsplit=Mid Point of the DR and CR columns 형태를 따르는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rcrsplit=16 표현식을 사용하여 중간점(16) 왼쪽 숫자를 차변으로, 중간점(16) 오른쪽

금액을 대변으로 지정합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대변 금액에는 음수 기호가 지정되고(양수로 해석됨), 차변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음수로 해석됨).

0 제외 사용 안 함(NZP)

NZP 표현식은 데이터를 로드하는 중 0 제외를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Data
Management는 시산표에서 잔액이 0인 계정을 건너뜁니다. 경우에 따라 0이어야 하는 값이
바뀌도록 모든 계정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필드의 [표현식] 열에 NZP를 입력하여 0 제외를

비활성화합니다.

매개변수는 NZP입니다.

Account Reconciliation 병합 잔액 차원 추가

데이터를 로드할 때 Account Reconciliation 고객은 변경된 잔액만 병합하고 동일한 위치의 기존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로드된 이후 몇 개의 잔액만 변경된 경우 전체 데이터 파일 로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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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위해 고객은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될 새 잔액의 병합 ID 차원을 각각
설정해야 합니다. 통화와 함께 프로파일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차원을 병합 ID에
매핑해야 합니다.

주:

Account Reconciliation의 결과를 Data Integration으로 올바르게 드릴백하려면
로드할 새 잔액의 새 병합 ID를 각각 추가해야 합니다.

병합 잔액 차원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병합 잔액을 추가할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
고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에서 통합과 연계된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 병합 ID 추가 순으로 누릅니다.

소스 유형이 병합 ID인 빈 소스 차원 행이 추가됩니다.

4. 소스 차원 선택 드롭다운에서 통화와 함께 프로파일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차원을 병합 ID에 매핑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과 회사가 프로파일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경우 병합 ID 행을 세 번
추가하고 계정, 회사, 통화의 총 3개 행에 대해 병합 ID를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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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을 누릅니다.

6.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통합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7.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8. 임포트 모드 드롭다운에서 병합을 선택합니다.

9. 익스포트 모드 드롭다운에서 익스포트 안함을 선택합니다.

10. 필요에 따라 기간을 선택합니다.

11. 실행을 누릅니다.

멤버 매핑
멤버를 매핑하면 소스 값을 각 타겟 차원의 적합한 멤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차원의 타겟
멤버가 파생되도록 타겟 표현식을 정의한 경우 멤버 매핑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는 경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소스 값에 대한 멤버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경우 멤버 매핑이 아닌 데이터 변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데이터 세트에서는 멤버 매핑보다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는 변환의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매핑은 상위 위치를 사용하여 여러 통합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매핑은 계정, 엔티티, ICP, UD1,
UD2 등의 기본 순서로 각 차원에 대해 처리됩니다. 매핑 순서는 애플리케이션 정의에서 계산
순서를 변경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멤버 매핑 추가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멤버 매핑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다른 통합의 맵을 공유하려면 위치 참조를 선택합니다.

현재 통합에 대한 맵을 정의하는 경우 위치 참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차원 드롭 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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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 눌러 새 멤버 매핑을 추가하십시오.

매핑을 선택하고 편집 아이콘( )을 눌러 새 매핑을 추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존
매핑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5.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에서 소스의 매핑 유형 드롭다운에서 멤버 매핑 유형을 선택하고
소스 값을 지정합니다.

멤버 매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핑 유형 설명 참고 항목

소스 값을 타겟 값과 정확히

일치시키고 바꿉니다.
Explicit 매핑은 일대일

매핑입니다. 예를 들어 소스 값
"ABC"는 타겟 값 "123"으로

바뀝니다.

명시적 매핑 사용

소스 값의 연속 범위를 단일

타겟 값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001"부터 "010"
까지의 소스 값이 하나의 타겟

값으로 바뀝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300000부터

3001999까지의 계정을 이익

잉여금에 매핑해야 하지만,
310000 계정은 자본 출자 또는

배당금일 수 있습니다.

Between 매핑 사용

하나의 타겟 값에 매핑될

순차적이지 않은(불연속) 소스

값을 나열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매핑 내에서

여러 값이 하나의 값에

매핑되므로 명시적 맵의

경우처럼 여러 규칙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계정 1503,
1510 및 1515가 대상 계정

15000010에 매핑되게 할 수
있습니다.

In 매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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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유형 설명 참고 항목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소스

값의 문자열과 일치시키고 타겟

값에 매핑합니다.
Like 매핑에서는 와일드카드

문자(별표(*) 및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별표는 임의 수의

문자를 위한 자리

표시자입니다.
예를 들어 1190*은 1190,
1190100 및 1190-200 계정을

현금 타겟 계정에 매핑합니다.
물음표는 한 문자를 위한 자리

표시자입니다. 예를 들어 119?
소스 계정은 4개의 문자를

포함하며 119로 시작하는 소스

계정에만 매핑됩니다.

Like 매핑 사용

다차원 매핑을 사용하면 특정

소스 열 값 조합에 대해 타겟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대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원에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차원의 매핑은

엔티티, 제품 및 프로젝트의

소스 값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추가된 룩업 차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은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없는 소스

차원을 포함합니다. 이 차원을

사용하면 다차원 필터를 더
유연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조건부 데이터 로드가

용이해집니다.

다차원 매핑 사용

주: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사이 및 유사 유형 매핑
내에서 겹칠 수 있습니다.

6. 타겟에서 차원 멤버 이름의 타겟 값을 입력하십시오.

개별 멤버를 타겟으로 입력하거나 을 눌러 멤버 선택기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처리 순서에서 매핑 순서를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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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순서에 따라 매핑 유형 내의 우선순위 레벨이 결정됩니다. 매핑은 매핑 유형 내에서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처리됩니다. 순서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또는 100 단위로 번호를 매기는 경우 기존 값 사이에 새 값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매핑 번호가 10, 20 및 30으로 매겨진 경우 25로 시작하는 매핑을
추가할 수 있으며 다른 매핑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8. 설명에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9. 기호 변경을 선택하여 지정된 타겟 계정의 기호를 반대로 바꾸십시오.

이 옵션은 시산표에서 수익 및 부채/자기 자본 소스 계정의 기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일반
원장 소스 데이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숫자가 양수 값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호 변경 옵션을 사용하여 대변 잔액을 양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선택적으로 매핑을 선택하고 을 눌러 멤버 매핑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매핑을 선택하고 을 눌러 멤버 매핑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매핑 사용

Explicit 멤버 매핑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누릅니다.

3. 차원 드롭 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4. 를 눌러 새 멤버 매핑을 추가하십시오.

새 매핑을 추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존 매핑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5. 소스의 매핑 유형 드롭 다운에서 를 누르고 소스 값을 지정하십시오.

주: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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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겟에서 차원 멤버 이름의 타겟 값을 입력하십시오.

7. 설명에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8. 기호 변경을 선택하여 지정된 타겟 계정의 기호를 반대로 바꾸십시오.

이 옵션은 시산표에서 수익 및 부채/자기 자본 소스 계정의 기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일반 원장
소스 데이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수는 대변으로 로드되는 경우가 많고 음수는 모두 차변으로 로드됩니다.
따라서 기호를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Between 매핑 사용

Between 멤버 매핑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누릅니다.

3. 차원 드롭 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4. 를 눌러 새 멤버 매핑을 추가하십시오.

새 매핑을 추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존 매핑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5. 소스의 매핑 유형 드롭 다운에서 를 누르고 소스 값을 지정하십시오.

소스 값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00,199를 지정합니다. 사이 매핑은 별표와 같은

특수 문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6. 타겟에서 차원 멤버 이름의 타겟 값을 입력하십시오.

7. 처리 순서에서 매핑 순서를 지정하십시오.

처리 순서에 따라 매핑 유형 내의 우선순위 레벨이 결정됩니다. 매핑은 매핑 유형 내에서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처리됩니다. 순서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 순서는 영숫자 정렬 순서입니다. 순서로 10, 20,
30, 100이 있는 경우 처리 순서는 10, 100, 20, 30입니다. 처리 순서에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지도에 대해 동일한 자릿수를 사용하십시오.

8. 설명에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9. 기호 변경을 선택하여 지정된 타겟 계정의 기호를 반대로 바꾸십시오.

[기호 변경] 옵션은 시산표에서 수익 및 부채/자기 자본 소스 계정의 기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일반 원장 소스 데이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EPM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수는 종종 대변으로
로드되고, 음수는 모두 차변으로 로드됩니다. 따라서 기호를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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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매핑 사용

In 멤버 매핑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누릅니다.

3. 차원 드롭 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4. 를 눌러 새 멤버 매핑을 추가하십시오.

새 매핑을 추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존 매핑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5. 소스의 매핑 유형 드롭 다운에서 를 누르고 소스 값을 지정하십시오.

소스 값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00,199를 지정합니다. 사이 매핑은 별표와

같은 특수 문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6. 타겟에서 차원 멤버 이름의 타겟 값을 입력하십시오.

7. 처리 순서에서 매핑 순서를 지정하십시오.

처리 순서에 따라 매핑 유형 내의 우선순위 레벨이 결정됩니다. 매핑은 매핑 유형 내에서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처리됩니다. 순서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 순서는 영숫자 정렬 순서입니다.
순서로 10, 20, 30, 100이 있는 경우 처리 순서는 10, 100, 20, 30입니다. 처리 순서에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지도에 대해 동일한 자릿수를 사용하십시오.

8. 설명에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9. 기호 변경을 선택하여 지정된 타겟 계정의 기호를 반대로 바꾸십시오.

[기호 변경] 옵션은 시산표에서 수익 및 부채/자기 자본 소스 계정의 기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일반 원장 소스 데이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수는 대변으로 로드되는 경우가 많고 음수는
모두 차변으로 로드됩니다. 따라서 기호를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Like 매핑 사용

Like 멤버 매핑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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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를 눌러 새 멤버 매핑을 추가하십시오.

새 매핑을 추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존 매핑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스의 매핑 유형 드롭 다운에서 를 누르고 소스 값을 지정하십시오.

Like 매핑의 소스 값을 지정할 때 매개변수로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매핑에
대한 소스 값 표현식에 특수 문자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주: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5. 타겟에서 차원 멤버 이름의 타겟 값을 입력하십시오.

6. 처리 순서에서 매핑 순서를 지정하십시오.

처리 순서에 따라 매핑 유형 내의 우선순위 레벨이 결정됩니다. 매핑은 매핑 유형 내에서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처리됩니다. 순서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 순서는 영숫자 정렬 순서입니다. 순서로 10, 20,
30, 100이 있는 경우 처리 순서는 10, 100, 20, 30입니다. 처리 순서에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지도에 대해 동일한 자릿수를 사용하십시오.

7. 설명에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8. 기호 변경을 선택하여 지정된 타겟 계정의 기호를 반대로 바꾸십시오.

[기호 변경] 옵션은 시산표에서 수익 및 부채/자기 자본 소스 계정의 기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일반 원장 소스 데이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EPM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수는 종종 대변으로
로드되고, 음수는 모두 차변으로 로드됩니다. 따라서 기호를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유사 매핑에 대한 소스 값 표현식에 특수 문자 사용

소스 및 대상 값 표현식에는 하나 이상의 특수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는 유사
매핑에서만 지원됩니다.

• 별표(*)

별표(*)는 소스 값을 나타냅니다. 별표(*)의 앞이나 뒤에 하나 이상의 문자가 접두어나 접미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접두어나 접미어를 기준으로 소스 값이 필터링됩니다.
와일드카드는 소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대체로 접두어를 추가하여 대상 열에 넣습니다.

• 물음표(?)

물음표(?)는 소스 값에서 단일 문자를 제거합니다. 표현식에는 하나 이상의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표현식과 함께 물음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A로
시작되고 뒤에 두 문자가 있는 멤버를 찾아서 선택하거나 두 문자를 제거합니다.

• <1>, <2>, <3>, <4>, <5>

연결된 값을 가진 행을 처리하고 해당 값을 추출합니다. 소스 멤버는 "_" 문자를 구분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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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 <3>, <4>, <5>는 물음표(?)와 함께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별표(*)와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BLANK>

공백 문자가 포함된 행만 처리합니다.

시스템은 소스 멤버가 ‘ ‘인 경우에만 표현식을 <BLANK>로 읽습니다. 이 경우 작은
따옴표로 단일 공백 문자를 묶습니다. 소스에 ,,와 같이 표시되거나 ,로 묶은 공백으로

표시되는 NULL이 있으면 <BLANK>로서의 NULL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space
char> 표현식만 해석됩니다.

주:

<BLANK> 표기법은 소스 및 대상 표현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표현식에 사용된 경우 대상에 공백을 씁니다.

표 7-1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표현식의 예

사용된 특수 문자 매핑 유형 소스 값 대상 값 결과 참고

* 데이터 로드 * 1000 1000은 1000을
반환합니다.
WXYZ는 1000을
반환합니다.

이 예에서는 모든

행을 처리하고

소스 값을
기본값인

1000으로

재정의합니다.
이 표현식에서

WXYZ는 1000도
반환합니다. 소스

값으로 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모든 소스 값이

타겟 값인

1000으로

바뀝니다.

* 데이터 로드 * * 1000은 1000을
반환합니다.
WXYZ는 WXYZ를
반환합니다.

이 예에서는 모든

행을 처리하고

소스 값을 있는
그대로

반환합니다.

* 제거 * A* 101은 A101을
반환합니다.

모든 소스 멤버를

처리하고 "A"를
접두어로

추가합니다.
* 제거 *_DUP * 1000_DUP는

1000을
반환합니다.

"_DUP"로 끝나는

소스 값만
처리하고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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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표현식의 예

사용된 특수 문자 매핑 유형 소스 값 대상 값 결과 참고

? 제거 ?* * A1000은 1000을
반환합니다.
B2000은 2000을
반환합니다.

이 결과에서는

길이에서 하나

이상 문자의 소스

값만 처리합니다.
첫 문자를

제거합니다.
? 제거 *???? * 1000_DUP는

1000을
반환합니다.
A1000은 A를
반환합니다.

이 결과에서는

길이에서 4개 이상

문자의 소스 값만

처리합니다.
마지막 4자를

제거합니다.
<1>, <2>, <3>,
<4>, <5>

데이터 로드 <1> * 01_420은 01을
반환합니다.

<1>, <2>, <3>,
<4>, <5>

데이터 로드 <2> * 01_420은 420을
반환합니다.

<1>, <2>, <3>,
<4>, <5>

데이터 로드 <3> * 01_420_AB_CC1_001
은 AB를
반환합니다.

<1>, <2>, <3>,
<4>, <5>

제거 ?<1> * A01_420은 01을
반환합니다.

<BLANK> 데이터 로드 <BLANK> [None] ' '은 [None]을
반환합니다.
'01_ '는
[None]을
반환합니다.

작은따옴표는 단지

설명 목적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대상 값 표현식에 특수 문자 사용

타겟 표현식에 별표(*)만 사용할 수도 있고 별표(*) 문자의 앞이나 뒤에 원하는 수의 문자를
접두어나 접미어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을 실행하면 별표(*)가 결과 소스 값(고유한 소스
표현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으로 바뀝니다. 타겟 표현식에 지정한 접두어 또는
접미어에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값:

A*

결과:

1000 = A1000

대상 값:

*_DU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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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_DUP

다차원 매핑 사용

다차원 매핑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는 75자 이하여야 합니다.

다차원 매핑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를 누릅니다.

3.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의 소스에서 다차원을 선택합니다.

4. 차원을 누르고 원본 열 값의 차원을 선택합니다.

5. [멤버 매핑 유형] 아이콘을 눌러 소스 열 값 매핑에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적

• Between

• Like

• 위치

• 다차원

이러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6. 입력 상자에서 소스 값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7. 을 눌러 새 멤버 매핑 유형을 다차원 조건에 추가합니다.

8. 타겟에서 맵을 정의할 타겟 차원 멤버를 입력합니다.

멤버 선택 페이지에서

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다차원 매핑의 대상 값은 명시적 멤버 이름이어야 합니다. 와일드카드 또는 특수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9. 처리 순서에서 맵 처리가 발생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순서는 알파벳 또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알파벳순을 지정하는 경우 매핑 유형 내에서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매핑이 처리됩니다.

매핑 유형 내에서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맵이 처리되도록 알파벳순을 사용하여 통합
이름이 사용된 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또는 100개 단위로 번호를 매기는 경우 기존 통합 사이에 새
통합을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 번호가 10, 20 및 30으로 매겨진 경우 다른 통합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도록 25로 시작하는 통합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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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사이 및 유사 유형 내에서는
매핑이 겹칠 수 있습니다.

10. 설명에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1. 기호 변경을 선택하여 선택된 타겟 계정의 기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기호 변경] 옵션은 시산표에서 수익 및 부채/자기 자본 소스 계정의 기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일반 원장 소스 데이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EPM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수는 종종 대변으로
로드되고, 음수는 모두 차변으로 로드됩니다. 따라서 기호를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 적용 대상에서 선택된 매핑을 적용할 통합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치에 지정된 매핑은 해당 위치와 연계된 통합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저장을 누릅니다.

다차원 매핑에 특수 문자 사용

소스 및 대상 값 표현식에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일반적으로 ? 및 *)의
앞이나 뒤에 하나 이상의 문자가 접두어나 접미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접두어나 접미어를 기준으로 소스 값이 필터링됩니다.

특수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 별표(*)는 소스 값을 나타냅니다. 별표(*)의 앞이나 뒤에 하나 이상의 문자가 접두어나
접미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접두어나 접미어를 기준으로 소스 값이
필터링됩니다. 와일드카드 또는 스트립(쓰기 되돌림 데이터 로드)은 소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대체로 접두어를 추가하여 대상 열에 넣습니다. 별표(*)는 소스 값을 나타냅니다. 별표
(*)의 앞이나 뒤에 하나 이상의 문자가 접두어나 접미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접두어나 접미어를 기준으로 소스 값이 필터링됩니다. 와일드카드는 소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대체로 접두어를 추가하여 대상 열에 넣습니다.

• 물음표(?) - 물음표(?)는 소스 값에서 단일 문자를 제거합니다. 표현식에는 하나 이상의 물음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표현식과 함께 물음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A로 시작되고 뒤에 두 문자가 있는 멤버를 찾아서 선택하거나 두 문자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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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의 경우 소스 차원은 가져온 값이며 해당 차원에만 와일드카드가 적용됩니다. 차원이
다차원 규칙에 포함될 수 있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접미어는 대상 차원
(규칙이 있는 차원)과 같은 소스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값에 대한 형식 마스크 매핑

형식 마스크를 사용하여 소스 멤버 세부정보와 선택적 사용자 정의 텍스트 조합을 기반으로
타겟 멤버를 정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형식 마스크를 사용하여 소스 멤버의 일부, 타겟의
추가 접두어, 접미어 또는 대체 텍스트를 기반으로 타겟 멤버를 지정하십시오.

형식 마스크는 명시적을 제외한 모든 매핑 유형의 대상 멤버 지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핑 유형의 일반적인 용도는 세 가지 범주, 즉 소스의 세그먼트 바꾸기, 세그먼트를 문자열
작업으로 바꾸기, 접두어 또는 접미어를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문자열 작업으로 바꾸기로
구성됩니다.

#FORMAT 매핑 유형 구성요소

#FORMAT 매핑 유형은 다음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표 7-2    #Format 매핑 유형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FORMAT FORMAT의 매핑 유형이 대상 멤버에서 지정됨을

나타냅니다.
<format mask> 형식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문자가 포함된

사용자 정의 형식 마스크입니다.
• "?" - 소스 멤버 또는 멤버 내 세그먼트의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 "#" - 대상 멤버를 생성할 때 소스에서 문자를

건너뛰거나 삭제합니다.
• "문자" - 타겟의 사용자 정의 문자를 "있는

그대로" 포함합니다. 접두어, 접미어, 고정

문자열 또는 필수 문자에 사용됩니다. 특수

형식 마스크 문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소스 세그먼트 또는 소스의 모든 문자를

포함합니다. "*"를 세그먼트의 유일한 형식

마스크 문자로 사용하면 전체 세그먼트 값이

소스에서 복사됩니다.
"*"를 "#" 또는 "?" 문자와 함께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문자를 모두

가져옵니다.
"*"는 "?" 또는 "#"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문자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소스가 "abcd"이고 "*"를 사용한

경우 타겟은 "abcd"입니다. 타겟이 "?#*"
이면 결과는 "acd"입니다.
시스템이 세그먼트 내에서 "*"를 발견하면

형식에 지정된 "문자"를 제외하고 "*" 뒤에

지정된 모든 내용이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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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계속) #Format 매핑 유형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segment delimiter> 선택적 세그먼트 구분자는 소스 및 대상 멤버에서

세그먼트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를

정의합니다. 이 통합 유형에서는 소스 및 타겟

구분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그먼트 구분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세그먼트 지정 또는 구분자와

별개로 전체 멤버에 형식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FORMAT 매핑 예
다음은 #FORMAT에서 제공하는 옵션을 모두 사용하는 예입니다.

표 7-3    #Format 매핑 유형 예

소스 대상 결과

12345-6789-012-3456ABC-001 #FORMAT("???-*-GROUP-AA##?
#*X-GROUP","-")
설명: 첫번째 세그먼트의 처음 세
글자를 사용하고, 두번째 세그먼트

전체를 사용하며, 세번째 세그먼트를

"GROUP" 텍스트로 바꾸고, 네번째

세그먼트에 접두어 AA를 추가하고,
세번째 및 네번째 문자를 삭제하고,
다섯번째 문자를 유지하고, 여섯번째

문자를 삭제하고, ABC를 유지하고,
접미어 "X"를 추가하고, 다섯번째

세그먼트를 "GROUP" 텍스트로

바꿉니다.

123-6789-GROUP-5ABCX-GROUP

세그먼트 바꾸기

소스 멤버의 형식을 타겟 멤버의 정의로 사용하되 소스의 값을 재사용하지 않고 소스 세그먼트의
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네 번째 세그먼트 값을 기준으로 소스를
필터링하고, 일곱 번째 세그먼트를 명시적 값으로 바꾸고, 다른 세그먼트의 값을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스:

    ??????-??????-?-012000000-??????-???-???????-??????-??????-??????-???

대상:

    ??????-??????-?-012000000-??????-???-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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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를 문자열 작업으로 바꾸기

대체되는 세그먼트에 문자열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이
11002293이지만 세그먼트를 작성할 때 마지막 4자리나 처음 6자리만 사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002293 멤버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 처음 2자를 무시하고 결과 002293을 제공합니다. #FORMAT("##*")을 사용합니다.

• 마지막 3자리를 자르고 결과 11002를 제공합니다. #FORMAT("?????")을 사용합니다.

• 처음 2자를 무시하고 마지막 3자를 잘라 결과는 002가 됩니다. #FORMAT("##???")을
사용합니다.

세그먼트를 문자열 작업으로 바꾸기 및 접두어 또는 접미어 사용

소스의 세그먼트 값을 있는 그대로 타겟의 해당 세그먼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가 A100인 경우 이 값을 타겟의 값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스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한 다음 소스에 따라 대상의 해당 세그먼트에 대해 명시적 값을
지정합니다.

멤버 선택

차원을 사용하여 멤버를 보고 선택하려면 [멤버 선택] 페이지를 사용하십시오.

멤버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누릅니다.

3. 타겟에서 를 누르십시오.

4. 멤버 선택 페이지에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a. 큐브에서 타겟 시스템의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큐브에 따라 사용가능한 차원의 구조가 결정됩니다.

b. 선택사항: 멤버 검색에서 검색 기준(멤버 이름 또는 별칭만)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검색 시 대소문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 단어, 여러 단어 또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c. 왼쪽의 두번째 창에는 사용가능한 상위 차원의 첫번째 레벨이 표시됩니다. 창에서
매핑할 각 멤버 옆의 확인란을 눌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차원에서 멤버로 드릴 다운하여 세번째 창에 결과를 표시하려면 를 누르
십시오.

d. 왼쪽에서 세번째 창은 b단계에서 선택한 선택된 차원의 멤버 또는 동위 멤버입니다.
매핑할 각 멤버 옆의 확인란을 눌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차원에서 멤버로 드릴 다운하여 네번째 창에 결과를 표시하려면 를 누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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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왼쪽에서 네번째에 있는 창은 c단계에서 선택한 멤버/동위 멤버의 멤버(최하위 레벨)
결과입니다. 매핑할 각 멤버 옆의 확인란을 눌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확인 표시를 나타내는 선택한 차원/멤버는 선택 사항 창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사항을 지우려면 선택 항목 창에서 차원/멤버를 선택하고  드롭 다운에서: 이동
또는 모두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5. 확인을 누릅니다.

멤버 필터링

필터를 적용하여 특정 멤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함" 또는 "다음과 같음" 피연산자 및 특정
값을 사용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차원을 기반으로 필터 기준을 생성합니다.

멤버 필터를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3. 소스, 타겟 또는 처리 순서 값에 필터를 적용하려면 선택합니다.

4. 피연산자 드롭다운에서 필터의 피연산자 및 값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피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포함 - 값 필드의 문자열 문자가 포함된 값을 반환합니다.

• 다음과 같음 - 값 필드의 문자열 문자와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5. 값에는 필터에 사용할 특정 값을 지정합니다.

멤버 매핑 임포트

선택한 CSV 및 TXT 파일 형식에서 현재 차원 또는 모든 멤버 매핑을 임포트할 수 있으며 매핑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멤버 매핑 임포트]는 대상 멤버에 대한 검증 또는 검증 없음 옵션과 함께
병합 또는 바꾸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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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매핑을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파일 기반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후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누릅니다.

3. 차원 드롭 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4. 작업 드롭다운의 임포트에서 현재 차원을 선택합니다.

모든 차원을 임포트하려면 모든 차원을 선택하십시오.

5. 멤버 매핑 임포트와 파일 이름에서 멤버 매핑을 임포트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6. 임포트 모드에서 임포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 병합 - 기존 맵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맵이 지정된 경우 소스 값, 처리 순서 및
통합 이름을 기반으로 기존 맵이 확인됩니다. 맵이 없으면 새 맵이 생성됩니다.

• 바꾸기 - 기존 맵을 삭제하고 파일에서 새 맵을 생성합니다.

7. 검증에서 멤버 매핑을 검증하려면 선택합니다.

검증에서는 임포트된 General Ledger의 모든 데이터에 해당 매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실행 모드에서 임포트를 실행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 임포트를 즉시 처리합니다.

• 오프라인 - 백그라운드에서 임포트를 실행합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Excel 매핑 임포트

임포트 옵션을 선택한 다음 Excel 매핑을 선택하여 Excel 매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cel 매핑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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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임포트를 선택한 다음 Excel에서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3. 멤버 매핑 임포트, 파일 이름 순에서 멤버 매핑을 임포트할 Excel.XLS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을 눌러 .XLS 파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4. 멤버 매핑 임포트와 파일 이름에서 멤버 매핑을 임포트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5. 확인을 누릅니다.

6. 임포트 모드에서 임포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 병합 -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데이터 로드 파일의 데이터로 덮어씁니다.

• 바꾸기 - 데이터 로드 파일의 차원에서 값을 지우고 기존 파일의 값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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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증에서 멤버 매핑을 검증하려면 선택합니다.

검증에서는 임포트된 General Ledger의 모든 데이터에 해당 매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실행 모드에서 임포트를 실행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 임포트를 즉시 처리합니다.

• 오프라인 - 백그라운드에서 임포트를 실행합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Excel 템플리트 다운로드(매핑 템플리트)
Maploader 템플리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Data Integration 또는 Data
Management를 통해 매핑 테이블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Excel에서 매핑 테이블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Excel 매핑에서 멤버를 선택하고 임포트하여
멤버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매핑을 병합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맵이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새 항목을 추가하기만 합니다. EPM_ORACLE_HOME/products/
FinancialDataQuality/templates 디렉토리에 정확한 서식의 Excel 매핑 템플리트가

들어 있습니다.

매핑 템플리트에는 연결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Oracle Hyperion Financial
Management 차원을 추출하는 매크로 스크립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cel 템플리트를 Data Management 서버로 업로드한 후 통합을 실행할 때 로드할 파일로
이 Excel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 비어 있으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은
처리 중인 파일이 Excel 파일인지 확인한 후 파일을 로드하는 데 필요한 형식을 읽습니다.

Excel에서 매핑 템플리트 작업을 하는 경우

• 매핑 템플리트에 빈 라인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 템플리트에 라인을 삽입할 수 있지만 새 라인을 지정된 영역에 유지해야 합니다.

• 각 템플리트가 단일 차원을 지원합니다.

Excel 템플리트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멤버 매핑 페이지 드롭다운에서 작업, 임포트, Excel 템플리트 다운로드 순으로
선택합니다.

Maploader.x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MaploaderTemplate.xls를 열거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4. MaploaderTemplate.xls를 엽니다.

5.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6. 셀 B1에 위치, 셀 B2에 위치 ID를 입력하고 셀 B3의 차원 드롭다운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7. 다음 열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에 소스 차원 값을 입력합니다.

소스 차원을 입력할 때 와일드카드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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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문자 와일드카드 - 별표(*)를 사용하여 무제한 문자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548* 또는 *87.8을 입력합니다.

• 단일 문자 자리 표시자 와일드카드 - 물음표(?)를 사용하여 단일 문자 자리 표시자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548??98

– ??82???

– ??81*

• 범위 - 쉼표(,)를 사용하여 범위를 나타냅니다(와일드카드 문자는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범위를 10000,19999로 지정합니다.

이 범위는 시작 값과 끝 값을 포함하여 10000에서 19999 사이의 모든 값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Data Management는 시작 값과 끝 값을 포함하여 10000에서 19999 사이의
모든 값을 고려합니다.

• In 매핑 - 쉼표(,)를 사용하여 항목을 구분합니다(와일드카드 문자는 허용되지 않음).
항목이 3개 이상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핑이 between 매핑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위치 매핑을 10,20,30으로 지정합니다.

• 다차원 매핑 - #MULTIDIM을 사용하여 다차원 매핑을 나타냅니다. DIMENSION
NAME=[VALUE]와 값을 입력합니다. 값은 와일드카드, 범위 및 In 매핑으로 논리를

따릅니다. 다음 예에서 검색 기준은 77부터 시작하고 UD1 = 240인 모든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MULTIDIM ACCOUNT=[77*] AND UD1=[240]입니다.

b. 소스 설명에 소스 값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c. 대상에 대상 차원 값을 입력합니다.

d. 기호 변경에 True를 입력하여 계정 차원의 기호를 변경합니다. 계정 차원의 기호를
유지하려면 False를 입력합니다. 이 설정은 계정 차원을 매핑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 특정 데이터 규칙 이름에 매핑이 적용되는 경우 규칙 이름에 통합 이름을 입력합니다.

주:

명시적 매핑을 추가하는 경우 규칙 이름이 소스 값과 같아야 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멤버 매핑 복원

멤버 매핑을 복원하면 현재 세션에서 수행된 매핑이 삭제되고 POV 기반의 매핑이 복원됩니다.

POV에 대한 마지막 데이터 로드의 멤버 매핑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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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매핑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멤버 매핑 페이지 드롭다운에서 작업, 매핑 복원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매핑 복원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멤버 매핑 익스포트

멤버 매핑을 선택한 파일이나 Excel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차원 또는 모든 차원 맵 익스포트

현재 차원 또는 모든 차원에 대한 멤버 매핑을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누릅니다.

3. 차원 드롭 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4. 익스포트 드롭다운에서 현재 차원 또는 모든 차원을 선택합니다.

5. 파일 위치 지정에서 매핑을 익스포트할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6.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7. 선택사항: 업로드를 누르고 익스포트할 파일로 이동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cel로 맵 익스포트

Excel로 내보내는 경우 해당 형식으로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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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로 멤버 매핑을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드롭 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3. 작업 드롭다운의 익스포트 드롭다운에서 Excel로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Excel로 익스포트 방법의 경우 매핑이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집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스프레드시트 이름에 대한 위치 이름을 사용합니다.

4. XLS 파일을 열거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5. 스프레드시트를 엽니다.

6.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7. 셀 B1에 위치, 셀 B2에 위치 ID를 입력하고 셀 B3의 차원 드롭다운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8. 다음 열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에 소스 차원 값을 입력합니다.

소스 차원을 입력할 때 와일드카드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무제한 문자 와일드카드 - 별표(*)를 사용하여 무제한 문자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548* 또는 *87.8을 입력합니다.

• 단일 문자 자리 표시자 와일드카드 - 물음표(?)를 사용하여 단일 문자 자리 표시자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548??98

– ??82???

– ??81*

• 범위 - 쉼표(,)를 사용하여 범위를 나타냅니다(와일드카드 문자는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범위를 10000,19999로 지정합니다.

이 범위는 시작 값과 끝 값을 포함하여 10000에서 19999 사이의 모든 값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Data Management는 시작 값과 끝 값을 포함하여 10000에서 19999 사이의
모든 값을 고려합니다.

• In 매핑 - 쉼표(,)를 사용하여 항목을 구분합니다(와일드카드 문자는 허용되지 않음).
항목이 3개 이상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핑이 between 매핑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위치 매핑을 10,20,30으로 지정합니다.

• 다차원 매핑 - #MULTIDIM을 사용하여 다차원 매핑을 나타냅니다. DIMENSION
NAME=[VALUE]와 값을 입력합니다. 값은 와일드카드, 범위 및 In 매핑으로 논리를

따릅니다. 다음 예에서 검색 기준은 77부터 시작하고 UD1 = 240인 모든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MULTIDIM ACCOUNT=[77*] AND UD1=[240]입니다.

b. 소스 설명에 소스 값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c. 대상에 대상 차원 값을 입력합니다.

d. 기호 변경에 True를 입력하여 계정 차원의 기호를 변경합니다. 계정 차원의 기호를
유지하려면 False를 입력합니다. 이 설정은 계정 차원을 매핑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 특정 데이터 규칙 이름에 매핑이 적용되는 경우 규칙 이름에 통합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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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명시적 매핑을 추가하는 경우 규칙 이름이 소스 값과 같아야 합니다.

9.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기간 처리에 대한 일반 옵션, 데이터 임포트에 사용되는 필터,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하는 경우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정의합니다.

일반 옵션 섹션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범주와 소스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간 매핑
유형을 지정합니다. 파일 기반 통합의 경우 옵션을 사용하여 기본 폴더 및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 옵션 섹션에서 특정 방법을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타겟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 처리할 뱃치 크기, 드릴 영역 생성 사용, 기타 처리 옵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통합의 경우 필터를 지정하여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및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 필터는 차원 및 멤버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슬라이스 측면에서 지정합니다.
기타 데이터 소스의 경우 각 필터 매개변수에 대한 소스 필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기반 옵션 정의

파일 기반 통합의 경우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이름 및 인박스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단일 기간 또는 복수 기간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수 기간에 로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열이 여러 개인
단일 파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글 레코드 또는 기간 매핑을 사용하여 기간에 각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는 각 기간에 대해 단일 파일을 사용합니다. 기간당
하나의 파일을 사용하도록 특정 파일 이름 형식으로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일과 연계된 범주 및 기간 설정은 사전 정의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에서는
선택 항목을 편집할 때 사용가능한 옵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파일 기반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에 대한 정보는 자습서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 및 통합 실행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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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반 옵션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파일 기반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3. 파일 이름에서 소스 시스템 파일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선택한 파일 이름이 파일 이름 필드의 기본값입니다.

파일 이름만 제공할 경우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단일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 기간을 로드하려면 각 기간에 대해 파일을 생성하고 기간 이름 또는 기간 키를 파일
이름에 추가합니다. 기간 범위에 대해 통합이 실행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각 기간의 파일 이름을
구성하고 적절한 POV에 업로드합니다.

4. 디렉토리에서 파일이 있는 폴더를 지정하십시오.

5. 파일 이름 접미어에서 여러 기간에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기간 이름 또는 기간 키를 선택합니다.

접미어가 파일 이름에 추가되며 시스템에서 접미어를 추가한 후 파일 확장자를 추가합니다.
파일 이름을 공백으로 두면 시스템에서 접미어를 사용하여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 이름 접미어
유형이 지정된 경우 파일 이름은 선택사항이며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필수가 아닙니다.

파일 이름 접미어 유형이 기간 키인 경우 파일 이름에 접미어 표시기 및 기간 날짜 형식이
접미어 세트로 필요하며 적합한 날짜 형식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지정합니다.

a. 1_Jan-2018.txt

b. 1_Feb-2018.txt

c. 1_Mar-2018.txt

이 경우 통합을 실행할 때 파일 이름 필드에 1_.txt를 입력하고 접미어 표시기에 대해 기간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1월-3월 기간에 대한 통합을 실행합니다.

6. 기간 키 날짜 형식에서 파일 이름에 추가된 기간 키의 데이터 형식을 JAVA 날짜 형식
(SimpleDateFormat)으로 지정합니다.

7. 범주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실제"와 같이 Data Integration 설정에 생성한 범주입니다. 범주 매핑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8. 큐브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계획 유형을 지정합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직접 통합 옵션 정의

직접 통합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직접 통합 소스 및 타겟 시스템 특정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소스 시스템의 경우 큐브 및 기간 매핑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통합 옵션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직접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일반 옵션의 범주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실제"와 같이 Data Integration 설정에 생성한 범주입니다. 범주 매핑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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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큐브에서 타겟 시스템의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큐브는 Data Integration에서 지정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큐브
애플리케이션의 수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자정의 큐브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

ASO 큐브로 바꾸기 모드에서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숫자 데이터만 로드됩니다. 전체 계층을 포함하여 정규화된
이름으로 멤버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4. 기간 매핑 유형에서 기간의 매핑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값 - 통합에서는 Data Integration에 정의된 기간 키와 이전 기간 키를 사용하여
통합이 실행될 때 각 Data Integration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총계정원장 기간을
결정합니다.

• 명시적 - 통합이 Data Integration에서 정의된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여 각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총계정원장 기간을 결정합니다. 명시적 기간 매핑은 기간이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로 정의되지 않은 경우 추가 General Ledger 데이터 소스를
지원합니다.

5. 달력에서 소스 시스템 달력을 선택합니다.

6. 통합 옵션 1-4에서 무형식 텍스트 또는 값을 지정합니다.

비즈니스 규칙에 런타임 매개변수를 지정하는 경우 통합 옵션 1-4 필드에 지정한 모든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규칙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7. 데이터 추출 옵션에서 추출할 멤버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멤버는 계산에 대한 플래그가 지정된 방법에 따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저장"으로
플래그가 지정된 멤버의 경우 계산 후에 멤버와 함께 계산 데이터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동적 계산"으로 태그가 지정된 멤버의 경우 검색 시에 멤버의 데이터 값이
계산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데이터 - 밀집 및 희소 차원 둘 다의 저장 값과 동적 계산 값을 추출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 데이터 동기화에서는 모든 데이터 추출 옵션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타겟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통합을 설정하여 원격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 데이터 동기화를 위해 데이터가 추출된
소스 환경에서 통합을 [모든 데이터] 옵션으로 설정한 후 원격 타겟 시스템으로
푸시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고객은 모든 데이터 옵션을
선택하여 동적 계산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 선행 조건에 따라
동적 계산 값을 추출하려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의 CONTROL TO-DATE VIEW STORAGE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료 날짜 뷰 제어 옵션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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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에서 YTD를 추출하는
경우 최적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을 DSO(밀집 희소 최적화 사용 애플리케이션)
으로 변환하거나 DSO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추출 데이터 유형으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한 후 뷰 차원의 필터로 "FCCS_YTD"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저장 및 동적 계산 데이터 - 희소 차원이 아닌 밀집 차원에 대해서만 저장 동적 계산 값을
추출합니다.

• 저장 데이터만 - 저장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이 유형의 추출에서는 동적 계산 값이
제외됩니다.

8. 데이터 정밀도에서 내보낼 숫자에 표시되는 소수 자릿수 위치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정밀도는 정밀도(정확도)가 강조된 숫자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데이터 값 크기 및 소수
자릿수에 따라 일부 숫자 필드가 지수 형식(예: 678123e+008)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가 매우 큰 값부터 매우 작은 값까지 걸쳐 있는 경우 데이터 정밀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력 파일은 일반적으로 더 작고 데이터 값은 더 정확합니다.

이 옵션의 기본값은 16입니다.

9. 데이터 소수 자릿수에서 내보낼 최대 소수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0에서 16 사이의 값을 지정합니다.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익스포트할 데이터의 소수 자릿수
(최대 16자리) 또는 데이터 정밀도 옵션(해당 값이 지정된 경우)에 따라 결정된 값이
사용됩니다.

이 매개변수는 가독성이 강조된 상태로 사용되며 출력 데이터는 텍스트 형식입니다. 데이터의
소수 자릿수와 관계없이 지정된 수가 출력됩니다. 소수점 전후의 데이터 범위가 매우 큰 값부터
매우 작은 값까지 걸쳐 있는 경우 특히 데이터의 정확도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에 대해 소수 자릿수를 포함하여 16자리가 지원됩니다. 데이터 정밀도
및 데이터 소수 자릿수 옵션이 둘 다 지정되는 경우 데이터 정밀도 옵션이 무시됩니다.

10. (General Ledger에만 해당): 조정 기간 포함에서 조정 기간 처리를 위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아니요 - 조정 기간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정규 기간 매핑만 처리합니다("기본"
및 "명시적" 매핑에 설정된 대로). 아니요가 조정 처리 기본 옵션입니다.

• 예 - 예가 선택되면 정규 기간 및 조정 기간이 포함됩니다. 조정 기간이 없는 경우 정규
기간만 처리됩니다.

• 예(조정만 해당) - 예(조정만 해당)가 선택되면 시스템에서 조정 기간만 처리합니다. 그러나
조정 기간이 없는 경우 시스템에서 정규 기간을 대신 끌어옵니다.

11. (Planning 및 Oracle General Ledger 비관리자만 해당) 비관리자 로드 시의 바꾸기 방법에서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데이터를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경우의 바꾸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 바꾸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숫자 데이터만 - 로드 방법이 숫자 데이터만인 경우 바꾸기를 수행합니다.

• 모든 로드 방법 - 모든 로드 방법에서 바꾸기를 수행합니다.

12.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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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옵션 정의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경우 로드 방법, 날짜 형식, 뱃치, 제거
옵션 등 날짜를 로드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겟 옵션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옵션 설명

로드 방법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숫자—숫자 데이터만 로드합니다.

Planning 데이터 보안은 이 방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데이터와

드라이버 차원을 정의하고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ID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래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데이터 차원] 필드 및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드라이버 차원] 필드에서 데이터

로드 및 드라이버 차원을 정의합니다.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에서는 바꾸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유형 - 숫자,

텍스트, 스마트 목록, 날짜 데이터 유형을

로드합니다. Planning 관리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Planning 데이터 보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lanning 비관리자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Planning 데이터 보안이 적용됩니다.
Planning 비관리자 사용자는 500,000개
데이터 셀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뱃치 크기 한 번에 파일에서 메모리로 읽어 올 행 수를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주로 성능에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이 설정은 캐시에 저장되는

레코드 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이
지정되면 1,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5000이 지정되면

5,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하고

커밋합니다.
서버 메모리별로 이 설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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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옵션 설명

드릴 영역 드릴 영역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드릴 스루 기능을

사용하여 드릴 가능 영역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 드릴 영역이 Planning
데이터에 로드됩니다.
시나리오별로 드릴 영역이 생성됩니다. 임의

큐브(Planning 큐브 또는 Planning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릴 영역의 이름은

FDMEE_<시나리오 멤버의 이름>입니다. 드릴

영역을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차원이

드릴에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로드에 선택된, 사용 설정된 차원 멤버는

드릴 영역 필터에 포함됩니다. 사용으로 설정한

차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버전, 연도

및 기간 차원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차원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후속

데이터 로드에서는 새로 사용하도록 설정된

차원 멤버를 고려합니다. 이전에 드릴 생성에

사용된, 드릴 영역에 포함되었던 차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 해당 차원

멤버가 후속 데이터 로드 중 삭제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제거 파일 기반 데이터 로드에 성공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outbox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하고 파일을 보유하려면 슬라이더를 해제로

탭합니다.

날짜 데이터의 날짜 형식 날짜 데이터 로드에 사용되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로케일 설정에 맞는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M/DD/YY 형식을 사용하여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동 증분 라인 항목에 대한 데이터 차원 Planning에서 지정한 데이터 차원과 일치하는

데이터 차원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는 증분

데이터 로드에 사용됩니다.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여 증분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증분 라인 항목에 대한 드라이버 차원 Planning.에서 지정한 드라이버 차원과

일치하는 드라이버 차원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LINEITEM 태그를 사용하는 증분

데이터 로드에 사용됩니다.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여 증분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멤버 이름에 쉼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 이름에 쉼표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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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옵션 설명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의 요약 드릴
동작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 요약 드릴이

작동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시

• 한도

요약 드릴의 하위 항목 수가 1,000개보다 많고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의 요약 들리

동작 옵션이 무시이면 시스템은 필터의 차원을

무시하고 다른 차원의 필터를 기준으로 드릴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최대 세 개의 차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드릴의 하위 항목 수가 1,000개보다 많고

하위 항목이 1000개보다 많은 경우의 요약 들리

동작 옵션이 한도면 시스템은 데이터 행을

반환하는 동안 차원의 처음 1000개 멤버만

고려합니다.

기본 임포트 모드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하거나 Data Integration에서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기본 임포트 모드를 설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 Replace
기본 익스포트 모드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하거나 Data Integration에서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기본 익스포트 모드를

설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적(데이터 추가)
• Replace
• 데이터 병합(데이터 저장)
• 빼기

3. 로드 방법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사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숫자—숫자 데이터만 로드합니다. Planning 데이터 보안은 이 방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데이터와
드라이버 차원을 정의하고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ID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래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데이터 차원] 필드 및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드라이버
차원] 필드에서 데이터 로드 및 드라이버 차원을 정의합니다.

주: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에서는 바꾸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유형 - 숫자, 텍스트, 스마트 목록, 날짜 데이터 유형을
로드합니다. Planning 관리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Planning 데이터 보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lanning 비관리자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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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이 적용됩니다. Planning 비관리자 사용자는 500,000개 데이터 셀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4. 뱃치 크기에서 한 번에 파일에서 메모리로 읽어 올 행 수를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주로 성능에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이 설정은 캐시에 저장되는 레코드
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이 지정되면 1,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5000이 지정되면 5,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하고 커밋합니다.

서버 메모리별로 이 설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5. 드릴 영역에서 드릴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드릴 스루 기능을 사용하여 드릴 가능 영역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 드릴 영역이 Planning 데이터에 로드됩니다.

시나리오별로 드릴 영역이 생성됩니다. 임의 큐브(Planning 큐브 또는 Planning 데이터베이스)
에서 드릴 영역의 이름은 FDMEE_<시나리오 멤버의 이름>입니다. 드릴 영역을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차원이 드릴에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로드에 선택된, 사용 설정된 차원 멤버는 드릴 영역 필터에 포함됩니다. 사용으로
설정한 차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버전, 연도 및 기간 차원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차원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후속 데이터 로드에서는 새로 사용하도록 설정된
차원 멤버를 고려합니다. 이전에 드릴 생성에 사용된, 드릴 영역에 포함되었던 차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 해당 차원 멤버가 후속 데이터 로드 중 삭제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데이터 파일 제거에서 슬라이더를 탭하여 파일 기반 데이터 로드가 성공할 때 애플리케이션
outbox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합니다.

파일을 유지하려면 슬라이더를 해제로 탭합니다.

7. 날짜 데이터의 날짜 형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로케일의 로케일 설정에 맞는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M/DD/YY 형식을 사용하여 날짜를 입력합니다.

8.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데이터 차원에서, Planning에서 지정한 데이터 차원과 일치하는 데이터
차원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는 증분 데이터 로드에 사용됩니다.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여 증분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9. 자동 증분 라인 항목의 드라이버 차원에서, Planning에서 지정한 드라이버 차원과 일치하는
드라이버 차원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LINEITEM 태그를 사용하는 증분 데이터 로드에 사용됩니다. LINEITEM 플래그를
사용하여 증분 데이터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10. 멤버 이름에 쉼표가 포함될 수 있음에서 예를 선택하여 멤버 이름에 쉼표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를 로드하십시오.

11. 워크플로우 모드에서 데이터 워크플로우 모드를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 테이블로 복사됩니다.

네 개의 워크벤치 프로세스가 모두 지원되고(임포트, 검증, 익스포트 및 확인) 데이터를
워크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릴다운이 지원됩니다.

• 아카이브 없는 전체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
테이블로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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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워크벤치 프로세스가 모두 지원됩니다(임포트, 검증, 익스포트 및 확인).
데이터는 임포트 단계가 완료된 후에만 워크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데이터가 TDATASEG에서 삭제됩니다.

드릴다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순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_T 테이블에서
직접 익스포트됩니다.

모든 데이터 로드에는 임포트 및 익스포트 단계가 둘 다 포함됩니다.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으며 매핑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로드가 실패합니다.

맵은 TDATAMAPSEG에 아카이브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워크벤치에서 볼 수 없습니다.

드릴다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순 워크플로우 모드가 기본 모드입니다.

12.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 사용에서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관리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데이터 검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입력
양식의 모든 데이터 검증이 데이터 로드 중에 적용됩니다. 강화된 검증으로 인해 데이터
로드 성능이 느려집니다.

주:

인력 증분 규칙(예: OWP_INCREMENTAL PROCESS DATA WITH
SYNCHRONIZE DEFAULTS)을 실행할 때 타겟 옵션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 사용이 아니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옵션은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예로 설정되면 관리자 및 비관리자 데이터 로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검증됩니다. 검증에는 보안 검사, 교차점 검증, 읽기 전용 셀, 동적 계산 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행에 대한 자세한 오류 목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Planning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도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13. 표시 검증 실패 메시지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거부된 데이터 셀, 교차, 거부 이유를
표시하는 출력 파일을 생성합니다.

보고하는 거부 수에 대한 제한은 100입니다. 데이터 검증 보고서는 프로세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출력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파일 복사본이 Outbox
폴더에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세스 세부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14. (Planning 및 Oracle General Ledger 비관리자만 해당) 비관리자 로드 시의 바꾸기
방법에서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데이터를 Planning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하는
경우의 바꾸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 바꾸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숫자 데이터만 - 로드 방법이 숫자 데이터만인 경우 바꾸기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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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로드 방법 - 모든 로드 방법에서 바꾸기를 수행합니다.

주:

ASO 큐브로 바꾸기 모드에서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숫자 데이터만 로드됩니다. 전체 계층을 포함하여 정규화된 이름으로 멤버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15.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드릴스루 보고서에 사용자정의 속성 차원 멤버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 Smart View의 드릴 뷰를 통해 워크벤치에서 열의 사용자정의 뷰를 지정합니다.

사용자정의 뷰가 정의된 경우 Smart View에서 드릴스루 셀을 누르고 새 시트로 열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드릴스루 보고서는 워크벤치에서 정의된 뷰에 따라 열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뷰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기본 뷰가 사용되므로 Smart
View의 속성 차원에 사용자정의 멤버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정의 뷰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벤치에서 사용자정의 뷰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16. 저장을 누릅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 옵션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의 타겟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정의하는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다운로드 파일 이름 출력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출력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PM Automate Utility를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원격으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익스포트 및
다운로드을 참조하십시오.

열 구분 출력 파일의 열을 구분하는 데 사용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열 구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기본 구분자는 쉼표(,)입니다.

파일 문자 세트 파일 문자 세트를 지정합니다.
파일 문자 세트는 텍스트를 생성, 저장 및 표시하기

위해 비트 조합을 문자에 매핑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 인코딩에는 UTF-8과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UTF-8은 기본 파일 문자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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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라인 끝 문자 EOL(라인 끝) 문자와 연계된 서버의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적합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Windows
• Linux
EOL은 라인 끝을 나타냅니다. 메모장 같은 일부

텍스트 편집기에서는 Linux EOL이 사용된 파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EPM Cloud의 경우 Data Integration은 Linux
EOL 문자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고객이 Windows에서 익스포트된 파일을 보는 경우

EOL이 단일 행에 표시됩니다.

포함 머리글 출력 파일에 머리글 레코드를 포함할 것인지/제외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머리글 레코드에 차원 이름을 포함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예입니다.
머리글 레코드를 제외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익스포트 속성 열 익스포트 또는 파일에 포함할 정적 값이 일부 있는

경우 속성 열을 포함합니다. 소스 값 매핑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속성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데이터 로드 매핑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최소화됩니다.
속성 열을 포함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속성 열을 제외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누적 데이터 익스포트 전에 계정 데이터를 요약하고 결과를 하나

이상의 열로 그룹화합니다.
결과를 하나 이상의 열로 그룹화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결과를 하나 이상의 열로 그룹화하지 않으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예입니다.

정렬 데이터 데이터를 열 순서에 따라 정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열을 포함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열을 제외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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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피벗 차원 피벗은 익스포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의 방향을

변경하여 결과를 집계하고 행을 열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행 및 열 간에 피벗하면 선택된 차원이 반대

축의 가장 바깥쪽 행이나 열로 이동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익스포트 파일의 차원 이름을

하나 지정합니다.
숫자 임포트 형식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

이외의 임포트 형식 유형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피벗 차원이 지정되면 누계 데이터가 강제로 "예"로
적용됩니다.
SQL Insert 문 내에서는 피벗 차원에 포함된 값의

피벗된 열을 ~~로 묶어야 합니다.
피벗 기능은 사용자정의 SQL Insert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동하며 SQL Insert 문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에 차원 이름으로

ACCOUNT, PERIOD, AMOUNT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PERIOD를 피벗 차원으로 지정하면 PERIOD
차원에 포함된 모든 기간이 별도의 열 Jan, Feb, Mar
등으로 피벗됩니다.
예를 들어 SQL INSERT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INSERT INTO TABLE (ACCOUNT,JAN,FEB,MAR,
……,DEC) VALUES
(~ACCOUNT~,~Jan~,~Feb~,~Mar~,,,,,,,,~Dec~)

Oracle General Ledger 타겟 옵션 정의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경우 로드 방법, 날짜 형식, 뱃치, 제거 옵션 등
날짜를 로드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겟 옵션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타겟 옵션의 데이터 파일 제거에서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하여 파일 기반 데이터 로드에
성공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outbox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합니다.

파일을 유지하려면 슬라이더를 해제로 탭합니다.

3. 잔액 유형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잔액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잔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 예산

4. 분개 소스에 Oracle ERP Cloud에 정의된 분개 소스와 일치하는 분개 소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분개 범주에 Oracle ERP Cloud의 분개 범주와 일치하는 분개 범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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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ary Control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타겟 옵션 정의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Budgetary Control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경우 데이터 로드
방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겟 옵션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Budgetary Control 통합 오른쪽의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옵션 설명

데이터 파일 제거 파일 기반 데이터 로드에 성공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outbox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하고 파일을 보유하려면 슬라이더를 해제로

탭합니다.

예산 유형 예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 예산

분개 소스 Oracle ERP Cloud의 분개 소스와 일치하는

분개 소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분개 범주 Oracle ERP Cloud의 분개 범주와 일치하는

분개 범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소스 예산 유형 제어 예산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예산 이름

차원을 기반으로 예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M Financials 모듈

• Planning

3. 저장을 누릅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옵션 정의

분개 입력 또는 데이터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경우 분개 정보 레벨과 같이 로드되는 데이터의 여러 측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타겟 옵션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타겟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옵션의 타겟 옵션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타겟 애플리케이션 옵션은 다음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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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옵션 및 설명

옵션 설명

로드 유형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으로 푸시할 로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 숫자 데이터만 로드합니다. 기본 로드

옵션입니다.
• 분개 - 분개를 로드합니다.

분개 상태 분개 상태는 분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분개를

생성, 제출, 승인, 거부 또는 게시할 때 변경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중 - 분개가 생성됩니다. 저장되었지만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라인

항목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됨 - 분개 조정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었습니다.

분개 유형 로드할 분개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차기 역분개 분개 - 다음 기간에 전환되어야

하는 조정이 포함된 자동 차기 역분개 분개를

로드합니다. 즉, 다음 기간에 차변 및 대변을

전환하여 분개를 게시합니다.
• 일반 - [바꾸기] 모드를 통해 분개를 로드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새 분개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
분개 레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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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옵션 및 설명

옵션 설명

다음으로 분개 게시 분개 입력 게시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개 누계 - 분개 누계 분개 입력은 연말 이월을

포함하여 기간 사이에 첫번째 분개 입력

인스턴스에서 이월됩니다. 분개 누계 입력과 연
누계 입력의 유일한 차이점은 각 연도의 첫번째

기간 동안 이전 연도의 마지막 기간에 있는 분개

누계 입력의 데이터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연
누계 입력의 경우 각 연도의 첫번째 기간에는

환입이 없습니다.
• 주기적 - 뷰 멤버 FCCS_Periodic을 선택하면

분개 입력이 게시될 때 라인 세부정보 POV를
기반으로 라인 세부정보에 입력된 데이터가

요약되어 연결 큐브에 게시됩니다. 게시된 분개

입력의 데이터가 게시된 다른 분개 입력의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습니다.
• 연 누계 - 뷰 멤버 FCCS_YTD_Input을 선택하면

라인 세부정보 차변/대변 필드에 연 누계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 누계 분개 입력은 모든

세부정보 라인에 대한 연 누계 입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 누계 분개 입력이 게시되면 입력 전체에서

POV에 미치는 해당 주기의 영향을 계산한 다음

게시된 주기 분개 입력의 누적과 함께

누적됩니다. 모든 연도의 첫번째 기간에서 연
누계 뷰 데이터는 주기적 데이터와 같습니다.
연도의 첫번째 기간에서 연 누계 뷰 데이터는

주기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이후 기간에서, 고유한 각각의 POV에 대한 주기

뷰 멤버에 게시된 주기별 계산 데이터는 연 누계

분개 입력 전체에서 누적된 현재 기간 연 누계

입력에서 연 누계 분개 입력 전체에서 누적된

이전 기간 연 누계 입력을 뺀 값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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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옵션 및 설명

옵션 설명

드릴 영역 생성 드릴 영역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드릴 스루 기능을

사용하여 드릴 가능 영역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하면 드릴 영역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데이터에 로드됩니다.
시나리오별로 드릴 영역이 생성됩니다. 임의 큐브

(Planning 큐브 또는 Planning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릴 영역의 이름은 FDMEE_<시나리오 멤버의 이름>
입니다. 드릴 영역을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차원이 드릴에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로드에 선택된, 사용 설정된 차원 멤버는 드릴

영역 필터에 포함됩니다. 사용으로 설정한 차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버전, 연도 및 기간

차원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차원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후속 데이터 로드에서는

새로 사용하도록 설정된 차원 멤버를 고려합니다.
이전에 드릴 생성에 사용된, 드릴 영역에 포함되었던

차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 해당 차원

멤버가 후속 데이터 로드 중 삭제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0 로드 사용 복수 기간 로드 중 0 값을 로드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 사용 관리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데이터 검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입력 양식의 모든 데이터

검증이 데이터 로드 중에 적용됩니다. 강화된

검증으로 인해 데이터 로드 성능이 느려집니다.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 사용’이 아니요

(기본값)로 설정되면 관리자의 데이터 로드는

OLU(아웃라인 로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 경우 성능은 빠르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무시된 행에 대해서는 자세한 오류 보고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이 예로 설정되면 관리자 및 비관리자 데이터

로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검증됩니다.
검증에는 보안 검사, 교차점 검증, 읽기 전용 셀, 동적

계산 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행에 대한 자세한 오류

목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Planning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도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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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옵션 및 설명

옵션 설명

요약에서 드릴 사용 예를 눌러 Planning 데이터 양식 또는 보고서의 요약

멤버에서 드릴 다운하고 숫자를 구성하는 자세한 소스

데이터를 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고 드릴 영역 생성 옵션을 예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로드하고 나면 요약 레벨에서 드릴

아이콘이 사용됩니다. 드릴은 차원의 하위 멤버

1000개로 제한됩니다.

주:

요약 레벨 드릴 다운은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차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원의

경우 최하위 멤버에서

드릴 스루를 수행해야

합니다.
요약 드릴은 로컬

서비스 인스턴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 서비스 인스턴스

또는 하이브리드 배치

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계층 구조 및 시스템 계산을 통해 사용된 자동화된

현금 흐름 보고 차원을 나타내는 이동 차원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현금 흐름 데이터

및 FX-CTA 계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동 차원에

멤버를 제공합니다.
이동하지 않을 경우 FCCS_No Movement로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이동 멤버를

선택합니다.
이동 차원 멤버의 예:
• FCCS_No Movement
• FCCS_Movements
• FCCS_OpeningBalance
• FCCS_ClosingBalance

멀티 GAAP 로컬 GAAP와 IFRS 또는 다른 GAAP 둘 다의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멀티 GAAP 차원을

지정합니다.
이 차원은 로컬 GAAP 데이터 입력과 모든 GAAP
조정을 추적합니다.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차원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FCCS_Managed Sour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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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옵션 및 설명

옵션 설명

데이터 파일 제거 Essbase에 대한 파일 기반 데이터 로드에 성공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아웃박스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파일을 유지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멤버 이름에 쉼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 이름에 쉼표가 포함되고 다음 서비스 중 하나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을 예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Planning 모듈

• Planning
• 재무 통합 및 마감

• Tax Reporting
워크플로우 데이터 워크플로우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 테이블로 복사됩니다.
네 개의 워크벤치 프로세스가 모두 지원되고

(임포트, 검증, 익스포트 및 확인) 데이터를

워크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릴다운이 지원됩니다.
전체 워크플로우 모드가 기본 모드입니다.

• 아카이브 없는 전체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 테이블로

복사됩니다.
네 개의 워크벤치 프로세스가 모두 지원되고

(임포트, 검증, 익스포트 및 확인). 데이터는

임포트 단계가 완료된 후에만 워크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데이터가 TDATASEG에서 삭제됩니다.
드릴다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순 - 데이터가 TDATASEG_T 테이블에서

처리된 후 TDATASEG_T 테이블에서 직접

익스포트됩니다.
모든 데이터 로드에는 임포트 및 익스포트 단계가

둘 다 포함됩니다.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으며 매핑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로드가 실패합니다.
맵은 TDATAMAPSEG에 아카이브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워크벤치에서 볼 수 없습니다.
드릴다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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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애플리케이션 옵션 및 설명

옵션 설명

Smart View의 드릴 뷰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드릴스루 보고서에

사용자정의 속성 차원 멤버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

워크벤치에서 열의 사용자정의 뷰를 지정합니다.

주:

Smart View로

드릴하는 경우 Data
Integration은 드릴

랜딩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Data
Integration은 이
설정의 기본 뷰 선택을

사용합니다.

사용자정의 뷰는 Data Integration의 워크벤치

옵션에서 생성되고 정의됩니다. 사용자정의 뷰가

정의되어 Smart View의 드릴 뷰 필드에 지정된 경우

Smart View에서 드릴스루 셀을 누르고 새 시트로

열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드릴스루 보고서는

워크벤치에서 정의된 뷰에 따라 열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옵션 페이지에서 뷰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기본 뷰가 사용되므로 Smart View의 속성

차원에 사용자정의 멤버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정의 뷰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벤치에서 사용자정의 뷰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정의

필터를 사용하면 소스 시스템의 결과가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소스 시스템의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차원을 선택한 다음 각 차원의 필터 기준을 입력합니다.

Planning 필터 정의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할 데이터의 서브세트를 지정하기 위해 필터 옵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lanning 필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Planning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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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를 누릅니다.

선택적으로 필터에 이미 지정된 다른 차원을 선택하고 차원 이름 드롭다운에서 다른 차원을
지정하거나 필터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차원 이름 드롭 다운에서 필터로 추가할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 필터 정의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 정의된 검색 기준은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필터로
등록됩니다. 필요한 경우 필터를 편집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을 지정하거나 일반 사용자의
필터를 숨기십시오.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결과에 필터 조건을 적용하여 선택한 조건을 충족하는
레코드만 반환되게 합니다. 단일 필터 조건 또는 여러 필터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값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 정의된 검색 기준은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필터로
등록됩니다. 필요한 경우 필터를 편집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을 지정하거나 일반 사용자로부터
필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NSPB Sync SuiteApp 필터를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Oracle NetSuite 통합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3. 필터 조건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사용가능한 필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Postingperiod

주:

특정 기간별로 데이터를 로드해야 하는 경우(예: 특정 달) 기간 ID가 포함된
NSPB Sync SuiteApp 게시 기간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기간 ID는 게시 기간
필터에 생성되며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을 통해 반환됩니다.

Oracle NetSuite에서는 마지막 회계 연도와 같이 이름 지정된 기간, 특정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로 정의된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 시작된 이전 일, 월, 분기 또는
연의 수부터 종료된 해당 기간의 수까지로 정의된 상대적 날짜 범위 등 여러
유형의 날짜 필터를 제공합니다. 필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uite
"검색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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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line

• 게시

4. 조건 드롭다운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필터별 적용 가능한 조건은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서 파생됩니다.

5. 값 드롭 다운에서 필터를 적용할 값을 선택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Budgetary Control 필터 정의

예산 제어 데이터 소스에서 통합을 생성하면 필터가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필요에 따라
필터를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터가 삭제되면 기본값이 다시
생성됩니다.)

Budgetary Control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통합의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제한합니다.

예산 제어 데이터 소스에서 통합을 생성하면 필터가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필요에 따라
필터를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터가 삭제되면 기본값이 다시
생성됩니다.)

Budgetary Control 데이터 로드 필터로 작업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제어 예산— 이 차원을 추가하고 소비 잔액이 로드될 제어 예산을 선택합니다.

• 금액 유형 예산 제어 차원 - "PTD"를 선택하여 Budgetary Control에서 로드되는 라인
항목이 일반적으로 계정의 손익계산서 유형이라고 가정합니다.

• 잔액 금액 예산 제어 차원 - Planning 애플리케이션으로 임포트하려는 사용 금액 유형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약정, 채무, 기타 예상 지출, 지출 등 잔액 금액을 선택합니다.

• 다른 예산 제어 차원의 경우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적절한
레벨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Budgetary Control 필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Budgetary Control 통합 오른쪽의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3. 를 누릅니다.

선택적으로 필터에 이미 지정된 다른 차원을 선택하고 차원 이름 드롭다운에서 다른
차원을 지정하거나 필터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차원 이름 드롭 다운에서 필터로 추가할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5. 필터 조건에서 필터를 지정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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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HCM Cloud 필터 정의

데이터 소스와 연계된 모든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소스 필터는 통합 중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통합 편집] 페이지에서 특정 기준을 선택하여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Oracle HCM Cloud에서 Planning 모듈 또는 Workforce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통합에서는 필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제한합니다.

데이터 소스와 연계된 모든 소스 필터는 통합 중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통합 편집] 페이지에서
특정 기준을 선택하여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Oracle HCM Cloud 메타데이터 범주에 따라 다음 소스 필터를 자동으로 채웁니다.

• 유효 날짜—트리를 적용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 입법 데이터 그룹—입법 데이터 그룹은 급여 및 관련 데이터를 분할하는 수단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국가마다 하나 이상의 입법 데이터 그룹이 필요합니다. 각 입법 데이터 그룹이 법으로
정한 하나 이상의 급여 단위와 연관됩니다.

• 트리 코드— Oracle HCM Cloud의 계층 구조를 위한 트리 코드(계층 구조로 된 객체(예: 조직,
직책))

• 트리 버전—Oracle HCM Cloud의 계층 구조에 대한 트리 버전

• 변경사항만—추출 모드를 제어합니다. 유효한 옵션은 N 또는 Y입니다.
다음 테이블에서는 여러 다른 추출 모드, 룩업 값 및 설명을 보여줍니다.

모드 룩업 값 설명

N 모든 속성 추출에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전체 추출은 해당

시점에 전체 데이터 출력을

생성하는 실행입니다. 아카이브된

데이터는 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Y 변경된 속성 이 추출 실행을 이전 추출 실행과

비교하고 기준선과 비교하여(증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데이터만 표시합니다.

Oracle HCM Cloud 필터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Oracle HCM Cloud 통합 오른쪽의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3. 편집할 필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값에서 필터 조건을 지정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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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우기 정의
데이터 통합의 [영역 지우기] 옵션을 사용하면 바꾸기 모드에서 데이터를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하기 전에 지울 데이터 슬라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Oracle General Ledger로 로드하는 경우 새 예산을 로드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이전 예산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Oracle Financials Cloud 20C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 멤버 목록, 멤버 함수 선택, 데이터에서 파생된 멤버와 같은 멤버 선택 기준을 차원에
대해 지정하여 영역 지우기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데이터 로드에 포함된
엔티티, 시나리오, 버전, 연도, 기간 값을 기준으로 기본 지우기 스크립트를 정의합니다.
Oracle Financials Cloud의 경우 멤버 함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최하위 레벨 1차
하위에 대한 상위 멤버 및 시스템 지우기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 또는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하면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영역 지우기에 정의된 차원의 조합이
지워집니다.

Planning의 경우 기간, 연도, 시나리오 차원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파생되며 해당
차원에 대해 필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원에 대해 지정한 멤버는 무시됩니다.

Oracle General Ledger의 경우 원장, 시나리오, 회계 기간 차원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파생되며 해당 차원에 대해 필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원에 대해 지정한
멤버는 무시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 옵션의 비관리자의 경우 바꾸기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꾸기 방법이 결정됩니다. 해당 방법으로는 없음, 숫자
데이터만, 모든 로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을
참조하십시오.

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Account Reconciliation,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영역 지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ASO 큐브로 바꾸기 모드에서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숫자 데이터만 로드됩니다. 전체 계층을 포함하여 정규화된 이름으로
멤버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영역 지우기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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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 페이지에서 영역 지우기 탭을 누릅니다.

3. 차원 이름에서 를 눌러 영역 지우기를 추가할 차원을 추가합니다.

차원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다운에서 차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역 지우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멤버 목록을 빌드하여 영역을
지우려면 5단계로 이동합니다.

멤버(예: 수익의 하위 항목)를 선택하여 영역을 지우려면 6단계로 이동합니다.

5. 차원을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파생을 눌러 선택한 차원의 데이터를 지우고 타겟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멤버 목록을 빌드합니다.

영역 지우기 방법으로 데이터에서 파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필터 조건 필드에 필터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이 옵션은 데이터를 게시하는 회사 또는 비용 센터의 데이터를 지우지만 각 실행의 값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6. 필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려면 필터 조건 필드에 필터 또는
멤버 선택기를 지정합니다.

주:

General Ledger에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위 멤버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모든 1차 하위의 값을 지웁니다.

7. 데이터 로드 규칙 통합을 실행한 후 영역 지우기 기능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작업의
프로세스 세부정보로 이동하여 로그를 엽니다.

비즈니스 규칙 사용
비즈니스 규칙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때 정교한 규칙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EPM Automate와 같은 추가 툴 및 프로그래머 지원 없이도
규칙 논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만 및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에 대해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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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비즈니스 규칙 또는 규칙 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 세트를 사용하면 동시에 실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실행할 여러 규칙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로드 전에 데이터 지우기

• 계산 수행

• 데이터 집계

• 큐브의 한 슬라이스에 데이터 복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통합 레벨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등록된 비즈니스 규칙은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모든 통합에 대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 레벨에서는 옵션 탭에서 선택한 통합에 대해 실행할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사용을 시작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의 새 비즈니스 규칙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독립 또는 포함 모드로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합니다.

Data Integration 워크플로우에서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을
등록하려면 독립 모드를 사용합니다. 등록에는 시스템 이벤트, 규칙 또는 규칙 세트 이름,
런타임 매개변수, 실행 시퀀스가 포함됩니다.

포함 모드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후에 실행되는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드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되며 로드된 데이터 교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규칙은 이벤트를 통해 트리거되지 않으며 런타임 매개변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산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디자인하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규칙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Groovy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Groovy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디자인하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oovy
비즈니스 규칙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독립 모드에서 비즈니스 규칙 등록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규칙을 실행하려면 독립 모드로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합니다.

독립 모드로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되는 모든 통합에 대해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비즈니스 규칙을 선택합니다.

또는

지정된 통합에 대해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일반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한 후 통합 편집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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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정된 이벤트에 통합 및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등록된 비즈니스 규칙이 있는 경우
통합 레벨의 비즈니스 규칙만 트리거됩니다.

2. 비즈니스 규칙 페이지에서 독립 모드를 누릅니다.

3. • 추출 전

• 임포트 전

• 임포트 후

• 로드 전

• 로드 후

• 확인 전

• 확인 후

Data Integration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트리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비즈니스 규칙 지원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4. 유형에서 실행할 비즈니스 규칙이 개별 규칙인지 또는 지정된 이벤트에 대한 규칙 세트에
속하는지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칙 - 지정된 이벤트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특정 비즈니스 규칙을 확인합니다.

• 규칙 세트 - 규칙 세트에 속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확인합니다. 규칙 세트는 실행할 규칙
세트에 여러 규칙이 포함된 경우 실행 단위를 제공합니다. 규칙 세트에서 규칙의
우선순위는 규칙 세트 내 규칙의 실행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규칙 세트는 논리
요구사항에 따라 규칙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거나 동시에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이름에서 실행할 비즈니스 규칙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규칙은 Calculation Manager에서 사전 빌드된 후
데이터를 Planning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때 Data Integration에 제공된 것입니다.

Planning에서 비즈니스 규칙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비즈니스 규칙 이름과 논리를 검증하지
않는 Data Integration에서는 새 비즈니스 규칙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6. 런타임 프롬프트에서 을 눌러 런타임 프롬프트를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런타임 프롬프트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규칙에 런타임 프롬프트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7. 시퀀스에서 여러 규칙 또는 규칙 세트가 단일 이벤트와 연계된 경우 규칙을 실행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한 이벤트에 대해 여러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이 시퀀스 값은 각 비즈니스 규칙이
실행되는 숫자 순서를 제공합니다. 아무 숫자나 입력할 수 있지만 이벤트 내에서 고유한
숫자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지원 이벤트

다음 시스템 이벤트를 사용하여 독립 모드로 비즈니스 규칙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벤트는 bin/scripts/event 폴더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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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설명

추출 전 이 이벤트는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추출되기 전에 트리거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집계 또는 BSO
큐브에서 ASO 큐브로 복사와 같은 계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 또는 데이터

익스포트를 위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전에 추출 전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임포트 전 이 이벤트는 데이터를 스테이징 테이블로

임포트하기 전에 트리거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벤트를 사용하여 처리할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후 이 이벤트는 데이터를 스테이징 테이블로

임포트한 후에 트리거됩니다.
로드 전 이 이벤트는 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기 전에 트리거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벤트를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데이터를 지우는 사용자정의

지우기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로드 후 이 이벤트는 데이터를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한 후에 트리거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로드된 후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전 확인 규칙 이전에 호출됩니다.

확인 후 이 이벤트는 검사 단계 후에 호출되며 최종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른 버전에 복사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트리거하거나 다른 다운 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 규칙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에 런타임 프롬프트 추가

비즈니스 규칙을 배포할 때 런타임 프롬프트 변수의 값을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규칙에 사용된 값 목록을 확인하고 정의하여 규칙을
매개변수화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에 런타임 프롬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비즈니스 규칙이 실행됩니다. 비즈니스 규칙은 멤버, 텍스트,
날짜 또는 숫자와 같은 변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규칙을 실행할 때 특정 "엔티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런타임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POV 기간과 같은 사전 정의된 값 목록에서 런타임 프롬프트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수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거나
Essbase 필터 구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페이지의 통합 옵션 1-4 필드에 저장된 값을 참조하여 계산 논리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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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ata Integration에서 런타임 프롬프트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런타임 프롬프트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비즈니스 규칙 페이지에서 독립을 누릅니다.

2. 을 누릅니다.

3. 런타임 프롬프트를 추가할 비즈니스 규칙을 선택합니다.

4. 런타임 프롬프트에서 을 눌러 런타임 프롬프트를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5. 런타임 프롬프트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6. 이름에 비즈니스 규칙(Planning)에서 정의된 런타임 프롬프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를 런타임 프롬프트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지금은 LOV(값 목록)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값 유형에서 런타임 프롬프트에 필요한 값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값 유형은 다음을 기준으로 런타임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사용자정의 - 사용자정의 값 필드에 지정된 사용자정의 매개변수. Essbase 필터 구문에
따라 사용자정의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ssbase 계산 스크립트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 POV 기간 - 통합이 실행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POV 기간" 값

• POV 연도 - 통합이 실행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POV 연도" 값

• POV 범주 - 통합(데이터 규칙) 정의의 POV 범주를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 값

• 모든 데이터 로드 엔티티 - 데이터 로드의 엔티티 목록

• 모든 데이터 로드 계정 - 데이터 로드의 계정 목록

• 통합 옵션 1-4 - 일반 옵션의 통합 옵션 1-4 필드에 저장된 무형식 텍스트 또는 값.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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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규칙은 통합에 지정된 타겟 계획 유형에 대해
실행됩니다. 다른 계획 유형에 대해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하려면 "계획 유형"
이라는 런타임 프롬프트를 지정하고 "사용자정의 값 유형"을 지정한 다음,
원하는 계획 유형의 이름을 사용자정의 값으로 입력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 지우기 비즈니스 규칙에 대해 통합과 연계된 기본 계획
유형 이외의 계획 유형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8. 런타임 프롬프트에 대해 사용자정의 값 유형을 선택한 경우 사용자정의 값 필드에 실제
값을 지정합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이 예에서는 엔티티에 대한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사용자정의 런타임 프롬프트를 데이터
지우기 규칙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비즈니스 규칙의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포함 모드에서 비즈니스 규칙 등록

포함 모드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후에 실행되는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드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되며 로드된 데이터 교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규칙은 이벤트를 통해 트리거되지 않으며 런타임 매개변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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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모드로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되는 모든 통합에 대해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비즈니스 규칙을 선택합니다.

또는

지정된 통합에 대해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일반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한 다음, 통합 편집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주:

지정된 이벤트에 통합 및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등록된 비즈니스 규칙이 있는 경우
통합 레벨의 비즈니스 규칙만 트리거됩니다.

2. 비즈니스 규칙 페이지에서 포함 모드를 누릅니다.

3. 를 누릅니다.

4. 이름에서 실행할 비즈니스 규칙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규칙은 Calculation Manager에서 사전 빌드된 후
데이터를 Planning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때 Data Integration에 제공된 것입니다.

Planning에서 비즈니스 규칙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비즈니스 규칙을 검증하지 않는 Data
Integration에서는 새 비즈니스 규칙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5. 시퀀스에서 여러 규칙 또는 규칙 세트가 통합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경우 규칙을
실행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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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데이터 맵 정의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 매핑을 생성합니다.

참조:

• 데이터 맵 이해

• 데이터 맵 생성

• 데이터 맵 새로고침

• 데이터 맵 관리

• 데이터 이동

데이터 맵 이해
데이터 맵을 사용하여 소스 큐브 및 스마트 목록의 데이터, 설명, 첨부파일, 지원 세부정보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스 큐브와 타겟 큐브 간에 차원을 매핑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푸시할 수 있습니다.

• Planning 또는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푸시

• Planning 애플리케이션 간 푸시

• Planning에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으로 푸시

주:

Planning에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으로 푸시하는 경우 스마트 목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전략적 모델링과 Planning 간 푸시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소스와 동일한 환경의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타겟 간 푸시. 데이터 맵은 ASO(집계 저장영역) 큐브를 소스 큐브로
지원합니다. 데이터 맵과 스마트 푸시는 전체 레코드가 0, 누락된 값 또는 누락된 값과 0 값으로
구성된 경우 행을 무시합니다.

주:

교차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맵은 스마트 푸시에서만 지원됩니다. 교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맵 푸시는 향후 업데이트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상세 멤버 레벨 매핑을 사용하는 Planning 데이터 맵은 스마트 푸시에서만 지원됩니다.
해당 데이터 맵의 데이터 맵 푸시는 향후 업데이트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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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목표 다음 비디오 시청

데이터 맵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에서

보고할 데이터 즉시 푸시

관련 항목

• 애플리케이션 정보

• 보고 큐브 정보

• 데이터 맵에 지원되지 않는 기능

애플리케이션 정보

애플리케이션은 일련의 계획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차원 및 차원 멤버
세트입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계정, 엔티티, 시나리오 및 기타 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관리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및 작업에서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보고 큐브 정보

보고 큐브는 Planning 데이터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집계할 수 있는 큐브입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 큐브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의 임의 소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Planning 데이터를 이동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 보고하려고 합니다.

• Planning에서 스마트 목록에 대해 보고하려고 합니다. Planning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맵에 지원되지 않는 기능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애플리케이션에 매핑할 때에는 다음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 멤버 허용" 옵션이 선택된 집계 저장영역 데이터베이스 아웃라인

• 속성 차원

• 속성 멤버 선택

• ASO 큐브는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의 소스로만 지원됩니다.

데이터 맵 생성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애플리케이션에 매핑하는 데이터 맵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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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맵 순으로 누릅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3. 데이터 맵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소스 및 타겟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 소스 아래의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큐브에서 큐브를 선택합니다.

• 대상 아래의 대상 보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및 큐브에서
애플리케이션과 큐브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소스 및 대상 큐브의 현재 매핑은 소스와 대상에 표시되며, 매핑되지 않은 모든 차원은
매핑되지 않은 차원에 표시됩니다.

주:

데이터 맵을 생성하여 전략적 모델링과 Planning 간에 데이터를 푸시하는 경우 추가
소스 및 타겟 옵션이 표시됩니다.

• 소스의 옵션은 모델 선택 및 시나리오 롤업 선택입니다. 모델 또는 연결을
선택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 타겟의 경우, 모델이 소스이면 타겟 Planning 큐브 또는 타겟 모델을
선택합니다. 시나리오 롤업이 소스인 경우 타겟 Planning 큐브 또는 시나리오
롤업을 선택합니다.

전략적 모델링 모델이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면 작업 메뉴에서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현재 매핑을 변경하고 매핑되지 않은 모든 차원을 매핑합니다.

현재 매핑을 변경하려면 차원의 매핑 정보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매핑하려면 매핑되지 않은 차원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6. 데이터 맵 옵션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맵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7.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새 데이터 맵이 데이터 맵 목록의 끝에 추가됩니다.

데이터 맵 새로고침
데이터 맵을 새로고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맵 순으로 누릅니다.

2.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데이터 맵 관리
참조:

• 데이터 맵 보기

• 차원의 매핑 정보 변경

• 세부 멤버 레벨 매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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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핑되지 않은 차원 이동

• 상세 매핑 채우기

• 데이터 맵에서 멤버 제외

• 데이터 맵 옵션 정의

• 데이터 맵의 세부정보 편집

• 데이터 맵 복제

• Excel로 데이터 맵 익스포트

• 데이터 맵 임포트

• 데이터 맵 삭제

• 데이터 옵션 설정

• 기본 멤버 검증 규칙

데이터 맵 보기

데이터 맵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맵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수행하여 목록을 검색, 필터링 또는 정렬합니다.

• 이름으로 맵을 검색하려면 검색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을 누릅니다.

• 소스 및 타겟별로 맵을 필터링하려면 모든 소스 및 모든 타겟을 누르고 필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각 열의 항목을 정렬하려면 열 제목 위에 커서를 놓고

오름차순 정렬 또는 내림차순 정렬( )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데이터 맵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맵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맵 목록을 새로고칩니다. 데이터 맵 새로고침을 참조하십시오.

• 매핑 정보를 변경합니다. 차원의 매핑 정보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매핑합니다. 매핑되지 않은 차원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맵 옵션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맵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맵의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데이터 맵의 세부정보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맵을 복제합니다. 데이터 맵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맵을 삭제합니다. 데이터 맵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 보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 목록 동기화. Planning 관리의 보고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 목록 동기화을 참조하십시오.

• 관계형 데이터 병합 옵션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멤버 검증 규칙을 검토합니다. 기본 멤버 검증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차원의 매핑 정보 변경

데이터 맵에서 차원에 대한 매핑 정보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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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 기존 데이터 맵을 누릅니다.

3. 소스에서 차원을 선택하고 을 눌러 매핑에 사용할 새 소스 차원이나 스마트 목록을
선택합니다.

모든 차원이 매핑된 경우 기존 소스 차원을 스마트 목록에 매핑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을 누
르면 "스마트 목록"만 표시됨). 다른 차원에 매핑할 수 있도록 차원을 매핑해제하려면 소스에서

차원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차원이 매핑되지 않은 차원으로 이동됩니다.

세부 멤버 레벨 매핑 사용

예외 작업 시 큐브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동안 상세 멤버 레벨 매핑을 사용하여 선택한 차원
멤버를 포함합니다. 즉, 소스 및 타겟 멤버가 동일하거나 롤업 멤버 매핑 또는 변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멤버 레벨 매핑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이동하는 동안 상세 멤버 레벨
매핑을 포함하면 이름이 서로 다른 멤버 간에 여러 차원 또는 단일 차원에서 소스 또는 타겟으로
복잡한 매핑을 정의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소스 큐브의 멤버가 타겟 큐브의 멤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핑이 필요합니다.

상세 멤버 레벨 매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매핑: 소스 및 타겟 멤버 간의 일대일 매핑

• 롤업 매핑: 소스의 여러 멤버와 단일 타겟 멤버 간 매핑

• 다차원 매핑: 여러 차원 매핑을 사용하면 소스 차원 2개를 타겟 차원 1개에 매핑하거나 소스
차원 1개를 타겟 차원 2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 대체 변수 매핑: 소스의 차원 멤버를 명시적으로 매핑하지 않고 데이터 푸시/스마트 푸시 중에
참조 및 선택되도록 하려면 대체 변수를 선택합니다.

단순 멤버 레벨 매핑 정의

단순 멤버 레벨 매핑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교환을 열고 데이터 맵을 누릅니다.

2. 생성을 누릅니다.

3. 데이터 맵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소스 및 타겟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 소스 아래의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큐브에서 큐브를 선택합니다.

• 타겟 아래에 나열된, 타겟에 사용가능한 큐브에서 큐브를 선택합니다.

다른(교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타겟 아래의 큐브 드롭다운에서 원격 큐브
선택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차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푸시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소스 및 대상 큐브의 현재 매핑은 소스와 대상에 표시되며, 매핑되지 않은 모든 차원은
매핑되지 않은 차원에 표시됩니다.

5. 선택사항. 현재 매핑을 변경하고 매핑되지 않은 모든 차원을 매핑합니다.

현재 매핑을 변경하려면 차원의 매핑 정보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매핑하려면 매핑되지 않은 차원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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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맵 옵션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맵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7. 선택사항: 상세 매핑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여 상세 매핑을 편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매핑 채우기.를 참조하십시오

8.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새 데이터 맵이 데이터 맵 목록의 끝에 추가됩니다.

롤업 매핑 정의

여러 소스 멤버를 단일 타겟 멤버에 매핑해야 하는 경우 롤업 매핑을 사용하여 선택한 소스
멤버를 타겟 멤버에 집계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집계의 여러 계정이 있으며 타겟의 단일
계정에 매핑하려면 소스에 각 멤버의 행을 추가하고 각 멤버를 동일한 타겟 멤버에
매핑합니다.

롤업 매핑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맵 홈 페이지에서 롤업 상세 매핑을 정의할 데이터 맵의 이름을 누릅니다.

2.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롤업 매핑을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3. 매핑을 추가할 차원에 대해 매핑을 누릅니다.

4. 데이터 맵 편집 페이지에서 타겟 멤버로 롤업할 소스 멤버를 선택합니다.

소스 멤버가 타겟 멤버와 다른 경우 소스 멤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는
경우 상세 매핑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거나 소스에서 화살표 드롭다운을 누르고 각
멤버를 선택하여 매핑할 각 멤버를 선택합니다.

a. 소스 멤버를 추가하려면 소스 선택 화살표( )를 두 번 누르고 매핑할 소스
멤버를 선택합니다.

b. 타겟 멤버를 추가하려면 타겟 선택 화살표( )를 두 번 누르고 매핑할 타겟
멤버를 선택합니다.

추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스 및 타겟 멤버 간 매핑 정의(행)를 추가하려면 을 누릅니다.

• 매핑 행을 삭제하려면 행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 매핑 행을 복사하려면 복사할 행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 매핑 행을 붙여넣으려면 을 누릅니다.

• 부적합한 항목을 삭제하려면 을 누릅니다.

• 상세 매핑을 채우려면 을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매핑 채우기를 참조하십시오.

5.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연산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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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산자는 현재 행에 사용할 연산을 정의합니다.

일부 멤버를 빼려면 연산자를 -로 변경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행의 + 연산자는 집계를 정의합니다.

6. 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예제에서 소스 멤버 "110"과 "111"은 타겟 멤버 "120"으로 롤업 매핑됩니다.

다차원 매핑 정의

다차원 매핑을 사용하면 소스 차원 2개를 타겟 차원 1개에 매핑하거나 소스 차원 1개를 타겟 차원
2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차원 "연도"를 타겟의 "연도" 및 "기간" 차원 조합에
매핑합니다. 또는 소스의 "연도" 및 "기간" 차원 조합을 단일 타겟 차원 "연도"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 매핑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맵 홈 페이지에서 다차원 매핑을 정의할 데이터 맵의 이름을 누릅니다.

2.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다차원 매핑을 정의할 차원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타겟 매핑을 추가하려면 차원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타겟 매핑 추가를 선택합니다. 소스
차원 1개를 매핑되지 않은 타겟 차원 2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스 매핑을 추가하려면 차원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소스 매핑 추가를 선택합니다.
매핑되지 않은 소스 차원 2개를 타겟 차원 1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소스 매핑 추가 또는 타겟 매핑 추가를 선택한 차원에서 선택을 누르고 차원을 선택합니다.

소스 매핑 추가를 선택한 경우 이 차원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타겟 매핑 추가를 선택한 경우 멤버를 기본값으로 두거나 매핑에서 사용할 타겟 멤버를
선택합니다.

멤버를 기본값으로 두는 경우 차원의 모든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멤버를 선택한 경우 선택한 멤버만 매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차원에서 매핑을 눌러 멤버를 매핑합니다.

5. 데이터 맵 편집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소스 차원 2개를 타겟 차원 1개에 매핑하는 경우 소스 멤버 2개를 선택하여 타겟 멤버에
매핑합니다.

소스 멤버 1개를 타겟 멤버 2개에 매핑하는 경우 소스 멤버를 선택하여 타겟 멤버 2개에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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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연산자를 선택합니다. 기본 연산자는 +입니다.

행 연산자는 현재 행에 사용할 연산을 정의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타겟 차원 2개가 소스 차원 1개에 매핑되었습니다.

7. 완료를 누릅니다.

대체 변수 매핑 정의

소스에서 명시적으로 매핑된 차원을 사용하는 대신 데이터 푸시/스마트 푸시 중에 대체
변수를 선택하려면 대체 변수 매핑을 사용합니다.

대체 변수 매핑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대체 변수는 데이터를 이동할 때 확인됩니다.

• 멤버 선택기는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의된 대체 변수를 표시합니다.

• 차원 간 매핑의 경우 대체 변수가 소스 애플리케이션에 있으며, 대체 변수 값을 사용하여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푸시합니다.

• 매핑되지 않은 차원의 경우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의된 대체 변수만 멤버 선택기에
표시됩니다.

• 교차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맵의 타겟에서는 대체 변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1. 데이터 맵 홈 페이지에서 대체 변수 매핑을 정의할 데이터 맵의 이름을 누릅니다.

2.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대체 변수가 있는 차원을 누릅니다.

3. 멤버 선택 페이지의 멤버 드롭다운에서 대체 변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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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핑할 대체 변수를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대체 변수에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 선택기 아이콘)을 누르고 목록에서
함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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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정보 페이지의 차원에서 매핑을 눌러 소스의 대체 변수를 타겟에 매핑합니다.

7. 데이터 맵 편집 페이지에서 소스의 대체 변수를 타겟의 멤버에 매핑합니다.

Note:

데이터 맵에서 대체 변수를 사용하고 이 대체 변수에 대해 상세 매핑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대체 변수 값이 업데이트된 후 데이터 맵이 변경되지
않도록 매핑에서 대체 변수의 가능한 값을 모두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차원에 대해 상세 매핑을 정의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완료를 누릅니다.

매핑되지 않은 차원 이동

데이터 맵에서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생성을 눌러 새 데이터 맵을 생성합니다.

• 기존 데이터 맵을 눌러 기존 데이터 맵에서 매핑을 편집합니다.

3. 매핑되지 않은 차원의 타겟에서 차원 옆에 있는 을 누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차원이 매핑되지 않은 차원에서 위의 대상 차원 아래로 이동됩니다.

4. 방금 대상으로 이동한 차원을 찾으십시오.

소스의 해당 차원에 선택이 표시됩니다.

5. 소스에서 선택 옆에 있는 을 누른 다음 매핑되지 않은 대상 차원에 매핑할 소스 차원
또는 스마트 목록을 선택합니다.

6.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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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매핑 채우기

상세 매핑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면 소스에만 있고 타겟에 없는 모든 차원의 모든 멤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세부정보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소스에만 있고 타겟에 없는 모든 차원의 상세 매핑을 채우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맵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맵의 이름을 누릅니다.

2.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상세 매핑을 채울 차원을 선택하고 매핑을 누릅니다.

3. 매핑 편집 페이지에서 , 상세 매핑 채우기 순으로 누릅니다.

4. 확인 페이지에서 채우기를 누릅니다.

아래에 표시된 대로 모든 차원이 소스에 채워집니다.

단일 차원의 상세 매핑을 채우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맵 홈 페이지에서 상세 매핑을 편집할 데이터 맵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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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편집하기 위해 선택한 멤버를 누른 후 매핑을 누릅니다.

3. 멤버 선택 페이지에서 데이터 맵에 사용할 멤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기존 매핑이 있고 유지하려는 경우 경고 페이지에서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이 차원의 모든 매핑을 제거하려는 경우 예를 누릅니다.

5.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매핑을 편집할 차원에 대해 매핑됨을 누릅니다.

6. 매핑 편집 페이지에서 , 완료 순으로 누릅니다.

데이터 맵에서 멤버 제외

데이터 맵에 제외를 정의하면 한 큐브에서 다른 큐브로 데이터를 이동할 때 차원 멤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동할 때 멤버를 제외하면 타겟 위치에서 특정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으려는 경우나 타겟 위치에 데이터가 없어도 경고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모든 다른 소스 멤버에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 제외에서 특정 소스 멤버 데이터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매핑된 차원 및 매핑되지 않은 차원에 대해 제외를 정의할 수도
있고 하나의 차원에 대해 여러 개의 제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각 차원에 대해 제외된 멤버는 데이터 맵 또는 스마트 푸시 작업의 작업 세부정보에
로깅됩니다.

예:

계정 차원에서 현금/은행 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에 대해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소스 매핑의 모든 계정을 포함하고 현금/은행 계정에 대해 제외를
생성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푸시는 정의된 제외를 적용하여 현금/은행 계정은
무시하고 다른 모든 계정의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주:

• 전략적 모델링 데이터 맵 제외도 적용됩니다.

• 기준 멤버를 제외하면 공유 멤버도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멤버를
제외하면 기준 멤버도 제외됩니다.

• 제외된 멤버는 소스 멤버의 서브세트여야 합니다.

• 차원에서 멤버를 제외하는 경우 데이터 맵이 성공적으로 저장 및 실행되려면
제외된 멤버 목록에 없는 멤버가 차원의 멤버 목록에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핑에 정의된 유일한 계정 멤버가 현금/은행 계정이면
매핑에서 현금/은행 계정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선택 항목을 정정하여 맵
결과에 멤버가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 푸시 정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맵에서 멤버를 제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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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데이터 맵을 누릅니다.

3. 소스에서 제외할 멤버가 포함된 차원 행 위에 커서를 놓고 을 누른 후 제외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

매핑되지 않은 차원에서 멤버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4. 제외할 멤버를 하나 이상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마음이 바뀌어 제외를 제거하려면 해당 차원 행 위에 커서를 놓고 을 누른 후 제외 제거를
선택합니다.

주:

제외 제거를 사용하면 멤버 하나가 아니라 전체 제외를 제거합니다.

제외된 목록에서 멤버를 제거하려면 멤버 선택기를 실행하고 선택 항목 아래에서
제거할 멤버를 강조 표시한 다음

, 제거 순으로 누릅니다.

6.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주:

언제든 차원의 제외 목록 멤버 선택기를 열어 제외된 멤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팁:

멤버가 양식의 세그먼트 중 하나에서 제외되면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는 해당 멤버를 모든
양식 세그먼트에서 제외합니다. 이 동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 푸시의 선택 항목
덮어쓰기 옵션을 사용하여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의 차원 멤버 선택을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양식에 대한 스마트 푸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맵 옵션 정의

데이터 맵 옵션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을 참조하십시오.

2. 기존 데이터 맵을 누릅니다.

3. 옵션을 누릅니다.

8장
데이터 맵 관리

8-13



표 8-1    데이터 맵 옵션

데이터 맵 옵션 설명

복사할 항목 선택 해당 관계형 데이터를 복사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및 첨부파일

정렬을 선택하는 경우:
– 소스 셀과 대상 셀 간에 일대일 매핑이

있으면 설명과 첨부파일이 소스

셀에서 대상 셀로 복사됩니다.
– 소스 셀과 대상 셀 간에 일대일 매핑이

없으면 소스 셀의 설명과 첨부파일이

해당 대상 셀에 결합되어 저장됩니다.
정렬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 소스 셀과 대상 셀 간에 일대일 매핑이

있으면 설명과 첨부파일이 소스

셀에서 대상 셀로 복사됩니다.
– 소스 셀과 타겟 셀 간에 일대일 매핑이

없으면 마지막 소스 셀의 설명과

첨부파일이 해당 타겟 셀에

복사됩니다. "마지막 소스 셀"은 비어

있지 않은 관계형 데이터가 있는 여러

소스 셀 중에 마지막 소스 셀을

나타냅니다.
• 지원 세부정보

– 소스 셀과 타겟 셀 간에 일대일 매핑이

있으면 지원 세부정보가 소스 셀에서

타겟 셀로 복사됩니다.
– 소스 셀과 타겟 셀 간에 일대일 매핑이

없으면 지원 세부정보가 타겟 셀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맵 옵션 대화상자에서 복사하도록

선택한 관계형 데이터(설명과 첨부파일 및 지원

세부정보)는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데이터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스마트 목록/피벗 차원 스마트 목록 차원 또는 피벗 차원을 선택합니다.
스마트 목록 차원 선택에는 밀집 차원만

허용됩니다.
차원을 피벗하면 그리드에서 데이터의 방향이

변경되므로 다른 각도의 데이터를 보거나

정보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는
스마트 목록/피벗 차원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된

차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차원을 피벗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관리 및 작업에서 차원 피벗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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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계속) 데이터 맵 옵션

데이터 맵 옵션 설명

동적 계산 멤버 제외 데이터 맵 프로세스 중 동적으로 계산된 멤버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으려면 선택합니다.
동적 계산 멤버 제외는 데이터 맵 푸시에만

지원되고 스마트 푸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푸시 허용 데이터 맵 및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예를 누릅니다.
동시에 데이터 매핑 및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 스마트 목록 항목 이름

우선순위 지정

타겟 큐브에 중복 별칭이 있는 경우 데이터 맵
또는 스마트 푸시 작업에서 멤버 별칭 대신

스마트 목록 항목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마트 목록 항목 이름에는 공백이나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여

스마트 목록을 정의한 경우 멤버에 공백이

있으면 해당 공백이 밑줄로 변환됩니다. 이
제한사항으로 인해 스마트 목록 항목 이름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항목 이름을 기준으로

멤버를 확인하고, 항목 이름과 일치하는 멤버가

없을 경우 스마트 목록 항목 레이블을 사용하여

멤버를 가져옵니다.
스마트 목록 값이 정의되지 않은 교차의 경우

스마트 푸시 및 데이터 맵 작업에서 스마트

목록에 대해 정의된 누락된 레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푸시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푸시 또는 스마트 푸시 작업이 타겟 큐브에서

중복 별칭을 발견할 경우 경고가 표시되고

작업이 완료되며, 작업 세부정보에 중복 별칭을

제거하거나(중복 별칭이 메시지에 제공됨) 이
데이터 맵 옵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missing 값 임포트

(Planning이 소스이고 전략적 모델링이 타겟인

데이터 맵만 해당)

• 무시 - 타겟 셀에서 임포트된 #missing
값이 무시되고 기존 값이 유지됩니다.

• 출력으로 0 사용(기본값) - 타겟 셀에서

#missing 값이 임포트되고 해당 출력 값이

0으로 설정됩니다.
• NaN - 타겟 셀에서 #missing 값이

임포트되고 해당 출력 값이 NaN(숫자

아님)으로 설정됩니다.
• 입력으로 0 사용 - 입력 셀이 0으로

설정되며 역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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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계속) 데이터 맵 옵션

데이터 맵 옵션 설명

다음으로 NaN 값 임포트

(전략적 모델링이 소스이고 Planning이 타겟인

데이터 맵만 해당)

• 무시 - 타겟 셀에서 임포트된 NaN 값이

무시되고 기존 값이 유지됩니다.
• 출력으로 0 사용(기본값) - 타겟 셀에서

NaN 값이 임포트되고 출력 값이 0으로

설정됩니다.
• NaN - 타겟 셀에서 NaN 값이 임포트되고

해당 출력 값이 NaN으로 설정됩니다.
• 입력으로 0 사용 - 입력 셀이 0으로

설정되며 역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포트되지 않는 셀(전략적 모델링만 해당) • 입력 값 보존(기본값) - 데이터 임포트 중
모델에서 기존 입력 데이터 값이

보존됩니다.
• 출력 값 보존 - 데이터 임포트 중 모델에서

기존 출력 데이터 값이 보존됩니다.

데이터 맵의 세부정보 편집

데이터 맵 세부정보를 편집할 때 데이터 매핑을 변경하고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맵 세부정보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데이터 맵을 누릅니다.

• 편집할 데이터 맵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 차원 간의 매핑을 편집하려면 차원의 매핑 정보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매핑하려면 매핑되지 않은 차원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맵 옵션을 정의하려면 데이터 맵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맵을 삭제하려면 소스 및 대상 차원 오른쪽에 있는 을 누릅니다.

3.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데이터 맵 복제

데이터 맵을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 복제할 데이터 맵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다음 복제를 선택합니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데이터 맵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중복 데이터 맵이 데이터 맵 목록에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원본 데이터 맵의 세부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새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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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로 데이터 맵 익스포트

데이터 맵을 Excel의 동적 워크북으로 익스포트하면 데이터 맵 정의의 세부정보를 Excel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된 데이터 맵에는 요약된 기본 정보, 데이터 옵션, 매핑된 각 소스 및 타겟
차원의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맵을 Excel로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맵 순으로 누릅니다.

2. 데이터 맵 홈 페이지에서 Excel로 익스포트할 데이터 맵을 선택한 후 작업 드롭 다운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세부정보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데이터 맵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datamap_name>.xlsx를 열거나 저장합니다.

Note:

Excel의 해당 탭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맵을
업데이트하거나 새 데이터 맵 이름 지정을 통해 새 데이터 맵을 생성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Excel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경우 소스 및 타겟 탭을 업데이트하고 Excel 워크시트 각 탭의 상세 매핑을 업데이트한
후 저장합니다.

Excel의 해당 탭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셀 그룹을
끌어서 놓아 복사하는 Excel 기능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맵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맵을 업데이트하거나 새 데이터 맵 이름 지정을 통해 새 데이터 맵을 생성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Excel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xcel 워크북으로 익스포트된 데이터 맵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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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맵 임포트

Excel 형식의 외부 데이터 맵을 데이터 맵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맵을 임포트한
경우 기본 맵 정보, 옵션, 소스 및 타겟 선택항목, 매핑된 차원 및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맵에 필요한 스마트 목록 차원과
소스 및 타겟 큐브를 선택한 후 데이터 맵을 익스포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맵을 임포트하는 동안 임포트 작업에 사용된 데이터 맵에서 옵션이 파생되므로
익스포트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데이터 맵을 통해 데이터 맵을 임포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포트를 통해 새 데이터 맵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Excel 데이터 맵을
임포트하기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스마트 목록 차원과 소스 및 타겟 큐브를
선택합니다.

Note:

데이터 맵을 임포트하기 전에 Excel 파일 형식(XLSX)인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CSV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 맵을 임포트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맵을 임포트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데이터 맵을 임포트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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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nning 데이터 맵에서 Planning 데이터 맵으로의 임포트는 Planning 데이터 맵에서 전략적
모델링 데이터 맵으로의 임포트 및 전략적 모델링 데이터 맵에서 전략적 모델링 데이터
맵으로의 임포트와 다릅니다.

새 Planning 데이터 맵에서 Planning 데이터 맵으로의 임포트 옵션은 임포트에 수행되는
데이터 맵에서 파생됩니다. 초기 데이터 맵에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기본 설정에서
파생됩니다.

2. 멤버가 소스에만 있고 타겟에 없는 경우 Planning 데이터 맵에서 Planning 데이터 맵으로의
임포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링 데이터 맵의 경우 소스에만 있고 타겟에 없는
멤버는 무시됩니다.

데이터 맵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맵 순으로 누릅니다.

2. 데이터 맵 홈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3.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소스 및 타겟 큐브를 선택합니다.

4. 작업, 옵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5. 데이터 맵 옵션 페이지에서 스마트 목록 차원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세부정보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데이터 맵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7. 데이터 맵 임포트 선택 페이지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데이터 맵 소스 파일로 이동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8. 임포트된 데이터 맵이 표시되면 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예제는 임포트된 Planning 데이터 맵을 보여 줍니다.

다음 예제는 임포트된 전략적 모델링 데이터 맵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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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맵 삭제

데이터 맵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제거할 데이터 맵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옵션 설정

옵션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이동할 때 의견, 첨부파일, 지원 세부정보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맵 목록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맵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 편집할 데이터 맵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옵션을 누르고 복사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 스마트 목록 차원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 맵 프로세스 중 동적으로 계산된 멤버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으려면 동적 계산
멤버 제외를 선택합니다.

기본 멤버 검증 규칙

보고 큐브의 기본 멤버는 소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동되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다음 제약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애플리케이션의 차원 중 하나라도 매핑되지
않아 적합한 기본 멤버가 없는 경우 매핑은 적합하지 않게 되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규칙:

• 보고 큐브가 합산 저장영역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기본 멤버는 레벨 0 멤버여야 합니다.

• 보고 큐브가 블록 저장영역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데이터 저장 등록정보가 있는 모든
멤버가 기본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차원 대 차원 매핑만 있는 경우 모든 레벨 또는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이 기본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스마트 목록 대 차원 매핑이 있는 경우 기본 멤버는 레벨
0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스 큐브에 스마트 목록과 연결된 멤버가 하나 이상 포함된 밀집
계정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 매핑에서 하위(Acct_Default)가 선택된 경우 Acct_Default 멤버가 보고 큐브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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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원, 멤버 또는 스마트 목록을 제거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경우, 적합했던
매핑이 부적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큐브의 차원이 변경되면 보고 애플리케이션

매핑 화면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선택하고 을 눌러 데이터를 새로고쳐야
합니다.

데이터 이동
데이터 맵을 설정한 후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고 큐브로 데이터 이동

•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여 한 큐브에서 다른 큐브로 데이터 이동

• 동시에 데이터 맵 및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 실행

보고 큐브로 데이터 이동

데이터 맵을 설정한 후 데이터를 보고 큐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lanning은 선택한 데이터 맵을
검증한 후 매핑된 Planning 차원 데이터를 보고 큐브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작업에서 작업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블록 저장영역 및 합산 저장영역 큐브에서 둘 다 동적 1차 하위에 대해 상위 멤버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동적 멤버를 추가했으면 데이터 푸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치지 않고 블록 저장영역에서 합산 저장영역 큐브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lanning 관리의 보고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 목록 동기화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보고 큐브로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고 큐브를 생성합니다.

2. 데이터 맵을 생성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맵 순으로 누릅니다.

4. 데이터 맵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데이터 푸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이동하기 전에 지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고 큐브의 기존 데이터에 새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대상 큐브에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마트 목록을 차원에 매핑하는 경우 스마트 목록 레이블이 보고 큐브의 멤버 이름 또는
별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데이터 푸시는 스마트 목록 항목 이름에 대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를 이동하기 전에 대상 큐브에서 데이터를 지우려면 예를 누릅니다.

대상이 합산 저장영역 보고 큐브인 경우 데이터를 지우고 이동할 때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대상 보고 큐브에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멤버는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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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옵션은 멤버 별칭이 아니라 멤버 이름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면 계산 스크립트가 길이 제한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맵을 위해 멤버를 선택할 때 1차 하위 구성요소와 같은 멤버 관계를 사용할
경우 주의하십시오.

– 멤버 관계를 사용할 경우 이 옵션은 소스 Planning 큐브에서 레벨 0 멤버
목록을 확장합니다. 소스 큐브에서 하나 이상의 멤버 이름이 보고 큐브의 멤버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 이 옵션은 오류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 이상의 멤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옵션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블록 저장영역 보고 큐브인 경우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데이터를 지우고
이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멤버 관계를 사용하는 경우 소스 큐브의 모든 멤버 이름이 보고 큐브의 모든
멤버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스마트 목록을 차원에 매핑하는 경우 소스 큐브의 모든 스마트 목록 항목이
보고 큐브의 모든 멤버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스마트 목록을 차원에 매핑하는 경우 소스 Planning 큐브의 스마트 목록 항목
레이블이 보고 큐브의 모든 멤버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스마트 목록 항목
레이블이 보고 큐브의 멤버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 목록 항목
이름이 보고 큐브 멤버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데이터 지우기 및 이동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여 한 큐브에서 다른 큐브로 데이터 이동

이 섹션에서는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여 큐브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스마트 푸시 정보

사용자는 좀 더 유의미하고 완전한 보고를 위해 양식에서 작업하는 동안 의견, 첨부파일,
지원 세부정보를 소스 큐브에서 보고 큐브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여러 큐브에서 가져오는 계획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큐브에는 비용 계획이 있고 다른 큐브에는 수익 계획이 있으며 보고 큐브를
사용하여 보고 요구사항을 통합한다고 가정합니다. 스마트 푸시가 없을 경우 큐브의
데이터는 서비스 관리자가 설정한 스케줄링된 작업을 통해 보고 큐브로 이동됩니다.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고 큐브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블록 저장영역 큐브에서 집계 저장영역 큐브로 푸시

• 블록 저장영역 큐브에서 블록 저장영역 큐브로 푸시

비디오

목표 다음 비디오 시청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여 보고할 데이터를 즉시

푸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Planning에서 보고할 데이터 즉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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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푸시 사용 시 고려 사항

스마트 푸시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스마트 푸시에는 메타데이터 및 승인 보안이 포함됩니다.

• 소스 집계 저장영역 큐브의 양식에 대해서는 스마트 푸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려면 밀집 차원, 계정 또는 기간 중 하나 이상이 데이터 맵 정의에서 차원
간 매핑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 맵에서 소스 큐브의 매핑되지 않은 섹션에 나열된 차원에 대해 선택된 모든 멤버의 숫자
데이터는 스마트 푸시 정의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양식에 대한 스마트 푸시 구성

양식에 대한 스마트 푸시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누른 다음 생성 및 관리에서 양식을 누릅니다.

2. 양식을 확장하고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양식이 선택된 상태로 을 선택합니다.

4. 스마트 푸시를 누릅니다.

양식에 대해 정의된 매핑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을 눌러 새 매핑을 추가합니다.

5. 각 매핑을 확장합니다.

6. 매핑 아래에 표시된 각 차원에서 차원에 대한 스마트 푸시 영역을 지정합니다.

• 양식 컨텍스트 사용을 선택하여 레이아웃에서 차원에 대해 선택(및 제외)된 모든 멤버의
데이터를 이동합니다.

• 양식 컨텍스트 사용을 지우고 선택 항목 덮어쓰기 옆에 있는

을 누릅니다.

–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차원 멤버를 선택하려면 편집을 선택합니다.

–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여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에서 제외할 차원 멤버를 정의하려면
제외 추가를 선택합니다. 제외 제거를 사용하면 멤버 하나가 아니라 전체 제외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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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스마트 푸시에 대해 양식 컨텍스트 사용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스마트 푸시 제외에서 양식에 정의된 모든 제외를 적용합니다.

* 기준 멤버 제외는 공유 멤버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기준 멤버 및
공유 멤버를 모두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 차원에서 멤버를 제외하는 경우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하려면 제외된 멤버 목록에 없는 멤버가
차원의 멤버 목록에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푸시에 대해 정의된 유일한 계정 멤버가 현금/은행
계정이면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에서 현금/은행 계정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선택 항목을 정정하여 스마트 푸시 결과에 멤버가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외된 목록에서 멤버를 제거하려면 제외된 멤버 목록 옆에 있는

을 누릅니다. 오른쪽 창에서 멤버를 선택하고

또는

을 눌러 멤버 선택기에서 멤버를 제거합니다.

데이터 맵에서 멤버 제외를 참조하십시오.

– 선택 항목을 제거하려면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주:

소스 큐브 차원에서만 매핑 정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양식 컨텍스트
사용을 선택하여 양식에서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경우 차원 멤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멤버 선택 대화상자에서 멤버를 지정하거나 선택 항목
덮어쓰기를 비워 두는 경우에도 차원 멤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팁:

스마트 푸시는 보고 큐브를 증분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위해 양식
컨텍스트 사용 또는 선택 항목 덮어쓰기 옵션을 선택하여 현재
컨텍스트로 이동되는 데이터 양을 제한하거나 업데이트 또는 계산 중인
섹션으로의 데이터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마트 푸시 영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맵에서 멤버
선택을 가져옵니다.

7. 각 매핑에 대해 스마트 푸시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할지를 정의합니다.

• 양식이 저장될 때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하려면 저장 후 실행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를 수동으로 이동하려면 저장 후 실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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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동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푸시를 구성한 후 데이터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8. 다음 추가 스마트 푸시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백그라운드에서 스마트 푸시 실행 - 백그라운드에서 스마트 푸시가 실행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숨김 사용 - 애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행 숨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쿼리 임계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스마트 푸시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스마트 푸시를 사용하여 블록 저장영역 큐브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로드하고 누락된 블록
및 행 숨김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숨김 사용 옵션이 권장됩니다.

Groovy 규칙으로 데이터베이스 숨김 사용 옵션을 사용하는 스마트 푸시를 구성하는 경우
스마트 푸시 실행에 이 옵션을 지정하는 추가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public void execute(Map<String, String> overrideMembersMap, boolean 
suppressMissingRowsNative)

9. 저장을 눌러 양식에 대한 스마트 푸시 구성을 저장합니다.

교차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푸시 사용

교차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푸시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환경이 있는 고객이 양식에서 작업하는 동안
소스 환경에 있는 Planning 큐브의 데이터, 셀 설명, 지원 세부정보를 원격 환경의 보고 또는 다른
Planning 큐브로 즉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Note:

교차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맵은 스마트 푸시에서만 지원됩니다. 교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맵 푸시는 향후 업데이트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Note:

전략적 모델링에서는 교차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푸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스마트 푸시를 사용한 첨부파일 전송은 동일 환경 데이터 맵에서만 지원됩니다.

소스 큐브의 데이터, 셀 설명, 지원을 원격 보고 큐브로 전송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를 이동해야 하는 교차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연결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관리에서 다른 EPM Cloud 환경에 대한 연결 생성, 편집 및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2. 보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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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관리에서 큐브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멤버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관리에서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차원 속성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3.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맵 순으로 누릅니다.

4. 생성을 누릅니다.

5. 소스 아래의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큐브에서 큐브를 선택합니다.

6. 타겟 아래의 큐브 드롭다운에서 원격 큐브 선택을 선택합니다.

7. 원격 큐브 선택 페이지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및 큐브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연결에서 타겟 큐브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연결을 선택합니다.

• 큐브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큐브를 선택합니다.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연결이 표시됩니다. 선택한 연결에 따라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큐브가 표시됩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9.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멤버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소스 멤버를 해당 타겟 멤버와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차원의 매핑 정보 변경.

10.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11. 양식을 열고 양식에 스마트 푸시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에 대한 스마트 푸시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병합 옵션 구성

의견, 첨부파일 및 지원 세부정보에 대한 병합 옵션은 보고용 큐브를 매핑할 때 제공되는
데이터 옵션 탭에서 구성합니다. 데이터 맵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주:

스마트 푸시를 사용할 때 지원 세부정보, 날짜, 스마트 목록, 텍스트 등의 관계형
데이터는 병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목록, 날짜 및 텍스트는 소스 셀과 대상 셀
간에 일대일 매핑이 있을 때만 이동됩니다. 관계형 데이터 이동의 경우 빈 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푸시를 구성한 후 데이터 이동

데이터 이동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이동 방법은 양식의 스마트 푸시를 구성할 때 저장 후 실행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식에 대한 스마트 푸시를 구성할 때 저장 후 실행을 선택하면 양식을 저장할 때
데이터가 이동됩니다.

• 저장 후 실행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1. 데이터를 누릅니다.

2. 양식을 눌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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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선택한 다음 스마트 푸시 세부정보를 누릅니다.

4. 스마트 푸시 대화상자의 링크를 눌러 데이터를 이동합니다.

주:

• 스마트 푸시는 항상 새 데이터를 이동하기 전에 대상 영역에서 데이터를 지웁니다.

• 사용자가 스마트 푸시 실행 시 오류를 발견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스마트 푸시 작업의
세부정보에 나열된 오류를 사용하여 스마트 푸시가 설정된 방식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스마트 푸시 상태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스마트 푸시 상태 보기

데이터 이동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2. 작업을 누릅니다.

스마트 푸시 작업은 작업 콘솔에 표시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링크를 눌러 문제를
해결합니다. 데이터가 이동되면 실행 상태가 완료 또는 완료되었지만 경고 발생으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로그를 검토할 작업 이름을 누릅니다.

동시에 데이터 매핑 및 스마트 푸시 프로세스 실행

데이터를 보고 큐브로 이동하는 동안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Groovy 규칙 기반 데이터 맵 푸시에 런타임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보고
큐브로 이동하면 됩니다. EPM Automate를 통한 데이터 맵 푸시의 경우 데이터 맵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동하기 전에 대체 변수를 사용하고 대체 변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Groovy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설명서와 예를 찾으려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Groovy 규칙 Java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EPM Automat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데이터 맵 옵션에서 동시에 스마트 푸시 허용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스마트
푸시와 데이터 맵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하면 작동 중지 시간을 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맵과 스마트 푸시 실행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스마트 푸시는 데이터를 푸시하기 전에 보고 큐브에서 데이터가 지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작업 출력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디자인합니다.

데이터 맵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맵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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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합 실행

통합을 실행하여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과를 보고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변환된 경우 타겟 시스템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실행 페이지는 옵션 및 필터라는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탭을 사용하면 변환 단계에서 선택한 통합에 사용할 일반 옵션과 타겟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간 선택항목은 타겟 시스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터 탭을 사용하면 런타임 시 빠르게 필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매번 통합 정의를
수정하지 않고 통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터 변경사항은 저장되지 않으며 해당 실행에만 사용됩니다.

통합 실행에 대한 정보는 자습서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
및 통합 실행을 확인하십시오.

통합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을 선택한 다음 를 누르십시오.

2.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임포트를 선택하여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데이터 임포트, 매핑 및 검증
등의 필요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합을 처음으로 실행합니다.

•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포트 후 워크벤치에 있는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스에서 데이터를 처음 가져온 후 소스 시스템 데이터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를 계속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4. 다시 계산을 선택하여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뛰고 업데이트된 매핑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합니다.

5. 임포트 모드에서 데이터 임포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임포트 모드:

• 추가 - POV의 기존 행을 유지하지만 새 행을 POV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5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50개의 행이 추가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POV의 행 수 합계는 150개입니다.

• 바꾸기 - 타겟에 있는 POV의 데이터를 모두 지운 다음, 소스 또는 파일에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7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100개의 행이 제거되고 70개의 행이 TDATASSEG로 로드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행
수 합계는 70개입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바꾸기는 로드 중인 연도, 기간, 시나리오, 버전 및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후 소스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의 데이터가 있지만 1달만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연도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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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SO 큐브로 바꾸기 모드에서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숫자 데이터만 로드됩니다. 전체 계층을 포함하여
정규화된 이름으로 멤버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주: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에서는 바꾸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병합 - (Account Reconciliation만 해당). 변경된 잔액을 동일한 위치의 기존
데이터와 병합합니다.

병합 모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로드된 이후
몇 개의 잔액만 변경된 경우 전체 데이터 파일을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로드
사이에 매핑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전체 데이터 세트를 재로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하나의 숫자 계정 ID에 대한 기존 잔액 행 100개가 있고, 각
행에는 금액 $100.00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병합 모드로 통합을 실행하며
소스에 하나의 계정 ID를 나타내는 행 1개가 있고 금액이 $80인 경우, 통합을
실행한 후에는 잔액 행 100개가 있고 99개 행에는 각각 잔액 $100.00, 1개 행에는
잔액 $80.00가 있습니다.

• 임포트하지 않음—데이터 임포트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 매핑 및 검증 -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뛰지만 업데이트된 매핑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합니다.

6. 시작 기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첫 기간을 선택합니다.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문자를 입력하여 기간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를
입력하여 6월 또는 7월과 같이 J로 시작하는 월을 기준으로 필터링합니다. 드롭다운을
누른 다음, 더 많은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터링하십시오. 아래에 표시된
편집 상자에 추가 필터 기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이름은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종료 기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마지막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기간 이름은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8. 기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POV 기간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기간이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POV 기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브라우저 캐시를 기반으로 최종 사용
기간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다른 기간 옆에 다음 잠금 해제 아이콘이 표시되면

해당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의 시스템 설정에서 글로벌 POV 모드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글로벌 POV 기간이 기간의 기본값으로 설정되고 고객은 다른 기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잠금 아이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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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드롭다운 옆에 표시됩니다.

9. 타겟으로 익스포트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보냅니다.

10. 확인 실행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후 확인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11. 익스포트 모드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합—기존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새 데이터로 덮어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로드가 병합 모드에서 처리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새 데이터를 생성하십시오.

• 바꾸기 - 타겟에 있는 POV의 데이터를 모두 지운 다음, 소스 또는 파일에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7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100개
행이 제거되고 70개 행이 스테이지 테이블에 로드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행 수
합계는 70개입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바꾸기는 로드 중인 연도, 기간, 시나리오, 버전 및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후 소스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의 데이터가 있지만 1달만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연도를 지웁니다.

• 누계 -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데이터로 누계합니다. 데이터 파일에 있는 각
고유 POV에 대해 로드 파일의 값이 애플리케이션의 값에 더해집니다.

• 빼기—타겟 애플리케이션의 값에서 소스 또는 파일의 값을 뺍니다. 예를 들어 대상에
300이 있고 소스에 100이 있는 경우 결과는 200이 됩니다.

• 가상 실행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에만 해당)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지 않고 데이터 로드 파일에 부적합한 레코드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 로드 파일을 검증하고 부적합한 레코드를 로그에
나열합니다. 로그에는 100개 이하의 오류가 나열됩니다. 로그에는 각 오류에 대해 오류가
발생한 각 레코드와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로그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Dry Run은 관리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보안 사용 타겟 옵션을 무시하고 항상
관리 사용자에 대해 REST API를 사용합니다.

• 익스포트하지 않음—데이터 익스포트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 확인—타겟 시스템에 데이터를 익스포트한 다음 현재 POV의 확인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현재 POV에 대한 확인 보고서 데이터가 없으면 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2. 필터를 누릅니다.

13. 런타임 시 실행할 필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필터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지정된 필터는
저장되지 않으며 해당 실행에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정의.

14. 실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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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작업 보기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통합 작업이 제출되면 통합 실행 팝업에 네 가지 기본 통합 작업인
임포트, 검증, 익스포트 및 데이터 확인에 대한 프로세스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해당
아이콘은 제출된 각 프로세스의 상태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팝업은 제출된
프로세스의 상태도 보여 줍니다.

오프라인으로 통합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통합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워크벤치로 이동하거나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장
통합 작업 보기

9-4



10
워크벤치에서 프로세스 세부정보 검토 및 결과
보기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중에 언제든지 통합을 검토하고 유효성을 검증하여 로드할 데이터의 상태 및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 및 워크벤치에서는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보고 검증한 후 익스포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 보기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제출된 통합의 상태 및 로그를 보십시오.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특정 통합의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보려면 데이터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제출된 통합의 상태를 보려면 통합의 프로세스 ID를 선택하십시오.

프로세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는 통합에 대해 실행된 프로세스를 표시합니다. 각 프로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열이 표시됩니다.

• 프로세스 ID—제출된 각 통합에 대해 시스템에서 생성한 확인 번호

• (상태) -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시각적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아이콘 위에 커서를 놓으면
스크린 팁이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통합이 처리되었습니다.

– —데이터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통합이 처리되었지만 경고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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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제출된 통합의 로그를 표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각 통합의 로그에서는
상태, 프로세스 단계, 프로세스 시작 시간 및 프로세스 종료 시간을 표시합니다.

• 출력 파일 —통합의 출력 파일이 생성되면 가 이 필드에 표시됩니다.

데이터 파일 익스포트 옵션이 사용되면 출력 파일이 생성됩니다. 데이터 파일의
이름은 <target application name>_<process ID>.dat이며 <application root
folder>/outbox 디렉토리에 기록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출력

파일을 여는 경우 출력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를 눌러 출력 파일을
열거나 저장합니다.

출력 파일에는 검증 오류 보고서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를
로드할 때 거부된 데이터 셀, 교차, 거부 이유를 보여줍니다. 검증 실패 이유 표시
타겟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검증 오류 보고서 옵션도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타겟 옵션 정의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실행 단계 중에 데이터 로드가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 출력 파일이 생성되고 이
필드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류 메시지 출력 파일 보기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자—통합을 제출한 사람의 사용자 ID입니다.

• ODI 세션 번호 - Oracle Data Integrator의 세션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여
Oracle Data Integrator의 세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

오프라인 실행 중에 데이터가 처리된 경우에만 ODI 세션 번호가
[프로세스 세부정보]에 포함됩니다.

• 출력

• 오류 메시지—제출된 통합이 실패한 이유를 표시합니다.

• 최종 실행 날짜—제출된 통합이 실행된 마지막 날짜를 표시합니다.

오류 메시지 출력 파일 보기

데이터를 Planning으로 익스포트하는 경우 데이터 로드 단계 중에 발생한 오류 메시지는
해당 오류 메시지만 포함되는 별도의 출력 파일에 캡처됩니다. 이 정보는 유용한 디버깅
툴입니다. 단순히 출력 파일을 검토하여 모든 오류를 쉽게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오류 메시지도 프로세스 로그에 표시되지만 로그 레벨이 "1"로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로그에는 상태, 프로세스 단계, 프로세스
시간도 표시되므로 오류 메시지를 찾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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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면 Planning에 데이터를 로드할 때 오류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 Essbase로 빠른 모드 로드(로드 방법이 숫자 데이터만인 경우에 사용)

• 아웃라인 로드 유틸리티(로드 방법이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유형 - 관리 사용자인 경우에
사용)

•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유형(관리자에 대해 보안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일 때 사용되는
REST API

다음 예제에서 Essbase로 빠른 모드 로드가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이 예제에서 오류 메시지는 아웃라인 로드 유틸리티에서 로드할 때 발생한 부적합한 멤버 번호를
확인합니다.

통합에 대한 오류 메시지 출력 파일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특정 통합의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보려면 데이터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프로세스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오류 메시지 출력 파일을 생성한 통합의 프로세스 ID를 선택합니다.

통합 실행이 실패하면 통합의 상태 열에 가 표시됩니다.

3. 출력에서 를 누릅니다.

Planning application_processid.out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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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류 메시지 출력 파일을 열거나 저장합니다.

기본 텍스트 편집기에서 오류 메시지 출력 파일이 열립니다.

워크벤치 사용
워크벤치에서는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보고 검증한 후 익스포트하는 POV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워크벤치에서는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보고 검증한 후 익스포트하는 POV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워크벤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포트( ), 검증
(

), 익스포트( ) 및 데이터 확인( ) 옵션이 포함된 대화식 로드 프로세스.

• 소스(모두)/소스(매핑됨)/타겟/소스 및 타겟 값을 보는 프로비저닝

• 준비된 참조를 위한 PTD/YTD 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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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벤치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하십시오.

2. 기간을 누른 다음 기간 드롭 다운에서 기간의 POV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주:

이 데이터 통합 릴리스에 있는 워크벤치 버전의 제한사항으로 인해(필수 조건 참조)
Data Management의 데이터 로드 워크벤치를 사용하여 자세한 정보를 보고 통합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로드 워크벤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워크벤치 워크플로우 사용

워크벤치의 워크플로우 표시줄은 다음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태스크가 완료되면 아이콘이 강조표시됩니다. 태스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 아이콘은 회색입니다.

태스크를 눌러 워크플로우 표시줄에서 태스크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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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임포트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필요한 변환을

수행합니다.

소스 데이터 임포트

검증 모든 멤버가 올바른 타겟 시스템

계정에 매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스 파일 내에

매핑되지 않은 차원 맵이 있으면

검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소스 데이터 검증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3단계: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익스포트

확인 확인을 실행하여 현재 POV의
확인 로그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확인

소스 데이터 임포트

소스 파일을 임포트하도록 지시되면 데이터 통합에서 현재 POV를 사용하여 위치, 범주 및
기간을 결정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 바꾸기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파일을 삭제합니다.

• 소스 파일을 로드합니다.

• 타겟 차원에 소스 차원을 매핑합니다.

소스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기간을 눌러 현재 POV에서 다른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임포트( )를 누릅니다.

4. 임포트 모드에서 데이터 임포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임포트 모드:

• 추가 - POV의 기존 행을 유지하지만(내부에서 데이터를 병합하지 않음) 새 행을
POV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5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50개의 행이 추가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POV의 행 수
합계는 150개입니다.

• 바꾸기 - 타겟에 있는 POV의 데이터를 모두 지운 다음, 소스 또는 파일에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7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100개의 행이 제거되고 70개의 행이 TDATASSEG로
로드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행 수 합계는 70개입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바꾸기는 로드 중인 연도, 기간, 시나리오, 버전 및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후 소스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의 데이터가 있지만 1달만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연도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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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 기반 통합의 경우에만 해당: 파일에서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할 소스가 애플리케이션

인박스인지 아니면 다른 위치인지에 따라 를 눌러 파일 브라우저의 파일로 이동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실행을 누릅니다.

소스 데이터 검증

소스 데이터 검증을 통해 모든 멤버가 적합한 타겟 시스템 계정에 매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차원 매핑을 소스 파일과 비교하고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확인합니다. 모든 차원이 올바르게
매핑되고 검증 오류가 정정되어야 워크플로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를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기간을 눌러 현재 POV에서 다른 기간을 선택합니다.

3. 검증
(

)을 누르십시오.

실행을 위해 검증이 제출됩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검증에 실패하면 "상태 메시지: 실패"
메시지가 표시되고 검증 아이콘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검증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주:

워크벤치에서 검증을 재실행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표현식을 선택하지 않고 매핑
규칙만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오프라인으로 검증을 실행하려면 오프라인으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선택사항: 를 눌러 로그를 다운로드한 다음 여십시오.

3단계: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익스포트

소스 데이터가 유효성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하면 로드 파일이 생성됩니다. 데이터 그리드에 있는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익스포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기간을 눌러 현재 POV에서 다른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익스포트( )를 누릅니다.

4. 익스포트 모드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익스포트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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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 기존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새 데이터로 덮어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로드가 병합 모드에서 처리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새 데이터를
생성하십시오.

• 바꾸기 - 타겟에 있는 POV의 데이터를 모두 지운 다음, 소스 또는 파일에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7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100개의 행이 제거되고 70개의 행이 TDATASSEG로
로드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행 수 합계는 70개입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바꾸기는 로드 중인 연도, 기간, 시나리오, 버전 및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후 소스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의 데이터가 있지만 1달만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연도를 지웁니다.

• 누계 -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데이터로 누계합니다. 데이터 파일에
있는 각 고유 POV에 대해 로드 파일의 값이 애플리케이션의 값에 더해집니다.

• 빼기—타겟 애플리케이션의 값에서 소스 또는 파일의 값을 뺍니다. 예를 들어
대상에 300이 있고 소스에 100이 있는 경우 결과는 200이 됩니다.

5. 실행을 누릅니다.

데이터 확인

데이터를 타겟 시스템으로 익스포트한 후 확인 단계를 실행하여 현재 POV에 대한 확인
로그를 표시합니다. 현재 POV의 확인 로그 데이터가 없으면 빈 로그 파일이 생성됩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기간을 눌러 현재 POV에서 다른 기간을 선택합니다.

3. 확인( )을 누릅니다.

실행을 위해 확인 로그를 제출합니다.

4. 선택사항: 오프라인으로 확인 로그를 실행하려면 오프라인으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선택사항: 를 눌러 로그를 다운로드한 다음 여십시오.

워크벤치에서 데이터 표시

워크벤치의 데이터 그리드에 표시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려면 표시 드롭다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한 데이터 - 제대로 매핑되었으며 대상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보내진 데이터입니다.

• 부적합한 데이터 - 정확하게 매핑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대상으로 내보내지지 않은 하나
이상의 차원입니다.

• 무시된 데이터 - 대상으로 내보내는 동안 소스 값을 무시할 명시적 사용자정의 맵입니다.
이 유형의 맵은 값이 무시인 특수 대상 멤버를 지정하여 멤버 매핑에서 정의됩니다.

• 모든 데이터 - 적합한 데이터, 부적합한 데이터, 무시된 데이터를 모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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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벤치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POV의 모든 데이터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드로
익스포트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익스포트에 모든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CSV 파일로 익스포트됩니다. CSV 파일은 각 텍스트 필드가 일반적으로 쉼표(,)로 구분되는,
쉼표로 구분된 값 텍스트 파일입니다. 익스포트된 데이터는 WorkbenchData_<POV
number>.csv로 이름이 지정되고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됩니다.

Note:

CSV 파일을 여는 Windows 설정에 따라 익스포트된 데이터 파일을 Excel에서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익스포트 페이지, 익스포트 모드 순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 익스포트를 즉시 처리합니다.

• 오프라인 - 백그라운드에서 익스포트를 실행합니다. (많은 행이 있는 경우 권장됨)

4. 포함 필터에서 통합에 정의된 필터를 적용하려면 선택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Excel 형식으로 익스포트된 데이터 파일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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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데이터 보기

데이터가 로드되는 차원 등 통합에서 사용되는 타겟 데이터와 연계된 특정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뷰에서 타겟 행을 선택하고 항목과 연계된 소스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Note:

표시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타겟 뷰의 행 수가 5,000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워크벤치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타겟 뷰에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타겟 뷰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타겟 행과 연계된 소스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타겟 행을 누릅니다.

소스 데이터 정보가 타겟 데이터 행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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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벤치에서 임포트된 데이터 삭제

POV 기간에 대해 데이터 테이블에서 임포트된 데이터를 모두 지우려면 임포트된 모든 데이터 삭제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지울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로드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된 모든 데이터 삭제 옵션을 실행하면 다음 항목이 삭제됩니다.

• 로드에 사용되는 매핑 감사

• 데이터 로드에 대한 감사 정보

• 프로세스 로드 상태

• 프로세스 매개변수

Note:

임포트된 데이터를 삭제한 후에는 복구할 백업이 없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워크벤치에서 기간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Data Integration으로 드릴다운할
수 없습니다.

Note:

드릴 영역은 프로세스의 일부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드릴 영역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수동으로 삭제하십시오.

• 지정된 POV 기간의 맵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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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예제 애플리케이션 등록, 임포트 형식, 매핑에 대한 설정 데이터는 모두 유지되며
제거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포트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임포트 데이터 삭제를 선택합니다.

"스테이지 테이블에서 Jan-22 기간과 연계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삭제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워크벤치에서 매핑 보기

매핑 보기를 사용하여 소스 값에 따라 소스 차원이 타겟 차원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드 중에 멤버 매핑이 참조되므로 Data Integration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때 데이터를 차원화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핑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매핑을 보려는 소스 금액을 누르고 매핑 보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135,000.00 소스 금액의 매핑 보기 페이지가 실행되었습니다.

워크벤치에서 소스 문서 보기

워크벤치에서 통합 소스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의 소스 문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파일 기반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매핑을 보려는 소스 금액을 누르고 소스 문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소스 문서를 열거나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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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벤치 데이터 필터링

워크벤치에서 필터를 적용하여 특정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함" 또는 "다음과 같음" 피연산자
및 특정 값을 사용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차원을 기반으로 필터 기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벤치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기간을 눌러 현재 POV에서 다른 기간을 선택합니다.

3.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4. 필터를 적용할 값(차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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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연산자 드롭다운에서 필터의 피연산자 및 값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피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포함 - 값 필드의 문자열 문자가 포함된 값을 반환합니다.

• 다음과 같음 - 값 필드의 문자열 문자와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6. 값에는 필터에 사용할 특정 값을 지정합니다.

소스로 드릴스루 사용

Data Integration은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드릴스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값 소스를 알아보려는 경우 또는 세밀한 레벨의 값
세부정보를 알아야 하는 경우 드릴스루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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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egration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타겟 옵션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적 드릴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타겟 옵션 정의 참조). 드릴 영역 정의가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면 워크벤치에서 강조표시된 셀을 통해 드릴 가능 값이 표시됩니다.

URL을 따라 드릴스루하려면 사용자가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릴스루는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을 통해 로드된 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로드 매핑에 드릴스루가 작동하기 위한
명시적 매핑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로 드릴스루하는 경우 선택된 셀의 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행을 보여
주는 별도의 랜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주:

Essbase에 데이터를 로드할 때 별칭에 매핑하면 랜딩 페이지의 필터에서 Essbase의
멤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릴스루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칭 대신 멤버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Planning의 데이터 양식에서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서 소스 문서를 열거나 정의된 소스 시스템 랜딩 페이지로 계속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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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된 환율 데이터에 대한 드릴스루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워크벤치에서 사용자정의 뷰 정의

워크벤치에서 작업하는 경우 표시에서 열의 뷰 정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워크벤치에서 활성 상태인 데이터 세트의 사용자정의 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뷰를 통해 데이터 표시를 재정렬하여 워크벤치에서 열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정 열에 집중하거나 요구사항에 따라 엔티티 열을 숨기는 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뷰 정의에서 열의 이름을 바꾸거나 열을 재정렬,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뷰 정의를 공용 뷰로 연계하여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으로
지정하여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로 드릴하는 경우 Data Integration은 드릴 랜딩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Data Integration은 이 설정의 기본 뷰 선택을 사용합니다.

뷰 정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하십시오.

2. 기간을 누른 다음 기간 드롭 다운에서 기간의 POV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3. 뷰 드롭다운에서 사용자정의 뷰 정의를 빌드할 기본 뷰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주:

POV에 표시되는 워크벤치 뷰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만 필터링되고 통합에
대해 선택된 타겟 계획 유형으로 필터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POV에서
실행되지 않는 뷰가 드롭다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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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뷰 정의 편집 페이지에서 를 누릅니다.

5. 뷰 정의 생성 창에서 사용자정의 뷰 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뷰 정의 이름에는 영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뷰 정의 이름에는 최대 80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용가능한 열] 왼쪽 창에서 [열 표시] 창에 추가할 열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를 눌러 사용가능한 모든 열을 [열 표시] 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이동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열 표시 창에서 선택한 열을 사용가능한 열 창으로 이동합니다.

•  - 열 표시 창에서 선택한 모든 열을 사용가능한 열 창으로 이동합니다.

뷰에 채워진 값을 지우려면 재설정을 누릅니다.

7. 선택사항: 열 표시 창에서 열 이름을 바꾸려면 열을 선택하고 편집을 밀어서 켠 다음, 새 열
이름을 입력합니다.

8. 선택사항: 뷰 정의를 공용으로 연계하려면 공용을 밀어서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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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뷰와 연계된 뷰 정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 정의를 개인으로 연계하려면 공용을 밀어서 끕니다.

개인 뷰와 연계된 뷰 정의는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선택사항: 열 표시 창에서 열을 재정렬하려면 열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열을 표시의 맨위로 이동합니다.

•  - 열을 표시의 한 위치 위로 이동합니다.

•  - 열을 표시의 한 위치 아래로 이동합니다.

•  - 열을 표시의 맨아래로 이동합니다.

10. 선택사항: 정렬을 눌러 표시된 열 창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11. 확인 또는 를 눌러 뷰 정의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합니다.

12. 선택사항: 뷰를 삭제하려면 를 누릅니다.

소스 데이터 검증
워크벤치를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보고, 확인하고, 익스포트하는
경우 데이터 통합에서는 통합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소스 데이터 검증은 모든 멤버가 적합한 타겟 시스템 계정에 매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스
파일 내에 매핑되지 않은 차원 맵이 있으면 검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검증에서는 차원 매핑을
소스 파일과 비교하고 매핑되지 않은 차원을 식별합니다. 모든 차원이 제대로 매핑되기
전에는 프로세스 플로우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일부로 매핑 수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검증 페이지에서 바로 매핑 오류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워크벤치에서 검증을 재실행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표현식을 선택하지 않고 매핑
규칙만 선택합니다.

매핑 오류가 없는 검증

검증에 성공하면 검증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검증 매핑 오류

새로 추가한 차원 멤버는 매핑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소스 시스템에 차원 멤버를 추가할 때
검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원 멤버가 매핑되지 않았고 로드를 검증하는 경우 검증
오류 페이지가 워크벤치에서 자동으로 실행되어 매핑되지 않은(따라서, 정의되지도 않은)
차원 멤버 수를 보여 줍니다. 다시 검증을 실행하기 전에 매핑되지 않은 차원 멤버를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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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데이터를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검증
(

)을 누르십시오.

오프라인으로 검증을 실행하려면 오프라인으로 계속을 누릅니다.

을 눌러 로그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를 엽니다.

실행을 위해 검증이 제출됩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검증에 실패하면 검증 오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검증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검증 오류 페이지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매핑 오류 수정

워크벤치에서 매핑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매핑 오류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를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워크벤치를 선택합니다.

2. 검증
(

)을 누르십시오.

오프라인으로 검증을 실행하려면 오프라인으로 계속을 누릅니다.

을 눌러 로그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를 엽니다.

실행을 위해 검증이 제출됩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검증에 실패하면 검증 오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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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 오류 페이지의 차원 이름에서 매핑 또는 수정이 필요한 차원 이름 또는 멤버를
선택하고 맵 수정을 누릅니다.

4. 멤버 매핑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추가) -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에서 멤버 매핑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편집) - 멤버 매핑을 편집합니다.

(삭제) - 멤버 매핑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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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데이터 익스포트

Data Integration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파일,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Oracle Autonomous Database로 익스포트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소스를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지정하고 타겟을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지정하여 통합을 정의합니다.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경우 다음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표준 워크플로우 모드 - EPM Cloud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멤버 매핑을 사용하여 필요한
변환을 수행한 다음, 데이터를 적절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익스포트합니다.

• 빠른 모드 - EPM Cloud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임포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간단한 변환을
수행한 다음, 데이터를 적절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익스포트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데이터가 스테이지 테이블로 임포트되지 않고 데이터가 직접 처리되므로 성능이 훨씬
향상됩니다. 이 모드는 매우 큰 데이터 볼륨을 익스포트하는 데에도 적합합니다.

표준 및 빠른 모드 방법 모두,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Essbase 저장영역 옵션에 따라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데이터 - ASO 또는 하이브리드 사용 BSO

2. 저장된 데이터 - BSO

3. 동적 계산이 있는 저장된 데이터 - BSO

4. 레벨 0 데이터 - ASO 및 BSO(빠른 모드에서만 사용가능)

표준 워크플로우 사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멤버 매핑을 통해
필요한 변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차원화한 다음, 데이터를 적절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익스포트하려면 표준 모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표준 워크플로우 태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멤버 매핑 익스포트

• Excel로 맵 익스포트

• 워크벤치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 타겟 옵션 정의

•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록

•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추출

빠른 모드 사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임포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간단한 변환을 수행한 다음, 데이터를 적절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익스포트하려면
빠른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데이터가 스테이지 테이블로 임포트되지 않고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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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처리되므로 성능이 훨씬 향상됩니다. 이 모드는 매우 큰 데이터 볼륨을 익스포트하는
데에도 적합합니다.

일반적인 빠른 모드 워크플로우 태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빠른 모드 로드 수행

•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빠른 모드

• 빠른 모드 통합을 위해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록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빠른 모드
빠른 모드 방법은 표준 워크플로우 방법 대비 훨씬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임포트
표현식을 사용한 간단한 변환을 지원하며 멤버 매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스테이지 테이블에 로드되지 않으므로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 0 추출 방법을 사용하면 필터를 적용하고 출력 파일에 포함할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쿼리 처리 한도에 도달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큰 데이터 슬라이스를 추출하는 데
적합합니다.

Note: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빠른 모드 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빠른 모드 로드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고려 사항:

빠른 모델 방법과 연계된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빠른 모드 로드 통합 작업을 생성하고 저장한 경우에는 나중에 표준 통합 작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로드 통합 작업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2. 차원을 매핑하는 경우 타겟 표현식 유형이 지원됩니다.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면
소스에서 읽은 소스 값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타겟 차원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기간 차원에 사용할 수 있는 타겟 표현식에는 substring(), split(), map() toPeriod(),
toYear()가 있습니다.

SQL 타겟 표현식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겟 표현식이 지원됩니다.

3. 차원을 매핑하는 경우 소스 표현식 유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매핑 멤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레벨 0 데이터 추출 방법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DM BR 데이터 익스포트"
비즈니스 규칙을 생성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데이터 추출을 수행합니다.

6. 빠른 모델의 기간 처리는 기간 매핑 옵션에서 정의된 기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이 다른 차원처럼 처리되며 소스 필터 옵션에서 필터링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단일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데이터가 단일 기간으로 로드됩니다. 다른
옵션은 toPeriod 및 toYear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을

기준으로 기간 차원을 파생시키는 것입니다.

7. 빠른 모드 로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바꾸기 익스포트 모드만 지원됩니다.

임포트 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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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소스로 직접 드릴스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드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추출하는 빠른 모드 프로세스 설명

이 섹션에서는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로 직접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및 등록합니다.

• 파일로 데이터 익스포트

• 온-프레미스 데이터로 데이터 익스포트

• Oracle Autonomous Database로 데이터 익스포트

• EPM 데이터 파일

Note:

빠른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기본 형식의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익스포트를 수행하려면 애플리케이션 EPM 데이터 파일을 등록하고 통합을
정의합니다. 차원 매핑 또는 멤버 매핑은 없으며 시스템에서 파일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2.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의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작업을 생성합니다.

a.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를 누르십시오.

b. 통합 생성 페이지의 이름 및 설명에 이 통합 작업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d. 빠른 모드 슬라이더를 탭하여 설정합니다.

빠른 모드 방법과 통합 작업을 연계하고 작업을 저장한 후에는 빠른 모드 연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  소스 드롭다운에서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f.  타겟 드롭다운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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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3.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에 차원을 매핑합니다.

a. 차원 매핑 페이지의 유형에서 데이터 로드 방법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유형만 지원합니다.

• 구분 - 모든 데이터 유형은 Planning에 대해 다음 데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 숫자

– 텍스트

– 스마트 목록

– 데이터

b. 매핑 그리드에서 다음을 수행하여 소스 열 소스를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의 타겟
애플리케이션 차원에 매핑합니다.

i. 소스 차원 선택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차원에 매핑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ii. 선택사항: 각 EPM Cloud 차원에 대한 타겟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타겟 표현식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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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빠른 모드 메소드에서는 SQL 타겟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빠른 모드 방법에서는 소스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4.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멤버 매핑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옵션을 누릅니다.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통합 작업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하여
옵션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6. 빠른 모드 기간에 대한 기간을 선택하려면 필터 탭을 누릅니다.

빠른 모드 메소드를 사용한 기간 처리는 기간 매핑 옵션에 정의된 기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이 다른 차원처럼 처리되며 (소스) 필터 옵션에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연도 및
기간으로 필터링하지 않는 경우 실행 시 단일 기간을 지정합니다.

Note:

기간 차원을 매핑하고 통합의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기간 타겟 표현식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이 매핑에서 파생되므로 기간 선택에 기간 드롭다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도 및 기간에 대한 필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통합을 실행할 때 단일 기간을
지정합니다.

7. 을 누릅니다.

8. 차원 이름 드롭다운에서 기간을 선택한 다음, 필터 조건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소스 파일의 단일
기간을 선택합니다.

9. 을 누릅니다.

10. (선택사항): 차원 이름 드롭다운에서 연도를 선택한 다음, 필터 조건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소스
파일의 연도를 선택합니다.

다중 기간 로드에서는 연도의 모든 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만 여러 연도를 추출하고 연도 및 기간
차원에 대한 필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간을 교차하는 부분 기간 추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1. 저장을 누릅니다.

12.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직접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13. 옵션 탭을 누릅니다.

14. 범주에서 시나리오 차원에 대한 명시적 소스 필터를 지정합니다.

범주는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범주화하고 통합의 타겟 시나리오 차원 멤버에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빠른 모드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데에는 범주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15. 데이터 추출 옵션에서 데이터 추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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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데이터 - 밀집 및 희소 차원 둘 다의 저장 값과 동적 계산 값을 추출합니다.

모든 데이터라는 데이터 추출 옵션은 MDX 쿼리 익스포트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 저장 및 동적 계산 데이터 - 밀집 차원의 저장된 멤버와 동적 계산 멤버에 대해서만
추출하고 희소 차원의 경우 추출하지 않습니다. 저장 및 동적 계산 데이터 옵션은
DATAEXPORT 명령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 저장 데이터만 - 저장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이 유형의 추출에서는 동적 계산 값이
제외됩니다. 저장 데이터만 옵션은 DATAEXPORT 명령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 레벨 0 데이터 - 차원 맨아래에 있는 전체 멤버(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원시 데이터)
를 추출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필터를 적용하고 출력 파일에 포함할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추출 옵션을 사용하여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0 데이터 옵션은 MAXL 익스포트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방법은 서비스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출 단계가 실행 중일
때는 애플리케이션이 읽기 전용입니다.

빠른 모드 메소드를 선택할 경우 다음 타겟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익스포트 속성 열

– 누적 데이터

– 정렬 데이터

– 피벗 차원

16. 옵션 페이지에서 필요한 타겟 옵션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17. 저장을 누릅니다.

18. 통합을 실행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빠른 모드 로드와 연계된 통합 작업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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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모드의 기본값은 바꾸기입니다.

c. 옵션 페이지에서 기간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기간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소스
파일의 단일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간 차원을 매핑하고 통합의 차원 매핑 페이지에 있는 기간에 대한 타겟 표현식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이 매핑에서 파생되므로 기간 선택에 기간 드롭다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통합에 대한 필터가 정의된 경우 필터 탭을 누르고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e. 실행을 누릅니다.

다음 예에서는 엔티티와 기간으로 필터링된 데이터 익스포트 결과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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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스로 드릴스루 사용

Data Integration은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드릴스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값 소스를 알아보려는 경우 또는 세밀한 레벨의 값 세부정보를
알아야 하는 경우 드릴스루를 사용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타겟 옵션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적 드릴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타겟 옵션 정의 참조). 드릴 영역 정의가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면 워크벤치에서 강조표시된 셀을 통해 드릴 가능 값이 표시됩니다.

URL을 따라 드릴스루하려면 사용자가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릴스루는
Data Management 또는 Data Integration을 통해 로드된 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로드 매핑에 드릴스루가 작동하기 위한
명시적 매핑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로 드릴스루하는 경우 선택된 셀의 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행을 보여
주는 별도의 랜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주:

Essbase에 데이터를 로드할 때 별칭에 매핑하면 랜딩 페이지의 필터에서 Essbase의
멤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릴스루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칭 대신 멤버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Planning의 데이터 양식에서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서 소스 문서를 열거나 정의된 소스 시스템 랜딩 페이지로 계속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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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된 환율 데이터에 대한 드릴스루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드릴스루 랜딩 페이지에 사용자정의 뷰 추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있는 랜딩 페이지의 데이터로
드릴스루하면 열에 대한 사용자정의 뷰를 생성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랜딩 페이지 표시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스 열 목록을 사용자정의하고 열 및 열
제목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뷰 정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마지막으로 사용된 사용자정의 뷰를 이후 드릴에서 사용합니다. 사용자정의 뷰가 없는 경우
시스템은 소스(모두)를 기본 뷰로 사용합니다.

Note: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로 드릴하는 경우 Data Integration은 드릴 랜딩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Data Integration은 이 설정의 기본 뷰 선택을 사용합니다.

Note:

데이터 통합에서 드릴스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레벨
프로파일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드릴에 대한 사용자정의 뷰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Management에 있는 설정 탭의 구성에서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시스템 설정 페이지의 프로파일 유형에서 모두 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3. 드릴 유형 UI 설정의 검색 및 선택 페이지에서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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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5.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를 누르고 태스크 및 보고에서 데이터( ).

6. 로드된 소스 데이터가 포함된 양식을 엽니다.

셀의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은 셀에 드릴스루 데이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7. 드릴다운 데이터가 포함된 셀에서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소스로 드릴스루를
선택합니다.

8. 사용자정의 뷰 정의를 빌드할 기본 뷰를 선택합니다.

9. 을 누릅니다.

10. 뷰 정의 편집 페이지에서 를 누릅니다.

11. 뷰 정의 생성 창에서 사용자정의 뷰 정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뷰 정의 이름에는 영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뷰 정의 이름에는 최대 80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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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뷰에 대한 뷰 정의 편집 페이지가 처음 표시되면 모든 열이 (열 표시) 오른쪽 창에
표시됩니다. 사용자정의 뷰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모든 열을 (사용가능한 열) 왼쪽
창으로 이동합니다.

12. 사용자정의 뷰에 열을 포함하려면 왼쪽(사용가능한 열) 페이지에서 열을 선택하고 
을 눌러 오른쪽(열 표시) 창으로 이동합니다.

뷰에 채워진 값을 지우려면 재설정을 누릅니다.

13. 사용자정의 뷰에서 열을 제외하려면 오른쪽(열 표시) 창에서 열을 선택하고 을 눌러
왼쪽(사용가능한 열) 창으로 이동합니다.

추가 이동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사용가능한 열) 창에서 오른쪽(열 표시) 창으로 열을 모두 이동하려면 을
누릅니다.

• 오른쪽(열 표시) 페이지에서 왼쪽(사용가능한 열) 페이지로 열을 모두 이동하려면

을 누릅니다.

14. 선택사항: 오른쪽(열 표시) 창에 있는 열의 이름을 바꾸려면 해당 열을 선택하고 편집
슬라이더를 설정으로 탭한 후 새 열 이름을 입력합니다.

15. 선택사항: 오른쪽(열 표시) 창에서 열을 재정렬하려면 열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열을 표시의 맨위로 이동합니다.

•  - 열을 표시의 한 위치 위로 이동합니다.

•  - 열을 표시의 한 위치 아래로 이동합니다.

•  - 열을 표시의 맨아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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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택사항: 정렬을 눌러 표시된 열 창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17. 확인 또는 를 눌러 뷰 정의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합니다.

18. 선택사항: 뷰를 삭제하려면 를 누릅니다.

직접 드릴 사용
직접 드릴을 사용하면 빠른 모드 방법으로 데이터를 로드할 때 플랫폼 기반 양식에서 소스 데이터로
바로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외부 URL 또는 EPM Integration Agent 쿼리를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를 쿼리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모드 데이터 로드의 경우 사용자정의 드릴
영역을 정의하고 표준 랜딩 페이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드릴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 멤버 대신 Essbase 멤버 함수를 통해 사용자정의 드릴 영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드릴을 사용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데이터를 스테이지하지 않고 소스 데이터로 드릴할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건너뛰어 드릴을 간소화하는 유연성도 제공됩니다. 또한 Essbase 멤버
함수를 사용하여 드릴 영역의 범위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가 간소화되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직접 드릴 정의 생성

직접 드릴 정의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로컬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눌러 로컬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드릴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드릴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4. 정의 탭을 선택한 후 계획 유형에서 통합이 있는 소스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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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RL 이름에서 직접 드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이름은 Calculation Manager에서 Essbase를 열 때 표시되는 드릴 URL 이름입니다.

직접 드릴 이름에는 다음을 비롯한 Essbase 이름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비유니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 드릴의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8자 이하를
사용합니다.

• 유니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 드릴의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30자 이하를
사용합니다.

• 이름에 공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음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Table 12-1    Essbase 이름 지정 제한

문자 설명

* 별표

[] 대괄호

: 콜론

; 세미콜론

, 쉼표

= 등호

> 보다 큼 기호

< 보다 작음 기호

. 마침표

+ 더하기 기호

? 물음표

"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슬래시

\ 백슬래시

| 세로 막대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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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RL 유형에서 직접 드릴에 사용할 URL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랜딩 페이지 - 시스템에서 랜딩 페이지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서
소스 문서를 열거나, 아래에 표시된 대로 정의된 소스 시스템 랜딩 페이지로 계속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Planning의 데이터 양식에서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서 소스 문서를 열거나 정의된 소스 시스템 랜딩 페이지로 계속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Note: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된 환율 데이터에 대한 드릴스루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ssbase에 데이터를 로드할 때 별칭에 매핑하면 랜딩 페이지의 필터에서
Essbase의 멤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릴스루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칭 대신 멤버 이름을 사용합니다.

• 사용자정의 - 사용자정의 직접 드릴 영역 정의와 연계된 URL을 사용하고 드릴스루 결과를
별도의 브라우저에 표시합니다.

계획 유형에 이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드릴을 정의하는 경우 기본 드릴 생성 시 계획
유형의 드릴 영역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정의 드릴이 정의된 경우에는 드릴 영역
생성 플래그가 무시됩니다.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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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 SQL 쿼리 및 서버 정보에 따라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서버
정보는 에이전트에서 가져오지만 URL의 나머지 부분은 SQL 쿼리에 지정된
매개변수에서 파생됩니다. 이 URL 유형을 사용하려면 드릴 URL에 데이터 소스,
쿼리, 전달할 매개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드릴 URL에서 사용자정의 및 에이전트 직접 드릴스루 정의의 URL 주소를 지정합니다.

사용자정의 URL 유형의 경우 드릴 URL에 서버, 포트, URL 매개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https://server:port/<URL Parameters>).

다음은 사용자정의 드릴 URL입니다. 랜딩 페이지를 건너뛰려는 경우 직접 드릴
URL입니다.

에이전트 URL 유형의 경우 드릴 URL에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이름, SQL 쿼리,
번호 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DATASOURCE -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소스 연결 정보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생됩니다.

• QUERY - 드릴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SQL 쿼리를 지정합니다.

• NUMERIC - 올바르게 정렬되도록 번호 열을 지정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드릴스루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릴다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8. In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에서 요약 드릴 사용 옵션을 선택하여 데이터 양식 또는
보고서의 요약 멤버에서 드릴다운하고 번호를 구성하는 세부정보 소스 데이터를
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고 드릴 영역 생성 옵션을 예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로드하고 나면 요약
레벨에서 드릴 아이콘이 사용됩니다. 드릴은 차원의 하위 멤버 1000개로 제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12장
직접 드릴 사용

12-8



Note:

요약 드릴을 지원하려면 드릴 쿼리에서 SQL의 WHERE 절에 연산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쿼리는 WHERE 회사 ~엔티티~ 형식이어야
합니다. 하위 항목 수에 따라 적절한 조건(IN, LIKE)이 결정됩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직접 드릴 정의를 저장하면 Essbase에서 드릴 영역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됩니다.
드릴 세부정보를 삭제하면 Essbase에서도 삭제됩니다.

10. 드릴 영역 탭에서 드릴 영역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드릴 영역 정의을 참조하십시오.

11. 선택사항: 기존 직접 드릴 정의를 편집하려면 드릴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기존 직접 드릴 정의를 삭제하려면 드릴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을 누릅니
다.

직접 드릴 영역 정의

멤버 이름과 멤버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된 Essbase 드릴 슬라이스를 제공하는 드릴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드릴 영역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로컬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른 후 드릴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드릴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을 눌러 새 직접 드릴 정의를 생성합니다.

직접 드릴 정의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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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릴 영역 탭을 선택합니다.

5. 을 누릅니다.

6. 차원 드롭다운에서 드릴 영역에 추가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7. 필터에서 선택한 차원의 멤버 함수를 지정하여 결과를 지정한 멤버만으로 제한합니다.

따옴표("")로 묶어 멤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멤버 7월의 경우 "Jul"로 지정합니다.

을 눌러 멤버 선택기 페이지를 표시하고 선택한 멤버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22.100에서 멤버 선택기에서 멤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8.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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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데이터 동기화

데이터를 동기화하면 단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큐브 간에(계획 유형)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서로 다른 환경의 두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동기화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이동합니다.

• Planning 입력 큐브에서 보고 큐브로

• 분산 보고를 위해 실제 값을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Planning 보고 큐브로

데이터 동기화 프로세스 설명
데이터 동기화를 사용하면 단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큐브(계획 유형)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두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보고 큐브로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EPM Local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보고 큐브를 선택합니다.

b. 확인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2. 일반 페이지에서 동기화할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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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ASO 또는 BSO 애플리케이션에 동기화하고 타겟이 입력 큐브인 경우
Cube에서 타겟 입력 큐브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3.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와 타겟 간 차원을 매핑합니다.

동기화가 모든 관련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소스 및 타겟으로 구성된 차원을
매핑합니다.

소스 및 타겟 멤버가 동일한 경우 타겟 표현식을 정의하고 표현식으로 copySource()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py Source Value.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변환을 위해 다른 표현식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소스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스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타겟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ote:

Data Integration에서 연간 누계(YTD 데이터) 대신 주기적으로 로드하도록
차원을 매핑할 때 "Periodic" 값 차원을 하드 코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핑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4. 멤버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의 기존 소스 값에 따라 타겟 시스템 멤버를 사용하도록 각
차원의 멤버를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5. 옵션 페이지에서 소스 필터와 일반 및 타겟 옵션과 같은 통합 매개변수를 정의합니다.

일반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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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탭에서 차원을 선택한 다음 이에 대한 필터 기준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소스에서 추출하여 타겟에 로드할 예산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필터 정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옵션 탭의 일반 옵션에서 소스 큐브, 기간 매핑 유형(기본값 또는 명시적), 데이터 추출 옵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추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의 7단계 데이터 추출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타겟 옵션에서 로드 방법, 날짜 형식, 뱃치, 제거 옵션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과
같이 타겟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6.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통합을 실행하여 소스 및 타겟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통합 실행 .

빠른 모드 데이터 동기화
빠른 모드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면 고객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또는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향상된 데이터 이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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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모드 데이터 동기화 프로세스 설명

여기에는 빠른 모드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단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서로 다른 환경의 두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단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빠른 모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동기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동일한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보고 큐브로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EPM Local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보고 큐브를
선택합니다.

b. 확인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2. 일반 페이지에서 동기화할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a. 통합을 생성할 때 빠른 모드 이동 막대( )를 살짝 눌러 이 모드를 켭니다.

빠른 모드 방법과 통합 작업을 연계하고 작업을 저장한 후에는 빠른 모드 연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b. 데이터를 ASO 또는 BSO 애플리케이션에 동기화하고 타겟이 입력 큐브인 경우
Cube에서 타겟 입력 큐브를 선택합니다.

13장
빠른 모드 데이터 동기화

13-4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3.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와 타겟 간 차원을 매핑합니다.

동기화가 모든 관련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소스 및 타겟으로 구성된 차원을 매핑합니다.

Note:

Data Integration에서 연간 누계(YTD 데이터) 대신 주기적으로 로드하도록 차원을
매핑할 때 "Periodic" 값 차원을 하드 코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및 타겟 멤버가 동일한 경우 타겟 표현식을 정의하고 표현식으로 copySource()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py Source Value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변환을 위해 다른 표현식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소스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스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타겟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매핑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4. 멤버 매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옵션 페이지에서 임의의 필터, 소스 옵션을 선택하여 큐브(계획 유형), 기간 매핑 유형(기본
또는 명시적), 타겟 옵션, 데이터 추출 옵션을 선택합니다.

필터 탭에서 차원을 선택한 다음 이에 대한 필터 기준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소스에서 추출하여 타겟에 로드할 예산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필터 정의하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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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탭에서 일반 옵션 아래의 옵션을 선택하여 큐브(계획 유형), 기간 매핑 유형(기본값
또는 명시적), 데이터 추출 방법과 같은 일반 옵션을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Note:

데이터 추출 옵션 메소드를 레벨 0 익스포트로 사용하여 두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 소스 인스턴스에서 통합을 정의하고 타겟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푸시해야 합니다. 타겟 인스턴스에서 통합을 정의하면 데이터
추출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추출을 사용하려면 저장된 데이터 또는
모든 데이터 추출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데이터 추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의 7단계 데이터
추출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소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타겟 옵션에서 로드 방법, 날짜 형식, 뱃치, 제거 옵션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과 같이 타겟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6. 통합 실행에서 빠른 모드로 데이터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통합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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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 통합

이 장에서는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 Balances 통합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잔액 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을 사용하면 Oracle ERP
Cloud에서 원하는 소스 원장을 선택하고 몇 개의 간단한 매핑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은 수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특정
시간에 스케줄링할 수도 있습니다.

주:

ADB(Average Daily Balances) 원장은 현재 통합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

Data Integration은 Oracle General Ledger와의 통합의 일부로 FAH(Financial
Accounting Hub) 및 FAHRCS(Financial Accounting Hub Reporting Cloud Service)도
지원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는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에 드릴 정의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Oracle ERP Cloud로 데이터 로드뿐만 아니라 쓰기
되돌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 프로세스 설명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Oracle ERP Cloud 연결 정보를 구성한 다음 Oracle ERP Cloud를
데이터 소스로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연결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2. Oracle ERP Cloud의 데이터(총계정원장 잔액)가 필요한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3. 하나 이상의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로드할 소스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ERP Cloud에 등록한 다음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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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임포트 프로세스는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를 EPM Cloud
시스템에 Essbase 큐브로 가져옵니다. 각 Essbase 애플리케이션은 소스 Oracle ERP
Cloud의 계정 차트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4.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와의 통합 생성(총계정원장 잔액)를 참조하십시오.

5. EPM Cloud 애플리케이션과 Oracle General Ledger 세그먼트의 세그먼트에 있는
차원 간에 차원을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6. 전송 중에 Oracle General Ledger의 계정 차트 값을 EPM Cloud의 차원 멤버로
변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7. 옵션 페이지에서 필터 및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선택합니다.

Essbase 큐브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기본 필터가 제공됩니다. 큐브에 중복 멤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규화된 멤버 이름이 필요합니다. Essbase 큐브는 Oracle General
Ledger 세그먼트로 작업하며, 계정 차트와 Oracle General Ledger의 원장 간에는
일대다 관계가 있습니다.

통합을 생성할 때 Data Integration에서 필터를 생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필터를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터를 삭제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기본값을
재생성합니다.) 이러한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General Ledger 필터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8. 옵션: 잔액을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때 소스 Oracle General Ledger에서
조정 기간을 정의합니다.

9. 필터를 사용하여 통합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Oracle General Ledger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EPM Cloud에
로드합니다.

10. 옵션: EPM Cloud 데이터를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에 쓰기
되돌림합니다.

EPM Cloud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Oracle General Ledger에 쓰기 되돌림하려면
통합을 설정하고 실행하십시오. 이 경우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필터가
적용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정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EPM Cloud의 예산 데이터를
플랫 파일에 쓰기 되돌림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 파일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스 연결 구성

Oracle General Ledger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통합을
시작하려면 먼저 "Oracle ERP Cloud"에 대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Oracle ERP Cloud에 대한 연결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연결 구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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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페이지의 (추가 드롭다운 아이콘)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4.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서비스 URL에 웹 서비스의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사용자 이름에 Oracle ERP Cloud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EPM Cloud 및 Oracle ERP Cloud 간 정보 전송 프로세스 요청을 실행하는 Oracle ERP
Cloud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재무 분석가", "일반 회계사" 또는 "일반
회계 관리자"와 같은 Oracle General Ledger 작업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8. 비밀번호에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9.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이 올바르게 테스트되면 "[소스 시스템 이름]에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 등록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과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를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지정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하여 Oracle
General Ledger 잔액을 EPM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하는 경우 시스템은 소스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를 EPM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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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Essbase 큐브로 가져옵니다. 각 Essbase 애플리케이션은 소스 Oracle General
Ledger의 계정 차트 정의를 나타냅니다.

Oracle ERP Cloud를 데이터 소스로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5. 연결에서 연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Fusio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애플리케이션 필터에서 로드에 사용할 필터를 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필터는 Oracle ERP Cloud에서 임포트할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애플리케이션 이름(예: Vision USA 또는
와일드카드 Vision%)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7. 애플리케이션 임포트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합니다.

Oracle ERP Cloud와의 통합 생성(총계정원장 잔액)
Oracle ERP Cloud에서 총계정원장 잔액을 로드하려면 소스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과 EPM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를 눌러 새로운 통합을 생성합니다.

2. 통합 생성 페이지의 이름 및 설명에서 새 통합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4. 소스( )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 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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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겟( ) 드롭다운에서 EPM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6. 큐브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7. 범주에서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타겟 시나리오 차원 멤버로 분류 및 매핑하는 데 필요한 범주
매핑을 선택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실제"와 같이 설정에서 생성한 범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주 매핑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8. 선택사항: 통합에 적용 가능한 위치 속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 속성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9. 저장을 누릅니다.

위치 속성 정의

로케이션 속성을 사용하면 로케이션별로 로드하는 데이터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와 같은 실용 통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 속성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로케이션 속성을 정의할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드롭다운에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2. 통합 편집 페이지에서 로케이션 속성을 누릅니다.

3. 기준 통화에서 로케이션의 통화를 지정합니다.

4. 상위 로케이션에서 로케이션에 지정된 상위를 입력합니다.

상위 매핑은 다른 위치와 매핑을 공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위 위치에 매핑을 입력하면 관련
위치에서 동일한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하나의 상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위치에서 하나의 계정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1차 하위
구성요소 또는 상위 매핑 테이블을 변경하면 모든 1차 하위 구성요소 및 상위 위치에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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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치에 상위 멤버가 있는 경우 매핑이 하위 멤버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매핑
변경은 상위 위치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논리 계정 그룹에서 로케이션에 지정할 논리 계정 그룹을 지정합니다.

논리 그룹에는 소스 파일이 로드된 후 생성된 논리 계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리 계정은 소스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계산된 계정입니다.

논리 그룹의 값 목록은 그룹이 생성된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6. 확인 엔티티 그룹에서 로케이션에 지정할 확인 엔티티 그룹을 지정합니다.

확인 엔티티 그룹이 위치에 지정된 경우 그룹에 정의된 모든 엔티티에 대해 확인
보고서가 실행됩니다. 확인 엔티티 그룹이 위치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시스템에 로드된 각 엔티티에 대해 확인 보고서가 실행됩니다. Data Management 확인
보고서는 타겟 시스템, Data Integration 소스 데이터 또는 Data Management 변환
데이터에서 직접 값을 검색합니다.

확인 엔티티 그룹의 값 목록은 그룹이 생성된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7. 확인 규칙 그룹에서 로케이션에 지정할 확인 규칙 그룹을 지정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확인 규칙을 사용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적용합니다. 확인 규칙 세트는
확인 규칙 그룹 내에 생성되고 확인 규칙 그룹이 위치에 지정됩니다. 데이터가 대상
시스템에 로드된 후 확인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확인 규칙 그룹의 값 목록은 그룹이 생성된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범주 매핑 사용

Oracle ERP Cloud 데이터를 통합할 때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범주화하고 타겟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나리오 차원 멤버에 매핑하는 범주 매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잔액을 저장하기
위해 Actuals라는 시나리오 차원 멤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일한 소스 시스템 데이터가 시나리오 차원 멤버 "Current"를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하나의 범주 매핑을 생성하고 양쪽에 하나의 이름을 제공하여 각
시나리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범주 매핑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범주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주 매핑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차원 매핑

차원을 매핑하면 소스 차원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및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의 차원 간 타겟 차원으로 변환되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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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racle General Ledger는 계정 차트/달력 조합당 하나의 Essbase 큐브를 생성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임포트 형식을 사용하여 이 계정 차트를 공유하는 원장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드 규칙에서 원장을 필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과 EPM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차원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 페이지의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매핑 그리드에서 소스의 소스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이 이미 정의된 경우 소스와 타겟 열이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새 임포트 형식을 추가하거나 기존 임포트 형식을 편집하는 경우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열에서 임포트할 파일의 필드 번호를 지정합니다.

• 소스 차원 선택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차원의 여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계정"
소스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또는 타겟 표현식 추가: 소스 또는 타겟에서 직접 값에 대해 연산을 수행할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소스 표현식 사용 및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선택사항: 쉼표로 구분된 파일의 경우 행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추가할 행을 선택하여 임포트 형식에 매핑할 추가 행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행:

– 소스 기간

* 연도

* 기간

* 기간 번호

– 통화

– 속성

– 설명

– 차원 행

* 계정

* 버전

* 엔티티

* 뷰

행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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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트 정의 옵션 설명

건너뛰기 [건너뛰기] 옵션은 건너뛰어야 하는 입력

파일의 행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없는 행, 음수가 포함된 행
또는 특정 계정에 대한 행입니다. 건너뛰기 행
지정은 데이터 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되며, 시스템은 입력 파일에서 지정된

위치의 표현식 필드에 입력된 텍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데이터 통합에서는 금액 위치에 "공백" 및
"숫자가 아닌" 문자가 있는 입력 파일의 행은

자동으로 건너뛰므로, 건너뛰기 지정은

금액이 아닌 데이터가 금액과 동일한 위치의

입력 파일 행에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파일에 "date"라는 레이블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date" 텍스트의 시작

열, 텍스트 길이 및 정확한 일치 텍스트를

나타내려면 건너뛰기 행에 대해 항목을

추가합니다.
행 건너뛰기 옵션은 고정 및 구분된 파일 유형

둘 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파일 또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최대 40개의

속성 필드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경우 입력 필드의 위치를 지정하고 다른

데이터 소스의 경우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차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을

사용하여 고정 값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속성 필드는 일반적으로 드릴스루 URL
구성이나 내역 또는 설명서 요구에

사용됩니다.

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또는 Tax Reporting
소스를 명시적 기간 매핑 유형과

통합하는 경우 시스템은 ATTR2
열에 매핑 연도(SRCYEAR)와
매핑 기간(SRCPERIOD)을
저장하고 ATTR3 열에 연도를

저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ATTR2 및 ATTR3 속성 열을

다른 차원 매핑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소스 속성을

타겟 차원에 매핑하는 경우

시스템은 이동을 ATTR1 열에

매핑하기 위해 자동으로 다른

맵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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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트 정의 옵션 설명

설명 설명 열 2개를 임포트하여 속성 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열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포함된 입력 행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매핑 테이블의 표현식 필드에 입력하여

명시적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 데이터 통합에서는 선택한 위치의 기본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의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관련

금액 필드의 통화를 지정하는 입력 라인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임포트

형식에 대해 각 데이터 행에서 통화를

지정하거나, 선택한 임포트 형식을 사용하는

위치에 통화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

통화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로드하는 중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스 기간 "기간" 차원은 데이터 파일에서 열로

지원됩니다. 단일 파일에 여러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되는 데이터 파일의 각 행에 연도 및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형식을

통해 로드 정의를 정의한 후 통합을 실행할 때
소스 기간을 선택하여 데이터 파일에서 열로

기간을 로드합니다.
차원 행 데이터 통합에서는 차원 사양이 동일한

라인의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을 때 임포트

형식에서 한 차원에 대한 여러 항목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 기반

데이터의 필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차원, 시작 및 종료 위치,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선택사항: 임포트 형식의 행을 복제하려면 복제할 행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복제를 누릅니다.

선택사항: 임포트 형식에서 행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행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삭제를 누르십시오.

4. 저장을 누릅니다.

멤버 매핑

맴버를 매핑하면 전송 중에 Oracle General Ledger의 계정 차트 값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차원 멤버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Oracle General Ledger 잔액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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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계정 차트 세그먼트에 따라 Oracle General Ledger가 관리 비용을
4001-4003의 계정 범위로 분석합니다.

Planning에서 관리 비용의 예산 편성은 차원 값 410, 관리 비용에 대해 수행됩니다.

아래의 예는 4001-4003 실제 금액 범위의 Oracle General Ledger 계정이 Planning의 410
관리 비용에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Planning 차원 값과 Oracle General Ledger 계정 차트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계정 차트 세그먼트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에 사용되지 않는 계정 차트 세그먼트에 0 값(예: 하위 계정의 "0000")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주:

로드 전에 Oracle General Ledger 값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원에 대한
멤버 매핑을 생성하여 Data Integration에서 타겟 값을 생성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맵 멤버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멤버 매핑 페이지의 차원 드롭다운에서 매핑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최소한 Oracle General Ledger로부터 전송되는 "계정" 및 "엔티티" 차원의 값을
매핑합니다.

추가 차트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경우 각 대상 차원에 대한 매핑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매핑 유형 드롭다운의 멤버 매핑 유형을 선택한 다음 소스 값을 지정합니다.

멤버 매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핑 유형 설명 참고 항목

소스 값을 타겟 값과 정확히

일치시키고 바꿉니다.
Explicit 매핑은 일대일

매핑입니다. 예를 들어 소스 값
"ABC"는 타겟 값 "123"으로

바뀝니다.

명시적 매핑 사용

14장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 Balances 통합

14-10



매핑 유형 설명 참고 항목

소스 값의 연속 범위를 단일

타겟 값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001"부터 "010"
까지의 소스 값이 하나의 타겟

값으로 바뀝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300000부터

3001999까지의 계정을 이익

잉여금에 매핑해야 하지만,
310000 계정은 자본 출자 또는

배당금일 수 있습니다.

Between 매핑 사용

하나의 타겟 값에 매핑될

순차적이지 않은(불연속) 소스

값을 나열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매핑 내에서

여러 값이 하나의 값에

매핑되므로 명시적 맵의

경우처럼 여러 규칙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계정 1503,
1510 및 1515가 대상 계정

15000010에 매핑되게 할 수
있습니다.

In 매핑 사용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소스

값의 문자열과 일치시키고 타겟

값에 매핑합니다.
Like 매핑에서는 와일드카드

문자(별표(*) 및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별표는 임의 수의

문자를 위한 자리

표시자입니다.
예를 들어 1190*은 1190,
1190100 및 1190-200 계정을

현금 타겟 계정에 매핑합니다.
물음표는 한 문자를 위한 자리

표시자입니다. 예를 들어 119?
소스 계정은 4개의 문자를

포함하며 119로 시작하는 소스

계정에만 매핑됩니다.

Like 매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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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유형 설명 참고 항목

다차원 매핑을 사용하면 특정

소스 열 값 조합에 대해 타겟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대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원에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차원의 매핑은

엔티티, 제품 및 프로젝트의

소스 값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추가된 룩업 차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은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없는 소스

차원을 포함합니다. 이 차원을

사용하면 다차원 필터를 더
유연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조건부 데이터 로드가

용이해집니다.

다차원 매핑 사용

주:

변환을 위해 소스 값을 처리할 때 특정 소스 값에 여러 매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시적, 사이, 위치, 다차원, 유사 순입니다. 사이 및
유사 유형 내에서는 매핑이 겹칠 수 있습니다.

4. 를 눌러 새 멤버 매핑을 추가하십시오.

매핑을 선택하고 편집 아이콘( )을 눌러 새 매핑을 추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존
매핑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5.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의 소스에서 타겟 차원 멤버에 매핑할 소스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Oracle General Ledger의 값을 입력합니다.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모든 멤버를 수정하지 않고 EPM Cloud에 "있는 그대로" 매핑하려면 소스에 *를
입력하고 타겟에 *를 입력합니다.

6. 타겟에 예산 정보를 로드하는 데 사용할 회계 시나리오의 값을 입력합니다.

전송된 Oracle General Ledger 실제 잔액을 저장하기 위해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해야 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7. 처리 순서에서 매핑 순서를 지정하십시오.

처리 순서에 따라 매핑 유형 내의 우선순위 레벨이 결정됩니다. 매핑은 매핑 유형 내에서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처리됩니다. 순서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 순서는 영숫자 정렬 순서입니다.
순서로 10, 20, 30, 100이 있는 경우 처리 순서는 10, 100, 20, 30입니다. 처리 순서에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지도에 대해 동일한 자릿수를 사용하십시오.

8. 설명에 멤버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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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General Ledger에 매핑"과 같은 설명을 입력합니다.

9. 기호 변경에서 지정된 타겟 계정의 기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기호 변경 옵션은 시산표에서 수익 및 부채/자기 자본 소스 계정의 기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Oracle General Ledger 소스 데이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수는 종종 대변으로 로드되고, 음수는 모두 차변으로 로드됩니다. 따라서 기호를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 옵션: 적용 대상 드롭다운에서 멤버 매핑을 적용할 통합 이름을 선택합니다.

11.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12. 멤버 매핑 페이지에서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General Ledger 필터 정의

Oracle General Ledger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통합의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제한합니다.

통합이 생성되면 필터가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필요에 따라 필터를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터가 삭제되면 기본값이 다시 생성됩니다.)

Oracle General Ledger 차원 필터

시나리오 실제

잔액 금액 기말 잔액

금액 유형 YTD
통화 유형 합계

기타 모든 차원 '@ILvl0Descendants("All '||
TARGET_DIMENSION_NAME||' Values")'

Oracle General Ledger 필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Oracle General Ledger 통합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3. 를 누릅니다.

선택적으로 필터에 이미 지정된 다른 차원을 선택한 다음 차원 이름 드롭다운에서 다른 차원을
선택하거나 필터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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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원 이름 드롭 다운에서 필터로 추가할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5. 필터 조건에서 필터를 지정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General Ledger 조정 기간 처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 잔액을 로드하는
경우 Oracle General Ledger 소스 시스템의 조정 기간을 Oracle ERP Cloud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잔액을 로드하는 경우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 소스 시스템의 조정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소스의 정규 기간과 관련된 추가 기간입니다. "조정 기간"은 해당 연도의 기말
기간 전 잔액을 조정하기 위해 설정된 모든 회계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간은 "per12"
에 대해 조정되므로 "per13"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기간 내 날짜는 정규 회계
기간과 겹칩니다. 고객은 회계 달력의 첫번째 기간을 나타내는 "연도 기초 기간"을 사용하여
지난해의 잔액 차기 이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회계 달력의 최종 기간을
"연도 기말 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재 회계 달력에서 이루어진 트랜잭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에서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기간에 조정 기간이 매핑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기간 매핑에서 조정이 처리됩니다. 조정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메소드는 통합에
지정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Oracle General Ledger 애플리케이션의 달력 및 기간을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의 기간으로 가리켜 간단하게 Data Integration의 Oracle
General Ledger 소스 기간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설정할 때 조정 기간 매핑이 있는 정규 및 조정 기간을 로드하거나 조정 기간 매핑이
있는 조정 기간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13을 12월/기간 12에 매핑하고 조정 기간 포함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이
발생합니다.

• YTD 잔액의 경우 기간 13이 기말 잔액이 됩니다.

• PTD 잔액의 경우 기간 13 및 12월/기간 12가 추가됩니다.

Oracle General Ledger 소스 시스템의 조정 기간을 포함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유형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4. 연결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 이름을
선택합니다.

5. 소스 애플리케이션 드롭다운에서 조정의 기반이 되는 Oracle ERP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6. 대상 애플리케이션에서 조정이 적용될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7. 매핑 유형에서 조정을 선택합니다.

8. 추가를 누릅니다.

9. 소스 기간 키에서 매월 말일이 Oracle General Ledger 소스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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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로케일의 로케일 설정에 맞는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M/DD/YY 형식을 사용하여 날짜를 입력합니다.

를 누르고 소스 기간 키를 찾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기간 키를 선택하면 Data Management에서 소스 기간 및 소스 기간 연도 필드를
자동으로 채웁니다.

10. 조정 기간에 Oracle General Ledger 소스의 조정 기간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Oracle General Ledger의 조정 기간이 Adj-Dec-16인 경우 이 필드에: Adj-
Dec-16을 입력합니다.

11. 타겟 기간 키에서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로케일 설정에 맞는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M/DD/YY 형식을 사용하여 날짜를 입력합니다.

를 누르고 대상 기간 키를 찾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기간 키를 선택하면 Data Management에서 대상 기간 이름, 대상 기간 월, 및 대상 기간
연도 필드를 자동으로 채웁니다.

12. 저장을 누릅니다.

13.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직접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14. 범주에서 기본 범주 값을 지정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Data Integration 설정에 생성한 범주입니다.

15. 달력에서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16. 기간 매핑 유형에서 각 데이터 규칙에 대한 기간 매핑 유형을 선택합니다.

적합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값 - 데이터 규칙이 Data Integration에 정의된 기간 키와 이전 기간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 규칙 실행에 포함된 각 Data Integration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총계정원장 기간을
결정합니다.

• 명시적 - 데이터 규칙이 Data Integration에 정의된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규칙 실행에 포함된 각 Data Integration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총계정원장 기간을
결정합니다.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면 기간이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로 정의되지 않은
추가 Oracle General Ledger 데이터 소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7. 조정 기간 포함에서 조정 기간 처리를 위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아니요 - 조정 기간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정규 기간 매핑만 처리합니다("기본"
및 "명시적" 매핑에 설정된 대로). 아니요가 조정 처리 기본 옵션입니다.

• 예 - 예가 선택되면 정규 기간 및 조정 기간이 포함됩니다. 조정 기간이 없는 경우 정규
기간만 처리됩니다.

• 예(조정만 해당) - 예(조정만 해당)가 선택되면 시스템에서 조정 기간만 처리합니다. 그러나
조정 기간이 없는 경우 시스템에서 정규 기간을 대신 끌어옵니다.

18. 저장을 누릅니다.

통합 실행

통합을 실행하여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과를 보고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변환된 경우 타겟 시스템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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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실행 페이지는 옵션 및 필터라는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탭을 사용하면 변환 단계에서 선택한 통합에 사용할 일반 옵션과 타겟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간 선택항목은 타겟 시스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터 탭을 사용하면 런타임 시 빠르게 필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매번 통합 정의를
수정하지 않고 통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터 변경사항은 저장되지 않으며 해당 실행에만 사용됩니다.

통합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통합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2.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임포트를 선택하여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데이터 임포트, 매핑 및
검증 등의 필요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합을 처음으로 실행합니다.

•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포트 후 워크벤치에 있는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스에서 데이터를 처음 가져온 후 소스 시스템 데이터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를 계속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4. 다시 계산을 선택하여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뛰고 업데이트된 매핑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합니다.

5. 임포트 모드에서 데이터 임포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임포트 모드:

• 추가 - POV의 기존 행을 유지하지만 새 행을 POV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5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50개의
행이 추가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POV의 행 수 합계는 150개입니다.

• 바꾸기 - 타겟에 있는 POV의 데이터를 모두 지운 다음, 소스 또는 파일에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7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100개의 행이 제거되고 70개의 행이 TDATASSEG로
로드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행 수 합계는 70개입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바꾸기는 로드 중인 연도, 기간, 시나리오, 버전 및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후 소스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의 데이터가 있지만 1달만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연도를 지웁니다.

주:

ASO 큐브로 바꾸기 모드에서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숫자 데이터만 로드됩니다. 전체 계층을 포함하여
정규화된 이름으로 멤버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멤버가 공유
멤버이면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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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라인 항목이 자동 증분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에서는 바꾸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병합 - (Account Reconciliation만 해당). 변경된 잔액을 동일한 위치의 기존 데이터와
병합합니다.

병합 모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Account Reconciliation에 로드된 이후 몇
개의 잔액만 변경된 경우 전체 데이터 파일을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로드 사이에
매핑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전체 데이터 세트를 다시 로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하나의 숫자 계정 ID에 대한 기존 잔액 행 100개가 있고, 각 행에는
금액 $100.00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병합 모드로 통합을 실행하며 소스에 하나의
계정 ID를 나타내는 행 1개가 있고 금액이 $80인 경우, 통합을 실행한 후에는 잔액 행
100개가 있고 99개 행에는 각각 잔액 $100.00, 1개 행에는 잔액 $80.00가 있습니다.

• 임포트하지 않음—데이터 임포트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 매핑 및 검증 -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뛰지만 업데이트된 매핑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합니다.

6. 익스포트 모드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합—기존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새 데이터로 덮어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로드가 병합 모드에서 처리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새 데이터를 생성하십시오.

• 바꾸기 - 타겟에 있는 POV의 데이터를 모두 지운 다음, 소스 또는 파일에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행을 로드하고 두번째는 70개 행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100개
행이 제거되고 70개 행이 스테이지 테이블에 로드됩니다. 이 로드가 완료된 후 행 수
합계는 70개입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바꾸기는 로드 중인 연도, 기간, 시나리오, 버전 및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후 소스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의 데이터가 있지만 1달만 로드하는 경우 이 옵션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연도를 지웁니다.

• 누계 -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데이터로 누계합니다. 데이터 파일에 있는 각
고유 POV에 대해 로드 파일의 값이 애플리케이션의 값에 더해집니다.

• 빼기—타겟 애플리케이션의 값에서 소스 또는 파일의 값을 뺍니다. 예를 들어 대상에
300이 있고 소스에 100이 있는 경우 결과는 200이 됩니다.

• 가상 실행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에만 해당)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지 않고 데이터 로드 파일에 부적합한 레코드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 로드 파일을 검증하고 부적합한 레코드를 로그에
나열합니다. 로그에는 100개 이하의 오류가 나열됩니다. 로그에는 각 오류에 대해 오류가
발생한 각 레코드와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로그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익스포트하지 않음—데이터 익스포트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 확인—타겟 시스템에 데이터를 익스포트한 다음 현재 POV의 확인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현재 POV에 대한 확인 보고서 데이터가 없으면 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7. 시작 기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첫 기간을 선택합니다.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문자를 입력하여 기간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를
입력하여 6월 또는 7월과 같이 J로 시작하는 월을 기준으로 필터링합니다. 드롭다운을 누른

14장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 Balances 통합

14-17



다음, 더 많은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터링하십시오. 아래에 표시된 편집
상자에 추가 필터 기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이름은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종료 기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마지막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기간 이름은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홈 페이지에서 POV 기간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기간이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POV 기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브라우저 캐시를 기반으로 최종
사용 기간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다른 기간 옆에 다음 잠금 해제 아이콘이 표시되면

해당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의 시스템 설정에서 글로벌 POV 모드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글로벌 POV 기간이 기간의 기본값으로 설정되고 고객은 다른 기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잠금 아이콘이

기간 드롭다운 옆에 표시됩니다.

9. 타겟으로 익스포트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보냅니다.

10. 확인 실행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후 확인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11. (옵션): 필터 누르기

12. 런타임 시 실행할 필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필터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지정된
필터는 저장되지 않으며 해당 실행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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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행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로 드릴스루

드릴스루를 사용하면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계정 잔액 요약 페이지를
표시하고 볼 수 있습니다.

Oracle ERP Cloud와 통합할 경우 Data Integration은 시스템 및 고정 정보와 같은 연결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드릴 URL 정의를 결정합니다. Oracle ERP Cloud로 드릴스루할 때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Oracle ERP Cloud로 쓰기 되돌림

쓰기 되돌림을 사용하면 Oracle General Ledger에 예산 및 실제 값을 쓰기 되돌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racle General Ledger에서 예산 대 실제 값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Oracle General Ledger에 실제 값 쓰기 되돌림

실제 정보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완료된 경우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소스로 정의한 다음, 데이터를 Oracle ERP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Oracle General Ledger로 쓰기 되돌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필터를 지정한 후 EPM Cloud에서 실제 값을 추출하여 Oracle General Ledger에 쓸 수
있습니다. 통합 실행 단계에서 데이터는 플랫 파일에 기록되고, 이 파일이 파일 저장소에
복사됩니다. 데이터가 쓰기 되돌림되면 Oracle General Ledger에 분개 항목이 생성됩니다.

Oracle ERP Cloud측에서 ERP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General Ledger 잔액 큐브 생성"을
사용하여 Oracle Fusion ERP Essbase 큐브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시나리오 차원
멤버 생성" 작업을 사용하여 Oracle Fusion ERP Essbase 큐브에 시나리오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Oracle ERP Cloud/EPM Cloud 통합을 수행하려면 통합할 모든 ERP 원장으로 작업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사용자 역할과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Oracle ERP Cloud에 쓰기 되돌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EPM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4. 잔액 유형 드롭다운에서 실제를 선택합니다.

5. 분개 소스에 Oracle ERP Cloud에 정의된 분개 소스와 일치하는 분개 소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분개 범주에 Oracle ERP Cloud의 분개 범주와 일치하는 분개 범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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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을 누릅니다.

8.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를 누른 다음 통합 생성 페이지에서 소스 데이터와
타겟 간 통합을 생성한 다음 저장 및 계속을 누릅니다.

a. 이름과 설명에 새 통합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b.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c. 소스( ) 드롭다운에서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d. 타겟( )에서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e. 큐브에서 타겟 시스템의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f. 범주에서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타겟 시나리오 차원 멤버로 분류 및 매핑하는 데
필요한 범주 매핑을 선택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실제"와 같이 설정에서 생성한 범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주 매핑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g. 선택사항: 통합에 적용 가능한 위치 속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 속성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h.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9.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Oracle ERP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을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새 차원을 추가하거나 기존 차원을 편집하는 경우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열에서 임포트할 파일의 필드 번호를 지정합니다.

• 소스 차원 선택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차원의 여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계정" 소스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또는 타겟 표현식 추가: 소스 또는 타겟에서 직접 값에 대해 연산을 수행할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소스 표현식 사용 및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타겟 차원 "원장"에 대해 소스를 매핑해야 합니다.

"엔티티" 등의 차원을 원장에 매핑한 다음 Oracle General Ledger 이름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로드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일 원장으로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표현식 열에 원장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사항: 각 분개의 추가 참조 데이터 및/또는 속성 데이터를 채우려면 속성 열을
사용하여 열을 매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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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열인 Attribute1에서 Attrbute10은 REFERENCE1에서 REFERENCE10에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REFERENCE 열을 차원으로 추가하고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ATTR 열에 매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FERENCE3을 채우려면 차원 세부정보를
삽입하고, 적절한 이름을 제공하고, 속성 유형을 지정하고, 데이터 열 ATTR3을 지정합니다.
(ATTR11에서 ATTR30은 ATTRIBUTE1에서 ATTRIBUTE20에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Attribute1은 ATTR11에 저장되고 Attribute2는 ATTR12에 저장되는 식으로
계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0. 멤버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에서 임의의 멤버를 타겟에 매핑합니다.

모든 멤버를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 Oracle ERP Cloud에 매핑하려면 매핑 유형으로 모두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에서 소스에 *를 입력하고 타겟에 *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1.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

12.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기간 매핑은 전송을 위해 기간을 Oracle General Ledger 회계 달력 기간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13. 애플리케이션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14. 애플리케이션 매핑 페이지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쓰기 되돌림할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를 선택합니다.

15.  를 눌러 실제 금액을 받을 각 기간에 대해 별도의 행을 추가하고 다음을 완료합니다.

주:

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시작 및 종료 기간이 단일 회계 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있는 날짜 범위를 제공하면 중복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16. Define a 기간 키, 타겟 기간 월, 타겟 기간 연도를 정의합니다.

• 기간 키 -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로케일 설정에 맞는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M/DD/YY 형식을 사용하여 날짜를 입력합니다.

• 대상 기간 월 - 이 필드의 값은 전송된 금액을 수신하는 Oracle General Ledger의 원장에
사용되는 회계 달력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상 기간 연도 - 회계 기간(대상 기간 월 열에 정의된 대로)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합니다.

값을 선택하면 기간 키, 이전 기간 키, 기간 이름 및 대상 기간 월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17.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파일 기반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18. 다음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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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일 이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소스 데이터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거나 데이터와 해당 머리글이 있는
다른 파일일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만 제공할 경우 [규칙 실행] 창에서 단일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 기간을 로드하려면 각 기간에 대해 파일을 생성하고 기간 이름 또는 기간 키를
파일 이름에 추가합니다. 규칙을 기간 범위에 대해 실행하는 경우 이 프로세스는 각
기간에 대해 파일 이름을 구성하고 적절한 POV에 업로드합니다.

b. 디렉토리에서 파일이 지정된 디렉토리를 명시합니다.

Data Integration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로 이동하려면 선택을 누르고 선택
페이지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 페이지에서 업로드를 선택하고 업로드할 파일
선택 페이지의 파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규칙을 실행할 때 Data Integration에서 파일 이름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c. 데이터를 복수 기간에 로드하려면 파일 이름 접미어 유형 드롭다운에서 기간 이름
또는 기간 키를 선택합니다.

접미어가 파일 이름에 추가되며 Data Integration에서 접미어를 추가한 후 파일
확장자를 추가합니다. 파일 이름을 공백으로 두면 시스템에서 접미어를 사용하여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 이름 접미어 유형이 지정된 경우 파일 이름은 선택 사항이며
[규칙 실행] 창에서 필수가 아닙니다.

파일 이름 접미어 유형이 기간 키인 경우 파일 이름에 접미어 표시기 및 기간 날짜
형식이 접미어 세트로 필요하며 적합한 날짜 형식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규칙을 실행할 때 파일 이름 필드에 1_.txt를 입력하고 접미어 표시기에 대해 "기간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1월-3월 기간에 대한 규칙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지정합니다.

i. 1_Jan-2019.txt

ii. 1_Feb-2019.txt

iii. 1_Mar-2019.txt

d. 기간 키 날짜 형식에서 파일 이름에 추가된 기간 키의 데이터 형식을 JAVA 날짜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SimpleDateFormat)입니다.

e. 저장을 누릅니다.

19. 저장을 누릅니다.

20. 통합을 실행합니다.

통합 실행 단계에서 데이터는 플랫 파일에 기록되고, 이 파일이 파일 저장소에
복사됩니다. 데이터가 쓰기 되돌림되면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에 분개 항목이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General Ledger에 예산 쓰기 되돌림

Oracle General Ledger에서 예산 대비 실제를 보고하려는 경우 예산을 Oracle General
Ledger에 쓰기 되돌림해야 합니다. 지출을 온라인으로 검증하려는 경우 예산을 Budgetary
Control로 쓰기 되돌림해야 합니다.

Planning 기능을 사용하여 준비된 원래 예산과 수정된 예산을 Oracle General Ledger에
쓰기 되돌림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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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차를 통해 Budgetary Control의 EPM 유형 제어 예산과 General Ledger의 예산을 둘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Budget
Revisions 기능을 사용하여 준비된 예산 개정을 쓰기 되돌림할 때는 이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Oracle General Ledger에 대한 쓰기 되돌림은 EPM 유형 제어 예산에 대해 예산을 Budgetary
Control에 쓰기 되돌림할 때 자동으로 수행되지만 Budgetary Control에 쓰기 되돌림하는
엔터프라이즈 차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쓰기 되돌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 부문에 Financials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Planning 사용자가 EPM Cloud 예산을 Oracle General Ledger로 쓰기 되돌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 자습서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자습서 비디오

Planning 모듈 사용자는 자습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General Ledger로 쓰기 되돌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EPM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4. 잔액 유형 드롭다운에서 예산을 선택합니다.

5. 분개 소스에 Oracle ERP Cloud에 정의된 분개 소스와 일치하는 분개 소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분개 범주에 Oracle ERP Cloud의 분개 범주와 일치하는 분개 범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7.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를 클릭한 다음 통합 생성 페이지에서 소스 데이터와 타겟
간 통합을 생성한 다음 저장 및 계속을 누릅니다.

a. 이름과 설명에 새 통합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b.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c. 소스( )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쓰기 되돌림할 EPM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d. 타겟( )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e. 범주에서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타겟 시나리오 차원 멤버로 분류 및 매핑하는 데 필요한
범주 매핑을 선택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실제"와 같이 설정에서 생성한 범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주 매핑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f. 선택사항: 통합에 적용 가능한 위치 속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 속성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g.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8.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Oracle ERP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을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새 차원을 추가하거나 기존 차원을 편집하는 경우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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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서 임포트할 파일의 필드 번호를 지정합니다.

• 소스 차원 선택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차원의 여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계정" 소스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또는 타겟 표현식 추가: 소스 또는 타겟에서 직접 값에 대해 연산을 수행할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소스 표현식 사용 및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타겟 차원 "원장"에 대해 소스를 매핑해야 합니다.

"엔티티" 등의 차원을 원장에 매핑한 다음 Oracle General Ledger 이름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로드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일 원장으로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표현식 열에 원장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사항: 각 분개의 추가 참조 데이터 및/또는 속성 데이터를 채우려면 속성 열을
사용하여 열을 매핑하십시오.

속성 열인 Attribute1에서 Attrbute10은 REFERENCE1에서 REFERENCE10에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REFERENCE 열을 차원으로 추가하고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ATTR 열에 매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FERENCE3을
채우려면 차원 세부정보를 삽입하고, 적절한 이름을 제공하고, 속성 유형을 지정하고,
데이터 열 ATTR3을 지정합니다. (ATTR11에서 ATTR30은 ATTRIBUTE1에서
ATTRIBUTE20에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Attribute1은 ATTR11에 저장되고
Attribute2는 ATTR12에 저장되는 식으로 계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9. 멤버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에서 임의의 멤버를 타겟에 매핑합니다.

모든 멤버를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 Oracle ERP Cloud에 매핑하려면 매핑 유형으로
모두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에서 소스에 *를 입력하고
타겟에 *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0.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

1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기간 매핑은 전송을 위해 기간을 Oracle General Ledger 회계 달력 기간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12. 애플리케이션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13. 애플리케이션 매핑 페이지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쓰기 되돌림할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를 선택합니다.

14. 를 눌러 실제 금액을 받을 각 기간에 대해 별도의 행을 추가하고 다음을 완료합니다.

주:

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시작 및 종료 기간이 단일 회계 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있는 날짜 범위를 제공하면 중복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15. Define a 기간 키, 타겟 기간 월, 타겟 기간 연도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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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키 - 매월 말일이 타겟 시스템에서 매핑되도록 지정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로케일 설정에 맞는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M/DD/YY 형식을 사용하여 날짜를 입력합니다.

• 대상 기간 월 - 이 필드의 값은 전송된 금액을 수신하는 Oracle General Ledger의 원장에
사용되는 회계 달력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상 기간 연도 - 회계 기간(대상 기간 월 열에 정의된 대로)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합니다.

값을 선택하면 기간 키, 이전 기간 키, 기간 이름, 타겟 기간 월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16. 저장을 누릅니다.

17. 통합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RP Cloud의 메타데이터 통합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메타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Oracle General Ledger 계층 최상위 노드, 세그먼트 값, 설명, 상위, 1차 하위, 계정 유형
등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로드하려면 Oracle ERP Cloud(계정 차트) 소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에서 원하는 소스 원장을 선택하고 몇 개의 간단한 매핑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합니다.

다음은 Oracle General Ledger가 워크벤치의 타겟에 로드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메타데이터 프로세스 설명 로드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메타데이터를 타겟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대략적인
방법입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메타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로드 전 속성 이름과 값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메타데이터를 .csv(쉼표로 구분) 또는 .txt(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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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구분자 사용) 형식의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그런 후에 로드에 사용할 속성
이름과 값을 검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속성 및 값과 익스포트된
메타데이터 파일에 표시된 속성 값 및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익스포트된 차원
세부정보에 따라 매핑을 정정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의 Oracle ERP Cloud(계정 차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데이터 소스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b.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c.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d.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계정 차트)를 선택합니다.

e.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차원 탭 순에서 통합할 수 있는 소스 열을 봅니다.

주:

계정 유형 차원은 차이 보고 차원에 종속됩니다. Essbase는 두 가지 차이
보고 등록정보인 비용과 수익(기본값)을 제공하며, 두 등록정보에 따라
Essbase에서 멤버 공식에 @VAR 또는 @VARPER 함수를 사용하여 멤버의
실제 데이터와 예산 데이터 간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차이 보고 소스 차원을 추가한 후 애플리케이션의 해당 차이 보고 타겟 차원에
매핑해야 합니다. 차이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이 보고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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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 등록정보 값 순에서 각 등록정보의 소스 등록정보 값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스 애플리케이션이 등록 및 초기화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 또는 통합 레벨에서 등록정보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매핑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5.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 통합 생성 순으로 누르고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의 Oracle General Ledger 메타데이터와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6.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차원 매핑을 선택한 후
소스와 타겟 간에 차원을 매핑(임포트 형식 빌드)합니다.

계층의 최상위 노드는 상위 타겟을 EPM 차원 이름에 매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
차원이 로드되는 경우 최상위 엔티티 멤버의 상위는 "엔티티"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Oracle
ERP Cloud 메타데이터 통합의 경우 최상위 노드 멤버의 상위 소스는 소스 세그먼트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스 세그먼트가 "Company"인 경우 상위 차원의 소스는 Company가 되며
이는 EPM 차원 이름 "Entity"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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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핑된 차원에 타겟 표현식을 모두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8.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멤버 매핑을
선택한 후 소스의 모든 멤버를 타겟에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9.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직접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한 후 각 등록정보의 소스 등록정보 값과 소스에서 멤버를 새로 고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 레벨 또는 통합 레벨에서 등록정보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에서 새로고침 예/아니요 설정을 사용하여 소스에서 멤버 매핑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차원에 대해 통합을 실행하는 경우 첫번째 차원에서 예로 설정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할 때 멤버가 새로 고쳐집니다. 옵션을 예로 설정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임포트된 후 생성된 새 멤버를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값을
예로 설정하면 시스템에서 모든 차원의 값을 새로 고칩니다. 따라서 여러
차원을 로드하는 경우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만 값을 예로 설정해야 합니다.

10. 통합을 실행합니다.

Oracle ERP Cloud의 Oracle General Ledger 메타데이터는 병합 모드에서만
익스포트됩니다. 병합 모드에서는 시스템이 익스포트의 새 데이터로 기존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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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로드가 병합 모드에서 처리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새
데이터가 타겟에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통합 실행 .

Oracle ERP Cloud 데이터 통합
Oracle Fusion Financials 소스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Data Integration을 통합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에서 데이터 서브세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Oracle Financials Cloud 또는 Supply Chain 데이터 소스에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소스로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이터 소스 어댑터 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BI Publisher는 Fusion Financials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Oracle ERP Cloud 데이터를 직접 추출합니다. Oracle ERP Cloud에
있는 모든 종류의 레코드를 쿼리의 기준으로 포함하거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Data Integration으로 가져오는 경우 이후에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매핑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패키징된 쿼리나 사용자정의 BI Publisher 보고서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고유한 보고서 매개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 패키지된 쿼리를 사용한 Oracle ERP Cloud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 설명

Data Integration은 Oracle ERP Cloud에서 제공하는 초기 설정된 데이터 추출을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는 사전 패키지된 쿼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12.2.1.3.0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Data Integration과 함께 제공되는 사전 패키지된 쿼리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입니다.

1. Oracle ERP Cloud 통합을 수행하려면 Oracle ERP Cloud에 대한 권한 또는 사용자 역할과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통합에 대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 소스 시스템 유형 Oracle ERP Cloud의 소스 시스템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이 단계에는 연결 세부정보 지정 및 연결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3.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소스 열은 업로드된 파일 추출을 통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4. 애플리케이션 필터의 통합 옵션에 입력 값을 제공합니다.

주:

BI Publisher 추출에서 반환되는 데이터 양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필터를
정의합니다. 필터를 통해 최상의 로드 성능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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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포트 형식을 빌드하여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와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매핑을 설정합니다.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6. 임포트 형식과 연계시키는 데 사용한 위치를 정의합니다.

7. 소스 및 타겟 간에 차원을 매핑합니다.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8. 소스의 멤버를 타겟으로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9. 소스 및 타겟 옵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10. 통합을 실행합니다.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

Oracle ERP Cloud 소스 연결을 사용하여 다음 데이터 소스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racle ERP Cloud

• Oracle ERP Cloud(미수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평균)

•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

• Oracle ERP Cloud(미지급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 프로젝트 관리

• 예산 제어 약정, 채무, 지출, 쓰기 되돌림 데이터 소스. 예산 검토 데이터 소스

Oracle ERP Cloud 연결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연결 구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연결 페이지의 (추가 드롭다운 아이콘)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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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서비스 URL에 웹 서비스의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사용자 이름에 Oracle ERP Cloud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 Oracle ERP Cloud 간 정보 전송
프로세스 요청을 실행하는 Oracle ERP Cloud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재무 분석가", "일반 회계사" 또는 "일반 회계 관리자"와 같은 Oracle General Ledger 작업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8. 비밀번호에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9.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이 올바르게 테스트되면 "[소스 시스템 이름]에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에서 비일반 원장 데이터를 추출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면
Oracle ERP Cloud 소스에서 미지급금, 미수금, 고정 자산, 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기
위해 Data Integration에서 참조되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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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egration은 다음을 포함하여 Oracle ERP Cloud 소스에 대한 사전 패키지된 쿼리를
제공합니다.

• Oracle ERP Cloud(미지급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미수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 평균)

• Oracle ERP Cloud(시산표)

또한 BI Publisher 데이터 추출에 대한 사용자정의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ata Integration의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 데이터 소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BI Publisher에서 소스 CSV 파일을 임포트한 다음, 사용할 보고서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주:

Oracle ERP Cloud와 통합하려면 모든 ERP 원장에 대한 권한 또는 사용자
역할과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통합에 대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RP Cloud 시스템 유형을 사용하여 Data Integration 데이터 소스의
소스 시스템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는 연결
세부정보 지정 및 연결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사전 패키지된 Oracle ERP Cloud 쿼리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Oracle ERP Cloud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racle ERP Cloud(미지급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미수금 트랜잭션)

• Oracle ERP Cloud(시산표 - 평균)

• Oracle ERP Cloud(시산표)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사전 패키지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이 필드에서 선택한
사전 패키지된 Oracle ERP Cloud 쿼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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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에 애플리케이션 필터 적용

Oracle ERP Cloud 소스에 대한 사전 패키지된 쿼리를 선택하면 모든 애플리케이션 필터가 사전
정의됩니다. 그러나 통합 옵션에서 입력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실행 또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실제 매개변수 값을 정의해야 하는 경우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에서 보고서 매개변수로 정의할 동적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적 필터의 예로 입력, 통계 또는 합계를 선택할 수 있는 "통화 유형"이 있습니다.

단일 필터 조건 또는 여러 필터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반환되도록 하려는 정확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에서 정적 매개변수 값을 $$ 표기법으로 묶은 매개변수 값으로 바꾸어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필터는 원장 ID 및 기간 매개변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적 매개변수 값 argument1 = $LEDGER_NAME$을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에 매개변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옵션 편집 페이지에서 매개변수의 표시 이름이 입력되었습니다. 옵션 페이지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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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의의 옵션 탭에 매개변수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사전 정의된 매개변수 $START_PERIODKEY$ 및 $END_PERIODKEY$를
사용하여 POV의 데이터 형식으로 특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에서 기간 보고서 매개변수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에 대한 필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
고 옵션 편집을 선택합니다.

2. 옵션 편집 페이지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빈 입력 라인이 표시됩니다.

3. 다음을 수행하여 전달할 매개변수를 모두 선택합니다.

a. 이름 필드에서 매개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b. 표시 프롬프트에서 Data Management의 소스 옵션 탭 또는 Data Integration의
통합 편집 페이지에 있는 필터의 표시 프롬프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c. 표시 순서에서 소스 옵션 또는 통합 편집 페이지에 있는 필터의 표시 순서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는 경우 사용자정의 필터를 표시할 수 없으며 기본값이 필터
값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필터 목록에서 99번째 위치 순서 또는 위치에 있는 필터를 표시하려면
99를 입력합니다. 표시 순서가 가장 낮은 필터부터 가장 높은 필터 순으로
나열됩니다.

d. 등록정보 레벨 드롭다운에서 필터가 표시되는 레벨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표시 레벨
(애플리케이션, 통합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둘 다)을 선택합니다.

e. 룩업 유형을 사용하여 나열된 값 드롭다운을 제공하려면 검증 유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없음

• 숫자

• 룩업 검증

• 룩업 검증 없음

• 예/아니요

• 날짜

•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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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목록 - 검증 객체 필드에 값 목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값은 새 라인에
입력됩니다. 옵션 페이지의 LOV(값 목록)는 값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된 송장만 옵션을 "아니요"로 설정하려면 취소된 송장만의 매개변수
필드에서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f. 검증 객체에 유형별로 검증할 룩업 객체 목록을 입력합니다.

위의 선택 목록 검증 유형을 선택한 경우 값 목록을 입력하려면 을 누르고 검증 객체
페이지에 값 목록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4. 조건 목록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기반으로 한 조건 목록을 제공합니다.

• EQ(Equal)

• IN

• Like

조건 값은 Equal, Like 또는 In입니다. 조건 값은 CONDITION_LIST 필드에 드롭다운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값이 EQ,IN이면 조건 드롭다운에 Equal 및 In만 표시합니다. 값이 EQ
LIKE이면 드롭다운에 Equal, Like만 표시합니다. 임의의 EQ,IN,LIKE 조합이 필드에

저장됩니다. 조건 목록에 값이 하나만 제공되면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EQ입니다. 여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쉼표로 조건의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N 및
LIKE 조건을 사용하려면 ,IN,LIKE를 입력합니다

5. (선택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에서 기간 보고서 매개변수 선택

Oracle ERP Cloud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START_PERIODKEY$
및 $END_PERIODKEY$ 표기법으로 날짜를 지정(날짜 특정 형식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짜 형식에 적합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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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월 단위 일이 아닌 연도 단위 일을 사용하는 일

• MM 또는 MMM: 월

• yy 또는 yyyy: 연도

시작 입력 날짜와 종료 입력 날짜를 yyyy-MM-dd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임포트하려면 시작 입력 날짜 필드에 보고서
매개변수로 2021-01-01을 입력하고 종료 입력 날짜 필드에 보고서 매개변수로
2021-01-31을 입력합니다.

단일 기간 로드를 지정하려는 경우 데이터 로드 규칙이 실행되는 기간 키를
나타내는 $START_PERIODKEY$ 표기법을 선택합니다. $START_PERIODKEY$
표기법으로 지정된 기간의 데이터가 임포트됩니다. 단일 기간 로드에는 소스 기간 매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TART_PERIODKEY[MM-yy]$ 형식으로 실제 기간을 선택하여 "ACCOUNTING
PERIOD NAME"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기간 로드를 실행하는 경우 범위의 데이터가 임포트되며, START_PERIODKEY 및
END_PERIODKEY 매개변수 목록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올바른
기간으로 로드하려면 소스 기간 매핑이 데이터 추출의 연도 및 기간 열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기간을 범위로 허용하는 경우 복수 기간 임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기간 이름(START_PERIODKEY 매개변수)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복수 기간
임포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정의 쿼리를 사용한 Oracle ERP Cloud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 설명

사용자정의 쿼리를 사용하여 Oracle ERP Cloud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CSV 형식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고 EPM Cloud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의 모든 보고서에 대해 사용자정의 쿼리가 실행됩니다. 이 경우 Data
Integration은 보고서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EPM Cloud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정의 쿼리를 사용하여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통해 Oracle ERP Cloud의
데이터를 EPM Cloud로 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주:

EPM Cloud를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Oracle ERP Cloud 통합 정의를 생성하고
ESS 작업으로 등록하려면 BI Publisher 보고서를 Oracle Enterprise
Scheduler(ESS) 작업으로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1. Oracle ERP Cloud 통합을 수행하려면 통합되는 모든 ERP 원장에 대한 권한 또는
사용자 역할과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Oracle ERP Cloud 보안 역할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보안 ERP를 참조하십시오.

2. Oracle ERP Cloud로 이동한 다음, 새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눌러 BI Publisher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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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및 선택 페이지의 이름에서 보고서 또는 추출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CSV 형식 파일로 출력 파일을 생성하는 모든 BI Publisher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usion의 모든 보고서가 CSV 형식 파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산표 보고서를 검색하려면 시산표를 입력합니다.

4.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추출 또는 보고서의 매개변수를 선택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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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 "원장"은 Vision Operations이고 "금액 유형"은 YTD 또는 PTD입니다.

회계 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회계 기간은 보고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Data
Integration에서 설정되는 매개변수입니다.

주:

Oracle ERP Cloud측에서 선택한 추출에 EPM Cloud에서 전달된 바인드
매개변수가 하나 이상 있지 않으면 Oracle ERP Cloud 및 EPM Cloud
통합에 실패합니다. 바인드 매개변수는 SQL 문에 있는 실제 값의 자리
표시자입니다. 바인드 매개변수는 물결표(~~) 문자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을 바인드 매개변수로 사용하려면 ~PERIOD~를 지정합니다.
이름은 SQL 쿼리에 지정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데이터 모델 쿼리에서 참조되지 않는 바인드
매개변수를 보고서에서 직접 생성합니다. 보고서 정의에서 생성한 바인드
매개변수에 전달되는 임의 문자열(예: "ABC")을 Data Integration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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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생성된 경우 [출력] 섹션에 제출 결과가 표시됩니다.

5. 다시 게시를 누른 다음, 보고서 출력 페이지에서 csv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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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SV 출력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7. 파일 시스템에 로컬로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다운로드한 출력 파일의 이름을 Appname.csv로 바꿉니다. 여기서 Appnam 은 Data
Integration의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나타냅니다.

8.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10.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11.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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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일에서 을 누르고 CSV 파일을 저장한 폴더로 이동한 다음,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보고서가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저장되고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13.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파일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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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장을 누릅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차원 세부정보에 모든 열을 반환합니다.

16.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17. 연결 이름에서 소스 시스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시스템의 이름이 "ERP Cloud"인 경우 ERP Cloud를 지정합니다.

Oracle ERP Cloud 또는 GL 소스 시스템 이름을 사용하거나 새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Oracle ERP Cloud 연결 구성 .

18. 실행 방법 - 작업 실행 방법을 지정합니다.

적합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BIP 보고서 - Oracle ERP Cloud 인스턴스 내에서 시간 초과 한도가 약 5분인 동기
모드로 BI Publisher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이 방법은 더 작은 데이터 세트나
신속하게 실행되는 쿼리에 적합합니다.

• ESS 작업 - 비동기 모드로 BI Publisher 보고서를 실행하며 실행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9. 보고서 이름 - 실행 방법이 BIP 보고서인 경우 보고서 이름과 전체 보고서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ustom/MyReport.xdo를 입력합니다. 실행 방법이 ESS
작업인 경우에는 이 필드를 비워 둡니다.

Oracle ERP Cloud에서 보고서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Oracle ERP Cloud로 이동하여 보고서를 찾은 다음, 보고서 및 진단을 선택하여
매개변수 정보를 검색합니다.

b. 카탈로그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c. 추출 또는 보고서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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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더 보기, 등록정보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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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용자정의 등록정보 섹션에서 경로 필드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f. Data Integration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경우 경로(및 이름)를
복사하여 보고서 이름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20. Data Integration으로 돌아가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에서 사용자정의 쿼리의 보고서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보고서 매개변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racle ERP Cloud로 이동한 다음, 개요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선택하고 다시
제출을 누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BI Publisher 추출 또는 보고서에 정의된 보고서 매개변수를 보고
캡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이 생성됩니다.

b. 경고 창에 표시된 보고서 매개변수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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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NULL(null) 매개변수가 BI Publisher 매개변수로 Oracle ERP Cloud에서
EPM Cloud로 전달되는 경우 #NULL 매개변수로 인해 ERP 어댑터 기반
프레임워크가 실패합니다.

해당 이슈를 해결하려면 매개변수 목록에서 값이 #NULL인 매개변수를 모두
제거한 후 값을 비워 두고 공백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매개변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argument1=30029384;argument2=#NULL;argument3=01-JAN-2022
이 경우 argument2=#NULL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argument1=30029384;argument2=;argument3=01-JAN-2022

c. Data Integration으로 이동한 다음, 경고 창의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을 사용자정의 쿼리의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보고서 정의에 생성한 바인드 매개변수에 전달할 임의 문자열(예: "ABC")을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에 지정합니다. EPM Cloud에서 전달된 바인드 매개변수가 없는 쿼리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경우 EPM Cloud측에서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21. Data Integration에서 임포트 형식을 빌드하여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와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매핑을 설정합니다.

차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22. 임포트 형식과 연계시키는 데 사용한 위치를 정의합니다.

23. 소스의 멤버를 타겟으로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24. 소스 및 타겟 옵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25. 통합을 실행합니다.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BI Publisher 보고서를 Oracle Enterprise Scheduler(ESS) 작업으로 등록

Oracle ERP Cloud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통합
정의의 기준으로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빌드하는 경우 실행 시간
제한 없이 통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통합 정의의 일부로 BI Publisher 보고서를
Oracle Enterprise Scheduler(ESS) 작업으로 등록합니다.

ESS 작업 등록 프로세스 설명

다음은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ESS 작업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상위 레벨 설명입니다.

1. 데이터 추출 SQL을 정의합니다.

BI Publisher 보고서의 소스는 소스 쿼리와 매개변수 정의를 정의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추출을 정의하려면 먼저 소스 추출 SQL을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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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2.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위한 데이터 모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3.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4. 비동기 모드로 실행할 Oracle Enterprise Scheduler(ESS) 작업을 생성합니다.

이 단계는 비동기 모드로 추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추출 보고서에 대한
사용자정의 ESS 작업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Scheduler(ESS) 작업 생성.

5.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소스로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통합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와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간 통합 정의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정의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의 소스는 소스 쿼리와 쿼리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추출을 정의하려면 먼저 소스 추출 SQL을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GL_BALANCES 테이블에서 지정된 기간과 원장에 대한 순 활동을 추출하는
샘플 쿼리를 보여 줍니다. 소스의 모든 테이블을 지정할 수 있지만, 명확한 설명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GL 잔액의 예가 여기에 제공됩니다.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SQL 툴을 사용하여 쿼리를 빌드합니다.

예에서는 BI Publisher에서 쿼리를 사용하기 전에 결과를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SQL
툴을 사용하여 쿼리를 빌드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는 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BI
Publisher에서 쿼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쿼리이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추출 프로세스의 일부로 해당 기간과 원장
이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추가 바인드 변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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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시 쿼리와 함께 전달할 바인드 매개변수 값을 추가합니다.

Oracle ERP Cloud측에서 선택한 추출에 EPM Cloud에서 전달된 바인드 매개변수가 하나
이상 있지 않으면 Oracle ERP Cloud에 통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두 개의 바인드 매개변수가 쿼리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Vision Services (USA)"라는 원장과 "Jul-20" 기간에 대한 쿼리의 출력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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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위한 데이터 모델 생성

이 단계에서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모델은 BI Publisher에서 보고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구성하기 위한 지침 세트를
포함하는 객체입니다. 데이터 모델은 카탈로그에 개별 객체로 상주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은 단일 데이터 소스에서 검색된 하나의 데이터 세트(예: 직원 테이블의
열에서 반환된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이 매개변수, 트리거, 버스팅 정의, 여러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여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빌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ERP Cloud에서 툴 아래의 보고서 및 분석으로 이동합니다.

2. BI Publisher가 열리면 카탈로그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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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새 탭이 열립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모든 BI Publisher
추출에 필요하며, BI Publisher 보고서의 소스입니다.

3. 데이터 모델을 누릅니다.

4. 데이터 모델 페이지에서 SQL 쿼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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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쿼리 이름을 지정한 다음, SQL 유형 드롭다운에서 표준 SQL을 선택합니다.

6. SQL 쿼리에 이전 섹션에서 정의된 SQL을 붙여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7. 매개변수 추가 페이지에서 포함할 바인드 매개변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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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드 매개변수는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8. 데이터 모델 페이지의 등록정보, 데이터 세트에서 쿼리를 선택합니다.

쿼리 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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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정보를 선택하여 필요에 따라 그룹 이름을 편집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0. 데이터 모델 페이지에서 데이터 탭을 누르고 바인드 매개변수의 샘플 값을 입력하여
쿼리의 샘플 데이터를 봅니다.

트리 및 테이블 형식 둘 다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11. 샘플 데이터로 저장을 누릅니다.

샘플 데이터는 보고서 레이아웃을 빌드하고 보고서 정의를 미리 보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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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모델 메뉴에서 매개변수로 이동한 다음 행 배치 순서를 선택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며, 보고서 정의에서 동일한 순서를 정의해야 합니다.

13. 행을 확인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14. 데이터 모델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5. 데이터 모델이 저장된 후 BI Catalog에서 살펴보고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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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이 저장된 후 BI Publisher 추출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생성

이 단계에서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의 통합을 위한
데이터 소스로 사용되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생성합니다.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BI Publisher에서 새로 작성을 선택한 다음, 게시된 보고에서 보고서 메뉴 옵션을
선택하여 새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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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생성 페이지에서 데이터 모델 사용을 눌러 기존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다음, 기존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보고서 생성에서 데이터 모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3. 다음 페이지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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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페이지에서 페이지 맨아래에 있는 총 합계 행 표시 필드를 선택 취소합니다.

5. 동일한 페이지에서 추출의 모든 열을 포함하여 왼쪽 창에 있는 데이터 소스의 열을
오른쪽 페이지의 레이아웃 영역으로 끌어서 놓습니다.

표시된 샘플 데이터는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때 생성된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6. 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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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를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이 예에서는 보고서 정의가 /Custom/EPMReport.xdo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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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고서가 저장된 후 보고서를 실행하여 데이터가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바인드 매개변수의 샘플 값을 제공합니다.

9. 행 배치 순서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편집하고, 순서가 데이터 모델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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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고서를 편집하는 동안 CSV가 보고서의 기본 출력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e:

동기 모드로 추출을 실행하는 경우 CSV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실행이 호출되므로
기본 출력 형식을 CSV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동기 모드로 실행하는
경우 사용자정의 ESS 작업의 기본 형식이 CSV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CSV를 기본 출력 형식으로 선택하려면 목록으로 보기를 누릅니다.

12. 출력 형식에서 데이터(CSV)를 선택합니다.

Oracle Enterprise Scheduler(ESS) 작업 생성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를 Oracle Enterprise Scheduler(ESS) 작업으로
등록하여 비동기 모드로 통합을 실행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시간 초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간격으로 작업이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ESS 작업을 생성하고 비동기 모드로 추출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BI Publisher에서 My Enterprise로 이동한 다음, 설정 및 유지관리를 선택합니다.

2. 제목 영역 드롭다운에서 재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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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을 누릅니다.

4. Enterprise Scheduler 관리를 검색한 다음 재무, 공급망 관리,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Enterprise Scheduler 작업 정의 및 작업 세트 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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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정의 관리 페이지에서 을 눌러 새 ESS 작업을 추가하거나 생성합니다.

6. 재무, 공급망 관리,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Enterprise Scheduler 작업 정의 및 작업 세트
관리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작성합니다.

a. 표시 이름 - 추출의 사용자 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스케줄링된 프로세스 아래에
표시됩니다.

b. 이름 - 공백과 특수 문자 없이 영숫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이름은 Data Integration 애플리케이션 옵션의 ESS 작업 이름에 사용됩니다.

c. 경로 - ESS 작업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 경로는 /oracle/apps/ess/custom의 하위 폴더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epm을

지정하는 경우 ESS 작업 경로는 /oracle/apps/ess/custom/epm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한 경로는 Data Integration 애플리케이션 옵션의 ESS 작업 경로 필드를
채웁니다.

d. 작업 애플리케이션 이름 - FscmEss를 선택합니다.

e. 작업 유형 - BIPJobType을 선택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BIPJobType 유형의 ESS 작업만 트리거할 수 있으므로 필수
매개변수입니다.

f. 기본 출력 형식 - XML을 선택합니다.

XML 출력 형식 매개변수는 CSV 형식에 추가로 출력되지만 CSV 형식을 변경하지 않으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스트리밍되지 않습니다.

g. 보고서 ID -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생성단계에서 정의된 사용자정의 보고서의 보고서
경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ustom/MyReport.xdo를 지정합니다.

h. 스케줄링된 프로세스에서 제출 사용 -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수동으로 작업을 호출하고 데이터 불일치의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데이터 모델 구성요소 창의 매개변수에서 매개변수 생성 페이지를 누릅니다.

8. 보고서에 대해 생성된 순서대로 BI Publisher에서 정의된 각 사용자정의 보고서 매개변수에
대한 매개변수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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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개변수 페이지에서 필요한 경우 위쪽/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매개변수 순서를
재지정합니다.

10. Oracle ERP Cloud에서 새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선택하여 BI Publisher 작업을 보거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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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와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간 통합 정의 생성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를 빌드하고 ESS 작업으로 등록한 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간 통합 정의를
정의합니다.

통합 정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BI Publisher에서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실행하고, 처음 등록하는 경우 로컬 파일
시스템에 CSV 파일 형식으로 익스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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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CSV 출력 파일의 이름을 <Appname>.csv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Appname>은 Data Integration의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BI Publisher 보고서를 나타냅니다.

2.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4.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5.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사용자정의)를 선택합니다.

6. 파일에서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CSV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을 누르고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 CSV 파일을 저장한 폴더로 이동한 다음,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7.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면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성공" 메시지가 반환되고,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아래와 같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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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egration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차원 세부정보에 모든 열을 반환합니다.

10.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11.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12. 다음 필드를 작성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a. 연결 이름 - 소스 시스템 이름을 지정합니다.

b. 실행 방법 - 작업 실행 방법을 지정합니다.

적합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BIP 보고서 - Oracle ERP Cloud 인스턴스 내에서 시간 초과 한도가 약 5분인 동기
모드로 BI Publisher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이 방법은 더 작은 데이터 세트나 신속하게
실행되는 쿼리에 적합합니다.

• ESS 작업 - 비동기 모드로 BI Publisher 보고서를 실행하며, 실행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c. 보고서 이름 - 실행 방법이 BIP 보고서인 경우 보고서 이름과 전체 보고서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ustom/MyReport.xdo를 입력합니다. 실행 방법이 ESS 작업인
경우에는 이 필드를 그대로 둡니다.

d. ESS 작업 경로 - ESS 작업 정의가 포함된 폴더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정의 ESS
작업의 경로는 /oracle/apps/ess/custom/으로 시작합니다.

e. ESS 작업 이름 - ESS 작업 이름을 입력합니다.

f.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 - 사용자정의 쿼리의 보고서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보고서 정의에서 생성한 바인드 매개변수에 전달되는 임의 문자열(예: "ABC")을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에 지정합니다. EPM Cloud에서 전달된 바인드 매개변수가 없는 쿼리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경우 Oracle ERP Cloud측에서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보고서 매개변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i. Oracle ERP Cloud로 이동한 다음, 개요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선택하고 다시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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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이 생성됩니다.

ii. 경고 창에 표시된 보고서 매개변수를 복사합니다.

iii. Data Integration으로 이동한 다음, 경고 창의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을
사용자정의 쿼리의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보고서 정의에 생성한 바인드 매개변수에 전달할 임의 문자열(예: "ABC")을
"보고서 매개변수 목록"에 지정합니다. EPM Cloud에서 전달된 바인드
매개변수가 없는 쿼리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경우 EPM Cloud측에서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13. 새 통합을 생성하고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단계를 수행하여 통합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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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포트 형식, 위치, 차원 매핑을 빌드하여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와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매핑을 설정합니다.

차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b. 소스의 멤버를 타겟으로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c. 소스 및 타겟 옵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d. 통합을 실행합니다.

통합 실행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RP Cloud에서 BI Publisher 보고서로 드릴다운

Oracle ERP Cloud에서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된 계정 잔액 데이터와 연계된 소스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Oracle ERP Cloud에서 BI Publisher 보고서로 드릴다운 프로세스 설명

다음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로 드릴다운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1. 드릴 타겟으로 사용할 BI Publisher 보고서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쿼리 추출, 데이터 모델,
필수 매개변수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정의

• BI Publisher 보고서 추출을 위한 데이터 모델 생성

2. 원래 BI Publisher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원하는 매개변수로 드릴다운 BI Publisher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Currency"와 "Invoice"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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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통화 및 송장 세부정보에 대한 매개변수를 사용한 EPM Cloud에서의
드릴스루에 사용되는 송장 세부정보 보고서를 보여 줍니다.

3. Data Integration에서 BI Publisher 보고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4. 새 통합을 생성하고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단계를 수행하여 통합을 생성합니다.

a. 임포트 형식, 위치, 차원 매핑을 빌드하여 Oracle ERP Cloud 데이터 소스와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매핑을 설정합니다.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b. 차원 매핑 페이지의 드릴 URL에 드릴스루 보고서에 대한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워크벤치에서 참조되어 동적 드릴스루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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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스의 멤버를 타겟으로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d. 소스 및 타겟 옵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e. 통합을 실행합니다.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통합을 실행한 후에는 소스 데이터가 워크벤치에 표시됩니다.

5.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를 누르고 태스크 및 보고에서 데이터( ).

6. 데이터 입력 페이지의 라이브러리 아래에서 로드된 소스 데이터가 포함된 양식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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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드릴다운 데이터가 포함된 셀을 선택합니다.

셀의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은 셀에 드릴스루 데이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8. 드릴다운 데이터가 포함된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드릴스루를
선택합니다.

드릴스루를 선택하면 EPM Cloud의 데이터 양식에서 Oracle ERP Cloud의 BI
Publisher 보고서로 드릴할 수 있습니다.

9. 데이터 로드 페이지에서 소스로 드릴스루 링크를 누릅니다.

10. 금액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금액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소스로 드릴스루를
선택합니다.

14장
Oracle ERP Cloud 데이터 통합

14-70



11.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드릴스루 결과를 검토합니다.

선택적으로 세부정보 페이지의 맨아래로 스크롤하여 EPM Cloud에서 잔액을 구성하는
세부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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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RP Cloud 통합을 위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 Oracle ERP Cloud 통합을 위한
Oracle General Ledger 보안 역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사용자 권한

• 통합 사용자 사전 정의된 역할

• 통합 사용자 사용자정의 역할

• 허용 목록

통합 사용자 권한

Oracle General Ledger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통합에
사용되는 Oracle ERP Cloud의 필수 "통합 사용자"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설명

GL_RUN_TRIAL_BALANCE_REPORT_PRIV Oracle General Ledger에서 EPM Cloud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GL_ENTER_BUDGET_AMOUNTS_FOR_FINANCIAL_REPORTING_PRIV데이터를 EPM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로 쓰기 되돌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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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설명

FUN_FSCM_REST_SERVICE_ACCESS_INTEGRATION_PRIV통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REST API를
실행합니다.

통합 사용자 사전 정의된 역할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경우 다음 사전 정의된 역할 중 하나를 통합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회계사

• 분개 관리

• 기간 마감 관리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일반 회계사" 사전 정의된 역할을 통합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사용자 사용자정의 역할

통합 사용에 사용자정의 역할을 사용하여 다음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경우 다음 사용자정의 역할 중 하나를 통합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 설명

GL_RUN_TRIAL_BALANCE_REPORT_PRIV Oracle General Ledger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FUN_FSCM_REST_SERVICE_ACCESS_INTEGRATION_PRIV통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REST API를

실행합니다.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경우 다음 사용자정의 역할 중 하나를 통합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 설명

GL_RUN_TRIAL_BALANCE_REPORT_PRIV Oracle General Ledger에서 EPM Cloud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GL_ENTER_BUDGET_AMOUNTS_FOR_FINANCIAL_REPORTING_PRIV데이터를 EPM Cloud에서 Oracle General
Ledger로 쓰기 되돌림합니다.

FUN_FSCM_REST_SERVICE_ACCESS_INTEGRATION_PRIV통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REST API를
실행합니다.

허용 목록

Oracle ERP Cloud에서 IP 허용 목록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Oracle EPM Cloud IP 주소를
목록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된 웹 서비스 호출의 IP 허용 목록(문서 ID
1903739.1)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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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Oracle Fusion Cloud
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관리) 통합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 정보

EPM Planning 프로젝트 모듈(프로젝트) 및 Oracle Fusion Cloud 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관리)를 통합하여 조직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전략적 기업 계획 및 예산을 개발하며, 프로젝트
관리를 사용하여 승인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비용을 수집합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를 사용한 예산 분석, 예측, 재계획에는 실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양방향 통합에서는 EPM Planning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새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젝트 예산을 생성하고, 전반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관리를 사용하여 실제값을 캡처합니다. 예산 차이 분석을 위해 실제값을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가져옵니다.

이 통합을 사용하면 동기화 주기에 따라 동일한 간접 및 자본 프로젝트가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에 둘 다 표시됩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프로젝트 및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이동합니다.
전략적 예산은 리소스 클래스 레벨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기준 예산으로 생성됩니다.

• 예산 승인 검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관리자가 생성한 상세 예산과 EPM Planning
프로젝트(선택사항)에서 생성된 전략적 예산을 비교 검증합니다.

• 리소스 클래스 레벨에서 실제 비용 금액을 프로젝트 관리에서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 리소스 클래스 레벨에서 재계획된 예산을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관리로 이동합니다.

Data Management 및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의 데이터 통합을 처리합니다. Data Management 및 Data Integration은 EPM
Planning 프로젝트 고객이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모델에서 타겟 차원으로의 사전 정의된
매핑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미리 정의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필요에 따라 다른 매핑을 적용하여 통합을 사용자정의하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된 Planning
예산 편성 실행 및 프로젝트 분석 백서(문서 ID 2739200.1)를 참조하십시오.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 프로세스 설명

Data Management에서 제공하는 미리 정의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 양방향 통합에 대해 사전 정의된 매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기본 원장 달력의 기본 프로젝트 회계 달력과 다른 달력을 비즈니스 단위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통합을 사용자정의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태스크의 대부분은 서비스 관리자 역할이 지정되어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P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상위 레벨에서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를 통합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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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M Planning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설정 및 구성 요구사항을
완료합니다.

통합 설정 및 수행에 대한 자세한 단계는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2.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보안 권한 및 작업 역할을 지정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려면 BI Publisher 권한과 프로젝트 및 예산 파일 기반 데이터 임포트
프로세스 보안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에 대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를 참조하십시오.

3. Data Management에서 소스 시스템을 선택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프로젝트 관리를 소스 시스템으로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Oracle ERP Cloud로
확인합니다.

b. 소스 연결을 구성하고 테스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서비스 URL을 포함하여 Oracle ERP Cloud에 대한
연결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관리 역할만 지정되고 GL 통합 역할이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경우 이
단계의 연결 테스트 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프로젝트 관리 역할로만
실행됩니다.

GL 통합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통합에 대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4. OEP_PFP 입력 큐브 또는 모든 입력 큐브를 사용하여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5.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에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요소, 리소스 클래스 차원이 적절한 차원 분류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젝트 차원 분류를
참조하십시오.

6. PFP_REP 큐브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여 보고 계획 유형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유형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7. 차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엔티티 및 사용자정의 차원만 필수입니다. 계정, 시나리오, 버전 등의 다른 차원 유형은 등록
후에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애플리케이션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8.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다음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b. 보고 유형

c. 차원

위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합 초기화에 실패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통합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10. 통합 초기화 페이지에서 PPM(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초기화 유형, Oracle ERP Cloud에
대한 연결, 통합 반복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접두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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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통합 초기화을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세스는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미리
정의된 통합 정의를 모두 생성합니다.

•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

• 프로젝트 익스포트

• 익스포트된 프로젝트 상태 동기화

• 프로젝트 실제값 임포트

• 프로젝트 예산 임포트

• 프로젝트 조직 임포트

• 프로젝트 임포트

• 임포트된 프로젝트 상태 동기화

초기화 후에 생성된 통합 정의에 대한 설명은 통합 정의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11.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개의 통합 정의가 있는 경우 다음 통합 정의에 필요한 매핑을
정의합니다.

• 익스포트된 프로젝트 상태 동기화

•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

• 실제값 임포트

• 예산 임포트

• 프로젝트 등록정보 임포트

자세한 내용은: 초기화 매핑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12. 애플리케이션에 추가 사용자정의 차원이 있는 경우 Data Integration의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해당 차원에 필요한 매핑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정의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3. 기간 매핑을 추가하여 통합 중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 기간 및
연도 관계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 기간 매핑은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통합을 위해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는 둘 다 Data Management에서 정의된 기간 매핑에 설정된 기본 달력을
사용합니다.

기간 매핑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Data Management에서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매핑 및 소스 매핑 옵션을 사용하여 기간 매핑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매핑은 다음 두 레벨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기간 매핑은 프로젝트 관리로의 예산 익스포트에 사용되는 특수 기간
매핑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매핑 정의을
참조하십시오.

• 소스 기간 매핑은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에서 실제값 및 예산에
대한 달력 기간 매핑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매핑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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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에 대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보안 역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BI Publisher 보안

• 프로젝트 및 예산 파일 기반 데이터 임포트 프로세스 보안

BI Publisher 보안

이 통합에서 사용되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보고서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역할 이름 역할 코드

프로젝트 데이터를 타사 소프트웨어로 임포트 PJF_IMPORT_PROJECT_INTO_THIRD_PARTY_SOFTWARE_PRIV_OBI

프로젝트 설정 가져오기 PJF_GET_PROJECT_SETUPS_PRIV_OBI

프로젝트 및 예산 파일 기반 데이터 임포트 프로세스 보안

이 기능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및 예산 fFBDI(파일 기반 데이터 임포트) 프로세스를 실행하려면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및 예산 FBDI 프로세스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이름 권한 코드

프로젝트 임포트 프로세스 실행 PJF_RUN_IMPORT_PROJECT_PROCESS_PRIV

프로젝트 예산 임포트 프로세스 실행 PJO_RUN_IMPORT_PROJECT_BUDGET_PROCESS_PRIV

역할 이름 및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 이름 역할 코드

프로젝트 임포트 프로세스 실행 PJF_RUN_IMPORT_PROJECT_PROCESS_PRIV_OBI

프로젝트 예산 임포트 프로세스 실행 PJO_RUN_IMPORT_PROJECT_BUDGET_PROCESS_PRIV_OBI

업무 이름 및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이름 업무 코드

FSCM 로드 인터페이스 관리 ORA_FUN_FSCM_LOAD_INTERFACE_ADMIN_DUTY

프로젝트 관리 소스 등록

프로젝트 관리의 소스를 통합하는 경우 먼저 소스 시스템을 생성하고 등록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Oracle ERP Cloud로 지정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소스로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Management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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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탭의 등록에서 소스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시스템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4. 다음과 같이 소스 시스템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 시스템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소스에 사용할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프로젝트 관리).

b. 소스 시스템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소스 시스템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d. Fusion 예산 제어를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e. 드릴스루 URL을 비워 둡니다.

f.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비워 둡니다.

5. 소스 연결 구성을 누릅니다.

소스 연결 구성은 Oracle ERP Cloud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서비스 URL을
저장합니다.

6. 사용자 이름에 Oracle ERP Cloud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 정보 전송 프로세스 요청을 실행하는
Oracle ERP Cloud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주:

웹 서비스에서는 싱글 사인온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아니라 고유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7. 비밀번호에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8. 서비스 URL에 Fusion 웹 서비스의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ttps://
server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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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관리 역할만 지정된 경우 연결 테스트 단계가 실패합니다. 사용자에 대해
GL 통합 역할도 프로비저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프로젝트 관리 역할만으로
실행됩니다.

GL 통합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통합에 대한 보안 역할 요구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10. 구성을 누릅니다.

"소스 시스템 [소스 시스템 이름]이 성공적으로 구성됨" 확인이 표시됩니다.

11. 저장을 누릅니다.

통합 정의

관련 링크:

•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등록

•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젝트 차원 분류

• 보고 유형 애플리케이션 등록

• 차원 애플리케이션 등록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등록

통합 정의의 첫번째 단계는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EPM
Planning 프로젝트 모듈에서 입력 큐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PM Local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EPM Local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5. 큐브에서 입력 큐브 - OEP_PFP를 선택합니다.

OEP_PFP 입력 큐브에는 PFP(프로젝트 재무 계획)에 해당하는 차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력 큐브의 모든 차원을 표시하려면 모든 입력 큐브를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미리 정의된 통합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접두어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한 통합과 연계하려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접두어를 추가합니다. 각기
다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여러 통합 정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 달력 기간을 참조하는 통합과 대체 달력에 대한 사용자정의 매핑이 있는 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통합을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접두어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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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누릅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젝트 차원 분류

통합 정의의 두번째 단계는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요소, 리소스 클래스 차원을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Planning에서 차원 이름을
기본 이름에서 바꾼 경우에 필요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올바른 차원을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관리의 동일한 차원과 일치하도록 차원을 "프로젝트", "프로젝트 요소", "리소스
클래스"로 분류합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 요소, 리소스 클래스 차원을 분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차원 이름 행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차원 분류 드롭다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차원 이름 행에서 프로젝트 요소를 선택한 다음, 차원 분류 드롭다운에서 프로젝트
요소를 선택합니다.

4. 차원 이름 행에서 리소스 클래스를 선택한 다음, 차원 분류 드롭다운에서 리소스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통합 정의의 나머지 애플리케이션 차원은 재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 정의에 필요한 차원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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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유형 애플리케이션 등록

통합 정의의 세번째 단계는 보고 유형(프로젝트 보고 큐브(PFP_REP))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보고 유형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EPM Local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5. 큐브에서 보고 큐브 - PFP_REP 입력 큐브를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OEP_PFP 입력 큐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선택한 것과 동일한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미리 정의된 통합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접두어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4장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Oracle Fusion Cloud 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관리) 통합

14-81



7. 확인을 누릅니다.

차원 애플리케이션 등록

통합 정의의 네번째 단계는 다음을 포함하여 차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정의 차원

• 해당하는 경우 엔티티, 프로젝트, 작업, 직원, 자재 등의 기존 사용자정의 멤버

•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멤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젝트 차원 메타데이터
정보

차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OEP_PFP 입력 큐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선택한 것과 동일한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미리 정의된 통합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접두어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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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누릅니다.

통합 초기화

통합을 초기화하면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미리 정의된
통합 정의가 모두 생성됩니다.

통합을 초기화하기 전에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Data Integration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2. 보고 유형

3. 차원

다음 예에서 "EPBCS"는 기본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이고, "EPBCS-PFP_REP"는 보고
유형 애플리케이션이며, "EPBCS - Custom"은 차원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통합을 초기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기본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통합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2. 통합 초기화 페이지의 유형 드롭다운에서 PPM(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을 선택합니다.

3. 연결에서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에 대해 설정된 소스 시스템 연결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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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은 소스 시스템 등록에서 설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 소스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4. 선택사항: 여러 개의 통합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 접두어에서 통합 정의의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통합 정의에 접두어를 추가하여 다른 통합 정의와 구분합니다. 각기 다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여러 통합 정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 달력 기간을 참조하는 통합과 대체 달력에 대한 사용자정의 매핑이 있는 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통합을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접두어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미리 정의된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로드됩니다.

초기화 후에 생성된 통합 정의에 대한 설명은 통합 정의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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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의 참조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 통합의 초기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Data
Integration에서 다음과 같은 미리 정의된 통합 정의를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로드합니다.

통합 정의 설명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의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합니다.

프로젝트 익스포트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합니다.

익스포트된 프로젝트 상태 동기화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된 프로젝트의 통합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프로젝트 실제값 임포트 프로젝트 관리에서 EPM Planning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의 실제값을 임포트합니다.

프로젝트 예산 임포트 프로젝트 관리에서 EPM Planning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의 예산을 임포트합니다.

프로젝트 조직 임포트 프로젝트 관리의 엔티티 계층을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임포트합니다.

프로젝트 등록정보 임포트 프로젝트 관리에서 프로젝트를 임포트할 때 시작

날짜, 종료 날짜 등의 프로젝트 등록정보를 프로젝트

관리에서 임포트합니다.
프로젝트 임포트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프로젝트 임포트 프로젝트 관리에서 EPM Planning 프로젝트에 아직

제공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임포트합니다.

임포트된 프로젝트 상태 동기화 프로젝트 관리의 프로젝트가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임포트되면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상태가 통합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프로젝트 예산 임포트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초기화 매핑 게시

여러 개의 통합 정의를 사용하면 여러 통화, 회계 기간, 조직 경계 간 프로젝트 통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 정의 앞에 다른 이름을 추가하고 고유 달력과 연계하여 여러 개의 통합 정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 단위, 통화 또는 달력 등 통합과 관련된 고유 값을 확인하기
위해 각 통합 정의에서 추가 설정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비즈니스와 국내 영업 비즈니스를 두 개의 별도 비즈니스 단위인 "export"와
"domestic sales"로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export" 비즈니스 단위는 domestic sales에 대해
선택된 회계 기간과 다른 회계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통합 정의에 사용되는
엔티티 또는 비즈니스 단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통합 페이지에서 통합 프로젝트 정의 파일 옆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하여 매핑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통합 편집 페이지에서 옵션 또는 필터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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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테이블에서는 통합 정의에 따라 특정 설정을 정의해야 하는 프로젝트 통합 정의 파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통합 정의 이름 매핑 요구사항

프로젝트 익스포트 필터 탭에서 값 필드의 "엔티티" 값을 특정 통합

정의와 연계된 비즈니스 단위로 바꿉니다.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 필터 탭에서 사전 정의된 조직 필터 조건에 사용된

"엔티티" 값을 특정 통합 정의와 연계된 비즈니스

단위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필터 조건이

@ILvl0Descendants("OEP_Total Entity")이고

통합 정의의 비즈니스 단위가 "Domestic Sales"
이면 ("OEP_Total Entity")를 ("OEP_Domestic
Sales")로 바꿉니다.

프로젝트 실제값 익스포트 옵션 탭의 기간 매핑 유형에서 명시적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달력 드롭다운에서

프로젝트 실제값 익스포트에 사용되는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달력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 매핑이 있으면 모든

실제값이 익스포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매핑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임포트 필터 탭의 값 필드에서 특정 통합 정의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단위" 값을 지정합니다.
이전 프로젝트 최대 기간 일수에는 통합 정의에

활성 프로젝트와 마감된 프로젝트를 둘 다 포함할

일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값으로 10을 입력하면 프로젝트에 최근

10일 동안 완료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365를 입력하면 1년 된 프로젝트는

마이그레이션되어도 더 오래된 프로젝트는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예산 임포트 필터 탭의 값 필드에서 특정 통합 정의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단위" 값을 지정합니다.
통화가 여러 개인 경우 이전 프로젝트 최대 기간

일수에서 활성 상태인 이전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함할 과거 일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은 "0"으로 간주됩니다. 완료

날짜가 오늘 이후인 프로젝트만 임포트할 때
고려되고 이전 프로젝트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종료 날짜가 미래인 모든 활성 프로젝트는 항상

임포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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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통합 정의 이름 매핑 요구사항

프로젝트 실제값 임포트 필터 탭의 값 필드에서 회계 달력 이름을

지정합니다.
옵션 탭의 기간 매핑 유형에서 명시적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달력 드롭다운에서

프로젝트 실제값 익스포트에 사용되는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달력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 매핑이 있으면 모든

실제값이 로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매핑 적용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등록정보 임포트 필터 탭의 값 필드에서 특정 통합 정의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단위" 값을 지정합니다.
통화가 여러 개인 경우 이전 프로젝트 최대 기간

일수에서 활성 상태인 이전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함할 과거 일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은 "0"으로 간주됩니다. 완료

날짜가 오늘 이후인 프로젝트만 임포트할 때
고려되고 이전 프로젝트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종료 날짜가 미래인 모든 활성 프로젝트는 항상

임포트됩니다.
예를 들어 값으로 10을 입력하면 프로젝트에 최근

10일 동안 완료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365를 입력하면 1년 된 프로젝트는

마이그레이션되어도 더 오래된 프로젝트는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매핑

EPM Planning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정의 차원이 있는 경우 통합
정의에서 필요한 소스 및 타겟 차원 간 매핑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단위의 원장
통화가 아닌 통화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련 비즈니스 단위를 수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제값
임포트 통합 정의가 생성된 경우 Data Integration의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사용자정의 통화 차원을
매핑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왼쪽에 있는 소스 차원 선택 열의 드롭다운에서 오른쪽 열의 타겟 차원에 지정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14장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Oracle Fusion Cloud 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관리) 통합

14-87



3. 저장을 누릅니다.

기간 매핑 정의

기간 매핑은 프로젝트 관리 달력과 EPM Planning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연도 또는 기간
간 매핑을 정의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기간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간 처리

• 명시적 기간 처리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에서 사용하는 기간 정의 및 기간 이름 지정이
일치하면 기본 기간 처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시스템에서 모두 월별 달력을 사용하고
Jan-20과 같은 기간 이름이 두 시스템에서 일치하는 경우 통합에서 기본 기간 매핑 유형을
사용합니다. 추가 매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의 기간 정의 또는 기간 이름 지정 규칙이 다르면
명시적 기간 처리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기간 및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기간 매핑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관리에서 사용되는 기간 이름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매핑 정의을 참조하십시오.

• 소스 기간 매핑을 사용하여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의 기간 간 매핑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매핑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매핑 정의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관리 예산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기간 매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하는 매핑은 개별 프로젝트 관리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됩니다.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매핑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글로벌 매핑에서 기간에 대해 정의된 글로벌 매핑을
사용합니다.

주:

프로젝트 관리에서 매월, 4-4-5, 5-4-4, 4-5-4를 포함하는 12 기간의 회계 달력이
지원됩니다. 4-4-4 회계 달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간 매핑을 생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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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Management를 실행합니다.

2. 설정 탭의 통합 설정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4.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기간 매핑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통합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달력을 사용할 때는 초기화에서 생성된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하고 기간 매핑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_Project Budgets Export" 통합에 대해 고유한 달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타겟 애플리케이션 드롭다운에서 해당 이름을 선택합니다.

5. 추가를 누릅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6. 추가할 프로젝트 관리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Jan-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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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6단계에서 선택한 기간의 기간 키를 선택합니다.

8. 글로벌 매핑에서 기간에 대해 정의된 기간 이름을 대체하는 경우 기간 이름에 프로젝트
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은 글로벌
매핑에서 기간에 대해 정의된 기간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ata Management에서 기간 이름이 Jan-20으로 표시되는 경우 프로젝트
관리에서 정의된 이름인 January-2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타겟 기간 월에 타겟 기간 월을 입력합니다.

타겟 기간 월은 모든 Data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매핑에 필요한 입력이지만
프로젝트 관리로의 익스포트에서 사용되는 기간 이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소스 매핑 적용

실제값과 예산 간 기간 매핑을 생성하려면 소스 매핑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여러
개의 회계 달력을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을 초기화한 경우 각 통합 정의에 대해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해야 합니다.

[소스 매핑] 탭은 다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마스터 - 소스 시스템과 매핑 유형을 선택합니다.

• 그리드 - 기간 매핑을 정의합니다. 글로벌 매핑에서 정의된 기간에 대해서만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서 새로운 Data Management 기간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주:

통합을 실행하기 전에 기본 기간 매핑과 명시적 기간 매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 기간 매핑을 선택하면 기간 키와 이전 기간에 따라 소스 기간이
매핑됩니다.

소스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Management를 실행합니다.

2. 설정 탭의 통합 설정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3. 소스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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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스 시스템에서 실제값과 예산을 생성할 때의 프로젝트 관리 소스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5. 매핑 유형에서 명시적을 선택합니다.

6. 추가를 누릅니다.

검색 및 선택: 기간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매핑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글로벌 매핑 기간이 나열됩니다.

7. 추가할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Jan-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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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스 매핑 탭에서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9. 소스 시스템 기간 키를 입력하여 EPM Planning 프로젝트 기간을 확인합니다.

10. 소스 시스템 달력 이름을 입력하여 매핑을 확인합니다.

11. GL 기간에 프로젝트 관리 이름을 입력합니다.

12. 선택 사항: 매핑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3. 저장을 누릅니다.

팁:

매핑을 삭제하려면 매핑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예산 제어와 예산 개정 통합
General Ledger에서 예산 대비 실제를 보고하려는 경우 예산을 Oracle General Ledger로
쓰기 되돌림해야 합니다. 지출을 온라인으로 검증하려는 경우 예산을 Budgetary Control로
쓰기 되돌림해야 합니다.

예산 제어의 EPM 유형 제어 예산과 General Ledger의 예산을 둘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예산 개정 기능을
사용하여 준비된 예산 개정을 예산 제어로 쓰기 되돌림하려면 이 섹션의 절차를 사용합니다.

Planning 및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준비된 원래 예산과 개정된 예산을 Oracle General
Ledger 및 Budgetary Control로 쓰기 되돌림할 때는 이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설명

EPM Planning 재무의 예산 개정을 예산 제어에 로드할 준비를 하기 위해 Data
Integration에서 상위 레벨로 수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lanning 및 Planning Budget Revisions와 Budgetary Control 간 설정 통합 단계를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planning-budgeting-cloud/
epbca/fin_budget_adjustment_setup_102x2f7be273.html을 참조하십시오

2. 애플리케이션을 OEP_FS에 입력 큐브로 등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 준비 또는 개정을 저장하고 예산 제어에 로드되는 Planning 예산
개정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에는 "BAR"가
추가됩니다(예: "PRCVisionCityControlB_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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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dgetary Control을 데이터 소스로 등록하고 사용할 연결을 지정한 다음, Budgetary
Control 잔액 Essbase 큐브를 Data Integration으로 임포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Budgetary Control 잔액 Essbase 큐브를 Data
Integration에 Budgetary Control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옵니다. 각 예산 제어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예산 차원 멤버는 예산 제어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의 데이터 로드 및 쓰기 되돌림에 사용되는 제어 예산을 나타냅니다.

예산 제어를 데이터 소스로 등록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을 참조하십시오.

4. 데이터 익스포트 범주를 선택하여 예산 조정 개정을 등록하고 예산 조정 개정 유형을 선택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예산 제어 Essbase 큐브를 선택합니다.

이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BAR"가 추가됩니다(예:
"PRCVisionCityControlB_BAR").

예산 조정 요청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5. 예산 준비 또는 개정을 저장하고 Budgetary Control로 로드되는 데이터 소스로 Planning
Budget Revision을 등록합니다.

Planning 예산 개정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6. 선택사항: 다른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소스에서 제어 예산 정보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 제어 Essbase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멤버 새로고침 옵션을 선택합니다.

7. 일반 페이지에서 Planning 예산 개정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예산 조정 요청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Planning 예산 개정 및 예산 조정 요청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8.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Planning 예산 개정 소스의 차원을 예산 조정 요청에 매핑하여 임포트
형식을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Planning 예산 개정 차원을 예산 조정 요청 차원에 매핑합니다.

Planning 예산 개정 및 예산 조정 요청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9. 선택사항: 선택한 EPM Planning 재무 소스에서 값을 임포트할 수 있는 추가 속성 열을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정의 예산 개정 속성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0. 옵션 페이지에서 기간 매핑을 선택합니다.

기간 매핑은 EPM Planning 재무와 예산 제어 간 매핑을 정의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기간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간 처리

• 명시적 기간 처리

EPM Planning 재무와 예산 제어에서 사용하는 기간 정의와 기간 이름 지정이 일치하면 기본
기간 처리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두 시스템에서 모두 월별 달력을 사용하고 Jan-20과 같은
기간 이름이 두 시스템에서 일치하는 경우 통합에서 기본 기간 매핑 유형을 사용합니다. 추가
매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PM Planning 재무와 예산 제어의 기간 정의 또는 기간 이름 지정 규칙이 다르면 명시적 기간
처리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명시적 소스 기간 매핑과 연계된 달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산 조정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EPM Planning Financials Budget Revisions와 Budgetary Control 간 통합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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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M Planning 재무와 예산 제어 간에 멤버 매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포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접두어를 추가하거나 추가 차원에 상수 값을 지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Data Integration의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EPM Planning 재무와 예산 제어 간 통합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통합 실행 단계는 자금 확인 또는 자금 예약 작업을 수행할 때 EPM
Planning 재무에서만 호출됩니다.

• 워크벤치에서 EPM Planning 재무와 예산 제어 간 통합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OEP_FS에 입력 큐브로 등록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OEP_FS에 입력 큐브로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EPM Local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서 OEP_FS 큐브와 연계된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5. 큐브에서 입력 큐브 - OEP_FS를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ERP Cloud 소스 시스템 등록

예산 조정 요청과 Planning Budget Revisions를 통합하는 경우 먼저 Oracle ERP Cloud
유형으로 소스 시스템을 생성하고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Oracle ERP Cloud를 소스 시스템 유형으로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누르십시오.

2. (데이터 교환 아이콘)를 누른 다음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적으로 을 눌러 데이터 통합을 실행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연결 구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5. (추가 드롭다운 아이콘) 드롭다운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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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8. 서비스 URL에 웹 서비스의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ttps://server를 입력합니다.

9. 사용자 이름에 Budgetary Control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 Oracle ERP Cloud 간 정보 전송
프로세스 요청을 실행하는 Oracle ERP Cloud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에게
"예산 관리자" 작업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비밀번호에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Oracle ERP Cloud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1.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이 올바르게 테스트되면 "[소스 시스템 이름]에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2. 확인을 누릅니다.

예산 제어를 데이터 소스로 등록 및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이 단계에서는 예산 제어를 데이터 소스로 등록하는 방법과 예산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산 제어를 데이터 소스로 등록하고 예산 제어 잔액 Essbase 큐브를 Data Integration으로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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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누르십시오.

2. (데이터 교환 아이콘)를 누른 다음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하십시오.

3. 조치 드롭다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주:

홈 페이지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눌러야 합니다.

5.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6. 유형에서 Oracle ERP Cloud를 선택합니다.

7. 연결에서 Oracle ERP Cloud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 이름을 선택합니다.

8. 예산 제어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 임포트를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Budgetary Control 잔액 Essbase 큐브를 Data
Integration에 Budgetary Control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옵니다. 각 예산 제어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예산 차원 멤버는 예산 제어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의 데이터 로드 및 쓰기 되돌림에 사용되는 제어
예산을 나타냅니다.

팁:

제어 예산 차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새 제어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임포트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제어 예산 잔액은 Essbase 큐브에 저장됩니다. 제어 예산의 큐브 이름을
가져오려면 제어 예산 관리 페이지에서 제어 예산 이름을 마우스로
가리킵니다. 예산 통제 큐브의 이름이 타겟 매핑으로 사용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Planning 예산 개정 등록

이 단계에서는 EPM Planning 재무의 Planning 예산 개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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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예산 개정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누르십시오.

2. (데이터 교환 아이콘)를 누른 다음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하십시오.

3.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주:

홈 페이지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눌러야 합니다.

5.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6. 유형에서 Planning 예산 개정을 선택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에서 OEP_FS가 접미어로 추가된 Planning 입력 큐브를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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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정 요청 등록

이 단계에서는 승인된 Planning Budget Revision의 개정이 로드되는 예산 조정 요청 기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산 조정 요청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누르십시오.

2. (데이터 교환 아이콘)를 누른 다음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하십시오.

3.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5.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6. 유형에서 예산 조정 요청을 선택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산 제어 큐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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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예산 개정 및 예산 조정 요청 통합

EPM Planning 재무에서 승인된 예산의 Planning 예산 개정을 예산 조정 요청에 통합합니다.
통합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Planning 예산 개정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타겟 예산 조정 요청을
지정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간 매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를 누르십시오.

일반 페이지가 "통합 생성" 보기에 표시됩니다.

2. 이름과 설명에 예산 개정 통합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통합 이름은 아래의 값 매개변수에 표시된 대로 EPM Planning 재무에서 매개변수로 연결에
사용됩니다.

여러 제어 예산이 동일한 큐브를 공유하는 경우 동일한 매핑을 사용하여 제어 예산 이름이
포함된 매개변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Planning 재무와 예산 제어 간 통합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3.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4. (소스 선택)를 누르십시오.

5. 소스 선택 페이지에서 Planning 예산 개정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Planning 예산 개정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OEP_FS_BAR"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이름 뒤에
"_BAR"가 붙어 있습니다.

Planning 예산 개정 소스 시스템이 Data Integration에 등록되고  아이콘과 함께 소스
선택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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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를 누르십시오(타겟 선택).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타겟입니다.

7. 타겟 선택 페이지에서 예산 제어 큐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아이콘과 함께 타겟 선택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예산 제어에는 접미어로 "_BAR"가 추가됩니다.

8. 위치 속성의 기준 통화에서 예산 개정에 사용되는 통화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를 지정하려면 USD를 지정합니다.

9.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다음 단계는 차원을 매핑하는 것입니다.

Planning 예산 개정 및 예산 조정 요청 차원 매핑

Planning 예산 개정과 예산 조정 요청 간 통합의 일부로 EPM Planning 재무 차원을 예산
제어 타겟 차원에 매핑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필요에 따라
표현식을 적용하여 통합을 사용자정의하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차원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Planning 예산 개정 및 예산 조정 요청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유형에서 구분됨 - 모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 행을 새로 고칩니다.

4. 매핑 그리드에서 다음을 완료하여 소스 데이터-로드 파일의 소스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a. 소스 차원 선택에서 예산 조정 요청 타겟 차원에 에 지정할 Planning 예산 개정 소스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b. 계획 요소를 계획 요소에 매핑하고, 기간을 계획 기간에 매핑하고, 연도를 계획
연도에 매핑합니다.

c. 각 Budgetary Control 차원에 대한 타겟 차원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의 표준 표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pysource - Budgetary Control에서 EPM Planning Financials와 동일한
멤버 이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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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rim - EPM Planning Financials에서 사용되는 접두어를 제거합니다.

• Constant - Budgetary Control의 추가 차원에 대해 상수 값을 지정합니다.

필수 단계입니다. 소스를 추가된 타겟 및 타겟 표현식에 매핑해야 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사용자정의 예산 개정 속성 매핑

선택한 EPM Planning 재무 소스에서 값을 임포트할 수 있는 추가 속성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 필드에 속성 값을 입력하여 처리 중에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예산 조정 개정 속성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누르십시오.

2. (데이터 교환 아이콘)를 누른 다음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하십시오.

3. 조치 드롭다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예산 조정 개정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예산 조정 개정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익스포트 범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5. 속성 문자 1-10에서 추가 속성을 매핑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 예에서는 머리글 번호가 속성 문자 1 값에 추가되었습니다.

예산 조정 옵션 정의

옵션을 사용하여 Planning 예산 개정 및 예산 조정 요청 통합에서 사용되는 기간 매핑 유형을
정의합니다. 기본 기간 매핑 또는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기간 매핑
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옵션은 미리 선택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팁:

제어 예산 기간 및 회계 연도에 맞게 일자 매핑을 검토하십시오. 자동으로 생성된 매핑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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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기간 매핑 유형에서 기간의 매핑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값 - 통합이 Data Management에서 정의된 기간 키와 이전 기간 키를
사용하여 통합이 실행된 각 Data Management 기간에 매핑되는 소스 General
Ledger 기간을 결정합니다.

Planning 예산 개정과 예산 조정 요청 간의 기본 기간 매핑은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명시적 - EPM Planning 재무 기간과 예산 제어 기간이 동일한 유형이 아닐 때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통합은 Data Management에서 정의된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PM Planning Financials는 월별이고
Budgetary Control은 분기별입니다.

명시적 매핑은 소스 시스템 옵션에서 달력 기간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달력
드롭다운에서 통합에 사용할 실제 달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스 매핑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3. 달력에서 Planning 예산 개정과 예산 조정 요청 간 데이터 통합에 사용되는 소스 기간
매핑 달력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 통합
NSPB Sync SuiteApp의 데이터를 로드하려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고객의 경우 Data Integration을 통합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 고객은 Oracle NetSuite의 클라우드 기반 ERP, CRM, 상거래
애플리케이션 통합 제품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합에서는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NSPB Sync
SuiteApp 시스템의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지원되는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 포함되어 있는 저장된 검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Data Integration에서 Oracle NetSuite 소스 시스템 및 연결 정보를 지정한
후에는 소스 시스템을 초기화하여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마다
애플리케이션 정의를 생성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저장된 검색에는 저장된 검색
이름에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며, 데이터 저장된 검색에는 저장된 검색 이름에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저장된 검색 이름 ID 유형

PBCS 모든 게시 트랜잭션

마지막 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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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검색 이름 ID 유형

PBCS 모든 게시 트랜잭션

마지막 기간

세부정보

PBCS 모든 게시 트랜잭션

마지막 기간 - 시산표

시산표

PBCS - 트랜잭션 요약 customsearch_nspbcs_all_transactions_sum트랜잭션

PBCS - 트랜잭션 세부정보 customsearch_nspbcs_all_transactions_det트랜잭션

PBCS - 시산표 customsearch_nspbcs_trial_balance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손익계산서 트랜잭션 [.csv]

customsearch_pbcs_sync_is_csv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대차대조표 트랜잭션 [.csv]

customsearch_pbcs_sync_bs_csv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시작 잔액

[.csv]
customsearch_pbcs_sync_begbal_csv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손익계산서 트랜잭션

customsearch_nspbcs_sync_is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대차대조표 트랜잭션

customsearch_nspbcs_sync_bs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시작 잔액 customsearch_nspbcs_sync_begbal트랜잭션

PBCS 동기화(데이터) 연결 환율 customsearch_nspbcs_sync_fx연결 환율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손익계산서 계정

customsearch_nspbcs_sync_acct_inc_stmt계정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대차대조표 계정

customsearch_nspbcs_sync_acct_bs계정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클래스

customsearch_nspbcs_sync_class클래스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고객 customsearch_nspbcs_sync_cust고객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부서 customsearch_nspbcs_sync_dept부서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항목 customsearch_nspbcs_sync_item항목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위치 customsearch_nspbcs_sync_loc위치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프로젝트

customsearch_nspbcs_sync_prj프로젝트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고객
프로젝트

customsearch_nspbcs_sync_cprj프로젝트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자회사

customsearch_nspbcs_sync_sub보조

PBCS 동기화(메타데이터)
공급업체

customsearch_nspbcs_sync_vend공급업체

Oracle NetSuite 통합 프로세스 설명

Oracle NetSuite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데이터 소스로
사용되는 경우 Data Integration은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Oracle NetSuite의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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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은 기준 및 필터를 기반으로 하는 재사용 가능한 검색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 최종 기간 이후 General
Ledger에 대한 모든 게시 트랜잭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 있는 모든 종류의 레코드가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 포함되거나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의 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검색은 사전 패키지화되거나
사용자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잔액은 모두 요약된 트랜잭션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Oracle NetSuite에서 새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을 생성하는 경우 저장된 검색
ID에 customsearch_nspbcs 접두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데만 사용되고 쓰기 되돌림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위 레벨에서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가 공유 번들인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을 설치합니다. 번들을
설치하려면 먼저 계정과 공유해야 합니다.

2.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동기화 가이드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서에 액세스하려면 NetSuite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 NSPB Sync SuiteApp에 액세스하려면 Oracle NetSuite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Oracle NetSuite 계정에서 필수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NSPB Sync
SuiteApp 설치에 필요한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 SuiteApp을 설치합니다. "NSPB Sync SuiteApp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파일 암호화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파일 암호화를 위한 비밀번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 사용자의 사용자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해당 사용자 레코드에는 EPM
Cloud 통합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EPM Cloud 사용자 레코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 사용자용 토큰 기반 인증을 설정합니다. "토큰 기반 인증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단일 사인온(SSO) 설정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서는 SAML 2.0을
제공하는 SSO 서비스를 통해 SSO(싱글 사인온)를 지원합니다. SSO 계정을 통해
사용자는 매번 인증서를 입력하지 않고도 NetSuite와 EPM Cloud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EPM Cloud 사용자의 사용자 레코드 생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lanning으로 메뉴 네비게이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3. Data Integration에서 Oracle NetSuite에 대한 소스 연결을 구성합니다.

이 단계에는 연결 세부정보 지정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에 대해 소스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애플리케이션 임포트 단계를 실행하여 사용자가 소유한 저장된 검색 정의를 모두
임포트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사용자가 소유한 저장된 검색 정의를 모두
임포트합니다. 모든 저장된 검색 정의를 임포트하지 않으려는 경우 대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여 개별 저장된 검색 정의를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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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처음 초기화한 경우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증분 저장된 검색 정의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5. 선택사항: 저장된 검색의 열을 차원에 매핑합니다.

6.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7. 저장된 검색의 열을 타겟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는 임포트 형식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8. Oracle NetSuite를 지정하는 드릴 URL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로 드릴스루을 참조하십시오.

9. 초기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타겟 애플리케이션 추가 시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를 데이터 소스로 선택하면 선택한 Oracle NetSuite
소스의 저장된 검색 목록이 제공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필터 탭에서 소스 필터 기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 필터는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Oracle NetSuite "기준"과 동일합니다.

10. Oracle NetSuite 기간을 EPM Cloud 기간에 매핑하도록 달력 매핑 섹션에서 소스 매핑 항목을
정의합니다.

11. 통합을 생성하고 NSPB Sync SuiteApp 데이터 소스를 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12. 기간 매핑을 정의합니다. 사용가능한 옵션은 명시적 또는 기본 기간 매핑입니다.

Oracle NetSuite 통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매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의
기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13. NSPB Sync SuiteApp 데이터 소스와 EPM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에 멤버를
매핑합니다.

14. Oracle NetSuite 필터와 옵션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필터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15. NSPB Sync SuiteApp 데이터 소스와 EPM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Oracle NetSuite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Data Integration으로 추출되고 데이터가
매핑된 다음, 워크벤치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매핑이 성공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가 로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NetSuite에 대해 소스 연결 구성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와
통합을 시작하려면 먼저 "Netsuite" 유형의 소스 시스템을 생성하고 등록합니다.

소스 시스템 및 연결 정보가 지정되면 소스 시스템을 초기화하여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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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합 액세스에 대한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EPM Cloud에서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으로 연결을 설정하려면
이제 기본 인증이 아닌 토큰 기반 권한부여가 필요합니다. 릴리스 21.06에서는
기본 권한부여 인증서가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Oracle NetSuite에 대한 소스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에 대해 소스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 생성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Data Integration에서 통합할 수 있는 소스 및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 및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매핑하고 임포트
기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 저장된 검색 결과는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등록됩니다.
시스템은 초기화 중에 Oracle NetSuite 소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에 있는
사용가능한 저장된 검색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 옵션에서 Oracle NetSuite를 통해 저장된 검색을 추가로 생성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사용자정의 저장된 검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새로고침을 누르면 Data Integration에서 소스
시스템을 초기화한 후 Oracle NetSuite에서 생성된 저장된 검색을 모두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주: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면 차원 세부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대상 차원 클래스 "일반"에 직접 매핑됩니다. 원칙적으로,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차원 세부정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저장된 검색의 열을 차원에 매핑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차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원은 사용자가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범주화하는 구조입니다. 각 차원에는 차원 내에
그룹화된 관련 멤버의 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원은
고객, 제품 및 시간입니다.

저장된 검색의 열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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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3. 차원 이름에서 차원을 분류할 열의 차원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열 유형에 따라 해당 차원 분류 드롭다운에서 열 분류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의 타겟 차원 추가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은 데이터 소스로 저장되며 임포트 형식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스 및 차원 간
통합 매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파일은 단일 열 숫자, 다중 열 데이터 같은 지원되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소스 및 타겟 열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임포트 파일의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데이터 소스 열 또는 필드를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타겟 차원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 페이지의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파일 유형에서 임포트할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 숫자 데이터

• 다중 열 - 숫자 데이터

• 구분 데이터 - 모든 데이터 유형

• 다중 열 - 모든 데이터 유형

4. 드릴스루 URL에는 드릴스루에 사용되는 검색 유형 기준을 입력합니다.

5. 매핑 차원 섹션에서 소스 열을 선택한 다음, 타겟 차원 드롭다운에서 타겟 차원을 선택하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합니다.

6. 추가 차원을 매핑하려면 매핑 섹션에서 을 누른 후 차원 행 추가 드롭다운에서 추가할
차원 행을 선택합니다.

7. 선택사항: 표현식에서 임포트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Data Integration 은 거의 모든 파일을 읽고 Data Integration 데이터베이스로 구문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임포트 표현식 세트를 제공합니다. 필드의 [표현식] 열에 고급 표현식을
입력합니다. 임포트 표현식은 임포트 파일에서 읽은 값에 적용됩니다.

8.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옵션 정의

특정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등록정보 옵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록정보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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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등록정보 이름에서 등록정보 값 드롭다운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값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등록정보:

• Postingperiod - 데이터를 로드할 게시 기간을 선택합니다.

Note:

특정 기간별로 데이터를 로드해야 하는 경우(예: 특정 달) 기간 ID가
포함된 NSPB Sync SuiteApp 게시 기간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기간
ID는 게시 기간 필터에 생성되며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을 통해 반환됩니다.

Oracle NetSuite에서는 마지막 회계 연도와 같이 이름 지정된 기간, 특정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로 정의된 사용자정의 날짜 범위, 시작된 이전 일,
월, 분기 또는 연의 수부터 종료된 해당 기간의 수까지로 정의된 상대적
날짜 범위 등 여러 유형의 날짜 필터를 제공합니다. 필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uite "검색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Mainline - 트랜잭션 탭에서 입력된 라인 항목 데이터와 반대로 트랜잭션의 기본
정보 필드 그룹을 로드하려면 True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선택합니다.

• 게시

3.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 애플리케이션 필터 적용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서 정의된 검색 기준은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필터로
등록됩니다. 필요한 경우 필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정보 레벨을 설정하여
기본값을 지정하거나 일반 사용자에게 필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 저장된 검색 결과에 필터 조건을 적용하여 선택한 조건을 충족하는
레코드만 Data Integration으로 반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필터 조건 또는 여러 필터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반환되도록 하려는 정확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NetSuite 필터 조건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Oracle NetSuite 통합의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3. 필터 조건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4. 조건 드롭다운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필터별 적용 가능한 조건은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에서 파생됩니다.

5. 값 드롭 다운에서 필터를 적용할 값을 선택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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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트 형식의 드릴 URL에 필터 추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Data Integration으로 그리고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으로 드릴스루하면 레코드가 너무 많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드릴스루의 모든 레코드 수를 더하면 합계가 EPM Cloud에서 드릴스루를 시작했을
때 있었던 데이터 셀의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임포트 형식의
드릴스루 URL에 필터를 더 추가합니다.

필터를 더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 페이지의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매핑 섹션에서 필터로 사용할 소스 차원 열을 선택하고 타겟 속성 열에 매핑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ID 소스 열을 속성 4행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4. 드릴스루 URL에서 을 누르고 추가 필터 드릴스루에 사용되는 검색 유형 기준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필터로 자회사 ID를 추가하려면 &Transaction_SUBSIDIARY=$ATTR4$를
매개변수 목록에 입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전체 드릴스루 URL 정의를 지정합니다.

Searchtype=Transaction&searchid=customsearch_nspbcs_trial_balance&Transaction_ACCOUNT=$ATTR1$&Transaction_POSTINGPERIOD=$ATTR2$&Transaction_SUBSIDIARY=$ATTR4$&Transaction_POSTING=T&
5.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의 기간 관리

Oracle NetSuite에서 기간을 로드할 때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기본 기간 매핑: 이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규칙의 POV에서 단일 기간을 로드합니다. 이
경우 임포트 형식의 기간 열을 매핑하거나 기간 매핑에서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현재 기간 또는 마지막 기간과 같은 데이터 규칙에서 소스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기간을 로드하려는 경우 해당 기간을 마지막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데이터
규칙을 실행할 때 기간을 선택하지 않고 Oracle NetSuite에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가 선택한
POV로 임포트됩니다.

• 명시적 기간 매핑: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면 Oracle NetSuite와 Planning 기간이 일치할
때 General Ledger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간을 로드하거나 사용자가 POV에서
기간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명시적 기간 매핑을 사용하려면 임포트 형식의 기간 열을 매핑하고 소스 기간 매핑을
정의합니다. 총계정원장 기간 열은 Oracle NetSuite 기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데이터
규칙 옆의 기간 매핑에서 달력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규칙을 실행할 때 로드할 시작 - 종료
기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규칙에서 필터 조건을 설정하여 특정 기간 데이터(예: 현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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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부터 현재 회계 분기까지 기간)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검색
결과의 기간 열을 기간 매핑의 기간과 매칭하고 적절한 기간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의 타겟 차원 추가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은 데이터 소스로 저장되며 임포트 형식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스 및 차원 간 통합 매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파일은 단일 열 숫자, 다중 열 데이터 같은 지원되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소스 및 타겟 열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임포트 파일의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 데이터 소스 열 또는 필드를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Oracle NetSuite 소스에 임포트 형식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 페이지의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파일 유형에서 임포트할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 숫자 데이터

• 다중 열 - 숫자 데이터

• 구분 데이터 - 모든 데이터 유형

• 다중 열 - 모든 데이터 유형

4. 드릴스루 URL에는 드릴스루에 사용되는 검색 유형 기준을 입력합니다.

5. 매핑 차원 섹션에서 소스 열을 선택한 다음, 타겟 차원 드롭다운에서 타겟 차원을
선택하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합니다.

6. 추가 차원을 매핑하려면 매핑 섹션에서 을 누른 다음, 차원 행 추가 드롭다운에서
추가할 차원 행을 선택합니다.

7. 선택사항: 표현식에서 임포트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Data Management는 거의 모든 파일을 읽고 Data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로
구문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임포트 표현식 세트를 제공합니다. 필드의 [표현식] 열에
고급 표현식을 입력합니다. 임포트 표현식은 임포트 파일에서 읽은 값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8. 저장을 누릅니다.

임포트 형식의 드릴 URL에 필터 추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Data Integration으로 그리고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으로 드릴스루하면 레코드가 너무 많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드릴스루의 모든 레코드 수를 더하면 합계가 EPM Clou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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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스루를 시작했을 때 있었던 데이터 셀의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임포트 형식의 드릴스루 URL에 필터를 더 추가합니다.

필터를 더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 페이지의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매핑 섹션에서 필터로 사용할 소스 차원 열을 선택하고 타겟 속성 열에 매핑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ID 소스 열을 속성 4행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4. 드릴스루 URL에서 을 누르고 추가 필터 드릴스루에 사용되는 검색 유형 기준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필터로 자회사 ID를 추가하려면 &Transaction_SUBSIDIARY=$ATTR4$를
매개변수 목록에 입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전체 드릴스루 URL 정의를 지정합니다.

Searchtype=Transaction&searchid=customsearch_nspbcs_trial_balance&Transaction_ACCOUNT=$ATTR1$&Transaction_POSTINGPERIOD=$ATTR2$&Transaction_SUBSIDIARY=$ATTR4$&Transaction_POSTING=T&
5.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NetSuite로 드릴스루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면 Data Integration 내에서 지정하는, 외부에서 사용가능한 URL을 통해
Oracle NetSuite로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Oracle NetSuite로 드릴백하는 경우 드릴 URL은 Data Integration의 저장된 값을 드릴 URL의
매개변수로 전달하여 구성됩니다.

Oracle NetSuite에 대한 드릴스루 URL은 수동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Oracle NetSuite에 대한 드릴스루 매개변수 정의

Oracle NetSuite로 드릴 백하는 데 필요한 매개변수는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Oracle NetSuite로 드릴하는 데 필요한 서버 URL은 https://<NetSuite Domain>/app/common/
search/searchresults.nl?의 드릴 URL 주소 형식을 사용합니다.

세부정보 측(검색 유형 구성요소를 지정하는 위치)에서 Oracle NetSuite에 대한 드릴 URL에는
다음 매개변수가 필요합니다.

• "검색 유형"

• "검색 ID"

• 선택적으로 계정 및 기간을 기반으로 드릴을 필터링하도록 추가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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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유형

드릴스루 매개변수 목록에는 "트랜잭션" 검색 유형이 포함됩니다. 드릴스루 URL에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Searchtype=Transaction&searchid=customsearch_nspbcs_trial_balance&Transaction_ACCOUNT=$ATTR1$&Transaction_POSTINGPERIOD=$ATTR2$&Transaction_DEPARTMENT=$ATTR5$&Transaction_CLASS=$ATTR4$&Transaction_INTERNALID=$ATTR3$&Transaction_POSTING=T&

트랜잭션 검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ransaction_POSTINGPERIOD

• Transaction_DEPARTMENT

• Transaction_SUBSIDIARY

• Transaction_CLASS

• Transaction_LOCATION

• Transaction_INTERNALID

• Transaction_POSTING=T

검색 ID

드릴스루 목록에는 "검색 ID"도 포함됩니다. 검색 문자열 ID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Oracle NetSuite에서 검색 정의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NetSuite Domain>/app/common/search/searchresults.nl?
searchtype=Transaction&searchid=customsearch_nspbcs_all_transactions_det.

추가 매개변수

계정 및 기간을 기반으로 드릴을 필터링하도록 추가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4-1    추가 필터 매개변수

레이블 매개변수 값 예

계정 Transaction_ACCOUNT계정 내부 ID &Transaction_ACCOUNT=54
주 라인 Transaction_MAINLINET 또는 F &Transaction_MAINLINE=T
기간 Transaction_POSTINGPERIOD사전 정의된 기간의

기간 ID 또는 키
&Transaction_POSTINGPERIOD=21
또는
&Transaction_POSTINGPERIOD=LP

게시 Transaction_POSTING T 또는 F &Transaction_POSTING=T
보조 Transaction_SUBSIDIARY보조 내부 ID &Transaction_SUBSIDIARY=1

드릴스루의 저장된 검색 요구사항

상황에 맞는 드릴스루를 사용하려면 검색 출력의 계정 및 기간 필드에 대한 내부 ID가
저장된 검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시된 대로 Oracle NetSuite에 있는 저장된 검색의
결과 섹션에 이러한 필드가 누락된 경우 해당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4장
Oracle NetSuite 통합

14-112



내부 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uite 도움말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드릴스루 URL 추가

드릴스루 URL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 페이지의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임포트 형식 요약 섹션에서 임포트 형식을 선택합니다.

4. 임포트 형식 세부정보 섹션에서 계정, 기간, 트랜잭션 유형의 내부 ID를 속성 열에 다음과 같이
매핑합니다.

이 예에서 저장된 검색의 드릴 URL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earchtype=Transaction&searchid=<NAME OF SAVED

                  SEARCH>&Transaction_TYPE&detailname=$<ATTR COLUMN FOR 
TRANSACTION

                  TYPE>$&Transaction_ACCOUNT=$<ATTR COLUMN FOR ACCOUNT 

                  ID>$&Transaction_POSTINGPERIOD=$=$<ATTR COLUMN FOR 
PERIOD

                  ID>$&Transaction_POSTING=T&Transaction_MAINLINE=F&

5. 임포트 형식 세부정보 섹션의 드릴 URL에서 를 누릅니다.

6. 드릴 URL 편집 창에서 드릴스루 속성을 지정합니다.

드릴 URL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searchtype=Transaction&searchid=customsearch_nspbcs_all_transactions_sum&Transaction_TYPE&detailname=$ATTR3$&Transaction_ACCOUNT=$ATTR1$&Transaction_POSTINGPERIOD=$ATTR2$&Transaction_POSTING=T&Transaction_MAINLINE=F&

7.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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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트 형식의 드릴 URL에 필터 추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Data Integration으로 그리고
NSPB Sync SuiteApp 저장된 검색으로 드릴스루하면 레코드가 너무 많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드릴스루의 모든 레코드 수를 더하면 합계가 EPM Cloud에서
드릴스루를 시작했을 때 있었던 데이터 셀의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임포트 형식의 드릴스루 URL에 필터를 더 추가합니다.

필터를 더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매핑 페이지의 임포트 형식에서 통합에 사용할 임포트 형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임포트 형식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매핑 섹션에서 필터로 사용할 소스 차원 열을 선택하고 타겟 속성 열에 매핑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ID 소스 열을 속성 4행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4. 드릴스루 URL에서 을 누르고 추가 필터 드릴스루에 사용되는 검색 유형 기준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필터로 자회사 ID를 추가하려면
&Transaction_SUBSIDIARY=$ATTR4$를 매개변수 목록에 입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전체 드릴스루 URL 정의를 지정합니다.

Searchtype=Transaction&searchid=customsearch_nspbcs_trial_balance&Transaction_ACCOUNT=$ATTR1$&Transaction_POSTINGPERIOD=$ATTR2$&Transaction_SUBSIDIARY=$ATTR4$&Transaction_POSTING=T&
5. 저장을 누릅니다.

Oracle HCM Cloud와 통합
Planning Modules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의 Workforce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도록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의 인적
자원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을 사용하여 Oracle HCM Cloud와 Workforce 또는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간 데이터 통합을 구동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Workforce 고객은 Oracle HCM Cloud 데이터 모델의 사전 정의된 매핑을
타겟 차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필요에 따라
다른 매핑을 적용하여 이러한 통합을 사용자정의하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HCM Cloud의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 설명

Data Integration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데이터 모델의 사전 정의된 매핑을 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의 타겟 차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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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HCM Cloud 포함 Data Integration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Oracle
HCM Cloud 인스턴스에 로드해야 하는 템플리트를 제공합니다.

Oracle HCM Cloud 추출은 Oracle HCM Cloud에서 많은 볼륨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전 정의된 각 Oracle HCM Cloud 추출은 Data Integration에서 "데이터 소스"로
정의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통합의 데이터 추출 부분을 수행할 때 사전 정의된 각 Oracle HCM Cloud
추출을 데이터 소스 엔티티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소스는 Planning Modules의
Workforce 또는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데이터 모델에 직접 매핑됩니다.

추출 템플리트가 아니라 Data Integration의 테스트 연결 프로세스 및 초기화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EPBCS Initialize.xml"이라는 템플리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Data Integration에서
제공한 전체 템플리트 세트를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에도 Data Integration이 Oracle HCM Cloud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초기화하고 테스트 연결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EPBCS
Initialize.xml"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통합의 일부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템플리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 조직 코드, 이름, 사용가능한 조직 구조를 포함하는 엔티티 데이터

• 개인 번호, 전체 이름, 사용가능한 인구 통계 정보를 포함하는 사원 데이터

• 작업 코드, 이름, 사용가능한 작업 구조를 포함한 작업 데이터

• 직책 코드, 이름, 사용가능한 직책 구조를 포함하는 직책 데이터

• 등급 코드 및 이름을 포함하는 구성요소 데이터

• 거래 단위 코드 및 이름을 포함하는 조합 코드

다음은 추출 템플리트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 FTE

• 급여 기준

• 정의된 기준에 맞는 급여율

• 조합 코드

고객이 직책 시작 날짜를 추출할 수도 있으며, 이 날짜는 Data Integration에서 Workforce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기 위해 시작 월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필요에 따라 다른 매핑을 적용하여 이러한 통합을 사용자정의하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

Oracle HCM Cloud에서는 드릴스루 및 쓰기 되돌림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위 레벨에서 Oracle HCM Cloud 추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 직무 역할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Human Capital Management 추출을 관리하려면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
직무 역할이 필요합니다.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직무 역할)는 인적 자본
관리 정보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계획, 조정, 감독을 담당하는 개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직무 역할)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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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Integration의 애플리케이션 옵션에서 Workforce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차원 세부정보 탭에서 Planning Modules의 초기 설정된
차원에 대해 분류를 지정합니다.

초기 설정된 차원에 대한 분류로는 "직원", "직무", "등록정보", "조합" 차원이 있습니다.

3. 애플리케이션 옵션의 작업 옵션에서 추출 다운로드를 눌러 Oracle HCM Cloud 추출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추출 다운로드을 참조하십시오.

zip에 포함되는 추출 내용:

다음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가 포함된 EPBCS HCM Extract.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Workforce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하위 집합입니다.

• EPBCS Assignment_<Release>.xdoz

주:

Oracle HCM Cloud가 아닌 BI Publisher의 /Custom 폴더로 EPBCS
Assignment_<Release>.xdoz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주:

영어가 아닌 문자가 필요한 경우 EPBCS HCM Extract.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그런 다음, BI Publisher
문서 저장소로 이동하여 EPBCS Assignment.xdoz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 EPBCS Entity Metadata_<Release>.xml

• EPBCS Employee Metadata_<Release>.xml

• EPBCS Position Metadata_<Release>.xml

• EPBCS Location Metadata_<Release>.xml

• EPBCS Job Metadata_<Release>.xml

• EPBCS Initialize.xml

주:

모든 경우에 Oracle HCM Cloud에서 EPBCS Initialize.xml을 항상
임포트해야 합니다.

주:

법률 그룹 없이 모든 추출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즉, 법률 그룹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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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BCS Component Salary Metadata.xml

• EPBCS Assignment Data.xml

• EPBCS Account Merit Metadata.xml

Data Integration에서는 추출에 필요한 템플리트를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Oracle HCM Cloud에서 초기 설정되지
않으므로 Data Integration에서 제공합니다.

4. 임시 폴더에 zip을 저장합니다.

5. 임시 폴더에 저장된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를 Oracle HCM Cloud로 임포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6. BI Publisher eText 템플리트를 공유/고객 폴더에 임포트합니다.

이 템플리트는 데이터를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 Publisher eText 템플리트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7. Oracle HCM 추출을 검증하고 제출합니다.

통합을 제출하기 전에 추출 제출을 검증해야 합니다. 통합은 실행 중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제출된 이 추출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검증 및 제출.를 참조하십시오

8. 애플리케이션 옵션에서 연결 옵션을 선택하고 Oracle HCM Cloud에 연결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Oracle HCM Cloud 연결 구성 .

9. Data Integration의 Application 옵션에서 통합에 사용할 개별 Oracle HCM Cloud 추출(소스
엔티티)을 데이터 소스 범주 및 Oracle HCM Cloud 유형에 등록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차원(임포트 형식)을 생성하여 Oracle HCM Cloud 열을 Planning Modules 차원에
매핑합니다.

• 위치를 생성합니다.

• 올바른 Oracle Hyperion Workforce Planning 계정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하도록 매핑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10. Oracle HCM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주:

임포트된 각 Oracle HCM Cloud 추출이 자동으로 타겟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됩니다.

11. 필요한 경우 차원 세부정보를 수정합니다.

Oracle HCM Cloud 추출의 모든 열은 "일반" 유형의 EPM 대상 차원 클래스에 매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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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racle HCM Cloud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일반적으로 차원
매핑 페이지의 차원 세부정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12. 멤버 매핑은 Oracle HCM Cloud 추출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될 때 사전 정의됩니다.

또한 Oracle HCM Cloud 추출에서는 데이터 차원 열의 Oracle HCM Cloud에서
임포트된 실제 데이터의 변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Oracle HCM Cloud에서는 직원 유형이 "F"(상근 직원 유형의 경우) 또는
"T"(임시 직원의 경우)이지만 Planning 모듈에서는 동일한 지정이 "FULLTIME" 또는
"TEMP"로 표시됩니다.

13. Oracle HCM Cloud 데이터 소스와 연계된 모든 애플리케이션 필터는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사전 정의됩니다.

로드된 결과를 필터링할 특정 기준을 소스 필터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14. 통합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HCM Cloud 추출 다운로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통합을 위해 Oracle
HCM Cloud 추출을 다운로드합니다.

Data Integration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추출 정의를 로드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추출하여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서브세트입니다.

Oracle HCM Cloud 추출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HCM 추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3. 다음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가 포함된 EPBCS HCM Extract.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Planning 모듈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서브세트입니다.

• EPBCS Assignment_<Release>.xdoz

Note:

Oracle HCM Cloud가 아닌 BI Publisher의 /Custom 폴더로 EPBCS
Assignment_<Release>.xdoz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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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영어가 아닌 문자가 필요한 경우 EPBCS HCM Extract.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그런 다음, BI Publisher 문서 저장소로
이동하여 EPBCS Assignment.xdoz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 EPBCS Entity Metadata_<Release>.xml

• EPBCS Employee Metadata_<Release>.xml

• EPBCS Position Metadata_<Release>.xml

• EPBCS Location Metadata_<Release>.xml

• EPBCS Job Metadata_<Release>.xml

• EPBCS Initialize.xml

Note:

모든 경우에 Oracle HCM Cloud에서 EPBCS Initialize.xml을 항상 임포트해야
합니다.

Note:

법률 그룹 없이 모든 추출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즉, 법률 그룹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 EPBCS Component Salary Metadata.xml

• EPBCS Assignment Data.xml

• EPBCS Account Merit Metadata.xml

Data Integration에서는 추출에 필요한 템플리트를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Oracle HCM Cloud에서 초기 설정되지
않으므로 Data Integration에서 제공합니다.

4. 임시 폴더에 zip을 저장합니다.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를 Oracle HCM Cloud로 임포트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 정의 초기 설정을 시작하려면
추출 출력이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로 저장되는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XML 파일 및
BI Publisher e-Text 템플리트 XDOZ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CSV 파일 형식은 BI Publisher
보고서로 정의되며 이 보고서 템플리트는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 정의의
일부로 지정됩니다.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임포트

Data Integration에서 익스포트된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추출 정의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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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온합니다.

2. Fusion 네비게이션 메뉴, 내 클라이언트 그룹 순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교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태스크 페이지, HCM 추출 순으로 이동하여 추출 정의를 선택합니다.

4. 추출 정의 페이지에서 (임포트)를 눌러 사전 정의된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XML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주:

검색 필드에 추출 이름을 입력하여 추출 정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추출 정의 임포트 페이지에서 다음을 완료한 후 업데이트와 (쓰로버에 추출 임포트가
완료되었다고 표시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 추출 이름 - 임포트할 Oracle HCM Cloud 추출 이름을 지정합니다.

추출 정의를 임포트하는 경우 추출 이름은 파일 이름의 첫번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PBCS Assignment Data_2002.xml"을 임포트하는 경우 추출
이름을 "EPBCS Assignment Data_2002"로 지정해야 합니다.

• 법률 데이터 그룹 - 공백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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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만 - 전체 추출이 아닌 증분 변경사항만 캡처하는 추출을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추출 정의가 임포트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페이지에서 임포트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6. 사전 정의된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를 모두 임포트합니다.

• EPBCS 계정 성과급 메타데이터 - EPBCS Account Merit Metadata_<Release>.xml

• EPBCS 지정 데이터 - EPBCS Assignment Data_<Release>.xml

• EPBCS 구성요소 급여 메타데이터 - EPBCS Component Salary
Metadata_<Release>.xml

• EPBCS 직원 메타데이터 - EPBCS Employee Metadata_<Release>.xml

• EPBCS 엔티티 메타데이터 - EPBCS Entity Metadata_<Release>.xml

• EPBCS 작업 메타데이터 - EPBCS Job Metadata_<Release>.xml

• EPBCS 위치 메타데이터 - EPBCS Location Metadata_<Release>.xml

• EPBCS 위치 메타데이터 - EPBCS Position Metadata_<Release>.xml

Oracle HCM Cloud에서 로드할 계획인 추출 정의만 임포트하거나 모든 추출(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로드된 모든 XML 파일은 모든 파일을 로드한 후 검증해야
합니다.

7. 임포트한 각 추출에 대해 추출 속성 페이지의 소비에서 보고서를 선택하여 추출이 보고 용도로
사용되고 데이터가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8. 필요에 따라 다른 속성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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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HCM Cloud 추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CM 추출을 참조하십시오.

9. 확인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 정의를 저장하고 추출 유형에 따라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매개변수는 추출의 출력을 제어합니다.

BI Publisher eText 템플리트 임포트

BI Publisher eText 템플리트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주소 https://https://server를 지정하여 BI Publisher Enterprise에
로그온합니다.

2. 카탈로그 폴더를 누릅니다.

3. 카탈로그 화면의 공유 폴더에서 사용자정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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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정의 폴더를 펼칩니다.

5. 사전 정의된 템플리트를 찾아 선택한 다음 업로드를 누릅니다.

예를 들면 EPBCS Assignment_<Release>.xdoz 템플리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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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검증 및 제출

추출 정의는 추출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추출 프로세스(급여 플로우)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추출 프로세스를 통해 추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사전 및 사후 태스크를
포함하여 여러 태스크의 실행 순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HCM 추출 세분화
태스크를 사용하여 추출 프로세스 제출 매개변수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검증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 설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 루트 데이터 그룹이 정의되어 있는지의 여부

• 루트가 아닌 모든 데이터 그룹이 루트 데이터 그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예: 루트 데이터 그룹에 연결된 루트가 아닌 다른 데이터 그룹을 통해)

• 일련의 데이터 그룹이 정의되면 처리를 위해 다음 데이터 그룹도 정의되는지의 여부

• 추출에 사용된 모든 빠른 공식이 존재하고 컴파일되었거나 유효한지의 여부

• BI Publisher 검증 중에 감지된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검증에 성공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추출을 유효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검증이
실패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추출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고 추출 결과를 제출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HCM 프로세스 제출] 옵션을 사용하면 플로우 패턴을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검증하고 제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추출 정의 페이지에서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추출 정의를 두 번
누릅니다.

2. 추출 속성 페이지에서 검증을 누릅니다.

3. 추출 실행 트리 페이지에서 검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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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빠른 공식을 컴파일해야 하는 경우 빠른 공식이 컴파일을 위해 제출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상태 열에서 녹색 체크 표시로 주석이 달린 빠른 공식이 모두
컴파일될 때까지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5. 검증 메시지 페이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6.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extract_name> 추출의 데이터 그룹 계층 구조가 유효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완료를 누릅니다.

8. 임포트한 모든 사전 정의된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에 대해 1-7단계를 반복합니다.

9. 태스크 메뉴의 HCM 추출에서 추출 제출을 누릅니다.

10. 검색 텍스트 상자에 정의 이름의 몇 글자를 입력하여 사용가능한 정의 목록을 임포트된 정의로
좁힙니다.

11. 추출 정의를 두 번 누른 후 다음을 누릅니다.

12. 추출 인스턴스 제출 페이지에서 인스턴스 이름 추출에 추출 이름을 입력하고 추출의 유효
날짜에 유효 날짜를 입력합니다.

13. 제출을 눌러 추출을 제출합니다.

14. 완료를 누릅니다.

Oracle HCM Cloud 연결 구성

Planning Modules와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의 통합을 시작하려면 먼저
"Oracle HCM Cloud" 유형의 소스 시스템을 생성하고 등록합니다.

소스 시스템과 연결 정보가 지정되면 소스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Oracle HCM
Cloud 추출마다 대상 애플리케이션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Oracle HCM Cloud 연결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연결 구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연결 페이지의 (추가 드롭다운 아이콘) 드롭다운에서 Oracle HCM Cloud를 선택합니다.

14장
Oracle HCM Cloud와 통합

14-125



4. 이름에 소스 시스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설명에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서비스 URL에 웹 서비스의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사용자 이름에 Oracle HCM Cloud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8. 비밀번호에 Oracle HCM Clou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Oracle HCM Cloud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9. 테스트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이 올바르게 테스트되면 "[소스 시스템 이름]에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의 인적 자원 데이터를 Oracle Hyperion
Workforce Planning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하는 경우 Oracle HCM Cloud 추출을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Data Integration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Oracle HCM Cloud
데이터 모델의 사전 정의된 매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과 Oracle HCM Cloud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Oracle
HCM Cloud 인스턴스에 로드해야 하는 템플리트를 제공합니다.

Oracle HCM Cloud 추출은 Oracle HCM Cloud에서 많은 볼륨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전 정의된 각 Oracle HCM Cloud 추출은 Data Integration에서 "데이터
소스"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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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egration에서 통합의 데이터 추출 부분을 수행할 때 사전 정의된 각 Oracle HCM Cloud
추출을 데이터 소스 엔티티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소스가 Workforce Planning 데이터
모델에 직접 매핑됩니다.

주:

Human Capital Management 추출을 관리하려면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 직무 역할이 필요합니다.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직무 역할)
는 인적 자본 관리 정보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계획, 조정, 감독을 담당하는
개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직무 역할)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의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Oracle HCM Cloud를 선택합니다.

5. 연결에서 Oracle HCM Cloud 유형에 대한 연결 이름을 선택합니다.

Oracle HCM Cloud 소스 시스템을 설정하고 연결 구성 옵션에서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Oracle HCM Cloud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6. 파일에서 데이터 소스로 등록할 소스 엔티티의 파일 이름을(XML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파일은 인박스에 이미 업로드된 Oracle HCM Cloud 추출 애플리케이션 이름/정의입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주:

다음 단계는 사용자정의 추출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의 경우 1-7단계만 수행하면 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Workforce Planning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Planning의 초기 설정된 차원에 대한 분류를 지정합니다.

초기 설정된 차원에 대한 분류로는 "직원", "직무", "등록정보" 및 "조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차원 세부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4. 저장, 돌아가기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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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HCM Cloud 메타데이터 통합

Planning Modules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의 Workforce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도록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메타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ion은 통합 메커니즘으로서 Oracle HCM Cloud의 다음 메타데이터를
Planning Modules의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게 맞추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성과급

• 구성요소 급여 메타데이터

• 직원 메타데이터

• 엔티티 메타데이터

• 작업 메타데이터

• 위치 메타데이터

• 직책 계층

Oracle HCM Cloud 소스 시스템의 초기화 중에 Data Integration에서 각 메타데이터
소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메타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각 애플리케이션을 매핑한
후에 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핑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주:

각각의 사전 정의된 추출 정의에 속하는 Oracle HCM Cloud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필드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HCM Cloud 메타데이터 로드

주: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에서는 드릴스루 및 쓰기 되돌림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위 레벨에서 Oracle HCM Cloud 추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 직무 역할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Human Capital Management 추출을 관리하려면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 직무 역할이 필요합니다.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직무 역할)
는 인적 자본 관리 정보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계획, 조정, 감독을 담당하는
개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uman Capital Management 통합 전문가(직무 역할)를 참조하십시오.

2. Data Integration의 애플리케이션 옵션에서 Workforce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차원 세부정보 탭에서 Planning Modules의 초기 설정된
차원에 대해 분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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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정된 차원에 대한 분류로는 "직원", "직무", "등록정보", "조합" 차원이 있습니다.

3. 애플리케이션 옵션의 작업 옵션에서 추출 다운로드를 눌러 Oracle HCM Cloud 추출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추출 다운로드을 참조하십시오.

zip에 포함되는 추출 내용:

다음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가 포함된 EPBCS HCM Extract.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Workforce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하위
집합입니다.

• EPBCS Assignment_<Release>.xdoz

주:

Oracle HCM Cloud가 아닌 BI Publisher의 /Custom 폴더로 EPBCS
Assignment_<Release>.xdoz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주:

영어가 아닌 문자가 필요한 경우 EPBCS HCM Extract.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그런 다음, BI Publisher 문서 저장소로
이동하여 EPBCS Assignment.xdoz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 EPBCS Entity Metadata_<Release>.xml

• EPBCS Employee Metadata_<Release>.xml

• EPBCS Position Metadata_<Release>.xml

• EPBCS Location Metadata_<Release>.xml

• EPBCS Job Metadata_<Release>.xml

• EPBCS Initialize.xml

주:

모든 경우에 Oracle HCM Cloud에서 EPBCS Initialize.xml을 항상 임포트해야
합니다.

주:

법률 그룹 없이 모든 추출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즉, 법률 그룹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 EPBCS Component Salary Metadata.xml

• EPBCS Assignment Data.xml

• EPBCS Account Merit Metadata.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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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egration에서는 추출에 필요한 템플리트를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Oracle HCM
Cloud에서 초기 설정되지 않으므로 Data Integration에서 제공합니다.

4. 임시 폴더에 zip을 저장합니다.

5. 임시 폴더에 저장된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를 Oracle HCM Cloud로
임포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6. BI Publisher eText 템플리트를 공유/고객 폴더에 임포트합니다.

이 템플리트는 데이터를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 Publisher eText 템플리트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7. Oracle HCM 추출을 검증하고 제출합니다.

통합을 제출하기 전에 추출 제출을 검증해야 합니다. 통합은 실행 중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제출된 이 추출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검증 및 제출.를 참조하십시오

8. 애플리케이션 옵션에서 연결 옵션을 선택하고 Oracle HCM Cloud에 연결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Oracle HCM Cloud 연결 구성 .

9. Data Integration의 Application 옵션에서 통합에 사용할 개별 Oracle HCM Cloud
추출(소스 엔티티)을 데이터 소스 범주 및 Oracle HCM Cloud 유형에 등록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Data Integration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차원(임포트 형식)을 생성하여 Oracle HCM Cloud 열을 Planning Modules 차원에
매핑합니다.

• 위치를 생성합니다.

• 올바른 Oracle Hyperion Workforce Planning 계정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하도록
매핑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10.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HCM Cloud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를 누
른 다음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11.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12. 적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와 연계된 모든 소스 필터는 통합 중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로드된 결과를
필터링할 특정 기준을 소스 필터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racle HCM Cloud 메타데이터 범주에 따라 다음 소스 필터가 적용됩니다.

• 유효 날짜: 트리가 유효하게 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 입법 데이터 그룹: 입법 데이터 그룹은 급여 및 관련 데이터를 분할하는 수단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국가마다 하나 이상의 입법 데이터 그룹이 필요합니다. 각 입법
데이터 그룹이 법으로 정한 하나 이상의 급여 단위와 연관됩니다.

• 트리 코드 - Oracle HCM Cloud의 계층을 위한 트리 코드(계층이 있는 객체(예:
조직,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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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버전: Oracle HCM Cloud의 계층 구조에 대한 트리 버전

• 변경사항만: 추출 모드를 제어합니다. 유효한 옵션은 N 또는 Y입니다.
다음 테이블에서는 여러 다른 추출 모드, 룩업 값 및 설명을 보여줍니다.

모드 룩업 값 설명

N 모든 속성 추출에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전체 추출은 해당

시점에 전체 데이터 출력을

생성하는 실행입니다.
아카이브된 데이터는

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Y 변경된 속성 이 추출 실행을 이전 추출

실행과 비교하고 기준선과

비교하여(증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데이터만

표시합니다.

주:

[옵션]의 필터 탭에서도 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 Oracle HCM Cloud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을 생성합니다.

주:

임포트된 각 Oracle HCM Cloud 추출이 자동으로 타겟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됩니다.

14. 필요한 경우 차원 세부정보를 수정합니다.

Oracle HCM Cloud 추출의 모든 열은 "일반" 유형의 EPM 대상 차원 클래스에 매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주:

Oracle HCM Cloud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일반적으로 차원 매핑
페이지의 차원 세부정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15. 멤버 매핑은 Oracle HCM Cloud 추출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될 때 사전 정의됩니다.

또한 Oracle HCM Cloud 추출에서는 데이터 차원 열의 Oracle HCM Cloud에서 임포트된
실제 데이터의 변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Oracle HCM Cloud에서는 직원 유형이 "F"(상근 직원 유형의 경우) 또는 "T"(임시
직원의 경우)이지만 Planning 모듈에서는 동일한 지정이 "FULLTIME" 또는 "TEMP"로
표시됩니다.

16. Oracle HCM Cloud 데이터 소스와 연계된 모든 애플리케이션 필터는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사전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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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된 결과를 필터링할 특정 기준을 소스 필터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옵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17. 통합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HCM Cloud 추출 정의 필드 참조

이 섹션의 테이블에는 각각의 사전 정의된 추출 정의에 속하는 Oracle Human Capital
Management Cloud 필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필드는 각 추출 정의에서 Oracle
Hyperion Workforce Planning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서브세트입니다.

• 계정 성과급 추출 정의 필드

• 지정 추출 정의 필드

• 구성요소 추출 정의 필드

• 직원 추출 정의 필드

• 엔티티 추출 정의 필드

• 직무 추출 정의 필드

• 위치 추출 정의 필드

• 직책 추출 정의 필드

계정 성과급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 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계정 성과급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계정: 성과급 추출 정의 필드

성과 비율 추출 간단한 설명

성과 비율 추출 설명

지정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지정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지정 추출 정의 필드

지정 거래 단위 코드

지정 거래 단위 코드 이름

지정 FTE 값
지정 상근 비상근

지정 유형

지정 급여 총액

지정 급여 기준 코드

지정 급여 통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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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추출 정의 필드

지정 조직 코드

지정 조직 이름

추출 지정 조직 분류

개인 번호

개인 시작 날짜

개인 생년월일

개인 성별

개인 최종 학력

지정 직무 코드

직무군 이름

지정 등급 코드

지정 직책 코드

지정 번호

지정 직책 유형

지정 직무 기능 코드

개인 전체 이름

지정 등급 이름

지정 직무 이름

지정 위치 코드

지정 위치 이름

지정 직원 범주

지정 고용 범주

지정 이름

지정 직책 이름

추출 지정 유효 시작 날짜

개인 성별 의미

개인 최종 학력 의미

지정 등급 유형

지정 비즈니스 단위 이름

지정 법적 고용주 이름

지정 입법 코드

지정 입법 이름

지정 일반 원장 코드 조합 세그먼트 1
지정 일반 원장 코드 조합 세그먼트 2
지정 일반 원장 코드 조합 세그먼트 2
지정 일반 원장 코드 조합 세그먼트 3
지정 일반 원장 코드 조합 세그먼트 4
지정 일반 원장 코드 조합 세그먼트 5
지정 일반 원장 코드 조합 세그먼트 6
조직 GL 비용 센터 - 회사

조직 GL 비용 센터 - 비용 센터

성과 비율 추출 간단한 설명

성과 비율 추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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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추출 정의 필드

혜택 금액

혜택 유형

계획 - 이름

계획 유형 - 이름

연간 비율 값
측정 단위

옵션 이름

구성요소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구성요소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구성요소 추출 정의 필드

추출 등급 코드

등급 이름

추출 등급 유형

직원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사원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직원 추출 정의 필드

추출 직원 개인 번호

개인 전체 이름

개인 생년월일

개인 기업 고용 날짜

개인 성별

개인 성별 의미

개인 최종 학력

개인 최종 학력 의미

지정 직원 범주

지정 직원 범주 의미

지정 거래 단위 코드

지정 거래 단위 코드 이름

개인 이름

개인 성
지정 고용 범주

지정 고용 범주 의미

위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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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엔티티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엔티티 추출 정의 필드

추출 조직 트리 코드

추출 조직 트리 버전 이름

추출 조직 트리 거리

추출 조직 트리 깊이

추출 조직 트리 리프 여부

추출 조직 트리 코드

추출 조직 트리 이름

직무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 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작업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직무 추출 정의 필드

추출 직무 코드

직무 이름

직무군 이름

추출 직무 기능 코드

추출 직무 기능 코드 의미

위치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 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작업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위치 추출 정의 필드

추출 위치 코드

추출 위치 이름

추출 위치 국가

추출 위치 동/면 또는 구/군/시
추출 위치 영역 1
추출 위치 영역 2
추출 위치 영역 3

직책 추출 정의 필드

다음 테이블에서는 추출 정의에서 Workforce 또는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출 및 로드할 수 있는 직책 추출 정의 필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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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추출 정의 필드

추출 직책 트리 코드

추출 직책 트리 버전 이름

추출 직책 트리 깊이

추출 직책 트리 거리

추출 직책 트리 리프 여부

추출 직책 코드

직책 이름

증분 파일 어댑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드
증분 파일 어댑터 기능을 사용하면 소스 데이터 파일을 소스 데이터 파일의 이전 버전과
비교하고 새 레코드 또는 변경된 레코드를 확인한 다음 해당 데이터 세트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 전에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을 정렬하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정렬된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을 증분 파일 어댑터로 등록합니다.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을 템플리트로 사용합니다. 실제 데이터 로드는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과
후속 파일 간에 파일 비교를 실행하는 통합에 지정된 파일에서 실행합니다. 그 후로 한 번, 두
번 또는 여러 번 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행 파일은 후속 로드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어댑터에서는 차이점만 로드하므로 파일 임포트 중에 로드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머지 데이터 임포트 프로세스는 파일의 표준 데이터 로드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고려사항:

• 소스 데이터 파일은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어야 합니다.

• 사용된 데이터 파일에는 구분된 열을 설명하는 한 줄의 머리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숫자와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모두 통합할 수 있습니다.

• 두 파일 간에 삭제된 레코드는 무시됩니다. 이 경우 삭제된 레코드를 수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파일이 누락되었거나 마지막 ID를 존재하지 않는 실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 로드가 완료됩니다.

• 정렬 옵션에 따라 이 기능을 사용하는 성능 레벨이 결정됩니다. 정렬하면 처리 시간을
늘어납니다. 파일을 사전에 정렬하면 프로세스가 빨라집니다.

• 증분 로드에서는 단일 기간 데이터 로드만 지원됩니다. 다중 기간 로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증분 파일은 바꾸기 모드에서 로드되고 최종 버전의 파일 비교만 스테이징 테이블에
있으므로 증분 로드에 드릴 다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시해결책으로 전체 데이터 로드 메소드를 사용하여 동일한 데이터 파일을 다른
위치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임포트하기만 하고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익스포트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스 데이터 파일의 사본은 나중에 비교하기 위해 아카이브됩니다. 마지막 5개 버전만
유지됩니다. 파일은 최대 60일 동안 보존됩니다. 60일이 넘게 증분 로드를 수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프로세스 ID를 0으로 설정하고 로드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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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 파일 어댑터 설정

증분 파일 데이터 소스를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유형에서 증분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파일에서 템플리트로 사용할 초기 소스 데이터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소스 데이터 파일은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어야 합니다.

• 사용된 데이터 파일에는 구분된 열을 설명하는 한 줄의 머리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숫자와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모두 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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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를 누른 다음 통합 생성에서 소스 데이터와 타겟 간
통합을 생성한 다음 저장 및 계속을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통합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9. 차원 매핑에서 소스와 타겟 간 차원(임포트 형식 빌드)을 매핑합니다.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a. 유형에서 구분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구분됨 - 숫자 데이터를 파일의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파일 구분자 드롭다운에서 구분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구분자:

• 쉼표(,)

•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파이프(|)

• 탭

• 물결표(~)

c. 매핑 그리드에서 소스 데이터-로드 파일의 소스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십시오.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파일에 대해 임포트 형식이 이미 정의된 경우 소스와 타겟 열이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새 임포트 형식을 추가하거나 기존 임포트 형식을 편집하는 경우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열에서 임포트할 파일의 필드 번호를 지정합니다.

• 소스 차원 선택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차원의 여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계정" 소스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또는 타겟 표현식 추가: 소스 또는 타겟에서 직접 값에 대해 연산을 수행할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소스 표현식 사용 및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d. 선택사항: 쉼표로 구분된 파일의 경우 행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추가할 행을 선택하여 임포트 형식에 매핑할 추가 행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행:

• 소스 기간

– 연도

– 기간

– 기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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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 속성

• 설명

• 차원 행

– 계정

– 버전

– 엔티티

– 뷰

행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맵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10. 멤버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에서 임의의 멤버를 타겟에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1. 옵션 페이지에서 필터 탭을 누릅니다.

주:

통합 실행 페이지의 필터 탭에서 소스 파일, 증분 처리 옵션, 마지막 프로세스 ID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2. 소스 파일에서 로드할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거나 데이터와 해당 머리글이 있는 다른 파일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이전과 같이 선택합니다. 원래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거나
새 이름의 파일일 수 있습니다. 파일(즉, 증분 로드 파일) 차이는 로드된 두 파일 사이에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A.txt 파일에 100개의 행이 있으며 파일 B.txt에 300개의 행이
있고 처음 100개의 행이 동일한 경우 ID가 0일 때 첫번째 로드는 A.txt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번째 로드는 B.txt 파일에 대해 비교되며 ID는 A에 지정된 로드 ID를 자동으로 가리킵니다.

13. 증분 처리 옵션에서 소스 파일에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스 파일을 정렬하지 않음—소스 파일을 제공된 상태 그대로 비교합니다. 이 옵션에서는
소스 파일이 매번 동일한 순서로 생성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서 파일 비교를
수행한 다음 새 레코드와 변경된 레코드를 추출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증분 파일
로드가 더 빨리 수행됩니다.

• 소스 파일 정렬—파일 변경사항 비교를 수행하기 전에 소스 파일을 정렬합니다. 이
옵션에서는 소스 파일이 먼저 정렬됩니다. 그러면 정렬된 파일을 이전에 정렬된 파일
버전과 비교합니다. 대규모 파일을 정렬하면 시스템 리소스가 많이 소모되고 수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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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렬 안함 옵션을 사용하는 통합이 있지만 소스 파일 정렬 옵션으로 전환하면
파일 순서가 서로 다르므로 첫번째 로드의 결과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후속
실행에서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로드합니다.

14. 마지막 프로세스 ID에는 원래 소스 데이터 파일의 마지막 실행 ID가 표시됩니다.

원래 데이터 파일에 대해 로드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마지막 프로세스 ID에 0 값이
표시됩니다.

다시 로드를 실행하면 마지막 프로세스 ID에 마지막 로드의 실행 번호가 표시됩니다.

새로 생성된 파일 비교 버전과 원래 데이터 파일에 차이점이 없으면 마지막 프로세스 ID
값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마지막 로드 ID에 지정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려면 마지막 프로세스 ID를 0으로 다시 설정하고 새 소스
파일을 선택하여 기준선을 재설정하십시오.

15. 저장을 누릅니다.

16.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통합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17.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18. 다음 옵션을 작성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 임포트 모드

• 익스포트 모드

• 시작 기간

• 종료 기간

통합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Workforce 신규 고용 데이터 대량 로드

신규 고용 대량 데이터를 Workforce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대량 신규 고용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한 번에 여러 신규 고용에 대한 신규 고용 요청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량 신규 고용 데이터는 증분 파일 어댑터를 사용하여 로드됩니다. 이 유형의 통합은 소스
데이터 파일을 이전 버전의 소스 데이터 파일과 비교하고 신규 또는 변경된 레코드를 식별한
다음 해당 데이터 세트만 로드합니다.

고객은 채용 요청 추가를 사용하여 요청을 한 번에 하나씩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 없이 신규
채용을 대량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Modules 작업의 고용 요청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대량 로드 프로세스 설명

신규 고용 데이터를 Workforce에 대량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새 고용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Workforce의 신규 고용 처리
대량 업데이트 양식에 사용할 수 있는 빈 요청이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이미 있는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기존 요청 데이터가 Data Integration을
통해 로드된 새 레코드로 대체됩니다.

2.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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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4.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 드롭다운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5. 유형에서 증분 파일을 선택합니다.

6. 파일에서 템플리트로 사용할 대량 새 고용 소스 데이터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소스 데이터 파일은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어야 합니다.

• 사용된 데이터 파일에는 구분된 열을 설명하는 한 줄의 머리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숫자와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모두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량 새 고용 파일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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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9.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를 클릭한 다음 통합 생성 페이지에서 소스
데이터와 타겟 간 통합을 생성한 다음 저장 및 계속을 누릅니다.

a. 이름과 설명에 새 통합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b.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c. 소스( ) 드롭다운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d. 파일 브라우저에서 대량 새 고용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대량 새 고용 파일을 선택할 때 파일 옵션을 눌러 파일 임포트 페이지에서 콘텐츠
형식을 미리보고 관리합니다.

e. 타겟( )에서 대량 새 고용 데이터를 로드할 Workforce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f. 큐브에서 타겟 시스템의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g. 범주에서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타겟 시나리오 차원 멤버로 분류 및 매핑하는 데
필요한 범주 매핑을 선택합니다.

나열된 범주는 "실제"와 같이 설정에서 생성한 범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주 매핑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h. 선택사항: 통합에 적용 가능한 위치 속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 속성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i.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10. 차원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와 타겟 간 차원(임포트 형식 빌드)을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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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에서 구분 - 모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b. 파일 구분자 드롭다운에서 구분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구분자:

• 쉼표(,)

•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파이프(|)

• 탭

• 물결표(~)

c. 매핑 그리드에서 소스 데이터-로드 파일의 소스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십시오.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파일에 대해 임포트 형식이 이미 정의된 경우 소스와 타겟 열이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새 임포트 형식을 추가하거나 기존 임포트 형식을 편집하는 경우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열에서 임포트할 파일의 필드 번호를 지정합니다.

• 소스 차원 선택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차원의 여러 소스 열을 타겟 차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계정" 소스 열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또는 타겟 표현식 추가: 소스 또는 타겟에서 직접 값에 대해 연산을 수행할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소스 표현식 사용 및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d. 선택사항: 쉼표로 구분된 파일의 경우 행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드롭 다운에서
추가할 행을 선택하여 임포트 형식에 매핑할 추가 행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행:

• 소스 기간

– 연도

– 기간

– 기간 번호

• 통화

• 속성

• 설명

• 차원 행

– 계정

– 버전

– 엔티티

–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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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맵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11. 멤버 매핑 페이지에서 소스에서 임의의 멤버를 타겟에 매핑합니다.

모든 멤버를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 Workforce에 매핑하려면 매핑 유형으로 모두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른 다음 멤버 매핑 추가 페이지에서 소스에 *를 입력하고 타겟에 *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12. 옵션 페이지에서 필터 탭을 누릅니다.

a. 소스 파일에서 로드할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거나 데이터와 해당 머리글이
있는 다른 파일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이전과 같이 선택합니다. 원래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거나 새 이름의 파일일 수 있습니다. 파일(즉, 증분 로드 파일) 차이는 로드된
두 파일 사이에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A.txt 파일에 100개의 행이 있으며
파일 B.txt에 300개의 행이 있고 처음 100개의 행이 동일한 경우 ID가 0일 때
첫번째 로드는 A.txt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번째 로드는 B.txt 파일에 대해
비교되며 ID는 A에 지정된 로드 ID를 자동으로 가리킵니다.

b. 증분 처리 옵션에서 소스 파일에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스 파일을 정렬하지 않음—소스 파일을 제공된 상태 그대로 비교합니다. 이
옵션에서는 소스 파일이 매번 동일한 순서로 생성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서 파일 비교를 수행한 다음 새 레코드와 변경된 레코드를 추출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증분 파일 로드가 더 빨리 수행됩니다.

• 소스 파일 정렬—파일 변경사항 비교를 수행하기 전에 소스 파일을 정렬합니다.
이 옵션에서는 소스 파일이 먼저 정렬됩니다. 그러면 정렬된 파일을 이전에
정렬된 파일 버전과 비교합니다. 대규모 파일을 정렬하면 시스템 리소스가 많이
소모되고 수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Note:

정렬 안함 옵션을 사용하는 통합이 있지만 소스 파일 정렬 옵션으로
전환하면 파일 순서가 서로 다르므로 첫번째 로드의 결과가 올바르지
않게 됩니다. 후속 실행에서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로드합니다.

c. 마지막 프로세스 ID에는 원래 소스 데이터 파일의 마지막 실행 ID가 표시됩니다.

원래 데이터 파일에 대해 로드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마지막 프로세스 ID에 0 값이
표시됩니다.

다시 로드를 실행하면 마지막 프로세스 ID에 마지막 로드의 실행 번호가
표시됩니다.

새로 생성된 파일 비교 버전과 원래 데이터 파일에 차이점이 없으면 마지막
프로세스 ID 값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마지막 로드 ID에 지정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려면 마지막 프로세스 ID를 0으로 다시 설정하고 새 소스
파일을 선택하여 기준선을 재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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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통합 실행 페이지의 필터 탭에서 소스 파일, 증분 처리 옵션, 마지막 프로세스 ID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3. 저장을 누릅니다.

14. 옵션 탭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을 작성합니다.

a. 범주에서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타겟 시나리오 차원 멤버로 분류 및 매핑하는 데 필요한
범주 매핑을 선택합니다.

증분 데이터 로드를 위해 다른 소스 파일을 선택한 경우 범주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b. 계획 유형에서 계획 유형을 선택합니다.

c. 로드 방법에서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15. 포함 모드에서 OWP_Incremental Process Data with Synchronize Defaults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합니다.

포함 모드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후에 실행되는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드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되며 로드된 데이터 교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터 유형 로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규칙은 이벤트를 통해 트리거되지 않으며 런타임 매개변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OWP_Incremental Process Data with Synchronize Defaults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지정된 통합에 대해 비즈니스 규칙을 등록하려면 일반 페이지에서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한 다음, 통합 편집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b. 비즈니스 규칙 페이지에서 포함 모드를 누릅니다.

c. 를 누릅니다.

d. 이름에서 OWP_Incremental Process Data with Synchronize Defaults 비즈니스
규칙을 선택합니다.

이름에서 실행할 비즈니스 규칙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규칙은 Calculation Manager에서 사전 빌드된 후
데이터를 Planning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때 Data Integration에 제공된 것입니다.

Planning에서 비즈니스 규칙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비즈니스 규칙을 검증하지 않는 Data
Integration에서는 새 비즈니스 규칙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e. 저장을 누릅니다.

16.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통합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17.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18. 다음 옵션을 작성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 임포트 모드

• 익스포트 모드

• 시작 기간

• 종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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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시작일을 전년도 날짜로 입력하면 해당 시작일 날짜가 신규 고용을 위한 계획
시작 연도, 시작 월, 시작일로 재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로드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필요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Planning 환경 내에 기본
Essbase 애플리케이션을 재생성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무형식을 사용하면 모든
차원을 큐브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Planning 관련 통화, 엔티티, 시나리오, 버전 차원은
무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형식을 사용하여 플랫폼 기능을 계속
활용하면서 고유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고유한 큐브를 빌드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Essbase 아웃라인(OTL) 파일을 사용하거나 차원을 수동으로 정의하여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reeForm 관리 및 작업의 무형식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은 Planning의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에 차원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의 용도의 Essbase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Data Management와 Data Integration에서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에는 최소한 계정, 기간, 시나리오라는 세 개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통합의 애플리케이션 정의에 차원 유형이 계정, 기간, 시나리오인
세 개의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2. 시스템이 데이터 로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간 매핑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기간 멤버인 Jan-20을 기간으로 지정하여 기간 매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와 Data Integration에서 기간 매핑을 설정하는
경우 기간 매핑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증을 통과하도록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기간과 연도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도 차원을
정의할 필요 없이 기간만 정의하면 됩니다.

3. 시나리오 차원을 지정해야 하지만 Planning에서는 아무것이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통합에서 차원이 시나리오 차원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가 성공하도록 범주 매핑을 설정해야 합니다.

• 차원 중 하나에 대해 계정 차원 분류를 지정합니다.

• 드릴스루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나리오"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차원 중 하나에 대해
시나리오 차원 분류를 지정합니다. 차원이 시나리오로 분류되는 경우 타겟 값을
지정하는 데 범주 매핑이 사용되므로 데이터는 하나의 값으로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차원을 선택하고 범주 매핑을 정의하십시오.

• 확인 기능을 사용하려면 "엔티티"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차원 중 하나에 대해
엔티티 차원 분류를 지정합니다.

ASO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는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Data
Management 타겟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사용하고 Essbase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하여 수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4. ASO 큐브만 사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무형식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려면 차원
애플리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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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큐브로 "모든 입력 큐브"를 사용하여 새 EPM 로컬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BSO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므로 이 애플리케이션은 차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b. 새 차원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차원 애플리케이션을 소스로 사용하여 적절한 소스와의 통합을 정의하면
메타데이터를 ASO 큐브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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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PM Integration Agent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직접 로드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온-프레미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쿼리를 실행하고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를 EPM Cloud로 로드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통합의 데이터
소스로 정의됩니다. 스크립팅을 통해 EPM Integration Agent를 확장하여 타사 REST API,
비관계형 소스 또는 Jython, Groovy, Java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한 다른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동기 및 비동기의 두 가지 모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드는 온-
프레미스 데이터와 EPM Cloud 간에 통신을 여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통합이 동기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EPM Cloud가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EPM Cloud에서 적합한 에이전트에 대한 직접
호출을 시작합니다. 통합이 비동기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 EPM Cloud는 실행할 통합 작업을
대기열에 넣습니다. 에이전트가 간격마다 폴링하고 대기열에 있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클러스터 지정을 정의하여 다른 여러 클러스터에 통합 작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통합 작업 배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 작업이 시작되면 시스템에서 작업이 지정된
위치를 검사하고 클러스터를 확인한 다음, 해당 클러스터에 작업을 지정합니다. 작업 실행
우선순위는 클러스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장은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설치 및 구성 섹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구성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EPM Cloud와 온-프레미스 간 연결 섹션에서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어댑터와 쌍을 이룬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동기 및 비동기 모드로 클러스터와 지정을
사용하여 통합 작업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목표 다음 비디오 시청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 알아보기
 

EPM Integration Agent에서 소스 시스템 데이터
활용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관리

EPM Integration Agent 설치 및 구성
이 섹션에서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배포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설정 및 구성 태스크에 대해 설명합니다.

빠른 참조:

• EPM Integration Agent 구성 및 시작 프로세스 설명

• EPMAgent ZIP 다운로드

• 애플리케이션 폴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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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 구성

• EPM Integration Agent를 Windows 서비스로 실행

•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쓰기 되돌림

• 동기 모드 구성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EPM Cloud와 온-프레미스 간 연결

EPM Integration Agent 구성 및 시작 프로세스 설명

아래 단계는 EPM Integration Agent 구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구성 단계와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JAVA_HOME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_HOME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주:

EPM Integration Agent는 Java 8이 설치된 Windows 및 Linux에서
실행됩니다. Java 8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racle.com/java/
technologies/java8.html을 참조하십시오.

2.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EPMAgent 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Agent ZIP 다운로드을 참조하십시오.

3. EPMAgent.zip을 추출합니다.

4. 실행 대기열에 배치된 경우 작업 추출 방법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클러스터 이해 및 클러스터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클러스터 이름은 EPMCLUSTER입니다.

5. 기본적으로 EPM Integration Agent에는 Oracle용 JDBC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QL Server용 Microsoft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 EPM Integration Agent에서
SQL Server용 Microsoft JDBC 드라이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소스용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6.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폴더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7. EPM 에이전트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복사하고 저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매개변수로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8.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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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PM Integration Agent를 Windows 서비스로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를 Windows 서비스로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서비스로 에이전트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서 설명하는 bat 파일을
대신 사용합니다.

10. EPM Integration Agent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11. 동기 모드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기 모드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12. 통합 플로우를 선택합니다.

통합 플로우는 동기 모드 또는 비동기 모드일 수 있습니다. 모드는 에이전트가 EPM Cloud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EPM Cloud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직접
호출하거나, Integration Agent에서 폴링을 통해 EPM Cloud의 데이터 요청이 제출된 시기를
확인합니다.

OCI(Gen2) 환경에서 OAuth 2.0 권한부여 프로토콜 사용

EPM Integration Agent는 OAuth 2.0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CI(Gen 2)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Auth는 사용자 보안 정보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고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표준 권한부여 프로토콜입니다.

OAuth 2.0 권한부여 사용 프로세스 설명

다음 단계는 EPM Integration Agent에 대해 OAuth 2.0 권한부여를 설정하는 대략적인 방법을
보여 줍니다.

OAuth 2.0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을 공용 클라이언트로 등록 - ID 도메인 관리자가 Oracle Cloud Identity
Services에 애플리케이션을 공용 클라이언트로 등록합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적절한 등록 정보를 제공하여 이 권한을 부여합니다.
OAuth2는 구독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ID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공용 클라이언트로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2. EPM Integration Agent agentparams.ini 구성 - EPM Integration Agent에 대해 OAuth
인증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ID 도메인 관리자가 OAuth에 맞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생성된 클라이언트 ID를 지정한 후 클라우드 URL과 EPM_APP_DATA_HOME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에서 OAUTH 옵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3. 토큰 재생성 - createoauthtoken.bat 파일(Windows의 경우) 또는

createoauthtoken.sh(Linux의 경우)를 실행하여 시스템에서 액세스 토큰과 새로고침 토큰을

자동으로 재생성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oauthtoken.bat 또는 createoauthtoken.sh 파일을 실행하여 토큰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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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ID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공용 클라이언트로 등록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Gen 2 아키텍처의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을 사용하면 환경에서 비밀번호 사용을 피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OAuth 2 액세스 토큰을 통해 EPM Cloud에서 REST API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OAuth 2를 사용하여 인증 설정

EPM Integration Agent가 OCI(Gen 2)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에 액세스하려면 EPM Cloud 서비스 관리자가 도메인 관리자에게 OAuth 2
클라이언트를 설정하고 IDCS(ID 도메인 클라우드 서비스) URL, 애플리케이션 범위,
클라이언트 ID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등록

첫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서비스 제공자 구성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보안 조치로, Oracle Cloud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적절한 등록 정보를 제공하여 이 권한을 부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공용(데이터 센터 외부에 있음) 또는 기밀일 수 있습니다. 공용
클라이언트에는 client_id가 지정됩니다. 기밀 클라이언트에는 client_id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암호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는 특정 범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액세스 토큰을 요청할 수 있는 허용된
권한부여 유형이 결정됩니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서버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액세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액세스
토큰을 얻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IDCS 지원 액세스 권한부여 유형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새로고침 토큰 권한부여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Identity Cloud Service 도메인 관리자는 이 항목의 단계에 따라 요청된 클라이언트의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자 콘솔에서 공용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그런 후에 도메인
관리자는 Identity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 URL과 클라이언트 ID를 EPM Cloud
서비스 관리자와 공유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는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자 태스크:

1. 도메인 관리자로 Identity Cloud Service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보호된 OAuth 2 API의 토큰 등록정보를 구성합니다.

a. 대시보드 창에서 Oracle Cloud Services를 누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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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성 탭의 리소스에서 새로고침 토큰 허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선택사항: 액세스 토큰 만료 및 새로고침 토큰 만료를 변경합니다. 액세스 토큰 만료 값으로
3600(1시간)을 지정하고 새로고침 토큰 만료 값으로 604,800(7일)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d. 저장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창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4. 애플리케이션 추가 페이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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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추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5.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섹션의 이름에 REST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선택사항: 필요에 따라 기타 세부정보를 추가합니다.

7. 다음을 누릅니다.

8. 권한부여 섹션의 허용된 권한부여 유형에서 새로고침 토큰 및 장치 코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 다음 완료 순으로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추가됨 페이지에 생성된 클라이언트 ID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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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라이언트 ID는 구성 탭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섹션 아래에도 표시됩니다.

10. 에이전트의 agentparams.ini에 있는 Client_ID 필드에 ID를 복사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에서 OAUTH 옵션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11. 애플리케이션 추가됨 페이지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12. 활성화를 눌러 클라이언트를 활성화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application name이(가) 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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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Integration Agent에서 OAUTH 옵션 사용

EPM Integration Agent에 OAuth 2.0을 사용하여 환경에 액세스하려는 서비스 관리자의
경우 agentparamas.ini 파일에 다음 세부정보가 필요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에서 Oauth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C:\EPMAgentData\config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2. 텍스트 편집기에서 agentparams.ini 파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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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oud_URL에서 에이전트를 인증하고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RL을 지정합니다.

에이전트와 연계된 EPM Cloud 인스턴스의 URL입니다(예: http://epmcloudserver).

4. OAUTH_ENABLED 매개변수에 Y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 N을 입력하면 OAuth 인증 대신 비밀번호 인증이 사용됩니다.

5. Client_ID에서 ID 도메인 관리자가 OAuth에 맞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생성된
클라이언트 ID를 입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탭의 일반 정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에서 OAUTH 옵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ID는 ID 도메인 관리자가 OAuth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생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탭의 일반 정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6. agentparams.ini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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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oauthtoken.bat 또는 createoauthtoken.sh 파일을 실행하여 토큰
생성

도메인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IDCS URL과 클라이언트 ID를 제공한 후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관리자는
createoauthtoken.bat(Windows의 경우) 또는 createoauthtoken.sh(Linux의 경우)를
실행하여 액세스 토큰과 새로고침 토큰을 자동으로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액세스 토큰과 새로고침 토큰을 생성하고 oauth.properties 파일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시스템은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EPM Cloud 정보에 액세스하고,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새로고침 토큰을 사용하여 새 액세스 토큰을 생성합니다.

Note:

에이전트를 중지하고 새로고침 토큰 만료 기간(기본값 7일)이 지날 때까지
시작하지 않은 경우 createauthtoken.bat 스크립트를 재실행하여 새 토큰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createoauthtoken.bat(Windows) 또는 createoauthtoken.sh(Linux) 실행

createoauthtoken.bat 또는 createoauthtoken.sh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명령 프롬프트에서 createoauthtoken.bat 또는 createoauthtoken.sh를 아래에

표시된 대로 실행하고 agent_parameters.ini 파일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지정합니다.

createoauthtoken.bat path to the agent_parameters.ini file.

또는

createoauthtoken.bat "C:\my apphome\config\agentparams.ini"

2. createauthtoken.bat C:\EPMAgent\apphome\config\agentparams.ini를
실행하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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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에서 verification_url을 열고 위 페이지에 표시된 단계에 따라 user_code를
확인합니다. 브라우저에서 user_code가 확인되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Enter 키를 눌러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a. 인증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PM Cloud 사용자의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b.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user_code를 입력합니다.

c. 성공 메시지가 표시되면 브라우저 창 또는 탭을 닫습니다.

d. 위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5분 이내에 b단계의 확인을 완료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5분이 지나면 명령 프롬프트에 "EPM 에이전트에서 액세스 토큰 및 새로고침 토큰을
업데이트하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JAVA_HOME 설정

JAVA_HOME 환경 변수는 컴퓨터에서 JRE(Java Runtime Environment)가 설치된 디렉토리를

가리킵니다.

다음 태스크는 Windows 또는 UNIX 시스템에서 JAVA_HOME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JAVA_HOME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내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2. 고급 탭에서 환경 변수를 선택한 다음, JRE(Java Runtime Environment)의 위치를
가리키도록 JAVA_HOME을 편집합니다.

예를 들어 C:\Program Files\Java\jdk1.8\jr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JRE는 JDK(Java 개발 키트)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UNIX 시스템에서 JAVA_HOME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Korn 및 bash 쉘의 경우 다음을 지정합니다.

export JAVA_HOME=jdk-install-dir
export PATH=$JAVA_HOME/bin:$PATH

Bourne 쉘의 경우 다음을 지정합니다.

JAVA_HOME=jdk-install-dir
export JAVA_HOME
PATH=$JAVA_HOME/bin:$PATH
export PATH

C 쉘의 경우 다음을 지정합니다.

setenv JAVA_HOME jdk-install-dir
export JAVA_HOME
PATH=$JAVA_HOME/bin:$PATH
export PATH
setenv PATH $JAVA_HOME/bin:$PATH
export PATH=$JAVA_HOME/bin:$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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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gent ZIP 다운로드

EMPAgent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을 누릅니다.

2. 데이터 교환( )을 누르고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합니다.

3. 선택적으로 네비게이터( )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교환
( )을 선택하여 Data Integra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에이전트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5. 파일 관리자 페이지에서 EPMAgent ZIP을 대상 폴더로 추출합니다.

대상 폴더는 AGENT_HOME 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폴더 생성

Agent Home 디렉토리로 EPMAgent.zip을 다운로드하고 추출한 후에

createAppFolder.bat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그 및 구성 파일을 저장할 애플리케이션 폴더

구조를 생성합니다. 구성 파일에는 초기화 매개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config, data, logs, scripts라는 폴더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보여
줍니다.

애플리케이션 폴더 구조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명령 프롬프트에서 cd AGENT HOME/bin directory를 입력하여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합니다.

AGENT HOME 은 EPMAgent.zip을 추출한 디렉토리입니다.

2. 명령 프롬프트에서 createAppFolder.bat C:\EPMAgentData를 입력합니다.

createAppFolder.bat 실행이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 폴더 생성 스크립트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reateappfolder.bat를 실행하면, 스크립트는 채워진 EPM_AGENT_HOME 및
EPM_APP_DATA_HOME 매개변수가 포함된 INI 파일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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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

주:

릴리스 22.07 업데이트부터 EPM Integration Agent를 설치할 때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포함하는 cert 폴더가 더 이상 다운로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인증서가

환경 변수에서 확인된 JAVA_HOME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할 때 빈
cert 하위 폴더는 계속 설치됩니다.

이전 버전의 에이전트(22.07 업데이트 이전)를 사용하려는 경우 cert 폴더의 기존

인증서를 모두 유지합니다. 사용자정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PM Integration Agent에서 SQL Server용 Microsoft JDBC 드라이버
구성

EPM Integration Agent에서 JDBC(Microsoft Java Database Connectivity)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SQL Server에 연결하려는 경우 이 섹션에서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QL Server용 Microsoft JDBC 드라이버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다음 웹 사이트에서 SQL Server jar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풉니다. SQL Server용 Microsoft
JDBC 드라이버 다운로드

드라이버가 JRE8 호환 드라이버여야 합니다.

2. jar 파일 mssql-jdbc-6.4.0.jre8.jar을 EPM_AGENT_HOME/lib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jar 파일을 C:\EPMAgent\lib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3. agentparams.ini 파일에서 CUSTOM_CLASS_PATH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EPM
Integration Agent에 있는 mssql-jdbc-6.4.0.jre8.jar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USTOM_CLASS_PATH=C:\EPMAgent\lib\mssql-jdbc-6.4.0.jre8.jar을
지정합니다.

agentparams.ini 파일에서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필터에 JDBC_URL을 지정합니다.

JDBC_URL은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jdbc:sqlserver://server:port;DatabaseName=dbname
5. 애플리케이션 필터에 JDBC_URL을 지정합니다.

JDBC_URL은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jdbc:sqlserver://server:port;DatabaseName=dbname

Oracle Database에 대한 SSL 연결 구성

EPM Integration Agent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SL(Secure Sockets Layer) 연결을
지원합니다. SSL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수준 인증,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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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데이터베이스에 SSL 연결을 사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옵션에서 JDBC URL을
설정하고 EPM 에이전트 INI 파일에서 사용자정의 JAVA 속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Note:

SSL 연결은 Oracle Database에만 지원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JDBC URL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에서 Oracle Database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4. JDBC URL에서 Oracle Database에 대한 SSL 연결에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 형식을 지정합니다.

Oracle Thin JDBC 드라이버의 경우 서비스의 JDBC 드라이버 URL은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Oracle Database에 연결됩니다.

jdbc:oracle:thin:@(DESCRIPTION=(ADDRESS=(PROTOCOL=TCPS)
(HOST=<hostname>)(PORT=<portnumber>))(CONNECT_DATA
=(SERVICE_NAME=<servicename>)))
SID(보안 식별자)의 JDBC 드라이버 URL은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Oracle Database에
연결됩니다.

jdbc:oracle:thin:@(DESCRIPTION=(ADDRESS=(PROTOCOL=TCPS)
(HOST=<hostname>)(PORT=<portnumber>))(CONNECT_DATA =(SID=<sid>)))

5. 저장을 누릅니다.

사용자정의 Java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C:\EPMAgentData\config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2. agentparams.ini 파일을 두 번 눌러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로 엽니다.

3. CUSTOM_JAVA_OPTIONS= 필드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Djdbc.keyStore=<keystore jks file location> -
Djdbc.keyStorePassword=<encrypted key store password> -
Djdbc.keyStoreType=JKS -Djdbc.trustStore=<trust store jks file
location> -Djdbc.trustStorePassword=<encrypted trust store password> -
Djdbc.trustStoreType=JKS

Note:

비밀번호는 에이전트에서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을
참조하십시오.

4. agentparams.ini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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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Integration Agent에서 SQL 데이터 소스용 사용자정의 JDBC
드라이버 구성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유형 3 및 유형 4 규격인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쿼리를 실행한 다음,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만 제공하고 개별 드라이버를 인증하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버에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이 사용자정의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형 3 또는 유형 4 규격인 SQL Server용 JDBC 드라이버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유형 3 또는 유형 4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2. jar 파일을 EPM_AGENT_HOME/lib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mysql-connector-java-8.0.22.jar을 복사하여 C:\EPMAgent\lib 디렉토리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3. agentparams.ini 파일에 CUSTOM_CLASS_PATH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EPM Integration
Agent에서 jar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USTOM_CLASS_PATH=../lib/mysql-connector- java-8.0.22.jar을
지정합니다.

agentparams.ini 파일에서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에 JDBC_URL을 지정합니다.

JDBC_URL은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jdbc:sqlserver://server:port;DatabaseName=dbname
다음 예에서는 JDBC 드라이버 및 JDBC URL을 채우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 구성

EPM Integration Agent에 대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RL 및
EPM Cloud 도메인의 시작 매개변수는 agentparams.ini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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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를 정의하기 전에, 채워진
EPM_AGENT_HOME 및 EPM_APP_DATA_HOME 매개변수가 포함된 INI 파일을

생성하는 createAppFolder.bat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폴더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사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려면
ecryptpassword.bat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을 참조하십시오.

EPM Integration Agent에서 사용하는 시작 매개변수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C:\EPMAgentData\config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2. agentparams.ini 파일을 두 번 눌러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로 엽니다.

agentparams.ini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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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M_AGENT_HOME은 에이전트의 홈 디렉토리 이름입니다. 이 폴더에는 bin 및 lib 폴더가

있습니다.

createappfolder.bat를 실행하면, 스크립트는 채워진 EPM_AGENT_HOME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폴더 이름을 변경하면 에이전트가 새 위치에서 실행되고, 새 EPM_APP_DATA_HOME 폴더에

파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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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M_APP_DATA_HOME은 config, log, script 폴더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폴더의 이름입니다. 구성 폴더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빈 인증서 폴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reateappfolder.bat를 실행하면, 스크립트는 채워진 EPM_APP_DATA_HOME
매개변수가 포함된 INI 파일을 생성합니다.

5. AGENT_NAME에서 EPM Integration Agent의 고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에는 문자와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GENT_NAME 에는 기호 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6. CLUSTER에서 에이전트가 속한 클러스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에는 영숫자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 또는 앰퍼샌드(&)와 같은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에는 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클러스터 이름은 EPMCLUSTER입니다.

주:

클러스터 이름이 Data Integration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야 여기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이 매개변수는 필수입니다.

7. PORT에서 EPM Integration Agent가 실행되는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필수입니다.

8. CLOUD_URL에서 에이전트를 인증하고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EPM Cloud URL을
지정합니다.

에이전트와 연계된 EPM 인스턴스의 URL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xample-pbcs.us1.oraclecloud.com

주:

Cloud_URL 끝에 "epmcloud" 또는 "HyperionPlanning"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 매개변수는 필수입니다.

9. CLOUD_DOMAIN에서 EPM Cloud URL의 고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ID 도메인은 서비스 인스턴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을 제어합니다. 인증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도 제어합니다. 서비스 인스턴스는 ID 도메인에
속합니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도메인 이름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Data
Management에는 고객이 서비스에 등록할 때 제공된 원래 도메인 이름이 필요합니다.
Data Management에서 EPM Cloud 연결을 설정하는 경우 별칭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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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en 2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면 CLOUD_DOMAIN 매개변수는 필수입니다.

10. CLOUD_USER_NAME에서 EPM Cloud 환경에 있는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SSO 사용자 이름이 아닌 고유 사용자여야 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필수입니다.

11. CLOUD_PASSWORD에서 관리자 사용자의 암호화된 비밀번호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EPM Cloud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encryptpassword.bat(Windows의 경우) 또는

ecryptpassword.sh(Linux의 경우)를 실행하여 암호화된 비밀번호 문자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이 매개변수는 필수입니다.

12. LOG_LEVEL에서 로컬 EPM Integration Agent 로그 레벨을 지정합니다.

적합한 로그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L - 가장 세부적인 레벨을 표시하고 모든 로그 명령문을 인쇄합니다.

• INFO - 중요한 선택된 로그를 인쇄합니다.

• ERROR - 최소 로깅을 수행합니다. 심각한 오류만 인쇄됩니다.

모든 로그는 APPDATA_HOME\logs 폴더에 있는 파일에 기록됩니다.

이 매개변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모두이 기본 로그 레벨입니다.

13. POLL_INTERVAL에서 비동기 모드로 대기 및 폴링하는 시간 간격을 지정합니다.

시간 간격은 초 단위로 지정됩니다. 기본 시간 간격은 120초입니다.

14. REGISTER_WITH_IP에서 에이전트를 호스트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N을 지정합니다.
에이전트를 IP 주소로 등록하려면 Y를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15. EXECUTION_POOL_SIZE에서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실행 풀 크기는 2입니다.

이 매개변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16. JYTHON_HOME에서 Jython이 설치된 최상위 레벨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Jython을 스크립팅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7. GROOVY_HOME에서 Groovy가 설치된 최상위 레벨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Groovy를 스크립팅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8. CUSTOM_MEM_ARGS에서 Java에 전달된 표준 메모리 인수를 사용자정의 메모리 인수로
대체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USTOM_MEM_ARGS=-Xms128m -Xmx4096m 매개변수에서 128MB는 최소 초기 메모리

크기이고 4096은 최대 메모리 크기입니다.

이 매개변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19. CUSTOM_JAVA_OPTIONS에서 추가 Java 런타임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가 프록시 인증 방법을 사용하도록 CUSTOM_JAVA_OPTIONS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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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인증 방법을 지원합니다.

• 단순

• 기본

• 다이제스트

• NTLM

프록시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프록시 인증 방법에 따라 프록시 호스트 이름, 프록시
포트, 프록시 사용자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이 필드에 지정합니다.

프록시에서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CUSTOM_JAVA_OPTIONS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Djdk.http.auth.tunneling.disabledSchemes=""

주:

jdk.http.auth.tunneling.disabledSchemes 네트워킹 속성에 기본값을
추가하면 Oracle Java Runtime에서 기본 인증 체계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HTTPS용 터널을 설정할 때 기본 인증을
요구하는 프록시는 더 이상 기본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인증 체계를 jdk.http.auth.tunneling.disabledSchemes 네트워킹 속성에서
제거하여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 프록시 인증 방법:

단순 프록시 인증을 사용하려면 위의 NTLM_PROXY_AUTH 필드를 N으로 설정하고
CUSTOM_JAVA_OPTIONS에 다음 매개변수를 포함합니다.

HTTP의 경우 -Dhttp.proxyHost=proxy.example.com -Dhttp.proxyPort=80을
지정합니다.

HTTPS의 경우 -Dhttps.proxyHost=proxy.example.com -
Dhttps.proxyPort=443을 지정합니다.

기본 또는 다이제스트 프록시 인증 방법:

기본 또는 다이제스트 프록시 인증을 사용하려면 위의 NTLM_PROXY_AUTH 필드를
N으로 설정하고 CUSTOM_JAVA_OPTIONS에 다음 매개변수를 포함합니다.

-DproxyHost=proxy.example.com -DproxyPort=8080 -DproxyUser= username -
DproxyPassword= encryptedpassword
NTLM 프록시 인증 방법:

NTML 프록시 인증을 사용하려면 NTLM_PROXY_AUTH를 Y로 설정하고
CUSTOM_JAVA_OPTIONS의 매개변수에 다음을 포함합니다. 

-DproxyHost=proxy.example.com -DproxyPort=8080 -DproxyUser=username -
DproxyPassword=encryptedpassword -DproxyDomain=domain

20. CUSTOM_INTERFACE_CLASS_NAME에서 EpmAgentInterface를 구현하는,
custom.jar에 있는 클래스의 정규화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om.mycompany.agent.implementation.MyImplementation을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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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USTOM_CLASS_PATH에서 jar의 전체 경로와 이름(예:
C:\AgentDeployment\agenthome\myJarFolder\custom.jar)을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EPM Integration Agent에서 JDBC(Microsoft Java Database Connectivity)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SQL Server에 연결하는 경우 EPM Integration Agent에서 SQL Server용 Microsoft
JDBC 드라이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22. NTLM_PROXY_AUTH에서 NTLM 프록시 인증 방법을 사용하도록 Y를 지정합니다.

NTLM 프록시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CUSTOM_JAVA_OPTIONS에 프록시 매개변수도
추가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또는 다이제스트 프록시 인증을 사용하거나 프록시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N을
지정합니다.

주:

스크립팅에 Jython 또는 Groovy를 사용하려는 경우 JYTHON_HOME 또는
GROOVY_HOME을 설정합니다.

확장에 사용자정의 Java를 사용하려는 경우 CUSTOM_JAVA_OPTIONS,
CUSTOM_INTERFACE_CLASS를 설정합니다.

23. AMW_IDLE_TIME에서 자동 유지관리 기간(AMW) 작동 중지 시간 중에 또는 스케줄링되지
않은 유지관리 중에 비동기 모드로 실행되는 에이전트에 대한 유휴 시간 값을 지정합니다.

AMW_IDLE_TIME 매개변수 값은 분 단위로 설정되며 기본 설정은 15분입니다. 고객은 유휴
시간을 더 길게 정의할 수 있으나 유휴 시간 값을 15분 미만으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AMW
작동 중지 시간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된 유지관리 태스크가 실행되는 연속 시간
간격입니다.

24. agentparamas.ini 파일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시작 매개변수를 정의한 경우 EPM Integration Agent를 진단 모드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를 시작할 수 없을 때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 또는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를 진단 모드로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encryptpassword.bat를 사용하여 INI 파일에 참조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Agent Home\EPMAgent\bin\encryptpassword.bat

주:

Linux 사용자의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Agent Home\EPMAgent\bin\encryptpassword.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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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비밀번호 유틸리티가 실행되면 클라우드 비밀번호 입력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에이전트의 비밀번호 인코더는 문자 대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호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인코더는 다음 문자만 지원합니다.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X

• Y

• Z

• a

• b

• c

• d

• e

• f

• g

• h

15장
EPM Integration Agent 설치 및 구성

15-22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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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

• ,

• /

• <

2. 암호화된 비밀번호: 뒤에 표시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복사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INI의 CLOUD_PASSWORD 매개변수에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Windows 서비스로 실행

EPM Integration Agent를 Windows 서비스로 설치하여 해당 Windows 세션에서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일시
중지했다가 재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Linux 컴퓨터에서
EPM Integration Agent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시작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서비스가 설치된 경우 Windows 서비스 콘솔에서 Windows 서비스로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각기 다른 서비스 이름, 에이전트 이름 및 포트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 서비스를
생성하고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실행 중에 에이전트 EPM_APP_DATA_HOME\logs 폴더에

<serviceName>_<agent_name>_Service_<date>.log라는 이름의 서비스 로그가

있습니다. 이 로그에는 에이전트의 모든 콘솔 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움말을 표시하려면 EPMAgentService.exe -help 옵션을 사용하거나 Windows
탐색기에서 EPMAgentService.exe를 두 번 누릅니다.

•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는 항상 로그 파일을 확인합니다.

• params.ini 파일에서 에이전트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Install 명령에서 매개변수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를 Windows 서비스로 설치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bin
폴더에 있는 EPMAgentService.exe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PMAgentService.exe -install service_name
path_to_agent_startup_parameter_file

• service_name : 에이전트용 Windows 서비스의 고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문자와

숫자가 허용됩니다. 공백과 특수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path_to_agent_startup_parameter_file : 시작 중에 사용되는 agentparams.ini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의 전체 경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EPMAgentData\config\agentparams.ini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서비스인 에이전트를 제거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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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gentService.exe -uninstall service_name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시작 중에 사용되는 INI 파일의 파일 이름 및 전체 경로와 EPM Integration Agent의 이름을
지정하여 명령행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 에이전트는 선택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URL에 대해
권한부여 호출을 수행하여 사용자 인증서를 인증합니다. 인증에 성공하면 EPM Cloud 환경의
데이터베이스에 에이전트의 호스트 및 포트를 저장하여 EPM Integration Agent가 EPM Cloud
환경에 등록됩니다.

주:

Windows 서비스를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시작하는 경우 Windows 서비스 콘솔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를 Windows 서비스로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서비스로 에이전트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된
bat 파일 단계를 대신 사용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메뉴(Windows 10 및 Windows 7) 또는 시작 화면(Windows 8.1)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시작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려면 바로가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거나
길게 눌러 하위 메뉴를 열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거나 탭합니다.

2. 두 개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epmagent.bat Agent Name ini Parameter file name
• Agent Name : 에이전트의 고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문자와 숫자가 허용됩니다. 공백과

특수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gentparams.ini 파일에 지정된 경우 Agent Name 매개변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 ini Parameter file name : 시작 중에 사용되는 agentparams.ini 파일의 파일 이름 및
전체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이름이 agentparams.ini에 지정된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epmagent.bat C:\EPMAgentData\config\agentparams.ini
에이전트 이름이 agentparams.ini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을 입력합니다.

epmagent.bat myagentname C:\EPMAgentData\config\agentparams.ini

EPM Integration Agent를 진단 모드로 실행

EPM Integration Agent를 진단 모드로 실행하면 에이전트를 시작할 수 없을 때 EPM Integration
Agent 시작 매개변수 또는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단 모드를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시작 파일의 매개변수에 대해 일련의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류 또는
부적합한 매개변수가 감지되면 해당 매개변수와 연계된 오류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한 CLOUD_PASSWORD입니다.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CLOUD_PASSWORD를 생성하십시오." 메시지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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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진단 모드에서는 에이전트가 EPM Cloud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시작
파일이 임시 디렉토리에 백업됩니다.

검증에는 다음에 대한 확인이 포함됩니다.

• 인터넷에 대한 에이전트 연결. 에이전트에서 oracle.com으로의 테스트 호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에이전트 내 EPM Cloud URL에 대한 에이전트 연결

• 프록시 유형(기본, 다이제스트 또는 NTML), 프록시가 고객 환경에서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 Linux/Mac OS 시작 매개변수 파일 항목에는 큰따옴표가 사용됩니다. 큰따옴표를
사용하면 쉘에서 달러 기호($), 백틱( '), 백슬래시(\), 느낌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는 에이전트 매개변수 파일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 매개변수 앞 또는 뒤에 있는 공백. 공백이 발견되면 시스템은 공백을 지우고 매개변수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 파일에 지정된 설명. 설명 행이 발견되면 진단 모드가 수행된 후 제거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진단 모드로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작 메뉴(Windows 10 및 Windows 7) 또는 시작 화면(Windows 8.1)에서 명령 실행
대화상자 프롬프트를 시작합니다.

2. 명령 실행 프롬프트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C:\EPMagent\bin\epmagent.bat를 입력합니다.

3. 명령 실행 프롬프트에서 -d <path to startup parameters> 를 입력하여

에이전트를 진단 모드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d C:\EPMAgentData\yol\config\agentparams.ini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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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모드 구성

동기 모드에서 웹 서버를 게이트웨이로 구성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인바운드 통신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배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동기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이해 및 에이전트 클러스터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동기 모드를 위해 웹 서버를 게이트웨이로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CA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HTTPS 웹 서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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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서버 구성에서 역방향 프록시를 정의하여 context/epmagent에 대한 요청을

에이전트 URL으로 라우팅합니다.

예를 들어 Apache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httpd.conf 파일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VirtualHost *:443
      ProxyPreserveHost On
      ProxyPass /epmagent http://Agent Server:9090/epmagent
      ProxyPassReverse /epmagent http://Agent Server:9090/epmagent
/VirtualHost
               

3.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4. 에이전트 클러스터 화면에서 에이전트 이름을 선택합니다.

5. 에이전트 탭의 웹 URL에서 웹 UR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https://WebServer URL
다음 이미지는 [에이전트] 탭의 [웹 URL] 필드를 보여 줍니다.

6.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프록시 설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gent1/epmagent  http://Agent Server:9090/epmagent
agent2/epmagent  http://Agent Server2:9090/epmagent

[에이전트] 탭에서 웹 UR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https://WebServer URL/agent1
https://WebServer URL/agent2

주:

네트워크 및 웹 서버 관리를 사용하여 웹 서버와 프록시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EPM Cloud와 온-
프레미스 간 연결

이 섹션에서는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과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간의 연결을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빠른 참조:

•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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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 사용

• 드릴다운 생성

• EPM Integration Agent 이해

• 에이전트 클러스터 이해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쓰기 되돌림

• EPM Integration Agent 스크립팅

주:

EPM Integration Agent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설치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PM Integration Agent 사용

EPM Integration Agent는 온-프레미스 또는 타사 클라우드 등의 임의 시스템에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전달하는 완전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정의 SQL 쿼리 또는 사전 패키지된 쿼리를 통해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로드하여 EBS 및 PeopleSoft General Ledger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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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Integration Agent 이해

EPM Integration Agent는 동기 및 비동기의 두 가지 모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 동기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가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적합한 EPM Integration Agent에 대한 직접
호출을 시작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데이터가 EPM Cloud로 전송되면 데이터를 임포트 및 매핑한 다음,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EPM Cloud가 EPM Integration
Agent와 직접 통신하므로 EPM Cloud의 인바운드 통신을 허용하도록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성합니다.

통합이 비동기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 EPM Cloud는 EPM Cloud에서 실행할 통합 작업을
대기열에 넣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가 지정된 시간 간격마다 작업 대기열을 계속
폴링합니다. 작업을 찾으면 데이터 추출 단계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EPM Cloud로
전송합니다. 데이터가 EPM Cloud로 전송되면 데이터를 임포트 및 매핑한 다음,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EPM Cloud와 EPM Integration Agent 간의
모든 통신이 항상 EPM Integration Agent에서 시작되며 인바운드 통신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링 빈도에 따라 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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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Integration Agent 프로세스 설명

단계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의 서브세트를 임포트한 다음,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직접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SQL 쿼리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QL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SQL을 사용하여 머리글 레코드가 포함된 샘플 데이터 파일을 생성합니다.

머리글 레코드의 열 이름은 SQL의 열 이름 또는 열 별칭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샘플
데이터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소스 열을 매핑하여 소스 차원이 타겟 차원으로 변환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5.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통합을 지정합니다. 클러스터는 독립적인 EPM Integration Agent
그룹입니다. 클러스터는 수신 작업 트래픽을 통합 그룹 전체에 배포합니다.

6. 통합을 실행합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추출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직접 로드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온-프레미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쿼리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EPM
Cloud로 로드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통합의 데이터 소스로 정의되며 실행 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후에
해당 데이터는 선택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매핑되고 로드됩니다.

스크립팅을 통해 EPM Integration Agent를 확장하여 타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비관계형 소스
또는 스크립팅, 보고서, API 등을 통해 액세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비롯한 다른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추출용으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머리글 레코드가 하나인 샘플
데이터만 포함된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이름, SQL 쿼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데이터 소스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며, 어댑터 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어댑터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쿼리 정의를 생성하고 SQL 쿼리를 저장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SQL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Data Integration에 SQL 쿼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2.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의 머리글 행 하나가 포함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머리글 행은 타겟 차원의 차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차원 이름에 대한 SQL 쿼리에
열 이름의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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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을 머리글 행이 포함된 CSV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4.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b.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c. 애플리케이션 생성, 범주 순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d. 유형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e. 파일에 있는 1단계에서 생성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찾아봅니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1단계에서 생성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6.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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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8. 애플리케이션에서 3~7단계에서 생성한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의 을 누
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10. 데이터 추출 쿼리에서 파일에 대해 실행할 SQL 쿼리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11. 구분자에서 파일에 사용된 구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구분자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쉼표(,)

•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세로 막대(|)

12. 인증서 저장소에서 EPM Integration Agent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저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 파일

클라우드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연결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파일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 JDBC URL,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저장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name.cred이고, 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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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는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river=oracle.jdbc.driver.OracleDriver
jdbcurl=jdbc:oracle:thin:@host:port/service
username=apps
password=w+Sz+WjKpL8[

주:

두 인증서 저장소 유형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야 합니다.

유형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유형이 "파일" 저장소인 경우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13. JDBC 드라이버에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연결할 때 사용할 JDBC
드라이버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JDBC 드라이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 Oracle

14. JDBC URL에서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사용하면 Java를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racle Thin JDBC 드라이버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oracle:thin:@host:port:sid
jdbc:oracle:thin:@host:port/service
MS SQL Server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sqlserver://server:port;DatabaseName=dbname
15. 사용자 이름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16. 비밀번호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7. 가져오기 크기에서 쿼리에 대해 각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트립에서 가져올(드라이버로
처리할) 행 수를 지정합니다.

18.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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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옵션 편집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선택한 조건을 충족하는 레코드만 반환하도록
추가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필터 조건 또는 여러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반환할 정확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 대한 추가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에 있는 을 누릅니다.

3.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옵션 편집을 누릅니다.

4. 옵션 편집 페이지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빈 입력 필드가 표시됩니다.

5. 이름에 필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 또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이름은 SQL 문에 있는 실제 값의 자리 표시자 또는 바인드 변수입니다. 바인드
변수는 ~~ 문자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을 바인드 변수로 사용하려면 ~PERIOD~를
지정합니다. 이름은 SQL 쿼리에 지정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6. 표시 프롬프트에서 Data Integration의 통합 편집 페이지에 있는 필터의 표시 프롬프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7. 표시 순서에서 통합 편집 페이지에 있는 필터의 표시 순서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는 경우 사용자정의 필터를 표시할 수 없으며 기본값이 필터 값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필터 목록에서 99번째 위치 순서 또는 위치에 있는 필터를 표시하려면 99를
입력합니다. 표시 순서가 가장 낮은 필터부터 가장 높은 필터 순으로 나열됩니다.

8. 표시 레벨에서 필터가 표시되는 레벨을 나타내는 규칙을 선택합니다.

9. 검증 유형에서 없음을 선택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그림은 Data Management에서 기간 및 위치 애플리케이션 필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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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는 Data Integration의 통합 편집 페이지에 기간 및 위치 필터가 렌더링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SQL 쿼리 생성

쿼리 옵션을 사용하면 SQL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때 SQL 쿼리 정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데이터 소스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EPM
Integration Agent를 통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어댑터와 연계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 쿼리 순으로 누릅니다.

2. 쿼리 화면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3. 쿼리 생성 화면의 쿼리 이름에서 SQL 쿼리 이름을 지정합니다.

쿼리 이름은 Data Management의 [애플리케이션 필터] 페이지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SQL 데이터 소스를 등록할 때 데이터 추출 쿼리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4. 쿼리 문자열에서 파일의 머리글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SQL
문을 지정합니다.

차원 이름에 대한 SQL 쿼리에 열 이름의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행 값에 문자열을 지정하고 문자열에 대소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문자열을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대소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큰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으면
대문자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글 행이 별칭 이름 Acct,Prod,Ent,Amt,Loc,Dat를 사용하는 경우 값을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SELECT ENTITYX AS "Ent" ,ACCOUNTX AS "Acct",UD3X AS "Prod",AMOUNTX AS
"Amt", L.PARTNAME "Loc", P.PERIODDESC AS "Dat"FROM TDATASEG T,
TPOVPARTITION L, TPOVPERIOD P WHERE T.PARTITIONKEY = L.PARTITIONKEY
AND T.PERIODKEY = P.PERIODKEY AND L.PARTNAME = ~LOCATION~ AND
P.PERIODDESC =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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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을 누릅니다.

SQL 쿼리에서 조건 사용

WHERE 절 뒤에, SELECT 문에 따라 반환되는 행에 대한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은 특정 행에 대한 조건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 값을 반환합니다.

적합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qual

• Between

• Like

• Not In

• In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SQL 쿼리에서 선택한 조건에 따라 반환되는 매개변수는 Data Management의 타겟
애플리케이션 필터 페이지에서 지정합니다.

• 복합 쿼리의 =(등호) 기호는 $ 매개변수 앞에 와야 합니다.

• 타겟 애플리케이션 매개변수는 쉼표로 구분된 값(IN,BETWEEN,NOT IN)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이 바인드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지정합니다. 숫자 및 날짜는 정수 및 날짜로
처리됩니다. 다른 모든 값은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 조건부 필터는 Data Integration에 있는 통합 실행 페이지의 필터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에서는 SQL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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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설명

EQUAL 두 표현식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표현식이

같으면 조건이 true가 되고 일치하는 레코드가

반환됩니다.
다음 SQL 문이 equal 조건에 대해 실행되면 고객

ID가 Smith인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SELECT * FROM Customers
WHERE CustomerID=1

BETWEEN 특정 범위 사이의 값을 확인하고 일치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BETWEEN 조건은 포함 조건입니다. 시작 및
종료 값이 포함됩니다.
BETWEEN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column_name(s)
FROM table_name
WHERE column_name BETWEEN value1 AND
value2;

LIKE SELECT 문의 WHERE 절에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패턴 일치를 수행하고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 두 개의 와일드카드가 LIKE 연산자와 함께

사용됩니다.
• %: 퍼센트 기호는 0, 1 또는 여러 문자를

나타냅니다.
• _: 밑줄은 단일 문자를 나타냅니다.
LIKE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column1, column2, ...
FROM table_name
WHERE column LIKE pattern

IN 값 목록에 있는 임의의 값과 같습니다.
IN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column_name1, column_name2,
etc
FROM table_name
WHERE column_name1 IN (value1,
value2, etc);

NOT IN 두 표현식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표현식이

같지 않으면 조건이 true가 되고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가 반환됩니다.
NOT IN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column_name1, column_name2,
etc
FROM table_name
WHERE column_name1 NOT IN (value1,
value2,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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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쿼리에서 In/Between 조건을 사용하여 숫자 유형 필터 표시

다음 단계에서는 EPM Integration Agent를 통해 실행되는 SQL 쿼리에서 In 및 Between 조건을
사용하여 숫자 유형 필터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In/Between 조건을 사용하여 숫자 유형 필터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SQL 데이터 소스와 연계된 SQL 쿼리를 생성합니다.

쿼리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SQL 데이터 소스를
등록할 때 데이터 추출 쿼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QL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데이터 타겟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 편집을
선택합니다.

4. (추가)를 누릅니다.

이 예에서는 필터 이름이 COL1_COND이고 표시 프롬프트 이름이 CONDITIONCOLI입니다.
이 이름은 옵션 페이지에 Data Integration의 타겟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5. 추가를 누르고 EXTRACT_QUERY 필터를 추가한 후 EXTRACT_QUERY 매개변수 값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필터 추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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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_QUERY 값은 TDATA2이고 CONDITIONALCOLI는 값 범위가 1 - 1999
사이인 "Between" 조건을 사용합니다.

6. Data Integration에서 1단계의 SQL 쿼리를 선택합니다.

7. 파일의 머리글 행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SQL 문과 필터를
지정합니다.

다음 SQL에는 필터에 대한 구문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Between"을 사용하여
범위 내에서 유연한 계정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호는 없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필터의 조건 목록을 통해 제공됩니다.

8.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필터를 추가합니다.

선택적으로 런타임 시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필터 탭을 선택 항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드릴다운 생성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 통합하는 경우, 소스로 드릴다운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된 계정 잔액 데이터와 연계된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가용성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드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스 시스템에서 세부적인 소스 데이터를 표시하는 랜딩 페이지를 제공하는 경우, http
URL을 사용하여 랜딩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컨텍스트 매개변수를 이 페이지로
전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맵 차원] 페이지에서 다른 소스 통합과 유사한 http
드릴 URL을 정의하고 대체 변수를 사용하여 URL 매개변수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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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 시스템에서 세부적인 소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쿼리를 실행하고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Data
Integration 내의 팝업 창에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https 모드로 실행되는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 웹 서버는 드릴 요청을 허용하고 에이전트로 라우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랜딩 페이지 없이 소스 시스템으로 드릴다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소스로 드릴스루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소스로 드릴스루는 EPM Integration Agent가 비동기식 또는
동기식 모드 옵션에 구성된 방식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웹 양식을 사용하고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소스로 드릴스루하면 브라우저에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쿼리 및 기타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에이전트를 호출합니다. 에이전트는 쿼리
요청을 처리하고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브라우저 세션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브라우저에서 에이전트로의 통신은 HTTPS를 사용합니다.

브라우저에서는 동일한 세션에서 HTTP 연결과 HTTPS 연결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드릴을 지원하려면 다음 구성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내부에 HTTPS 웹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2. 드릴 요청을 에이전트 URL로 재지정하도록 웹 서버에서 재작성 규칙을 구성합니다(동기식
에이전트 정의에서와 동일). 동기 모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3. HTTPS 웹 서버를 가리키도록 에이전트의 웹 URL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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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위 구성에서 드릴은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브라우저가 내부 네트워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드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HTTPS 웹 서버를 사용으로 설정하십시오.

Note:

Smart View를 사용하고 소스로 드릴스루를 수행하는 경우 HTTPS 웹 서버를
추가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Smart View에서 드릴스루 실행을 새 시트에서
열리도록 설정합니다.

랜딩 페이지 없이 소스 시스템으로 드릴다운 생성

랜딩 페이지 없이 소스 시스템으로 드릴다운하려는 경우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쿼리를 실행하고 Data Integration 내의 팝업 창에 결과를 표시합니다.

드릴스루에 대한 쿼리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쿼리를 선택합니다.

2. 쿼리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3. 쿼리 생성 화면의 쿼리 이름에서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쿼리할 쿼리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쿼리 문자열에서 파일의 머리글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SQL
문을 지정합니다.

차원 이름에 대한 SQL 쿼리에 열 이름의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행 값에 문자열을 지정하고 문자열에 대소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문자열을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대소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큰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으면
대문자로 확인됩니다.

쿼리에 필터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터 조건의 바인드 변수는 ~~ 문자로 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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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을 누릅니다.

6.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드릴스루를 추가할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차원
매핑을 선택합니다.

7. 차원 매핑 페이지의 드릴 URL에서 드릴 펜 아이콘을 누릅니다.

차원 매핑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8. 드릴 URL 편집 페이지에서 #agent 태그를 지정한 다음, 드릴스루 URL의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4단계에 표시된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agent?
QUERY=Source Drill
Query&SOURCE_ACCOUNT=$ACCOUNT$&SOURCE_PERIOD=$ATTR1$, 정보:

• QUERY는 3단계에서 정의한 쿼리의 이름입니다.

• SOURCE_ACCOUNT는 ACCOUNT 열에서 파생됩니다.

• SOURCE_PERIOD는 ATTR1 열에서 파생됩니다.

9. 소스 열의 열을 드릴스루할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10.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11. 에이전트 클러스터 화면에서 드릴스루에 사용할 에이전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12. 에이전트 탭의 웹 URL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인바운드
통신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웹 서버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동기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로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의한 웹 서버 URL이 드릴
작업에 사용됩니다. 추가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비동기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URL을 정의하십시오.

• 동기 모드를 구성한 방법과 유사하게 https 웹 서버를 구성합니다. 동기 모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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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URL을 웹 서버 URL로 지정합니다. https 페이지에서 http URL에
액세스한 결과로 브라우저 보안 설정에서 예외를 정의해야 합니다.

Chrome의 경우 설정, 개인정보 및 보안, 보안되지 않은 콘텐츠 순으로 선택하고
허용 아래에 *.oraclecloud.com 사이트를 추가합니다.

주:

비동기 모드로 실행 중일 때 드릴하려면 에이전트가 실행되고 있는 로컬
네트워크에 있어야 합니다.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 사용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를
사용하여 다음 소스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EBS GL 잔액

• Peoplesoft GL 잔액

주:

사전 초기 설정된 EBS GL 잔액 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Business Suite
General Ledger GL 사전 초기 설정된 쿼리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초기 설정된 Peoplesoft GL 잔액 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oplesoft
General Ledger 사전 초기 설정된 쿼리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패키지된 온-프레미스 어댑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의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사전 패키지된 어댑터의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채웁니다.

4. 유형에서 EBS GL 잔액 또는 Peoplesoft GL 잔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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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확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7.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8.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9. 구분자에서 파일에 사용된 구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구분자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쉼표(,)

•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세로 막대(|)

10. 인증서 저장소에서 EPM Integration Agent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저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 파일

클라우드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연결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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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 JDBC URL,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저장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name.cred이고, 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파일에는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river=oracle.jdbc.driver.OracleDriver
jdbcurl=jdbc:oracle:thin:@host:port/service
username=apps
password=w+Sz+WjKpL8[

주:

두 인증서 저장소 유형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야 합니다.

유형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유형이 "파일" 저장소인 경우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11. Peoplesoft만 해당: JDBC 드라이버에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연결할
때 사용할 JDBC 드라이버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JDBC 드라이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 Oracle

JDBC 드라이버는 Java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JDBC 드라이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정보를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간에 쿼리 및 결과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보냅니다.

12. JDBC URL에서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사용하면 Java를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racle Thin JDBC 드라이버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oracle:thin:@host:port:sid
jdbc:oracle:thin:@host:port/service
SQL Server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sqlserver://server:port;DatabaseName=dbname
13. 사용자 이름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14. 비밀번호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5. 가져오기 크기에서 쿼리에 대해 각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트립에서 가져올(드라이버로
처리할) 행 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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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장을 누릅니다.

E-Business Suite General Ledger GL 사전 초기 설정된 쿼리 참조

사전에 초기 설정된 쿼리를 사용하여 Oracle E-Business Suite 소스에서 General Ledger 잔액을
임포트한 후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Note:

원장과 기간은 E-Business Suite 사전 초기 설정 쿼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매개변수입니다.

다음 코드는 EPM Integration Agent와 함께 제공되는 사전 빌드된 E-Business Suite 쿼리를 보여
줍니다. 사용자정의 쿼리를 빌드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이 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
 gcc.SEGMENT1            as "Segment1", 
 gcc.SEGMENT2            as "Segment2",
 gcc.SEGMENT3            as "Segment3",
 gcc.SEGMENT4            as "Segment4",
 gcc.SEGMENT5            as "Segment5",
 gcc.SEGMENT6            as "Segment6",
 gcc.SEGMENT7            as "Segment7",
 gcc.SEGMENT8            as "Segment8",
 gcc.SEGMENT9            as "Segment9",
 gcc.SEGMENT10           as "Segment10",
 gcc.SEGMENT11           as "Segment11",
 gcc.SEGMENT12           as "Segment12",
 gcc.SEGMENT13           as "Segment13",
 gcc.SEGMENT14           as "Segment14",
 gcc.SEGMENT15           as "Segment15",
 gcc.SEGMENT16           as "Segment16",
 gcc.SEGMENT17           as "Segment17",
 gcc.SEGMENT18           as "Segment18",
 gcc.SEGMENT19           as "Segment19",
 gcc.SEGMENT20           as "Segment20",
 gcc.SEGMENT21           as "Segment21",
 gcc.SEGMENT22           as "Segment22",
 gcc.SEGMENT23           as "Segment23",
 gcc.SEGMENT24           as "Segment24",
 gcc.SEGMENT25           as "Segment25",
 gcc.SEGMENT26           as "Segment26",
 gcc.SEGMENT27           as "Segmen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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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SEGMENT28           as "Segment28",
 gcc.SEGMENT29           as "Segment29",
 gcc.SEGMENT30           as "Segment30",
 gb.BEGIN_BALANCE_DR     as "Beg Balance DR",
 gb.BEGIN_BALANCE_CR     as "Beg Balance CR",
 gb.PERIOD_NET_DR        as "Period Net DR",
 gb.PERIOD_NET_CR        as "Period Net CR",
(gb.BEGIN_BALANCE_DR - gb.BEGIN_BALANCE_CR) + (gb.PERIOD_NET_DR-
gb.PERIOD_NET_CR) as "YTD Balance",
(gb.PERIOD_NET_DR-gb.PERIOD_NET_CR) as "Periodic Balance",
CASE
  WHEN ACCOUNT_TYPE IN (''A'',''L'',''O'') THEN ((gb.BEGIN_BALANCE_DR-
gb.BEGIN_BALANCE_CR) + (gb.PERIOD_NET_DR-gb.PERIOD_NET_CR))
  WHEN ACCOUNT_TYPE IN (''R'', ''E'') THEN (gb.PERIOD_NET_DR-
gb.PERIOD_NET_CR)
  ELSE (gb.PERIOD_NET_DR-gb.PERIOD_NET_CR)
END as "Balance by Acct Type",
gb.BEGIN_BALANCE_DR_BEQ as "Func Eq Beg Bal DR",
gb.BEGIN_BALANCE_CR_BEQ as "Func Eq Beg Bal CR",
gb.PERIOD_NET_DR_BEQ    as "Func Eq Period Net DR",
gb.PERIOD_NET_CR_BEQ    as "Func Eq Period Net CR",
(gb.BEGIN_BALANCE_DR_BEQ - gb.BEGIN_BALANCE_CR_BEQ) + 
(gb.PERIOD_NET_DR_BEQ-gb.PERIOD_NET_CR_BEQ) as "Func Eq YTD Balance ",
(gb.PERIOD_NET_DR_BEQ-gb.PERIOD_NET_CR_BEQ) as "Func Eq Periodic 
Balance",
CASE
  WHEN ACCOUNT_TYPE IN (''A'',''L'',''Q'') THEN ((gb.BEGIN_BALANCE_DR-
gb.BEGIN_BALANCE_CR) + (gb.PERIOD_NET_DR-gb.PERIOD_NET_CR))
  WHEN ACCOUNT_TYPE IN (''R'', ''E'') THEN (gb.PERIOD_NET_DR-
gb.PERIOD_NET_CR)
  ELSE (gb.PERIOD_NET_DR-gb.PERIOD_NET_CR)
END as "Func Eq Balance by Acct Type",
gld.LEDGER_ID           as "Ledger ID",
gld.NAME                as "Ledger Name",
gb.PERIOD_YEAR          as "Period Year",
gb.PERIOD_NAME          as "Period Name",
gb.PERIOD_NUM           as "Perion Number",
gcc.ACCOUNT_TYPE        as "Acoount Type",
gb.CODE_COMBINATION_ID  as "Code Combination ID",
gb.CURRENCY_CODE        as "Currecy Code",
gb.ACTUAL_FLAG          as "Balance Type",
 gb.BUDGET_VERSION_ID    as "Budget Version ID",
gb.ENCUMBRANCE_TYPE_ID  as "Encumbrance Type ID",
gb.TRANSLATED_FLAG      as "Translated",
gb.PERIOD_TYPE          as "Period Type",
 gcc.ENABLED_FLAG        as "Enabled",
gcc.SUMMARY_FLAG        as "Summary Account"
FROM GL_BALANCES gb
,GL_CODE_COMBINATIONS gcc
,GL_LEDGERS gld
WHERE (1=1)
AND gcc.CODE_COMBINATION_ID = gb.CODE_COMBINATION_ID
AND gb.ACTUAL_FLAG = ''A''
AND gb.TEMPLATE_ID IS NULL
AND gld.LEDGER_ID  = gb.LEDGER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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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ld.NAME       = ~LEDGER~
AND gb.PERIOD_NAME = ~PERIOD~

Peoplesoft General Ledger 사전 초기 설정된 쿼리 참조

사전 초기 설정된 쿼리를 사용하여 Peoplesoft 소스에서 General Ledger 잔액을 임포트한 다음,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EPM Integration Agent와 함께 제공되는 사전 빌드된 Peoplesoft 쿼리를 보여 줍니다.

SELECT   
    PL.BUSINESS_UNIT           as  "Business Unit",
    PL.LEDGER                  as  "Ledger",
    PL.ACCOUNT                 as  "Account",
    PL.ALTACCT                 as  "Alt Account",
    PL.DEPTID                  as  "Department",
    PL.OPERATING_UNIT          as  "Operating Unit",
    PL.PRODUCT                 as  "Product",
    PL.FUND_CODE               as  "Fund Code",
    PL.CLASS_FLD               as  "Class",
    PL.PROGRAM_CODE            as  "Program",
    PL.BUDGET_REF              as  "Budget Reference",
    PL.AFFILIATE               as  "Affiliate",
    PL.AFFILIATE_INTRA1        as  "Affiliate Intra1",
    PL.AFFILIATE_INTRA2        as  "Affiliate Intra2",
    PL.CHARTFIELD1             as  "Chartfield1",
    PL.CHARTFIELD2             as  "Chartfield2",
    PL.CHARTFIELD3             as  "Chartfield3",
    PL.PROJECT_ID              as  "Project",
    PL.BOOK_CODE               as  "Book Code",
    PL.GL_ADJUST_TYPE          as  "GL Adjust Type",
    PGA.STATISTICS_ACCOUNT     as  "Stat Account",
    PGA.ACCOUNT_TYPE           as  "Account Type",
    PGA.DESCR                  as  "Account Description",
    PL.CURRENCY_CD             as  "Currency",
    PL.STATISTICS_CODE         as  "Stat Code",
    PL.FISCAL_YEAR             as  "Fiscal Year",
    PL.ACCOUNTING_PERIOD       as  "Accounting Period",
    PL.POSTED_TOTAL_AMT        as  "Posted Total Amount",
    PL.POSTED_BASE_AMT         as  "Posted Base Amount",
    PL.POSTED_TRAN_AMT         as  "Posted Tran Amount",
    PL.BASE_CURRENCY           as  "Base Currency",
    PL.PROCESS_INSTANCE        as  "Process Instance"
FROM PS_LEDGER   PL,
      PS_GL_ACCOUNT_TBL   PGA
WHERE ( 1=1 )
  AND ( PL.BUSINESS_UNIT = ~BU~
  AND PL.LEDGER = ~LEDGER~
  AND PL.FISCAL_YEAR = ~YEAR~
  AND PL.ACCOUNTING_PERIOD = ~PERIOD~
  AND ( PGA.SETID = ( SELECT SETID
                      FROM   PS_SET_CNTRL_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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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SETCNTRLVALUE    =  ~BU~
                      AND    RECNAME          = ''GL_ACCOUNT_TBL'' )
  AND PGA.EFFDT = ( SELECT MAX(B.EFFDT)
                    FROM PS_GL_ACCOUNT_TBL B
                                                                                
WHERE PGA.SETID = B.SETID AND PGA.ACCOUNT = B.ACCOUNT )
  )
  AND ( PL.ACCOUNT=PGA.ACCOUNT )
  )

EPM Integration Agent 인박스의 파일에서 데이터 임포트

로컬 EPM Integration Agent 인박스 폴더에 있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한 후
에이전트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기능을 사용하면 EPM Automate 명령으로 파일을 먼저 임포트하지 않고도
EPM Integration Agent 인박스에 있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인박스로 파일을 준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PMAgentData> 애플리케이션 폴더 아래에 파일을 복사할 인박스 폴더를
생성합니다.

2. 에이전트 시작 매개변수 파일의 EPM_AGENT_INBOX 매개변수 필드에 인박스 위치를
지정합니다.

a. <EPMAgentDevData\config>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b. agentparams.ini 파일을 두 번 눌러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로 엽니다.

c. EPM_AGENT_INBOX 매개변수에 EPM Integration Agent 인박스의 전체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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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파일 기반 통합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5. 디렉토리에 #agentinbox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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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단계에서 생성한 인박스로 파일을 준비합니다.

에이전트 파일 어댑터 사용

에이전트 파일 어댑터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파일 데이터 소스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매우 큰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는
스테이지 및 처리 시 EPM Cloud 데이터베이스를 건너뛰므로 성능 병목 지점이 제거되고
로드 프로세스의 성능과 확장성이 향상되는 빠른 모드 방법을 확장합니다. 에이전트 파일
어댑터에는 연결 또는 쿼리 매개변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필수 매개변수는 파일
이름입니다. 로드에는 머리글 레코드가 있는 구분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파일 어댑터에서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온-프레미스 파일 어댑터를 생성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b.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c. 범주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d. 유형에서 온-프레미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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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파일에서 템플리트로 사용할 소스 데이터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검색하려면 을 누릅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소스 데이터 파일은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어야 합니다.

• 사용된 데이터 파일에는 구분된 열을 설명하는 한 줄의 머리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숫자와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모두 로드할 수 있습니다.

f.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g. 확인을 누릅니다.

2.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및 EPM Cloud 간에 통합 작업을 생성합니다.

a.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를 누르십시오.

b. 통합 생성 페이지의 이름 및 설명에 이 통합 작업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d. 빠른 모드 슬라이더를 탭하여 설정합니다.

빠른 모드 방법과 통합 작업을 연계하고 작업을 저장한 후에는 빠른 모드 연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 작업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e. (소스 선택)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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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소스 선택 페이지에서 온-프레미스 파일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에 있는 
을 누릅니다.

g. 를 누르십시오(타겟 선택).

h. 타겟 선택 페이지에서 타겟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i.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3. 온-프레미스 파일 데이터 소스 및 EPM Cloud 애플리케이션 간에 차원을 매핑합니다.

a. 차원 매핑 페이지의 유형에서 데이터 로드 방법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유형만 지원합니다.

• 구분 - 모든 데이터 유형: Planning에 대해 다음 데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 숫자

– 텍스트

– 스마트 목록

– 데이터

b. 매핑 그리드에서 다음을 완료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열을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i. 소스 차원 선택에서 EPM Cloud 차원에 매핑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ii. 선택사항: 각 EPM Cloud 차원에 대한 타겟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타겟 표현식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ote:

빠른 모드 방법에서는 SQL 타겟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빠른 모드 방법에서는 소스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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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4. 통합을 실행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빠른 모드 방법과 연계된 통합 작업을 선택하고 을 누
릅니다.

b. 통합 실행 페이지의 모드 드롭다운에서 통합 익스포트 모드로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c. 기간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소스 파일의 단일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간 차원을 매핑하고 통합의 차원 매핑 페이지에 있는 기간에 대한 타겟 표현식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이 매핑에서 파생되므로 기간 드롭다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d. 실행을 누릅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빠른 모드 로드 수행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로드하려면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EPM Cloud 타겟과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경우 시스템은 온-
프레미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소스 데이터에 대해 SQL 쿼리를 실행하고, 처리를 오프로드하고,
소스 레벨의 데이터를 추출 및 변환한 다음, 로드된 데이터를 데이터 익스포트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직접 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및 처리를 위해 EPM Cloud
데이터베이스가 생략되므로 성능 병목 현상이 제거되고 로드 프로세스의 성능과 확장성이
향상됩니다.

Note: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빠른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Note:

빠른 모드 방법은 Planning 및 Planning 모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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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빠른 모드 방법과 연계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1. 빠른 모드 로드 통합 작업을 생성하고 저장한 경우에는 나중에 표준 통합 작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로드 통합 작업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2. 차원을 매핑하는 경우 타겟 표현식 유형은 지원됩니다.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면
소스에서 읽은 소스 값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타겟 차원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기간 차원에 사용할 수 있는 타겟 표현식에는 substring(), split(), map() toPeriod(),
toYear()가 있습니다.

SQL 타겟 표현식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겟 표현식이 지원됩니다.

3. 차원을 매핑하는 경우 소스 표현식 유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매핑 멤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레벨 0 데이터 추출 메소드를 선택할 경우 시스템은 "DM BR Data Export" 비즈니스
규칙을 생성하여 데이터 추출을 수행합니다.

6. 실행 중 단일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데이터가 단일 기간으로
로드됩니다. 다른 옵션은 toPeriod 및 toYear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을 기준으로 기간 차원을 파생시키는 것입니다.

7. 빠른 모드 로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바꾸기 익스포트 모드만 지원됩니다.

임포트 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소스로 직접 드릴스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드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9. EPM Automate의 경우 runIntegration 명령을 사용하여 빠른 모드 로드 통합을

실행해야 합니다.

빠른 모드 프로세스 설명

이 섹션에서는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직접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온-프레미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쿼리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로 로드합니다.

빠른 모드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SQL 쿼리를 생성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쿼리를 선택합니다.

b. 쿼리 화면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c. 쿼리 생성 화면의 쿼리 이름에서 SQL 쿼리 이름을 지정합니다.

쿼리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의 옵션 탭에서 통합에 대한 SQL 데이터
소스를 등록할 때 데이터 추출 쿼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d. 쿼리 정의를 생성하고 SQL 쿼리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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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SQL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합니다.

a.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의 머리글 행 하나가 포함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머리글 행은 타겟 차원의 차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차원 이름에 대한 SQL
쿼리에 열 이름의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파일을 머리글 행이 포함된 CSV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c.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파일을
로드합니다.

3.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b.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c. 애플리케이션 생성, 범주 순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d. 유형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e. 파일에 있는 2단계에서 생성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찾아봅니다.

f.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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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두어는 파일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g. 확인을 누릅니다.

4.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정의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b. 옵션 탭을 선택합니다.

c. 데이터 추출 쿼리에서 파일에 대해 실행할 SQL 쿼리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d. 구분자에서 파일에 사용된 구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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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세로 막대(|)

e. 인증서 저장소에서 EPM Integration Agent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저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 파일

클라우드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연결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파일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 JDBC URL,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저장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name.cred이고, 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파일에는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river=oracle.jdbc.driver.OracleDriver
jdbcurl=jdbc:oracle:thin:@host:port/service
username=apps
password=w+Sz+WjKpL8[

Note:

두 인증서 저장소 유형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야 합니다.

유형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유형이 "파일" 저장소인 경우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f. JDBC URL에서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JDBC 드라이버 URL 연결 문자열을 사용하면 Java를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racle Thin JDBC 드라이버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oracle:thin:@host:port:sid
jdbc:oracle:thin:@host:port/service
MS SQL Server의 경우 JDBC 드라이버 URL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jdbc:sqlserver://server:port;DatabaseName=dbname
g. 사용자 이름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h. 비밀번호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i. 가져오기 크기에서 쿼리에 대해 각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트립에서 가져올(드라이버로
처리할) 행 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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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저장을 누릅니다.

5.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간 통합 작업을 생성합니다.

a.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를 누르십시오.

b. 통합 생성 페이지의 이름 및 설명에 이 통합 작업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위치에 새 위치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위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d. 빠른 모드 슬라이더를 탭하여 설정합니다.

빠른 모드 방법과 통합 작업을 연계하고 작업을 저장한 후에는 빠른 모드 연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 작업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e. (소스 선택)를 누르십시오.

f. 소스 선택 드롭다운( )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g. 타겟 선택 드롭다운( )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h.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6.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와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애플리케이션
간에 차원을 매핑합니다.

a. 차원 매핑 페이지의 유형에서 데이터 로드 방법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유형만 지원합니다.

• 구분 - 모든 데이터 유형: Planning에 대해 다음 데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 숫자

– 텍스트

– 스마트 목록

– 데이터

b. 매핑 그리드에서 다음을 완료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열을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i. 소스 차원 선택에서 차원에 매핑할 소스 차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ii. 선택사항: 각 EPM Cloud 차원에 대한 타겟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타겟 표현식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ote:

빠른 모드 방법에서는 SQL 타겟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빠른 모드 방법에서는 소스 표현식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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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장 후 계속을 누릅니다.

7.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직접 통합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른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8. 옵션 탭을 누릅니다.

9. 범주에서 시나리오 차원에 대한 명시적 소스 필터를 지정합니다.

통합을 정의할 때 범주를 지정해야 하므로 범주는 처리 시 필요한 POV 구성요소입니다. 빠른
모드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를 결정할 때는 범주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10. 데이터 추출 옵션에서 데이터 추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데이터 - 밀집 및 희소 차원 둘 다의 저장 값과 동적 계산 값을 추출합니다.

모든 데이터라는 데이터 추출 옵션은 MDX 쿼리 익스포트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 저장 및 동적 계산 데이터 - 밀집 차원의 저장된 멤버와 동적 계산 멤버에 대해서만
추출하고 희소 차원의 경우 추출하지 않습니다. 저장 및 동적 계산 데이터 옵션은
DATAEXPORT 명령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 저장 데이터만 - 저장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이 유형의 추출에서는 동적 계산 값이
제외됩니다. 저장 데이터만 옵션은 DATAEXPORT 명령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 레벨 0 데이터 - 차원 맨아래에 있는 전체 멤버(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원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필터를 적용하고 출력 파일에 포함할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추출 옵션을 사용하여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0 데이터 옵션은 MAXL 익스포트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방법은 서비스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출 단계가 실행 중일 때는 애플리케이션이 읽기
전용입니다.

빠른 모드 방법을 선택할 경우 다음 타겟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익스포트 속성 열

– 누적 데이터

– 정렬 데이터

– 피벗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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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장을 누릅니다.

12. 통합을 실행합니다.

a. 데이터 통합 홈 페이지에서 빠른 모드 로드와 연계된 통합 작업을 선택하고 을 누
릅니다.

b.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모드의 기본값은 바꾸기입니다.

c. 옵션 페이지에서 기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기간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소스 파일의 단일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간 차원을 매핑하고 통합의 차원 매핑 페이지에 있는 기간에 대한 타겟 표현식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이 매핑에서 파생되므로 기간 선택에 기간 드롭다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통합에 대한 필터가 정의된 경우 필터 탭을 누르고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e. 실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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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엔티티와 기간으로 필터링된 데이터 익스포트 결과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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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모드 방법과 함께 사용되는 기간 정의

빠른 모드 방법과 함께 사용되는 기간을 정의하는 경우 런타임 시 단일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데이터 소스의 기간 열을 매핑하여 이 열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기간이 파생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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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모드 방법을 위해 단일 기간 선택

• 빠른 모드 방법을 위해 소스 열에서 파생된 기간 선택

빠른 모드 방법을 위해 단일 기간 선택

빠른 모드 방법에 사용할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 데이터를 로드할 단일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통합 실행 페이지에서 기간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Note:

기간 차원을 매핑하고 통합의 차원 매핑 페이지에 있는 기간에 대한 타겟 표현식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이 매핑에서 파생되므로 기간 드롭다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빠른 모드 방법을 위해 소스 열에서 파생된 기간 선택

소스 데이터의 데이터 소스에 기간 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열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기간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Jan-20

• January-20

• 01-20

15장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EPM Cloud와 온-프레미스 간 연결

15-65



• 01/31/20

• 01-Jan-20

타겟 표현식을 사용하여 타겟 연도 및 기간 값을 파생시킬 수도 있고 날짜 필드 및 연계된
형식을 사용하여 연도 및 기간을 파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겟 표현식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겟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타겟 연도 및 기간 값을 파생시키려면 다음 타겟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 substring() - 문자 위치(시작 위치) 및 하위 문자열 길이(추출할 문자 수)를 기준으로

문자열에서 문자를 추출하고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bstring을 참조하십시오.

• split() - 구분자를 기준으로 소스 값을 분할하고, 값을 분할한 후의 n 값을 반환합니다.
이 표현식 유형은 문자열에서 세그먼트 값을 분할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plit을 참조하십시오.

날짜 필드 및 연계된 형식을 사용하여 연도 및 기간을 파생시키려면 다음 타겟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 toPeriod() - toPeriod(field, "<DATE FORMAT>", Mon) 구문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을 기준으로 기간 차원 멤버를 파생시킵니다.

 

 

• toYear() - toYear(field, "<DATE FORMAT>", "FY+YY") 구문을 사용하여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을 기준으로 연도 차원 멤버를 파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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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FORMAT>은 단순 Java 날짜 형식입니다. 단순 Java 데이터 형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docs.oracle.com/javase/8/docs/api/java/text/SimpleDateFormat.html을 참조하십시오.

Map은 또 다른 타겟 표현식으로, 이 경우 map(substr(field,1,2),P1:Jan|P2:Feb|P3:Mar|….)
구문을 사용하여 매핑하는 데 substr, split, 일련의 키 값 쌍 같은 표현식을 사용하는 입력 필드나
필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Note:

map 타겟 표현식은 모든 표현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쓰기 되돌림

EPM Integration Agent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쓰기 되돌림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데이터를 온-
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로 익스포트합니다.

• 간단한 방법 -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의
모든 열을 포함합니다. 시스템에서 INSERT 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익스포트할 열 목록이 포함된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열 이름은
테이블의 열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어야 합니다.

• 고급 방법 - 쿼리 정의 페이지에서 INSERT 문을 지정합니다. INSERT 문에 값의 테이블 및
열과 애플리케이션 차원 이름을 포함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친숙한 차원
이름을 제공할 수 있으며 TO_DATE, TO_NUMBER, 기타 함수와 같은 SQL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유형 변환 및 기타 문자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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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익스포트할 열 목록이 포함된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열 목록은
INSERT 문에 사용하는 열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어야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쓰기 되돌림 실행 중에 두 개의 이벤트 스크립트(BefExport 및 AftExport)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BefExport 이벤트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전에

작업을 수행하거나 기본 삽입 처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AftExport 이벤트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한 후 사후 처리 정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쓰기 되돌림 기능은 SYNC 및 ASYNC 모드로 실행되는 에이전트에 대해 지원됩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쓰기 되돌림 프로세스 설명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되돌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PMAgent ZIP을 다운로드합니다.

EPM Integration을 처음 설치한 경우 EPM Integration Agent 설치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PM Integration Agent의 기존 설치가 있는 경우 EPMAgent.ZIP을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풉니다. ini 파일 또는 인증서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선택사항: 쓰기 되돌림 실행 중에 BefExport 및 AftExport를 비롯한 두 개의 이벤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BefExport 이벤트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전에 작업을 수행하거나
기본 삽입 처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AftExport 이벤트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한 후 사후 처리 정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를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4.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차원 탭으로 이동하여 머리글
레코드의 열 이름이 데이터를 로드할 테이블의 열 이름 또는 열 별칭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쓰기 되돌림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차원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5. 타겟 차원 클래스의 "Amount" 열을 지정하고 데이터 열 이름 열을 지웁니다.

6.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 탭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로드를 처리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고 시스템에서 INSERT 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쿼리 정의
페이지에서 INSERT 쿼리를 작성하고 이 명령문을 데이터 로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증서, JDBC 연결 정보,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7.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여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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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일반 파일 기반 및 직접 통합 소스에

대한 통합을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데이터 통합 정의

차원 매핑 데이터 소스의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십시오.

차원 매핑

멤버 매핑 소스 필드 값이 타겟 차원 멤버로

변환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차원을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

옵션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옵션을 정의합니다. 소스 필터도

정의하십시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

8. 통합을 실행합니다.

통합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통합이 실행되면 EPM Integration Agent가 EPM Cloud에서 익스포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에이전트가 익스포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또한 선택한 방법을 기준으로
에이전트에서 적절한 INSERT 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타겟 테이블에 로드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출력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쓰기 되돌림의 데이터베이스 열 이름은 아래와 같이 생성된 파일의 열 머리글로 지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작업 로그 파일을 열어 쓰기 되돌림 실행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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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등록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를 등록하여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열과
연계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익스포트할 열 목록이 포함된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CSV 파일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열
이름은 테이블의 열 이름이어야 합니다. INSERT 쿼리의 경우 열 이름은 임의 이름일 수
있지만 INSERT 문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4. 범주에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5. 유형에서 온-프레미스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6. 파일 이름에서 1단계의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선택사항: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파일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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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되돌림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차원 설정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되돌림하는 프로세스의 일부로 머리글 레코드의 열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겟 차원 클래스 "Amount"를 사용하여 "Amount" 차원을 지정하고 데이터 열 이름 열의 값을
모두 지워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에서 Amount 열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익스포트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3. 차원 이름 열에서 Amount 차원을 선택합니다.

4. 분류를 Amount로 변경하고 데이터 열 이름을 제거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정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EPM Integration Agent에서 데이터 쓰기 되돌림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증서 및 JDBC 연결 정보도
지정해야 합니다.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익스포트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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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익스포트 오른쪽에

있는 를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3. 테이블 이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익스포트의 차원 이름은 테이블의 열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로드하는 INSERT 문을 생성하고 모든
필드에 텍스트를 삽입합니다.

이 필드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쿼리 삽입 필드에 INSERT 문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4. 쿼리 삽입에 쿼리 정의 페이지에서 생성된 사용자정의 INSERT 문과 연계된 SQL
쿼리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INSERT 쿼리에는 값의 테이블 및 열과 애플리케이션 차원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친숙한 차원 이름을 제공할 수 있으며 TO_DATE,
TO_NUMBER, 기타 함수와 같은 SQL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유형 변환 및 기타
문자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정의 INSERT 쿼리를
사용한 쓰기 되돌림를 참조하십시오.

INSERT 쿼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 필드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5. 인증서 저장소에서 EPM Integration Agent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저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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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연결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파일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 JDBC URL,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저장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name.cred이고, 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파일에는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river=oracle.jdbc.driver.OracleDriver
jdbcurl=jdbc:oracle:thin:@slc04aye.us.oracle.com:1523:fzer1213
username=apps
password=w+Sz+WjKpL8[

주:

두 인증서 저장소 유형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야 합니다.

유형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유형이 "파일" 저장소인 경우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6. JDBC 드라이버에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연결할 때 사용할 JDBC 드라이버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JDBC 드라이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 Oracle

7. 사용자 이름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8. 비밀번호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사용자정의 INSERT 쿼리를 사용한 쓰기 되돌림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사용자정의 INSERT 쿼리를 작성하고
이 쿼리 문을 데이터 로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친숙한
차원 이름을 제공할 수 있으며 TO_DATE, TO_NUMBER, 기타 함수와 같은 SQL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유형 변환 및 기타 문자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되돌림할 때 사용할 INSERT 쿼리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 쿼리 순으로 누릅니다.

2. 쿼리 화면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3. 쿼리 생성 화면의 쿼리 이름에서 INSERT 쿼리 이름을 지정합니다.

쿼리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옵션 탭의 INSERT 쿼리 필드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정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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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쿼리 문자열에서 파일의 머리글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쓰기 되돌림하는 데 사용되는
INSERT 문을 지정합니다.

테이블 이름과 열 이름을 사용하여 INSERT 문을 작성합니다.

VALUES에 애플리케이션의 차원 이름을 ~~로 묶어 지정합니다. 시스템에서 해당 값을
익스포트된 데이터 파일의 실제 값으로 바꿉니다.

이 예제에서 "ACCT", "COMP", "PROD", "PRDDATE", "BAL_AMT"는 WBTESTDT
테이블에 있습니다. "Account", "Company", "Product", "AsofDate", "Balance
Amount"는 애플리케이션의 차원 이름입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쓰기 되돌림 이벤트 스크립트

EPM Integration Agent는 쓰기 되돌림 실행 중에 두 개의 이벤트(BefExport 및
AftExport)를 실행합니다. 두 이벤트를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코드를 실행하고, 표준 처리를

건너뛰고,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에 포함되는
사용자정의 데이터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BefExport 및 AftExport 이벤트에 대해 전달되는 사용자정의 API 매개변수입니다.

이름 설명

JOBID 쓰기 되돌림 실행의 작업 ID

JOBTYPE "WRITEBACK" 작업의 유형

EXPORT_DATA_FILE 전체 경로로 이루어진 익스포트 데이터 파일의
이름

BefExport 이벤트 사용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데이터를 테이블에 삽입하기
전에 BefExport 이벤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기본 삽입 처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5장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EPM Cloud와 온-프레미스 간 연결

15-74



다음 스크립트 예제는 쓰기 되돌림 전에 실행되는 외부 API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의 BefExport 이벤트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agentContextParams 맵의 콘텐츠를 인쇄합니다.

• 데이터를 삽입할 테이블 이름을 가져오고 인쇄합니다.

• insert 쿼리를 가져오고 인쇄합니다.

• 에이전트 프로세스 로그에 정보 메시지를 인쇄합니다. 이 항목은 EPM_APP_DATA_HOME\logs의
프로세스 로그 및 epmagent.log에 기록됩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컨텍스트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컨텍스트
함수를 참조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예제로만 제공되며 결함이 없다고 보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스크립트와 관련된
질문 또는 이슈에 대해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import sys
import java

'''
Before export custom script. This script will be called before the writeback 
begins execution.
'''
#print Begin: BefExport.py

#print 'Event Type is: ' + event

'''
Print the contents of the agentContextParams map which is an unmodifiable 
map. 
'''
#print 'JOBTYPE: ' + agentContext["JOBTYPE"]
#print 'EPM_APP_DATA_HOME: ' + agentContext["EPM_APP_DATA_HOME"]
#print 'WRITEBACK_DATA_FILE: ' + agentContext["WRITEBACK_DATA_FILE"]
#print 'JOBID: ' + str(agentContext["JOBID"])
#print 'INTEGRATION: ' + agentContext["INTEGRATION"]
#print 'LOCATION: ' + agentContext["LOCATION"]
#print 'SOURCE_APPLICATION: ' + agentContext["SOURCE_APPLICATION"]
#print 'TARGET_APPLICATION: ' + agentContext["TARGET_APPLICATION"]

'''
getTable() Method to fetch the table name into which the data will be 
inserted. This is 
passed from cloud to the agent during the writeback execution call.
'''
#print "Printing Table Name: " + agentAPI.getTable()

'''
getInsertQuery() Method to fetch the insert query. This is the query which is
passed from cloud to the agent during the writeback execution 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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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Printing Query: " + agentAPI.getInsertQuery()

'''
Log an info message to the agent process log. This entry will be 
logged only to the process log in EPM_APP_DATA_HOME\logs
folder and not to epmagent.log. The log entry will be created at INFO 
log level.
'''
#agentAPI.logInfo("SAMPLE: INFO log message from script")

'''
Log an severe message to the agent process log. This entry will be 
logged into the process log in EPM_APP_DATA_HOME\logs
folder and also into epmagent.log. The log entry will be created at 
SEVERE log level.
'''
#agentAPI.logError("SAMPLE: SEVERE log message from script")

'''
Uncomment to skip the export data execution. The writeback execution 
can be skipped only during the
BEFORE_EXPORT event. This will skip the execution of the insert 
statements. The cloud process will be marked as failed in the Export 
data step. 
'''
#agentAPI.skipAction('true')

'''
Return false in case of error, which will throw an exception in the 
agent.
'''

#print "End: BefExport.py"

         

AftExport 이벤트 사용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AftExport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한 후 사후 처리 정리를 수행합니다.

다음 스크립트 예제는 쓰기 되돌림 후에 실행되는 외부 API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의 AftExport 이벤트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agentContextParams 맵의 콘텐츠를 인쇄합니다.

• 에이전트 프로세스 로그에 정보 메시지를 인쇄합니다. 이 항목은
EPM_APP_DATA_HOME\logs의 프로세스 로그에 기록됩니다.

• 에이전트 프로세스 로그에 심각한 오류 메시지를 인쇄합니다. 이 항목은
EPM_APP_DATA_HOME\logs의 프로세스 로그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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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Integration Agent 컨텍스트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컨텍스트
함수를 참조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예제로만 제공되며 결함이 없다고 보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스크립트와 관련된
질문 또는 이슈에 대해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import sys

'''
After export custom script. This script will be called after the writeback 
finishes execution.
'''
#print "Begin: AftExport.py"

#print 'Event Type is: ' + event

'''
Print the contents of the agentContextParams map which is an unmodifiable 
map. 
'''
#print 'JOBTYPE: ' + agentContext["JOBTYPE"]
#print 'EPM_APP_DATA_HOME: ' + agentContext["EPM_APP_DATA_HOME"]
#print 'WRITEBACK_DATA_FILE: ' + agentContext["WRITEBACK_DATA_FILE"]
#print 'JOBID: ' + str(agentContext["JOBID"])
#print 'INTEGRATION: ' + agentContext["INTEGRATION"]
#print 'LOCATION: ' + agentContext["LOCATION"]
#print 'SOURCE_APPLICATION: ' + agentContext["SOURCE_APPLICATION"]
#print 'TARGET_APPLICATION: ' + agentContext["TARGET_APPLICATION"]

'''
Log an info message to the agent process log. This entry will be logged only 
to the process log in EPM_APP_DATA_HOME\logs
folder and not to epmagent.log. The log entry will be created at INFO log 
level.
'''
#agentAPI.logInfo("SAMPLE: INFO log message from script")

'''
Log an severe message to the agent process log. This entry will be logged 
into the process log in EPM_APP_DATA_HOME\logs
folder and also into epmagent.log. The log entry will be created at SEVERE 
log level.
'''
#agentAPI.logError("SAMPLE: SEVERE log message from script")

'''
Return false in case of error, which will throw an exception in the agent.
'''
returnValue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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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End: AftExport.py"
         

에이전트 클러스터 이해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통합 작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것이 좋은 몇 가지 비즈니스 시나리오의 예입니다.

• 소스 시스템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해 각
데이터 센터 위치에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의 여러 비즈니스 단위에서 해당 작업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 조직에서 여러 유형의 소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BS(E-Business Suite)와
Peoplesoft가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보안 및 데이터 볼륨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 소스마다 데이터 로드 빈도가 다릅니다. 보고 및 드릴다운의 소스로 사용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스테이징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매일 대화식 모드로 로드될
수 있으며, 드릴다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른 ERP 시스템을 월말 연결 프로세스
전용 소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 로드가 뱃치 처리됩니다. 이러한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 다른 클러스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을 정의하여 다른 여러 클러스터에 통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유형별로 적절한 클러스터에 통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통합(데이터 규칙)

• 위치

• 타겟 애플리케이션

통합 작업이 시작되면 시스템에서 작업이 지정된 위치를 검사하고 클러스터를 확인한 다음,
해당 클러스터에 작업을 지정합니다. 작업 실행 우선순위는 엔티티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합이 위치보다 우선 적용되고, 위치가 타겟 애플리케이션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각 클러스터에 여러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추가 로드 밸런싱 및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구성 INI 파일에서 에이전트를 클러스터에 연계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클러스터에 연계되고 클러스터에
지정된 작업이 실행됩니다. 클러스터 내의 로드 밸런싱 절차는 실행 모드가 동기 또는
비동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동기 모드에서는 시스템이 라운드 로빈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속한 에이전트에
작업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기 모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비동기 모드에서는 고가용성을 얻기 위해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시간에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간격을 10분으로 설정하고 정시 5분에 다른 에이전트를 시작한 다음,
정시 10분에 다른 에이전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5분마다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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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택한 엔티티(위치, 애플리케이션 또는 통합)가 다른 클러스터에 재지정되면 자동으로
이전 클러스터 지정이 삭제되고 새 지정으로 대체됩니다.

통합 작업을 추출해도 작업의 임포트 및 검증 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추출에 성공해도 임포트 및 검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추가

클러스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을 누릅니다.

2. 데이터 교환( )을 누르고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합니다.

3. 선택적으로 네비게이터( )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교환( )을
선택하여 Data Integra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5. 에이전트 클러스터 페이지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6. 에이전트 클러스터 생성 페이지의 클러스터 이름 필드에서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에는 영숫자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 또는 앰퍼샌드(&)와 같은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에는 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클러스터 모드에서 통합 플로우를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기

• 비동기

8. 설명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지정합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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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작업 지정

지정을 사용하면 추출을 실행하는 에이전트가 클러스터로 통합 작업을 추출할 때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위치, 애플리케이션 또는 통합)를 지정하여 선택한
클러스터와 연계하고 추출 순서를 설정합니다.

통합 작업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2. 에이전트 클러스터 페이지에서 통합 작업을 추가할 클러스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에이전트 탭을 누른 다음, 클러스터에서 지정과 함께 사용할 에이전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이름 - 클러스터에 지정된 에이전트의 이름입니다.

• 실제 URL - 웹 URL이 역방향 프록시를 통해 요청을 리디렉션하는 IP 주소와
포트를 나타냅니다.

• 웹 URL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가 요청을 보내는
웹 주소를 나타냅니다.

[웹 URL] 필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Ping -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4. 지정 탭을 누른 다음, 유형 드롭다운에서 엔티티 유형을 선택합니다.

적합한 엔티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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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 통합

• 위치

5. 엔티티 드롭다운에서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추가/삭제 버튼( )을 눌러 새 지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지정을 삭제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스크립팅

EPM Integration Agent는 사용자가 Java 또는 Jython/Groovy 스크립팅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거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정의된 쿼리를 조건부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기능의 확장을 제공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한 표준 SQL 처리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업로드되는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며, 스크립팅을 사용하여
표준 처리를 무시하고 EPM Integration Agent 처리 과정에서 EPM Cloud로 업로드되는
사용자정의 데이터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EPM Integration Agent에서 수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지정된 EPM Integration Agent
데이터 소스에서 정의된 SQL을 처리합니다.

2. SQL 결과 세트를 준비하고 정의된 데이터 소스에서 EPM Cloud로 전송합니다.

이 단계를 "추출" 및 "업로드" 단계라고 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의 스크립팅은 사용자정의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 있는 이러한 두 프로세스 단계와 관련된 4가지 이벤트를 지원합니다.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스크립트 이름 설명

추출 이전 BefExtract.py
BefExtract.groovy

에이전트 추출 처리 전에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SQL 처리 전에

처리를 수행하려는 경우 이
스크립트에 해당 코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출 이후 AftExtract.py
AftExtract.groovy

에이전트 추출 처리 후에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추출 후에

agent/MyData/data 로컬

폴더에 작업 ID와 dat 접미어를

포함하는 파일이 준비됩니다.

업로드 이전 BefUpload.py
BefUpload.groovy

데이터 파일이 EPM Cloud로
업로드되기 전에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EPM Cloud로
업로드되는 파일은 agent/
MyData/data 폴더의

<jobID>.dat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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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스크립트 이름 설명

업로드 이후 AftUpload.py
AftUpload.groovy

데이터 파일이 EPM Cloud로
업로드된 후에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주:

쓰기 되돌림 실행 중에 사용되는 EPM Integration Agent BefExport 및
AftExport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쓰기 되돌림

이벤트 스크립트를 참조하십시오.

샘플 스크립트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로컬 시스템의 agent/Sample/jython 및 agent/
Sample/groovy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agent/MyData/scripts 폴더에

있는 스크립트의 인스턴스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BefExtract 스크립트만 실행하려는

경우 이 스크립트만 agent/MyData/scripts 폴더에 저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사용자정의 메소드를 구현하는 고유한 Java 클래스 구현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를 위해 Agent/Sample 폴더에 예제가 제공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합니다.

• Java로 직접 통합 논리를 구현하려는 경우 agent/MyData/scripts 폴더에 스크립트를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Java 구현은 항상 4가지 이벤트를 실행하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이 없을 경우 고객/파트너가 정의한 Java 논리를 처리합니다.

• EPMAgentInterfac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는 Java 클래스 파일

CustomEvent.java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ublic class CustomEvent는
agent-interface.jar에 있는 EPMAgentInterface()를 구현합니다.

• CustomEvent.class는
oracle.epm.aif.agent.agentinterface.CustomEvent.class로 agent-
interface.jar 내에 패키지할 수 있습니다. agent-interface.jar 이외의 별도 jar에
패키지하는 경우 이 jar을 CUSTOM_CLASS_PATH 에이전트 시작 매개변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oracle.epm.aif.agent.agentinterface.CustomEvent.class에서 다른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려는 경우 시작 매개변수 CUSTOM_INTERFACE_CLASS_NAME을 정규화된

Java 클래스 이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agent-interface.jar은 개발 부서에서 정기 EPM Cloud 릴리스 주기 중에

수정사항이나 새 버전을 제공할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개발 및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자정의 이벤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덕션 배포에서는 사용자정의를
덮어쓰지 않도록 별도의 jar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 API 메소드

EPM Integration Agent는 로그 파일의 텍스트 지정, 바인드 변수 및 쿼리 업데이트, 특수
쿼리가 사용되거나 SQL 이외의 데이터 소스가 사용되는 경우 SQL 처리 단계를 건너뛰도록
EPM Integration Agent에 지시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 API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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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메소드 설명 예

logInfo() 에이전트 프로세스 로그에 정보

메시지를 로깅합니다. 이 항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로그인

EPM_APP_DATA_HOME\logs
폴더의 프로세스 로그에

로깅되지만 로컬

epmagent.log에는 로깅되지

않습니다. 로그 항목은 INFO 로그

레벨에 생성됩니다.

agentAPI.logInfo("SAMPLE:
INFO log message from
script")

logError() 에이전트 프로세스 로그에 오류

메시지를 로깅합니다. 이 항목은

EPM Cloud 작업 로그인

EPM_APP_DATA_HOME\logs
폴더의 프로세스 로그에 로깅되며

epmagent.log에도 로깅됩니다.
로그 항목은 SEVER 로그 레벨에

생성됩니다.

agentAPI.logError("SAMPLE:
SEVER log message from
script")

setBindVariables() setBindVariables() 메소드를

사용하여 추출 쿼리의 바인드

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befExtract 스크립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인드 변수는 NAME 변수인 키와

VALUE가 포함된 각 변수의 Java 맵
항목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newBindVar =
dict({'PERIOD':'Feb-05',
'LEDGER':'Vision
Operations (USA)'})
jmap =
java.util.HashMap()
newBindVar.keys():
jmap[key] =
newBindVar[key]에 있는 키의

경우

agentAPI.setBindVariables(jmap)
getBindVariables() getBindVariables() 메소드를

사용하여 추출 쿼리의 바인드

변수를 가져옵니다. 각 바인드

변수는 NAME 및 VALUE 키를

사용하여 바인드 변수를 정의하는

맵에 저장됩니다.

bindVariables =
agentAPI.getBindVariables()
bindVariables.entrySet():
print entry.key,
entry.value에 있는 항목의 경우

updateQuery() updateQuery() 메소드를

사용하여 추출 쿼리를

업데이트합니다. befExtract
스크립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agentAPI.updateQuery("SELECT
* FROM TDATASEG")

getQuery() getQuery() 메소드를 사용하여

추출 실행 호출 중에 EPM
Cloud에서 EPM Integration
Agent로 전달된 쿼리를

가져옵니다.

print "Printing Query: "
+ agentAPI.get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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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메소드 설명 예

skipAction() EPM Integration Agent에서

사용자정의 추출 루틴을 사용하는

경우 skipAction() 메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추출 단계를

건너뜁니다.
befExtract 스크립트 중에만

추출 실행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저장된 쿼리를 실행하는 대신 EPM
Cloud로 업로드할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려는 경우, 이름이

<process ID>.dat인 파일을

EPM Cloud로 업로드하기 위해

적시에 MyData/data 폴더에

저장해야 합니다. 즉,
befExtract, aftExtract 또는

befUpload 스크립트에서 파일을

이 폴더에 저장해야 합니다.

agentAPI.skipAction('true')

EPM Integration Agent 컨텍스트 함수

스크립트 작성기에 대한 중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EPM Integration Agent API
컨텍스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설명

agentContext["JOBTYPE"] 에이전트가 실행 중인 작업 유형을 제공합니다.
현재 JOBTYPE 프로세스는 "EXTRACT" 및
"INTEGRATION"입니다

agentContext["EPM_APP_DATA_HOME"] EPM Integration Agent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INI 파일에 지정된 데이터 홈을 제공합니다.

agentContext["DELIMITER"]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데이터 소스 항목의

일부로 지정된 파일 구분자를 제공합니다.

agentContext["DATAFILENAME"] EPM Cloud로 업로드된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제공합니다. 파일 이름을 수동으로 빌드하는 대신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agentContext["JOBID"] EPM Cloud에서 제출된 통합의 작업 ID를
제공합니다.

agentContext["INTEGRATION"] 실행되는 INTEGRATION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agentContext["WRITEBACK_DATA_FILE"] EPM Cloud에서 다운로드된 쓰기 되돌림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제공합니다. 파일

이름을 수동으로 빌드하는 대신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agentContext["LOCATION"] EPM Cloud에서 제출된 통합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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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설명

agentContext["SOURCE_APPLICATION"] EPM Cloud에서 제출된 통합의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agentContext["TARGET_APPLICATION"] EPM Cloud에서 제출된 통합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EPM Integration Agent 스크립트 예제

다음 스크립트 예제는 환율을 제공한 다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데이터 교환 섹션에 정의된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업로드하기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는 외부 API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PM Cloud의 설정 단계에서는 EPM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사용하는 통합의 데이터 소스로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예제로만 제공되며 결함이 없다고 보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스크립트와 관련된
질문 또는 이슈에 대해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This jython script calls an external API to get exchange rates, and then 
generates a file which is picked up by the EPM Integration Agent '''

import json
import urllib2

''' Turn off SQL processing by AGENT '''

agentAPI.skipAction('true')

''' Set Proxy for HTTP call. Needed when connected via VPN ''' 

proxy = urllib2.ProxyHandler({'http': 'www-proxy.example.com:80' 'https': 
'www-proxy.example.com:80'})
opener = urllib2.build_opener(proxy) urllib2.install_opener(opener)

''' Set up URL for rates download.  Please see the URL for additional 
information in regards to options. ''' 

currency = 'USD'
ratesurl = 'https://api.exchangeratesapi.io/latest?base=' + currency
fxrates = urllib2.urlopen(ratesurl)
text = json.loads(fxrates.read())
allrates = text['rates']

agentAPI.logInfo("Jython Script - RateExtract: URL - " + str(ratesurl))

''' Generate file for loading into the EPM Cloud '''

outfilename = agentContext["DATAFILENAME"]
outfile = open(outfilename, "w")

''' Generate header row '''

outfile.write("Account,Currency,Entity,From Currency,Scenario,View,Rate" + 
ch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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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e a row for each rate '''

for toCur,toRate in allrates.iteritems():
    mystr = "Ending Rate" + "," + str(toCur) + "," + "FCCS_Global 
Assumptions" + "," + "FROM_" + str(currency) + "," + "Actual" + "," + 
"FCCS_Periodic" + "," + str(toRate) + chr(10)
    outfile.write(mystr)

outfile.close() 

agentAPI.logInfo("Jython Script - RateExtract: Output File Name - " + 
str(outfilename))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데이터 통합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간에 직접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통합을 사용하면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실행 중인 스테이지 또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에서 Oracle
Autonomous Database의 선택한 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는 고성능 Oracle 하드웨어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된 완전
자동화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트랜잭션 처리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포괄적인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는 탄력적으로 스케일링되고 빠른 쿼리
성능을 제공하는 사용하기 쉽고 완전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로서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구성 또는 관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 데이터베이스 백업,
데이터베이스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데이터베이스 확장 또는 축소를 처리합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FAQ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및 EPM Cloud 간 연결을
설정합니다. 고객은 로컬 네트워크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고객이 현재 이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유사함)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 계산 인스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한 후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산 인스턴스는 호스트하는 가상 서버에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고객 솔루션에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5장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데이터 통합

15-86

http://www.oracle.com/database/technologies/datawarehouse-bigdata/adb-faqs.html


EPM Cloud 및 Oracle Autonomous Cloud 통합을 사용하면 고객이 데이터를 드릴다운하고 빠른
모드 방법으로 로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 연결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

EPM Integration Agent에서 제공하는 미리 정의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및 Oracle Autonomous Database 간에 두 가지 방법으로
통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EPM Cloud 및 Oracle Autonomous Database 간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단계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 Oracle Cloud Infrastructur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합니다.

2. 로컬 네트워크 서버 또는 Oracle Cloud Infrastructure 계산 인스턴스에 EPM Integration
Agent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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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 전자 지갑을 다운로드합니다.

4. 전자 지갑을 에이전트 서버에 복사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5. Oracle Autonomous Database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거나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6. 통합을 설정합니다.

7. 통합을 실행합니다.

Oracle Cloud Infrastructure 연결

다음 단계에서는 생성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연결한다고 가정합니다.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율 운영 트랜잭션 처리 시작하기
및 프로비저닝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https://cloud.oracle.com에서 로그인합니다.

2. 클라우드 계정 이름에 클라우드 계정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3. Oracle Cloud 계정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에 사용자 이름을, 비밀번호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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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작하기 페이지에서 왼쪽 위에 있는 네비게이터( )를 눌러 최상위 레벨 네비게이션
선택항목을 표시합니다.

5. 홈 페이지를 누른 후추천 항목에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누릅니다.

15장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데이터 통합

15-89



현재 지역 및 구획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표시된 자율 운영 데이터 페이지가 열립니다.

6.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의 표시 이름에서 연결할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7. DB 연결을 누릅니다.

8. 데이터 연결 페이지에서 전자 지갑 유형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클라이언트
인증서 및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전자 지갑은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컨테이너로, 개인 키,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포함한 인증 및 서명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모두
SSL에서 인증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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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전자 지갑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스턴스 전자 지갑: 단일 데이터베이스 전용 전자 지갑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별 전자 지갑을 제공합니다.

• 지역별 전자 지갑: 지정된 테넌트 및 지역의 모든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용 전자
지갑입니다(클라우드 계정이 소유한 모든 서비스 인스턴스 포함).

Note:

가능한 경우 인스턴스 전자 지갑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별 전자 지갑을 일반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전자 지갑은 해당
지역 내 모든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잠재적 액세스가 필요한 관리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9. 전자 지갑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10. 전자 지갑 다운로드 대화상자의 비밀번호 필드에 전자 지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필드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전자 지갑 내부 키를 암호화하려면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비밀번호는
길이가 8자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문자와 하나 이상의 숫자 또는 하나 이상의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비밀번호를 통해 다운로드된 클라이언트 인증서 전자 지갑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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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운로드를 눌러 클라이언트 보안 인증서 zip 파일을 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은 Wallet_ databasename .zip입니다. 이 파일을 임의의 파일

이름으로 임의의 로컬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2. 닫기를 누릅니다.

Not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려면 
SQL Developer를 자율 운영 트랜잭션 처리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도록 EPM Integration Agent
구성

이 섹션에서는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도록 EPM Integration Agent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음 구성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 로컬 네트워크에서 EPM Integration Agent 구성

• 계산 인스턴스에서 EPM Integration Agent 구성

로컬 네트워크에서 EPM Integration Agent 구성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조직
네트워크 내 로컬 컴퓨터에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로컬 네트워크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최신 EPMAgent ZIP을 다운로드합니다.

a. 데이터 교환( )을 누르고 데이터 통합 탭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네비게이터( )를 누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교환
( )을 선택하여 Data Integra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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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르고 에이전트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c. 파일 관리자 페이지에서 EPMAgent ZIP을 대상 폴더로 추출합니다.

대상 폴더는 AGENT_HOME입니다.

2.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대한 연결을 생성할 때 전자 지갑을 다운로드한 폴더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zip 파일 이름은 Wallet_databasename.zip입니다.

전자 지갑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Infrastructure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3. 구성 디렉토리(예: <EPMAgentDevData\config>)에 전자 지갑을 복사하거나
EPM_APP_DATA_HOME에서 전자 지갑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4. 전자 지갑을 선택하고 압축을 해제합니다.

5. 텍스트 편집기에서 tnsnames.ora 파일을 열고 아래 예에 표시된 대로 프록시 항목을 바꾸어

서비스 설명에 프록시 항목을 추가합니다.

myadb_high = (description= (retry_count=20)(retry_delay=3)
(address=(https_proxy=myproxy.sample.com)(https_proxy_port=80)
tnsnames.ora 파일은 로컬 이름 지정 방법 연결 기술자에 매핑된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 또는

리스너 프로토콜 주소에 매핑된 네트 서비스 이름이 포함된 구성 파일입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에이전트를 실행 중이므로 이 프록시 정보는 필수입니다.

6. tnsnames.ora 파일을 저장합니다.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 계산 인스턴스에서 EPM Integration Agent 배포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쓰기 되돌림하는 경우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 계산 인스턴스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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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 계산 인스턴스를 제공하므로 계산 호스트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하는 가상 서버에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는 등 계산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필요에 따라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는 컴퓨터에서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재시작하고,
볼륨을 연결 및 분리하고, 사용 완료 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종료하면
인스턴스의 로컬 드라이브에 대한 변경사항이 손실됩니다.

Oracle Cloud Infastructure 계산 인스턴스에서 EPM Agent를 배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설치가 간소화됩니다.

• 방화벽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포트 열기와 같은 특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클라우드에 있으며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인스턴스가 사용되면 에이전트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및 Oracle Autonomous Database 간에 연결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고객 솔루션에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
어댑터, SQL 쿼리, Data Integration 내 매핑 등 통합 정의는 계속 생성해야 합니다.

계산 인스턴스 생성

Oracle Cloud Infrastructure 계산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EPM Integration Agent를 설치한
후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데이터를 로드하고 쓰기 되돌림합니다. 호스트
시스템의 다른 툴, 유틸리티, 기타 리소스에 대한 로컬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에서는 SSH(Secure Shel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안 연결을
설정하고 opc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계산 인스턴스 생성을 시작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지정된 구획의 계산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지정된 VCN 및 서브넷을 사용하고, 연결할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가진 Oracle Cloud 사용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 Oracle Cloud 계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사용할 구획, VCN, 서브넷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테넌시 관리자가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https://cloud.oracle.com에서 로그인합니다.

2. 클라우드 계정 이름에 클라우드 계정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3. 사용자 이름에 사용자 이름을, 비밀번호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릅니다.

4. Oracle Cloud Infrastructure 페이지에서 왼쪽 위에 있는 네비게이션 메뉴를 눌러
최상위 레벨 네비게이션 선택항목을 표시합니다.

5. 계산을 누른 후 계산 아래의 인스턴스를 누릅니다.

6.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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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산 인스턴스 생성 페이지에서 SSH 키 추가 창으로 이동하여 키 쌍 생성을 누릅니다.

SSH는 공개 키 및 개인 키라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하여 두 컴퓨터 간에 보안 통신을 제공하는
암호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SSH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트 22를 사용합니다.

개인 키는 사용자와 함께(그리고 해당 위치에서만) 유지되지만 공개 키는 일반적으로 ssh-
copy-id 유틸리티를 통해 서버로 전송됩니다. 서버에서는 공용 키를 저장합니다(그리고
권한부여로 "표시"함). 서버에서는 이제 해당 개인 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개인 키는 사용자와 함께(그리고 해당 위치에서만) 유지되지만 공개 키는
서버로 전송됩니다.

8. 개인 키 저장 및 공개 키 저장 옵션을 선택하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키를 둘 다
저장합니다.

9. 생성을 누릅니다.

10.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인스턴스 이름을 눌러 인스턴스 세부정보를 표시합니다.

11. 인스턴스 액세스의 공용 IP 주소에서 IP 주소를 복사하여 저장합니다.

원격 호스트에 연결하는 경우 공용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15장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데이터 통합

15-95



Putty를 사용하여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

SSH(Secure Shell) 또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UNIX 스타일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SSH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9 시스템에는 OpenSSH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 생성한 SSH 키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한 경우 필요합니다. 다른 Windows 버전의 경우 http://
www.putty.org에서 제공하는 PuTTY라는 무료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명령행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스턴스에 연결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인스턴스의 공용 IP 주소. 콘솔의 인스턴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메뉴를 열고 계산을 누릅니다. 계산에서 인스턴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또는, Core Services API ListVnicAttachments 및 
GetVnic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스의 기본 사용자 이름. Linux, CentOS 또는 Windows용 플랫폼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실행한 경우 사용자 이름은 opc입니다. Ubuntu 플랫폼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실행한 경우 사용자 이름은 ubuntu입니다.

• Linux 인스턴스의 경우: 인스턴스를 실행할 때 사용한 SSH 키 쌍의 개인 키 부분에 대한
전체 경로. 키 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의 키 쌍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 인스턴스의 경우: 처음으로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경우 인스턴스의 초기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콘솔의 인스턴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PuTTY를 실행합니다.

2. 기본 사항 페이지의 호스트 이름에는 계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복사하여 저장한 공용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포트 번호에서는 기본값 22를 그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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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에서 데이터, 자동 로그인 사용자 이름 순으로 이동하여 opc를 입력합니다.

opc 사용자는 백업 또는 패치 적용과 같이 계산 노드에 대한 루트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sudo 명령을 사용하여 계산 인스턴스에 대한 루트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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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에서 프록시, 프록시 유형 순으로 이동하여 HTTP를 선택합니다.

6. 프록시 호스트 이름에는 고객 프록시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7. 포트 번호에서는 포트 번호를 80으로 그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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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결에서 +SSH를 확장하고 인증을 선택합니다.

9. 인증용 개인 키 파일에서 계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수신한 개인 키를 입력합니다.

을 눌러 저장한 개인 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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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기를 눌러 계산 인스턴스를 실행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에이전트가 계산 인스턴스에 대해 이미 설치되었으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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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P를 사용하여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

SSH(Secure Shell) 또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UNIX 스타일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SSH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9 시스템에는 OpenSSH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 생성한 SSH 키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한
경우 필요합니다. 다른 Windows 버전의 경우 http://www.putty.org에서 제공하는 PuTTY라는 무료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명령행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스턴스에 연결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인스턴스의 공용 IP 주소. 콘솔의 인스턴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메뉴를 열고 계산을 누릅니다. 계산에서 인스턴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또는, Core Services API ListVnicAttachments 및 GetVnic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스의 기본 사용자 이름. Linux, CentOS 또는 Windows용 플랫폼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실행한 경우 사용자 이름은 opc입니다. Ubuntu 플랫폼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실행한 경우 사용자 이름은 ubuntu입니다.

• Linux 인스턴스의 경우: 인스턴스를 실행할 때 사용한 SSH 키 쌍의 개인 키 부분에 대한 전체
경로. 키 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의 키 쌍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 인스턴스의 경우: 처음으로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경우 인스턴스의 초기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콘솔의 인스턴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WinSCP를 실행합니다.

2. WinSCP 페이지에서 세션, 새 세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페이지의 호스트 이름에 복사하여 저장한 공용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4. 포트 번호에서는 기본값 22를 그대로 둡니다.

5. 사용자 이름에 opc를 입력합니다.

opc 사용자는 백업 또는 패치 적용과 같이 계산 노드에 대한 루트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sudo 명령을 사용하여 계산 인스턴스에 대한 루트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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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급 드롭다운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7. 고급 사이트 설정 페이지에서 연결, 프록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8. 프록시 유형 드롭다운에서 HTTP를 선택합니다.

9. 사용자 이름에 고객 프록시 서버를 입력합니다.

10. 포트 번호에서는 포트 번호를 80으로 그대로 둡니다.

11. SSH, 키 교환, 인증 순으로 누릅니다.

12. 개인 키 파일에서 을 눌러 저장한 개인 키로 이동합니다.

13.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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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opc 로그인 정보를 인증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산 인스턴스에서 EPM Integration Agent 구성

Oracle Cloud 계산 인스턴스를 생성했으면 해당 인스턴스에 연결한 후 EPM Integration Agent 및
기타 관련 구성요소를 전송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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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러한 구현에서는 SSH(Secure Shel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안
연결을 설정하고 opc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계산 인스턴스 시스템 생성을 시작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지정된 구획의 계산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지정된 VCN 및 서브넷을 사용하고, 연결할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가진 Oracle Cloud 사용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 Oracle Cloud 계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사용할 구획, VCN, 서브넷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테넌시 관리자가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산 인스턴스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설치하고 구성하려면 다음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 EPMAgent.zip

– 전자 지갑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서 사용할 SSL 인증서

• 파일 전송을 위한 WinSCP가 필요합니다. WinSCP는 https://winscp.net/eng/
index.php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인스턴스에서 EPM Integration Agent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또는 SSH 키를 사용하여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tty를 사용하여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 또는 WSCP를 사용하여 계산 인스턴스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연결 정보는 인스턴스에 연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OCI yum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RPM을 사용하여 OCI 계산 구성에서 실행 중인 Oracle
Linux에 Oracle Java를 설치합니다.

Oracle Java 설치에 대한 지침은 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 Oracle Java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WinSCP에 로그인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WinSCP가 Windows 파일 탐색기와 유사한 디렉토리 구조로 열립니다.

4. 다음 파일을 소스 디렉토리에서 계산 인스턴스의 디렉토리로 끌어서 놓는 방법으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 EPMAgent.zip

최신 EMPAgent.zip은 Data Integration의 로컬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Agent ZIP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 전자 지갑 - 전자 지갑 파일은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콘솔의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전자 지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Cloud Infrastructure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 SSL 인증서 - EPM Cloud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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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와 EPM Integration Agent 간에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scp 명령행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로컬 시스템과 원격 시스템 간에 파일 및
디렉토리를 안전하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SCP 명령 구문은 scp [OPTION]
[user@]SRC_HOST:]file1 [user@]DEST_HOST:]file2 형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Linux 및 Mac에서 이 구성에 필요한 EPM Integration Agent 구성요소를 전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샘플 scp 명령입니다.

scp -i /Users/Oracle/Documents/oci/ssh-key-private.key epmagent.jar
opc@<OCI INSTANCE PUBLIC IP ADDRESS>:/home/opc/epmagent.jar
scp -i /Users/Oracle/Documents/oci/compute/ssh-key- private.key epm.cer
opc@<OCI INSTANCE PUBLIC IP ADDRESS>:/home/opc/epm.cer
scp -i /Users/Oracle/Documents/oci/compute/ssh-key- private.key Wallet-
epm.zip opc@<OCI INSTANCE PUBLIC IP ADDRESS>:/home/opc/Wallet-epm.zip

5. 대상 폴더에서 EPMAgent.zip을 추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폴더는 <AGENT_HOME> 입니다.

6. 구성 디렉토리에 전자 지갑을 복사하거나 <EPMAgentDevData\config> 또는

<EPM_APP_DATA_HOME>에서 전자 지갑 디렉토리를 생성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7. <EPM_AGENT_HOME/cert> 디렉토리에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8. 계산 인스턴스에서 에이전트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Integration Agent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EPM Cloud로 데이터 로드

Oracle Autonomous Database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 쿼리를
실행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로컬 네트워크의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로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EPM Integration Agent는 통합의 데이터 소스로 정의되며 실행 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후에
해당 데이터는 선택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매핑되고 로드됩니다.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Oracle Wallet도
이미 다운로드했어야 합니다. Oracle Wallet을 사용하면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베이스 인증서를
쉽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서 EPM Cloud로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쿼리 정의를 생성하고 SQL 쿼리를 저장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SQL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Data Integration에 SQL 쿼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2. 소스 데이터의 머리글 행 하나가 포함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머리글 행은 타겟 차원의 차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차원 이름에 대한 SQL 쿼리에
열 이름의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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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을 머리글 행이 포함된 CSV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4. Oracle Autonomous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b.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c. 애플리케이션 생성, 범주 순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d. 유형에서 Oracle Autonomous Database를 선택합니다.

e. 파일에 있는 8단계에서 생성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찾아봅니다.

f.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g. 확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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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6.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Autonomous 데이터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에 있는 을 누
르고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8. 데이터 추출 쿼리에서 파일에 대해 실행할 SQL 쿼리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9. 구분자에서 파일에 사용된 구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구분자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쉼표(,)

• 느낌표(!)

• 세미콜론(;)

• 콜론(:)

• 세로 막대(|)

10. 인증서 저장소에서 EPM Integration Agent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저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 파일

클라우드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연결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파일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Oracle Autonomous Database 연결에 필요한 JDBC URL,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URL 형식에는 JDBC URL, 전자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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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경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name.cred이고, 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파일에는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jdbcurl=jdbc:oracle:thin:@<tns_name>?
TNS_ADMIN=<path_to_wallet_folder>

.cred 파일에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jdbcurl=jdbc:oracle:thin:@epmdevdb0_low?TNS_ADMIN=C:\ATP 
Connection\epmdevdb0_wallet
username=apps
password=w+Sz+WjKpL8[

Note:

두 인증서 저장소 유형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야 합니다.

유형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유형이 "파일" 저장소인 경우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11. 사용자 이름에는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는 경우 SQL
Developer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2. 비밀번호에는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3. 서비스 이름에는 서비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tnsnames.ora 파일을 열고 연결과 연계된 서비스 이름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연결 기술자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주소에
매핑된 별칭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경우 서비스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율 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연결의 서비스 이름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tabasename_high

• databasename_medium

• databasename_low

이러한 서비스는 LOW, MEDIUM, HIGH 소비자 그룹에 매핑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 유형으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DB2020으로 지정하면 서비스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2020_high

• db2020_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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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2020_low

db2020_low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연결에서는 LOW 소비자 그룹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그룹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HIGH: 리소스는 가장 높고 동시성은 가장 낮습니다. 쿼리는 병렬로 실행됩니다.

• MEDIUM: 리소스는 더 낮고 동시성은 더 높습니다. 쿼리는 병렬로 실행됩니다.

MEDIUM 서비스 동시성 한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EDIUM 서비스
동시성 한도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LOW: 리소스는 가장 낮고 동시성은 가장 높습니다. 쿼리는 직렬로 실행됩니다.

14. 가져오기 크기에서 쿼리에 대해 각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트립에서 가져올(드라이버로 처리할)
행 수를 지정합니다.

15. 전자 지갑 위치에는 EPM Integration Agent 서버에서 전자 지갑을 다운로드하고 압축 해제한
디렉토리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16. 저장을 누릅니다.

17. 다음을 수행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데이터 소스와 EPM Cloud 통합을
완료합니다.

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일반 파일 기반 및 직접 통합 소스에

대한 통합을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데이터 통합 정의

차원 매핑 데이터 소스의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십시오.

차원 매핑

멤버 매핑 소스 필드 값이 타겟 차원 멤버로

변환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차원을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

옵션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옵션을 정의합니다. 소스 필터도

정의하십시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

15장
EPM Integration Agent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 데이터 통합

15-109

https://docs.oracle.com/en/cloud/paas/autonomous-database/adbsa/service--concurrency-limit-change.html#GUID-1E9CA2DC-241E-44A6-95AE-614F49D8872F
https://docs.oracle.com/en/cloud/paas/autonomous-database/adbsa/service--concurrency-limit-change.html#GUID-1E9CA2DC-241E-44A6-95AE-614F49D8872F


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통합 실행 통합이 실행되면 EPM
Integration Agent가 EPM
Cloud에서 익스포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에이전트가 익스포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또한

선택한 방법을 기준으로

에이전트에서 적절한 INSERT
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타겟

테이블에 로드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출력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쓰기 되돌림의 데이터베이스 열
이름은 아래와 같이 생성된

파일의 열 머리글로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실행 를
참조하십시오

EPM Cloud에서 Oracle Autonomous Database로 데이터 쓰기
되돌림

EPM Integration Agent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로컬 네트워크의 Oracle Autonomous Database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쓰기 되돌림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데이터를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있는 선택한 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익스포트합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쓰기 되돌림 실행 중에 두 개의 이벤트 스크립트(BefExport 및 AftExport)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BefExport 이벤트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전에

작업을 수행하거나 기본 삽입 처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AftExport 이벤트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한 후 사후 처리 정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쓰기 되돌림 기능은 SYNC 및 ASYNC 모드로 실행되는 에이전트에 대해 지원됩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로 데이터를 쓰기 되돌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ata Integration에서 쓰기 되돌림할 소스 데이터의 머리글 행이 하나 포함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머리글 행은 타겟 차원의 차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차원 이름에 대한 SQL
쿼리에 열 이름의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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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을 머리글 행이 포함된 CSV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a. Data Integration 홈 페이지의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b.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c. 애플리케이션 생성, 범주 순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d. 유형에서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e. 파일에 있는 2단계에서 생성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파일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파일을 찾아봅니다.

f. 접두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유하도록 접두어를 지정합니다.

접두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연결되어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니셜을 접두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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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확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4.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소스 애플리케이션 옆에 있는 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5.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차원 탭으로 이동하여 머리글 레코드의 열 이름이 데이터를
로드할 테이블의 열 이름 또는 열 별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쓰기 되돌림의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차원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6.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옵션 탭을 누릅니다.

7. 뱃치 크기에서 한 번에 파일에서 메모리로 읽어 올 행 수를 지정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주로 성능에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이 설정은 캐시에 저장되는
레코드 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이 지정되면 1,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5000이 지정되면 5,000개의 레코드를 캐시에 저장하고
커밋합니다.

서버 메모리별로 이 설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8. 테이블 이름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익스포트의 차원 이름은 테이블의 열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로드하는 INSERT 문을 생성하고 모든
필드에 텍스트를 삽입합니다.

이 필드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쿼리 삽입 필드에 INSERT 문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9. 쿼리 삽입에 쿼리 정의 페이지에서 생성된 사용자정의 INSERT 문과 연계된 SQL
쿼리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INSERT 쿼리에는 값의 테이블 및 열과 애플리케이션 차원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친숙한 차원 이름을 제공할 수 있으며 TO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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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_NUMBER, 기타 함수와 같은 SQL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유형 변환 및 기타 문자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정의 INSERT 쿼리를 사용한 쓰기
되돌림을 참조하십시오.

INSERT 쿼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 필드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10. 인증서 저장소에서 EPM Integration Agent가 사용하는 인증서 저장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저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 파일

클라우드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연결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파일 인증서 저장소 유형의 경우 Oracle Autonomous Database 연결에 필요한 JDBC URL,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URL 형식에는 JDBC URL, 전자 지갑
폴더 경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appname.cred이고,
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파일에는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jdbcurl=jdbc:oracle:thin:@<tns_name>?TNS_ADMIN=<path_to_wallet_folder>

.cred 파일에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jdbcurl=jdbc:oracle:thin:@epmdevdb0_low?TNS_ADMIN=C:\ATP 
Connection\epmdevdb0_wallet
username=apps
password=w+Sz+WjKpL8[

주:

두 인증서 저장소 유형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모두 암호화해야 합니다.

유형이 "클라우드" 저장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유형이 "파일" 저장소인 경우 encryptpasswor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사용자 비밀번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11. 워크플로우 모드에서 데이터 로드 방법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Data Management의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는 잘 정의된 프로세스 플로우로
디자인되어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감사와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를 드릴다운하고
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 플로우는 감사 목적의 데이터 아카이브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모드 옵션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성능이 핵심 요구사항인 경우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워크플로우 모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 전체(아카이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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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전체 옵션은 데이터 로드의 기본 플로우입니다. 데이터는 스테이지 테이블 간에 표준
방식으로 로드되며,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드릴다운이 지원됩니다.

전체(아카이브 없음) 옵션은 전체 모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로드하지만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데이터가 스테이지 테이블에서 삭제됩니다. 데이터는
임포트 단계 이후에만 워크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아카이브 없음) 모드에서는
드릴다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드 프로세스 중에 데이터를 검토 및 검증하고 감사
또는 드릴다운은 요구사항이 아닌 경우 이 방법이 유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성능은 향상되지 않으나 데이터를 향후 참조를 위해 유지하지
않으므로 공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순 옵션은 스테이지 테이블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합니다. 드릴다운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되고
감사 또는 드릴다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유용합니다.

단순 옵션은 스테이지 테이블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합니다. 드릴다운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되고
감사 또는 드릴다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유용합니다.

12. 사용자 이름에는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는 경우 SQL
Developer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3. 비밀번호에는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14. 서비스 이름에는 서비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tnsnames.ora 파일을 열고 연결과 연계된 서비스 이름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연결 기술자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주소에
매핑된 별칭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경우 서비스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율 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연결의 서비스 이름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tabasename_high

• databasename_medium

• databasename_low

이러한 서비스는 LOW, MEDIUM, HIGH 소비자 그룹에 매핑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 유형으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DB2020으로 지정하면 서비스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2020_high

• db2020_medium

• db2020_low

db2020_low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연결에서는 LOW 소비자 그룹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그룹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HIGH: 리소스는 가장 높고 동시성은 가장 낮습니다. 쿼리는 병렬로 실행됩니다.

• MEDIUM: 리소스는 더 낮고 동시성은 더 높습니다. 쿼리는 병렬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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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서비스 동시성 한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EDIUM 서비스
동시성 한도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LOW: 리소스는 가장 낮고 동시성은 가장 높습니다. 쿼리는 직렬로 실행됩니다.

15. 전자 지갑 위치에는 EPM Integration Agent 서버에서 전자 지갑을 다운로드하고 압축 해제한
디렉토리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16. 누계 데이터에서 예를 입력하여 익스포트 전에 계정 데이터를 요약하고 하나 이상의 열로
결과를 그룹화합니다.

익스포트 전에 계정 데이터를 요약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열로 결과를 그룹화하지 않으려면
no를 입력합니다.

17. 저장을 누릅니다.

18. 다음 태스크를 완료하여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Oracle Autonomous Database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합니다.

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일반 파일 기반 및 직접 통합 소스에

대한 통합을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데이터 통합 정의

차원 매핑 데이터 소스의 열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하십시오.

차원 매핑

멤버 매핑 소스 필드 값이 타겟 차원 멤버로

변환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차원을 매핑합니다.

멤버 매핑

옵션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옵션을 정의합니다. 소스 필터도

정의하십시오.

데이터 통합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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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자세한 정보

통합 실행 통합이 실행되면 EPM
Integration Agent가 EPM
Cloud에서 익스포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에이전트가 익스포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또한

선택한 방법을 기준으로

에이전트에서 적절한 INSERT
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타겟

테이블에 로드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에서 출력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쓰기 되돌림의 데이터베이스 열
이름은 아래와 같이 생성된

파일의 열 머리글로 지정됩니다.

통합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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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 Integration의 성능 튜닝

Data Integration은 다단계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변환하고 로드합니다.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는 이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며 각 단계는 전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성능에
기여합니다. Data Integration 내에서 고객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워크플로우 및 변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선택 가능 옵션이 제공됩니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조정하려면 필요한 세부 수준, 데이터 볼륨, 데이터 변환, 드릴스루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각 단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Data
Integration에서 선택 및 구성한 옵션을 구동합니다. 아래 단계의 예에서는 전체 워크플로우 모드를
워크플로우 유형으로 사용하고 로드 방법으로 "숫자 데이터만"을 사용합니다.

작업 로그 분석
튜닝 연습의 시작점은 작업 로그입니다. 통합이 종료되면 실행 대화상자 또는 프로세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작업 로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업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Data Integration 프로세스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 1단계: 파일 준비 및 TDATASEG_T 테이블에 로드

• 2단계: 이전 데이터 로드 지우기

• 3단계: 매핑 규칙 처리

• 4단계: TDATASEG에서 이전 통합 지우기

• 5단계: TDATASEG_T에서 TDATASEG로 매핑 결과 복사

• 6단계: 매핑 규칙 검증

• 7단계: 파일 생성 후 타겟으로 로드

추가 작업 로그 정보는 작업 로그 추가 고려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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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파일 준비 및 TDATASEG_T 테이블에 로드

이 단계는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소스 데이터를 매핑에 사용되는 임시 테이블로
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행이 백만 개인 데이터 파일에 대한 샘플 로그 파일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에서 프로세스는 로그 레벨 5의 22:33:16,523으로 시작됩니다. 튜닝 및 디버깅 시
로그 레벨 5를 사용하여 처리 실행에 대한 전체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TDATASEG_T 테이블로 로드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로그는 1,048,576개의 행이 로드되었고 0개의 행이 거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매핑 전
스테이징 및 파일 로드에 걸린 시간은 대략 4분 16초였습니다. 파일 기반 로드를 사용하는
이 단계와 관련하여 튜닝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전체 프로세스의 고정 구성요소입니다.
사용자는 로드 프로세스 중 선택한 이벤트가 수행되는 동안 실행할 비즈니스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을 포함했다면 이러한 규칙도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즈니스 규칙의 성능은 Data Integration에서 제어하지 않으며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튜닝해야 합니다.

2단계: 이전 데이터 로드 지우기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이 TDATASEG_T 및 AIF_PROCESS_PERIODS 테이블의 데이터를
지우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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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ATASEG_T의 데이터는 일별 유지관리 기간 동안 지워집니다. 재시작 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경우 이 단계는 매우 빠르게 완료되지만 후속 로드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
모드에서는 실행 종료 시 TDATASEG_T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단순 워크플로우에서는 실행
종료 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실행에서 행이 백만 개가 넘은 경우 단일 삭제보다 느린 뱃치
삭제가 수행됩니다.

3단계: 매핑 규칙 처리

매핑 프로세스는 튜닝을 통해 개선된 결과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프로세스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로그 파일에는 처리된 매핑 규칙과 매핑 규칙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SQL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러한 예에서는 각 차원에 대해 와일드카드 * ~ * 매핑 규칙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사용자가
구현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규칙입니다. 각 * ~ * 규칙에 대해 시스템은 데이터 세트의
전체 전달을 수행하므로 백만 행 데이터 세트에 * ~ * 매핑 규칙이 5개인 경우 5백만 행의
데이터베이스 읽기로 바뀝니다. 행 번호가 증가하면 매핑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추가 고려사항은
단일 실행에서 처리되는 기간 수와 관련이 있고 매핑 프로세스는 데이터 세트의 각 기간에 대해
실행됩니다. 이 역시 전체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예에서 다음은 계정 차원에 대한 * ~ * 규칙인 첫번째 매핑 규칙을 보여줍니다.

이 매핑 규칙은 약 33초 만에 완료되었으며 프로세스가 계속됨에 따라 유사한 규칙이 각각
35초에서 53초 사이에 처리됩니다. 표시된 것처럼 매핑 규칙과 같은 추가 항목을 추가하면 매핑
중에 처리 시간이 계속 소비됩니다.

4단계: TDATASEG에서 이전 통합 지우기

매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시스템은 TDATASEG 테이블에서 이전 실행을 삭제합니다.
(TDATASEG 테이블은 워크벤치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통합의 첫번째 실행인
경우 이전 기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단계가 빠르게 완료됩니다. 이전 데이터가 많은 경우 이
단계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뱃치 크기 매개변수는 삭제 프로세스가 개별 SQL 문의 처리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TDATASEG 테이블에서 데이터 청크를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삭제 명령문 수를
제한하도록 뱃치 크기를 조정하여 이 단계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의 경우 뱃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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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으로 설정되었으며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속 실행에서 이 단계는 약 백만 개의
레코드에서 이전 로드를 삭제하는 데 6분이 걸렸습니다.

Note:

뱃치 크기를 기반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가 메모리에 로드되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뱃치 크기를 너무 크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메모리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공통이며 인스턴스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단계: TDATASEG_T에서 TDATASEG로 매핑 결과 복사

이전 결과가 TDATASEG 테이블에서 삭제된 후 매핑된 새 데이터는 워크벤치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TDATASEG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이는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또 다른 단계로, 단일 SQL에 대한 처리 한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뱃치
크기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매핑 결과를 TDATASEG 테이블에 "청크"로 삽입합니다.

이 예에서는 뱃치 크기가 100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1049개의
뱃치가 필요합니다. TDATASEG_T 테이블에서 TDATASEG 테이블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총 시간은 5분 26초였습니다.

데이터가 TDATASEG로 이동하면 TDATASEG_T의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도 뱃치 크기 매개변수를 사용하며 이 예에서 임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세스에 5분 5초가 걸렸습니다.

6단계: 매핑 규칙 검증

다음 단계는 매핑 결과에서 누락된 매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일 단계 프로세스로
비교적 빠릅니다. 시스템에서 VALID_FLAG = "Y"인 행을 계산하고 이를 프로세스 실행에
대한 TDATASEG 테이블의 총 행 수와 비교합니다. 숫자가 동일하면 매핑 프로세스가
성공했음을 나타냅니다. 유효하지 않은 행은 VALID_FLAG = "N"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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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파일 생성 후 타겟으로 로드

마지막 단계는 타겟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로드되는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파일과 드릴 영역을 생성한 다음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45초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규칙 또는 기타
계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파일이 Data Integration을 떠나면 타겟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튜닝을
처리해야 합니다.

작업 로그 추가 고려사항

선택한 로드 방법은 데이터가 로드될 때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중 성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숫자 데이터만" 옵션은 Essbase에 직접 로드하고 모든 검증 및 보안 검사를 우회하며, Planning을
사용할 때 데이터를 로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면 사용자 역할에 따라 아웃라인 로드
유틸리티(OLU) 또는 importDataSlice API가 사용됩니다. OLU는 사용자가 관리자이고 "관리자용
데이터 검증" 설정이 "아니요"로 설정된 경우 사용됩니다. importDataSlice API는 사용자가
관리자가 아닌 경우 또는 관리자가 로드하고 "관리자용 데이터 검증"이 "예"로 설정된 경우
사용됩니다. importDataSlice API는 전체 데이터 검사를 수행하고 모든 검증 및 보안 설정을
준수하는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튜닝 고려사항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통합을 튜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SQL 매핑

• 표현식

• 단순 워크플로우 모드

• 빠른 모드

추가 성능 튜닝 정보는 추가 고려 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L 매핑

SQL 매핑 기능은 복잡한 매핑 요구사항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와일드카드 * ~ * 매핑 규칙을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패스로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에서 매핑에는 약 3분이 소요되며 단일 SQL 매핑 규칙을 사용하면 약 30초만 소요됩니다.
단일 SQL 매핑 규칙을 사용하여 모든 "유사" 규칙을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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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고 실행되는 실제 SQL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SQL 매핑은 ACCOUNT 차원에서 정의되었고 다른 * ~ * 매핑 규칙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SQL 매핑 규칙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29초였으며 기타 매핑
규칙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ACCOUNT 및 ENTITY 차원은 해당 이름으로 참조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은 UD 차원에
매핑됩니다. SQL 매핑에 필요한 차원 세트를 찾으려면 애플리케이션 정의 또는 로그 파일을
살펴보고 사용할 차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 제품 및 시나리오는 UD1 및 UD3에
매핑됩니다. 소스 차원 멤버는 "X"가 없는 열을 사용하고 매핑된 값은 접미사로 "X"가 있는
열에 있습니다. ACCOUNT 차원의 경우 소스 파일의 값은 ACCOUNT라는 열에 있고
매핑된 값은 ACCOUNTX 열에 저장됩니다. SQL 매핑은 각 차원에 대해 "X" 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와 동일한 유형의 매핑을 Account Reconciliation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파일 차원은
ACCOUNT로 분류되므로 프로파일 차원에 대한 모든 SQL 매핑은 ACCOUNT 차원에
지정해야 합니다. Account Reconciliation의 다른 차원은 애플리케이션 정의에 정의된
매핑을 기반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각 유형의 매핑은 리소스를 다르게 사용하며 매핑 성능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여기서
Explicit이 가장 빠르고 Multi-Dim이 가장 느립니다.

1. 명시적

2. 위치

3. 사이 및 유사

4.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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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매핑은 가장 느린 매핑이며 명시적 및 유사 매핑의 조합을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사용
사례에 대해 다차원 규칙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예: ENTITY = 100 AND ACCOUNT LIKE 4*).

추가 튜닝 전략으로 소스 차원을 결합하여 다차원 매핑을 명시적 매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TITY=100 AND ACCOUNT=4100인 경우 ENTITY와 ACCOUNT를 소스로 연결하고
100-4000에 대한 명시적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Note:

데이터 볼륨이 매우 큰 경우(300만 행 이상) 성능은 비슷하지만 데이터베이스 Governor
한도로 인해 SQL 매핑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표현식은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처리되며 SQL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임포트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볼륨이 매우 큰 경우 SQL 매핑 대신 임포트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식

매핑 규칙 대신 표현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기술은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 ~ * "유사"
매핑 규칙을 대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CopySource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식은 * ~ * 매핑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SQL 문이 있는 테이블 스캔을 통하지 않고
임포트 중에 적용됩니다. 표현식의 성능은 단일 SQL 매핑 규칙을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데이터베이스 Governor 한도로 인해 매핑이 실패하지 않도록 데이터 볼륨이 큰 경우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식은 로드 프로세스의 임포트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단순 워크플로우 모드

Simple Workflow 모드에서는 TDATASEG 테이블을 우회하고 데이터를 타겟에 직접 로드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TDATASEG에 대한 데이터 복사 및 삭제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주의 사항은 Data Integration 랜딩 페이지로의 드릴스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드릴을 사용한 드릴스루는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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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식과 함께 이 단순 워크플로우 모드를 사용하여 전체 로드 프로세스에 5분 16초가
걸렸습니다.

빠른 모드

복잡한 변환이 필요하지 않은 대용량 데이터 로드의 경우 빠른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모드는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에서 대부분의 단계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우회하지만 단순 변환을 위한 표현식은 지원합니다. 빠른 모드는 간략한 벤치마크로서 분당
약 1,000,000개의 행을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빠른
모드에서도 직접 드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드릴할 때 Data Integration 랜딩 페이지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Note:

빠른 모드는 Essbase로 로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Account Reconciliation
또는 트랜잭션 일치로 로드할 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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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려 사항

통합을 정의할 때 워크플로우 모드 및 로드 방법은 특정 데이터 볼륨에 따라 로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 약 500,000개의 소스 레코드/행을 로드하는 경우 "숫자 데이터만" 로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떠한 워크플로우 모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로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행이 사용자정의 보안과 관련하여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검증되기 때문에 데이터 로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000행이 넘는 파일을 로드하는 경우 타겟 옵션의 "뱃치 크기" 설정에 따라 TDATASEG_T 및
TDATASEG 테이블에서 뱃치 업데이트 및 삭제가 수행됩니다(타겟 옵션 정의 참조). 경우에 따라
1,000,000행이 넘는 파일이 각각 1,000,000행 미만의 파일로 분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각 파일에 하나씩 여러 개의 통합을 생성한 다음 이러한
통합을 뱃치로 결합하고 뱃치를 병렬 모드로 실행하여 파일을 분할하여 달성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파일에 대한 여러 규칙이 시작되는 단일 실행 지점이 제공됩니다.

다음 테이블에는 워크플로우 모드, 로드 방법, 데이터 볼륨과 관련된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Table A-1    워크플로우 모드, 로드 방법, 데이터 볼륨 권장 사항

워크플로우 모드 로드 방법 행 수

전체 워크플로우 숫자 데이터만 최대 약 3백만 행

단순 워크플로우 숫자 데이터만 최대 약 4~5백만 행

전체 워크플로우 관리 사용자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관리자용 데이터 검증 = 예

500,000개 행 미만

전체 워크플로우 관리 사용자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관리자용 데이터 검증 = 아니요

(아웃라인 로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타겟으로 로드됨)

최대 약 3백만 행

빠른 모드 숫자 데이터만 임의의 행 수

빠른 모드

관리자용 데이터 검증 = 예는

지원되지 않음

관리 사용자

보안이 설정된 모든 데이터

관리자용 데이터 검증 = 아니요

(아웃라인 로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타겟으로 로드됨)

임의의 행 수 /

Note:

통합 튜닝은 일종의 기술이며 동일한 기술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튜닝에는 일반적으로 최종 솔루션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며 모든
구현에 튜닝을 처리할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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