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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참조:
•

Planning 모듈 정보

•

통합 정보

•

자세히 알아보기

Planning 모듈 정보
Planning은 재무, 인력, 자본, 프로젝트 및 전략적 모델링에 대한 완벽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에는 양식, 계산, 대시보드, 동인 및 KPI(주요 성과 지표)를
비롯한 사전 정의된 기본 제공 모범 사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데이터, 계획 및
예측을 동적으로 반영하는 대시보드 및 보고서와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재무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통합된 동인 기반 계획입니다. KPI, 동인,
계정 등의 기본 제공 도구는 보고서를 더 빨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무를 사용하여
비용 및 수익 계획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표 1-1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

Workforce - 재무 계획을 Workforce 계획에 연결하는 인원수 및 보상 계획입니다. 향후
인원수와 급여, 혜택, 세금 등의 관련 인력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표 1-2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개요: 인력 시작.

프로젝트 - 프로젝트 계획 시스템과 재무 계획 프로세스 간의 간격을 좁힙니다. 조직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전체 기업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 및 장기 재무
목표에 맞게 조정되도록 합니다.
표 1-3

비디오

목표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개요: Financial Planning 시작.

비디오 자료
개요: 프로젝트 시작.

자본 - 자본 자산이 재무 계획에 미치는 장기 영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본 비용을 관리,
우선순위 지정 및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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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보

표 1-4

•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자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요: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자본.

전략적 모델링 - 이 솔루션은 장기적,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무
예측 및 모델링 기능이 결합되어 있으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및 모델링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표 1-5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전략적 모델링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요: Planning의 전략적 모델링 및
장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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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자료
개요: EPM Standard Cloud의 Planning
둘러보기.

통합 정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재무에서 Workforce 직원 세부정보의 롤업을 확인하고 Workforce 비용(예: 급여, 혜택
등)을 재무 보고에 통합합니다.

•

재무에서 프로젝트 세부정보의 롤업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비용과 수익을 재무 보고에
통합합니다.

•

재무에서 자본 자산 세부정보의 롤업을 확인하고 자본 자산 감가상각을 재무 보고에
통합합니다.

•

인력에서 전체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별 직원 활용을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자산을 자본 자산 클래스에 지정하여 자산을 자본화합니다.
자산이 프로젝트에서 자본으로 이동합니다.

•

프로젝트에서 Workforce의 작업 비율을 사용합니다.

•

프로젝트에서 자본의 장비 비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에서 신규 채용을 추가하거나 자본에서 새 자산을 계획할 때 필요한 경우 필수
단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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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통합 데이터를 확인할 준비가 되었으면 관리자에게 필수 규칙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푸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대시보드에서 통합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무에 롤업된 데이터의 개요를 확인하려면 Workforce, 프로젝트 및 자본의 데이터 검토를
참조하십시오.

•

프로젝트 전체의 직원 활용을 검토하려면 프로젝트 활용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

프로젝트의 새 자산 및 재공품 자본 대시보드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푸시된 자본화된 자산을
검토하려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에서 프로젝트별
자산 사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자산 재무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한 정보 또는 도움말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아카데미(
액세스합니다.

•

도움말을 보려면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사용자 아이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른 다음 도움말을
누릅니다.

•

도움말 센터 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가이드를 확인합니다.

)를 눌러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다음 비디오에

–

사용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

계획 작업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Financial Reporting 작업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 작업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요: Financial Planning 시작

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요: 프로젝트 시작

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요: 인력 시작

자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요: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자본

Planning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요: EPM Standard Cloud의 Planning
둘러보기.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재무에서 Planning 데이터 입력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프로젝트에서 Planning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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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목표
인력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비디오 자료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인력에서 Planning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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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팁
참조:
•

탐색

•

동인 기반 계획, 추세 기반 계획 및 직접 입력 정보

•

13개 기간 달력 작업
애플리케이션의 계획 달력이 12개월 달력 대신 13개 기간 달력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13개 기간 달력 작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탐색
유용한 네비게이션 팁:
•

홈 페이지를 나간 후 돌아가려면 왼쪽 위에 있는 Oracle 로고(또는 사용자정의 로고)나 홈
아이콘

을 누릅니다

.
•

네비게이터에서 추가 관리자 태스크를 보려면 Oracle 로고(또는 사용자정의 로고) 옆에 있는
가로 막대

를 누릅니다.

•

대시보드 맨 위에 있는 표시/숨기기 도구 모음을 눌러 대시보드를 전체 화면으로 확장합니다.
기본 보기로 돌아가려면 다시 누릅니다.

•

양식 또는 대시보드의 오른쪽 위를 커서로 가리켜 컨텍스트에 맞는 옵션 메뉴(예: 작업, 저장,
새로고침, 설정, 최대화

•

)를 표시합니다.

하위 구성요소에서 가로 및 세로 탭을 사용하여 태스크와 범주를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세로 탭을 사용하여 개요 대시보드와 계획 비용 검토 간에 전환합니다. 세로 탭은
사용으로 설정한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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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반 계획, 추세 기반 계획 및 직접 입력 정보

가로 탭을 사용하여 태스크 내 범주를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계획에서 비용 동인
입력과 추세 기반 계획 비용 검토 간에 선택합니다.

재무 및 자본에서
나타냅니다.
나타냅니다.

아이콘은 데이터 입력용이 아니라 데이터 검토용 보고 양식을
아이콘은 양식이 계획 세부정보 입력을 위한 데이터 입력 양식임을

동인 기반 계획, 추세 기반 계획 및 직접 입력 정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동인 기반 - 글로벌 비율 가정 및 기타 가정(예: 수익 동인 또는 비용 동인)을 입력하여
기본 제공 계정 및 계산으로 계획 프로세스를 도출합니다.

•

추세 기반 - 추세에 따라 계획 및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 기반 가정을 입력합니다
(재무에만 해당). 예를 들어 현재, 과거 또는 계획된 값(예: 예측 평균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을 사용하여 계획하고 각 값이 변경되는 퍼센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입력 - 예를 들어 계획 및 예측에 과거 추세나 특정 비즈니스 동인이 없는 경우
데이터를 직접 입력합니다. 이 계획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제공 논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13개 기간 달력 작업
애플리케이션의 계획 달력이 12개월 달력 대신 13개 기간 달력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13개 기간 달력 작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13개 기간 달력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차원에 12개 월 멤버 대신 13개 기간 멤버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기간 멤버의
이름을 기본 이름인 TP1!TP13에서 바꾸거나 별칭을 생성했을 수 있습니다. 기간
차원의 YearTotal에 13개 기간 멤버가 추가됩니다.

•

각 기간은 정확히 4주입니다(5년 또는 6년마다 한 분기가 5주인 경우 제외).

•

기본적으로 처음 3개 분기에 3개 기간이 있고, 마지막 분기에 4개 기간이 있습니다
(3-3-3-4). 그러나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 4개 기간을 추가할 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략 5~6년마다 1년에 53번째 주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도의
합계가 더 높습니다. 관리자가 53번째 주가 속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지정된 급여
기준 비율은 52주 또는 53주 연도에서 동일합니다.

•

계산 논리는 구성요소 비용이 월의 마지막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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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간 달력 작업

비디오
목표
13개 기간 달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비디오 자료
개요: EPM Cloud에서 13개 기간 달력을
사용하여 계획

자세한 내용은 Planning 모듈 관리 에서 13개 기간 달력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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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작업
참조:
•

태스크 개요

•

예산 개정으로 작업 및 예산 제어와 통합

•

사용자 변수 설정

•

동인 값 지정 정보

•

추세 정보

•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

•

주별 레벨에서 계획

•

수익 및 비용 계획

•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계획

•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 계획

•

재무 규칙 실행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재무 분석

•

재무 분석

•

Workforce, 프로젝트 및 자본의 데이터 검토

태스크 개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재무 계획 및 예측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변수를 정의합니다. 사용자 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환경설정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한 Planning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2.

반복 라인 항목에 대한 동인 값을 검토 및 조정합니다. 관리자가 사용설정한 이러한 동인에
따라 계정을 설정, 추적 및 분석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추세 가정을 사용하여 또는 직접
입력을 통해 동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용과 수익을 입력, 조정 및 계산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인 설정 및 조정

•

추세 설정 및 조정

•

수동으로 계정 조정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수익 및 비용 계획

•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계획

•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 계획

3.

계획 유형에 따라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등의 내부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4.

관리자에게 롤업 규칙을 실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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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개요

5.

개요
탭에서 대화식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부서 또는 전체 비즈니스 재무, 주요
추세 및 KPI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재무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6.

제공된 대시보드 및 분석 양식을 사용하여 재무를 평가합니다. 재무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Workforce, 자본 또는 프로젝트를 대시보드에 포함하려면 관리자에게 다른 유형의 계획
데이터 및 세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맵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7.

예산 개정으로 작업하는 경우 개정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산 개정에 대한
태스크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주:
관리자가 사용으로 설정한 항목에 따라 이 섹션에 설명된 모든 기능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월 실제와 같이 월로 레이블이 지정된
아티팩트의 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13개 기간 달력을 통해 정의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시작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재무를 누르고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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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개요

표 3-1

재무 태스크

목표

수행할 태스크

자세한 정보

비용 또는 수익

수익 기반 또는 비용 기반 계획과 예측 준비.
수익 및 비용 계획을
•
동인 기반 계획의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참조하십시오.
직접 입력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인 및 추세 관련 양식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를 활용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수익 또는 비용을 파생하는
동인의 값을 지정합니다. 다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추세를 참조하고 조정하여(가정
사용)
–
수동으로 조정하여
•
동인에 의해 계산된 계정의 값을 보고
필요한 경우 조정합니다.
•
제공된 추세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계획된
값의 패턴을 과거 실제 항목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기타 계정이나 동인에 의해 계산되지 않은
계정의 수익 또는 비용 값을 입력합니다.
•
손익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손익계산서를 검토합니다.
수익 및 비용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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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개요

표 3-1

(계속) 재무 태스크

목표

수행할 태스크

자세한 정보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재무 계획 및 관리.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
DSO(매출 회전 일수), DPO(지급 어음
계획.
회전 일수) 등의 자산 및 부채 동인 값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추세를 참조하고 조정.
–
수동으로 조정하여
•
미수금, 은행의 현금, 기타 자산 등 수익
기반 자산을 입력하고 조정합니다.
•
미지급금, 발생 보상, 발생 비용 등의 비용
기반 부채 계정을 입력하고 조정합니다.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주:
또한 현금
흐름을
사용하며
대차대조표의
대차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금 흐름
및 대차대조표
잔액 사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를 사용하여 재무 계획 및 관리.
•
직접 메소드만: 현금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현금 흐름 및 현금
타이밍 가정을 정의합니다.
•
고정 자산 구매, 대출 상환 등의 재무 및
투자 활동을 입력합니다.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예산 개정

비용 계획과 함께 예산 개정을 사용하여
계획합니다. 예산 제어와의 통합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자금을 확인하고 자금 결과를
가져오고 자금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개정으로 작업 및 예산 제어와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분석

•
•
•
•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 계획.

임의 비즈니스 레벨에서 그래픽으로 실제, 재무 분석
계획 및 예측 재무 평가
시간별 주요 수익, 비용, 대차대조표 및
현금 흐름 메트릭 분석
그리드에 접근
사용가능한 양식을 모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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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개정으로 작업 및 예산 제어와 통합

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표 3-2

재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습서

목표

방법 알아보기

재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재무에서
Planning 데이터 입력
재무에서 동인 기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성과에 영향을 주고 도출하는
조직의 핵심 요소 또는 기준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계획 및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무의 동인 기반 계획

재무에서 추세 기반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추세를 기반으로 하여 계획 및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 기반 가정을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무의 추세 기반 계획

기본 제공 KPI를 사용하거나 고유한 KPI를 추가하여
재무에서 KPI(주요 성과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KPI를 사용하면 목표, 정량화가능 데이터
또는 성과나 전략 타겟에 대한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KPI를 사용하여 조직의
주요 영역 상태를 반영합니다.
실제값을 계산하고 계획 및 예측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재무를 사용으로 설정한 후 계획 및 예측
주기의 시작 지점을 구성하고 설정합니다. 기본 제공
계산을 활용하여 실제, 계획, 예측 데이터를 집계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무에서 KPI 활용

재무에서 실제값 계산 및 계획과 예측 준비

예산 개정으로 작업 및 예산 제어와 통합
관리자가 예산 개정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Oracle ERP Cloud의 예산 제어 모듈과의 통합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예산 제어에서 잔액을 검토하고, 자금 확인을 사용하여 예산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예산 제어의 영향을 검토하며, 자금 예약을 사용하여 예산 제어에서 예산 변경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예산의 셀 레벨에서 예산 제어로 드릴스루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제어가 없는 경우에도 예산 개정을 사용하여 예산 개정을 생성 및 채우고 개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목표

비디오 보기

EPM Planning 재무 예산 개정과 Oracle ERP
Cloud 예산 제어에서 예산 개정을 생성 및 입력하고,
자금 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을 예약하고, 승인된
예산을 검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PM Planning 재무와 Oracle ERP Cloud 예산
제어에서 예산 개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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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개정에 대한 태스크 개요
필수 조건
1.

사용자 변수를 정의합니다. 사용자 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예산 개정의 경우 사용자
변수인 계정 그룹도 설정합니다.

2.

EPM Planning 재무에서 계획 및 예측을 생성합니다. 태스크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3.

계획 및 예측이 완료되면 관리자가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예산
제어로 푸시하도록 합니다. 이 값은 원래 예산이 됩니다.

4.

예산 개정 프로세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면 관리자가 개정 준비 규칙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 규칙을 실행하면 원래 예산의 데이터가 EPM Planning 재무의 채택된
예산에 복사됩니다.
채택된 예산은 개정 프로세스의 시작점입니다.
개정 준비는 선택한 시나리오 및 버전(일반적으로 계획 시나리오(OEP_Plan) 및 작업
버전(OEP_Working))을 사용한 원래 예산의 데이터를 채택된 예산 시나리오
(OEP_Adopted Budget)와 선택한 기간 및 연도의 원래 버전(OEP_Original) 및 작업
버전(OEP_Working)에 복사합니다.

예산 개정 태스크 개요
일반적으로 다음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예산 개정을 준비하고 예산 제어와 통합합니다.
1.

개정을 생성하고 채웁니다. 예산 개정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예산 개정(직접 입력 또는 추세 기반)을 입력하고 자금을 확인합니다. 예산 개정에서
예산 개정을 참조하십시오.
자금 확인은 예산 제어를 호출하여 자금을 확인하고 제안한 예산 개정이 예산 제어에
설정된 제어를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3.

예산 개정에서 양식 및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예산 개정을 분석합니다.

4.

사용 중인 경우 EPM Planning 승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승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제출합니다.

승인자 역할이 지정된 경우 다음 워크플로우를 수행합니다.
1.

필요한 경우 개정을 공유합니다.
개정이 생성된 후 승인 계층을 기준으로 예산 개정 프로세스에 기여해야 하는 모든
플래너와 예산 개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2.

선택적으로 모든 플래너가 해당 개정을 완료한 후 사용 중인 경우 Planning 승인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3.

자금을 예약합니다. 자금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계는 개정과 연계된 예산 제어 제어 예산에 자금을 예약하고 개정을 승인 및
지웁니다.

시작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순으로 누릅니다.

예산 개정을 사용하여 계획
예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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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는 예산 개정을 사용하여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양식과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표 3-3

예산 개정을 사용하여 계획

태스크

설명

요약

예산 및 예산 개정의 개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실제값 및 소비(채무)의 개요를 확인하고 원래 예산과
순 현재 예산을 비교합니다.

개정 관리

예산 개정을 생성 및 작업하고 자금 확인, 자금 예약,
개정 공유, 개정 승인, 자금 결과 가져오기를
수행합니다.

개정 목록

관리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플래너의 모든
현재 개정 목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 현재 예산

순 현재 예산을 검토합니다. 순 현재 예산에는 원래
예산과 모든 개정의 합계가 표시됩니다.
버전 차원의 순 현재 예산(OEP_NetCurrentBudget)
은 작업(OEP_Working)의 상위 멤버 및 모든 개정
버전(OEP_RN)이며, 여기서 N은 개정 번호입니다.

자금 확인 결과

개정에 대한 자금 확인 및 자금 예약의 라인 레벨 상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용가능한 자금 보고서

실제 예산, 소비된 예산, 채택된 예산을 표시합니다.
예산 개정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이 양식을 사용하여
사용가능한 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산 개정 분석

대시보드에서 예산 개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확인합니다.

현재 승인된 예산

현재 승인된 예산을 검토합니다. 현재 승인된 예산은
채택된 예산 시나리오 및 작업 버전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예산 제어로 드릴스루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개정 생성
예산 개정으로 작업하기 전에 관리자가 개정 준비 규칙을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여 예산 개정을 생성하고 예산 개정에서 선택한 계정을 초기 개정된 데이터로
채웁니다. 개정을 플래너와 공유합니다. 플래너는 직접 입력 또는 추세 기반 계획을 사용하여
추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개정을 준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2.

그리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개정 옵션, 개정 생성 및 채우기 순으로 누릅니다.

3.

개정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

필요에 따라 멤버를 선택하여 예산 개정의 데이터 범위를 정의합니다. 이 방법으로 개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이 있는 계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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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조직의 여러 플래너가 예산 개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엔티티 및 기본
차원의 상위 멤버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위 아래에 있는 모든
리프 레벨 멤버에 개정이 표시됩니다. 감독자가 이 방법으로 개정을
생성하면 다른 플래너에게 개정이 표시됩니다. 이 플래너는 개정을
선택하고 미리 채워진 데이터가 포함된 양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개정의 정당화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

개정 유형(영구, 임시 또는 긴급 또는 이동)을 선택합니다.

•

관리자가 예산 제어와의 통합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통합할 제어 예산을
선택합니다.

4.

개정 방법(직접 입력 또는 추세 기반)을 선택하여 개정에 데이터를 미리 채웁니다. 그런
다음, 미리 채울 특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다음 단계에서 입력하는 퍼센트를
기준으로, 선택한 개정 방법을 사용하여 지정한 계정의 개정을 미리 채웁니다. 포함할
비용 계정 멤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5.

추세 기반을 선택한 경우 다음 추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을 추세 기반 데이터로 미리
채웁니다.

6.

•

현재 기간 실제

•

현재 연도 채무

•

순 현재 예산

•

현재 연도 승인된 예산

•

현재 연도 원래 예산

조정 퍼센트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10%의 경우 10을 입력합니다
퍼센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개정에 값이 채워지지 않으며, 플래너가 개정에 새 예산
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산 개정이 채택된 예산 시나리오에 추가됩니다. 값은 선택한 계정에 대해 미리
채워집니다.
•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 개정이 선택한 계정의 채택된 예산 시나리오
(OEP_Adopted Budget) 및 원래 버전(OEP_Original) 데이터로 미리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계정의 원래 예산이 $100이고 조정 퍼센트로 10%를 지정한 경우
개정에 $10가 미리 채워집니다.

•

추세 기반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추세를 기준으로, 적절한 데이터 슬라이스를
사용하여 개정이 미리 채워집니다.

예산을 생성한 사람은 개정 관리 및 개정 목록 양식의 제안자 열에 나열됩니다.
7.

개정이 추가된 후 다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개정에 세부정보를 더 추가합니다. 예산 개정 세부정보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개정 목록을 확인합니다. 개정 검토를 참조하십시오.

•

개정을 공유합니다. 개정이 생성된 후 승인 계층을 기준으로 예산 개정 프로세스에
기여해야 하는 다른 플래너와 예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

직접 입력 또는 추세 기반 계획을 사용하여 예산 개정을 개정합니다. 예산 개정에서
예산 개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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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개정 세부정보 추가
개정을 생성한 후 개정 관리 양식의 머리글 설명 또는 머리글 첨부파일 URL에 개정 세부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레벨 세부정보는 동일한 개정이 공유되는 여러 레코드 간의 단일 값입니다. 한 레코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동일한 값이 모든 레코드에 적용됩니다. 동일한 개정의 각 레코드에 다른
값을 업데이트하면 나열된 마지막 레코드의 값이 모든 레코드에 적용됩니다.
개정 검토
관리자는 개정 목록 양식에서 모든 플래너의 현재 예산 개정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
목록을 사용하여 개정 제안자, 자금 확인 상태, 승인 상태, 개정 승인자를 포함하여 각 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산 개정 목록을 보려면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목록 순으로 누릅니다.

개정 공유
예산 개정 소유자인 경우 다른 플래너와 예산 개정을 공유하여 최종 승인을 위해 예산 개정
프로세스를 제출하기 전에 예산 개정 프로세스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2.

공유할 개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개정 옵션, 개정 공유 순으로 누릅니다.

3.

소스 멤버에서 공유할 멤버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현재 엔티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4.

타겟 멤버에서 공유할 엔티티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공유한 플래너가 다음에 로그인하면 개정 목록 양식에 개정이 표시되며 개정 관리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이 있는 멤버만 확인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개정에서 예산 개정
예산 개정에서 개정하고 변경사항이 예산 제어 제어 예산의 제어를 충족하는지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2.

예산 개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개정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개정 옵션을 누른 다음,
직접 입력 또는 추세 기반 개정을 누릅니다.
직접 입력은 몇 개의 특정 타겟 개정만 수행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3.

조정할 값 유형(예: 비용)을 선택합니다.

4.

POV에서 예산 개정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개정이 생성된 방식에 따라 예산 개정의 개정된 값이 시작점으로 미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5.

개정 유형에 따라 조정 값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직접 입력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양식에서 직접 값을 변경합니다.
추세 기반 개정의 경우 추세 유형을 선택하고 증가 또는 감소 퍼센트를 입력합니다. 다음 추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현재 기간 실제

•

현재 연도 채무

•

순 현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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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재 연도 승인된 예산

•

현재 연도 원래 예산

워크시트에서 제안된 개정의 자금을 확인하려면 그리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자금 확인, 실행 순으로 누릅니다.
이 작업은 예산 제어를 호출하여 자금을 확인하고 제안한 예산 개정이 예산 제어에
설정된 제어를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자금 확인 결과 탭을 눌러 결과의 라인 레벨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결과와 개정 변경 결과가 표시됩니다. 오류를 검토 및
해결하고 모든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자금 확인을 반복합니다.
전체 개정의 자금을 확인하려면 자금 가용성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팁:
사용가능한 자금 보고서를 사용하여 개정 프로세스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필요에 따라 개정에 설정된 추가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정의 라인 설명 또는 라인
첨부파일 URL을 입력하려면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라인 레벨 설명
입력을 누른 다음,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8.

롤업 규칙을 실행합니다.

9.

저장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양식을 닫습니다.

자금 가용성 확인
예산 개정을 완료하기 전에 예산 제어에서 전체 개정의 자금 가용성을 확인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2.

개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개정 옵션을 누른 다음, 자금 확인, 실행 순으로
누릅니다.
이 작업은 예산 제어를 호출하여 자금을 확인하고 전체 예산 개정이 예산 제어에 설정된
제어를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자금 확인 상태가 개정 관리 및 개정 목록 양식의 자금 상태 열에 업데이트됩니다.

3.

확인되는 셀이 많아서 결과가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개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개정 옵션을 누른 다음, 자금 결과 가져오기, 실행 순으로 눌러 작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확인 결과의 라인 레벨 세부정보를 보려면 자금 확인 결과 탭을 누릅니다.

5.

오류를 검토하고 해결합니다.

6.

모든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자금 확인을 반복합니다.

자금 확인에 성공하면 자금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금 예약
예산 개정이 준비되면 자금 확인에 성공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예산 개정이 승인되며, 개정과 연계된 예산 제어 제어 예산에 자금을 예약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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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개정 옵션을 누릅니다. 자금 예약을 누르고 승인
설명을 입력한 다음, 실행을 누릅니다.

자금 예약을 실행하면 다음이 수행됩니다.
•

예산 개정이 예산 제어로 푸시되어 예산 제어에서 자금 예약 프로세스를 호출하고 업데이트된
셀 값에 대한 자금을 예약합니다. 자금 예약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금 예약에 실패하고 실패 이유가 표시됩니다.

•

개정 상태가 승인으로 설정됩니다.

•

EPM Planning 재무에서 개정의 데이터 델타가 채택된 예산 시나리오의 작업 버전으로
푸시되고 Net Current Budget에 반영됩니다.

•

개정이 지워집니다. 관리자가 한 번에 활성화할 수 있는 개정 수를 제한하므로 개정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제어에서 예산 항목 변경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금 결과 가져오기
자금 확인 규칙을 실행할 때 확인되는 셀이 많고 결과가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자금 결과
가져오기 규칙을 실행하여 뱃치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2.

개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개정 옵션을 누른 다음, 자금 결과 가져오기, 실행
순으로 누릅니다.

3.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이 완료된 경우 자금 확인 결과의 라인 레벨 세부정보를 보려면 자금
확인 결과 탭을 누릅니다.

자금 확인 결과 테이블에 레코드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된 날부터 90일 후에 결과가 제거됩니다.

개정 지우기
자금을 예약하면 개정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개정 또는 자금 예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동으로 개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개정을 수동으로 지우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개정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2.

지울 개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개정 옵션, 개정 지우기 순으로 누릅니다.

예산 제어 드릴스루
관리자가 예산 제어와의 통합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EPM Planning 재무에 있는 현재 승인된
예산 양식의 셀 레벨에서 예산 제어로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Oracle Fusion Cloud에서
싱글 사인온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작업으로 드릴스루하려면 예산 통제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릴 영역은 레벨 0 멤버에만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자금 예약 규칙을 사용하여 자금을 예약한 후 예산 제어로 드릴스루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재무, 예산 개정, 현재 승인된 예산 탭 순으로 누릅니다.

2.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드릴 아이콘(
)이 있는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Fusion 예산 제어로 드릴스루를 누릅니다. 제어 예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필요한
제어 예산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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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아이콘은 자금 예약을 사용하여 예산 제어로 푸시된 모든 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제어 잔액 검토의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사용자 변수 설정
각 플래너가 아래 설명된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사용자 변수 순으로 누릅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

엔티티

•

시나리오

•

버전

•

보고 통화

•

연도

재무의 경우 계정 차원에 대한 다음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

비용 계정 변수에 대해 OFS_Total Expenses 같이 양식에 표시할 계정이 포함된
상위 계정을 선택합니다.

•

비용 동인 변수에 대해 OFS_Expense Drivers for Forms를 선택합니다.

•

예산 개정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계정 그룹 변수를 설정합니다.
계정 그룹 사용자 변수는 현재 승인된 예산 및 순 현재 예산과 같은 예산 개정
양식에 표시되는 계정 세트를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비용, 수익,
부채 또는 자산 계정이나 모든 계정 유형의 합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의 예산 개정에 대해 작업하는 경우 표시의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설정해야
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툴, 사용자 환경설정, 표시 순으로 누릅니다.
자본, 인력 및 프로젝트에는 POV에서 사용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동적
변수(컨텍스트 사용 옵션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동적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자 변수 값이
양식의 컨텍스트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되며 사용자가 기본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인 값 지정 정보
계획 또는 예측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자가 사용설정했으며 수익 및 비용을 파생시키는 핵심
동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동

•

다음과 같은 현재, 과거 또는 계획된 추세 참조 및 조정
–

전년도 실제 평균

–

예측 평균

–

최종 비즈니스 연도의 값을 백분율로 조정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현금 흐름의 경우 수익 및 비용 범주의 소스와 타이밍을 지정합니다. 동인 기반 현금 사용 및
소스 가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대차대조표의 경우 발생한 보상, 외상 매출금, 선급 비용
등의 항목을 지정합니다. 대차대조표 동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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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표 3-4

재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습서

목표

방법 알아보기

재무에서 동인 기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성과에 영향을 주고 도출하는
조직의 핵심 요소 또는 기준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계획 및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무의 동인 기반 계획

추세 정보
추세를 기반으로 하여 계획 및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 기반 가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재무에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13개 기간 달력을 통해 정의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

현재 연도 실제 평균 - 계획 및 예측 준비에 지정된 현재 회계 연도에 대한 계정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

현재 월 실제 - 계획 및 예측 준비에 지정된 현재 회계 연도의 현재 기간으로 지정된 월 또는
주의 계정 값을 사용합니다.

•

현재 연도 계획 및 예측 - 예측 시나리오의 경우에만 계정에 사용된 연 누계를 현재 연도의
계획과 비교하고 나머지를 예측에서 남은 월에 균일하게 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YTD
실제가 260,000이고, 전체 연도 계획이 500,000이고, 현재 월이 6월이면 남은 240,000을
연도의 나머지 6개월(7월 – 12월)에 분산합니다. 240000 / 6 = 40000. 7월부터 12월까지
40000이 균일하게 분산됩니다. 이 추세는 예측이 계획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YTD 지출이
계획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예측은 음수가 아닌 0으로 설정됩니다.

•

이전 연도 실제 평균 - 계획 및 예측 준비에 지정된 현재 회계 연도 이전 연도에 대한 계정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계 연도가 FY17인 경우 이전 연도는 FY16입니다.

•

이전 연도 실제(계절성 있음) - 이전 연도의 당월 값을 해당 월의 계정 값으로 사용합니다.

•

예측 평균 - 계획 시나리오의 경우에만 이전 연도의 예측 평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
시나리오에 있는 FY18의 경우 이 추세를 선택하면 예측 시나리오에 있는 FY17의 계정 평균을
계산합니다.

•

예측(계절성 있음) - 계획 시나리오의 경우에만 이전 연도 예측의 월별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 시나리오에 있는 FY18의 경우 이 추세를 선택하면 예측 시나리오에 있는 FY17의
계정 월별 값을 계산합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이전 연도 값 대비 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추세 없음 - 추세를 제거하고 이전에 설정한 추세에서 데이터를 지웁니다.

•

월별 증가 - 현재 연도 및 이전 연도를 증가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계정의 전년 동기 대비
변경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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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월 실행 비율 - 이전 기간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이 FY16 6월이고
예측의 첫번째 기간이 7월이면 이 추세는 6월 값을 가져와 7월에 적용합니다. 7월 값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7월 값이 8월에 사용됩니다.

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표 3-5

재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습서

목표

방법 알아보기

재무에서 추세 기반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추세를 기반으로 하여 계획 및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 기반 가정을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무의 추세 기반 계획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
관리자가 연속 예측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표준 예측 대신 또는 추가로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속 예측을 사용하면 1년 기간을 초과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연속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연속 예측을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13, 26 또는
52주 동안 주별 레벨에서, 12, 18, 24, 30, 36, 48 또는 60개월 동안 월별 레벨에서, 4, 6
또는 8분기 동안 분기별 레벨에서 연속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13개 기간 달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13 또는 26개 기간에 대해 기간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현재 기간을 업데이트하면 연속 예측 양식 및 대시보드가 업데이트된 연속 예측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기간을 추가 또는 삭제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새로 추가된
기간에 추세와 동인이 채워집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연속 예측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동인 및 추세 기반 계획

•

수동으로 연속 예측 값 입력

수익, 비용,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 등 각 구성요소에서 연속 예측 범위를 사용하는 양식 및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목적으로 K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TM(후행 12개월). 이 시나리오는 이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플로우 기반 계정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

계획된 12. 플로우 유형 계정의 경우 이 시나리오는 (현재 기간 + 11개 미래 기간)의
합계를 보고합니다. 잔액 유형 계정의 경우 이 시나리오는 미래의 12개 기간 멤버 값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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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속 예측

탭에서 양식에 대한 연속 예측 시나리오 멤버만 선택합니다.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요: Planning의 연속 예측.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연속
예측 설정.

표 3-6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

태스크

목표

추가 정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재무 분석
대시보드 형식으로 연속 예측
범위에 대한 수익, 비용, 대차대조표
또는 현금 흐름 개요를 확인합니다.
개요
•

연속 예측

•

•

직접 입력

수익 및 비용의 경우: 연속
•
예측 범위에 대한 동인 기반
또는 추세 기반 계획을
•
수행합니다.
대차대조표의 경우: 연속 예측 •
범위에 대한 대차대조표
동인을 지정합니다.
현금 흐름의 경우: 연속 예측
범위에 대한 동인 기반 현금
흐름 계획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 및 예측에 과거
추세나 특정 비즈니스 동인이 없는
경우 데이터를 직접 입력합니다.

•
•

•

수익 및 비용: 동인 및 추세
지정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동인
지정
현금 흐름: 동인 기반 현금
사용 및 소스 가정 지정

수익 및 비용: 비용 및 수익
수동 입력
대차대조표: 직접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지정
현금 흐름: 재무 및 투자
세부정보 입력

주별 레벨에서 계획
주별 레벨에서 계획한 후 대시보드를 보고 추세 계산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규칙을 실행하여 주를
월로 변환합니다.
•

주별 데이터를 월별 데이터로 변환

•

월별 데이터를 주별 데이터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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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이러한 규칙을 양식과 연계한 경우 양식의 작업 메뉴에서 "양식에서 주별 데이터를
월별 데이터로 변환" 및 "양식에서 월별 데이터를 주별 데이터로 변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53주가 있는 12개 기간 애플리케이션 및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53번째 주가
속하는 기간이 있는 양식에 주 53이 포함됩니다. 관리자 설정에 따라 53번째 주가 속하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개 기간 달력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수익 및 비용 계획
Financials 수익
및 비용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표 3-7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표 3-8

구성요소는 계획 및 예측에 도움이 되는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손익계산서 계획 수행.

계획 및 예측 작성

태스크

설명

사용할 양식

대시보드 형식으로 재무 개요를 검토합니다.

•
•
•
•

수익 | 비용 대시보드를
손익계산서 사용하여 재무
분석
연속 예측
손익계산서
연속 예측

•

•

동인 기반
동인 및 추세
수익 계획 | 지정
동인 기반
비용 계획
동인 기반
수익 | 동인
기반 비용
수익 추세 |
비용 추세
추세 기반
비용 계획

개요

동인 •
및 추세 기반
•

•

수익 및 비용 값을 생성하는, 관리자가
정의한 동인의 값을 입력합니다.
동인에 의해 계산된 실제 계정 값을 보고,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값을 대체합니다.
다양한 동인 추세를 사용하여 계획 또는
예측 값과 과거 실제 항목 간의 차이를
평가합니다.
비용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조정하여 개별
계정 레벨에서 동인 기반 내부 논리 없이
계획합니다.

•

•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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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계획 및 예측 작성

태스크

예측

설명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획합니다. 동인 및 추세 기반 탭의 양식 대신
연속 또는 추가로 이러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수익 및 비용 값을 생성하는, 관리자가
정의한 동인의 값을 입력합니다.
•
동인에 의해 계산된 실제 계정 값을 보고,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값을 대체합니다.
•
다양한 동인 추세를 사용하여 계획 또는
예측 값과 과거 실제 항목 간의 차이를
평가합니다.
•
연속 예측을 위해 동인을 조정합니다.
•
연속 예측을 위해 추세를 조정합니다.
•

입력

사용할 양식

직접 •

동인에 의해 파생되지 않은 계정 값을
입력하고 조정합니다.
연속 예측 값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봅니다.

•

•

•
•
•
•
•
•

추가 정보

동인 기반
•
수익 계획 |
동인 기반
비용 계획
•
동인 기반
수익 | 동인
기반 비용
추세 기반
비용
동인 조정
추세 조정
총 수익 |
총 비용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
동인 및
추세 지정

수익 입력 | •
비용 입력
수익 연속
예측 입력 | •
비용 연속
예측 입력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
비용 및
수익 수동
입력

손익 계산서,
손익계산서 기여금액 이익

손익계산서 보기

손익계산서

동인 및 추세 지정
동인 및 추세 기반(
)에서 표준 예측의 동인과 추세를 지정합니다. 연속 예측
에서 연
속 예측에 대한 동인 및 추세를 지정합니다. 동인과 연계된 계정에 대해 계산된 값이 동인 기반 수익
및 동인 기반 비용의 해당 예측 방법 탭에 표시됩니다.
Financials에서 제공되는 추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표준 예측의 경우: 동인 및 추세 기반(

), 동인 기반 비용 계획 | 동인 기반 수익 계획

순으로 누릅니다. 연속 예측의 경우: 연속 예측(
기반 수익 계획 순으로 누릅니다.
2.

), 드라이버 기반 비용 계획 | 드라이버

특정 제품 라인 등의 POV 차원이나 운영 비용 등의 비용 유형을 선택하여 컨텍스트를 지정하고
을 누릅니다.

3.

추세에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현재, 과거 또는 계획된 값으로 조정하여 값을 설정하려면 추세를 선택한 다음 % 증가/
감소에서 각 값이 변경되는 퍼센트를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3% 초과 근무 급여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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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려면 초과 근무를 이전 연도 실제 평균으로 설정하고 % 증가/감소에서 .0 3을
입력합니다.
연속 예측의 경우 추세가 연속 예측 범위 내의 모든 연도에 적용됩니다. 현재 기간을
업데이트하면 양식이 업데이트된 연속 예측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기간을 추가 또는
삭제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추세는 항상 전체 연속 예측 범위에 대해 계산됩니다.
•

과거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고 수동으로 값을 설정하려면 추세 없음을 선택한 다음
조정(+/ -)에 값을 입력합니다.

4.

연 총계를 두 번 눌러 추정된 값을 계산합니다.

5.

동인 계산 계정의 값을 확인합니다.
a.

드라이버 기반 비용 | 드라이버 기반 수익, 계산된 연 총계 순으로 눌러 연간,
분기별, 월별 드라이버 파생 값을 확인합니다. 부족, 부정확 또는 부적절한 경우
아무 기간에서나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b.

연도, 시나리오 등의 POV 차원을 선택하여 컨텍스트를 지정하고

c.

연 총계 조정을 확장하여 동인 파생 값을 수정할 기간에 액세스한 다음 새 값을
입력합니다.

을 누릅니다.

6.

연속 예측의 계정 또는 드라이버에 대해 계산된 값을 조정하려면 드라이버 조정을
누르고 조정(+/-) 열에 값을 입력합니다.

7.

비용에서 연속 예측 추세의 계정에 대해 계산된 값을 조정하려면 추세 조정을 누르고
조정(+/-) 열에 값을 입력합니다.

비용 및 수익 수동 입력
기타 또는 비동인 계산 비용이나 수익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 수익 입력 | 비용 입력 순으로 누릅니다. 연속 예측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 연속
예측 입력 | 비용 연속 예측 입력 순으로 누릅니다.

2.

엔티티, 시나리오 등의 POV 차원을 지정하여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3.

각 비용 또는 수익 항목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 값을 입력합니다.

4.

연 총계를 두 번 눌러 연 총계를 확인합니다.

을 누릅니다.

총 계획 및 예측 보기
계획 방법에 따라 총 계획 및 예측을 확인합니다. 양식을 선택한 다음 POV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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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총 계획 및 예측 보기

계획 방법

총 계획 및 예측을 보기 위한 양식

동인 및 추세 기반
표준 예측의 경우: 동인 및 추세 기반(
)을
누른 다음, 총 비용 - 예측 | 총 수익 - 예측 또는 총
비용 - 계획 | 총 수익 - 계획을 누릅니다.

연속 예측의 경우: 연속 예측(
수익 순으로 누릅니다.

), 총 비용 | 총

수동 입력
)을 누르고 다음 중 적합한 항목을

직접 입력(
누릅니다.

표준 예측의 경우: 총 비용 - 예측 | 총 수익 - 예측 또는
총 비용 - 계획 | 총 수익 - 계획.
연속 예측의 경우: 총 비용 - 연속 예측 | 총 수익 - 연속
예측

손익계산서 보기
) 또는 수익(

비용(

), 손익계산서(

) 순으로 누릅니다.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계획
재무 대차대조표
제공합니다.

구성요소는 대차대조표를 사용한 계획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옵션을

표 3-10

대차대조표 계획

태스크

설명

사용할 양식

추가 정보

대시보드 형식으로 대차대조표 개요를 검토합니다.

•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재무
분석

개요

대차대조표
연속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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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대차대조표 계획

태스크

설명

사용할 양식

추가 정보

계산된 대차대조표 계정을 생성하는 동인을
설정하고 조정합니다.
동인에 의해 계산된 실제 계정 값을 보고,
필요에 따라 값을 재정의하여 자산과 채무의
대차를 일치시킵니다.
계산된 대차대조표 계정을 생성하는 추세를
설정하고 조정합니다.
동인에 의해 계산되지 않은 계정 값을 입력하고
조정합니다.
기간의 월별 일수를 수정합니다.

•

동인 기반
대차대조표
계획
동인 기반
대차대조표
추세 기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입력
기간 일수

대차대조표 동인
지정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대차대조표 계획을
수행합니다. 동인 및 추세 기반 탭의 양식 대신 또는
추가로 이러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

동인 기반
대차대조표
계획
동인 기반
대차대조표
추세 기반
대차대조표
추세 조정

•

수익 입력 |
비용 입력
수익 연속
예측 입력 |
비용 연속
예측 입력

•

•
동인
및 추세 기반

•

•
•
•

연속
예측

•
•
•
•

•
•
•

•
직접
입력

•

동인에 의해 파생되지 않은 계정 값을 입력하고 •
조정합니다.
•
연속 예측 값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
대차대조표
동인 지정

직접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지정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대차대조표를 사용한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현금 흐름 계획 수행.

대차대조표 동인 지정
대차대조표 동인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드라이버 및 추세 기반(
)을 누른 다음 간접 현금 흐름의 경우 드라이버 기반
대차대조표 계획을 누릅니다. 직접 현금 흐름의 경우 계산된 대차대조표 또는 추세 기반
대차대조표를 누릅니다.

연속 예측의 경우 연속 예측(
기반 대차대조표를 누릅니다.

)을 누른 다음 동인 기반 대차대조표 계획 또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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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제품 라인 등의 POV 차원이나 운영 비용 등의 비용 유형을 선택하여 컨텍스트를 지정하고
을 누릅니다.

3.

추세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고 % 증가 또는 감소로 조정합니다. 계획된 연간 값은 지정한 시간
프레임(예: 이전 연도)의 값을 기반으로 하며 동일한 월별/분기별 패턴을 따릅니다. 증가 또는
감소 백분율 가정을 설정하여 계획된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또는 동인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연 총계를 두 번 눌러 추정된 값을 계산합니다.

5.

동인 계산 계정의 값을 확인합니다.

6.

a.

드라이버 기반 대차대조표, 계산된 연 총계 순으로 눌러 연간, 분기별, 월별 드라이버 파생
값을 확인합니다. 부족, 부정확 또는 부적절한 경우 아무 기간에서나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b.

연도, 시나리오 등의 POV 차원을 선택하여 컨텍스트를 지정하고

c.

연 총계 조정을 확장하여 동인 파생 값을 수정할 기간에 액세스한 다음 새 값을 입력합니다.

을 누릅니다.

연속 예측 추세의 계정에 대해 계산된 값을 조정하려면 추세 조정을 누르고 조정(+/-)에 값을
입력합니다.

직접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지정
자산과 부채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직접 입력(
), 대차대조표 입력 순으로 누릅니다. 연속 예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연속 예측 입력을 수행합니다.

2.

은행의 현금, 선불 비용, 외상 매출금 등 자산의 월별 또는 분기별 값을 입력합니다.

3.

발생 비용 및 보상, 단기 및 장기 대출, 외상 매입금 등 부채의 월별 또는 분기별 값을
입력합니다.

현금 흐름 및 대차대조표 잔액 사용 정보
재무에서 계획 및 예측 대차대조표의 대차를 자동으로 일치시킵니다. 부채 및 자기자본이 자산을
초과할 경우 단기 투자가 사용됩니다. 또는 자산이 부채 및 자기자본을 초과할 경우 단기 대출이
생성됩니다. 재무 및 투자 세부정보에서 단기 투자 또는 단기 대출 현금 흐름의 영향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 계획 및 예측 보기
계획 방법에 따라 총 계획 및 예측을 확인합니다. 양식을 선택한 다음 POV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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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총 계획 및 예측 보기

계획 방법

총 계획 및 예측을 보기 위한 양식

동인 및 추세 기반
표준 예측의 경우: 동인 및 추세 기반(
)을
누른 다음, 대차대조표 - 계획 또는 대차대조표 예측을 누릅니다.

연속 예측의 경우: 연속 예측(
대차대조표 순으로 누릅니다.

), 세부

수동 입력
직접 입력(
)을 누르고 다음 중 적합한
항목을 누릅니다.
표준 예측의 경우: 대차대조표 - 계획 또는
대차대조표 - 예측
연속 예측의 경우: 대차대조표 연속 예측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 계획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현금 흐름을 사용한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현금 흐름 계획 수행.

동인 기반 현금 사용 및 소스 가정 지정
현금 가정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표준 예측의 경우: 드라이버 기반(

예측의 경우: 연속 예측(

), 현금 흐름 사용 계획 순으로 누릅니다. 연속

), 현금 흐름 사용 계획 연속 예측 순으로 누릅니다.

2.

필요한 경우 다른 POV 차원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3.

현금 흐름의 영향 가정에서 각 수익 계정에 대해 30일, 60일 또는 90일 내에 받는 지불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4.

각 비용 계정에 대해 비용 지불 백분율을 지정합니다(예: 30일, 60일 또는 90일 내에
발생하는 고정 자산 구매 또는 대출 상환).

5.

현금 흐름 직접 계획을 누릅니다.

6.

통화, 엔티티, 시나리오, 버전 및 연도를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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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수익 소스를 선택합니다.

표 3-12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직접 방법을 사용한 현금 흐름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 대한
직접 방법을 사용한 현금 흐름 계획

재무 및 투자 세부정보 입력
간접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 계획하는 경우 직접 입력을 사용합니다.

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는 경우 계획 및 예측 대차대조표의 대차가 내부 논리에 의해
자동으로 일치됩니다. 부채 및 자기자본이 자산을 초과할 경우 단기 투자가 사용됩니다.
또는 자산이 부채 및 자기자본을 초과할 경우 단기 대출이 생성됩니다. 재무 및 투자
세부정보에서 단기 투자 또는 단기 대출 현금 흐름의 영향을 입력해야 합니다.

투자 및 재무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직접 입력(
), 재무 및 투자 순으로 누릅니다. 연속 예측을 사용하여 계획하는 경우 재무
및 투자 - 연속 예측을 누릅니다.

2.

POV를 지정하고

3.

각 작업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 값을 입력하고 계산된 연도 합계를 확인합니다.

을 누릅니다.

재무 규칙 실행
재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계산 - 선택한 기간의 드라이버를 계산하고 실제를 집계합니다.

•

예측 준비 - 실제의 선택된 기간을 예측 시나리오에 복사하고 업데이트된 예측에 도달한 추세
또는 드라이버로 계정을 재계산합니다. 또한 현재 예측을 비교할 이전 예측 버전에 복사합니다.

•

계획 준비 - 선택한 연도의 추세 및 드라이버를 계산합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여 연도가 변경될
때 새 연도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년 계획을 준비하여 추세 및 드라이버 기준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경우에도 이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재무 분석
사전 정의된 대시보드를 통해 수익, 비용, 대차대조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재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차트의 멤버를 드릴하여 원하는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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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
을 누릅니다.

), 비용(

), 대차대조표(

) 또는 현금 흐름(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개요(

3.

POV 막대를 사용하여 양식에 표시할 다른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로젝트나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4.

보려는 대시보드 유형에 대한 가로 탭을 누릅니다. 연속 예측 범위에 대해 계획하는 경우
연속 예측 대시보드를 누릅니다.

)

)를 누릅니다.

재무 분석
총 비즈니스 레벨 또는 엔티티 레벨 관점에서 계획, 예측 및 실제 항목을 비교하고 재무의
동적 시각적 스냅샷을 가져오려면 제공된 대화식 대시보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드릴다운하여 추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부 계획 및 예측 정보와 추세 기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분석 양식을 사용합니다.
관리자는 분석 양식을 사용자정의하거나 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Planning 모듈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분석 양식과 대시보드를 보려면 재무(
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 분석(

) 순으로 누르고 세로

양식 및 지침 검토
재무와 관련된 사용가능한 양식 및 대시보드를 모두 검토한 다음 관리자가 제공한 경우 양식
지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석(

), 양식(

) 순으로 누릅니다.

Workforce, 프로젝트 및 자본의 데이터 검토
재무와 Workforce, 프로젝트 또는 자본을 통합한 경우 롤업된 데이터 요약을 검토합니다.

), 양식(

) 순으로 누릅니다.

1.

분석(

2.

재무 통합 요약, 대차대조표 통합 요약 또는 직접 현금 흐름 통합 요약을 선택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롤업을 선택하여 Workforce 및 자본의 데이터를 재무에 푸시합니다.

4.

인력, 프로젝트 또는 자본에서 푸시된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3-24

3장

Workforce, 프로젝트 및 자본의 데이터 검토

•

재무 통합 요약
–

Workforce 세부정보 열에서 Workforce의 급여 데이터 검토

–

프로젝트 세부정보 열에서 프로젝트의 비용 및 수익 검토

–

자본 세부정보 열에서 자본의 감가상각, 상각 및 기타 비용 검토

•

대차대조표 통합 요약 -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는 계정은 자본 또는 프로젝트에서 재무로
푸시됩니다.

•

직접 현금 흐름 통합 요약 -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계정은 자본 또는 프로젝트에서
재무로 푸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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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작업
참조:
•

태스크 개요

•

사용자 변수 설정

•

보상 비용 관리

•

비보상 비용 관리

•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

인구 통계 관리

•

Workforce 비용 분석

•

프로젝트 활용 분석

태스크 개요
Workforce에서 수행할 태스크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1.

계획 및 예측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기본값 동기화 및 보상 계산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합니다.
보상 계획, 직원 관리, 기존 직원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규칙에 접근합니다.

2.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3.

Workforce 가정 및 기본값을 검토하거나 입력합니다. 관리자가 초기 가정을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보상 계획, 가정, 기본값 순으로 사용합니다.

4.

Workforce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5.

보상 계산 비즈니스 규칙을 다시 실행하여 값을 재계산합니다.

6.

대시보드와 분석을 검토합니다.

7.

데이터 맵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주:
관리자가 사용으로 설정한 기능에 따라 이 섹션에 설명된 모든 기능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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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월로 레이블이 지정된 아티팩트의 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13개 기간 달력을 통해 정의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시작하려면
표 4-1
태스크

을 누르고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Workforce 태스크
수행할 태스크
•
•
•
•
•
•
•

추가 정보

보상 데이터 개요 확인
보상 비용 관리
신규 고용 및 기존 직원 관리
직원 세부정보 관리
한 엔티티에서 다른
엔티티로 직원 이동
Workforce 가정(예: 일별
근무 시간) 설정
급여 등급의 급여 기준(예:
연봉) 및 비율 설정
급여, 추가 수익, 혜택 및
세금의 기본값 설정

•
•

비보상 비용의 합계 보기
비보상 비용 입력 또는
업데이트

비보상 비용 관리

•
•
•

작업별 인원수 대상 설정
연도별 감소율 설정
연도별 전략적 인원수 동인
설정
작업별 연간 전략적 인원수
동인 비율 설정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
•
•
•
•

•
•
•

인구 통계별 인원수 요약
인구 통계 관리
확인
인구 통계별 Workforce
비용 확인
직원 또는 작업에 인구 통계
지정
인원수 및 FTE(Full-Time Workforce 비용 분석
Equivalent)의 대시보드
요약 확인
시간별 보상 추세 분석
기능별 인원수 및 비용 보기
고용에 대한 기존 직원의
활용 및 직원 개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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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Workforce 태스크

태스크

수행할 태스크

추가 정보

Workforce와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 다음을 표시하는
대시보드와 양식을 검토합니다.
•
활용 및 직원 개요
•
프로젝트 전체의 FTE
요구사항
•
프로젝트별 FTE 요구사항
•
직원 활용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에 직원을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 지정

프로젝트 활용 분석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인력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인력에서 Planning 데이터 입력.

사용자 변수 설정
각 플래너가 아래 설명된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사용자 변수 순으로 누릅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

엔티티

•

시나리오

•

버전

•

보고 통화

•

연도

재무의 경우 계정 차원에 대한 다음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

비용 계정 변수에 대해 OFS_Total Expenses 같이 양식에 표시할 계정이 포함된 상위
계정을 선택합니다.

•

비용 동인 변수에 대해 OFS_Expense Drivers for Forms를 선택합니다.

•

예산 개정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계정 그룹 변수를 설정합니다.
계정 그룹 사용자 변수는 현재 승인된 예산 및 순 현재 예산과 같은 예산 개정 양식에
표시되는 계정 세트를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비용, 수익, 부채 또는 자산
계정이나 모든 계정 유형의 합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의 예산 개정에 대해 작업하는 경우 표시의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설정해야 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툴, 사용자 환경설정, 표시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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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인력 및 프로젝트에는 POV에서 사용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동적
변수(컨텍스트 사용 옵션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동적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자 변수 값이
양식의 컨텍스트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되며 사용자가 기본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 비용 관리
직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보상, 개요 순으로 누르거나 탭하여 현재 비용 추세 및
요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 요청 관리
고용 요청은 누군가가 고용되어 요청을 채울 때까지 자리 표시자 비용을 추가합니다. 직원이
고용되어 고용 요청을 채우면 자리 표시자 고용 요청 비용이 고용된 직원으로 이동되어
연결됩니다.
고용 요청 기능은 다음과 같은 Workforce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분성 유형 직원 또는 직원 및 작업

•

Workforce 관리 아래의 신규 고용 옵션

Workforce 수요가 가용 직원 수를 초과할 경우 신규 고용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채울 고용 요청 추가

•

고용 요청 상태 변경

•

고용 요청을 직원에 연결

•

고용 요청 제거

•

결과 보상 비용 계산

Workforce는 처음에 100개의 빈 신규 직원 고용 요청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요청을 사용한
다음 필요한 경우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 요청을 추가하려면 작업에서 보상 계획, 직원
관리, 고용 요청 추가 순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고용 요청 옵션에도 동일한 순서를
사용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 요청을 채우는 경우 고용 요청을 직원에 연결합니다. 조정된 FTE
값은 고용 요청 FTE 값과 같습니다. 즉, 고용 요청에 대한 FTE 및 인원수가 감소하고 연결된
직원에게 지정됩니다.
고용 요청을 직원에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필요한 경우 고용 요청을 추가합니다.
고용 요청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2.

직원을 고용 요청에 연결합니다.
이 작업은 연결된 기존 직원에게 FTE/인원수를 이동합니다. 새 고용 요청 등록정보인
조정된 FTE 및 조정된 인원수가 채워집니다. 직원 고용을 참조하십시오.

3.

고용 요청 가용 FTE가 연결된 기존 직원에게 지정되고 나면 더 이상 Workforce 보상
비용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고용 요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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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요청 추가
인력 수요가 가용 직원 수를 초과할 경우 직원이 충원되도록 고용 요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청을 동시에 생성하고 해당 FTE, 직원 유형, 시간 범위 및 급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요는 고용 요청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주:
이 항목은 직원 및 직원 및 직무 세분성 옵션에만 적용됩니다.

고용 요청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직원 관리, 신규 고용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 고용 요청 추가 순으로 누릅니다.

3.

요청 세부정보에서 이러한 측면을 설정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

추가 중인 요청 수

•

각각에 대한 FTE 값

•

직원 유형(예: 정규, 계약자 또는 임시)

달력 정보에서 시작 연도 및 시작 월을 선택하여 요청의 비용이 비용 계산에 포함되는 시기를
설정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13개 기간 달력을 통해 정의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선택적으로, 직원의 종료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종료 연도 및 종료 월을 선택합니다. 종료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특히 임시 직원에게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사 계획 규칙을 사용하여
퇴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인력 비용에 대한 계산은 시작 및 종료 날짜에 시작되고
종료됩니다. 종료 기간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종료 연도와 월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5.

6.

직무 및 급여 옵션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요청과 관련된 직무

•

요청과 관련된 조합 코드

•

요청의 급여 설정 옵션:
–

급여 기본값: 보상 계획의 기본값 탭에서 설정된 급여 기본값을 기준으로 급여를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

급여 기준 및 급여율: 급여율(예: 6000) 및 기준(예: 월별)을 직접 입력하려면
선택합니다.

–

급여 등급: 급여 등급을 선택하여 급여를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급여
등급을 임포트하고, 사용자가 보상 계획, 가정, 급여 등급 순으로 선택하여 신규 고용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급여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급여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급여 기준 및 급여율 또는
급여 등급을 선택하면 급여 기본 지정이 대체됩니다.

실행을 누릅니다.
추가 수익, 혜택, 세금, 인원수 등은 지정한 시간 범위 동안 지정된 요청에 대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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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추가한 고용 요청에 대한 급여율, 급여 기준, 급여 등급, 상태 또는 종료 기간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 요청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TBH(고용 예정)가 고용된
직원과 연계된 후 급여를 업데이트하려면 직원 보상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고용 요청 업데이트
고용 요청을 추가한 후 해당 상태 설명, 급여 또는 시간 범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주:
요청을 제거하려면 아래 1단계를 수행하고 작업 기어, 고용 요청 제거 순으로
누릅니다. 요청이 삭제되면 연계된 FTE/인원수 및 보상 비용이 더 이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 요청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직원 관리, 신규 고용 순으로 누릅니다.

2.

업데이트할 요청을 선택합니다.

3.

작업 기어, 요청 변경 순으로 누릅니다.

4.

요청 변경에서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5.

6.

•

상태 - 요청에 신규, 활성, 승인됨, 승인되지 않음, 보류 중 또는 마감 등의 정보
설명을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

급여 - 요청에 대한 급여 기준, 급여율 또는 등급을 업데이트하려면 선택합니다.
5단계로 건너뜁니다.

•

달력 확장 - 요청의 종료 날짜를 변경하려면 선택합니다. 요청의 인력 비용에 대한
계산은 요청의 시작 및 종료 날짜에 시작되고 종료됩니다. 6단계로 건너뜁니다.

•

달력 축소 - 7단계로 건너뜁니다.

요청과 연계된 급여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연도 및 시작 기간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유효 날짜로 설정합니다.

b.

급여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급여 기본값 - 보상 계획의 기본값 탭에서 설정된 급여 기본값을 기준으로
급여를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

급여 기준 및 급여율 - 급여율(예: 6000) 및 기준(예: 월별)을 직접 입력하려면
선택합니다.

•

급여 등급 - 급여 등급을 선택하여 급여를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급여 등급을 임포트하고, 사용자가 보상 계획, 가정, 급여 등급 순으로 선택하여
신규 고용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급여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급여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급여 기준 및 급여율
또는 급여 등급을 선택하면 급여 기본 지정이 대체됩니다.

요청의 시간 범위를 확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다음에서 등록정보 복사에서 요청 등록정보를 확장된 범위에 복사할 기준으로
사용할 월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FTE, 상태, 직원 유형, 지불 유형 등의
측면을 확장된 범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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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료 연도 및 종료 월을 선택합니다.
종료 월과 연도를 지정하면 퇴사 계획 규칙을 사용하여 퇴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료 연도와 월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7.

요청의 시간 범위를 줄이려면 종료 연도 및 종료 월을 선택합니다.
종료 연도와 월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8.

실행을 누릅니다.
추가 수익, 혜택, 세금, 인원수 등은 지정한 시간 범위 동안 지정된 요청에 대해 계산됩니다.

직원 보상 업데이트
애플리케이션 세분성에 따라 직원 세부정보에서 급여, 성과 등급, FTE, 직원 유형, 조합 코드, 인구
통계 같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팁:
여러 기존 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직원
및 작업 세부정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직원 보상을 보고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

), 직원 세부정보
(

) 순으로 누릅니다.
2.

직원의 급여를 업데이트하려면 POV에서 직원을 선택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작업 기어, 기존 세부정보 변경 순으로 누릅니다.

b.

직원 변경에서 급여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c.

연도 및 시작 기간을 업데이트된 급여의 유효 날짜로 선택합니다.

d.

급여 옵션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e.

•

급여 기본값: 보상 계획의 기본값 탭에서 설정된 급여 기본값을 기준으로 급여를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

급여 기준 및 급여율: 급여율(예: 6000) 및 기준(예: 월별)을 직접 입력하려면
선택합니다.

•

급여 등급: 급여 등급을 선택하여 급여를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급여
등급을 임포트하고, 사용자가 보상 계획, 가정, 급여 등급 순으로 선택하여 신규 고용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급여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급여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급여 기준 및 급여율 또는
급여 등급을 선택하면 급여 기본 지정이 대체됩니다.

실행을 누릅니다.
직원 급여는 지정된 시간 범위 동안 계산됩니다.

4-7

4장

보상 비용 관리

여러 직원 및 작업 세부정보 업데이트
여러 기존 직원 또는 직무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처리한 후 Workforce에서
이러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대량 업데이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로드된 후 정보를 빠르게 검토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처리 효율성을 최적화하도록 디자인되었으므로 각 양식은 변경된 데이터만 처리하는
Groovy 규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식은 업데이트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새 레코드를 추가한 후에 구성된 기본 지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새 레코드를 추가한 후에 기본 지정 및 급여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수정한 후 복리후생, 추가 소득 및 세금에 대해 구성된 기본
지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정을 대체한 후 구성된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목표
직원 및 직무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비디오 자료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직원 및
직무 대량 업데이트 수행

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목표
이 45분 분량의 자습서에서는 여러 기존 직원
또는 직무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처리한
후 대량 업데이트 양식을 사용하여
Workforce에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방법 알아보기
직원 및 직무 대량 업데이트 수행

기존 직원, 작업 및 엔티티 기본값을 빠르게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

), 대량 업데이트
(

) 순으로 누릅니다.
2.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양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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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세분성 옵션(직원, 작업 또는 직원 및 작업)은 다음 양식과 Groovy 규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직원 모델은 직원 업데이트만 지원하고 작업 모델은 작업
업데이트만 지원합니다.

표 4-2

대량 업데이트 수행 양식

목표
•

•

•

•

•
•

•

•
•

직원 또는 작업 동인
세부정보를 기반으로 혜택,
세금 및 추가 수익의
업데이트된 엔티티 기본값
지정
직원 등록정보, 작업
등록정보 또는 급여 관련
정보 업데이트
혜택 및 세금 마법사의
구성요소 정의를 기반으로
비급여 구성요소 계산

사용할 양식/탭

저장 시 실행되는 Groovy 규칙

데이터 처리 및 기본값 동기화
이 양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데이터 증분 처리 및 기본값
동기화

•
•

업데이트가 연도 범위의 모든
미래 기간에 복사됩니다.
혜택 및 세금 마법사의
구성요소 정의 및 비율을
사용하여 엔티티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기존 혜택, 세금 또는 추가
수익의 업데이트, 추가 또는
제거
직원 등록정보 또는 작업
등록정보 업데이트
혜택 및 세금 마법사의
구성요소 정의를 기반으로
비급여 구성요소 계산

업데이트된 데이터 처리
이 양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엔티티 기본값을
적용할 직원 또는 작업에
대해 처리 옵션을 예로
변경하여 직원 또는 작업
동인 세부정보를 기반으로
혜택, 세금 및 추가 수익의
업데이트된 엔티티 기본값
지정
직원의 급여, 기준 및 비율
변경
혜택 및 세금 마법사의
구성요소 정의를 기반으로
비급여 구성요소 계산

기본값 동기화
이 양식의 POV에서 선택한 연도
및 월에 대한 급여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
•

•
•

데이터 증분 처리 및 정의 동기화

업데이트가 연도 범위의 모든
미래 기간에 복사됩니다.
보상은 양식에 입력된 비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값 증분 동기화

업데이트가 연도 범위의 모든
미래 기간에 복사됩니다.
엔티티 기본값은 수정된
급여를 기반으로 재적용되고
재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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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대량 업데이트 수행 양식

목표
•

•

•

사용할 양식/탭
직원 또는 작업의 처리
옵션을 예로 변경하여 혜택,
세금 또는 추가 수익에 대한
구성요소 정보(예: 비율 변경,
지불 빈도 또는 최대값 유형)
에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기존 혜택, 세금 또는 추가
수익의 업데이트, 추가 또는
제거
혜택 및 세금 마법사에
제공된 구성요소 정의를
기반으로 비급여 구성요소
계산

저장 시 실행되는 Groovy 규칙

정의 동기화
정의 증분 동기화
수익, 혜택 또는 세금 지정과 해당
옵션 및 계층을 변경하는 경우:
•
•

업데이트가 연도 범위의 모든
미래 기간에 복사됩니다.
혜택 및 세금 마법사의
구성요소 정의 및 비율을
기반으로 보상이
재계산됩니다.

대량 업데이트 양식에 대한 참고사항:
•

직원 세부정보에 새 월이 표시되어도 원래 월의 비용 계산은 계속되므로 시작 월을
이후 월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처리 및 기본값 동기화 및 업데이트된 데이터 처리 양식: 멤버 선택 목록을
사용하여 양식에 직원/작업 행을 더 추가하려면 직원/작업 교차점이 하나 이상
POV에 있어야 합니다.

직원 상태 변경
직원 상태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직원 관리, 기존 직원 순으로 누릅니다.

2.

행에서 직원을 선택한 후 작업 기어에서 기존 세부정보 변경을 누릅니다.

3.

직원 변경에서 상태를 선택합니다.

4.

새 상태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선택합니다.

5.

•

근무 - 직원의 인력 비용이 인력 계산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

장애 - 직원의 인력 비용이 지정된 기간 동안 계산되지 않습니다.

•

결근 - 직원의 인력 비용이 지정된 기간 동안 계산되지 않습니다.

•

출산 휴가 - 가정에 설정된 부분 지급 계수에 따라 직원의 인력 비용이 계산됩니다.
부분 지급 계수는 직원의 급여에 적용할 지급 백분율을 설정합니다. 가정에서 이
퍼센트를 설정하려면 보상 계획, 가정 순으로 누릅니다.

•

안식 휴가 - 직원의 인력 비용이 지정된 기간 동안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태의 연도, 월 및 기간(월)을 선택합니다.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고용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을 기존 고용 요청과 연계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차원에 멤버로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직원을 고용 요청(TBH)에
연계하면 여기서 해당 FTE 및 인원수를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합니다. 고용 요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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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고용 요청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새 직원을 고용 요청과 조정한 후 기존 직원
양식에서 직원의 인력 정보를 관리합니다.
새로 고용한 직원을 고용 요청과 연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직원 관리, 신규 고용 순으로 누릅니다.

2.

신규 고용과 연계할 고용 요청을 포함하는 행, 작업, 직원 연계 순으로 누릅니다.
새 직원의 보상 비용이 합계에 추가되고 고용 요청의 인원수 및 보상 비용이 지워집니다.

직원 출장 계획
직원이 퇴사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사 월을 기준으로 관련된 보상 비용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계획 착수를 사용합니다.
직원의 퇴사를 계획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직원 관리, 기존 직원 순으로 누릅니다.

2.

직원을 선택합니다.

3.

작업, 퇴사 계획 순으로 누릅니다.

4.

관련 날짜와 정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연도, 퇴사 이유를 선택하고 선택적 설명을 추가합니다.

5.

실행을 누릅니다.
직원의 인력 비용이 퇴사 월부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이동
직원을 이동하면 보상 비용이 계산되는 대상 부서(또는 엔티티)가 변경됩니다. 관리자는 다음
프로세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직원을 이동합니다.
•

1단계 이동 - 소스 및 타겟 엔티티를 둘 다 소유한 경우(즉, 소스 및 타겟 엔티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음) 이동 규칙을 사용합니다.

•

2단계 이동 - 소스 및 대상 엔티티 둘 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전출 및 전입 규칙을
사용합니다. 2단계 이동은 보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 B 엔티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부서 A의 관리자는 부서 B의 멤버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받는 부서에서 직원을
전입하는 동일한 월에 직원을 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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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직원이 전출된 후에는 대부분의 직원 데이터가 이동 월을 기준으로 소스에서
지워집니다. 적용 가능한 조합 코드, 직원 유형, 지불 유형, 상태는 유지되지만
상태가 전출로 표시됩니다. 직원이 타겟으로 이동되면 타겟에서의 상태가
활성으로 설정되고 직원 급여가 타겟에 계산됩니다.

•

1단계 또는 2단계 이동에서 사용자정의 차원, 엔티티, 작업 간에 직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소스에서 다른 소스로 직원을 이동하는 동안 이동
월과 타겟 차원을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타겟 차원이 소스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동에 실패합니다. 기본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핵심
차원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을 선택하려면 추가 세부정보를
누릅니다. 작업 전용 모델에서 인원수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스의 이동 연도에서 FTE 및 인원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 등록정보가
이동 월부터 지워집니다. 적용 가능한 조합 코드, 직원 유형, 지불 유형,
상태는 유지되지만 상태가 전출로 표시됩니다.

•

직원 이동 월이 이동 연도의 성과급 지급 월 이후이면 성과급이 소스에서
복사됩니다. 타겟 엔티티의 후속 연도에 대한 성과급은 타겟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활성 상태가 아니면 권장 성과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직원 이동 월이 성과급 지급 월 이전이면 성과급이 타겟에서 복사됩니다.

•

FTE 추정 및 인원수 가정 계정은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보고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이동, 퇴사 등에 기반한 정확한 값을 반영하므로
모든 보고 요구에 총 FTE 및 총 인원수 계정 계층을 사용합니다.

2단계 직원 이동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직원 관리, 기존 직원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 기어, 전출 순으로 누릅니다.
전출하면 직원 이름이 대기 중인 이동 검토 양식에 표시됩니다.

3.

직원을 타겟 부서로 이동하려면 대기 중인 이동 검토에서 직원, 작업, 전입 순으로
선택합니다.

팁: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대기 중인 이동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직무 세분성 옵션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Add Job 규칙을 사용하여 직무를
추가하고 Change Salary 규칙을 사용하여 직무에 대한 급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간 및 월부터 유효합니다.

4-12

4장

보상 비용 관리

팁:
양식에서 직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비용을 다시 계산하려면 작업 기어를 누르고
Calculate Job Compensation 규칙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직무의 FTE를 검토한 후 Calculate Job Compensation을 실행합니다.

직무 추가
애플리케이션이 직무 세분성 옵션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직무를 추가하고 해당 등록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직무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2.

POV를 지정합니다.

3.

작업 기어를 누르고 직무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직무 세부정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직무에서 멤버 선택기를 누르고 직책을 선택합니다.

•

FTE에 FTE를 입력합니다.

•

직무에 대한 정규, 계약자 및 임시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다음을 누릅니다.

5.

달력 정보에서 직무에 대해 시작 연도 및 시작 월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지불 유형, 기능 및 급여 옵션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지불 유형: 면제 또는 비면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능: Java 또는 관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급여 옵션:
–

급여 기본값: 급여 기본값에 따라 급여를 설정하려면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급여 기본값은 보상 계획의 기본값 탭에서 설정됩니다.

–

급여 기준 및 급여율: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직접 급여율(예: 6000)을
입력하고, 급여 기준(예: 매월)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누릅니다.

–

급여 등급: 급여 등급을 선택하여 급여를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등급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누릅니다.
급여 등급을 선택하면 기본 지정을 건너뛰고, 대신 특정 레벨 0 엔티티 멤버 또는 회사
가정 엔티티 멤버의 급여 등급 기준 및 급여율을 사용합니다. 급여 등급은 보상 계획의
가정 탭에서 설정됩니다.

직무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직무 비용은 지정한 시작 월 및
연도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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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직무는 직무 차원의 멤버이므로 Workforce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대신, 관리자는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직무 멤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직무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무 급여 변경
애플리케이션이 직무 세분성 옵션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직무 급여를 변경하고 Change
Salary 규칙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기간 및 연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 급여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직무 관리 순으로 선택합니다.

2.

POV를 지정하고 변경할 직무를 누릅니다.

3.

작업 기어, 급여 변경 순으로 누릅니다.

4.

급여 옵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연도 멤버 선택기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유효 연도를 선택합니다.

•

시작 기간 멤버 선택기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유효 월 또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

급여 옵션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 기본값: 급여 기본값에 따라 급여를 설정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

급여 기준 및 급여율: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직접 급여율(예: 6000)
을 입력하고, 급여 기준(예: 매월)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누릅니다.

–

급여 등급: 급여 등급을 선택하여 급여를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등급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누릅니다.
급여 등급을 선택하면 기본 지정을 건너뛰고, 대신 특정 level0 엔티티 멤버
또는 회사 가정 엔티티 멤버의 급여 등급 기준 및 급여율을 사용합니다.
급여 등급은 보상 계획의 가정 탭에서 설정됩니다.

직무 급여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직무 비용은 지정한
시작 월 및 연도부터 계산됩니다.

성과급 계획
성과급 인상은 급여 계산에 추가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의 성과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성과 등급(예: 기대치 충족, 기대치 초과 또는 성과급 없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리자가 성과 등급을 생성하거나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성과급 멤버에 엔티티별로 기본 백분율을 설정하여 수행합니다. 직원의 성과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직원 세부정보 양식에서 성과 등급을 설정하고 볼 수 있음)
또는 더 세분화된 레벨로 성과급을 계획하려면 엔티티별로 성과급을 인상할 기본
백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도의 성과급 인상은 해당 연도의 기본 급여 계산에
포함되며 다음 연도의 기본 급여로 이월됩니다.
이 방법은 차후 연도의 성과급 인상을 계획하는 등의 경우에 관리자에게 아직 성과
정보가 없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성과급이 엔티티마다 동일한 경우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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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하려면 성과급 복사 규칙을 사용하여 한 엔티티에서 다른 엔티티로 성과급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을 누릅니다.

1.
2.

가정과 성과급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3.

POV(Point Of View) 링크에서 시나리오, 버전 및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4.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성과급을 설정합니다.
•

성과 등급 행에서 성과급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

성과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성과급 행에 성과급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성과 등급이 비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 계산에서 사용합니다.
선택사항: 한 엔티티에서 다른 엔티티로 성과급을 복사하려면 작업 메뉴에서 성과급 복사
규칙을 실행합니다. 규칙 프롬프트에서 복사할 성과급이 있는 상위 또는 하위 엔티티
멤버와 성과급을 복사할 타겟 레벨 0 멤버를 선택합니다. 소스 상위 멤버를 선택하면
성과급을 쉽게 푸시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다른 엔티티에 복사한 후에도 성과급 양식의
비율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주:
성과급이 성과 등급을 기반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본 성과급 멤버를 기반으로
하는지에 상관없이 성과급은 레벨 0 엔티티 레벨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회사 가정(엔티티 없음) 멤버에서 성과급을 입력하면 총 엔티티의 특정 레벨 0
하위 멤버로 복사하거나 추가해야 성과급이 적용됩니다. 개별 엔티티 소유자가
성과급 복사 규칙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작업과 구성요소 정의 동기화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이 규칙을 실행하면 직원의 성과급 인상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세금 임계값을 다시
계산합니다.

보상 비용 계산
인력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비용을 재계산하기 위해 보상 계산 규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작업, 보상 계산 순으로 누릅니다.

주: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때 부적합한 데이터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규칙의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동기화
엔티티 기본값이 추가되거나 기존 기본값이 변경된 경우 기본값 동기화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기본값 동기화를 실행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양식 계산이 수행되도록
업데이트된 구성 정보가 푸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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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동기화를 실행하려면 작업, 비즈니스 규칙, 기본값 동기화 순으로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를 사용하여 기본값 동기화를 실행하는 경우 선택한
직원-작업 조합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하려는 경우
•

한 사람 - 해당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행을 강조 표시하고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합니다.

•

여러 사람 또는 런타임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차원을 선택하려는 경우 - 빈 행을 강조
표시하고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합니다.

주:
기존 급여 등급, 혜택, 세금 또는 추가 수익이 업데이트될 때 업데이트된 정의를
직원 및 작업에 푸시하려면 구성요소 정의 동기화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합니다. 이
비즈니스 규칙은 엔티티 기본값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주:
새 데이터를 가져온 후 로드된 데이터 처리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계획 연도 범위의 필요한 기간에 복사합니다. 이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하면 대체
변수 &CurYr 및 &CurMnth의 정보가 복사됩니다.

팁:
여러 기존 직원 또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처리하도록 대량
업데이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양식은 변경된 데이터만 처리하는
Groovy 규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 직원 및 작업 세부정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주: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때 부적합한 데이터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규칙의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규칙의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
데이터 작업을 쉽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에서는 [스마트 목록] 드롭다운 목록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멤버에서 생성 등록정보로 정의된 스마트 목록은 스마트 목록의 숫자 ID가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멤버 이름)를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 목록에 실수로 숫자
데이터가 있거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로드된 데이터 처리, 기본값 동기화 등의 사전 정의된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부정확한 스마트 목록 값을 찾아서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상 계획, 기본값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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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추가 수익 혜택 및 세금 탭의 엔티티 기본값을 검토합니다.
직원 등록정보 및 보상과 관련해서 부적합한 데이터(텍스트 데이터 대신 숫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직원 및 작업 조합에 부적합한 스마트 목록 값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검증 탭을 누릅니다
.
스마트 목록의 숫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직원 및 작업 조합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거나 누락된 멤버를 계층에 추가하여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서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구에 맞는 다른 스마트
목록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보상 비용 관리
기타 비용(

)을 사용하여 교육 또는 출장 비용과 같은 비보상 비용을 관리합니다.

•

비용 요약을 보려면 요약을 누릅니다.

•

비보상 비용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비보상 비용을 누릅니다.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은 조직의 장기 전략에 맞게 올바른 기능과 인원수를 보유하도록
합니다. 주로 인사 관리 부서에서 실행되는 전략적 계획은 2-10년 후를 전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퇴직 연령을 비롯한 감소율

•

특정 기능과 인원수가 필요한 신규 제품 라인 또는 기술

•

유지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역할

전략적 Workforce Planning은 전략이 올바른 인력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장기 회사 전략을 실행
계획으로 변환합니다. 미래 인력 추세와 격차를 사전에 예상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인력 요구사항을 분석하려면
입력합니다.

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예상 인력 요구사항을

•

전략적 인원수 계획: 정규직 및 퇴사 인원수 등의 미래 인원수 목표를 설정합니다.

•

전략적 인원수 감소율: 각 작업의 목표 감소율을 설정합니다.

•

전략적 인원수 동인: 전략적 인원수 수요 계획의 인원수 동인을 입력합니다.

•

전략적 인원수 동인 비율: 전략적 인원수 수요 계획의 인원수 동인 비율을 입력합니다.

인구 통계 관리
인구 통계는 민족, 성별, 종교, 참전용사 상태, 최종 학력, 연령대 등 각 개인에 고유한 직원 속성을
설명합니다. 인구 통계를 분석하면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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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시 공정성 보장

•

나이든 직원이 퇴직할 때 인재 격차 해소

•

직원 수 및 미래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 조사

인구 통계를 보고 업데이트하려면(예: 신규 직원의 속성 설정) 인구 통계를 누릅니다. 그런
후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인구 통계별 인원수에 대한 그래픽 요약을 보려면 인원수 개요를 누릅니다.

•

인구 통계별 인력 비용에 대한 그래픽 요약을 보려면 인력 비용 개요를 누릅니다.

•

직원 및 작업별 인구 통계를 설정하려면 직원 인구 통계를 누릅니다.
대시보드의 계산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별 인구 통계 양식에서 지정되지 않은
인구 통계 멤버를 비롯한 모든 인구 통계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_<demographic_member_name> 멤버는 선택하지 마십시오(예: 최종 학력 없음,
연령대 없음 또는 성별 없음).

주:
관리자가 조직에서 추적하는 인구 통계를 설정합니다.

Workforce 비용 분석
인원수, 보상, 추세,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력에서는 사전 정의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링크를 누르거나 탭하여 세부정보 데이터를 드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what-if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드에서
값을 변경하고 차트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합니다.

분석 대시보드에 액세스하려면 인력에서 분석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을 누른 다음, 세로 탭에 표시된

프로젝트 활용 분석

Workforce와 프로젝트 간 통합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프로젝트 활용 분석
구성요소는 Workforce 메트릭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분석 대시보드와 양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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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프로젝트의 직원 활용률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직원 활용률
분석

1.

프로젝트 활용을 검토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인력, 분석, 프로젝트 활용 탭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 메뉴에서 집계를 누릅니다.

3.

가로 탭을 눌러 다음에 대한 정보를 대시보드에서 검토합니다.
•

활용 및 직원 개요

•

프로젝트 전체의 FTE 요구사항

•

직원 활용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에 직원을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로젝트별 FTE 요구사항

•

직원 활용

•

직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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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작업
참조:
•

태스크 개요

•

프로젝트 관리와 EPM Planning 프로젝트 통합

•

사용자 변수 설정

•

프로젝트 추가 및 프로젝트 세부정보 입력

•

프로젝트 가정 입력

•

비용 계획

•

수익 계획

•

프로젝트 자본화

•

프로젝트 규칙 실행

•

프로젝트에 연속 예측 사용

•

예측 데이터 준비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재무 분석

•

프로젝트 성과 분석

태스크 개요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태스크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1.

사용자 변수 사용자 변수 설정를 설정합니다.

2.

프로젝트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추가 및 프로젝트 세부정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3.

관리자가 설정한 프로젝트 표준율 가정을 검토하거나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가정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4.

비용 및 수익에 대한 동인 기반 가정 설정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비용 및 수익을 관리합니다.
비용 계획 및 수익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5.

선택적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

자본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가 자본과 통합된 경우 프로젝트 자본화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본화를 참조하십시오.

•

계약 프로젝트의 경우 수익 인식 성과 의무 및 백분율을 정의하고 수익 인식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수익 인식 채무 세부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연속 예측 범위에 대해 프로젝트를 분석합니다. 프로젝트에 연속 예측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와 분석을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재무 분석 및 프로젝트 성과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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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리자가 사용으로 설정한 항목에 따라 이 섹션에 있는 모든 기능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월로 레이블이 지정된 아티팩트의 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13개 기간 달력을 통해 정의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시작하려면 프로젝트(
표 5-1

)를 누르고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태스크

태스크

수행할 태스크
•
프로젝트 요약

•

•

비용

추가 정보

프로젝트 개요 및 차이
•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
프로젝트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준율, 오버헤드, 업무일 및
시간, 할인율을 비롯한
프로젝트 비율 가정을
검토합니다.

기본 제공 계산을 사용하거나
•
비용을 직접 입력하여 모범 사례 •
동인 기반 모델을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계획합니다. 노무(비율
기반 비용 포함), 장비(자산
클래스 기반 비율 포함), 자재
(표준 자재 비용 기반 비율 포함)
등의 비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
•

•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재무 분석
프로젝트 추가 및 프로젝트
세부정보 입력
프로젝트 가정 입력

프로젝트 가정 입력
비용 계획

대시보드에서 전반적인
프로젝트 비용을
검토합니다.
동인 기반 비용 가정을
설정합니다.
비용을 직접 입력하고
프로젝트 혜택을
계획합니다.
프로젝트 비용 세부정보를
검토합니다.
표준율, 오버헤드, 업무일 및
시간, 할인율을 비롯한
프로젝트 비율 가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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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프로젝트 태스크

태스크

수행할 태스크

수익

추가 정보

프로젝트 수익을 계획합니다
•
(계약 프로젝트에만 해당). 기본 •
제공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
프로젝트 성과를 분석합니다.
•
대시보드에서 전반적인
계약 프로젝트 수익을
검토합니다.
•
동인 기반 수익 가정을
설정합니다.
•
수익을 직접 입력합니다.
•
수익 인식 성과 의무 및
백분율을 정의하고 수익
인식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
NPV, ROI, EVM 등의
메트릭을 통해 프로젝트
차이 및 성과를 추적하여
프로젝트 수익 세부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
표준율, 오버헤드, 업무일 및
시간, 할인율을 비롯한
프로젝트 비율 가정을
검토합니다.

프로젝트 가정 입력
수익 계획
수익 인식 채무 세부정보
정의

•

프로젝트 성과 분석
양식 및 지침 검토

분석
•

•

차이, 현금 흐름, 수익성을
•
표시하는 기본 제공 계산 및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분석합니다.
ROI, NPV, FTE 등의 기본
제공 KPI 계산을
검토합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 비용 및 현금
흐름을 검토합니다.
사전 정의된 양식 목록을
검토합니다.

비디오
목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비디오 자료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프로젝트에서 Planning 데이터 입력.

프로젝트 관리와 EPM Planning 프로젝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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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젝트 예산을 생성하며 전략적 기업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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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사용하여 승인된 프로젝트의 비용을 실행하고 수집합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를 사용한 예산 분석, 예측, 재계획에는 실제 비용이 포함됩니다.

통합된 EPM Planning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 작업의 태스크
개요
프로젝트 관리와 EPM Planning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경우 다음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행합니다.
1.

사용자 변수 사용자 변수 설정를 설정합니다.

2.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추가 및 프로젝트
세부정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관리와 EPM Planning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 프로젝트 이름, 설명, 날짜를
입력한 후 프로젝트 이름과 연계될 프로젝트 번호를 입력하고 프로젝트와 연계할
프로젝트 관리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를 통합한 경우 프로젝트를 처음 추가할 때
프로젝트 상태는 신규이고 프로젝트 통합 상태는 통합 상태 없음입니다.

3.

관리자가 설정한 프로젝트 표준율 가정을 검토하거나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가정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4.

비용에 대한 동인 기반 가정 설정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관리합니다. 비용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비용 입력을 마쳤으면 작업 메뉴에서 비용 계산을 선택합니다.

5.

프로젝트 세부정보 양식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유형의
세로 탭, 프로젝트 세부정보 순으로 누릅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승인을 선택합니다. 또는 홈 페이지에서 규칙을 누르고 프로젝트 승인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통합 상태가 이제 초기입니다.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하려면 프로젝트 상태가
승인됨이어야 하고, 프로젝트 통합 상태가 초기(승인되었지만 아직 프로젝트 관리로
푸시되지 않음) 또는 준비(승인되었으며 프로젝트 관리로 이미 푸시됨)여야 하며, 향후
프로젝트 관리로 푸시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예산이 변경된 경우).

팁:
통합 상태가 오류인 경우 프로젝트 세부정보 양식의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통합 오류 상태 변경을 실행하여 통합 상태를 오류에서 초기 또는 준비로
변경합니다. 이전 통합에서 오류 통합 상태가 발생한 경우 후속 통합을 위해
프로젝트가 준비되도록 이 규칙을 사용합니다.
6.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승인되면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합니다. 관리자가 통합을 설정한 방식에 따라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관리자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을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통합의 통합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와 예산을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데이터 및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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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데이터 통합의 통합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와 예산을 익스포트하는 경우 익스포트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칩니다.
7.

프로젝트 관리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프로젝트 실제값이 준비되면 프로젝트 관리의
실제값 데이터를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임포트합니다. 관리자가 통합을 설정한 방식에
따라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관리자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을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통합의 통합을
사용하여 실제값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실제값 데이터를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주:
데이터 통합의 통합을 사용하여 실제값을 임포트하는 경우 임포트 후 프로젝트
롤업 규칙을 실행합니다.
8.

비용 검토 및 조정(OPF_Adjust Project Expenses) 양식을 사용하여 임포트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전체 예산을 조정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비용 검토 순으로
누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비용 검토 및 조정을 누릅니다.
데이터 통합의 통합을 사용하는 경우 임포트된 프로젝트 계산 규칙을 실행하여 양식을
변경하기 전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관리자가 작업을 사용하여 실제값을 임포트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팁:
양식에서 임포트된 프로젝트 계산을 실행하면(양식에서 작업, 비즈니스 규칙,
임포트된 프로젝트 계산 순으로 누름) 현재 프로젝트의 값이 계산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규칙을 실행하려면 규칙 카드에서 규칙을 실행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임포트된 프로젝트 계산, 실행 순으로 누릅니다.

이 양식에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임포트된 데이터와 EPM Planning 프로젝트의 예산 데이터가
모두 표시됩니다.
예산 및 실제값을 비교하는 차이 분석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요약 순으로 누른 다음 프로젝트 유형을 누릅니다. 간접 프로젝트 차이 또는 자본
프로젝트 차이를 누릅니다.
9.

예산이 변경되면 프로젝트 세부정보 양식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승인합니다.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유형의 세로 탭, 프로젝트 세부정보 순으로 누릅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승인을 선택합니다.

10.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한 다음, 프로젝트 계획 주기의 필요에

따라 반복해서 프로젝트 관리의 실제값을 임포트합니다.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할 때마다 프로젝트 관리에 새 예산
버전이 표시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재무 관리 및 보조금 관리 구현의 "프로젝트
관리에서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가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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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Planning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데이터 및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비용을 입력한 후 프로젝트 예산이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준비 및 승인되면 데이터 통합의 통합을 실행하여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합니다. 이 태스크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리자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을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하는 경우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가 업데이트되거나 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필수 조건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프로젝트 관리로 익스포트하려면 프로젝트 상태가
승인됨이어야 하고, 프로젝트 통합 상태가 초기(승인되었지만 아직 프로젝트 관리로
푸시되지 않음) 또는 준비(승인되었으며 프로젝트 관리로 이미 푸시됨)여야 하며, 향후
프로젝트 관리로 푸시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예산이 변경된 경우).
또한 통합을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칩니다.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순으로 누릅니다.

2.

데이터 통합에서 프로젝트 익스포트를 선택하고 실행( )을 누릅니다. 옵션을 지정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주:
프로젝트 관리에 여러 달력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이름이 접두어로 추가된
여러 개의 통합을 프로젝트 익스포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현에 필요한
통합을 실행합니다.
옵션:
•

임포트 모드 - 바꾸기

•

익스포트 모드 - 바꾸기

•

시작 기간 - 시작 기간을 선택합니다.

•

종료 기간 - 종료 기간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이 통합과 관련된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프로젝트 통합 상태는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에 동기화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데이터 통합에서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를 선택하고 실행( )을 누릅니다. 옵션을
지정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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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로젝트 관리에 여러 달력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이름이 접두어로 추가된 여러 개의
통합을 프로젝트 예산 익스포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현에 필요한 통합을
실행합니다.
옵션:
•

임포트 모드 - 바꾸기

•

익스포트 모드 - 바꾸기

•

시작 기간 - 시작 기간을 선택합니다.

•

종료 기간 - 종료 기간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이 통합과 관련된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4.

프로젝트 관리에서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예산 버전의 이름은 EPM-Date-Timestamp
입니다.

EPM Planning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예산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실제값 데이터를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임포트
프로젝트 관리에서 실제값이 준비되면 데이터 통합의 통합을 실행하여 실제값 데이터를 EPM
Planning 프로젝트로 임포트합니다. 이 태스크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리자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을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OEP_Actuals로 임포트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교환 순으로 누릅니다.

2.

데이터 통합에서 프로젝트 실제값 임포트를 선택하고 실행( )을 누릅니다. 옵션을 지정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주:
프로젝트 관리에 여러 달력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이름이 접두어로 추가된 여러 개의
통합을 프로젝트 실제값 임포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현에 필요한 통합을
실행합니다.
•

임포트 모드 - 바꾸기

•

익스포트 모드 - 병합

•

시작 기간 - 시작 기간을 선택합니다.

•

종료 기간 - 종료 기간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이 통합과 관련된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3.

프로젝트 롤업 규칙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 실제값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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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변수 설정
각 플래너가 아래 설명된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사용자 변수 순으로 누릅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

엔티티

•

시나리오

•

버전

•

보고 통화

•

연도

재무의 경우 계정 차원에 대한 다음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

비용 계정 변수에 대해 OFS_Total Expenses 같이 양식에 표시할 계정이 포함된
상위 계정을 선택합니다.

•

비용 동인 변수에 대해 OFS_Expense Drivers for Forms를 선택합니다.

•

예산 개정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계정 그룹 변수를 설정합니다.
계정 그룹 사용자 변수는 현재 승인된 예산 및 순 현재 예산과 같은 예산 개정
양식에 표시되는 계정 세트를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비용, 수익,
부채 또는 자산 계정이나 모든 계정 유형의 합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의 예산 개정에 대해 작업하는 경우 표시의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설정해야
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툴, 사용자 환경설정, 표시 순으로 누릅니다.
자본, 인력 및 프로젝트에는 POV에서 사용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동적
변수(컨텍스트 사용 옵션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동적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자 변수 값이
양식의 컨텍스트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되며 사용자가 기본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추가 및 프로젝트 세부정보 입력
프로젝트 가정을 정의한 후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프로젝트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부
프로젝트 속성은 사전 정의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세부정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 5-2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유형

계약 프로젝트

설명
수익 생성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각기 다른 수익
생성 방법을 사용하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
노무, 장비, 자재를 포함하는 시간 및 자재
프로젝트
•
고정 가격 프로젝트
•
원가 플러스 프로젝트
계약 프로젝트는 수익을 계획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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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유형

설명
IT, 유지 관리 등의 비용 기반 내부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간접 프로젝트
자산 자본화 기능을 사용하여 자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자본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가
새 프로젝트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프로젝트 요약(

)을 누릅니다.

2.

추가할 프로젝트 유형(계약, 간접 또는 자본)에 대한 세로 탭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세부정보를
누릅니다.
사용으로 설정된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탭만 표시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프로젝트 이름, 설명,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입력합니다.

5.

관리자가 EPM Planning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간 통합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프로젝트
번호를 입력하고 프로젝트와 연계할 프로젝트 관리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번호는
25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 번호는 나중에 변경하지 마십시오.

6.

프로젝트 세부정보를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세부정보는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유형(시간 및 자재, 고정 가격, 원가 플러스)도 지정합니다.
계약 프로젝트에 대해 수익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다음도 지정합니다.
•

•

수익 인식 - 수익이 인식되는 시기입니다.
–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

완료 후

–

청구 시 -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수익 의무 세부정보 양식에서 수익 인식에 대한
기간과 연도도 지정해야 합니다. 수익 인식 채무 세부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성과 의무 - 계약의 실제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완료율 방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과 의무 세부정보 및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 할당을 정의하여 인식되는
수익을 시뮬레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US GAAP ASC
606 및 IFRS 15 요구사항을 시뮬레이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수익 의무 세부정보 양식에서 성과 의무 세부정보, 수익 인식 백분율 및 수익
인식에 대한 기간 및 연도를 지정합니다. 수익 인식 채무 세부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수익 현금 흐름 부담 - 수익 현금 흐름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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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율 재정의를 예로 설정하여 프로젝트가 설정된 경우 플래너는 수익 및 비용
동인을 설정할 때 관리자가 설정한 글로벌 표준율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목표

방법 알아보기

이 30분 분량의 자습서에서는 간접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표준율과 작업 시간에 대한 가정을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간접 프로젝트 추가

프로젝트 가정 입력
플래너가 동인 기반 계획에 대한 비용 및 수익 가정을 설정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표준율 검토
수익 및 비용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자가 설정한 표준율 가정을 검토합니다. 비용

(

) 또는 수익(

), 가정(

) 순으로 누릅니다.

표준율에는 노무, 자재, 장비 비율, 월의 일수, 일별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비용 계획
프로젝트 비용
옵션을 제공합니다.
표 5-3

구성요소는 프로젝트 비용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프로젝트 비용 계획

태스크

설명

추가 정보

대시보드 형식으로 프로젝트
비용을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재무 분석

개요
비용 가정을 설정하여 동인 기반 비용 동인 입력
비용 계획을 수행합니다.
동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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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프로젝트 비용 계획

태스크

설명
•

•

직접 입력

추가 정보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형식으로 비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혜택을
계획합니다.

그리드에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비용을 검토합니다.

직접 비용 입력 및 프로젝트 혜택
계획(내부 프로젝트에만 해당)

전반적인 프로젝트 비용 검토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가정 입력
프로젝트 재무를 도출하는
글로벌 비율 가정을 검토합니다.
가정

비용 동인 입력
비용 가정을 사용하여 동인 기반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입력한 글로벌 비율과 비용 동인을 사용하여
기본 제공 공식을 통해 비용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 클래스, 비율, 시작 및 종료 날짜, 총
프로젝트 노무 비용 등 프로젝트에 대한 노무 가정을 입력하면 작업 클래스별 비율과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사용하여 총 프로젝트 노무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동인 기반 비용 계획을 사용하려면 관리자가 입력한 기존 비율을 검토한 다음 비용 가정을 추가 및
수정합니다.

을 누릅니다.

1.

비용

2.

동인 기반

3.

입력할 비용 가정에 대한 가로 탭을 선택하고 POV에서 멤버를 선택한 다음 세부정보를
검토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을 누릅니다.

•

노무 - 시작 및 종료 날짜, FTE, 위치 등 각 작업이나 작업 코드에 대한 노무 가정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장비 - 각 장비 유형에 대한 시작 및 종료 날짜와 단위를 입력합니다.

•

자재 - 각 자재 유형에 대한 현금 흐름 부담을 입력합니다. 비용에 대한 지불 조건을
설정합니다. 선택한 값은 프로젝트의 현금 유출에 영향을 줍니다. 옵션은 2개월 전, 1개월
전, 현재 월, 다음 달, 2개월 후, 3개월 후, 4개월 후입니다.

•

기타 - 추가 리소스 및 현금 흐름 부담 또는 각각에 대한 기타 사용자정의 가정을
입력합니다.

4.

비율 재정의를 예로 설정하여 프로젝트가 설정되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비율이 잘못된
경우 새 비율을 입력합니다.

5.

비용 가정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작업 메뉴에서 라인 항목 추가 또는 라인 항목 제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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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 가정 입력을 마쳤으면 작업 메뉴에서 비용 계산을 선택합니다.

주:
프로젝트가 Workforce와 통합된 경우 비용을 계산하면 활용 등의 데이터가
Workforce에 푸시됩니다. 그런 다음 Workforce의 작업 메뉴에서 집계도
선택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재무와 통합되었으며 비용 계정이 매핑된 경우 비용을 계산하고
프로젝트를 롤업하면 데이터가 재무에 푸시됩니다.

직접 비용 입력
프로젝트 비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동인 기반 계산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날짜를 변경하거나 프로젝트를 임포트하는 경우 직접 비용을 입력하기 전에
프로젝트 세부정보 양식의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날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1.

비용(

2.

직접 입력(

3.

POV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비용 유형을 선택한 다음 각 행에 비용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을 누릅니다.

팁:
셀 값을 복사하고 커서를 끌어 한 행의 모든 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 총계 레벨에서 입력하면 값이 자동으로 하위 레벨에 균등 분포됩니다.
4.

작업 메뉴에서 라인 항목 추가 또는 라인 항목 제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입력을 마쳤으면 작업 메뉴에서 비용 계산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혜택 계획(내부 프로젝트에만 해당)
비용 계획뿐 아니라 자본 및 간접 프로젝트 둘 다의 프로젝트 혜택 추적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혜택을 계획하면 재무 혜택을 수량화하여 프로젝트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웹 사이트를 설정하는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혜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에서 가망 고객의 수익이 증가하거나, 웹
사이트에서 쿼리를 처리하는 경우 콜 센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 화상
회의 시설로 인해 출장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비재무
혜택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웹 사이트로 인해 고객 만족도 지수가
향상되거나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사용자 기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수량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계정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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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을 누릅니다.

2.

직접 입력(

3.

프로젝트 재무 혜택을 선택하여 선택한 계정에 대한 재무 혜택을 입력합니다. 혜택에 대한
가정을 입력한 다음 혜택 금액을 입력합니다.

)을 누릅니다.

혜택 금액은 ROI 및 기타 KPI 계산에서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무 혜택을
수익 계정 또는 비용 계정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금액이 해당 재무 계정에
지정됩니다.
4.

프로젝트 비재무 혜택을 선택한 다음 비재무 혜택을 선택합니다. 혜택에 대한 가정을 입력한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비재무 혜택은 측정 가능한 추가 대상을 설정하여 재무 혜택 이상으로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PI 계산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혜택을 수량화하기 위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 프로젝트에 따라 사용자 기반이 특정 레벨로 확장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여기서 대상 값을 설정합니다.
추적 불가능한 질적 프로젝트 혜택을 프로젝트 정당화에 도움이 되는 수치로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 디자인을 향상하면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저장 시 실행되며, 지정한 재무 혜택에 따라 KPI가 계산됩니다.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
비재무 혜택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 비용 검토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형식으로 프로젝트 비용의 전반적인 요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값은 동인
기반 비용과 직접 입력에서 제공됩니다.

을 누릅니다.

1.

비용

2.

프로젝트 비용

3.

POV에서 다른 멤버를 선택하여 검토할 프로젝트 또는 기타 멤버를 변경합니다.

을 누릅니다.

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목표
이 자습서에서는 동인 기준 가정과 직접 입력 비용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계획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재무 및 비재무 프로젝트 혜택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방법 알아보기
프로젝트 비용 계획

재무 및 비재무 프로젝트 혜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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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계획
구성요소는 프로젝트 수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옵션을
프로젝트 수익
제공합니다(계약 프로젝트에만 해당).
표 5-4

프로젝트 수익 계획

태스크

설명

추가 정보

대시보드 형식으로 프로젝트
수익을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재무 분석

개요
수익 가정을 설정하여 동인 기반 수익 동인 입력 및 수익 인식
수익 계획을 수행합니다. 수익
채무 세부정보 정의
인식 성과 의무 및 백분율을
정의하고 수익 인식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동인 기반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형식으로 수익을 직접
입력합니다.

수익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전반적인 프로젝트 수익 검토
그리드에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수익, 프로젝트 수익성
및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검토합니다.

분석

프로젝트 가정 입력
프로젝트 재무를 도출하는
글로벌 비율 가정을 검토합니다.
가정

수익 동인 입력
수익 가정을 사용하여 동인 기반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입력한 수익 동인을 사용하여 기본
제공 공식을 통해 수익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노무 또는 장비
가정을 설정하고 수익 인식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인 기반 수익 계획을 사용하려면 관리자가 입력한 기존 비율을 검토한 다음 고유한 가정을
추가 및 수정합니다.

을 누릅니다.

1.

수익

2.

동인 기반

3.

입력할 수익 가정에 대한 가로 탭을 선택하고 가정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을 누릅니다.

노무 - 청구 비율 등 노무에 대한 수익 가정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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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 단위당 청구 비율 등 자재에 대한 수익 가정을 입력합니다.

•

장비 - 청구 비율 등 장비에 대한 수익 가정을 입력합니다.

•

기타 - 기타 수익 가정을 설정합니다.

•

원가 플러스 - 원가 플러스 프로젝트에 대한 획득 이익을 설정합니다. 총 비용 또는 보다
세부 레벨에서 이익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인식 What if -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인식 조건을 설정하고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수익 인식 채무 세부정보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4.

대체 표준 노무 비율, 대체 표준 장비 비율 또는 대체 표준 자재 비율을 예로 설정하여
프로젝트가 설정되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비율이 잘못된 경우 새 비율을 입력합니다.

5.

수익 가정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작업 메뉴에서 라인 항목 추가 또는 라인 항목 제거를
선택합니다.

6.

수익 가정 입력을 마쳤으면 작업 메뉴에서 수익 계산을 선택합니다.

수익 직접 입력
프로젝트 수익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동인 기반 계산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날짜를 변경하거나 프로젝트를 임포트하는 경우 직접 수익을 입력하기 전에 프로젝트
세부정보 양식의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날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1.

수익

2.

직접 입력

3.

POV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수익 유형을 선택한 다음 각 행에 수익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을 누릅니다.

팁:
셀 값을 복사하고 커서를 끌어 한 행의 모든 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 총계 레벨에서 입력하면 값이 자동으로 하위 레벨에 균등 분포됩니다.
4.

작업 메뉴에서 라인 항목 추가 또는 라인 항목 제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수익 입력을 마쳤으면 작업 메뉴에서 수익 계산을 선택합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 수익 검토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형식으로 프로젝트 수익의 전반적인 요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값은 동인
기반 비용과 직접 입력에서 제공됩니다.

1.

수익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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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을 누릅니다.

3.

POV에서 다른 멤버를 선택하여 검토할 프로젝트 또는 기타 멤버를 변경합니다.

4.

가로 탭을 눌러 총 프로젝트 수익, 프로젝트 수익성 또는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검토합니다.

수익 인식 채무 세부정보 정의
수익 생성 계약 프로젝트의 경우 수익 인식 방법이 청구 시 또는 성과 의무이면 수익 인식에
대한 기간 및 연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 인식 방법이 성과 의무인 경우 정의한
의무에 대한 수익 인식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이동되고 고객이
서비스의 자산 또는 사용을 제어할 때 성과 의무에 할당되는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수익 인식 조건을 분석하여 수익 인식 what-if 분석을 수행하면 성과 의무 세부정보에
따라 계약 프로젝트의 재무 조건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또는 성과 의무 방법을 사용하면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US GAAP ASC 606 및
IFRS 15 요구사항을 시뮬레이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1.

청구 시 또는 성과 의무 수익 인식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2.

직접 또는 동인에 의해 프로젝트 비용을 입력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비용 계산을
선택합니다.

3.

직접 또는 동인에 의해 프로젝트 수익을 입력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수익 계산을
선택합니다.

수익 인식 방법이 청구 시 또는 성과 의무인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의무 세부정보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 드라이버 기반(
수익(
인식 대시보드를 엽니다.

), 수익 인식 What If 순으로 눌러 수익

2.

프로젝트 세부정보에서 세부정보를 검토합니다. 수익 인식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익 의무 세부정보에서 수익 인식을 계획하는 시기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
마일스톤 또는 특정 조건을 설명하는 의무 세부정보를 입력한 다음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

의무 세부정보 - 프로젝트에 대한 각 의무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성과 의무는 상품
또는 서비스 이동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

수익 인식 - 각 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총 수익(%)을
입력합니다. 이 단계는 수익 인식 방법이 성과 의무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청구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간 중 - 각 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

연도 중 - 각 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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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저장할 때 수익 인식 입력(%)에 따라 인식된 수익, 선수 수익 및 경과 수익이 월과
연도별로 계산됩니다.
4.

총 프로젝트 수익의 그리드에서 선수 수익, 경과 수익 및 인식된 수익에 대한 변경사항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5.

수익 인식 추세의 추세선에서 인식된 수익 및 선수 수익에 대한 변경사항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수익 인식 What-If 분석 수행
수익 인식 What If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수익 인식에 대한 what-if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기반 수익 인식을 사용하여 손익에 대한 다양한 계약 프로젝트 시나리오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세부정보 양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인식 방법을 변경합니다.

•

수익 의무 세부정보 양식을 사용하여 수익 인식에 대한 의무, 백분율 및 기간을 수정합니다.

총 프로젝트 수익 그리드 또는 수익 인식 추세 그래프에서 변경사항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수익 인식 채무 세부정보를 정의하고 What If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요: Enterpris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의 수익 인식 What If 계획.

프로젝트 자본화
자본 프로젝트의 경우 하나 이상의 자산에 프로젝트 비용을 일부 또는 전체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설비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기계 및 장비 자산 클래스에 장비 비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자본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프로젝트 요약(

)을 누릅니다.

2.

자본(

3.

총 프로젝트 비용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총 프로젝트 비용을 확인합니다.

4.

자산에 비용 할당 영역에서 자본화할 프로젝트 비용을 선택한 다음 해당하는 자본 비용 계정을
선택합니다. 또한 자본화할 비용을 계획하는 자산 클래스(예: 기계 또는 건물)를 선택합니다.
비용을 할당할 자산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에 여러 비용을 지정하려는
경우 동일한 클래스/자산을 선택합니다. 자본화할 비용(자본 비용 대 운영 비용으로 설정)을
지정하고 자본화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프로젝트 자본화 순으로 누릅니다.

저장하면 총 프로젝트 비용 영역이 업데이트되어 자본화된 비용이 전체 비용과 비교되어
표시됩니다.
재공품 자본 영역이 자본화된 프로젝트로 업데이트됩니다.
5.

재공품 자본 영역에서 자본화된 각 자산에 대한 세부정보를 추가하고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
계산을 도출하는 계획된 서비스 날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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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 메뉴에서 감가상각 계산을 선택합니다.
지정된 자본 프로젝트 자산의 감가상각이 서비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본화된 자산이 프로젝트에서 자본으로 푸시됩니다. 자본의 새 자산 계획에서 자산
클래스와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자본화된 자산의 가치 및 연관된 감가상각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규칙 실행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엔티티 레벨에서 롤업된 프로젝트 레벨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규칙을 실행합니다.
•

프로젝트 롤업

•

프로젝트 큐브 롤업

프로젝트에 연속 예측 사용
관리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연속 예측을 설정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계획 및 예측한 후 연속
예측 기간 범위에 대해 프로젝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속 예측 기간 범위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려면 프로젝트(

예측(

), 분석(

), 연속

) 순으로 누릅니다.

연속 예측 양식 및 대시보드는 연속 예측 범위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됩니다.
관리자가 현재 기간을 업데이트하면 연속 예측 양식 및 대시보드가 업데이트된 연속 예측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기간을 추가 또는 삭제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보고 목적으로 K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TM(후행 12개월). 이 시나리오는 이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플로우 기반 계정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

계획된 12. 플로우 유형 계정의 경우 이 시나리오는 (현재 기간 + 11개 미래 기간)의
합계를 보고합니다. 잔액 유형 계정의 경우 이 시나리오는 미래의 12개 기간 멤버 값을
보고합니다.

예측 데이터 준비
예측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1.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2.

직접 또는 동인에 의해 프로젝트 비용을 입력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비용 계산을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에 적합한 경우 직접 또는 동인에 의해 프로젝트 수익을 입력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수익 계산을 선택합니다.

4.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획 시나리오에서 예측 시나리오로 데이터를 복사하여
예측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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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프로젝트 승인: 프로젝트 요약(
),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세로 탭, 프로젝트
세부정보 순으로 누릅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승인을
선택합니다.

•

계획 시나리오에서 예측 시나리오로 데이터 복사: 프로젝트 요약(
),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세로 탭, 프로젝트 세부정보 순으로 누릅니다. 작업 메뉴에서 프로젝트 복사를
선택합니다. 소스 및 대상 시나리오와 버전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정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실제 데이터를 예측 시나리오로 복사하여 예측 데이터 준비: 홈 페이지에서 규칙(
),
세부 예측 데이터 준비 순으로 누릅니다. 엔티티, 프로젝트, 계획 시나리오 및 버전과 실제
데이터가 포함된 월 및 연도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정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이제 예측 시나리오에 지정된 월 및 연도에 대한 실제 데이터와 나머지 미래 기간에 대한 계획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전에 예측 시나리오에 있던 모든 데이터가 이제 이전 FCST에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재무 분석
사전 정의된 대시보드를 통해 전반적인 프로젝트 재무와 비용 및 수익 메트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차트의 멤버를 드릴하여 원하는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대시보드
계획 프로세스 중 언제든지 프로젝트 요약의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개요를 가져옵니다.
사용되는 각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요약(

2.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세로 탭을 누릅니다.

3.

)을 누릅니다.

•

계약

•

간접

•

자본

보려는 대시보드 유형에 대한 가로 탭을 누릅니다.
•

개요를 보려면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차이 측정항목을 보려면 프로젝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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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젝트 스케줄 차이를 보려면 EVM(획득 가치 관리)

POV 막대를 사용하여 양식에 표시할 다른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로젝트나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비용 대시보드
비용 대시보드를 검토하여 차트 형식으로 프로젝트 비용 및 메트릭의 전반적인 요약을
확인합니다.

1.

비용(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개요(

3.

POV 막대를 사용하여 양식에 표시할 다른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로젝트나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을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수익 대시보드
수익 대시보드를 검토하여 차트 형식으로 프로젝트 수익 및 메트릭의 전반적인 요약을
확인합니다.

)을 누릅니다.

1.

수익(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개요(

3.

POV 막대를 사용하여 양식에 표시할 다른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로젝트나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프로젝트 EVM 분석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EVM을 쉽게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규칙과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EVM 측정항목을 분석하려면 먼저 예측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측 데이터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예측 데이터가 있으면 프로젝트 EVM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EVM을 분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프로젝트 요약(

),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세로 탭, EVM 순으로 누릅니다.

2.

예상 완료율 입력 양식에서 현재 월의 프로젝트에 대한 % 완료 값을 입력한 다음 양식을
저장합니다.
EVM 측정항목은 양식을 저장할 때 계산됩니다.
매달 이 단계를 수행하여 프로젝트의 완료율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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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M 대시보드에서 업데이트된 EVM 측정항목을 검토합니다.

프로젝트 성과 분석
프로젝트 분석
구성요소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재무 및 KPI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레벨에서 또는 프로그램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프로그램 레벨에서도 성과를 추적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 5-5

프로젝트 성과 분석

태스크

설명
대시보드에서 차이, 수익성, 현금 흐름 등의 프로젝트
성과 개요를 확인합니다.
개요
그리드에서 프로젝트 비용 및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검토합니다.
수익성

프로그램

연속 예측

분석(

프로젝트 세부 분석 양식을 사용하여 각 프로젝트에
대한 KPI 요약을 보면 한 곳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프로그램 차원을 사용으로 설정했으며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에 매핑한 경우 대시보드에서
ROI, NPV, 상환 등의 프로그램 KPI와 수익성, NPV
등의 프로그램 성과를 검토합니다.
관리자가 연속 예측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정의된
연속 예측 범위에 대해 양식 및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관리자가 현재 기간을 업데이트하면 연속 예측 양식
및 대시보드가 업데이트된 연속 예측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기간을 추가 또는 삭제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검토할 분석 유형 순으로 누릅니다.

대시보드 차트의 멤버를 드릴하여 원하는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V에서 다른
멤버를 선택하여 검토할 프로젝트 또는 기타 멤버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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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orkforce와 프로젝트 간 통합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Workforce 활용 분석

구성요소는 Workforce 메트릭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분석
대시보드와 양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활용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와 재무를 둘 다 사용으로 설정했으며 계정을 매핑한 경우 프로젝트에서
재무로 이동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Workforce, 프로젝트 및 자본의
데이터 검토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및 지침 검토
프로젝트 계획과 관련된 사용 가능한 양식 및 대시보드를 모두 검토한 다음 관리자가 제공한
경우 양식 지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석(

), 양식(

)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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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작업
참조:
•

태스크 개요

•

사용자 변수 설정

•

자본 자산 가정 입력

•

새 자본 투자 관리

•

기존 자산 관리

•

무형 자산 관리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

•

자본 자산 재무 분석

태스크 개요
자본에서 수행할 태스크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자본 자산을 계획합니다.
1.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감가상각 및 상각, 자금 조달 가정 및 기타 비용 가정에 대한 동인 기반 가정을 비롯한 자본
가정을 검토하거나 입력합니다. 자본 자산 가정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3.

새 자본 자산 및 새 자산 세부정보를 추가하고 새 자산을 관리합니다. 새 자본 투자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4.

기존 자산과 무형 자산을 관리합니다. 기존 자산 관리 및 무형 자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5.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개요를 가져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6.

자본 자산의 재무 영향을 검토합니다. 자본 자산 재무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주:
관리자가 사용으로 설정한 항목에 따라 이 섹션에 있는 모든 기능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월로 레이블이 지정된 아티팩트의 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13개 기간 달력을 통해 정의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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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변수 설정

시작하려면 자본(
태스크

)을 누르고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수행할 태스크

투자

추가 정보

새 고정 자산 구매를 계획합니다. 새 자본 투자 관리
예를 들어 기계, 랩톱, 트럭 등의
새 자산을 계획합니다. 감가상각
또는 현금 흐름을 관리합니다.
기존 자산을 관리합니다.

기존 자산 관리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 브랜드
가치 평가 등의 무형 자산을
관리합니다.

무형 자산 관리

자본 재무를 분석합니다.

자본 자산 재무 분석

기존 자산

무형 자산

분석

비디오
목표
자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비디오 자료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의
자본에서 Planning 데이터 입력

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목표

방법 알아보기

이 자습서에서는 자본과 프로젝트에서 자본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자본 자산을 계획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프로젝트

Capital Asset Planning 및 자본

이 자습서에서는 기존 자산을 로드 및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수정된 데이터 로드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자산을 임포트한 다음, 자본
비용 계획에 사용되는 태스크(예: 자산 계산, 자산
이전, 개선사항 추가)를 수행합니다.

자산 로드 및 관리

사용자 변수 설정
각 플래너가 아래 설명된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사용자 변수 순으로 누릅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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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

•

시나리오

•

버전

•

보고 통화

•

연도

재무의 경우 계정 차원에 대한 다음 사용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

비용 계정 변수에 대해 OFS_Total Expenses 같이 양식에 표시할 계정이 포함된 상위
계정을 선택합니다.

•

비용 동인 변수에 대해 OFS_Expense Drivers for Forms를 선택합니다.

•

예산 개정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계정 그룹 변수를 설정합니다.
계정 그룹 사용자 변수는 현재 승인된 예산 및 순 현재 예산과 같은 예산 개정 양식에
표시되는 계정 세트를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비용, 수익, 부채 또는 자산
계정이나 모든 계정 유형의 합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의 예산 개정에 대해 작업하는 경우 표시의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설정해야 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툴, 사용자 환경설정, 표시 순으로 누릅니다.
자본, 인력 및 프로젝트에는 POV에서 사용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동적 변수
(컨텍스트 사용 옵션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동적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자 변수 값이 양식의
컨텍스트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되며 사용자가 기본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 자산 가정 입력
감가상각 및 상각, 자금 조달 가정, 현금 흐름 및 자금 조달 가정, 기타 비용 가정 등 자본 계획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입력한 동인 값을 사용하여 기본 제공 모범 사례 및 공식을 통해 계산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엔티티 레벨 또는 엔티티 없음(글로벌) 레벨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레벨에서 가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글로벌 가정이 계산에 사용됩니다.

1.

투자(

), 기존 자산(

) 또는 무형 자산(

)을 누릅니다.

주:
각 자산 유형에 대한 가정을 입력하면 개별적으로 저장됩니다.

2.

가정(

3.

입력할 자산 가정에 대한 가로 탭을 선택하고 가정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POV의
멤버를 변경하여 다른 멤버에 대한 가정을 입력합니다.
•

)을 누릅니다.

감가상각 가정 - 각 자산에 대해 다음을 입력합니다.
–

내용연수(년) - 자산을 취득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가상각 및
상각 계산에 사용되는 기간인 자산의 내용연수(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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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가상각법 - 새 자산과 기존 자산에만 해당합니다. 정액법, 연수합계법, 체감
잔액 연도, 체감 잔액 기간 또는 감가상각 없음입니다.

–

감가상각 협약 - 새 자산과 기존 자산에만 해당합니다. 비례 배분 시작 기간,
비례 배분 실제 날짜, 중간 기간입니다.

–

상각법 - 무형 자산에만 해당합니다. 자산에 사용할 상각법을 나타냅니다. 유한
내용연수의 자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한(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자산
가치 균등 분산), 무한(상각 없음)입니다. 정액법만 지원됩니다.

–

저가치 임차 기간(월) - 임차 자산의 경우 IFRS16 – 표준이 사용으로 설정되면
임계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저가치 임계값(예: 12개월 미만의 임차 가치
기간)을 충족하는 임차 자산은 저가치 자산을 위한 IFRS16 표준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다른 자산과 같이 취급되지 않고 P&L에서 경비로 공제됩니다.

–

저가치 임차 금액 - 임차 자산의 경우 IFRS16 – 표준이 사용으로 설정되면
임계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저가치 임계값(예: $5,000 미만의 임차 가치)을
충족하는 임차 자산은 저가치 자산을 위한 IFRS16 표준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다른 자산과 같이 취급되지 않고 P&L에서 경비로 공제됩니다.

자금 조달 가정 - 각 자산에 대해 다음을 입력합니다.
–

현금 흐름 부담 - 자본 매입의 현금 흐름을 결정합니다. 현금 흐름의 패턴이
정의되는 가정입니다. 선택 사항은 2개월 전, 1개월 전, 동월, 다음 달, 2개월 후,
3개월 후, 4개월 후 또는 스태거입니다. 선택한 항목은 현금 흐름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3개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13개 기간 달력을 통해
정의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

–

현금 흐름 스태거 기간 - 현금 흐름 부담이 스태거되는 경우 현금 흐름 기간
수를 결정합니다.

–

자금조달 % - 외부 소스에 의해 자금 조달된 자본 매입 백분율입니다.

–

현금조달 부담 - 자본 매입의 자금 조달을 결정합니다. 현금 유입의 패턴이
정의되는 가정입니다. 선택 사항은 2개월 전, 1개월 전, 동월, 다음 달, 2개월 후,
3개월 후, 4개월 후 또는 스태거입니다.

–

자금 조달 스태거 기간 - 자금 조달 부담이 스태거되는 경우 자금 조달 기간
수를 결정합니다.

기타 경비 - 복구, 보험, 유지 관리 및 세금의 백분율 등 기타 비용에 대한 가정을
입력합니다.
다른 계획 연도에 비용 동인을 지정하려면 작업 메뉴에서 % 동인 지정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정된 백분율 증가만큼 변경하여 연도 간에
동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률이 2%이고 % 동인 지정 및 증분 크기
2를 선택하면 보험률은 4%가 됩니다.

가정을 변경한 경우(예: 새 가정 추가 또는 가정 수정), 기타 비용 가정 페이지에서 수정한
자산 클래스를 강조 표시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동인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목표
자본의 IFRS16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디오 자료
개요: IFRS 16에 대한 Capital
Planning의 임차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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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서
자습서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 지정된 비디오 및 문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목표

방법 알아보기

이 자습서는 기존 임차 자산을 임포트하는 방법뿐
아니라 IFRS16 표준 지원이 사용되는 자본 임차
자산을 계획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여러 사용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FRS16이 사용되는 임차 자산 계획

새 자본 투자 관리
투자
제공합니다.

구성요소는 새 자본 자산 투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옵션을

자본 가정을 정의하거나 검토한 후 자본 자산을 추가하고 자산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산 유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 6-1

새 자본 자산 관리

자산 유형

설명
•
자산 개요

•

추가 정보
대시보드에서 새 자본 자산
개요를 검토합니다.
자본화된 프로젝트의 자산
값을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

새 자산 계획

새 자본 자산 및 자산 세부정보를
새 자본 자산 추가
추가하고 새 자산 및 새 임차 자산을
관리합니다.
새 임차 자산 추가

임차 자산 계획

새 임차 자산 및 자산 세부정보를
추가하고 새 임차 자산을
관리합니다.
자본 자산 재무를 도출할 가정을
입력합니다.

자본 자산 가정 입력

가정

새 자본 자산 추가
자본 가정을 정의하거나 검토한 후 자본 자산을 추가하고 자산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새 자산 계획(

) 순으로 누릅니다.

1.

투자(

2.

새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자산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 대해 정의된 항목에 따라 기계, 건물, 차량 등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3.

자본과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된 자산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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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작업 메뉴에서 새
자산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자산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가 표시된 필드는 자산 비용,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 계산을 도출하는 필수 필드입니다.

6.

자금 조달 가로 탭을 눌러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가정을 입력합니다.
현금 흐름, 자금 조달, 감가상각/상각에 대한 가정을 입력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값이
채워지지만 자산 레벨에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7.

자산 관련 비용 가로 탭을 눌러 기타 자산 비용을 입력합니다.
자산 관련 비용에 대한 가정을 입력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값이 채워지지만 자산
레벨에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8.

자세한 정당화 가로 탭을 눌러 새 자본 자산에 대한 텍스트 기반 설명과 정당화를
입력합니다.

9.

자산 추가를 마쳤으면 새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페이지의 오른쪽 위를 마우스로
가리켜 메뉴를 활성화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자산 계산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 새 자산이 반영됩니다.

10. 작업 메뉴에서 롤업을 선택하여 재무에서 사용할 자산 클래스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11. 자본과 재무를 통합한 경우 재무에서 자본 데이터를 확인할 준비가 되면 관리자에게

필수 규칙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푸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주:
자본과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경우 자산 클래스 및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프로젝트에서 푸시된 자본화된 자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새 자산 및
재공품 자본 대시보드를 통해 자본화된 프로젝트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
자산을 추가할 때 잔존가치가 0(영)으로 설정된 경우 DB 년 또는 DB 기간
감가상각법이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B 년 감가상각법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감가상각 계산을 생성하려면 잔존가치를 기본 비용의 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을 계산한 후 통화 소수점 자리가 영(0)으로 설정된 경우 체감 잔액 연도에
대한 감가상각 값이 반올림되고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확한 전체 값이 저장되고 계산에 사용됩니다.

자산 제거
다음을 수행하여 새 자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자산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자산 제거를 선택합니다.
새 임차 자산 추가
IFRS-16 표준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 자산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임차 자산의 유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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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임차 - 임대 계약과 마찬가지로 운영 임차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됩니다. 소유권의 위험 및
혜택에 노출되어 있는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지 관리, 보험 및 복구 비용을
지불합니다.

•

자본화된 임차 - 거의 자산 수명 동안 지속되고 임차 기간 이후에는 자산 가치가 없는
임차입니다. 임차는 유지 관리, 복구, 보험 및 노후화를 비롯하여 소유권의 모든 위험 및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정합니다. 임대인의 역할은 주로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료 시 일반적으로 자산은 시간에 걸쳐 할부로 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지정된 합계로
임차인에게 이동됩니다.

IFRS-16 표준을 사용하여 임차 자산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의 IFRS16 –
표준을 사용으로 설정함) 모든 임차는 운영 임차입니다.

1.

투자(

), 임차 자산 계획(

) 순으로 누릅니다.

2.

새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자산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 대해 정의된 항목에 따라 데스크톱, 가구, 사무실 비품 등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3.

자본과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 자산을 연결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4.

임차 자산 계획 페이지에서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작업 메뉴에서 새 임차 자산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임차 자산 추가 양식에서 임차 기간, 임차료, 지불 간격 등의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IFRS-16
표준 지원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인덱스 비율을 지정하고 인덱스 비율 기준(연간 또는 지불
간격)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누릅니다.
인덱스 비율 기준을 사용하면 연간 인덱스 비율 증가 또는 지불 간격에 연결된 인덱스 비율
증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IFRS-16 표준 사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산의 낮은 가치 대체를 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치 대체를 예로 설정하면 해당 자산은 임차 자산 가치에 관계없이 낮은 가치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낮은 가치 대체는 아니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작업 메뉴에서 임차 계산을 선택하여 임차 자산에 대한
업데이트된 영향을 확인합니다.

임차 자산에 대한 임대료 무료 기간 정의
IFRS-16 표준 지원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새 임차 자산을 추가하면 임차에 대한 임대료 무료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자산 계획(

) 순으로 누릅니다.

1.

투자(

2.

임대료 무료 기간 양식을 누릅니다.

3.

임차 자산마다 임대료가 무료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 예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4.

임차 자산 계획 양식을 누르고,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작업 메뉴에서 임차
계산을 선택합니다.
임대료 무료 기간 임차료가 0으로 설정되고 임차를 계산할 때 임대료 무료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값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값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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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6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임차 자산 계획
임차 자산이 추가되면 자본에서 입력된 매개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차 유형(운영 임차 또는
자본화된 임차)을 선택합니다. 임차 자산을 추가한 후 새 임차 자산 세부정보 양식에서 임차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산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경우 임차 유형도 변경해야
합니다(해당하는 경우).
운영 대 자본화됨으로 임차를 분류할 때 자본에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임차 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

임차 기간 중에 특정 날짜의 저렴한(해당 시점 자산의 예상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구매
옵션

•

임차 기간은 자산 내용연수의 주요 부분(자산 내용연수의 75% 이상)에 해당합니다.

•

임차료의 현재 가치는 자산 초기 값의 90%를 초과합니다.

자본화된 임차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지만 운영 임차는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줍니다.
임차 유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운영 임차 - 임차료는 손익계산서에 운영 비용(임대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

자본화된 임차:
–

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기록하여 각각 장비의 가치 및 임차료의 채무(부채)를
반영합니다.

–

내용연수에 걸쳐 자산을 감가상각하여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을 감소시키고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 비용을 생성합니다.

–

임차 관련 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귀속 이자 지불).

임차의 현재 가치 계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지불 시기는 임차의 현재 가치 계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

지불 빈도가 연간이 아닌 경우 임차의 현재 가치는 임차료 값(사용자 입력)에 따라,
그리고 사용자가 이자율 및 기간 수에 대해 입력한 실제 값을 지불 간격에 따라 변환하여
계산됩니다.

•

임차의 현재 가치는 음수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IFRS-16 표준을 사용하는 임차 자산 계획
IFRS16-표준이 사용으로 설정되면 임차 자산 계산 규칙에서 임차 자산 계산에 새 표준을
사용합니다.
•

저가치 또는 저보유 임차를 제외한 모든 임차는 대차대조표에서 인식됩니다.

•

저가치 또는 저보유 임차 임계값은 감가상각 및 상각 가정에서 저가치 임차 기간(월) 및
저가치 임차 금액에 대해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입력한 저가치 임계값을
충족하는 임차 자산은 저가치 자산을 위한 IFRS16 표준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다른
자산과 같이 취급되지 않고 P&L에서 경비로 공제됩니다.
임차 자산이 낮은 가치 자산인지 확인하는 경우 지불 빈도를 고려합니다. 자산 가치는
(임차료 x지불 빈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값이 낮은 가치 임차 금액보다 작으면
자산은 낮은 가치 임차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낮은 가치 임차
금액이 $5000이고 임차 자산의 임대료가 매월 지불 빈도로 $500이면 임차 자산
가치는 $500 x 12개월 = $6000으로 계산됩니다. $6000은 낮은 가치 임차
금액인 $500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임차 자산은 낮은 가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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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한 자산의 지불 빈도가 매반기이면 임차 자산 가치는 $500 x 2
= $1000이고 $5,000인 낮은 가치 임차 금액보다 작으므로 낮은 가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

임차료가 저가치 임차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산의 PV 또는 NPV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임차료 기간이 저가치 임차 기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산의 PV 또는 NPV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자산의 낮은 가치 대체를 예로 설정하면 해당 자산은 임차 자산 가치에 관계없이 낮은 가치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인덱스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인덱스 비율 기준(선택한 항목에 따라, 연간 또는 지불 간격)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맞게 임차 금액이 증가합니다. 인덱스 비율을 설정하지 않으면 임차료가
기간마다 동일합니다. 임차 자산 계산 비즈니스 규칙에서는 자산 NPV를 계산할 때 인덱스 비율
및 인덱스 비율 기준을 고려합니다.
–

자산에 대한 인덱스 비율을 설정하면 임차 자산 계산에서 임차 자산 PV가 아니라 임차
자산 NPV를 계산합니다.

–

인덱스 비율을 사용하는 임차 자산의 경우 임차 자산 계산에서 임차 시작 날짜가 계획 및
예측 연도 범위 이전인 모든 자산의 임차 자산 PV를 계산합니다.

–

자산에 대한 인덱스 비율을 설정하지 않으면 임차 자산 계산에서 자산 PV를 계산합니다.

•

임대료 무료 기간을 정의하면 임대료 무료 기간 임차료가 0으로 설정되고 임차를 계산할 때
임대료 무료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값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값을 계산합니다.

•

임차 자산 감가상각은 임차 소유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 임차
기간 또는 자산의 유효 수명 종료까지의 기간 중 더 빠른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가 청구됩니다.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자산의 유효 수명 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공제됩니다.

새 자산을 기존 자산으로 변환
계획된 새 자산을 기존 자산에 맞게 조정할 준비가 되었으면 새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 또는 임차
자산 계획 페이지에서 자산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새 자산을 기존 자산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자산 및 모든 관련 데이터가 새 자산에서 기존 자산으로 이동됩니다.
임차 자산 제거
다음을 수행하여 임차 자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임차 자산 계획 페이지에서 자산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자산 제거를 선택합니다.

기존 자산 관리
기존 자산
제공합니다.

구성요소는 기존 자본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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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기존 자산 관리

태스크

설명

추가 정보

기존 자본 자산에 대한 개요 및
차이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

기존 자산 관리:
•
처분 및 이동
•
자금 조달 가정
•
자산 관련 비용 동인
•
향상된 기능

•
•

기존 임차 자산을 관리합니다.

기존 임차 자산 관리

개요

자산 관리

기존 자산 이동 및 처분
기존 자산 개선

기존 임차 자산
기존 자산에 대한 계산을 도출할 자본 자산 가정 입력
가정을 입력합니다.
가정

기존 자산 이동 및 처분
필요한 경우 기존 자산을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소유권을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또는 가치 상각을 통해 자산을 처분합니다.

), 자산 관리(

) 순으로 누릅니다.

1.

기존 자산(

2.

자산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가리켜 작업 메뉴를 표시한 다음 자산 이전 또는 자산 처분을
선택합니다.

3.

이동 대상 엔티티, 날짜, 정당화 등 자산에 대한 이동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또는
처분일, 판매 또는 미수 여부, 처분 비용, 판매가 또는 미수계정 가치 등의 처분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4.

대상 엔티티에 대한 자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POV 막대에서 대상 엔티티로 이동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자산 계산을 선택합니다.

처분 시간을 기준으로 자산 비용이 더 이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이동한 경우
자산이 다른 엔티티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 개선
설비 및 비용 센터 관리자는 자산 개선(예: 자산 업그레이드, 바닥 공간 추가 등)을
계획합니다. 자산 개선 이름, 설명, 자산 단위, 자산 단가, 잔존가치 값, 물리적 위치, 구매일,
서비스 날짜 등의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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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산을 개선하기 전에 자산 세부정보에 대해 동적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 멤버
등록정보를 선택하고 가능한 동적 하위 멤버 수를 지정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새로고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이 한 자산에서 여러 자산으로 분할됩니다. 플래너가
자산을 개선할 수 있게 하려면 개선하려는 자산에 대해 동적 상위 멤버 등록정보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기본 자산을 나타내려면 이 상위 멤버 아래의 하위 멤버에 대해
기존 자산 세부정보를 로드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개선은 이 기본 자산의 동위 멤버로
캡처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 아래에 멤버를 생성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기존 자산 세부정보를
로드합니다. 다음은 계층의 모양입니다.
사무실 건물 No#3020 - 동적 상위 멤버 등록정보 사용
•

사무실 건물 No##3020 - 기본 자산

•

사무실 건물 No##3020 - 개선 1

•

사무실 건물 No##3020 - 개선 2

이 예제에서는 자산 세부정보 차원을 작성할 때 상위 멤버 및 기본 자산을 로드하고 모든
데이터를 기본 자산 멤버에 대해 로드합니다. 개선 1 및 개선 2 멤버는 자본에서 개선
규칙을 실행할 때 생성됩니다. 플래너가 개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기존 자산(

), 자산 관리(

) 순으로 누릅니다.

2.

가로 탭에서 향상을 선택합니다.

3.

자산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향상을 선택합니다.

4.

자산 개선 이름, 설명, 자산 단위, 자산 단가, 잔존가치 값, 물리적 위치, 구매일, 서비스 날짜
등의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개선 이름이 포함된 자산이 원래 자산 아래에 추가됩니다.

기존 임차 자산 관리
기존 자산 관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존 임차 자산을 관리합니다.

), 기존 임차 자산(

) 순으로 누릅니다.

1.

기존 자산(

2.

비용, 상각 등을 관리합니다.

3.

마우스로 가리켜 작업 메뉴를 표시한 다음 모두 계산, 롤업 순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엔티티, 총 고정 자산 및 사용으로 설정된 사용자정의 차원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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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자산 관리

무형 자산 관리
무형 자산
구성요소는 무형 자산(임차권 개량, 소프트웨어 권한, 영업 비밀, 브랜드
가치 평가 등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표 6-3

무형 자산 관리

태스크

설명

추가 정보

무형 자산 재무 개요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

새 무형 자산을 추가합니다.

새 무형 자산 추가 및 관리

기존 무형 자산을 관리합니다.

기존 무형 자산 관리

자본 자산 재무를 도출할
감가상각 및 상각 가정을
검토합니다.

자본 자산 가정 입력

개요

새 무형 자산

기존 무형 자산

가정

새 무형 자산 추가 및 관리
새 무형 자산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새 무형 자산(

) 순으로 누릅니다.

1.

무형 자산(

2.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자산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 대해 정의된 항목에 따라 저작권, 로열티, 브랜드 가치 평가 등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3.

자본과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자산을 연결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4.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페이지의 오른쪽 위를 마우스로 가리켜 메뉴를 활성화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새 자산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자산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보험 % 또는 유지 관리 %에 대한 가정을 입력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값이 채워지지만
자산 레벨에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6.

자금 조달 가정 가로 탭을 눌러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가정을 입력합니다.
자금 조달 가정을 입력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값이 채워지지만 자산 레벨에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비용 가로 탭을 눌러 기타 자산 비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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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

기타 비용에 대한 가정을 입력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값이 채워지지만 자산 레벨에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8.

자세한 정당화 가로 탭을 눌러 새 자본 자산에 대한 텍스트 기반 설명과 정당화를 입력합니다.

9.

자산 추가를 마쳤으면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페이지의 오른쪽 위를 마우스로 가리켜
메뉴를 활성화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무형 자산 계산을 선택합니다. 롤업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엔티티, 총 고정 자산 및 사용으로 설정된 사용자정의 차원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 새 자산이 반영됩니다.

무형 자산 제거
다음을 수행하여 새 무형 자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자산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자산 제거를 선택합니다.
기존 무형 자산 관리
기존 무형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무형 자산(

1.

무형 자산(

2.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자산을 관리합니다.
•

3.

) 순으로 누릅니다.

손실 자산 - 시장에서 자산 가치가 대차대조표에 나열된 가치보다 떨어지는 경우 자산
계정이 명시된 시장 가격으로 감가상각되도록 자산을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형
자산만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 날짜, 공정 시장 가치, 손실 옵션 등 손실될 자산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출됨 - 자산 가치가 비용화됩니다.

–

자본화 - 자산 가치가 자본화됩니다. [자본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손실 가치가 자본
준비금에 게시됩니다.

–

부분 자본화 - 자산 가치의 일부가 자본화됩니다. [부분 자본화]를 선택하면 자본화 %
에 따라 손실 가치가 자본 준비금으로 분배됩니다. 상각은 손실 월부터 감소합니다.

•

자산 처분 - 자산이 처분되면 자산 잔액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종료되고 판매 또는
미수계정의 손실이나 이득이 계산됩니다. 또한 폐기 날짜 이후 폐기된 자산에 대한 자산
관련 비용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

자산 이전 - 자산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비 관리자와 비용 센터 관리자는 고정 자산
리소스를 부서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계획할 때는 사용자에게 소스 및 대상
엔티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무형 자산을 변경한 후 작업 메뉴에서 무형 자산 계산, 롤업 순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엔티티, 총 고정 자산 및 사용으로 설정된 사용자정의 차원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자본 재무 분석
사전 정의된 대시보드를 통해 자본 지출, 현금 흐름 및 대차대조표의 영향 등 전반적인 자본 자산
재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차트의 멤버를 드릴하여 원하는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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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자산 재무 분석

1.

투자(

), 기존 자산(

) 또는 무형 자산(

)을 누릅니다.

2.

개요(

)를 누릅니다.

3.

투자 및 기존 자산에 대해 확인하려는 대시보드 유형에 대한 가로 탭을 누릅니다.

4.

POV 막대를 사용하여 양식에 표시할 다른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로젝트나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자본 자산 재무 분석
자본 분석
구성요소는 자본 자산이 전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표 6-4

자본 자산 재무 분석

태스크

설명

자본 비용 요약

대시보드 형식으로 자본 비용 개요를 확인합니다.
그리드 형식으로 비용 요약 및 자산 요약을
확인합니다.
자본 자산의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의 영향, 수익
및 손실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재무제표

자산 사용

자본 재무를 분석하려면 분석(

자본을 프로젝트와 통합한 경우 프로젝트에서
자산 사용 요약 및 자산 사용을 검토하십시오.
자본에서 자산 사용을 보려면 프로젝트에서 장비
비용을 추가하고 프로젝트 계산 규칙, 자본 롤업
규칙 순으로 실행합니다.

)을 누르고 검토할 분석 유형을 선택합니다.

대시보드 차트의 멤버를 드릴하여 원하는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V에서
다른 멤버를 선택하여 검토할 멤버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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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델링 작업
참조:
•

태스크 개요

•

템플리트 작업

•

모델 작업

•

보고서 작업

•

시나리오 롤업 생성 및 실행

태스크 개요
전략적 모델링에서 수행할 태스크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모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리트를 검토한 다음 모델을 생성하거나
기존 모델을 엽니다. 템플리트 작업 및 전략적 모델링 모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모델을 체크아웃합니다. 모델 사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모델 열기, 체크아웃 및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3.

다음과 같은 전략적 분석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계정 및 하위계정을 관리합니다.

•

계정에 대한 예측 방법을 정의합니다.

•

계정의 대상 값을 확인합니다.

•

시나리오 관리자를 사용하여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

값 계산 방법을 결정합니다.

•

모델을 계산합니다.

•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개선합니다.

•

기간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

자금 조달 옵션으로 작업합니다.

모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4.

기본 제공 보고서 및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보고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5.

시나리오 롤업을 빌드하고 실행하여 데이터를 롤업합니다. 시나리오 롤업 생성 및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주:
관리자가 모델 및 기능에 대해 제공한 접근 권한에 따라 이 섹션에 설명된 일부 기능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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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개요

시작하려면 전략적 모델링(
표 7-1

)을 누르고 다음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Strategic Modeling 태스크

태스크

수행할 태스크
•

모델

•
•
•
•
•
•

•
•
•
•
•

•

시나리오 롤업

추가 정보

모델 작업
모델을 생성, 체크아웃 및
엽니다.
계정 보기에서 작업합니다.
계정 그룹 작업을
수행합니다.
계정 및 하위계정을
관리합니다.
계정에 대한 예측 방법을
정의합니다.
계정의 대상 값을
확인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사용하여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개선합니다.
값 계산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간을 관리합니다.
자금 조달 옵션으로
작업합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금 흐름 같은 기본 제공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디자인된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

시나리오 롤업을
생성합니다.
•
모델 특성을 지정합니다.
•
비즈니스 케이스를
빌드합니다.
•
시나리오 롤업을
실행합니다.
작업 콘솔에서 시나리오 롤업의
상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롤업 생성 및 실행

모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리트를 검토합니다.

템플리트 작업

템플리트

또한 Strategic Modeling Smart View 확장에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로컬 모델 작업

•

워크시트 편집 또는 새 워크시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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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의 계정 추가 및 수정

•

계정 입력 상태 수정

•

감가상각 스케줄러 사용

•

민감도 분석 사용

•

시간 구조 및 설정 수정

•

부채 분할 상환 스케줄 추가 및 편집

•

자금 옵션 변경

•

통화 환산 수행

•

세금 및 가치 평가 옵션 작업

•

사용자정의 보고서 디자인 또는 표준 보고서 수정

•

모델을 템플리트로 저장

•

사용자정의 차원 생성 또는 지정

•

템플리트 수정 및 웹에서 사용하기 위해 업로드

•

온-프레미스 버전의 Oracle Hyperion Strategic Finance에서 웹의 전략적 모델링으로 보고서
변환 및 업로드

•

온-프레미스 버전의 Strategic Finance에서 웹의 전략적 모델링으로 생성한 템플리트 업로드

Smart View에서 전략적 모델링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템플리트 작업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모델을 빠르게 생성합니다. 템플리트에는 기간 또는 데이터 없이 계층적 계정
집합이 포함됩니다.
Strategic Modeling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정 구조에 대한 템플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템플리트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정의 템플리트를 생성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다음과 같은 템플리트를 제공합니다.
•

표준

•

유틸리티

•

Healthcare

•

소매점

•

고등 교육

빠르게 작동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으로 설정할 때 이러한 템플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에서 제공하는 템플리트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템플리트 복사본을 저장한 후
비즈니스 사용 사례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템플리트 및 업로드한 사용자정의 템플리트의 계정 구조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템플리트(

) 순으로 누릅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전략적 모델링(

2.

검토할 템플리트에 대한 작업 메뉴에서 열기를 누릅니다.

3.

다른 계정 세트를 표시하도록 시나리오, 데이터 뷰 또는 계정 그룹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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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Oracle에서 제공하는
템플리트의 계정 구조를 검토 및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작업
Strategic Modeling 모델
구성요소는 모델 작업 및 전략적 분석 수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표 7-2

모델 작업

태스크

설명
•
•
•
계정 보기

•
•
•
•
•
•

추가 정보
모델을 엽니다.
계정 보기에서 작업합니다.
계정 멤버를 추가 및
삭제합니다.
계정에 대한 예측 방법을
정의합니다.
계정 및 하위계정을
관리합니다.
계정의 대상 값을
확인합니다.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값 계산 방법을 결정합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금 흐름 같은 기본 제공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
•
•
•
•
•
•
•
•

모델 열기, 체크아웃 및
삭제
계정 보기에서 작업
하위계정 멤버 추가 및 삭제
계정에 대한 예측 방법 정의
하위계정 관리 및 편집
계정의 대상 값 지정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What-If 분석 수행
값 계산 방법 결정
보고서 검토

보고서 검토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디자인된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모델 관리
모델을 생성, 체크아웃,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템플리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링 모델 생성
관리자와 모델러는 사전 정의된 보고 및 모델링 표준이 포함된 재무 모델 프레임워크인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Strategic Modeling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신속하게
작동 및 실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전 정의된 템플리트를 포함합니다.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델을 체크아웃하여 작업하거나, 모델 사본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델 사본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나 모델에 대한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계층적 계정 차트, 시간 구조, 보고서, 데이터 뷰, 계정 그룹, 생성 시
사용된 템플리트 또는 모델의 모든 메타데이터가 모델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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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생성되어 있고 전략적 모델링이 사용으로 설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로 사용자정의된 사용자정의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려는 경우
템플리트가 이미 업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전략적 모델링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전략적 모델 생성

전략적 모델링 모델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전략적 모델링(

), 모델(

2.

생성을 누릅니다.

3.

일반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을 지정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 순으로 누릅니다.

•

모델 이름 및 설명을 지정합니다.

•

템플리트,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기존 모델, 로컬 .alc 파일 중 어디에서 모델을 생성할지
선택한 다음 템플리트, 모델 또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로컬 .alc 파일에서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Cloud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mart View에
해당 파일이 이미 변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 모델링 데이터를 재무와 통합하려면 재무 템플리트를 선택하십시오.

•

루트에 놓기를 선택하여 독립형 모델 또는 다른 모델의 상위가 될 모델을 생성하거나, 계층
구조를 생성하려면 루트에 놓기 선택을 취소하고 상위 모델을 선택합니다.
계층형 모델 구조를 생성하면 시나리오 롤업 및 액세스 제어 관리나 모델의 시각적 구성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 통화 및 단위를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각 모델에 자체 통화 및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alc 파일 또는 소스 데이터를 보존하는 기존 파일에서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이러한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모델의 단위 및 통화를 사용하여 모델이 생성됩니다.

주:
Smart View에서 통화 변환을 설정합니다. Smart View에서 전략적 모델링 작업
에서 "통화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

기존 모델에서 모델을 생성한 경우 새 모델에서 기존 모델과 동일한 기간 구조를
사용하려는 경우 시간 구조 유지를 선택합니다.
시간 구조 유지를 선택한 경우 소스 모델 데이터 유지를 선택하여 소스 모델의 데이터 값을
계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간 구조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 5단계로 건너뜁니다.

•

재무와 통합하기 위해 재무 템플리트를 사용하는 모델을 생성한 경우 엔티티 선택에서
재무 엔티티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엔티티 차원 멤버에 모델이 매핑됩니다.
이 옵션은 재무 템플리트에서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략적 모델링 및 재무 간 데이터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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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력, 기간 및 연도 구성 페이지에서 이 모델에 대한 달력을 빌드하기 위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5.

모델 생성 옵션을 검토하고 모델 생성을 누릅니다.

선택한 옵션에 따른 계정 차트 및 달력 구조로 모델이 생성됩니다.
Smart View에서 Oracle Hyperion Strategic Finance 모델을 전략적 모델링 모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Smart View에서 전략적 모델링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모델 열기, 체크아웃 및 삭제
모델을 체크아웃하거나 복사본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열거나 체크아웃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모델(

) 순으로 누릅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전략적 모델링(

2.

열려는 모델을 누르고 작업 메뉴에서 열기-체크아웃 또는 사본으로 열기를 선택합니다.
모델을 체크아웃할 때 데이터 및 모델에 대한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델
사본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나 모델에 대한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3.

모델을 체크아웃한 경우 모델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저장한 후 닫기를 눌러 모델을
닫고 체크인을 선택하여 변경사항을 서버에 저장하거나 취소를 선택하여 변경사항을
취소합니다.
사본으로 열기를 선택한 경우 일시적으로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있지만, 모델을 닫으면
변경사항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단일 모델을 삭제하려면 모델 목록에서 해당 모델을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상위 모델과 모든 하위 항목을 삭제하려면 모델 목록에서 상위 모델을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계층 삭제를 누릅니다.

계정 보기에서 작업
모델을 열면 계정 보기에서 모델이 열리며, 여기서 모델의 계정 및 하위계정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 하위계정 및 계정 그룹 정보
계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력 계정 - 과거 기간 및 예측 기간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입력 계정에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예측 기간에서 예측 방법 또는 무형식 공식을 사용하여 값을 계산합니다.
지정한 예측 방법에 따라 예측 기간의 입력 데이터 형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에 증가율 예측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 데이터를 증가율로 예측 기간에
입력합니다.
입력 계정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데이터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

계산된 계정 - 다른 계정의 출력을 사용하여 공식으로 값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계정의
공식은 계정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된 상태이므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정의 계정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정의됩니다. 재무 계정에 추가
세부정보를 생성할 메모 계정, 분석을 위해 추가 비율을 생성할 사용자정의 비율 계정,
성과 표준(부채 규약)에 대해 사용자정의 비율 테스트 내의 측정항목을 정의할 부채
규약 계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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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정은 기본 계정의 추가 입력 세부정보에 사용됩니다. 하위 계정은 과거 기간과 예측 기간
모두에 대해 기본 계정의 속성을 상속합니다. 계정 키에 콜론이 있으므로 하위계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정 그룹을 사용하여 계정을 함께 그룹화하면 데이터 입력을 수행할 때 계정을 쉽게 찾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정 그룹은 템플리트에서 상속됩니다. 관리자와 모델러는 추가 계정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 그룹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뷰는 표시되는 계정 유형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자와 모델러는 데이터 뷰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뷰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Strategic Modeling 계정 번호에는 소수점 또는 하위계정의 경우 콜론으로 구분된 세그먼트가 최대
3개까지 포함됩니다.
•

기본 계정 번호(vxxxx). 이 계정은 모델의 회계 무결성을 수행합니다.

•

관련 계정 번호(vxxxx.xx)

•

하위계정 번호(vxxxx.xx:xxxx 또는 기본 계정의 하위계정의 경우 vxxxx:xxxx)

계정에 대한 설명은 전략적 모델링 계정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계정 보기 정보
계정 보기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POV 변경: 시나리오, 데이터 뷰 또는 계정 그룹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 새로고침
다.

•

계정 계층에서 하위계정 멤버를 추가 및 삭제합니다. 하위계정 멤버 추가 및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

모델을 계산 및 저장합니다.

•

태스크 메뉴에서 사용가능한 태스크를 사용하여 분석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을 누릅니

계정 그룹 작업
계정 그룹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행만 표시하는,
모든 손익계산서 계정이 포함된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 그룹을 사용하여 계정 보기에
표시할 계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와 모델러는 계정 그룹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계정 그룹을 사용하여
계정 보기에 표시할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그룹을 생성 및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보기의 작업 메뉴에서 계정 그룹을 누릅니다.

3.

왼쪽 창에서

4.

계정 그룹 추가를 누른 다음 추가할 유형을 선택합니다.

•

계정 목록 추가 - 계정 그룹을 생성합니다.

•

그룹 목록 추가 - 계정 그룹의 그룹을 생성합니다.

•

구분자 추가 - 목록에서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라인을 생성합니다. 구분자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구분자의 순서를 재지정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이 절차의 나머지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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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추가를 눌러 계정 또는 계정 그룹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5.
6.

목록에 추가할 계정 또는 계정 그룹을 선택하고
계정 선택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검색을 사용하여 원하는 계정이나 그룹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7.

계정 목록의 경우 계정 표시 방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하위계정 - 하위계정을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

차원 - 기본 계정을 추가할 때 차원을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모두 하위계정이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보기 - 계정을 표시할 기본 보기를 지정합니다.

8.

계정 그룹 목록에서 이 그룹을 숨길지 여부를 선택하고, 계정 목록의 경우 사용자 정의
계정의 하위계정을 포함할지 여부 및 해제된 계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계정 보기의 계정 그룹 목록에서 새 계정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그룹 대화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그룹을 편집하고 이름을 바꾸고 삭제합니다. 전략적 모델링과 함께 제공된 기본
계정 그룹은 편집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끌어서 놓거나 화살표를 사용하여 계정 그룹의 순서를 재지정합니다. 이 경우 계정
보기에서 계정 그룹 목록의 표시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데이터 뷰 작업
데이터 뷰를 사용하여 계정을 필터링하고 계정 보기의 데이터 표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는 기본 데이터 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표준

•

입력만

•

출력만

관리자와 모델러는 데이터 뷰를 생성 및 편집하여 계정 보기의 표시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뷰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보기의 작업 메뉴에서 데이터 뷰를 누릅니다.

3.

왼쪽 창에서

4.

이름을 입력하고

5.

새 데이터 뷰의 등록정보와 속성을 지정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

•

데이터 뷰 추가를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표시 옵션
–

제목으로 그룹 머리글 표시 - 계정 그룹 머리글을 표시합니다.

–

계산된 계정인 경우 입력 행 숨기기 - 계산된 계정의 입력 행을 숨깁니다.

–

계산된 기간 열 숨기기 - 계산된 기간 세부정보를 숨깁니다.

속성 - 입력 행, 출력 행 또는 둘 다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행 순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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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표시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시간 범위 설정을 선택하는 경우 함수를 사용하거나 값을
입력하여 시작 바운더리 및 종료 바운더리를 지정합니다.

계정 보기의 데이터 뷰 목록에서 새 데이터 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뷰 대화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뷰를 편집하고 이름을 바꾸고 삭제합니다.

•

끌어서 놓거나 화살표를 사용하여 데이터 뷰의 순서를 재지정합니다. 이 경우 계정 보기에서
데이터 뷰 목록의 표시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계정 데이터 입력
계정 보기에 계정 데이터(과거 값, 프로젝트 예측 가정 및 예상 가치 평가 가정)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입력에 대한 팁:
•

음수 값을 입력하려면 음수 기호(-)로 값을 시작합니다.

•

현재 값을 대체하려면 ‘#’ 또는 ‘##’를 셀에 입력합니다. '#' 및 '##' 재정의는 자유형 공식을
사용하여 과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 기간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전략적 모델링에서 저장하는 숫자의 유효 자릿수는 소수점 앞/뒤로 최대 16자리입니다.
표시되는 소수 자릿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위계정 멤버 추가 및 삭제
선택한 계정에 1차 하위 멤버 또는 동위 멤버를 추가하여 계정 계층에 하위계정 멤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차 하위 또는 동위 하위계정 멤버를 대량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계정 편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계정 관리 및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하위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하위계정 관리

한 번에 하나씩 하위계정 추가
한 번에 하나씩 하위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계정 보기에서 계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계정 계층에서 새
멤버를 추가하려는 위치에 따라 동위 멤버 추가 또는 1차 하위 구성요소 추가를 선택합니다.

팁:
계정을 빠르게 찾으려면 작업 메뉴에서 계정 찾기를 누르고 이름 또는 하위계정
식별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새 하위계정이 추가되고, 계정 ID에 NewNN 을 추가한 이름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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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계정에는 동위 멤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하위계정 ID는 이 하위계정 그룹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2.

계정 이름 열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새 계정을 추가로 편집하려면 계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하위계정 관리 및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대량으로 하위계정 추가
대량으로 하위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추가할 하위계정 멤버 이름이 포함된 파일을 준비하고 하위계정 멤버 이름을
복사합니다.
파일은 Microsoft Excel 또는 임의의 편집기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위계정
구분자는 새 라인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하위계정이 포함된 Excel에서 열을
복사합니다.

2.

계정 보기에서 1차 하위 또는 동위 멤버를 추가하려는 계정 또는 하위계정의 행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1차 하위 멤버 붙여넣기 또는 동위 멤버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동위 멤버 붙여넣기는 하위계정 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붙여넣기 창에서 복사된 하위계정을 붙여넣습니다.
붙여넣은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하위계정을 더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된 계정의 1차 하위 또는 동위 멤버로 하위계정이 추가됩니다.
1차 하위 멤버 붙여넣기의 경우 현재 선택된 하위계정의 1차 하위 멤버 목록 끝에
하위계정을 붙여넣습니다.
동위 멤버 붙여넣기의 경우 현재 선택된 하위계정 행 위에 동위 멤버로 하위계정을
붙여넣습니다.

붙여넣는 텍스트는 새로 생성된 하위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됩니다. 하위계정 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계정 삭제
계정을 삭제하려면 계정 보기에서 계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해당 하위 멤버도 삭제됩니다.

주:
기본 계정은 모델의 회계 무결성을 수행하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 계정은
계정 ID vxxxx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위계정 관리 및 편집
하위계정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계정 보기에서 편집할 하위계정을 선택한 후 작업 메뉴에서 하위계정을 선택합니다.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하위계정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멤버 이름(하위계정 ID) 및 설명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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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회색으로 표시됨) 하위계정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예:
편집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기본 계정의 경우 모델의 회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름을 제외한 다른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3.

유형에서 이 하위계정에 대한 롤업 옵션을 선택합니다.

4.

관련 계정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5.

a.

관련 계정 옆에 있는 편집을 누릅니다.

b.

관련 계정 목록에서 편집(

c.

한 번에 모든 계정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찾기 상자에 검색 텍스트를 입력하고, 찾기
및 바꾸기를 누르고,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를 누릅니다. 또는 추가를 누르고
추가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이름의 앞 또는 끝 중 추가할 위치를 선택하고 모두 추가를
누릅니다.

d.

관련 계정의 오른쪽 패널에서 계정 이름을 누르거나 탭하고 이름 상자에서 변경하여 한
번에 한 계정씩 변경합니다.

e.

저장을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적용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계정에 대한 예측 방법 정의
모든 계정은 고유한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미래(예측) 기간의 계정 값을 예측합니다. 계정의 예측
방법을 검토 또는 정의하려면 계정 예측을 사용합니다. 사전 빌드된 예측 방법을 사용하거나 자체
무형식 공식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 있는 대부분의 계정에는 사전 정의된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우 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받는 모든 계정에는 기본
예측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정의 예측 방법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보기에서 검토 또는 변경하려는 계정의 셀을 누릅니다.

팁:
계정을 빠르게 찾으려면 작업 메뉴에서 계정 찾기를 누르고 이름 또는 하위계정
식별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계정 예측을 누릅니다. 예측 페이지에 예측 값 계산에 사용된 계산이
표시됩니다.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계정 예측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는 단위 수량에서 표준 공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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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OFS_Product Revenue에서 무형식 공식을 사용합니다.

4.

표준 공식 옵션을 편집하거나 무형식 공식 및 옵션을 편집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
대상을 눌러 선택한 하위 계정 또는 현재 계정의 1차 하위에 공식을 적용합니다.
표준 예측 공식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예측 방법에 대한 표준 공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무형식 예측 공식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예측 방법에 대한 무형식 예측 공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예측 방법에 대한 표준 공식 생성
표준 공식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계정 예측 페이지에서 예측 유형으로 표준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옵션의 값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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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예측 방법에 대한 표준 공식 정의 옵션

옵션

설명

다음으로 예측

예측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계정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관련 계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예측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금의 증가를 예측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사용할 예측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이 입력
데이터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

•

•

•

•

•

•

•

실제 가치로 - 기본 통화 단위로 정의된 실제
가치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기준 통화를
사용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증가율 - 연간 또는 주기적 증가율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
10%라면 예측 기간 입력으로 10을
입력합니다.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매출액이 2019년 1월 매출액보다
5% 많다면 1월에 5를 입력합니다.
다른 계정의 % - 같은 기간의 다른 계정(연계
계정) 퍼센트로 계정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수 - 이 항목이 나타내는 일수(보통 매출 원가
또는 매출액의 일수)로 계정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미수금, 미지급금 예측
등의 운전 자본 잔액에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회전 - 이 항목이 나타내는 회전 수(잔액의 회전
수)로 계정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방법이
재고 예측에 가장 흔히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의 절대 배수 - 같은 기간의 다른 계정
(연계 계정) 절대 배수로 계정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방법이 가격/수량 예측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메모 계정(v300)의
단위 수량(100백만 단위)을 예측하고,
단가 $50(절대 배수)에 메모 계정(v300)의
단위 수량을 곱하여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의 기본 배수 - 같은 기간의 다른 계정
(연계 계정) 기본 통화 단위 배수로 계정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방법도 가격/수량
예측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메모 계정
(v300)의 단위 수량(10 단위)을 예측하고,
단가 $20M(기본 배수)에 메모 계정(v300)의
단위 수량을 곱하여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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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계속) 예측 방법에 대한 표준 공식 정의 옵션

옵션

설명

입력

입력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 옵션은 선택한
예측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연계 계정 - 계정

연계 계정이 필요한 방법에 사용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다음에서 출력 값 가져오기

예측 방법에 연계 계정이 필요한 경우 현재 기간,
이전 기간, 증감 또는 평균 중 연계 계정의 출력에
사용할 값을 선택합니다.

차원 일치

예측 방법에 연계 계정이 필요한 경우 차원 일치를
선택하여 연계 계정의 차원을 예측 계정의 차원과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제품 XX/지역 YY의 퍼센트로
매출 원가/제품 XX/지역 YY를 예측하려면 연계된
계정으로 [매출액]을 선택하고 차원 일치를
선택합니다.

이전 입력 기간으로 지연

예측 방법에 연계 계정이 필요하고 잔액 계정을
예측하는 경우 기말 잔액 또는 이전 기간의 기말
잔액 증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 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은 입력 값(계산된 값이 아님)
이 있는 이전 기간을 찾아 해당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7월까지의 연 누계 값이 있으나 1월에만
실제 값이 있고 7월을 예측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면 1월에 실제 값이 있으므로 1월의 값을
사용합니다.

연계 계정 값

예측 방법에 따라 적절한 값을 선택하십시오.
•
•
•

조정되지 않음 - 변경하지 않습니다.
연기준 - 값을 사용하여 연기준화합니다.
정규화 - 기존의 이전 값을 사용하여 다른
길이의 기간에 대해 정규화합니다.
예측 방법이 일수 또는 회전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측 입력 기간 값

예측 방법에 연계 계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
•

그리드 가격 사용

각 기간의 변수 - 각 기간에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간에 공통적인 상수 - 모든 예측
기간에서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과거 평균과 같게 -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측 기간에 과거 평균이 적용됩니다.

다른 계정의 값에 따라 입력 값이 조정되어 이
필드의 값이 달라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기준에 따라 계약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 그리드 가격 옵션 및 가격
조건을 지정합니다. 값이 변경되는 시기 및 변경
방법(일반적으로 더하기 또는 곱하기)에 대한
기준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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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계속) 예측 방법에 대한 표준 공식 정의 옵션

옵션

설명

다른 계정에 분산

다른 계정의 출력 값에 입력 값을 추가하여 최종
입력 값을 계산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고 분산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측 이자율에 사용됩니다.

계정에 분산

분산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 예측 방법에 대한 무형식 예측 공식 생성
무형식 공식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계정 예측 페이지에서 예측 유형으로 무형식을 선택합니다.

2.

무형식 공식을 편집하려면 텍스트 상자에 공식을 입력하고 편집을 눌러 공식 빌더를 엽니다.

3.

공식 빌더에서 공식을 빌드할 계정, 함수 및 연산자를 선택하여 선택한 계정의 출력 값을
계산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함수 및 인수에 대한 설명은 Smart View에서 전략적 모델링 작업 의 "무형식 공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공식을 저장하면 공식이 검증됩니다.

4.

다음 옵션의 값을 지정합니다.
표 7-4

예측 방법에 대한 무형식 공식 정의 옵션

옵션

설명

다음으로 예측

예측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계정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관련 계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 설명

공식 설명을 입력합니다.

입력

선택사항: 입력에서 @input을 사용하는 공식인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형식을 선택합니다.
•
•
•
•
•

•

단위

통화 - 단위에 설정된 옵션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항목 - 단위에 설정된 옵션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퍼센트 - 퍼센트로 입력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세율 공식에 유용합니다.
비율 - 비율로 입력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일수 - 일수로 입력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른 계정으로 곱하여 출력 값을
도출해야 합니다.
회전 - 회전 수로 입력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른 계정으로 곱하여 출력 값을
도출해야 합니다.

@input을 사용하는 공식의 경우 입력 데이터 단위
(예: 천 단위 또는 백만 단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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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예측 방법에 대한 무형식 공식 정의 옵션

옵션

설명

내역에 사용

과거 기간에 무형식 공식을 사용하려면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및 예측 기간에 모두에서 가격 x
수량으로 매출액을 계산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무형식 공식은 예측
기간에만 사용되며, 과거 데이터는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 입력 기간으로 지연

지연 기간을 사용하는 공식에 사용됩니다.

대체 허용

사용자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값을 입력할 수
있게 허용하려면 선택합니다.
입력 기간에서 선택된 입력 방법을 대체하여 이
기간의 값을 기본 통화/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을 재정의하려면 해당 숫자 앞
또는 뒤에 파운드 기호(#)를 넣습니다.

5.

적용을 누릅니다.

계정의 대상 값 지정
목표값 찾기를 사용하여 계정에 대한 대상 값을 지정하고 해당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값을
결정합니다. 목표값 찾기를 사용하려면 변경할 계정 값, 변경을 수행할 연계된 계정, 변경할
시간 범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예산의 총 급여 백분율이 16.69%이고 16.18%로 줄이려고 합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 범위에서 판매 시간 생산성을 변경하여 급여 백분율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목표값 찾기 패널에서 찾기를 선택하면 전략적 모델링은 2017년의 총
급여 백분율 대상에 도달하기 위해 판매 시간 생산성에서 필요한 변경사항을 계산하고, 대상
값에 도달하도록 선택사항에 따라 백분율 또는 금액으로 2017년 1월과 12월 사이에 판매
시간 생산성 조정을 분산합니다. 목표값 찾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에 도달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을 수동으로 조정하거나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디오
목표
목표 찾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디오 자료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목표 설정

계정의 대상 값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보기에서 변경하려는 계정의 셀을 누릅니다.

3.

작업 메뉴에서 목표값 찾기를 누릅니다.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목표값 찾기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4.

목표 설정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 계정, 시나리오 또는 기간을 변경하고 목표에 이 계정의
대상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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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영역에서 대상 계정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조정할 계정, 변경할 기간, 백분율 또는
금액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변경 계정은 공식을 통해 목표 계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값 찾기에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서 2020년의 제품 판매에 대한 현재 값은 819.3입니다. 해당 값을
900으로 늘리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제품 판매는 단위 수량을 포함하여 여러 계정에서
계산됩니다. 2017년과 2020년 사이의 각 기간에 대해 동일한 백분율만큼 단위 수량을
조정하여 제품 판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목표값 찾기를 사용하는 경우 2020년의 제품
판매 대상인 900에 맞게 단위 판매가 조정됩니다.

6.

찾기를 누릅니다.
목표 계정의 대상에 도달하기 위해 지정한 기간 동안 변경 계정 값이 동일한 금액 또는
백분율만큼 재계산 및 업데이트됩니다. 모델이 새 값으로 업데이트 및 계산되므로 계정
차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목표값 찾기 결과 패널에서 목표 계정 및 변경 계정에 대한 결과 변경사항을 검토합니다.
목표값 찾기 패널에서 조정된 백분율 또는 금액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단위 수량이 2020년의 제품 판매 목표인 900에 도달하기 위해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49.96%만큼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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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표값 찾기 결과] 패널에서 적용을 눌러 모델의 변경사항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눌러
목표값 찾기 결과를 취소합니다.

9.

모델을 체크아웃한 경우 모델을 저장하고 체크인합니다.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What-If 분석 수행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다른 비즈니스 결과를 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예측 가정 세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전체 계정 차트, 계정 하위
세트 또는 단일 계정 등 포함할 계정을 정의합니다. 모든 계정은 기본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또는 다른 독립형 시나리오) 대신 새 시나리오의 값을 사용하려고 하므로
시나리오에 계정을 추가합니다.
시나리오의 각 계정에 대해 다른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입력 값(예측 방법 포함)을 변경하여
what-if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사항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에는 다음 두 개의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준 - 모든 계정을 포함하며 각 계정의 원래 입력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
어떤 값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상속된 모든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 또는 다른 독립형
시나리오로 상속 순서를 종료합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준이
항상 최종 데이터 소스입니다.

•

실제 - 실제 값을 포함합니다.

기준 및 실제 시나리오에서 계정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시나리오 상속 정보
다른 시나리오에서 계정, 입력 값 및 예측 방법을 상속하는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에 없는 값의 경우 전략적 모델링은 상속하는 시나리오의 값을 사용합니다.
시나리오가 먼저 상속 순서의 최하위 레벨 시나리오에서 값을 찾는 다중 상속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없는 값의 경우 기준 등의 독립형 시나리오에 도달할
때까지 상속 순서의 다음 시나리오 등에서 검색합니다. 상속된 시나리오를 사용하면 데이터
입력 시간이 감소하며, 모델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중 상속을 통해 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변경사항 세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새 시나리오 생성
새 시나리오를 정의하는 경우 기존 시나리오에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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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if 분석을 위해 새 시나리오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체크아웃하거나 사본으로 열어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보기에서 새 시나리오의 기준으로 사용할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새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경우 속성과 계정 선택은 상속 순서를 제외하고 모델의 현재 활성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릅니다.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4.

새 시나리오(

5.

시나리오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생성할 시나리오 유형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

독립형 - 하위 시나리오에서 값을 상속하지 않으며 모델의 모든 계정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

상속 - 현재 시나리오에 값이 없는 경우 현재 시나리오가 상속 대상 시나리오에서 값 및
예측 방법을 상속하도록 지정합니다.

•

입력만 - 출력을 생성하지 않는 읽기 전용 계정의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이 옵션은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 지정된 계정의 1차 하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신, 상위에서 시나리오
롤업에 데이터를 기여하려는 경우의 시나리오 롤업에 유용합니다.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
계정을 추가하면 시나리오 롤업 중에 1차 하위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도록
차단됩니다. 시나리오 롤업에서 입력 전용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나리오 롤업의 입력 전용 시나리오 사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7.

상속을 선택한 경우 이 시나리오가 값과 예측 방법을 상속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경우 시나리오를 끌어 놓아 상속 순서를 나타냅니다. 상속
시나리오의 값이 겹치지 않는 경우 상속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

실제 항목 사용에 대해 실제 값을 사용할 시기를 선택합니다.
•

사용 안 함

•

사용가능할 때 - 이 기간의 실제 값이 있는 경우 해당 값을 사용합니다.

•

내역에 있는 항목 - 과거 기간의 실제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정적이므로 예산 시나리오에 대해 내역에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사용가능할 때를 선택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가능해지면 실제 값을
사용합니다.
9.

계정에서 추가를 눌러 이 시나리오에 포함할 계정을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계정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두 개 이상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누릅니다.

10. 적용을 누릅니다.

시나리오가 모델에 추가됩니다.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필요에 따라 값 또는 예측 방법을 업데이트한 다음 모델을 계산합니다.
시나리오 관리
시나리오를 편집 또는 삭제하거나, 시나리오 표시를 필터링하거나, 시나리오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삭제하려면 시나리오, 삭제(

)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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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표시를 필터링하려면(기본적으로 모든 시나리오가 표시됨) 모든 시나리오를
누르고 상속 시나리오, 독립형 시나리오, 입력 전용 시나리오, 출력 전용 시나리오(From
통화 환산) 등 표시할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패널에서 시나리오 순서를 변경하려면 시나리오를 끌어 놓아 목록에서
위치를 변경합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표시되는 경우에만 시나리오 순서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실제 시나리오는 순서를 재지정할 수 없으며 항상 목록의 첫번째 및
두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순서를 변경하면 계정 보기의 POV에서 시나리오 목록의
시나리오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시나리오 생성

값 계산 방법 결정
값 계산 방법을 결정하려면 감사 추적을 사용합니다. 임의 셀에서 드릴하여 셀 값에 기여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감사 정보를 사용하여 값이 계산되는 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정 계산 분석

셀 값의 계산 방법을 결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계정 보기에서 출력 셀을 누르고 작업 메뉴에서 감사 정보를 누릅니다.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감사 정보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셀 값의 감사 추적은 값 계산에 사용된 공식을 보여 줍니다.

2.

3.

감사 추적 창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공식의 요소를 드릴다운하여 값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드릴할 수 있는
값은 파란색 하이퍼링크로 표시됩니다.

•

다른 셀 값에 대한 감사 추적을 표시하도록 기간 또는 시나리오를 변경합니다.

•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감사 단계 내역을 확인합니다.
감사 추적
단계 중 하나를 눌러 감사에서 해당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기간, 시나리오 또는
계정을 변경하는 경우 감사 추적이 지워지고 재시작됩니다.

입력 값을 변경하여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입력 값을 변경합니다. 영향을 받은 셀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b.

업데이트를 눌러 업데이트된 값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누릅니다.

c.

저장을 눌러 모델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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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정확도 개선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전략적 모델링 모델에서 자동화된 가정 분석을 수행하여 의사 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확실한 입력에 가능한 값 범위를 지정하고 이러한 불확신도가 관련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가능한 결과 및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빠르게 계산 및 검토

•

최선 및 최악 사례 시나리오 분석

•

타겟 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

•

주요 불확실 입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확인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판매 부서 확장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도의
전반적인 매출을 예측하고 타겟 달성 가능성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부로, 소매점이 더 추가되는 확장
시나리오의 수익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단위 수량, 서비스 수익, 유지관리
수익과 같은 불확실한 입력 계정에 대해 한 번에 한 셀씩 최상의 추정치를 입력하고 이러한 계정이
총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간단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가정 분석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력 계정에 대한 가정 범위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입력
가정으로부터 생성된 무작위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수백 번 모델이 계산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예측 판매 및 해당 가능성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전략적 모델링에서는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하는 가정에 대한 값
범위를 무작위로 생성합니다. Monte Carlo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정확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시뮬레이션 정의 및 실행 단계에 대한 개요입니다.

), 모델(

1.

홈 페이지에서 전략적 모델링(
확인합니다.

2.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시뮬레이션을 누릅니다.

) 순으로 누르고 분석할 모델을 열어

모델러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입력 셀을 결정하고 해당 셀을 가정으로 정의합니다. 가정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4.

분석 타겟인 출력 셀을 선택하고 예측으로 정의합니다. 예측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5.

선택적으로 시뮬레이션 설정을 조정합니다. 시뮬레이션 설정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6.

실행(

)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주:
•

입력 가정으로부터 생성된 무작위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수백 번 모델이
계산됩니다.

•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때마다 가정 및 예측 셀 내 값이 다시 계산됩니다.

•

현재 계정 뷰뿐만 아니라 모델의 가정 및 예측이 시뮬레이트됩니다.

•

한 번에 하나의 시뮬레이션만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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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를 검토합니다.
시뮬레이션 차트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모델이 열려 있고 세션이 만료되지 않는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특정 시나리오가 아닌 모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8.

다른 메트릭을 검토하려면 정보 패널에서 메트릭 추가(
누른 후 필요한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메트릭 달성 확신도가 포함된 정보 상자가 추가됩니다.

)를 누르고 추가할 메트릭을

예를 들어 타겟 값을 추가하려면 타겟 값을 누르고 확장 목표와 같은 레이블 및 타겟
값을 입력합니다. 정보 상자가 업데이트되어 타겟 값 달성 확신도를 보여 줍니다. 예측
차트가 타겟 값을 나타내는 세로 라인이 포함되도록 업데이트되며, 타겟 값을 충족 또는
초과하는 값이 강조되도록 음영이 표시됩니다.
메트릭 매개변수를 조정하려면 정보 상자 레이블을 변경하거나 정보 상자 표시 순서를
변경하고 정보 상자에서 메트릭 항목 메뉴(

)를 누릅니다.

이전에 정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중에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저장하거나
체크인할 때 예측 및 가정은 저장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객체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전략적 모델링에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요: 전략적 모델링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향상된 범위 기반 확률 분석

가정 정의
시뮬레이션을 정의하려면 먼저 주요 입력 셀을 결정하고 해당 셀을 가정으로 정의합니다.
가정은 불확실한 입력 및 이러한 입력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결과 범위를 설명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1.

계정 뷰의 입력 행에서 셀을 선택합니다. 셀에는 평가할 계정의 값을 유도하는 불확실한
값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 수량이 총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단위 수량을
가정으로 정의하려 할 수 있습니다.

2.

시뮬레이션 패널에서 가정 설정을 누릅니다.

3.

가정에 사용할 분포 유형을 누릅니다. 불확실한 입력에 대한 지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분포 유형을 선택합니다.

팁:
자세히 알아보려는 분포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전략적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한 확률 분포 설명.
4.

선택한 분포 유형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현재 셀 값은 시작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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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만큼 입력 셀에 대해 가정을 정의합니다.

예측 정의
예측 셀은 하나 이상의 가정 셀을 참조하는 공식이 포함된 출력 셀입니다. 불확신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계정입니다.
1.

계정 뷰에서 출력 행을 선택합니다.

2.

시뮬레이션 패널에서 예측 설정을 누릅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에는 예측 결과 영역에 예측 셀로 정의한 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시됩니다.

시뮬레이션 설정 조정
시뮬레이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시뮬레이션 패널의 시뮬레이션 기본 메뉴(

2.

실행할 시행 횟수를 입력합니다.
최대 1,000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3.

난수에서 시퀀스 및 방법에 사용할 옵션을 지정합니다.
•

)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시퀀스 - 난수 생성기 설정 방법을 정의합니다.
–

매번 동일한 시퀀스 -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동일한 난수 세트를
생성하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

매번 다른 시퀀스 - 생성되는 난수 세트가 다릅니다.

•

방법 - 샘플링 방법을 정의합니다.

•

Monte Carlo - 무작위 특성이 더 강합니다. 난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불확신도 영향을
측정합니다. 기본값입니다.
Monte Carlo 샘플링을 사용하여 모델에 대한 "실제" 가정 시나리오를 시뮬레이트합니다.

•

Latin Hypercube - 보다 균일합니다. 가정의 확률 분포를 동일한 확률 간격으로 나누므로
보다 균일하게 bin을 사용하여 샘플링합니다. 분포 전반에서 보다 균일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값을 생성하며 보다 고르고 균일한 결과 차트를 생성합니다.
주로 시뮬레이션 통계의 정확도에 관심이 많은 경우 Latin Hypercube 샘플링을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 객체 작업
이전에 정의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의한 시뮬레이션은 모델과 함께 저장되므로 나중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객체로 작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모델(

1.

홈 페이지에서 전략적 모델링(
확인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시뮬레이션을 누릅니다.

) 순으로 누르고 분석할 모델을 열어

시뮬레이션 패널이 열리면 예측 또는 가정이 정의된 셀은 파란색(예측) 또는 녹색(가정)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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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패널의 시뮬레이션 기본 메뉴(
선택을 누릅니다.

4.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검색 상자에 계정 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하여 기존 예측 또는
가정에서 선택합니다.
현재 계정 그룹의 시뮬레이션 객체만 표시됩니다.

5.

기존 가정의 경우 가정 메뉴(

6.

)에 있는 계정 뷰에서 시뮬레이션 객체

)를 눌러 가정 옵션을 변경합니다.

•

가정 삭제 ― 선택한 셀의 가정 정의를 삭제합니다.

•

갤러리 표시 - 가정의 배포 유형을 검토하거나 변경합니다.

•

데이터 오버레이 ― 예측 차트에서 배포 맨위에 오버레이된 시뮬레이션 시행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기존 예측의 경우 예측 메뉴(

)를 눌러 예측 옵션을 변경합니다.

•

예측 삭제 ― 선택한 셀의 예측 정의를 삭제합니다.

•

비용 항목 ― 예측 셀의 경우 셀이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는지 수익 계정으로
처리되는지를 결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석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이 옵션은
계정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지만 특수 계정을 처리하도록 이 설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정확도 정보
전략적 모델링에서는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하는 가정에 대한
값 범위를 무작위로 생성합니다.
입력 셀을 가정으로 정의하고 출력 셀을 예측으로 정의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전략적 모델링에서는 난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불확신도 영향을 측정하는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반복적으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각 가정 셀에 대한 난수가 정의한 범위에 따라 생성되고 모델에 배치됩니다.
전략적 모델링은 승법 합동 생성기(Multiplicative Congruential Generator) 방법을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합니다.

2.

모델이 다시 계산됩니다.

3.

값이 각 예측 셀에서 검색되어 예측 결과 영역의 차트에 추가됩니다.

이 작업은 시행 횟수에 도달하거나 시뮬레이션을 중지할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
프로세스입니다.
최종 예측 차트에 예측 셀에 대한 가정 셀의 결합된 불확신도가 반영됩니다.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제어됩니다.
•

시뮬레이션 시행 횟수 또는 길이 ―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실행하는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통계 및 백분위수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시행 횟수가 지정된 경우 통계
및 백분위수 정확도는 주로 예측 분포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샘플링 방법 - Monte Carlo 샘플링에서는 자연스러운 "가정" 유형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Latin Hypercube 샘플링은 제한되어 있으나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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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 차원 작업
이제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희소 사용자정의 차원을 빌드, 관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희소 사용자정의 차원을 사용하면 전략적 모델링 모델을 디자인할 때 사용자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차원 멤버를 계정에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동시에 관련되지 않은 멤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하며 비즈니스 요구에 더 적합한 모델
계정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xlsx 또는 .csv 파일에서 사용자정의 차원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정의
차원 및 해당 멤버를 지정하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사용자정의 차원을 지정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정의 차원 생성
사용자정의 차원을 정의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xlsx 및 .csv 형식 파일을
지원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 목록 페이지를 엽니다.

2.

열려는 모델을 누른 다음 작업 메뉴에서 열기-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3.

계정 보기의 작업 메뉴에서 사용자정의 차원 생성을 누릅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주:
최대 1500개의 멤버와 10개의 차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여 사용자정의 차원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차원 업로드 결과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확인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

사용자정의 차원 생성을 누릅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설명
새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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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1차 하위 멤버를 추가하려면 누릅니다.
참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1차 하위 삽입을
선택하여 1차 하위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위를 추가하려면 누릅니다.
참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동위 삽입을 선택하여
동위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원 또는 멤버를 위로 이동하려면 누릅니다.
차원 또는 멤버를 아래로 이동하려면 누릅니다.

차원 또는 멤버를 삭제하려면 누릅니다.
선택항목을 확장하려면 누릅니다.
선택항목을 축소하려면 누릅니다.

주:
컨텍스트 메뉴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선택사항: 다른 차원 파일 선택을 눌러 기존 파일에 사용자정의 차원을 추가합니다.

6.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주:
계정 보기 페이지에서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

가 활성화됩니다.

Planning 관리 에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차원 및 멤버 정보

•

희소 및 밀집 차원 정보

사용자정의 차원 지정
사용자정의 차원을 여러 계정에 지정 및 복사하고 계정에 생성된 사용자정의 차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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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원 멤버를 계정에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동시에 관련되지 않은 멤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차원을 계정에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 목록 페이지를 엽니다.

2.

사용자정의 차원을 만든 모델을 누른 다음 작업 메뉴에서 열기-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3.

계정 보기에서 사용자정의 차원을 지정할 계정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사용자정의 차원
지정을 누릅니다.
선택한 계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를 눌러 계정에 사용자정의 차원을 추가합니다.

5.

목록에서 사용자정의 차원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선택한 사용자정의 차원이 POV에 표시되고 계정과 연계할 준비가 됩니다.

6.

필요에 따라 멤버 선택 드롭다운에서 멤버를 선택하고 추가
를 누릅니다.

주:
POV에 선택한 멤버가 표시됩니다.
7.

멤버 연계를 눌러 선택한 멤버를 계정에 연계합니다.

8.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데이터를 로드하면 연계된 멤버가 계정 보기에 표시됩니다.

연계 삭제
연계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선택한 계정의 사용자정의 차원 지정 페이지에서 차원 연계 메뉴

를 누릅니다.

을 선택합니다.

2.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필요에 따라 개별 연계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계정에 사용자정의 차원 복사
사용자정의 차원을 여러 계정에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2.

선택한 계정의 사용자정의 차원 지정 페이지에서 차원 연계 메뉴

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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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선택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멤버를 복사할 타겟 계정을 선택합니다.

4.

복사를 누릅니다.

5.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복사한 사용자정의 차원이 선택한 계정 아래에 표시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 사용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는 계정 보기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할 때 활성화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차원을
필터링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계정 보기 페이지에서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를 누릅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2.

필요에 따라 멤버를 선택합니다.

3.

적용을 누릅니다.

주: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

가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를

제거하려면 사용자정의 차원 필터 지우기

를 누릅니다.

기간 작업
재무 모델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포함하도록 기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계층형 계정 차트, 시간 구조, 보고서, 데이터 뷰, 계정 그룹, 생성 시
사용된 템플리트 또는 모델의 모든 메타데이터가 모델에 채워집니다.
모델의 시간 구조는 다양한 연도에 대해 다양한 세분성 레벨을 기반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기간 끝까지 연도에서 연간 값만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5년 예측 내
연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과 같은 더 세분화된 레벨로 세부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생성한 후 기간 구조와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 세부정보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인수 및 합병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대차대조표가 수정되는 거래 기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실제 기간 및 회계 연도 종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간 및 회계 연도 종료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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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기간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략적 모델링에서 기간 관리

기간 세부정보 관리
모델의 시작 및 종료 연도, 마지막 과거 기간, 과거 평균 연도 및 기준 기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무 모델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포함하도록 기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세부정보를 관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세부정보 관리 순으로 누릅니다.

3.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기간 매개변수를 정의합니다. 기간 매개변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기간을 구성합니다. 기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하위 기간을 추가합니다. 하위 기간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후행 기간을 추가합니다. 후행 기간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기간 누계를 추가합니다. 기간 누계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4.

기간 관리를 마치면 기간 세부정보 관리에서 적용을 누릅니다.

5.

변경사항을 적용하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입력을 계산할 것인지, 현재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입력을 계산할 것인지, 입력을 계산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계산된 데이터는 업데이트된 기간에 따라 표시됩니다.

팁:
기간 등록정보를 보려면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등록정보 보기 순으로 누릅니다.
기간 등록정보에는 사용가능한 모델의 가장 짧은 기간, 달력 유형, 연도당 개월 수 및 회계
연도의 종료 월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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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제 전략적 모델링에서 모델의 첫번째 기간은 잔액 계정의 초기 값을 보유하도록
설계된 기초 잔액 기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델에서 첫번째 연도로 레이블이
지정되지만 길이가 없는 스냅샷 기간입니다. 시간에 따른 누적 값을 측정하는
플로우 계정은 기초 잔액 기간에 값이 없으며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v2000) 및 연계된 자금 플로우 계정인 현금 증가(v2000.01)가
있습니다. 현금과 관련된 다른 모든 계정을 무시하고, 모든 기간의 현금 증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현금 증가 = 현재 기간의 현금 - 이전 기간의 현금
모델에서 기초 잔액 기간 이전의 현금 값을 알 수 없으므로 기초 잔액 기간의 현금
증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 잔액 기간 이후의 모든
기간에서 현금 증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 매개변수 정의
모델의 기간 매개변수를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기간 세부정보 관리의 매개변수 섹션에서 편집(

2.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a.

시작 연도 및 종료 연도를 선택하여 모델에서 연도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b.

마지막 과거 기간에서 모델의 마지막 과거 연도가 될 연도를 선택합니다.

c.

과거 평균의 연 수에서 모델의 과거 기간 연 수를 정의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d.

기준 기간에서 모델의 기준 기간이 될 연도를 선택합니다.

e.

적용을 누릅니다.

기간 구성
모델의 기간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기간 세부정보 관리의 기간 구성 섹션에 있는 기간 열에서 구성할 연도를 누릅니다.

2.

주, 월, 분기, 반기 등 기간에 포함할 세부정보 레벨을 누르고 기간 구성 섹션에서 적용을
누릅니다.
•

모든 연도에는 기본적으로 매년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

기초 잔액 연도 이외의 연도에서는 과거 및 예측 데이터에 대해 연도, 반기, 분기, 월
및 주(매주가 사용으로 설정된 모델이 생성된 경우) 기간을 선택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세부정보를 추가하면 기간이 집계가 되므로 상위 레벨 기간의 입력 옵션이
지워집니다.

3.

적용을 누릅니다.

4.

기초 잔액 연도 이외의 각 기간은 작업 메뉴(
)에서 추가 사용자정의가 허용됩니다.
하위 기간, 후행 기간 및 기간 누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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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기간 추가
인수 또는 차입 매수(LBO) 등의 거래가 발생할 때 입력 기간의 하위 기간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 기간의 4월 15일에 발생한 차입 매수의 경우 하위 기간 길이는 105일입니다.
하위 기간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기간 세부정보 관리의 기간 구성 섹션에 있는 기간 열에서 하위 기간을 추가할 기간을
누릅니다.
•

기간을 확장하여 필요한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합니다.

•

하위 기간은 최하위 레벨 기간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 분기 및 월을
포함하도록 연도를 정의한 경우 월에만 하위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작업 메뉴(

3.

기간 추가를 누르고 하위 기간의 이름을 입력한 후 하위 기간의 일수를 입력합니다.

4.

할당되지 않은 일수가 0이 될 때까지 하위 기간을 계속 추가합니다.

5.

)에서 하위 기간을 누릅니다.

•

하위 기간을 제거하려면 하위 기간 옆에 있는 삭제(

•

하위 기간은 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를 누릅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후행 기간 추가
후행 기간은 가장 최근 기간 수를 수집하는 기간입니다. 과거 기간 또는 예측 기간에 발생할 후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행 기간을 사용하면 특정 기간의 비즈니스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
후행 기간 입력 상태를 설정 또는 해제로 토글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경우 후행 기간에
값을 집계로 입력하고 역산하여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후행 기간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기간 세부정보 관리의 기간 구성 섹션에 있는 기간 열에서 후행 기간을 추가할 기간을
누릅니다.
•

기간을 확장하여 필요한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합니다.

•

후행 기간은 최하위 레벨 기간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 분기 및 월을
포함하도록 연도를 정의한 경우 월에만 후행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작업 메뉴(

)에서 후행 기간을 누릅니다.

3.

후행 기간 추가를 누르고 후행 기간의 길이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4.

필요한 만큼 후행 기간을 입력합니다.
후행 기간을 제거하려면 후행 기간 옆에 있는 삭제(

5.

)를 누릅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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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누계 추가
기간 누계를 사용하여 연 누계, 반기 누계, 분기 누계 또는 월 누계 기간을 생성합니다. 연도
이외의 기간에 대한 기간 누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에 대한 기간
세부정보가 월인 경우 월에 대한 기간 누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누계 기간의 모든 재무 계정이 계산됩니다. 계정 뷰 및 보고서에서 기간
누계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 누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기간 세부정보 관리의 기간 구성 섹션에 있는 기간 열에서 기간 누계를 추가할 기간을
누릅니다.

팁:
기간을 확장하여 필요한 세부정보 레벨을 확인합니다.
2.

작업 메뉴(

3.

기간 누계 추가를 누릅니다.
연도를 제외하고 정의된 모든 상위 레벨 기간 및 현재 기간에 대해 기간 누계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반기, 분기 및 월을 포함하도록 연도를 정의한 경우 월에 대한
기간 누계를 추가하면 분기 누계, 반기 누계 및 연 누계가 생성됩니다.

4.

)에서 기간 누계를 누릅니다.

•

원하는 경우 기간 누계 이름을 입력합니다.

•

기간 누계를 제거하려면 기간 누계 옆에 있는 삭제(

•

기간 누계를 추가하려면 기간 누계 추가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거래 기간 작업
인수 및 합병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대차대조표가 수정되는 거래 기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을 추가하면 트랜잭션 타이밍을 기반으로 인수, 합병 또는 사업 분할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트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은 트랜잭션 분석에 사용되는 0일
기간입니다.
거래 기간으로 작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거래 기간 추가 순으로 누릅니다.

3.

거래 기간을 추가할 기간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거래 기간을 추가하면 원래 기간이 마감, 거래 및 두 기간의 계산된 합계라는 세
기간으로 분할됩니다.
마감 기간에는 원래 입력 기간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거래 기간은 엄격하게 거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추가 입력 열입니다.

4.

거래 기간을 이동하려면 작업 메뉴에서 기간, 거래 기간 이동 순으로 누르고 거래 기간을
이동할 기간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5.

거래 기간을 삭제하려면 작업 메뉴에서 기간, 거래 기간 삭제 순으로 누르고 거래 기간
데이터 삭제 또는 유지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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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간 및 회계 연도 종료 변경
마지막 실제 기간과 회계 연도 종료 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계 연도말을 변경하여 모델의 회계 연도말을 지정합니다.
•

회계 연도말을 변경하면 모델의 시작과 끝에 부분 연도가 옵니다. 변환 시 부분 연도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모델의 시작 또는 끝에 연도를 하나 추가합니다.

•

연도의 과거 및 예측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월별 세부 수준으로 과거 바운더리 앞과 뒤에 연도를
정의합니다.

•

연 누계 또는 후행 기간처럼 집계 값이 포함된 연도의 정확도를 보장하려면 각 연도의 시간
세부정보가 충분해야 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실제 기간 변경 순으로 누릅니다. 마지막 실제 기간을 선택하고,
현재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3.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기간, 회계 연도 종료 변경 순으로 누릅니다. 새 회계 연도 종료 월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자금 조달 옵션 작업
자금 조달을 사용하여 모델에 대한 예측 기간의 대차대조표를 대차일치시킬 때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잉여 계정의 현금으로 부채 계정을 청산합니다. 어느 잉여 계정이 어느 부채 계정으로 이동하는지와
상환 순서를 지정합니다. 회사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차입할 자금 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 배당금, 보통주와 우선주 처리, 주식 발행 또는 재매입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대차일치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자금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다양한
유형의 자금이 있습니다.
•

배당금

•

자산

•

자기자본 감액

•

부채(장기 및 회전)

•

우선주

•

자기자본

배당금, 자산 및 자기자본 감액의 증가는 자금 사용이고 부채, 우선주 및 자기자본의 증가는 자금
소스입니다. 그 반대는 다양한 유형의 자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배당금, 자산, 자기자본 감액의
감소는 자금 소스이고 부채, 우선주, 자기자본의 감소는 자금 사용입니다.
대차일치 시 자금 잉여분이 있는 경우 모델은 대차일치를 위해 사용가능한 자금 사용을 찾습니다.
자금 부족분이 있는 경우 모델은 대차일치를 위해 사용가능한 자금 소스를 찾습니다.
대차일치가 성공하도록 보장하려면(필요한 경우) 모델이 최대값이 없으며 대차일치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 소스 또는 자금 사용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금 소스 및 사용을 각각 하나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템플리트에서 이러한 계정은 잉여 부채 및 잉여 유가 증권입니다.
자금 조달 옵션에 사용되는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금 조달 옵션 계정, 부채 계정의 유형 및
자산 계정의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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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조달 계정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자금 조달 계정의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자금 조달 방법을 설정합니다. 자금 조달 방법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표준 자금 조달 방법

•

타겟 자본 구조 자금 조달 방법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자금 조달 옵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략적 모델링에서 자금 조달 옵션 설정

자금 조달 계정의 옵션 설정
자금 조달 옵션을 설정하여 표준 또는 타겟 자본 구조 자금 조달 방법을 설정하기 전에 자금
조달 계정 정보를 파악합니다.
자금 조달 옵션을 사용하여 일부 계정의 유형을 변경하고 계정이 0 기반이거나, 최대값
제한이 없거나, 최소 자금 조달 요구사항이 있거나, 최소 변경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자금 조달 계정 속성을 파악합니다.
자금 조달 계정의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자금 조달 옵션을 누르고 자금 조달 옵션 페이지에서 설정 열기
(

3.

)를 누릅니다.

실제 대체가 자금조달 무효화를 선택하거나 지워서 데이터 입력 중에 ‘##’이 기능을
대체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

지움 - ‘##’이 계정 최대 금액을 대체합니다.

•

선택함 - '##'이 계정 잔액을 재정의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유형 열에서 셀을 눌러 부채 계정 및 하위계정의 계정 유형(장기 부채 또는
회전 부채)을 변경합니다.

5.

자금 조달 시퀀스가 시작되기 전에 0으로 설정할 계정에 대해 0 기반을 선택합니다.

6.

제한 없음 또는 최대값을 사용하여 충당하거나 수락할 계정에 대해 최대값 없음을
선택합니다.

7.

최소값 지정을 선택하여 이 자금 조달 항목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최소값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없는 경우 최소값은 0입니다.

8.

최소 변경에 자금 소스 또는 사용으로 이용하려면 필요한 계정 최소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소 변경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정이 자금 조달 잉여분 또는 부족분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파일의 기본 통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단위가
천 달러인 경우 10이 $10,000의 최소 변경을 반영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필요한 자금 조달 금액이 작은 경우 트랜잭션 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특정 자금 조달 항목은 대차일치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을 눌러 자금 조달 옵션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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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옵션을 설정한 후에는 자금 조달 방법을 설정합니다. 자금 조달 방법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자금 조달 방법 사용
표준 자금 조달 방법 또는 타겟 자본 구조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자금 조달 계정의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정의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금 조달 옵션 전략을 참조하십시오.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자금 조달 옵션을 누릅니다.

3.

사용할 자금 조달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방법은 표준입니다.
•

표준 자금 조달 방법은 자금 조달 범주(부채, 우선주 또는 보통주)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정에 현금 잉여분을 적용하고 현금 부족분을 충당하여 모든 자금 조달 계정 범주에서
통합된 자금 조달 우선순위 계획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정 특성과
부족분 조달 자금 또는 수령 현금 잉여분을 파악합니다.

•

타겟 자본 구조 자금 조달 방법은 자금 조달 계정 범주(부채, 자기자본, 우선주)에 따라 현금
잉여분을 적용합니다. 대상 레벨을 생성하고 자금 조달 범주의 순서에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대상 부채 구성 비율). 전략적 모델링는 각 범주의 대상 레벨을 계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잉여분을 각 범주의 부족분에 충당합니다.

다음에 현금 잉여분 적용 및 다음으로 현금 부족분 충당 열에 계정이 처리되는 순서가
표시됩니다.
각각의 자금 세트(현금 잉여분 및 현금 부족분) 내에는 다음과 같이 첫번째, 다음 및 마지막이
표시됩니다.
•

첫번째에는 0으로의 감소가 자금 사용(잉여분의 경우) 또는 소스(부족분의 경우)인 0 기반
계정이 나열됩니다.

•

다음에는 사용자가 추가한 계정이 나열됩니다.

•

마지막에는 잉여 계정이 나열됩니다.

4.

타겟 자본 구조를 선택한 경우 부채, 자기자본 또는 우선주 중에서 자금 조달 계정 범주를
선택합니다. 부채로 우선주 할당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우선주 계정은 부채이며 목록에서
우선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다음에 현금 잉여분 적용 및 현금 부족분 충당 섹션에서 다음 범주의 계정을 추가, 순서 재지정
또는 삭제하여 계정 처리 순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환 및 자금 조달 순서을
참조하십시오.
을 누르고, 계정을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

계정을 추가하려면

•

계정을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

계정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계정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또는

을 누릅니다.

6.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7.

계정 그룹에서 자금 조달 옵션을 선택하여 자금 조달 계정을 확인합니다.

8.

계산을 누릅니다.

9.

자금 조달 분석 보고서를 사용하여 자금 조달 전략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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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금 옵션]에서는 과거 기간 또는 실제 기간 동안의 자금 대차는 일치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으므로, 과거 기간 또는 실제 기간의 순 자금 흐름 소스(운용)(사용)
(v3040)는 0이 아닙니다.
[자금 옵션]은 과거 기간도 실제 기간도 아닌 모든 입력 기간의 대차를
일치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입력 예측 기간이라고 부르지만 대개 예측
기간인 곳에도 실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누계 또는 후행 기간의 입력을 사용하여 해당 값이 보간되기 때문에 입력
기간이 아닌 예측 리프 기간(합산 기간이 아님)이 있는 경우 [자금 옵션]은 해당
값이 도출되는 입력 기간 누계 또는 후행 기간 전의 마지막 기간인 경우가 아니면
이 기간의 대차를 일치시킵니다.

상환 및 자금 조달 순서
자금 조달 옵션 대화상자에서 다음에 현금 잉여분 적용 및 다음으로 현금 부족분 충당의 계정
순서를 재지정하여 현금 잉여분 또는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계정 사용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다음에 현금 잉여분
적용

순서

다음으로 현금 부족분
충당

첫번째

장기 부채(잉여)

첫번째

잉여 유가 증권

다음

선택된 기타 잉여분
계정

다음

선택된 기타 부족분
계정

마지막

잉여 유가 증권

마지막

장기 부채(잉여)

기본적으로 현금 잉여분에서는 잔액이 있는 경우 장기 부채(잉여)가 먼저 차감됩니다.
선택된 다른 잉여분 계정 차감 후 남은 자금은 잉여 유가 증권에 누적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부족분에서는 잉여 유가 증권이 먼저 조달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선택된 다른 자금 조달
계정이 해당 예측 한도까지 모두 사용된 후에도 현금 부족분이 남아 있는 경우 장기 부채
(잉여)가 모두 남은 현금 부족분에 충당됩니다.

주:
기본적으로 잉여 유가 증권은 다음에 현금 잉여분 적용 순서에서는 마지막이며
다음으로 현금 부족분 충당 순서에서는 첫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부채
(잉여)는 다음에 현금 잉여분 적용 순서에서는 첫번째이며 다음으로 현금 부족분
충당 순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전략적 모델링 모델로 데이터 임포트 정보
이제 플랫 파일에서 전략적 모델링 모델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임포트 작업
전략적 모델링 모델 페이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7-36

7장

모델 작업

데이터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을 엽니다.

2.

계정 뷰의 작업 메뉴에서 데이터 임포트를 누릅니다.
데이터 임포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임포트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주:
*.csv 형식만 지원됩니다.
4.

임포트를 누릅니다.
데이터 임포트 상태 대화상자가 표시되고 성공적으로 임포트된 행 수와 거부된 행 수를 거부
이유와 함께 보여 줍니다.

5.

성공적으로 임포트된 데이터가 새로고침되고 계정 뷰에 표시됩니다.

적합한 플랫 파일 형식
한 번에 최대 100,000개의 셀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셀이 100,000개가 넘게 포함된 파일을
임포트하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임포트하지 못한 행이 있는 경우 실패 로그를 Excel 파일로 익스포트하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머리글에서 허용되는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또는 측정항목 (필수) - 계정 키입니다. 예를 들어 "v1080:010" 또는 "v1000:020|Laptops|
North"(계정에 사용자정의 차원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

시나리오(필수) - 데이터를 임포트할 시나리오의 이름입니다.

•

값(선택사항) - 지정하지 않은 출력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경우 “input” 또는 “output”입니다.

•

기간(필수) - 예를 들어 “2017” 또는 “Q419”입니다.

주:
머리글 항목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필수 머리글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머리글 검증에 실패합니다. 모델의 기본 단위(일 단위, 천 단위, 백만 단위 등)에 관계없이
임포트하는 .csv 파일에는 일 단위로 표시된 값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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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업
기본 제공 보고서나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빌드된 사용자정의 보고서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표 7-5

보고서 작업

태스크

설명

추가 정보

기본 제공 보고서로 작업합니다. 보고서 검토
기본 제공 보고서는 템플리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계정 보기
사용자정의 보고서로
작업합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Smart View에서 보고서를 생성
및 사용자정의하고 웹의 전략적
모델링에서 사용하기 위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

보고서 검토
Smart View에서 전략적

모델링 작업

Smart View를 사용하여
Oracle Hyperion Strategic
Finance에서 전략적
모델링으로 보고서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검토
보고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을 누른 후 모델을 엽니다. 모델이 계정 보기에서

1.

홈 페이지에서 모델(
열립니다.

2.

모델을 변경한 경우 계산을 누릅니다.

3.

기본 제공 보고서를 검토하려면 가로 탭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검토하려면 사용자정의 보고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5.

선택적으로 시나리오 목록에서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한 후 새로고침(

)를 누르고 가로 탭에서
)을 누릅니다.

시나리오 롤업 생성 및 실행
시나리오 롤업을 생성하면 분석을 위해 상위 엔티티로 데이터를 롤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지역 등의 여러 모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기 쉽도록 지리적 지역을 상위 레벨로 롤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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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 정보
비즈니스 케이스는 하위 노드가 상위 멤버에 롤업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정의하려면 롤업 중에
데이터를 상위 모델로 롤업하는 데 사용할 시나리오를 선택한 후 모델 특성을 정의합니다. 다른
비즈니스 케이스를 사용하고 다른 모델 특성을 가진 다른 시나리오 롤업을 정의하여 이러한 다른
비즈니스 케이스가 보다 글로벌한 롤업 레벨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롤업 생성 및 실행 개요
시나리오 롤업을 생성하고 실행하려면 다음의 전체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시나리오 롤업을 생성하고 시나리오 롤업 구조를 빌드합니다. 시나리오 롤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비즈니스 케이스를 하나 이상 생성하고 지정합니다. 시나리오 롤업의 비즈니스 케이스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3.

모델 특성을 정의합니다. 모델 특성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4.

시나리오 롤업을 실행합니다. 시나리오 롤업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비디오 자료

목표
시나리오 롤업 생성 및 실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에서
전략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모델 통합

시나리오 롤업 생성
새 시나리오 롤업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시나리오 롤업(

2.

추가를 누르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작업(

4.

)을 누릅니다.

) 메뉴에서 열기를 눌러 시나리오 롤업 구조 빌드를 시작합니다.

을 눌러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 모델을 추가합니다.

5.

사용가능한 모델 목록에서 모델을 시나리오 롤업 구조로 끌어서 놓습니다.

6.

모델을 더 추가하려면 사용가능한 모델 목록에서 시나리오 롤업 구조의 원하는 위치로 모델을
끌어서 놓으십시오.

7.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서 모델을 삭제하려면 모델을 선택하고 작업(
) 메뉴에서 모델 제거를
누릅니다. 선택한 모델 및 모든 해당 1차 하위와 비즈니스 케이스가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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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모델 계층을 기반으로 새 시나리오 롤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에서 변환할
모델의 작업( ) 메뉴에 있는 시나리오 롤업으로 변환을 누르고 시나리오 롤업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한 모델 및 해당 1차 하위 모델이 계층 구조가 동일한
시나리오 롤업으로 변환됩니다.
이미 실행한 시나리오 롤업을 삭제할 경우 구조에 있는 모든 모델에서 연계된 비즈니스
케이스가 삭제됩니다.
시나리오 롤업 구조를 생성한 후에는 1차 하위 노드 데이터가 상위로 롤업되는 방식을
정의하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롤업의 비즈니스 케이스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적합한 시나리오 롤업 구조 정보
시나리오 롤업 구조가 적합하도록 하려면 시나리오 롤업 실패 원인이 되는 다음 조건을
피하십시오.
•

회계 연도가 일치하지 않음

•

하위 기간이 상위 멤버에 있지만 하위 멤버에는 없음

•

상위 멤버에 있는 거래 기간과 일치하는 거래 기간이 하위 멤버에 없음

다음 조건은 시나리오 롤업 실행이 중지되도록 하지는 않으나 의미 없는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상위 멤버에 없는 연도가 하위 멤버에 있음

•

상위 및 하위 멤버에 서로 다른 과거 경계가 있음

•

상위 및 하위 멤버에 일치하는 기간이 있지만 기간의 일수가 동일하지 않음

•

실제 기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

•

사용자 정의 차원이 호환되지 않음

•

상위 및 하위 멤버에서 연도의 월수 또는 주수가 서로 다르거나 연말 일자가 서로 다름

•

하위 멤버보다 많은 시간 정보가 포함된 기간이 상위 멤버에 있음(예: 상위 멤버에 월이
있지만 하위 멤버에는 연도만 있음)

시나리오 롤업의 비즈니스 케이스 정의
시나리오 롤업 구조를 빌드한 후에는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생성하여 시나리오
롤업 정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는 하위 노드가 상위 멤버에 롤업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새 비즈니스 케이스 추가를 누릅니다.

2.

비즈니스 케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3.

기여할 리프 노드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 롤업 중 상위 모델로 데이터를 롤업하기 위해
이 구조의 리프 노드에 사용할 기본 시나리오를 선택한 후 추가를 누릅니다.
시나리오 열의 시나리오 롤업 트리 구조 목록에서 개별 리프 노드와 연계된 시나리오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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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케이스가 추가되고 현재 활성 비즈니스 케이스가 됩니다.
4.

비즈니스 케이스를 더 추가하려면 비즈니스 케이스 옆에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 이름을 누르고
비즈니스 케이스 추가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본 시나리오를 반영하거나 다른 모델
특성을 가진 비즈니스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롤업 중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모델을 제외하지만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는 유지하려면 모델을
) 메뉴에서 모델 제외를 누르고, 상위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제외할 것인지
선택하고, 작업(
모든 상위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제외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상위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모델을
제외하면 모델 이름 옆에 [제외됨]이 표시됩니다. 모든 상위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모델을
제외하면 모델 이름 옆에 [모두에서 제외됨]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롤업에 대한 가산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는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비율과 가격/수량 관계 등의 비통화 계정을 시나리오 롤업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6.

비즈니스 케이스를 제거하려면 비즈니스 케이스 목록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선택하고 작업
(

) 메뉴에서 비즈니스 케이스 제거를 누릅니다.

주:
사용자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도 작업하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사항을 가져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를 추가한 후 모델 특성을 정의하여 비즈니스 케이스를 추가로 정의합니다. 모델
특성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특성 정의
시나리오 롤업에 모델을 추가하고 비즈니스 케이스를 추가한 후에는 모델 특성을 정의하여
시나리오 롤업을 추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모델 특성을 정의하려면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작업(
) 메뉴에서 모델
특성을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속성은 모델이 시나리오 롤업 구조의 1차 하위인지 상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하위 레벨 모델에 대한 모델 특성을 지정하려면 하위 모델 속성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상위 레벨 모델에 대한 모델 특성을 지정하려면 상위 모델 속성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 있는 중간 노드의 경우 1차 하위 및 상위 특성 둘 다 정의합니다.

하위 모델 속성 지정
하위 모델 속성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사용된 방법에서 엔티티를 상위에 롤업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원가, 지분 또는 소주주 지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하위계정 구조가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

전체 시나리오 롤업—모든 계정의 100%를 롤업하려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

원가 - 회사의 투자 금액이 20% 미만이고 이 수치가 최소 1년 동안 유지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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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 회사의 투자 금액이 20% 이상 50% 미만이고 이 수치가 최소 1년 동안
유지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단위 값은 자회사 배당금 및 투자
이익 계정에 롤업되어 상위 멤버의 투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수 지분 - 투자 금액이 회사 주식의 50% - 100% 사이인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에서도 출력 값을 롤업합니다. 비즈니스 단위의 100%가
롤업되지만 이러한 계산은 비즈니스 외부의 이자를 인식합니다.

각 방법에 사용되는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mart View에서 전략적 모델링 작업
에서 " 데이터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2.

방법에 대해 지분을 지정한 경우 대상 하위계정에서 하위 엔티티의 값을 받는
하위계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상위 엔티티의 v2420 계정이 하위계정을 포함하도록 설정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v2420의 계산이 있습니다. v2420에 하위 계정이 있는 경우
1차 하위 구성요소 엔티티 값을 받는 하위 계정을 지정합니다.

3.

방법에 대해 지분을 지정한 경우 지분 그룹에서 계정 그룹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계정 그룹은 상위로 롤업됩니다.

4.

소유권에서 롤업할 엔티티 퍼센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차 하위 엔티티의 첫번째 예측 기간 판매가 $200이고 소유권이 100%
이면 $200가 롤업됩니다. 소유권이 80%이면 $160가 롤업됩니다.

5.

상위로 롤업할 기간에서 시나리오 롤업이 실행될 시작 기간 및 종료 기간을 지정합니다.
기간 범위는 롤업된 상위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 기간 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

파일의 첫번째 기간 - 모델의 첫번째 기간 시작 시점을 롤업합니다.

•

<거래 기간> - 거래 기간의 시작 시점을 롤업합니다(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기간에서 정의됨).

•

잔존 가치 기간 - 모델의 마지막 기간을 사용합니다. 또는 하위 및 상위 멤버 간에
종료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잔존 가치 기간이 계산됩니다.

적용을 눌러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 있는 이 노드의 변경사항을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케이스에 적용합니다. 모두 적용을 눌러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 있는 이 노드의
변경사항을 이 노드의 모든 비즈니스 케이스에 적용합니다.

상위 모델 속성 지정
상위 모델 속성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해당하는 경우 기여 시나리오의 입력 전용 시나리오 목록에서 상위로 롤업하지
않으려는 계정을 포함하는 입력 전용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상위 모델의 모든 입력
전용 시나리오가 나열됩니다.
중첩된 시나리오 롤업의 중간 레벨에 있는 상위 모델의 입력 전용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 지정된 계정의 1차 하위에서 값을 가져오는 대신, 상위 노드에서
시나리오 롤업에 데이터 값을 기여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시나리오 롤업의 입력 전용 시나리오 사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제거 그룹 기준에서 제거 그룹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제거 그룹은 시나리오 롤업에서
제거할 계정을 정의합니다. 현재 모델 또는 1차 하위 모델을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제거
그룹에서 시나리오 롤업으로부터 제거할 계정 그룹을 선택합니다.
처리 중에는 제거되는 계정이 시나리오 롤업 상위에서 0으로 설정됩니다.

3.

데이터 보존에서 롤업되지 않는 기간에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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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데이터 보존하지 않음—롤업되지 않는 기간의 데이터를 차단하여 값을 0으로 만듭니다.

•

입력 보존 - 입력 셀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재계산됩니다. 입력 보존은 롤업이 계산된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v5000 자본 비용(Kw), v5005 장기 자본 비용(%), v5300
자기자본 비용(Ke), v5305 장기 자기자본 비용(%), v5700 경제적 이익 PROC(%), v5705
장기 필수 수익률(%) 등의 입력 계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롤업에서 이러한
계정의 값을 보존하려면 시나리오 롤업에 사용되는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 추가합니다.

•

출력 보존 - 출력 셀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재계산됩니다.

적용을 눌러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 있는 이 노드의 변경사항을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케이스에
적용합니다. 모두 적용을 눌러 시나리오 롤업 구조에 있는 이 노드의 변경사항을 이 노드의
모든 비즈니스 케이스에 적용합니다.

시나리오 롤업의 입력 전용 시나리오 사용 정보
모델에 입력 전용 시나리오를 생성했으며 해당 모델이 시나리오 롤업의 상위 모델인 경우 시나리오
롤업에 대한 상위 모델 속성을 정의할 때 입력 전용 시나리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롤업을 실행할 때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 지정된 계정의 경우 1차 하위에서 값을 가져오는 대신 상위
노드에서 시나리오 롤업에 데이터 값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 대한 파이낸싱을 정의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한다고 가정합니다.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단위(1차 하위) 레벨이 아닌 상위 레벨에서 정의됩니다. 상위 모델의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서 비즈니스 계획 파이낸싱에 제공할 데이터가 있는 계정을 정의합니다. 다양한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 데이터 버전이 두 개 이상일 수 있으며, 시나리오 롤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에 다양한 입력 전용 시나리오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롤업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의
다양한 재무 옵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무 데이터는 항상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 지정된 계정에 대한 시나리오 롤업 중에 상위 모델에서 제공합니다.
상위 모델에 입력 전용 시나리오가 둘 이상 있는 경우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낸싱 시나리오를 모델링 중이지만 운영 시나리오도 모델링하려는 경우 각기 다른 계정에 값을
입력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다양한 결과 세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
시나리오 롤업의 상위에 대해 입력 전용 시나리오를 두 개 이상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각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롤업의 다른 계정에 기여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전용 시나리오 정보:
•

출력 값이 없으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멤버로 선택된 계정에 대한 입력 값만 포함합니다.

•

시나리오 롤업의 비즈니스 케이스에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즈니스 사례에
여러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롤업 시 기여하는 입력 전용 시나리오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로 데이터 값 및 예측 방법이
정적으로 복사되므로 시나리오 롤업을 실행할 때마다 원래 소스에서 데이터가 새로고쳐집니다.

•

기여된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값 롤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멤버 계정을 정의합니다.

시나리오 롤업 실행
시나리오 롤업 구조, 비즈니스 케이스, 모델 특성(선택사항)을 정의한 후에는 시나리오 롤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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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롤업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나리오 롤업에서 시나리오 롤업을 선택하고 작업 메뉴(
)에서 실행 또는 데이터
실행 및 푸시를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롤업 시 실행을 선택한, 시나리오 롤업과 연계된 데이터 맵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데이터 실행 및 푸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롤업할 비즈니스 케이스를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모두를 눌러 모든 비즈니스 케이스를
롤업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선택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3.

데이터 실행 및 푸시를 선택한 경우 시나리오 롤업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 소스의 데이터
맵을 모두 실행하려면 시나리오 롤업 전에 외부 소스의 데이터 맵 실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모델 또는 시나리오 롤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모델의 데이터가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푸시되어 업데이트된 후 시나리오 롤업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시나리오 롤업과 연계된 외부 소스의 데이터 맵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실행을 누릅니다.

시나리오 롤업이 작업 콘솔에 제출되며, 작업 콘솔에서는 시나리오 롤업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릅니다. 시나리오 롤업
프로세스에 데이터 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나리오 롤업 작업에 대한 1차 하위 작업으로
표시됩니다.
시나리오 롤업이 완료되면 상위 모델을 열고 1차 하위 모델에서 롤업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7-44

A
전략적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한 확률 분포 설명
이 부록에서는 전략적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확률
및 확률 분포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각각의 불확실한 입력에 대해 확률 분포를 사용하여 가능한 값을 정의합니다.
선택하는 분포 유형은 입력을 둘러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뮬레이션은 확률 분포에서
불확실한 입력의 값을 반복하여 선택하고 해당 값을 사용하여 모델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많은 모델
시나리오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확률 분포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해당 입력을 평가합니다. 이 입력을 둘러싼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에서 불확실한 입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을 검토합니다. 이 부록에서는 각 분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분포의
기초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분포를 검토할 때 해당 입력에 대해 나열된 조건을
제공하는 분포를 찾습니다.

3.

분포 조건이 입력 조건과 일치하며 해당 입력의 특징을 나타내는 분포를 선택합니다.

정규

정규 분포에서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 수익률이나 인플레이션 비율, 통화 변동과 같은 많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의사 결정자는 정규 분포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비율이나 정기적인 자산 수익률과 같은 불확실한
입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

평균

•

표준 편차

주:
정규 분포 값 중에서 대략 68%는 평균 양쪽의 1 표준 편차 내에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값의 평균 제곱 거리 제곱근입니다.
조건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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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이 최고가능성 값입니다.

•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

평균에서 멀어지지 않고 평균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삼각

삼각 분포에서는 최소값, 최대값 및 최고가능성 값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최소값 및 최대값은 확률이 0이므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예상, 재고 수, 마케팅 비용 등 상황에서 데이터가 제한된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매출이 최소값, 최대값 및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여 주는 경우 주당 자동차
판매 대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

최소값

•

최고가능성

•

최대값

조건
삼각 분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

최소값과 최대값이 고정됩니다.

•

이 범위에 최고가능성 값이 있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삼각형을 생성합니다.

균일

균일 분포에서는 최소값, 최대값 및 모든 값의 발생 가능성이 같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개변수
•

최소값

•

최대값

조건
균일 분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

최소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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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범위 내 모든 값의 발생 가능성이 동일합니다.

로그 정규

로그 정규 분포에서는 자산 및 보안 가격과 같이 값이 정적 편포를 이루는 많은 상황(대부분의 값이
최소값에 가깝게 발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수량은 값이 0 아래로 떨어질 수 없으나 제한
없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나타냅니다.
매개변수
•

위치

•

평균

•

표준 편차

주:
로그 정규 분포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 로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 이러한 로그 매개변수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시 데이터에서 직접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올바른 로그 정규 분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건
로그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

상한 및 하한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불확실한 입력이 위치 매개변수 값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

분포가 정적 편포이며 대부분의 값이 하한 근처에 있습니다.

•

분포의 자연 로그가 정규 분포입니다.

BetaPERT

BetaPERT 분포에서는 태스크 기간 및 비용에 확률을 지정하기 위해 프로젝트 위험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삼각 분포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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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샘플링 방법

최소값, 최대값 및 최고가능성 값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이터가 제한된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매출이 최소값, 최대값 및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여 주는 경우 주당 자동차 판매 대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

최소값

•

최고가능성

•

최대값

조건
betaPERT 분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

최소값과 최대값이 고정됩니다.

•

이 범위에 최고가능성 값이 있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삼각형을 생성합니다.
betaPERT는 기본 삼각형에 평활 곡선을 생성합니다.

예-아니요

예-아니요 분포에서는 예 또는 아니요, 성공 또는 실패, True 또는 False와 같이 두 값 중
하나에만 해당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개변수 - 예에 해당할 확률입니다.
조건
예-아니요 분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

각 시행에서는 성공 또는 실패와 같은 두 개의 결과만 가능합니다. 무작위 입력에 두 값
(예: 0 및 1) 중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평균은 p이거나 확률(0 < p < 1)입니다.

•

시행은 독립적입니다. 확률이 시행 간에 동일합니다.

시뮬레이션 샘플링 방법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때마다 샘플링 방법은 모델의 각 가정에 대해 무작위 값을 선택합니다.
전략적 모델링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음 샘플링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Monte Carlo - 각 가정의 정의된 분포에서 임의의 값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

Latin Hypercube - 각 가정의 정의된 분포에서 무작위로 값을 선택하고 균일하게
분산합니다.

A-4

부록 A

시뮬레이션 샘플링 방법

Monte Carlo 샘플링
Monte Carlo 시뮬레이션에서는 무작위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확실한 변수 값을 생성하여 모델을
시뮬레이트합니다. 각 가정의 확률 분포 값은 무작위이며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즉, 하나의 시행에
대해 선택된 무작위 값은 생성된 다음 무작위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은 카지노에서 룰렛, 주사위, 슬롯 머신 등 모두 무작위 동작을 보이는 확률
게임을 하는 모나코의 몬테카를로(Monte Carlo)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러한 무작위 동작은 Monte Carlo 시뮬레이션에서 무작위로 변수 값을 선택하여 모델을
시뮬레이트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주사위를 굴리면 1, 2, 3, 4, 5, 6 중의 하나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특정 시행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값의 범위를 알고 특정 시점이나
이벤트에 대한 값(예: 이자율, 필요 인원, 주가, 재고, 분당 전화 통화 수)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변수와 동일합니다.
Monte Carlo 샘플링을 사용하는 경우 분포의 진정한 모양에 접근하려면 Latin Hypercube보다 더
많이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Monte Carlo 샘플링을 사용하여 모델에 대한 실제 가정 시나리오를 시뮬레이트합니다.
Latin Hypercube 샘플링
Latin Hypercube 샘플링은 각 가정의 확률 분포를 각각 같은 확률의 겹치지 않는 세그먼트로
나눕니다.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Latin Hypercube는 세그먼트의 확률 분포에 따라 각 세그먼트의
무작위 가정 값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값 컬렉션이 Latin Hypercube 샘플을 구성합니다. 각
세그먼트를 정확히 한 번 샘플링한 후에는 시뮬레이션이 중지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Latin Hypercube 샘플링은 전체 범위의 분포가 보다 균일하고 일관되게 샘플링되므로 시뮬레이션
통계를 계산하는 경우 대개 일반 Monte Carlo 샘플링보다 더 정확합니다. Latin Hypercube
샘플링을 사용하면 더 적은 횟수만 시행해도 Monte Carlo 샘플링과 동일한 레벨의 통계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샘플링된 세그먼트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추가 메모리에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하면
이러한 추가 오버헤드는 사소한 수준입니다.)
주로 시뮬레이션 통계의 정확도에 관심이 많은 경우 Latin Hypercube 샘플링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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