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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Reporting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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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가이드는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유지관리하는 관리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Tax Reporting은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구현을 위한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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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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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금 계산에서 Tax Reporting은 지원 스케줄이 담긴 분개 입력 및 초안 법인세 재무제표 공개
자료를 생성합니다. 지원 스케줄은 재무제표에 대한 법인세 각주에 요구되는 공개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 외국 및 국내 엔티티의 세전 수익

• 현재 및 이연 세금 비용별 연결 법인세 준비금

• 연결 및 법정 유효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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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개요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 시작.

법인세 준비금 프로세스
Tax Reporting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연 누계 수치를 기반으로 완전한 법인세 준비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준비금 프로세스는 법인 레벨에서 원하는 보고 표준(예: US GAAP 또는 IFRS) 및
현지 통화로 시작합니다.

다음 순서도에는 Tax Reporting 법인세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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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관리자가 법인별 시산표 데이터를 Tax Reporting으로
임포트합니다.

데이터가 로드되면 관리자가 세금 자동화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준비금 스케줄을 로드하고
시산표의 데이터(예: 세전 순이익, 선택된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로 채웁니다.

세금 자동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사전 빌드된 데이터 양식을 사용하거나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제출하여 나머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율

• 세전 수익 조정 또는 재분류 비자동화 금액

•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비자동화 금액

• 추가 준비금 항목

• 발생 이익 금액

• 세금 계정 롤포워드의 수동 활동(예: 지불, 환급, 재분류)

• 시산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예: 식사 및 접대에 포함된 여행 경비)를 제거하기 위한
자동화 금액에 대한 조정

자동화 및 수동 금액이 입력되면 시스템에서 다음을 계산합니다.

• 당기 준비금

• 이연 준비금

•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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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계정 롤포워드

• 보고 통화 및 현지 통화로 유효 세율 조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가능한 양식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준비금

•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

•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

• 유효 세율 조정 - 연결

• 유효 세율 조정 - 법정

• 세금 계정 롤포워드

• 세금 분개 입력(Smart View 사용, 세금 계정 롤포워드 기반)

• 세금 각주(Smart View 사용, 당기 준비금 및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 기준)

먼저 수행할 태스크
Tax Reporting을 사용하여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에 이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가이드의 내용을
숙지합니다. 사용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가이드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EPM Cloud
구성요소 관련 작업"에 있는 브라우저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아카데미에 액세스하여 다음과 같은 비디오를 보고 Tax Reporting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개요: Tax Reporting Cloud 시작

– 개요: Tax Reporting Cloud 둘러보기

– Oracle Tax Reporting Cloud에서 세금 보고 애플리케이션 생성

– 개요: 세금 보고 애플리케이션 구성

– 개요: Tax Reporting Cloud의 보안 이해

– 개요: Tax Reporting Cloud에서 메타데이터 작업

– 개요: Tax Reporting Cloud에서 데이터 로드

– Tax Reporting Cloud의 엔티티 및 관할권 구성

– Tax Reporting Cloud의 영구적 차이 구성

– Tax Reporting Cloud의 일시적 차이 구성

– 개요: Tax Reporting Cloud의 보충 데이터

– 개요: Oracle EPM Cloud를 통한 국가별 보고.

관리자의 경우:

다음 추가 기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1장
먼저 수행할 태스크

1-3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8176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7783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8828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8864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21585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8823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8866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9399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9910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21291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19025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20093


• 일별 백업 및 유지관리 시간 작업을 확인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에서 "유지관리 스냅샷을 사용하여 환경
백업 및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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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자를 생성하고 역할을 지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에서 "EPM Cloud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 준비 정보 검토: 각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Tax
Reporting용 Oracle Cloud 준비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 Customer Connect 가입: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을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Oracle
애플리케이션 Customer Connect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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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리케이션 생성

관련 항목

•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

• 애플리케이션 생성 워크플로우

• 애플리케이션 생성

•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 관할권 및 엔티티 구성

• 애플리케이션 제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Tax Reporting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여 데이터, 차원 및 양식을
관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환경당 하나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권한부여된 서비스 관리자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태스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차원 및 멤버의 생성, 편집 또는 제거와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

•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설정을 구성하여 표시 및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ERP 또는
재무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기존 메타데이터 저장소에서 사전 형식 지정된
메타데이터 플랫 파일을 로드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차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관리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다음 탭을 선택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개요 탭

• 애플리케이션 큐브

• 애플리케이션 차원

• 애플리케이션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애플리케이션 개요 탭
애플리케이션 개요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속성 및 통계(예: 애플리케이션의 태스크, 데이터 항목,
규칙 및 승인 단위 수와 연계된 큐브)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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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큐브

큐브 탭에는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큐브의 이름 및 유형을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에는 세 개의 큐브가 있습니다.

• 연결 - 연결

• 세율 - 외화 환율

• CbCR -- 국가별

• Config – 구성

애플리케이션 차원

차원 탭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차원과 다음 속성이 표시됩니다.

• 큐브 드롭다운 목록에서 표시할 큐브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모든 큐브의
차원을 표시합니다.

• 차원 유형 및 이름

• 순서

• 밀집 차원 -- 계정 차원만 밀집으로 설정되며, 이러한 설정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차원은 희소로 설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데이터 소스 차원의 성능 설정 변경에
요약된 대로 데이터 소스 차원의 성능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순서

• 수정은 차원을 최종 수정한 사용자 및 수정 일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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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활동 보고서
활동 보고서는 마지막 자동 유지관리 기간 이후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한 요약과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일 자동으로 생성되는 활동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사용자 요청 및 계산 스크립트를 식별하여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일, 매시간, 지난 7일 및 지난 30일 동안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사용자 수 등의 사용자
정보

• 완료하는 데 10초 이상 걸린 요청의 백분율

• 기간별 요청 등급

• 완료하는 데 10초 이상 걸린 요청의 순위

•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변경 수

주:

애플리케이션 활동 보고서에서는 관리자의 시간대를 사용하며, 시간대는 [유지 관리 창]
화면에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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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로그 정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액세스한 IP 주소 및 수행된 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 로그는 매일 생성됩니다.
액세스 로그에는 날짜 및 시간, 사용자가 액세스한 리소스, 사용자 활동 기간,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연결할 때 사용한 IP 주소,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수행한
작업 등을 비롯한 Financial Reporting 활동이 표시됩니다.

활동 보고서를 보고 접근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르고 활동 보고서 탭을 누릅니다.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 보존 정책
Oracle은 최근 60일간의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만 보존합니다.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downloadfile EPM Automate Utility 명령을 사용하여

아웃박스의 활동 보고서 및 액세스 로그를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에서 명령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활동 보고서 보기 및 접근 로그 다운로드
활동 보고서를 보고 액세스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활동 보고서 순으로 누릅니다.

2.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활동 보고서를 열려면,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는 날짜를 나타내는 행의 활동 보고서
아래에 있는 보기를 누릅니다.

• 액세스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면,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는 날짜를 나타내는 행의
액세스 로그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자동화
활동 보고서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감사하고 하루 중 발생했을 수 있는 서비스 이슈를
진단하는 유용한 툴입니다. 또한 보고서를 사용하여 사용 및 성능을 과거 보고서에 제공된
사용 및 성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Oracle에서는 사전 설정된 스케줄에 따라 활동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시나리오 11: 로컬 컴퓨터로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자동화

• 스크립트 실행 자동화

• EPM Automate Utility 설치

• EPM Automate 유틸리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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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고서 보기 및 접근 로그 다운로드
활동 보고서를 보고 액세스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활동 보고서 순으로 누릅니다.

2.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활동 보고서를 열려면,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는 날짜를 나타내는 행의 활동 보고서 아래에
있는 보기를 누릅니다.

• 액세스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면,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는 날짜를 나타내는 행의 액세스 로그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 사용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를 사용하여 서버/인박스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서버에서 로컬 컴퓨터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에 있는 파일을 보고 파일을 사용하여
임포트 및 익스포트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름별로 필터링하고 목록을 새로고친 다음
서버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에서 파일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에서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파일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필터 아이콘 을 누르고 이름을 입력한 후 적용을
누릅니다.

4. 선택사항: 파일 목록을 새로고치려면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에서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3.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에서 업로드를 누릅니다.

4. 파일 업로드 박스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파일 덮어쓰기를 누릅니다.

6. 파일 업로드를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용가능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요구사항 세트를 생성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 보안 구성요소가 설정되었습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에서 사용자 및 역할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 한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서비스 관리자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관련 항목:

액세스 제어 개요, 그룹 관리 및 한 사용자를 여러 그룹에 지정에 대한 정보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Access Control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2장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

2-5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cgsad/4_managing_epm_cloud_users_roles_heading.html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pappm/launch.html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pappm/managing_groups.html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pappm/assign_users_multi_groups.html


애플리케이션 생성 워크플로우

표 2-1    애플리케이션 생성 워크플로우

태스크 설명 참조

애플리케이션
생성

애플리케이션 생성 애플리케이션 생성

애플리케이션

설정 구성
다음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구성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 숫자 형식 지정

• 승인 구성

• 통지 설정

• 보고 통화 설정

• 일자 및 시간 표시 설정

• 별칭 설정

• 데이터베이스 옵션 새로고침
선택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설정 관리 참조

메타데이터
임포트

메타데이터 임포트

세금 자동화
실행

세금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기

데이터 임포트 로드 파일의 애플리케이션에

차원과 해당 멤버를 로드합니다.
데이터 임포트

보안 지정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에서 사용자 및
역할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롤오버 롤오버 및 구성 복사 수행

애플리케이션 생성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국가 및 지역 레벨에서 당기 및 이연 법인세를
계산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일 환경에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범위를 고려하십시오. 포함할 데이터와 데이터 구성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시작 및 종료 연도를 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설정 중 선택하는 옵션에 대해 사전 빌드된 콘텐츠로 생성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양식 및 계산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 연도 수 및 주요 통화를 정의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수동으로 또는 플랫 파일을 사용하여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은 사전 로드된 샘플 메타데이터,
데이터 및 관련 아티팩트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즉시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거나
계산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Tax Reporting의 기능 및 성능을 살펴보고 양식 및 작업을 익히고 준비가 되면
샘플을 참조로 사용하여 고유한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쉽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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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샘플 애플리케이션 옵션은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orkspace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시작 및 종료 연도를 정의하고 기본 애플리케이션
통화를 선택한 후 사용으로 설정할 기능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단계에서 다음 필수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다중 소스 데이터 입력 추적 - 보충 데이터 및 관리형 데이터

• 내부거래 - 내부거래 데이터 및 내부거래 제거 추적

• 보고 표준 - 멀티 GAAP 보고

다음 추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인식되지 않은 이연 법인세(DTNR)를 계산하고 연결 유효 세율(CETR)을 IFRS 형식으로
보고하려면 IFRS를 선택하십시오.

• CbCR(CBC 데이터 항목, 요약 테이블, 제출 보고서) - 이전 가격책정 전략의 결과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을 계산하려는 경우.

• 임시 준비금 - 임시 준비금을 사용하여 연간 예상 유효 세율("AEETR")과 개별 세액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하기 위해 임시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각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의 세전 순이익에 대한 평균 외국 통화 환산을
계산할 수 있는 가중 평균

• 소유권 관리를 사용하면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별로 각 엔티티 상위/하위 조합에 소유권
백분율 및 연결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기능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뀐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에 선택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는 사용
안함으로 다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동적 계산 관할권은 기능 사용 화면에서만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생성에 대한 다음 개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Oracle Tax Reporting Cloud에서
세금 보고 애플리케이션 생성.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인스턴스에 대해 제공된 URL을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자로 Tax Reporting에 로그온합니다.

2. Tax Reporting 화면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아래의 시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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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플리케이션 생성: 일반에서 새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애플리케이션 생성: 세부정보에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a. 기간 및 연도에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할 기간을 검토합니다:

• 12개월 기간(P1-P12)

• 기본 RTA 기간(P13) - 발생 이익

• 기본 감사 기간(P14)

이러한 값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b. 시작 및 종료 연도에서 필요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c. 통화에서 보고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통화를 선택합니다.

d. 기본적으로 다중 통화 옵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복수 통화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예 확인란을 선택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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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중 통화는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 다음을 누릅니다.

 

 

5. 애플리케이션 생성: 기능에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선택적 기능마다 사용을 누릅니다.

• 애플리케이션의 IFRS 보고 표준을 선택합니다. 다음 기능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 세금 관련 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액을 P&L 금액 또는 비P&L 금액으로 입력하려는 경우.

– 총 법인세 준비금에 대한 국가별/지역별 ETR을 계산하려면 연결 유효 세율 조정. 연결
유효 세율 조정을 선택하면 다음 양식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비율

* 엔티티 CETR IFRS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계정을 표시하는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 이전 가격책정 전략의 결과로 위험을 평가하는 분석을 계산하기 위해 CbC 보고를
사용하려면 CbCR을 선택합니다.

• 중간 준비금을 사용하여 연간 예상 유효 세율("AEETR")과 개별 세액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하기 위해 중간 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중간 준비금을
선택하십시오.

•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각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의 세전 순이익에 대한 평균 외국 통화
환산을 계산하려면 가중 평균을 선택하십시오.

• 소유권 관리를 선택하면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별로 각 엔티티 상위/하위 조합에
소유권 백분율 및 연결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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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유권 관리가 선택된 경우 데이터 소스 차원이 "희소"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설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려면 데이터
소스 차원의 성능 설정 변경으로 이동합니다.

 

 

6. 다음을 누릅니다.

7. 애플리케이션 생성: 검토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조 및 기능의 모든 항목을 검토합니다.
기능 아래에 필수 기능이 표시됩니다. IFRS, CbCR, 임시 준비금, 가중 평균 및 소유권
관리는 해당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8. 모든 항목이 올바르면 생성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이 작업은 몇 분이 소요되므로
애플리케이션 생성 성공 상태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브라우저 창을 닫지 마십시오.

생성 중 선택한 옵션에 따라 표준 차원 및 메타데이터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됩니다.

9. 완료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홈 페이지에서 고유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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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Tax Reporting에는 사전 로드된 메타데이터, 데이터 및 관련 아티팩트를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시도하고
테스트하여 Tax Reporting의 기능 및 성능을 살펴본 다음에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참조로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로 고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더욱 쉽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주:

샘플 애플리케이션 옵션은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orkspace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단계에서 다음 필수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다중 소스 데이터 입력 추적 - 보충 데이터 및 관리형 데이터

• 내부거래 - 내부거래 데이터 및 내부거래 제거 추적

• 보고 표준 - 멀티 GAAP 보고

• 다음 기능을 비롯한 애플리케이션용 IFRS 보고 표준:

–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 연결 유효 세율 조정

• CbC(국가별 보고)에서는 이전 가격책정 전략의 결과로 위험 평가 분석을 계산하는 전체
테이블 1, 2, 3을 제공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에 IFRS 또는 CbC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에 설명된
대로 해당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한 상태로 새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을 참조하여
기능을 사용하게 설정하십시오.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인스턴스에 대해 제공된 URL을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자로 Tax Reporting에 로그온합니다.

2. Tax Reporting 화면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아래의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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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샘플 애플리케이션 생성 화면에서 다음의 각 역할에 대해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고급 사용자 --샘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고급 사용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고급 사용자에게 명시적 고급 사용자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엔티티에 대해 세금
자동화를 실행하고 엔티티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리자 --샘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 역할은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모든 엔티티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

사용자에게 서비스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 역할이 모두 지정된 경우에도
고급 사용자 및 서비스 관리자 역할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각 역할을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지정해야 합니다.

 

 

4. 확인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생성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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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완료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브라우저 창을 닫지 마십시오.

5. 완료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홈 페이지에서 고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탐색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보고 및 다른 선택적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는 사용 안함으로 다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능을 제거하려면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사용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구성 화면에서 기능 사용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기능을 하나 이상 선택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용 IFRS 보고 표준. 다음 기능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 세금 관련 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액을 P&L 금액 또는 비P&L 금액으로 입력하려는 경우.

– 총 법인세 준비금에 대한 국가별/지역별 ETR을 계산하려면 연결 유효 세율 조정. 연결
유효 세율 조정을 선택하면 다음 양식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비율

* 엔티티 CETR IFRS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계정을 표시하는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 CbCR(국가별 보고) - 이전 가격책정 전략의 결과로 위험 평가 분석을 계산합니다.

• 중간 법인세 준비금(18.08 이전에 생성된 애플리케이션)- 이 옵션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릴리스 18.08 이전에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계속해서 이
옵션을 사용하여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간 예상 유효 세율과 개별 세액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역 데이터는 중간 법인세 준비금용으로
지정된 예측 또는 기타 시나리오에 저장됩니다.

주:

중간 법인세 준비금(18.08 이전에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나면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능을 제거하려면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야 합니다.
중간 법인세 준비금(18.08 이전에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으로 설정했지만
더 이상 해당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지 않고
중간 법인세 준비금에 나열된 옵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08 이전에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모든 내역 데이터는 중간 법인세
준비금에 사용된 예측 또는 기타 시나리오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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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예상 유효 세율("AEETR")과 개별 세액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 준비금을
계산하려면 중간 법인세 준비금. 데이터는 예측에 사용되는 TRCS_Interim
Forecast 시나리오 멤버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기능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 AEETR - 예측 시나리오의 연결 유효 세율에서 총 세금 AEETR의 값을
가져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상세 AEETR(현재 및 이연) - 현재 세금 및 이연 세금을 추가하여 총 세금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가중 평균 -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각 기본 엔티티의 세전 순이익에 대한 평균 외국
통화 환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동적 계산 관할권 - 이 기능을 사용하면 TRCS_AllNational, TRCS_AllRegion과
같은 관할권 차원의 기본 제공 상위 멤버에 대한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동적
계산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주의: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연결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사용자정의 멤버 공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결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덕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성능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관리를 사용하면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별로 각 엔티티 상위/하위
조합에 소유권 백분율 및 연결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유권 관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주:

소유권 관리가 사용된 경우 데이터 소스 차원이 "희소"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설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려면 데이터
소스 차원의 성능 설정 변경으로 이동합니다.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사용하면 자동화 기능을 통해 달력 연도 수익과 손실
(CY P&L) 요금 자동화, 자기자본/OCI 자동화 및 RTA(P&L) 자동화를 매핑하고
조정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는 현재 미지급 세금과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도 제공합니다. 세부정보 양식을 사용하면 지급, 환불 및 이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작업 에서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 및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주: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새 구성 큐브가
생성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와 관련된 모든 매핑이 구성 큐브에
저장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NOL 자동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금 손실을 이연 또는 활용하거나 만료하고
해당 오프셋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정의된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L(순 영업 손실)/세액 공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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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A 분할: 자기자본 역분개 타겟 계정으로 태그가 지정된 모든 영구 계정 및 임시
계정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새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에서 RTA 자동화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 수동 조정을
수행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RTA 분할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연도별로 여러 마감 차기 이월 데이터를 손쉽게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금 손실/세액 공제 양식에서 만료 연도별로 세금 손실/세액
공제 스케줄에 대한 마감 차기이월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4. 사용을 눌러 선택한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5. 시스템에서 기능을 사용설정했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확인을 누릅니다.

6. 로그오프한 후 다시 로그온하여 사용으로 설정된 기능을 확인합니다.

관할권 및 엔티티 구성
관할권은 국가 또는 지역 레벨에서 법인세 준비금을 분류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관할권을
생성한 다음 연계된 통화 및 엔티티를 생성해야 합니다. 시스템 설정 또는 구현 중이나 비즈니스
확장 시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차원은 각 법인의 주 사업장을 정의합니다. 이 차원은 법인세 준비금에 적용 가능한 국가 및
지역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생성할 수 있는 관할권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관할권은 연방 또는 국가 레벨 세금을 나타냅니다.

• 지역 관할권은 시/도, 지역 또는 기타 하위 단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역 법인세 금액이
자동으로 국가 계산에 연결되어 공제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인세 준비금은
개별적으로, 총액으로, 법인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계된 지역이 있는 모든 국가 관할권에 대해 TRCS_AllRegions에서 해당
<jurisdiction_name>_Regions 상위 멤버를 생성해야 합니다.

주:

국가 및 해당 국가의 지역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없는 경우 각 국가에 대해 개별 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원 편집자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관할권, 엔티티 및 통화를 구성하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국가 관할권 생성

• 지역 관할권 생성

• 엔티티 생성

• 통화 추가

• 관할지와 엔티티를 구성한 후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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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비디오

목표 다음 비디오 확인

엔티티 및 관할권 구성

 Tax Reporting의 엔티티 및 관할권 구성

표 2-3    자습서

목표 방법 알아보기

EPM Cloud Tax Reporting의 엔티티와 관할권

구성 방법 알아보기  
엔티티 및 관할권 구성

국가 관할권 생성

국가 관할권은 연방 또는 국가 레벨에서 법인세 준비금을 분류합니다.

관할권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권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관할권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 차원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차원 드롭다운에서 관할권을 선택합니다.

3. TRCS_TotalJurisdiction을 확장하고 TRCS_AllNational을 선택하여 확장합니다.

4. 하위 멤버 추가( )를 눌러 국가 관할권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에서 2문자 관할권 이름(예: "CA" 또는 "US")을 입력합니다. 관할권 이름은
2문자 ISO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ISO-3166 Alpha 2 국가 코드).

주의:

3개 이상의 문자를 이름에 사용하는 경우(예: "CAN" 또는 "USA") 이
이름은 엔티티 속성의 거주지 생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관할권에 대해 표시할 별칭을 입력합니다.

c. 데이터 저장영역을 저장 또는 공유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주:

희소 차원이므로 [데이터 저장영역] 필드를 동적 계산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d. 계획 유형을 연결로 설정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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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저장을 누릅니다.

지역 관할권 생성에 설명된 대로 지역 관할권을 생성하여 계속합니다.

지역 관할권 생성

지역 관할권은 연방 또는 국가 레벨에서 법인세 준비금을 분류합니다.

지역 관할권은 시/도, 지역 또는 기타 하위 단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역 법인세 금액이 자동으로
국가 계산에 연결되어 공제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인세 준비금은 개별적으로,
총액으로, 법인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권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관할권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 차원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차원 드롭다운에서 관할권을 선택합니다.

3. TRCS_TotalJurisdiction을 확장하고 TRCS_AllRegional을 선택하여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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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이 있는 모든 국가 관할권에 대해 TRCS_AllRegions에서 해당하는
<jurisdiction_name>_Regions 상위 멤버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하십시오.

• 지역의 상위 멤버는 2자로 된 거주지 코드로 시작하고 "_Regions"로
끝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거주지(국가 관할권)라고 가정하면 상위
멤버는 US_Regions입니다.

• 상위 멤버 아래 각 멤버는 뒤에 밑줄("_")이 있는 2자로 된 거주지 코드로
시작하고 시/도 이름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 US_AL

관할권 차원 계층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위 멤버 추가( )를 눌러 필요한 각 지역 관할권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과 선택적 관할권 설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CA_ON을 입력합니다.

b. 온타리오와 같이 관할권에 대해 표시할 별칭을 입력합니다.

c. 데이터 저장영역을 저장 또는 공유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주:

희소 차원이므로 [데이터 저장영역] 필드를 동적 계산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d. 계획 유형을 연결로 설정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e.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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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을 누릅니다.

6. 엔티티 생성에 설명된 대로 연계된 엔티티를 계속 생성합니다.

엔티티 생성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샘플 엔티티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원은 계층 구조이며 조직의 법인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엔티티 멤버를
반영하도록 엔티티 계층을 수정해야 합니다.

엔티티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선택하고 작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하십시오.

2. 차원 드롭다운에서 엔티티를 선택하고 FCCS_TotalGeography, 필요한 엔티티(예:
EasternUSA) 순으로 확장합니다.

주:

법인 구조와 같은 대체 계층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층 사이에서 기본 엔티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계층 구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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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하위 추가( )를 누르고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a. 이름에 새 엔티티 이름을 입력합니다.

b. 엔티티에 대해 표시할 별칭을 입력합니다.

c. 기준 통화에서 엔티티에 사용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d. 데이터 저장영역을 저장 또는 [공유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주:

희소 차원이므로 데이터 저장영역 필드를 동적 계산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e. 계획 유형에서 모든 큐브(Consol, 환율 및 CbCR)의 집계 유형을 무시로
설정하십시오.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엔티티 차원을 집계한 경우 기본 Essbase
계산에서는 무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을 선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면 기본적으로 무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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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속성 값 탭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엔티티 국가 관할권에서 공제 가능한 지역 법인세를
엔티티에 대해 지정합니다.

i. 선택사항: 기본 엔티티인 경우에만 해당 엔티티의 지역 법인세가 엔티티 국가
관할권에서 공제 가능하면 지역 공제 속성 값을 추가합니다.

ii. 선택사항: 엔티티가 내부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내부거래 속성을 추가합니다.

iii. 거주지 속성을 추가하여 국가 관할권을 지정한 다음 거주지를 강조표시합니다. 이
속성은 기본 엔티티에만 지정되며 거주지는 하나만 허용됩니다.

g. 저장을 누릅니다.

모든 엔티티가 생성되면 통화 추가에 설명된 대로 통화를 추가합니다.

통화 추가

Tax Reporting 메타데이터 파일은 3자리 ISO 통화 코드를 사용하여 전 세계 통화 대부분을
정의합니다. Tax Reporting 기본 환산은 엔티티의 기본 통화에 따라 처리됩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먼저 엔티티 및 필요한 통화 수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가 생성된
순서대로 통화가 표시됩니다. 통화를 삭제하는 경우 모든 엔티티를 확인하여 삭제되는 통화가 기본
통화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

Oracle에서는 현재 필요한 통화와 가까운 미래에 최종 메타데이터 파일의 통화 차원에
필요할 통화만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필요한 통화 코드를 유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통화 차원은 엔티티 통화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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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화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통화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 차원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차원에서 통화를 선택하고 입력 통화를 확장합니다.

3. 통화 추가( )를 누릅니다.

4. 통화 생성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표준 통화 선택에서 관할권에 사용할 ISO 통화 코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달러의 경우 CAD, 미국 달러의 경우 USD입니다.

b. 선택사항: 보고 통화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보고 통화 멤버에 통화를 추가합니다.

c. 데이터 저장영역을 저장소로 설정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6. 관할지와 엔티티를 구성한 후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에 설명된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쳐 모든 업데이트를 캡처합니다.

관할지와 엔티티를 구성한 후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구성이 완료되면 모든 업데이트가 통합되고 엔티티 및 관할권이 적합한 교차점에
추가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쳐야 합니다.

엔티티 데이터는 국가 및 지역 거주지 관할권 멤버에 대해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작업,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순으로 누릅니다.

3.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화면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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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5. 계속하기 전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아웃라인 파일을 백업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주의:

새로고침을 수행하면 Planning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메타데이터 정의에 따라
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모든 Essbase 큐브의 아웃라인이 다시 생성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새로고침을 계속하기 전에 아웃라인 파일을 백업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6.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7. 홈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관할권 및 엔티티 조합 순으로 선택합니다.
 

 

8. 적합한 교차점을 보려면 관할권 및 엔티티 조합을 두 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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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제거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면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관련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줄링된 작업도 삭제됩니다. 이 작업은 실행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에서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선택합니다.

3. 경고 메시지에서 예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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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관리

관련 항목

• 보안 개요

• 아티팩트 및 데이터 액세스 관리

• 셀 레벨 보안 정의

주: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 셀 레벨 보안이 Tax Reporting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롤오버

– 데이터 복사/지우기

– 구성 복사

– 연결 또는 환산과 같은 비즈니스 규칙

보안 개요
Tax Reporting에서는 보안을 위해 여러 보안 계층을 구현합니다. Oracle에서 구현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보안 구성요소는 매우 안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환경을 생성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싱글 사인온을 통한 보안과 데이터 및 아티팩트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를 보장합니다.

보안을 설정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표 3-1    보안 요소

이름 수행자 및 설명 링크

사용자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가 사용자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에서 사용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
지정

ID 도메인 관리자가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사용자, 조회자 등의

사용자 역할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에서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 및 Tax Reporting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생성 및 관리 관리자는 액세스 제어 아래 그룹

관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있는

그룹을 정의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그룹 생성 및 관리에 대한 정보는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에서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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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보안 요소

이름 수행자 및 설명 링크

아티팩트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지정됩니다. 이러한 아티팩트에는

양식, 태스크 목록 및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이 액세스 권한은

아티팩트의 생성자 또는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아티팩트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관리자가 차원 멤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사용자에게

차원의 맴버에 대한 수정, 보기

또는 없음 액세스 권한이

지정됩니다.

데이터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지정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소개는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의 보안 이해

아티팩트 및 데이터 액세스 관리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애플리케이션 요소에 대한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양식

• 태스크 목록

•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

• 차원

• 통합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 마이그레이션

– Data Management

– Oracle Hyperion Financial Close Management

시스템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는 다음 권한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Data Management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실행

• 드릴스루

• 통합 생성

조회자 또는 사용자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는 다음 권한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 Data
Management의 [워크플로우] 및 [설정] 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실행

• 드릴스루

• 통합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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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테이블에는 각 역할의 기능이 표시됩니다.

표 3-2    역할별 기능

기능 조회자 사용자 고급 사용자 서비스 관리자

양식을 통해 데이터
보기

예 예 예 예

데이터 분석 도구(FR,
양식, Smart View,
임시 그리드)를 통해

데이터 보기

예 예 예 예

양식을 통해 데이터
입력

예 예 예

FDMEE를 통해 데이터
로드

예 예

승인을 위해 데이터
제출

예 예 예

소스 시스템에
드릴스루

예 예 예 예

데이터 통합 예 예 예

양식 생성 및 유지 관리 예 예

Smart View 워크시트
생성

예 예 예

프로세스 제어 단위의

승인 프로세스 생성 및
시작

예 예 예

프로세스 제어 승인

단위에 대한 작업 수행

예 예 예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별 활동 수행

(사용자 역할 생성 및
지정 제외)

예

차원 관리 예

멤버 공식 관리 예

아티팩트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지정

관리자는 양식, 태스크 목록,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 등의 아티팩트에 보안을 지정합니다. 다음
액세스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읽기

• 없음

예를 들어 양식을 보려면 읽기 액세스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수정 권한이 있으면 양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고급 사용자 또는 관리자만 해당).

아티팩트에 대한 기본 보안 액세스 권한은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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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지정

보안 접근 권한(없음, 읽기, 쓰기)이 차원 멤버에게 지정됩니다. 관리자는 보안이 있는 차원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Tax Reporting에서 보안은 차원 보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뷰 차원에서 보안을 사용 안함. 뷰 차원의 멤버에게 지정된 보안 액세스 권한은
뷰어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에게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고 기타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하위 멤버에 대해 상위 레벨에서 보안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각 차원 멤버에 개별적으로
보안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원의 보안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는 필수로 보안을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레벨 보안은 각 차원에 대한 보안 액세스 권한의 교차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장
제한적인 보안 액세스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액세스입니다.

표 3-3    모든 멤버의 차원 액세스 권한 보기

그룹 액세스 액세스 권한 관계

고급 사용자 쓰기 멤버

사용자 쓰기 멤버

조회자 읽기 멤버

팁

데이터 소스 멤버 FCCS_Supplemental Data 및 FCCS_Managed Data는 각각
Supplemental Data Manager 또는 Data Management를 통해 제출된 데이터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비관리 사용자는 이러한 멤버와 연계된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액세스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비관리 사용자의
FCCS_Supplemental Data 및 FCCS_Managed Data 멤버에 읽기 액세스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차원에 보안 사용 또는 사용안함

사용자가 정의한 사용자정의 차원을 포함하여 차원에 대해 보안을 사용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원에 보안을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차원 멤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뷰 차원에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선택적으로, 기타 차원(예: 엔티티)에
보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뷰 차원에서 보안을 사용 안함. 뷰 차원의 멤버에게 지정된 보안 액세스 권한은
뷰어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에게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고 기타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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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그룹의 차원 멤버에 보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멤버 레벨 또는 상위 레벨의 보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차원에 대한 보안을 사용하거나 사용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차원에서 차원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3. 차원 속성 편집 페이지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보안을 사용하려면 보안 적용을 누릅니다.

주: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차원에 보안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차원
멤버에 제한 없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보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보안 적용을 선택취소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차원 멤버에 보안 지정

사용자정의 차원의 멤버에 액세스 권한을 지정하기 전에 차원 속성 탭에서 보안 적용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멤버 레벨 또는 상위 레벨에서 차원 멤버에 보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차원 멤버에 보안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을 누르십시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멤버를 선택합니다.

4. 액세스 권한 지정을 누릅니다.

5. 액세스 권한 추가를 누릅니다.

6. 선택한 멤버에 액세스할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를 눌러 모든 사용자를 표시하고, 그룹을 눌러 모든 그룹을 표시합니다.

7. 액세스 유형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읽기

• 쓰기

• 없음

8. 선택사항: 멤버 레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차 하위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선택한 멤버의 1차 하위 구성요소에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 멤버

• 1차 하위

• 1차 하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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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 하위(포함)

9. 추가를 누릅니다.

10. 닫기를 누릅니다.

액세스 권한을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액세스 권한 편집을 누릅니다.

2. 선택한 멤버에 대한 표시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멤버 레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차 하위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선택한 멤버의 1차 하위 구성요소에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 멤버

• 1차 하위

• 1차 하위(포함)

• 하위

• 하위(포함)

4. 설정을 누릅니다.

5. 닫기를 누릅니다.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선택한 멤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거할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액세스 제거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3. 닫기를 누릅니다.

셀 레벨 보안 정의
사용자와 그룹을 양식의 특정 셀 교차에 표시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보안 규칙을 정의합니다.

참조:

• 셀 레벨 보안 이해

• 셀 레벨 보안 정의 생성

• 셀 레벨 보안 정의 보기

• 셀 레벨 보안 정의 필터링

• 셀 레벨 보안 정의 임포트 및 익스포트

• 셀 레벨 보안 테스트

• 셀 레벨 보안 정의 목록 재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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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레벨 보안 이해

셀 레벨 보안 정보

셀 레벨 보안을 적용하는 서비스 관리자는 일반 보안이므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셀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 레벨 보안은 기존 멤버 보안의 예외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 관리자는 자신의 부서에 있는 모든 계정에 액세스하되, 다른 모든
부서에서는 특정 계정에만 액세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메타데이터 보안을 사용하면 관리자는
모든 부서의 모든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셀 레벨 보안을 사용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관리자
부서의 모든 계정과 다른 모든 부서에 있는 특정 계정의 교차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셀 레벨 보안은 적합한 교차 규칙과 비슷한 규칙을 사용하여 셀이 표시되는 모든 위치에서 특정 셀
교차를 보는 사용자에 대한 읽기 또는 쓰기 액세스를 거부합니다(예: 양식, 런타임 프롬프트, Smart
View, 보고서, 대시보드, 인포릿 등). 셀 레벨 보안 규칙이 적용되면 읽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셀의 데이터 값은 볼 수 있지만 셀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셀에 대한 읽기 액세스가
거부되면 셀에 표시되는 값은 #noaccess입니다.

서비스 관리자인 경우 셀 레벨 보안 규칙을 정의하고 사용자나 그룹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셀 레벨
보안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앵커 및 비앵커 차원

셀 레벨 보안 정의에서는 앵커와 비앵커 차원을 사용합니다.

• 앵커 차원은 항상 셀 레벨 보안 정의에 사용되는 큐브에서 필요한 차원입니다.

• 비앵커 차원은 다음과 같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앵커 차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차원을 사용하지 않는 큐브에서는 해당 차원이 필수로
태그 지정된 셀 레벨 보안 차원을 모두 무시합니다.

– 비앵커 차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원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큐브에서는 해당
차원을 필수가 아님으로 포함하는 셀 레벨 보안 정의를 계속 평가하고, 큐브에서 사용 중인
정의에 있는 기타 차원의 정의를 평가합니다.

– 기본적으로 비앵커 차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앵커 차원을 필수로 설정하려면 비앵커

차원 옆에서 을 누르고 필수를 누릅니다.

• 기본적으로 규칙에 지정되지 않은 앵커 차원 멤버는 보안 정의에 포함되지만, 앵커 차원 옆의

을 누르고 선택한 멤버에만 적용을 눌러 이 옵션을 지울 수 있습니다.

셀 레벨 보안 정의 생성

셀 레벨 보안 정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애플리케이션, 셀 레벨 보안 순으로 누릅니다.

2. 정의를 생성합니다.

a. 생성을 누릅니다.

b. 정의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사용 확인란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정의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 확인란을
지우십시오. 셀 레벨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직접 정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d. 큐브별 보안을 정의하려면 큐브를 누르고 큐브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목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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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앵커 차원이 필요합니다. 앵커 차원을 선택하려면 앵커 차원 선택을 누릅니다.
앵커와 비앵커 차원에 관한 정보는 셀 레벨 보안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f. 선택사항: 규칙에 지정되지 않은 앵커 차원 멤버는 기본적으로 보안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취소하려면 앵커 차원 옆에서 을 누르고 선택한
멤버에만 적용을 누릅니다.

g. 비앵커 차원이라는 차원을 추가로 선택하려면 차원 추가를 누릅니다.

h. 선택사항: 기본적으로 비앵커 차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앵커 차원을 필수로

설정하려면 비앵커 차원 옆에서 을 누르고 필수를 누릅니다.

3. 셀 레벨 보안 규칙을 정의합니다.

a. 규칙 추가를 누릅니다.

b. 사용자, 그룹 열에서 을 눌러 셀 레벨 보안 규칙에 포함할 사용자와 그룹을
찾습니다.

c. 제한사항을 보려면 읽기 거부(기본값) 또는 쓰기 거부를 선택합니다. 읽기 거부는
제한이 가장 많으므로 기본 옵션입니다. 셀에 대한 읽기 액세스가 거부되면 셀에
표시되는 값은 #noaccess입니다. 쓰기 거부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셀의
데이터 값을 볼 수 있지만, 셀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d. 새 규칙의 차원 옆에 있는 을 누릅니다.

• 편집을 눌러 멤버 선택 페이지를 열고 적합한 셀 레벨 보안 규칙에 포함할 멤버,
대체 변수 및 속성을 선택합니다.

• 제외 추가를 눌러 규칙에서 제외를 정의합니다. 해당 차원에 대해 포함된
항목의 서브세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우기를 눌러 선택 사항을 지웁니다.

규칙을 삭제하려면 을 누릅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새 셀 레벨 보안 정의가 목록의 끝에 추가됩니다. 정의는 목록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평가됩니다. 정의 목록을 재정렬하려면 셀 레벨 보안 정의 목록 재정렬을 참조하십시오.

정의가 생성되고 나면 양식에서 테스트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양식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 레벨 보안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셀 레벨 보안 정의 보기

셀 레벨 보안 정의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애플리케이션, 셀 레벨 보안 순으로 누릅니다.

2. 전체 목록에서 특정 정의를 검색하려면 검색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하고 을 눌러
검색 기준에 맞는 정의만 표시합니다.

3. 필터 기준에 맞는 정의만 표시하도록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다음 필터 옵션을
지정합니다.

• : 강력한 필터 옵션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필터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누릅니다. 필터 옵션 및 해당 설명의 전체 목록은 셀 레벨 보안 정의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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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을 주는 지정, 사용 및 제한의 모든 필터를 선택취소하려면 누릅니다.

• 영향을 주는 지정: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에 영향을 주는 정의만 보도록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 사용: 사용으로 설정하거나(예)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은(아니요) 정의만 보도록 목록을
필터링하거나, 모두를 선택합니다.

• 제한: 읽기 거부 또는 쓰기 거부 제한이 지정된 정의만 보도록 목록을 필터링하거나, 모두를
선택합니다.

4. 또한 셀 레벨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작업 메뉴: 정의를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하려면 셀 레벨 보안 정의 임포트 및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 테스트: 셀 레벨 보안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 생성: 셀 레벨 보안 정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새로고침: 정의 목록을 새로고침하려면 누릅니다.

5. 정의 페이지의 각 목록에 대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열: 정의를 사용으로 설정할지를 나타냅니다. 정의 옆의 체크 표시를 눌러 사용하지
않게 설정하거나 사용하게 설정합니다. 녹색 체크 표시는 정의가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 작업 열: 을 눌러 정의를 편집, 복제, 삭제하거나 목록 순서의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셀 레벨 보안 정의 필터링

큐브, 제한사항 또는 날짜와 같은 특정 기준으로 셀 레벨 보안 정의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때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정의만 셀 레벨 보안 정의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셀 레벨 보안 정의를 필터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애플리케이션, 셀 레벨 보안 순으로 누릅니다.

2. 을 눌러 필터 기준을 지정합니다.

• 큐브: 선택한 큐브(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정의만 보거나 모두를 선택합니다.

• 사용: 사용으로 설정하거나(예)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은(아니요) 정의만 보거나, 모두를
선택합니다.

• 제한: 읽기 거부 또는 쓰기 거부 제한이 지정된 정의만 보거나 모두를 선택합니다.

• 수정: 특정 날짜 및 시간 이전에 수정된 정의나 이후에 수정된 정의만 보거나 날짜 또는

시간 범위 내에서 수정된 정의만 봅니다. 이후, 이전 또는 사이를 선택하고 을 눌러
날짜와 시간 기준을 지정합니다.

• 수정자: 선택한 사용자가 수정한 정의만 봅니다.

• 영향을 주는 지정: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 영향을 주는 정의만 봅니다.

3. 필터 기준을 세분화하려면 자세히를 누릅니다.

• 차원

• 앵커 차원

• 앵커 차원: 선택한 멤버에만 적용: 예, 아니요 또는 모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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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차원 필수: 예, 아니요 또는 모두를 선택합니다.

4. 적용을 누릅니다.

셀 레벨 보안 정의 임포트 및 익스포트

셀 레벨 보안 정의 임포트 및 익스포트 정보

목록 페이지에서 필터링된 셀 레벨 보안 정의 목록을 로컬 컴퓨터의 위치로 익스포트하거나
서버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목록 페이지에 필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셀 레벨
보안 정의를 익스포트합니다.

임포트 작업을 사용하여 로컬 컴퓨터의 위치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셀 레벨 보안 정의를
임포트하거나 서버에서 임포트합니다. 임포트를 수행할 때 시스템은 정의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임포트 파일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큐브가 누락되었거나 앵커 차원이
없거나 하위 규칙이 없으면 오류 파일에 오류가 로깅됩니다. 임포트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만
임포트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선택한 익스포트 또는 임포트 위치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정의를 Excel 파일 형식(XLSX)
또는 zip 파일 형식으로 익스포트하거나 임포트합니다.

셀 레벨 보안 임포트 파일

Excel 임포트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의 두 시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트로 있어야
합니다.

1. Rules
2. Sub Rules
Rules 시트에는 다음 열 머리글이 있습니다.

• 이름

• 위치

• 설명

• 사용

• 적합한 큐브 - 이 열에는 All이나 쉼표로 구분된 큐브 이름 목록(예: Plan1, Plan2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앵커 차원 이름

• 앵커 차원 선택하지 않은 멤버에 적용

• Dim1

• Dim1 필수

• Dim2

• Dim2 필수

• Dim X

• Dim X 필수

Sub Rules 시트에는 다음 열 머리글이 있어야 합니다.

• 이름 - 이 열에는 첫 번째 시트의 규칙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

• 사용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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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이 열에는 Deny Read 또는 Deny Write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앵커 멤버

• 앵커 제외

• Dim1 멤버

• Dim1 제외

• Dim2 멤버

• Dim2 제외

• Dim X 멤버

• Dim X 제외

셀 레벨 보안 정의 익스포트 및 임포트

셀 레벨 보안 정의를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애플리케이션, 셀 레벨 보안 순으로 누릅니다.

2. 필요에 따라 목록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셀 레벨 보안 정의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3. 익스포트하려면 작업, 익스포트 순으로 누른 다음, 익스포트 파일의 타겟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 익스포트 파일을 로컬 컴퓨터의 위치에 저장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익스포트를 누른 다음, XLSX 익스포트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 아웃박스: 익스포트 파일을 zip 형식으로 서버에 저장하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을 지금 다운로드하거나 이후에 익스포트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작업 저장 및 실행을 누릅니다.

아웃박스에서 익스포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작업을 누릅니다.

b. 최근 활동에서 CLS 익스포트 작업을 누릅니다.

c. 작업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을 눌러 셀 레벨 보안 익스포트 파일의 다운로드 위치를
선택합니다.

4. Excel에서 익스포트 파일을 편집하는 경우 Excel 파일에는 두 개의 시트(Rules와 Sub Rules)
가 있습니다.

5. 임포트하려면 작업, 임포트를 누른 다음, 임포트 소스 파일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 컴퓨터의 위치에서 임포트 파일을 로드합니다. 소스 파일의 경우 찾아보기를 눌러
컴퓨터에서 임포트 파일을 선택한 다음, 임포트를 누릅니다.

• 인박스: 서버에서 임포트 파일을 로드하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임포트 파일은 zip 파일
형식이어야 합니다. 소스 파일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작업 저장 및 실행을 누른 다음,
작업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이름과 오류 파일을 지정합니다. 오류 파일은 임포트되지
않은 정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인박스/아웃박스 탐색기에서
오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셀 레벨 보안 테스트

셀 수준 보안을 정의하고 사용으로 설정한 다음, 영향을 받은 사용자가 양식을 볼 때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셀 값만 표시되고
누구도 허용된 내용 이외에는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테스트하려면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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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레벨 보안을 테스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애플리케이션, 셀 레벨 보안 순으로 누릅니다.

2. 테스트할 정의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3. 테스트를 누른 다음, 테스트할 양식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이름 선택 또는 입력 텍스트 상자에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거나 을 눌러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Note:

한 번에 한 사용자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각 셀의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읽기, 쓰기 또는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셀 레벨 보안 정의 목록 재정렬

셀 수준 보안 정의는 정의 목록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은
목록의 첫 번째 셀 수준 보안 정의를 평가한 다음 두 번째 정의를 평가하는 식입니다.

목록에서 셀 레벨 보안 정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애플리케이션, 셀 레벨 보안 순으로 누릅니다.

2. 셀 레벨 보안 정의 오른쪽에서 을 누릅니다.

3.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Tip:

셀 레벨 보안 정의를 끌어와 목록에서 위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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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설정 관리

관련 항목

• 애플리케이션 설정 지정

• 애플리케이션 소유권 관리

•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배포에서 글꼴 업로드

• 애플리케이션 표시 형식 사용자정의

•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

• 변수 작업

• 공지사항 생성

•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

애플리케이션 설정 지정
[애플리케이션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다음 애플리케이션 설정의 기본값을 지정하십시오.

표 4-1    애플리케이션 설정

애플리케이션 설정 설명

별칭 설정 별칭 테이블 선택. 멤버 레이블 표시 형식에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멤버 선택기에서 멤버 데이터

유형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표시할 레이블을 입력하십시오.
• 기본값 - 양식, 그리드 또는 차원 설정에 의해

결정된 데이터

• 멤버 이름—멤버 이름만

• 별칭—정의된 경우 멤버 별칭만

• 멤버 이름: 별칭—정의된 경우 이름, 별칭 순서

• 별칭: 멤버 이름—정의된 경우 별칭, 이름 순서

4-1



표 4-1    (계속) 애플리케이션 설정

애플리케이션 설정 설명

숫자 형식 지정 형식 지정 옵션을 설정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단위 구분자(없음, 쉼표, 점 또는 공백)
• 소수 구분자(점 또는 쉼표)
• 음수 표시(숫자 앞 또는 뒤에 빼기 기호,

숫자를 괄호로 묶음)
• 음수 표시 색(검정색 또는 빨간색)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숫자 형식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은 현재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하는 모든 통화와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선택한 내용은 서비스 관리자가 지정한 개별

통화에 대한 설정을 대체합니다.

승인 별칭 표시, 시작되지 않은 승인 단위 표시, 승인

통지에 승인 단위를 별칭으로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통지 태스크 목록, 승인 및 작업 콘솔에 대한 통지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디지털 도우미 설정 Oracle EPM Digital Assistant 구성 설정을

지정합니다.
참고: 이러한 설정은 더 큰 구성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이러한 설정을 통해 Digital Assistant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Digital Assistant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성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Oracle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용 Digital Assistant 시작하기 의 
EPM Digital Assistant 구현(관리자)을
참조하십시오.
• 채널 ID - Digital Assistant용 Oracle 웹

채널을 생성할 때 생성된 채널 ID를
입력합니다.

• 서비스 이름 - 서비스에 로그온할 때 표시되는

Oracle Digital Assistant 서비스 URL인
Digital Assistant URL을 입력합니다. 앞에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하지 않고 URL을
입력합니다.

Oracle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용 Digital Assistant 시작하기 의 
EPM Digital Assistant 사용 시작하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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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애플리케이션 설정

애플리케이션 설정 설명

페이지 페이지에서 멤버 들여쓰기 및 페이지 드롭다운의

항목 수 설정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주:

페이지 드롭다운의 항목 수 옵션을

사용하면 검색 상자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멤버 목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을 10명의 멤버로 줄일

경우 검색 상자를 보기 위해 스크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옵션 • 날짜 형식 - 날짜 형식을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감지를 선택하여 시스템의 로케일 설정을

사용합니다.
• 속성 차원 날짜 형식 - 속성 차원의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 부분 그리드 가져오기 크기 - 크기가 큰 양식을

열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여 양식의 일부를 엽니다.
열어볼 행과 열의 수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Smart View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옵션

숨김 - 새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면 Smart
View에서 관리자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 관리 옵션을 표시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옵션을 숨기거나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선택하면 Smart View에 애플리케이션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니요를 선택하면

Smart View에 애플리케이션 옵션이

표시됩니다.
• 임시 읽기 전용 역할에 대해 데이터 로드 사용

—기본값은 아니오입니다. 임시 읽기 전용

역할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게

설정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 연결 규칙 로깅 사용 - 연결 규칙에 대해 로깅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선택합니다.
• 규칙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기 전 시간(초)

설정 - 0에서 600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 클라이언트 로그 레벨 - 로그에 필요한

세부정보 레벨을 설정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없음, 정보, 경고, 오류 또는 일반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정보입니다.
• 세그먼트 드롭다운에서 제외된 멤버

필터링하여 제외 - 기본값은 예입니다. 양식의

행 드롭다운 POV에 제외된 멤버를 표시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시스템 설정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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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 설명

사용자의 전체 이름을 표시합니다. 선택하면 시스템에 사용자의 전체 이름(예:
Victoria Hennings)이 표시됩니다. 선택을

지우면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ID(예:
VHennings)를 표시합니다.

큐브 새로고침에 공유 멤버 포함 선택하면 공유 멤버가 기준 멤버에 지정된 보안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선택취소하면 공유 멤버가 기준 멤버 및 공유

멤버의 상위에 지정된 액세스 권한의 조합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보안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에 오류 자동 정정 옵션
표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칠 때 확인란을

선택하면 자동 정정 프로세스에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자메일 문자 세트 예를 들어 UTF-8 또는 지역 설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 통지 예로 설정하면 Calculation Manager에서

통지가 사용으로 설정된 규칙이 완료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나 그룹에

통지합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에서 통지할

사용자나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임시 양식에서 공유 멤버에 대한 드릴다운 허용 • 예를 선택하면 임시 그리드에서 공유

멤버에 대한 드릴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예로 설정하면 기본의 모든 레벨로 드릴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이 예로 설정된 경우 블록 숨김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블록 숨김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옵션, 데이터 옵션에서 누락된 블록

숨김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웹의 환경설정, 임시 옵션에서 행의

누락된 블록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아니요를 선택하면 임시 그리드의 공유

멤버에서 드릴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공유 멤버에서 여러 셀 확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작업에서 EPM Cloud의 공유 멤버 확대를

참조하십시오.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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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 설명

기본의 모든 레벨로 드릴 임시 그리드 사용자가 공유 멤버에서 기본 계층

내 모든 레벨로 드릴다운(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확인란 옵션은 표준

모드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됩니다.
임시 양식에서 공유 멤버에 대한 드릴다운

허용이 예로 설정된 경우 기본의 모든 레벨로

드릴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공유 멤버가 해당 기본 계층의 상위 멤버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의 모든 레벨로 드릴

확인란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확대/
축소 옵션 모든 레벨 또는 맨아래 레벨을

사용하여 공유 멤버에서 기본 계층으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기본의 모든 레벨로 드릴 확인란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다음 레벨

확대/축소 옵션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레벨씩

기본 계층의 다양한 레벨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처리 전자메일 최소화 승인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받는 전자메일

수를 줄입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예를 선택하면 하나의 전자메일 통지(승인된

상위 엔티티)만 단위의 새 소유자에게

전송됩니다. 단위 계층의 각 1차 하위 엔티티에

대해 별도의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니요를 선택하면 상위 노드에

설정된 소유자가 각 하위 노드의 전자 메일뿐만

아니라 선택한 노드의 전자메일을 받습니다.

다음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설정 예를 들어 백업 중에 사용자가 관리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리자를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온한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강제로 시스템에서

로그오프되며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복원하려면 모든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지정 애플리케이션 소유권을 다른 관리자에게

지정합니다.

대체 변수 표시 사용 사용자가 비즈니스 규칙에서 런타임

프롬프트에 대응할 때 대체 변수가 [멤버 선택]
대화상자에서 표시되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모두 표시에서는 대체 변수를 모두 표시합니다.
표시 안함에서는 대체 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필터링 사용에서는 런타임

프롬프트에 적합한 대체 변수만 표시합니다.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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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 설명

Smart View 숨김 동작 행 및 열에 누락된 데이터나 0이 포함되어

있으면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제외 동작을 선택하십시오.
• 레거시를 선택하면 데이터 없음/누락 또는

0 중 하나만 포함하는 행, 열 또는 둘 다를

제외합니다.
• 표준을 선택하면 데이터 없음/누락 및 0이

둘 다 포함된 행, 열 또는 둘 다를

제외합니다.

Smart View 임시 동작 모든 새 애플리케이션과 다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표준으로

설정됩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마이그레이션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향상된 임시 기능 및 동작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 기본(기본값)—향상된 임시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Smart View 릴리스에서

지원됩니다.
• 표준—향상된 임시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Smart View 릴리스 11.1.2.5.900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표준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임시

기능에 관한 전체 설명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작업에 있는 EPM Cloud의 Smart
View 동작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증분 데이터 임포트를 위해 일별 유지관리 중
EPM Cloud 스마트 목록 텍스트 데이터
익스포트

일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중에 전체 익스포트를

수행할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백업을

생성할지를 선택합니다.
• 예(기본값) - 스마트 목록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를 증분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임포트할 수 있도록

전체 익스포트를 수행합니다(이 옵션으로

인해 유지관리 프로세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아니요 - 전체 복원 과정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프로세스 중에

애플리케이션 백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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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설정 지정

4-6



표 4-2    (계속) 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 설명

기본적으로 계정 링크 블록 저장영역(입력) 큐브의 경우 링크된 계정

멤버를 기본적으로 상호 참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예(기본값) - 상호 참조가 계정 멤버에 대해

생성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전

릴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아니요 - 상호 참조가 계정 멤버에 대해

생성되지 않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가

선택된 경우 큐브 새로고침을 실행하면

계정 멤버에 대한 기존 상호 참조가 모두

삭제되며, 소스가 아닌 큐브가 더 이상

소스 큐브의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속성 차원 순서 재지정 임계값 0에서 500 사이의 임계값을 입력합니다(500이
기본값임).
속성 차원의 경우 지정된 상위의 멤버 수가

지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로드 중이 아닌

메타데이터 로드 종료 시 멤버 순서가

재지정됩니다. 속성 차원의 특정 셰이프에 따라

이러한 숫자 조정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성 차원 로드 시간이

허용 가능한 레벨 미만으로 저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설정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 옵션 설정 보고서 설정을 누릅니다. 보고서 설정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트루타입

글꼴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배포에서

글꼴 업로드를 참조하십시오.

4. 저장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저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유권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서비스 관리자에게는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기능이 자동 지정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기능이 있는 서비스 관리자가 삭제되거나 사용자의 사전 정의된 역할 지정이
다운그레이드되는 경우(예: 서비스 관리자에서 고급 사용자로 다운그레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가능한 다음 서비스 관리자 사용자(알파벳순)에게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기능이 재지정되고
현재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사용자의 역할이 삭제 또는 변경되어 액세스 제어와 동기화됩니다.

사용가능한 서비스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관리자 사용자가 삭제되지 않거나 역할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Oracle에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이슈를 해결할 다음 단계를 알려 줍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시스템 설정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역할을 사용가능한 서비스
관리자에게 인계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4장
애플리케이션 소유권 관리

4-7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배포에서
글꼴 업로드

보고서 디자이너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트루타입 글꼴을 모두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통해 개별 글꼴 파일이나 여러 개의
트루타입 글꼴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글꼴 폴더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글꼴 파일은 트루타입 글꼴이어야 하며 글꼴 폴더 구조에 없어야 합니다. 중복된 글꼴을
업로드하면 중복된(또는 부적합한) 글꼴 파일을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글꼴을 zip 파일로 업로드한 경우 다른 적합한 파일은 모두 로드됩니다.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배포에서 글꼴을 업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설정을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설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2. 보고 옵션을 지정하려면 보고 옵션 설정에서 보고서 설정을 누릅니다.

3. 설정 대화상자에서 글꼴 관리를 누릅니다.

4. 글꼴 대화상자에서

을 누르고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5. 파일 업로드 대화상자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업로드하려는 트루타입 글꼴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주:

글꼴을 두 개 이상 업로드하려면 zip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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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글꼴 파일의 크기에 따라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표시 형식 사용자정의
표시 형식 페이지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일반적인
모양과 느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dwood 환경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모양과 느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동적 탭과 같은 특정 기능도
포함됩니다. Redwood 환경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다른 배경 색상, 아이콘 스타일 등의 사전
정의된 클래식 테마 목록에서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 브랜딩 로고 및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주: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양을 사용자정의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 사용자 환경설정에서 홈 페이지의 공지사항 패널 맨위에 표시할 프로파일 사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툴,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Tax
Reporting 작업 에서 프로파일 사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표시 형식을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표시 형식 순으로 누릅니다.

2. 다음 사용자정의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Redwood 환경 사용—최신 사용자 환경을 즐기고 Redwood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려면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테마 옵션이 표시됩니다.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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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Redwood 환경 사용 옵션을 지우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클래식 테마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로고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사전 정의된 오라클 로고와 테마 기반 배경 이미지를
고유 이미지로 바꿉니다. 파일을 선택하여 로컬로 저장된 사용자정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거나 URL을 선택하여 사용자정의 이미지 URL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그래픽 형식은 .jpg, .png 또는 .gif이고 파일 업로드는 5MB로 제한됩니다. 테마
기반 로고와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려면 사전 정의를 선택합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표시—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은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는 경우 탭과 홈페이지의 로고 옆에 표시됩니다. 아니요를 선택하면 홈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을 숨기고 브라우저 탭에 Oracle
Applications를 표시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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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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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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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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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장을 누릅니다.

4.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합니다.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
태스크 목록, 승인 및 작업 콘솔의 변경사항을 전자메일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통지는 통지를 트리거한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 날에
뱃치로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전자메일이 설정되어 있고 통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 단위의 소유자가 되거나 검토 작업에 대해 통지를 받는 사용자로 지정되면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통지가 전송됩니다.

• 지연 통지 — 태스크 만기 일자가 지나면 지연 통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 상태 변경 통지 — 태스크 상태가 변경되면 태스크 작업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통지가 전송됩니다.

• 만기 일자 미리 알림 — 태스크 만기 일자 전 지정된 기간(일)에 미리 알림이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통지를 비활성화하려면 [통지] 확인란을 지우고 [나에게 알림]에서 [사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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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통지를 설정하고 사용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통지를 누릅니다.
 

 

3. 선택사항: 관리자인 경우 관리자 설정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전자메일 주소에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통지에서 통지를 보낼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 태스크 목록

• 승인

• 작업 콘솔

6. 전자메일 시작 시간 및 전자메일 종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7. 통지 유형에서 통지 유형을 선택한 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확장하여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옵션(예: "태스크 승인자이며 태스크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을 선택합니다.

8. 나에게 통지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통지 전송 빈도를 선택합니다.

• 하루 한 번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혼합

• 사용 안 함 - (상태 변경 통지 및 만기 날짜 미리알림에 적용 가능)

9. 저장을 누릅니다.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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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작업

사용자 변수 생성

사용자 변수는 양식에서 필터로 작용하여 사용자가 부서, 특정 시간 프레임 또는 계정과 같은
특정 멤버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변수는 관리자가 생성합니다.

사용자 변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변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사용자 변수 탭을 선택합니다.
 

 

3. 추가( )를 누릅니다. 테이블에 새 행이 추가됩니다.

4. 사용자 변수 탭의 차원에서 사용자 변수를 생성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5. 사용자 변수 이름에서 새 사용자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사용자 변수 정의에서 멤버 선택기( )를 눌러 사용자 변수에 필요한 멤버를
선택합니다.

7. 선택사항: POV에서 사용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컨텍스트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사용자 변수 값이 양식의 콘텐츠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사용자 변수와 양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체 변수 생성

대체 변수는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정보에 대한 글로벌 자리 표시자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월이 변경되어도 양식 또는 보고서 스크립트에서 월 값을 직접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도록
현재 월 멤버를 대체 변수인 CurMnth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변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변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대체 변수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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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를 누릅니다. 테이블에 새 행이 추가됩니다.

4. 큐브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5. 이름에서 대체 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값에서 대체 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공지사항 생성
관리자가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예정된 이벤트에 대해 공지사항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공지사항은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의 공지사항 영역에 표시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공지사항 순으로 누릅니다.

2. 생성을 누릅니다.

3.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제목 - 공지사항의 목적입니다.

• 시작 날짜 - 공지사항을 보낼 시기입니다.

• 종료 날짜 - 선택사항입니다.

• 콘텐츠. 텍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편집 모드(서식 있는 텍스트 또는 소스 코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공지사항을 저장하려면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
[아티팩트 레이블] 페이지에서 로케일당 아티팩트 레이블을 정의합니다. 기타 파일에서 아티팩트
레이블을 임포트 및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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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티팩트 레이블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아티팩트 레이블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를 누릅니다.

2. 아티팩트 레이블을 누릅니다.

3. 선택사항: 아티팩트 레이블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필터( )를 누릅니다.

b. 필터 대화상자에서 아티팩트 및 속성의 필터를 선택한 다음 적용을 누릅니다.

4. 아티팩트의 언어를 추가하려면 아티팩트를 선택하고 언어 추가 드롭다운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를 누릅니다.

2. 아티팩트 레이블을 누릅니다.

3. 아티팩트 레이블 페이지에서 작업 아이콘을 누르고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4. 아티팩트 레이블 임포트 페이지에서 임포트 파일의 대상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컴퓨터의 위치에서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 인박스—서버에서 임포트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5. 다음과 같이 소스 파일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 로컬을 선택한 경우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찾습니다.

• 인박스를 선택한 경우 소스 파일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임포트를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을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를 누릅니다.

2. 아티팩트 레이블을 누릅니다.

3. 아티팩트 레이블 페이지에서 작업 아이콘을 누르고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4. 아티팩트 레이블 익스포트 페이지에서 임포트 파일의 대상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컴퓨터의 위치에서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 인박스—서버에서 임포트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5.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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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플리케이션 관리

관련 항목

• 애플리케이션 개요

• 차원, 멤버, 별칭 및 양식에 대한 제한 사항

• 메타데이터 임포트

•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 데이터 통합

• 데이터 복사

• 데이터 지우기

• 큐브 지우기 작업 생성

•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 적합한 교차점 정의

•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요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속성 및 애플리케이션 통계(예: 애플리케이션의 태스크,
양식, 규칙 및 승인 계층 구조의 수)를 보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차원도 나열됩니다.

차원을 관리하려면 차원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개요를 보려면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개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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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멤버, 별칭 및 양식에 대한 제한 사항
차원, 멤버 및 별칭에 대한 이름을 지정할 경우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 차원, 멤버 및 별칭에는 80문자 이하를 사용합니다.

주:

엔티티 멤버 이름은 76자를 초과하거나 쉼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멤버 이름, 차원 이름, 별칭 및 설명에 HTML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옴표, 대괄호, 백슬래시 또는 탭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괄호는 허용되지만 블록
저장영역 아웃라인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집계 저장영역 아웃라인으로 변환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 차원 또는 멤버 이름의 처음에 다음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at 기호

– 백슬래시

– 대괄호

– 쉼표

– 대시, 하이픈 또는 빼기 기호

– 등호

– 보다 작음 기호

– 괄호

– 마침표

– 더하기 기호

– 따옴표

– 밑줄

– 세로 막대

• 이름의 시작 또는 끝에 공백을 두지 마십시오. 해당 공백은 무시됩니다.

• 멤버 이름에 슬래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정의 달력의 기간인 경우 접두어에 공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차원 또는 멤버 이름으로 다음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계산 스크립트 명령, 연산자 및 키워드

– 객체 이름에 OEP_, OFS_, OCX_, OWP_, OPF_, FCCS_, TRCS_, ARCS_,
OQP_, OGS_를 접두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TRCS_A" 접두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_TRCS, BTRCS 또는 TRCSB와 같이 객체 이름에
약어를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 함수 이름 및 함수 인수

– 다른 차원 및 멤버의 이름(멤버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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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시계열]이 사용된 경우 [내역], [연도], [계절], [기간], [분기], [월], [주] 또는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단어:

* ALL

* AND

* ASSIGN

* AVERAGE

* CALC

* CALCMBR

* COPYFORWARD

* CROSSDIM

* CURMBRNAME

* DIM

* DIMNAME

* DIV

* DYNAMIC

* EMPTYPARM

* EQ

* EQOP

* EXCEPT

* EXP

* EXPERROR

* FLOAT

* FUNCTION

* GE

* GEN

* GENRANGE

* GROUP

* GT

* ID

* IDERROR

* INTEGER

* LE

* LEVELRANGE

* LOCAL

* LOOPBLOCK

* LOOPP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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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 MBR

* MBRNAME

* MBRONLY

* MINUS

* MISSING

* MUL

* MULOP

* NE

* NON

* NONINPUT

* NOT

* OR

* PAREN

* PARENPARM

* PERCENT

* PLUS

* RELOP

* SET

* SKIPBOTH

* SKIPMISSING

* SKIPNONE

* SKIPZERO

* STATUS

* TO

* TOLOCALRATE

* TOP

* TRAILMISSING

* TRAILSUM

* TYPE

* UMINUS

* UPPER

* VARORXMBR

* XMBRONLY

* $$UNIVERSE$$

* #MISSING

*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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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임포트
쉼표로 구분된 형식, 탭으로 구분된 형식 또는 기타 형식의 파일에서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은 시스템에서 검증을 수행하여 계산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당기 준비금
및 이연 준비금이 총 ETR(유효 세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임포트에서 지원되는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원

• 스마트 목록

• 환율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데 사용할 형식을 고려할 때는 다음 정보에 유의합니다.

• CSV 파일 사용

– csv 파일은 MS Excel에서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메타데이터 설정을 파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속성 값에는 해당 열이 있습니다.

– 차원 임포트 후에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수행하라는 미리알림이 표시됩니다.

주:

.csv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계층에 대한 그래픽 개요가 없다는 점과 상위/1차 하위
조합 때문에 계층을 유지관리하기 어렵습니다.

• 네비게이터에서 차원 편집기 사용

– 계층을 볼 수 있으므로 멤버 배치가 더 용이합니다.

–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차원 업데이트 후에 미리알림이 없으므로 잊지 말고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수행해야 합니다.

• 통합 차원 편집기 사용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차원] 탭 순으로 선택한 다음 편집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멤버
등록정보 편집] 탭에서 모든 차원을 편집하고 속성 값을 포함한 모든 등록정보를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Excel 기능을 사용하여 행 복사, 붙여넣기, 삽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차원 계층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등록정보에 드롭다운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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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값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차원 업데이트 후에 미리알림이 없으므로 잊지 말고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수행해야 합니다.

• 통합 차원 편집기 사용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차원 탭 순으로 선택한 다음 편집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멤버 등록정보 편집 탭에서 모든 차원을 편집하고 속성 값을 포함한 모든 등록정보를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Excel 기능을 사용하여 행 복사, 붙여넣기, 삽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차원 계층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등록정보에 드롭다운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속성 값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차원 업데이트 후에 미리알림이 없으므로 잊지 말고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수행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임포트할 각 아티팩트에 대한 임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메타데이터 임포트 파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임포트 파일을 로드합니다. 여러 차원 파일을 동시에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임포트 파일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에서 메타데이터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개요: Tax Reporting에서 메타데이터 작업

메타데이터 임포트 파일 생성

로드를 시작하기 전에 임포트할 각 아티팩트(차원, 스마트 목록 및 환율 테이블)에 대한
임포트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임포트 파일에는 머리글 레코드가 포함되고 머리글 레코드
아래에 임포트하거나 업데이트할 메타데이터 레코드 목록이 포함됩니다. 파일
형식은 .csv(쉼표로 구분) 또는 .txt(탭으로 구분 또는 기타 구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파일의 머리글 레코드, 첫 번째 라인:

– 후속 메타데이터 레코드가 사용하는 차원 및 모든 멤버 속성을 나열합니다. 머리글
레코드와 후속 레코드에 모든 속성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속성은 해당 상위 멤버의 기본 속성 값에서 상속됩니다.

–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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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메타데이터 레코드의 순서가 동일하면 속성을 임의의 순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 쉼표 또는 탭 구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분자가 지원되고 동일한 구분자가
파일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구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구분자
및 예외 목록을 보려면 기타 지원되는 구분자를 참조하십시오.

• 머리글 레코드 다음에 임포트할 메타데이터 레코드 목록입니다. 각 메타데이터 레코드에는
머리글 레코드에 지정된 순서와 일치하는 쉼표, 탭 또는 기타 구분자로 구분된 속성 값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레코드는 머리글 레코드에 지정된 등록정보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등록정보로 가정합니다.

기타 지원되는 구분자

주의:

나열된 문자 중 일부는 모든 임포트 및 익스포트 시나리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나열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구분자 예외의 섹션에 있는 예외에 유의하십시오.

Tax Reporting에서는 임포트 파일과 익스포트 파일에서 쉼표와 탭 외에 다음과 같은 구분자를
지원합니다.

• 물결표(~)

• 억음 악센트 기호(`)

• 느낌표(!)

• 숫자 기호(#)

• 물음표(?)

• 달러 기호($)

• 퍼센트 기호(%)

• 캐럿(^)

• 앰퍼샌드(&)

• 별표(*)

• 괄호( )

• 하이픈 또는 빼기(-)

• 더하기(+)

• 콜론(:)

• 세미콜론(;)

• 꺾쇠 괄호(< >)

• 백슬래시(\)

• 슬래시(/)

• 세로 막대(|)

• 아포스트로피(')

• 중괄호({ })

• 밑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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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괄호([ ])

• At 기호(@)

• 마침표(.)

단 한 글자만 구분자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세로 막대( | )는 지원되지만 두 개의
세로 막대( | |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타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구분자 예외

메타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파일에서 다음 구분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 5-1    메타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구분자 예외

구분자 예외 이유

큰따옴표("") 비어 있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더하기(+)
빼기(-)
슬래시(/)
퍼센트 기호(%)

메타데이터 임포트 파일에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는 통합 등록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꺾쇠 괄호(< >) 속성에서 <none> 값을 사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

멤버 이름의 문자와 충돌하는 문자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표 5-2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구분자 예외

구분자 예외 사유

괄호( ) 데이터 임포트 파일에 사용된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큰따옴표("") 비어 있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하이픈 또는 빼기(-) 데이터 임포트 파일에 사용된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메타데이터 임포트 파일 로드

메타데이터 임포트 파일을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임포트할 각 아티팩트(차원, 스마트 목록 및 환율 테이블)에 대한 임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메타데이터 임포트 파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3. 개요, 차원 탭, 임포트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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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데이터 임포트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5. 임포트 파일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 - 컴퓨터의 위치에서 임포트 파일을 로드합니다. 임포트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임포트할 아티팩트에 대한 임포트 파일을 컴퓨터에서 선택합니다.

• 인박스 - 서버에서 임포트 파일을 로드합니다. 임포트 파일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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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일 유형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쉼표로 분리

• 탭으로 분리

• 기타. 임포트 파일에서 사용하는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지원되는 구분자 및 예외
목록을 보려면 기타 지원되는 구분자를 참조하십시오.

7. 멤버 지우기를 선택하여 임포트를 수행하기 전에 로드 파일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멤버를 삭제합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에 유의하십시오.

• 지정된 멤버의 상위 멤버이거나 지정된 공유 멤버의 기준 멤버인 경우가 아니면
차원을 임포트한 후 지정되지 않은 모든 멤버가 아웃라인에서 삭제됩니다.

• 멤버 지우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임포트 프로세스에서 기존 멤버만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이 성공적으로 로드될 수 있도록 [멤버 지우기]를
선택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파일을 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멤버
지우기를 선택하고 임포트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합니다.

8. 선택사항: 선택한 위치가 인박스이면 작업으로 저장을 눌러 임포트 작업을 바로 또는
나중에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임포트 작업을 작업으로 저장하면 로드 순서를 뱃치 처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임포트하며, 데이터 로드가 완료될 때 규칙을
실행합니다.

9. 선택 사항: 선택한 위치가 로컬이면 검증을 눌러 임포트 파일 형식이 정확한지
테스트합니다.

10. 임포트를 눌러 임포트 작업을 실행합니다.
임포트 프로세스에 성공하면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대화상자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새로고치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작업 콘솔에서 임포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작업 및 최근 활동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복제 환경의 일부로 메타데이터 로드를 수행하거나 마이그레이션 또는 EPM Automate를
사용하여 스냅샷을 임포트하는 경우 EPM Cloud는 다중 통과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이
솔루션은 이전 메타데이터 로드에서 거부된 레코드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메타데이터 입력
파일의 다른 로드를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csv(쉼표로 구분) 또는 .txt(탭으로 구분 또는 다른 구분자) 형식의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프로세스에서 지원되는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원

• 스마트 목록

• 환율

시스템에서 각 아티팩트에 대한 익스포트 파일을 생성하며(파일 유형에 따라 .csv 또는 .txt),
모든 익스포트 파일은 하나의 zip 파일로 통합됩니다. 파일을 임포트 파일로 사용하려면(예: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임포트할 때) zip 파일에서 .csv 또는 .txt 파일을 추출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를 파일로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차원 탭, 익스포트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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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페이지에서 생성을 눌러 다음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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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에서 익스포트 파일의 대상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 - 익스포트 파일을 로컬 컴퓨터의 위치에 저장합니다.

• 아웃박스 - 익스포트 파일을 서버에 저장합니다.

5. 익스포트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6. 파일 유형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쉼표로 분리—각 아티팩트에 대해 쉼표로 구분된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 탭으로 분리—각 아티팩트에 대해 탭으로 구분된 .txt 파일을 생성합니다.

• 기타—각 아티팩트에 대해 .txt 파일을 생성합니다. 익스포트 파일에서 사용할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지원되는 구분자 문자 및 예외 목록을 보려면 기타 지원되는
구분자를 참조하십시오.

7.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위치가 아웃박스이면 작업으로 저장을 눌러 익스포트 작업을 바로 또는
나중에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 선택한 위치가 현지면 익스포트를 누르고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8. 선택한 차원을 포함하는 zip 파일을 저장합니다.

9. 선택사항: .csv 파일을 열고 필요에 따라 편집합니다. 올바른 상위 계정 멤버를 찾아
멤버가 올바른 위치(예: FCCS_Income Statement의 1차 하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11. 수정된 .csv 파일을 Tax Reporting으로 임포트합니다.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은 Tax Reporting에서 통합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파일 기반 및
직접 통합 소스를 정의하고, 소스 데이터를 필수 타겟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매핑 규칙을
생성하며, 주기적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를 실행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합 태스크는
작업 방식을 지원하고 준수하는 탐색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래의 Tax Reporting 홈 페이지에서 직접 데이터 통합에 액세스하거나,
네비게이터에서 애플리케이션 아래의 데이터 교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페이지에서 통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합을 실행하여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필터 기준에 따라 타겟에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Integration 관리

•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에서
"Tax Reporting 사용 고객"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통합에 액세스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데이터 통합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교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통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통합을 검색하려면 검색을 누른 후 이름, 위치, 소스 또는 타겟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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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목록을 정렬하려면 조건을 지정합니다. 정렬 결과는 오름차순(A에서 Z) 또는 내림차순
(Z에서 A)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4. 통합을 생성하려면  통합 생성을 누른 다음, 통합 생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통합 세부정보를
지정합니다.

5. 통합을 편집하려면 목록에서 통합을 두 번 클릭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6. 통합을 실행하려면 목록에서 통합을 선택하고 실행 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복사
데이터를 소스 POV에서 대상 POV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대량 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정, 멀티 GAAP, 이동, 내부거래, 관할권, 데이터 소스 등을 기준으로
멤버를 필터링하여 세밀한 레벨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소스 및
대상 POV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티티 차원에서는 지역 1, 지역 2와 같이 여러 멤버 선택이 허용됩니다. 엔티티와 같이

데이터 소스, 계정, 이동, 내부거래, 멀티 GAAP, 관할권 같은 다른 차원도 소스에서 여러
선택이 허용됩니다.

• 엔티티 차원의 경우 사용자가 소스 POV에서 여러 선택을 수행하면 소스의 동일한 값이
대상으로 복사됩니다. 대상 멤버는 소스에서 선택한 멤버와 동일합니다.

구성 제외가 선택된 경우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이외의 다른 모든 차원은 잠금 상태인 타겟이
포함되며 선택항목은 소스와 동일합니다.

• 잠긴 대상 엔티티로는 데이터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소스 엔티티에는 잠금이 있어도 되지만
대상이 잠겨 있으면 복사 작업이 실패합니다.

• 모든 비율 관련 데이터(예: 세율, FX 환율(외화 환율), 대체 비율 등)는 연결 및 CbCR 큐브 둘
다에서 대상에 복사됩니다.

• 구성 큐브에 있는 모든 자동화 관련 데이터도 복사됩니다.

드릴스루 정보는 대상에 복사되지 않습니다. 현재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게시된
데이터와 Data Management에서 로드된 데이터에 대해 드릴스루 정보가 제공됩니다. 복사
작업이므로 소스에서 사용가능한 드릴스루 정보가 대상으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주:

데이터 복사의 보안 계층에 대한 개요는 보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복사의 대체 변수

멤버 선택기에서 대체 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체 변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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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재 연도 FY21의 대체 변수를 &currYear로 생성하고 이전 연도 FY20의 대체

변수를 &prevYear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각 소스 연도 및 타겟 연도의

데이터 복사에서 이러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복사 태스크를 실행할 수도
있고 작업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데이터 복사 작업 저장 참조). 이제 다음 연도의 대체
변수 값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예: prevYear를 FY21, currYear를 FY22로 업데이트).

주:

• 대체 변수는 "&"로 시작해야 합니다.

• 대체 변수 값은 적합한 멤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대체 변수 값에는 쉼표로 구분된 값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 대체 변수 값에는 함수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 대체 변수 값은 함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변수
allChildrenOfTotGeo를 생성하고 해당 값을

ILvl0Descendants("FCCS_Total Geography")로 설정하면 데이터 복사에

실패하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조항 - 연결 큐브 데이터

• CbCR - CbCR 큐브 데이터

세금 조항 및 CbCR에 대해 데이터를 병합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 프로세스 후에는 모든 대상 엔티티 데이터의 계산 상태가 Impacted로 변경됩니다.
연결을 실행하여 값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 데이터 복사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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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복사 작업 화면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4. 데이터 복사 화면이 열립니다.

5. 복사할 모듈을 선택합니다.

• 법인세 준비금

• CbCR - CbCR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구성 데이터 제외 – 구성 데이터 제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시나리오, 연도, 기간,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성 제외를 선택하면 시나리오, 연도, 기간, 데이터 소스
외에도, 계정, 이동, 내부거래, 멀티 GAAP, 관할권 등 다른 차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세 준비금 및 CbCR에 대해 복사 옵션에서 실행할 복사 유형을 선택합니다.

• 대체 - 모든 대상 데이터 셀이 소스 데이터 셀 값으로 대체됩니다.

• 병합 - 소스 데이터 셀 값은 대상 데이터 셀 값으로 병합됩니다. 소스 선택에 속하지 않는
기존 대상 데이터 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7. 구성 데이터 제외의 경우 구성 데이터 복사를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에 따라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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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데이터 제외 확인란을 선택하면 데이터 복사 기능을 수행할 때 다음 구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제외됩니다.

• 세금 자동화 규칙

• 임시 준비금 손실 엔티티

• TAR 자동화 규칙

• CbCR 제출

• CbCR 자동화

• 세율

•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연도

• FX 환율(외화 환율)

• CTP 자동화

주:

구성 데이터 제외를 선택하면 계정, 이동, 데이터 소스, 내부거래, 관할권,
엔티티 등 모든 차원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 멤버에 대해
타겟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스에 대해 입력하는 값이 타겟에서도
반영됩니다.

주의:

자동화된 데이터 및 계산된 데이터는 대상에도 복사되며, 사용자가 연결을
실행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으려면 이동 차원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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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데이터 제외가 선택취소된 경우 데이터 복사에 구성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주:

데이터 복사 기능에서는 소유권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8. 소스 및 타겟의 경우

을 눌러 멤버 선택 대화상자를 열고 멤버 선택 대화상자에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소스 및 타겟에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의 멤버를 선택하려면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도 가능하지만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의
타겟에서만 가능합니다.

엔티티 차원과 데이터 소스, 계정, 이동, 내부거래, 멀티 GAAP, 관할권 같은 다른 차원이 필터
역할을 하며 구성 데이터 제외 확인란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멤버를 선택하거나 적합한 데이터 소스 멤버를
입력합니다.

주:

FCCS_Supplemental Data가 데이터소스로 선택되었고 데이터 셀에 SDM
양식에서 게시된 값이 있는 경우 SDM 양식은 "게시 취소됨 또는 다시 열림"
상태입니다. 양식을 게시 취소하거나 다시 열면 Tax Reporting에 저장된 드릴 링크
및 데이터가 지워지며 양식 상태가 워크플로우의 첫번째 단계로 돌아가 다시
준비자에게 지정됩니다. 즉, SDM 세부정보를 게시 취소하거나 다시 열면 데이터 셀
값이 자동으로 지워지지만 사용자가 양식 템플리트를 재배포하지 않는 한, 지원
SDM 세부정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FCCS_Managed Data 또는 Data Management 링크가 포함된 다른 항목을

데이터소스로 선택하면 항상 데이터 셀의 값과 드릴 링크가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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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겟에 대해 시나리오, 연도, 기간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복사할 하나 이상의 엔티티
차원을 선택합니다. 엔티티가 필터 역할을 하며 구성 데이터 제외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엔티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 실행을 눌러 데이터 복사 태스크를 제출하고 프롬프트에서 예를 눌러 계속합니다.
법인세 준비금 또는 CBCR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비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복사됩니다.
데이터 복사 태스크가 제출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작업 콘솔에서 태스크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른 후에 자세한
내용을 볼 작업을 누릅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복사 작업 사용

• 데이터 복사 작업 저장

• 데이터 복사 작업 스케줄링

• 데이터 복사 작업 감사

• 예: 구성 제외, 대체 변수, 작업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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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사 작업 사용

데이터 복사 프로세스의 멤버를 선택한 후 데이터 복사 작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멤버를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복사 프로세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사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저장한 복사 작업 목록을 표시합니다. 작업을
선택하고 데이터 복사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작업을 편집하고 저장하거나 수정된 작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작업을 복제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 생성

데이터 복사 작업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2. 개요를 누르고 작업에서 데이터 복사를 선택합니다.

3. 복사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5. 복사 작업 저장에서 작업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름은 최대 30자의
고유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설명에는 최대 128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저장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 목록에 작업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복사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복사 작업 편집

데이터 복사 작업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복사 작업 목록에서 목록을 열 작업을 선택합니다.

2. 필요한 대로 선택사항을 편집합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이름이 동일한 작업을 저장하거나 필요한 대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수정된 작업을 새 작업으로 저장한 다음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 복제

1. 데이터 복사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 목록에 접미어가 "_Copy"인 복제 작업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Test_Copy_Job을 복제하면 복제 작업 이름은 Test_Copy_Job _Copy입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 삭제

데이터 복사 작업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복사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작업을 삭제하라는 확인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4. 작업 삭제 확인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참조 항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에 있는 Tax
Reporting의 "데이터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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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사 작업 저장

데이터 복사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 복사 선택항목을 작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복제 및 수정

• 삭제

• 스케줄링

데이터 복사 작업을 저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복사 창을 엽니다. 데이터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2.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에 대해 다음 값(예)을 입력합니다.

• 시나리오: 소스 – 실제, 타겟 – 실제

• 연도: 소스 – FY15, 타겟 – FY15

• 기간: 소스 – P1, 타겟 – P2

3. 저장을 누릅니다.

4. 복사 작업 저장 창이 나타납니다.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5. 작업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6.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생성한 작업의 복사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7. 복사 작업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8. 작업을 선택한 후 작업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복제 또는 삭제를
선택하여 작업을 복제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 스케줄링

데이터 복사 작업을 스케줄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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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스케줄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업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2.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데이터 복사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스케줄 시작에 이름 및 스케줄 시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지금
실행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다음을 누릅니다.

5. 작업 스케줄링 화면을 검토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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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케줄링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대기 중인 작업 목록에 작업 스케줄링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 감사

직접 또는 스케줄러를 통해 실행되는 작업에 감사 항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및 데이터 감사도 참조하십시오.

감사 항목에서는 다음 정보를 캡처합니다.

• 태스크 유형: 데이터 복사

• 실행 시간

• 등록정보: 태스크 유형 및 실행 위치(UI에서 실행 또는 스케줄링된 작업에서 실행), 소스
POV

• 작업: 실행자

• 값: 타겟 POV 및 실행된 위치

예: 구성 제외, 대체 변수, 작업 스케줄링
사용 사례:

• 사용자는 시나리오: 실제, 연도: FY21, 기간: P12에서 시나리오: 실제, 연도: FY22,
기간: P12로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 사용자는 구성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자는 계정: NIBT 및 엔티티: 지역 1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 사용자는 정기적인 간격으로(예: 월별, 분기별, 연도별) 복사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

1. 연도에 대해 두 개의 대체 변수를 생성합니다.

• 현재 연도: FY21
• 다음 연도: FY22

2. 데이터 복사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3. 구성 데이터 제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소스 및 타겟: 시나리오, 연도, 기간을 입력합니다. 연도에 생성된 대체 변수 소스 연도:
현재 연도, 타겟 연도: 다음 연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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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정 필터를 선택하고 계정 이름: NIBT를 입력합니다.

6. 엔티티 필터를 선택하고 엔티티 이름: 지역 1을 입력합니다.

7. 작업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작업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8. 작업이 저장되면 작업 스케줄링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 목록에서 데이터 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그런 다음, 시작 날짜/시간, 종료 날짜/시간, 반복 빈도를 입력하여 저장된 데이터 복사 작업을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10. 작업이 스케줄링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정기적인 간격으로
실행됩니다.

11. 이제 다음 연도에 FY22에서 FY23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하고 싶으면 대체 변수 페이지로
이동하여 현재 연도: FY22 및 다음 연도: FY23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2. 스케줄링된 작업이 다음에 실행될 때 업데이트된 대체 변수 값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지우기
다음 데이터 유형의 특정 시나리오, 연도, 기간 또는 기간 범위에서 선택한 엔티티의 데이터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세금 조항

• CbCR 데이터

외환(FX) 환율 데이터의 경우 이 작업은 연결(Consol) 및 CbCR 큐브 둘 다에서 선택한 엔티티의
모든 비율(글로벌 비율 제외)을 지웁니다.

데이터를 지우려면 서비스 관리자 역할을 가진 사용자여야 합니다. 잠기거나 시작하지 않은
엔티티의 데이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다음 멤버는 고정되어 있으며 지우기 프로세스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뷰 - 주기적

• 통화 - 엔티티 통화(모두가 데이터 소스 드롭다운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모두가 데이터 소스
드롭다운에서 선택된 경우, 엔티티 통화 및 모든 보고 통화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 계정 - <모든 멤버>

• 이동 - <모든 멤버>

• 멀티 GAAP - <모든 멤버>

• 사용자정의 - <모든 멤버>

• ICP - <모든 멤버>

• 통합 - 엔티티 입력(모두가 데이터 소스 드롭다운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모두가 데이터 소스
드롭다운에서 선택된 경우, 모든 통화 멤버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지우기 프로세스 후에 통합을 실행하여 영향을 받은 값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 드롭다운에서 모두를 선택하면 엔티티의 계산 상태가 아래 로직에 따라 설정됩니다.

• 레벨 0 엔티티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엔티티와 해당 인스턴스(존재하는 경우)가 데이터
없음으로 설정되고 선택한 레벨 0 엔티티와 해당 공유 인스턴스의 모든 상위 멤버는
영향받음으로 설정됩니다.

• 상위 엔티티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하위 엔티티의 계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엔티티의 모든 하위 엔티티에 대한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인 경우, 상위 엔티티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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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공유 인스턴스(있는 경우)도 데이터 없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한
상위 엔티티와 공유 인스턴스의 계산 상태 및 모든 상위 멤버는 영향받음이 됩니다.

• 예를 들어, IDescendants() 함수를 사용하여 엔티티의 하위 멤버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모든 하위 멤버 엔티티 및 해당 엔티티의 공유 인스턴스에 대한 하위
멤버의 데이터는 지우고 계산 상태를 데이터 없음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하위 멤버
엔티티 및 공유 인스턴스의 모든 상위 멤버는 영향받음으로 표시됩니다. 상위 멤버에
상위 세금 계산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상위 데이터 입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멤버 엔티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한 계산 상태가
영향받음 상태여야 합니다.

주:

• 모두 대신에, 데이터 소스 드롭다운에서 기타 데이터 소스(관리형 데이터,
보충 데이터 또는 기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경우, 레벨 0 엔티티의 계산
상태는 영향받음으로 표시됩니다. 모두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으로 설정됩니다.

• 모두 대신에, 데이터 소스 드롭다운에서 기타 데이터 소스(관리형 데이터,
보충 데이터 또는 기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경우, 상위 엔티티의 계산 상태는
영향받음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모두를 선택하는 경우:

– 모든 하위 엔티티의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으로 시작한 경우에만 상위
엔티티의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 선택한 상위 엔티티에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인 하위 엔티티가 있는
경우, 계산 상태가 영향받음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없음 엔티티를 지우기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승인
상태가 잠금 또는 시작되지 않음 상태인 엔티티의 계산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

데이터 지우기의 보안 계층에 대한 개요는 보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사용 사례 시나리오

모든 엔티티에 데이터 없음 이외의 상태가 있고, 승인 상태가 잠금 또는 시작하지 않음
상태인 엔티티가 없으며, 모두 데이터 소스 옵션이 모든 예제에 대해 선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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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1: 상위의 데이터 지우기(TESTENTITY4)

• TESTENTITY4의 데이터 및 해당 공유 인스턴스가 지워집니다.

• 1차 하위(TESTENTITY5)의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 이 아닌 경우 TESTENTITY4 및 해당
공유 인스턴스의 계산 상태는 영향받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TESTENTITY4 및 해당 공유
인스턴스의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TESTENTITY4 및 해당 공유 인스턴스(TESTPARENT1, TESTPARENT2,
TESTGRANDPARENT1 및 TESTGRANDPARENT2)의 모든 상위 멤버는 영향받음이
됩니다.

사용 사례 2: 레벨 0의 데이터 지우기(TESTENTITY7)

• TESTENTITY7의 데이터 및 해당 공유 인스턴스가 지워집니다.

• TESTENTITY7 및 해당 공유 인스턴스의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상위 멤버 TESTENTITY6, TESTPARENT2, TESTPARENT3, TESTGRANDPARENT2 및
TESTGRANDPARENT3는 영향받음이 됩니다.

사용 사례 3: IDescendants(TESTPARENT2)의 데이터 지우기

• TESTPARENT2, TESTENTITY4, TESTENTITY4(공유), TESTENTITY5, TESTENTITY6,
TESTENTITY7, TESTENTITY7(공유) 및 TESTENTITY8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 위에 있는 인스턴스의 계산 상태가 데이터 없음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상위 멤버 TESTPARENT1, TESTPARENT3, TESTGRANDPARENT1,
TESTGRANDPARENT2 및 TESTGRANDPARENT3는 영향받음이 됩니다.

사용 사례 4: 상위(TESTENTITY4)의 데이터 지우기

• TESTPARENT1, TESTPARENT2, TESTGRANDPARENT1 및 TESTGRANDPARENT2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 위에 있는 인스턴스의 계산 상태는 하위 상태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 TESTPARENT2의 하위에 데이터 없음 이외의 계산 상태가 있는 경우, TESTPARENT2 및
TESTGRANDPARENT2는 영향받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계산 상태는 데이터
없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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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PARENT1의 하위에 데이터 없음 이외의 계산 상태가 있는 경우,
TESTPARENT1 및 TESTGRANDPARENT1은 영향받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계산 상태는 데이터 없음이 됩니다.

데이터를 지우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 데이터 지우기 순으로 누릅니다.

3. 데이터 지우기 대화상자에서 지울 모듈을 선택하십시오.

• 세금 조항

• CbCR - CbCR을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확인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4. 타겟에서 를 누르고 차원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선택하여 다음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시나리오

• 연도

• 기간 또는 기간 범위

• 하나 이상의 엔티티 멤버 또는 함수

주:

시나리오 및 연도 차원의 경우 단일 선택만 허용됩니다.

5. 데이터 소스에서 지울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십시오.

• 모두--나열된 모든 옵션을 포함합니다.

• 관리형 데이터-- Data Management에서 시스템에 복사되었거나 가져온 데이터

• 보충 데이터--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게시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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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데이터 보충 데이터가 데이터 소스로 선택된 경우와 데이터 셀에 보충 데이터
관리자(SDM) 양식에서 게시된 값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항상 Tax Reporting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된 드릴 링크를 지웁니다.

– 관리형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 관리 드릴 링크가 포함된 다른
데이터소스로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항상 Tax Reporting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된 드릴
링크를 지웁니다.

• 기타 데이터-- 관리형 데이터 및 보충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모든 입력 데이터(예:
세금, 세전, 분담, TAR, BVT 등)입니다.

주:

소스 데이터 소스 옵션을 선택한 경우 타겟 멤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소스에서 선택한 타겟 데이터 소스와 동일한 항목을 자동으로
사용하며 단일 또는 다중 선택일 수 있습니다.

6. 실행을 눌러 데이터 지우기 태스크를 제출하고 프롬프트에서 예를 눌러 계속합니다.

데이터 지우기 태스크가 제출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태스크 상태를 모니터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 작업을 누르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데이터 지우기 작업을 누르십시오.

데이터 지우기 작업 사용

데이터 지우기 프로세스의 멤버를 선택한 후 데이터 지우기 작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멤버를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데이터 지우기 프로세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지우기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저장한 지우기 작업 목록을 표시합니다. 작업을
선택하고 데이터 지우기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작업을 편집하고 저장하거나 수정된 작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작업을 복제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지우기 작업 생성

데이터 지우기 작업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2. 개요를 누르고 작업에서 데이터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3. 지울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5. 지우기 작업 저장에서 작업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름은 최대 30자의
고유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설명에는 최대 128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저장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데이터 지우기 작업 목록에 작업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지우기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지우기 작업 편집

데이터 지우기 작업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지우기 작업 목록에서 목록을 열 작업을 선택합니다.

2. 필요한 대로 선택사항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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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을 누릅니다. 이름이 동일한 작업을 저장하거나 필요한 대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수정된 작업을 새 작업으로 저장한 다음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지우기 작업 복제

1. 데이터 지우기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지우기 작업] 목록에 접미어가 "_Copy"인 복제 작업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Test_Clear_Job을 복제하면 복제 작업 이름은 Test_Clear_Job _Copy입니다.

데이터 지우기 작업 삭제

데이터 지우기 작업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데이터 지우기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작업을 삭제하라는 확인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4. 작업 삭제 확인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참조 항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에서 Tax
Reporting의 "데이터 지우기"

큐브 지우기 작업 생성
사용자는 큐브 지우기 옵션을 사용하여 큐브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큐브 지우기 작업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작업, 큐브 지우기 순으로 누릅니다.
 

 

3. 큐브 지우기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르고 작업 이름을 입력한 후에 큐브, 지우기 옵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 모두 지우기 - 다음을 포함하여 모두 지우기 옵션에서 선택한 엔티티와 연계된 큐브
내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지원 세부정보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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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ssbase 데이터

• 지울 내용 선택

– 상위 레벨 블록 - 상위 레벨 블록의 데이터 삭제

– 비입력 블록 - 비입력 블록의 데이터 삭제

– 동적 블록 - 동적 블록의 데이터 삭제

– 빈 블록 - #MISSING 값을 가진 블록 삭제

4.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5. 큐브 지우기 목록 페이지에서 작업을 보려면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주:

환율 큐브가 아닌 연결 큐브에 대해 큐브 지우기 옵션을 실행한 경우 환율 계산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하여 환율 정보를 연결 큐브로 가져와야 합니다.

큐브 지우기 작업을 바로 시작하거나 작업을 삭제하려면 큐브 지우기 작업 시작 및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새로고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에 지정된 차원, 계층 멤버, 속성 및 기타
데이터에 따라 구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변경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침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사항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칠 때까지
데이터 입력 및 승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 멤버의
속성을 수정하거나 시나리오를 추가하거나 접근 권한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사항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칠 때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기 전에, 새로고침 프로세스 동안 모든 사용자가 유지 관리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 또는 현재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를 로그오프할 수 있고 활성 애플리케이션 요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친 후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새로고치기 전에 아웃라인 파일을 백업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탭의 작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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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침하기 전에 대해 다음을 선택합니다.

• 다음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사용설정—모든 사용자 또는 관리자(또는 현재 로그인한
관리자)가 새로고침 중에 유지 관리 모드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용자 로그오프 - 새로고침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를 로그오프합니다.

• 모든 활성 요청 중지—새로고침을 시작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성인 모든
요청을 종료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후의 선택사항을 작성하여 모든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가능하게 설정하십시오. 이와 같이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 또는
현재 로그인된 관리자가 새로고침 후 유지관리 모드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려면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누르고 확인
메시지를 검토한 다음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작업을 예약하려면 작업으로 저장을 누르고 작업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주:

반복되는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작업을 예약하는 경우 작업을 실행할 때마다
선택하는 새로고침 작업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편집하려면
작업 콘솔에서 작업의 이름을 누르고 저장을 누릅니다.

적합한 교차점 정의

적합한 교차 이해

적합한 교차를 사용하면 적합한 교차 규칙이라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런타임 프롬프트를 선택할 때 특정 셀 교차를 필터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또는 부서에만 유효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교차가 정의되고 나면 부적합한 데이터가 포함된 셀은 읽기 전용이 됩니다. 이 제한
덕분에 연결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최적화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적합한 교차 그룹은 다음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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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될 차원

• 해당 차원 중 하나를 앵커 차원으로 정의

• 비앵커 차원의 필요 여부

• 지정되거나 참조되지 않은 앵커 차원 멤버가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 여부

적합한 교차 규칙

적합한 교차 규칙:

• 적합한 교차 그룹에 정의된 동일한 차원을 사용해야 함

• 적합한 교차만 정의

• 동일한 적합한 교차 그룹에 포함된 적합한 교차 규칙(명시적인 충돌 또는 겹침을 초래)은
적합한 교차 규칙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합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 명시적인 중복이나 겹침을 생성하는 다른 적합한 교차 그룹의 적합한 교차 규칙은 모든 적합한
교차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적합한 교차 그룹이 교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 다른 적합한 교차 그룹에서
교차를 적합한 것으로 표시해도 시스템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부적합한 그룹이
적합한 그룹 결과를 재정의합니다.

주:

적합한 교차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기타 적합한 교차 그룹에서 허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이 규칙이 다른 적합한 교차 그룹에 있어야 합니다.

앵커 및 비앵커 차원

앵커 및 비앵커 차원:

• 앵커 차원은 적합한 교차 평가에서 사용되는 유형에서 항상 필요한 차원입니다.

• 비앵커 차원은 다음과 같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앵커 차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차원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유형에서는 적합한 교차를
평가할 때 해당 차원이 필수로 태그 지정되는 적합한 교차 그룹을 무시합니다.

– 비앵커 차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원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유형에서는 해당
차원을 필수가 아님으로 포함하는 적합한 교차 그룹을 계속 평가하고, 유형의 적합한 교차
그룹에서 기타 차원의 교차를 평가합니다.

• 선택되지 않은 앵커 차원 멤버는 기본적으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멤버가
적합합니다 옵션을 지워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 규칙에서 선택되지
않은 앵커 차원이 있는 모든 교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적합한 교차 규칙의 중복 또는 겹침

동일한 교차 그룹에 포함된 적합한 교차 규칙(명시적인 충돌 또는 겹침을 초래)은 적합한 교차 규칙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서로 다른 적합한 교차점 그룹에서 동일한 속성(예: 앵커 차원, 필수 및 필수가 아닌 비앵커 차원,
선택하지 않은 멤버가 적합합니다. 속성)을 공유하는 경우 동일한 적합한 교차점 그룹의 규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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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멤버 및 적합한 교차 규칙

공유 멤버는 적합한 교차 규칙에서 지원됩니다. 적합한 교차 규칙에 대해 기본 멤버를
선택하면 공유 멤버도 규칙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적합한 교차 규칙에 대해 공유 멤버를
선택하면 기본 멤버도 규칙에 포함됩니다.

대체 변수 및 적합한 교차 규칙

적합한 교차 규칙에서 대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변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체 변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체 변수가 여러 레벨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색해서 첫 번째로
발견된 변수를 사용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2. 애플리케이션

3. 서버

평가 순서

적합한 교차 그룹에 대한 평가 순서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부적합한 결과 세트 순서가
지정되므로 전체 적합한 교차 평가의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목록의 첫 번째 적합한 교차 그룹을 평가한 다음 두 번째 그룹 등의
순으로 평가합니다. 시스템이 목록의 두 번째 그룹에서 부적합한 교차를 발견하면 나머지
목록의 평가를 중지합니다. 교차가 부적합한 것으로 정의되면 다른 적합한 교차 규칙 결과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교차 생성

적합한 교차점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3. 보려는 적합한 교차점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교차점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적합한 교차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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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3. 생성을 눌러 적합한 교차점 그룹을 생성합니다.

 

 

4. 제목 없는 교차점에서 적합한 교차점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설명을 탭하여 필드를 편집하고 적합한 교차점 그룹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앵커 차원을 선택하려면 앵커 차원 선택 옆의 아래쪽 화살표( )를 누릅니다. 선택된 차원이
구동 차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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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앵커 차원 옆의 아래쪽 화살표( )를 눌러 적합한 교차점에 포함할 추가 차원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앵커 차원 멤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선택사항: 비앵커 차원을 필수로 만들려면 비앵커 차원 옆의 아래쪽 화살표( )를
누르고 필수를 누릅니다.

9. 적합한 교차 규칙을 정의합니다.

a. 규칙 추가를 누릅니다.

b. 새 규칙 옆의 아래쪽 화살표( )를 누르고 편집을 누른 후 적합한 교차점에 포함,
제외 또는 제거할 멤버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 편집을 눌러 멤버 선택 페이지를 열고 적합한 교차점 규칙에 포함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 제외 추가를 눌러 규칙에서 제외를 정의합니다. 해당 차원에 대해 포함된
항목의 서브세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우기를 눌러 선택 사항을 지웁니다.

• 삭제( )를 눌러 규칙을 삭제합니다.

c.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새로운 적합한 교차 그룹이 적합한 교차 목록의 끝에 추가됩니다.

적합한 교차 관리

적합한 교차 보기

적합한 교차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적합한 교차 그룹을 생성합니다. 적합한 교차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적합한 교차 그룹의 순서를 재지정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평가 순서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적합한 교차 그룹을 사용안함 및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사용 안 함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적합한 교차 그룹에서 차원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등 적합한 교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에 대한 세부정보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 새 적합한 교차 그룹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적합한 교차 그룹을
복제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 적합한 교차 그룹을 삭제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적합한 교차 그룹 평가 순서 변경

적합한 교차점 그룹에 대한 평가 순서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부적합한 결과 세트 순서가
지정되므로 전체 부적합한 교차점 평가의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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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순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 순서를 참조하십시오.

목록에서 적합한 교차 그룹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
(

)을 누르고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사용안함 및 사용

기본적으로 적합한 교차 그룹은 생성 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을 평가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적합한 교차 탭에서 적합한 교차 그룹을 사용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교차를 사용안함으로 설정하면 양식 또는 비즈니스 규칙을 볼 때 해당 그룹에 대한 적합한
교차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안함으로 설정된 적합한 교차 그룹을 다시 사용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을 사용안함 및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적합한 교차점 목록의 사용 열에서 사용 또는 사용안함으로 설정할 적합한 교차점 그룹 옆의
확인 표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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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확인 표시는 녹색입니다.

3. 사용설정된 나머지 그룹이 적합한 교차 목록에서 정확한 평가 순서로 나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을 순서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에 대한 세부정보 편집

적합한 교차 그룹 세부정보를 편집하려면 멤버 선택기에서 차원 멤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교차 규칙에서 제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세부정보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편집할 적합한 교차 그룹의 이름을 누릅니다.

• 차원 세부정보를 편집하려면 차원 옆에서 아래쪽 화살표( )를 눌러 적합한
교차점 규칙에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 제거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 편집 을 눌러 멤버 선택 페이지를 열고 적합한 교차 규칙에 포함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멤버 또는 함수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제외 추가를 눌러 규칙에서 제외를 정의합니다. 포함할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1의 1차 하위 구성요소를 제외하여 Q1의 1차 하위
구성요소를 제외한 YearTotal의 모든 1차 하위구성요소를 선택하거나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우기 를 눌러 선택 사항을 지웁니다.

• 적합한 교차점 그룹에서 차원을 삭제하려면 차원 옆에서 아래쪽 화살표( ), 삭제

( ) 순으로 누릅니다.

• 적합한 교차 그룹에서 규칙을 제거하려면 삭제 를 누릅니다.

• 적합한 교차점 그룹에 차원 또는 규칙을 추가하려면 규칙 추가 또는 차원 추가를
누릅니다.

3.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 복제

적합한 교차 그룹 생성 속도를 높이려면 기존 적합한 교차를 복제하고 편집하면 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을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복제할 적합한 교차점 그룹의 오른쪽에서 작업( )을 누르고 복제를 선택합니다.

3. 복제된 적합한 교차점 그룹을 열고 편집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적합한 교차점 그룹의 순서를 재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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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교차 그룹 삭제

그룹이 삭제되고 나면 적합한 교차 그룹 교차 순서가 재지정됩니다. 세 가지 적합한 교차 그룹이
있고 순서상 두 번째 적합한 교차 그룹이 삭제되면 세 번째 교차 그룹이 2번이 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제거할 적합한 교차점 그룹의 오른쪽에서 작업( )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하면 나머지 적합한 교차의 순서를 재조정합니다.

양식에서 적합한 교차 작업

적합한 교차 그룹을 사용하면 적용 가능한 적합한 교차 그룹에 정의된 대로 부적합한 교차에 대한
데이터 입력이 방지됩니다. 양식의 영향을 받은 셀은 표준 읽기 전용 색상 코딩에 따라 읽기
전용으로 표시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교차 위로 커서를 가져가면 셀이 적합하지 않은 교차로
정의되었으므로 읽기 전용임을 나타내는 도구 설명이 표시됩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은 먼저 POV 및 페이지 축에 적용됩니다. POV 교차가 모두 부적합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적합한 교차가 선택될 때까지 양식에서는 데이터 그리드가 렌더링되지
않습니다.

POV에 적합한 교차가 있으면 부적합한 교차에서 데이터 입력을 제한하도록 행 및 열이
필터링됩니다. 양식에 대해 부적합한 데이터 제외 옵션이 사용설정되면 부적합한 행, 열 또는 두
항목이 모두 적절하게 양식에서 제외됩니다.

적합한 교차와 부적합한 교차를 혼합하여 구성된 행 또는 열에는 해당 교차가 적합 또는 부적합한
것으로 적절히 표시됩니다. 부적합한 교차는 표준 읽기 전용 음영으로 표시되고 데이터 입력을
방지합니다.

양식을 닫았다가 다시 열지 않고 선택 내용을 취소하여 POV를 필터링되지 않은 기본 목록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내용을 취소하여 다른 차원에 대한 추가 선택 사항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각 차원에 대해 적합한 멤버를 선택해야 하므로 차원이 선택취소된 양식은 렌더링할 수
없습니다.

적합한 교차 규칙으로 인해 멤버 선택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멤버가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부적합한
멤버 표시 옵션을 사용하여 멤버 선택기에 부적합한 멤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멤버가 표시되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주:

적합한 교차 그룹은 차원 멤버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교차 그룹은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된 차원 멤버의 적합한 교차를 추가로 제한합니다.

표 5-3    적합한 교차가 적용된 경우 양식 동작

작업 동작

양식 열기 양식은 차원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에 따라 양식

정의에 정의된 멤버 선택 항목을 사용하여 렌더링되고

가장 최근 사용된 적합한 교차 그룹을 현재 선택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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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적합한 교차가 적용된 경우 양식 동작

작업 동작

POV 차원에서 멤버 선택 • 사용자가 POV에서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POV 차원의 멤버 선택기에서 사용자가 기타

POV 차원에 대해 선택된 멤버를 기반으로

필터링된 나머지 적합한 교차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한 교차 그룹에 포함된 차원에서 멤버를

선택하면 차원이 선택될 때 적합한 교차 그룹에

포함된 차원에 대한 나머지 차원 멤버 목록이

적절하게 동적으로 필터링되므로 POV 차원

멤버가 선택된 순서를 무시합니다.
• 차원 목록에서 부적합한 멤버를 숨기거나

POV에서 선택 불가능으로 표시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양식을 닫고 다시 열지 않아도 선택을 취소하기만

하면 완전히 필터링되지 않은 목록으로 POV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Smart View의 임시

양식은 적합한 교차점

그룹에 따라 페이지

또는 POV 멤버를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선택하여 POV 선택 항목에 따라 양식을

렌더링합니다. 양식 POV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은 적합한 POV 교차에 따라 정의된 대로

렌더링됩니다.

데이터 입력 및 저장 양식 데이터가 입력되고 저장됩니다.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관리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생성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보고서 탭을 누릅니다.

3. 생성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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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목 없는 보고서 화면에서 보고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스캔하여 부적합한 교차점을 검색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6. 엔티티, 시나리오, 뷰 순으로 눌러 스캔에 포함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7. 선택사항: 보고서를 지금 실행할 것인지 나중에 실행할 것인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보고서 기준을 수정하고 보고서를 다시 실행합니다.

9.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편집

적합한 교차 보고서를 편집하고 이름, 설명 및 보고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교차점 보고서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보고서 탭을 누릅니다.

3. 보고서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4. 작업( )을 누르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보고서 이름 또는 설명을 편집합니다.

6. 선택사항: 다른 보고서 기준을 선택합니다.

7. 선택사항: 보고서를 지금 실행할 것인지 나중에 실행할 것인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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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복제

부적합한 교차점 보고서를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보고서 탭을 누릅니다.

3. 보고서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4. 작업( )을 누르고 복제를 선택합니다.

5. 복제 대화상자에서 새 보고서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실행

부적합한 교차점 보고서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보고서 탭을 누릅니다.

3. 보고서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팁:

보고서를 검색하려면 검색 기준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4. 작업
(

)을 누르고 실행을 선택합니다.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삭제

부적합한 교차점 보고서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교차점 순으로 누릅니다.

2. 보고서 탭을 누릅니다.

3. 보고서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팁:

보고서를 검색하려면 검색 기준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4. 작업
(

)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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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서 부적합한 데이터 제외

부적합한 데이터를 제외하면 부적합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양식의 행이나 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부적합한 데이터가 있는 셀이 포함된 행이나 열을 표시합니다.
부적합한 데이터가 있는 셀은 읽기 전용입니다.

양식에서 부적합한 데이터를 제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의 관리에서 양식을 누릅니다.
 

 

2. 양식 및 임시 그리드 관리 패널의 양식에서 열어볼 양식을 누르고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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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드 속성에서 부적합한 데이터 숨김 - 행, 부적합한 데이터 제외 - 열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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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PM Cloud에서 환경 연결

참조:

• EPM Cloud 환경 연결 정보

• EPM Cloud 연결을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사항

• 다른 EPM Cloud 환경에 대한 연결 생성, 편집 및 삭제

• 외부 웹 서비스에 연결

• 외부 연결에 대한 고급 옵션 지정

• EPM Cloud 환경 탐색

• 다른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

• 직접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 통합

EPM Cloud 환경 연결 정보

개요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유형의 여러 EPM Cloud 환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 FreeForm

• Narrative Reporting

• Planning

• Planning 모듈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Oracle Sales Planning Cloud

• Oracle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Cloud

• Tax Reporting

서비스 관리자가 연결을 설정하면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단일 액세스 지점에서 이러한 구독 전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카드 내 탭이나 클러스터 내에서 양식, 대시보드 등 환경 전체의 아티팩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환경의 아티팩트는 사용자 역할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6-1



주:

두 서비스가 모두 있으면 Oracle Analytics Cloud Enterprise Edition 또는
Professional Edition 5.6을 EPM Cloud 플랫폼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구성한 경우 Oracle Analytics Cloud에서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Oracle Analytics Cloud에서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생성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저장소(RPD) 파일에서 EPM
데이터를 모델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Analytics Cloud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어떤 EPM Cloud 환경에 연결할 수 있습니까?

소스 환경은 연결을 생성하는 환경입니다. 타겟 환경은 소스 환경에서 연결할 환경입니다.

이 소스 환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환경은 타겟 환경일 수도 있음).

• FreeForm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 Planning

• Planning 모듈

• Sales Planning

• Tax Reporting

또한 소스 환경은 다음 타겟 환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환경은 소스 환경일 수 없음).

• Account Reconciliation

• Enterpris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Narrative Reporting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전략적 Workforce Planning

다른 EPM Cloud 환경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네비게이터  메뉴에서 소스 환경 및 타겟 환경 사이에 전환합니다. EPM Cloud 환경
탐색을 참조하십시오.

• 소스 환경의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여 홈 페이지에서 다른 타겟 환경의
클러스터, 카드 및 아티팩트에 액세스합니다. 다른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직접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을 원활하게 통합합니다. 직접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고려 사항

• 서비스 관리자만 환경 간 연결을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링크를 눌러 연결된 환경을 엽니다. 링크된 환경 내 액세스는 사전
정의된 역할 및 사용자에게 지정된 액세스 권한(있는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환경 간 탐색을 원활하게 하려면 환경 간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설정된 모든 환경
인스턴스가 동일한 ID 도메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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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타겟 및 소스 환경 인스턴스가 동일한 ID 도메인에 없는 경우 두 인스턴스 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관리자는 회사 SSO(ID 제공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환경 간 연결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SSO에 대해 환경이 구성된 경우 환경 간 연결을 구성하는 서비스 관리자에 대해 ID 도메인
자격 증명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ID 도메인 인증서로 로그인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 간에 환경 간 연결을 마이그레이션하면 특정 사용 사례 시나리오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연결을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Vanity URL은 환경 간 연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디오

목표 이 비디오 보기

이 비디오를 보고 EPM Cloud 워크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개요: EPM Cloud에서 워크플로우
사용자정의

연결된 계획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비디오

시리즈를 시청하십시오. 전체적인 연결된 계획

솔루션과 교차 포드 스마트 푸시 및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통해 계획 솔루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다양한 부문에서 플래너에게 끊김 없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첫번째 비디오에서는 재무 및 판매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 비디오는 전략적 인력 계획 및 IT
계획에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 비디오는 마케팅

캠페인 계획에 중점을 둡니다.

 개요: 연결된 계획 - 재무 목표에 맞춰 판매

계획 조정

 개요: 연결된 계획 - 전략적 인력 및 IT 계획

 개요: 연결된 계획 - 마케팅 캠페인 관리

EPM Cloud 연결을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사항
서비스 관리자가 테스트 환경에서 환경 연결 등의 새로운 기능을 시도한 후 프로덕션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마이그레이션 후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용 사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Planning 환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용 사례 시나리오 1: 테스트에서 프로덕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연결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테스트 환경에서 정의된 연결이
해당 프로덕션 환경을 가리키도록 변경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관리자가 Planning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테스트 환경 사이에
연결을 정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 관리자는 이 연결을 사용하여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카드를 참조하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Planning에서 빌드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Planning 테스트 환경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생성하는 스냅샷에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테스트 환경에 대한 연결을 비롯한 연결 및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포함됩니다.

Planning 프로덕션 환경으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할 때 Planning에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테스트 환경으로의 불필요한 연결이 포함됩니다. 환경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전 또는 후에
해당 프로덕션 환경을 가리키도록 불필요한 연결을 수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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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시나리오 2: 프로덕션에서 프로덕션으로 마이그레이션 또는 테스트에서 테스트로
마이그레이션

이 시나리오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사용 사례 시나리오 3: 프로덕션에서 테스트로 마이그레이션

이 시나리오에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덕션 환경에서 테스트
환경으로 스냅샷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생성된 연결이 여전히
프로덕션 환경을 가리키므로 서비스 관리자가 테스트 환경을 가리키도록 연결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을 가리키는 테스트 환경의 연결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의도치 않게 변조될 수 있습니다.

다른 EPM Cloud 환경에 대한 연결 생성, 편집 및 삭제
다른 EPM Cloud 환경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려면 연결하는 소스 및 타겟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하는 다른 환경의 URL과 사용자 ID(서비스 관리자),
비밀번호 등 각 환경의 로그인 세부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연결을 생성, 편집, 복제 및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소스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도구, 연결 순으로 누릅니다.

3. 필요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 연결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연결 관리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b. 연결을 생성할 제공자 선택 페이지에서 추가할 타겟 환경을 선택합니다.

c. 타겟 환경 연결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공자 변경을 눌러 다른 타겟 환경을 선택합니다.

– 연결 이름에 이 탐색 링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Consolidation
Application).

– 링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선택사항).

– URL에 타겟 환경 인스턴스의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s)://your-
target-host-url.com). 일반적으로 타겟 환경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URL입니다.

– 서비스 관리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자의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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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러한 인증서는 탐색 링크를 정의하고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타겟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 역할 및 액세스 권한이 적용됩니다.

* 다른 EPM Cloud 환경에 대한 연결의 경우 사용자 이름 앞에
도메인 이름을 접두어로 지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외부 웹 서비스에
대한 연결의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이 계속 필요합니다. 외부 웹
서비스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 입력한 URL에 따라 도메인 필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URL에 도메인이 없는
경우 도메인 필드가 비어있습니다.

d. 검증을 누릅니다.

e. 검증에 성공하면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연결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연결 관리 페이지에서 연결 이름을 누릅니다.

b. 연결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주:

URL을 편집하여 새 서비스 유형에 연결하는 경우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 연결하려면 새 연결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c. 검증을 누릅니다.

d. 검증에 성공하면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연결을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연결 관리 페이지에서 복제할 연결 옆의 작업 열에 있는 을 누릅니다.

b. 복제를 누릅니다.

c. 복제 연결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연결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연결 관리 페이지에서 삭제할 연결 옆의 작업 열에 있는 을 누릅니다.

b. 삭제를 누릅니다.

타겟 환경이 EPM Cloud 소스 환경에 연결되면 소스 환경의 네비게이터  메뉴에 있는 내 연결

창에 이 타겟 환경이 나열됩니다. 네비게이터  메뉴의 내 연결 창에서 이러한 환경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환경 탐색을 참조하십시오.

문제해결에 도움이 필요하면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
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관련 이슈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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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웹 서비스에 연결
서비스 관리자는 외부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외부 웹 서비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은 Groovy 스크립트와 외부 HTTP/HTTPS 리소스 간의 통신 링크를 생성하기 위해
Groovy 스크립트에서 참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Groovy 스크립트에서 이 연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는 EPM Groovy 객체 모델에서 Connection 및 
HttpRequest 객체에 대한 Java API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

기타 웹 서비스 제공자 연결 유형은 Groovy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Groovy 규칙 Java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웹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려면, 먼저 연결할 웹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웹 서비스의 URL과 필요한 경우 모든 로그인 세부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외부 웹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소스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도구, 연결 순으로 누릅니다.

3. 연결 관리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4. 기타 웹 서비스 제공자를 누릅니다.

5. 연결에 대한 연결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6. 타겟 연결의 URL을 입력합니다.

7. URL에 대한 선택적 고급 옵션을 입력합니다.

주:

선택적 고급 옵션을 사용하면 외부 연결을 정의할 때 쿼리 또는 머리글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연결에 대한 고급 옵션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8. 필요한 경우, 연결에 대한 사용자 및 비밀번호 로그인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Oracle
Fusion Cloud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서비스에 연결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 이름 앞에 도메인 이름을 접두어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Identity Domain>.<User Name>).

EPM Cloud REST API 기본 인증을 알아보고 ID 도메인을 찾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에서 기본 인증 -
클래식 및 OCI를 참조하십시오.

9.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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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결에 대한 고급 옵션 지정
선택적 고급 옵션을 사용하면 외부 연결을 정의할 때 쿼리 또는 머리글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외부 연결에 대한 쿼리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기능은 Groovy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Groovy 규칙 Java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연결에 대한 고급 옵션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외부 연결을 생성하거나 기존 외부 연결을 엽니다.

외부 웹 서비스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2. 연결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고급 옵션 표시를 누릅니다.

3. 다음과 같이 쿼리 세부정보를 지정합니다.

• : 쿼리 추가

• : 쿼리 삭제

• 유형: 머리글 또는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머리글은 이 연결에 대한 모든 요청에서 전송되는 기본 머리글을 설정합니다. 매개변수는
이 연결에 대한 모든 요청에서 전송되는 기본 쿼리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 보안: 선택되는 경우 값 필드에 입력한 값이 암호화됩니다. 행의 보안 확인란을
선택취소하면 값이 제거됩니다.

보안을 설정하는 머리글 예로 Bearer 인증을 지원하는 외부 웹 서비스에 대한 Bearer 토큰
또는 인증용 API 키를 지원하는 외부 웹 서비스에 대한 API 키 쿼리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 이름: 머리글 또는 쿼리 매개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값: 머리글 또는 쿼리 매개변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EPM Cloud 환경 탐색

서비스 관리자가 다른 EPM Cloud 환경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면 해당 연결은 네비게이터  메뉴
의 내 연결 패널에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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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에서 다른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을 열려면 이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아티팩트는 사용자 역할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을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환경이 연결되고 해당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연결된 환경 목록이 내 연결
창에 표시됩니다. 환경을 눌러 엽니다.

주:

환경을 새 창에서 열려면 환경 이름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다른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할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

소스 환경의 홈 페이지에서 다른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하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EPM Cloud 환경의 아티팩트(예:
양식 또는 보고서)를 홈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여
이러한 아티팩트(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타겟 EPM Cloud 환경의
클러스터 및 카드를 소스 EPM Cloud 환경의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각 탭이 다양한 환경의 아티팩트를
표시하는 표 형식의 페이지가 되도록 카드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용 사례에서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여 다른 EPM Cloud
환경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다른 EPM Cloud 환경의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

• 여러 EPM Cloud 환경의 탭으로 카드 구성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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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PM Cloud 환경의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

다양한 EPM Cloud 환경의 카드를 소스 환경 홈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러스터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rrative Reporting의 사전 빌드된 외부 보고서가 포함된 카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환경의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여러 환경의 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x
Reporting 사용자가 Tax Reporting 내에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분개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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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카드를 추가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EPM Cloud 환경의 카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실행하고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거나 기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편집합니다.

주: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려면 먼저 기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복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세부정보를
편집하고 저장합니다.

a. 도구를 누른 다음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누릅니다.

b.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려면 복제할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하고 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을 누른 다음 복사본 생성을 선택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

새 플로우는 서비스 관리자가 활성화할 때까지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활성 열에서 활성
또는 비활성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c. 기존 네비게이션 플로우 편집하려면 편집할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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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비활성 상태인 경우에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하려는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활성 상태인 경우 이 플로우를 비활성으로 표시한 후
편집해야 합니다.

2. 클러스터를 생성하거나 기존 클러스터를 추가합니다.

a.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아직 열려 있지 않으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에서 클러스터를
추가할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을 누릅니다.

b. 새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클러스터 추가를 누르고, 클러스터 세부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한 후, 클러스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c. 다른 환경의 기존 클러스터를 추가하려면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를 누르고)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추가할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 옵션을 사용하여 Narrative Reporting 및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직접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 또는 다른 환경에서 추가된 클러스터는 소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정의된 지역화된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클러스터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도구, 아티팩트 레이블 순으로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포함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 클러스터에 추가할 카드로 이동합니다. 카드가 다른 환경에 포함되어 있으면 먼저 내
연결에서 환경을 선택한 후 해당 환경의 카드를 탐색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카드를 지정합니다.

– 이동할 카드의 오른쪽에 있는 순서 열에서 을 누릅니다.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카드 이름을 눌러 카드 세부정보를 보고 클러스터에서 해당 카드의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새 카드를 추가할 클러스터로 이동합니다. 클러스터가 다른 환경에 있는 경우 먼저 내
연결에서 해당 환경을 선택하고 해당 환경의 클러스터로 이동합니다.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클러스터에서 카드 추가를 누른 후 옵션을
선택합니다.

– 기존 카드 추가를 선택하여 기존 카드를 선택하거나 다른 클러스터의 기존 카드를
선택한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 카드 추가를 선택하고 카드 세부정보를 입력하여 새 카드를 선택한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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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카드 또는 클러스터가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이미 참조된 경우
클러스터에 카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카드가 클러스터의 하위 항목으로 목록에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카드 옆에 있는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의 카드 순서를 조정합니다.

4.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사항을 보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고 재로드해야 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고 재로드한 후 참조된 아티팩트를 볼 수 없는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관련
이슈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EPM Cloud 환경의 탭으로 카드 구성

또한 각 탭이 다양한 환경의 아티팩트를 표시하는 표 형식의 페이지가 되도록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카드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anning 사용자가 수익 아이콘을
눌러 Narrative Reporting의 보고서를 보여주는 가로 탭이 포함된 카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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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정의하여 표 형식의 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EPM Cloud 환경의 탭 및 하위 탭으로 이루어진 카드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실행하고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거나 기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편집합니다.

주: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려면 먼저 기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복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세부정보를 편집하고
저장합니다.

a. 도구를 누른 다음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누릅니다.

b.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려면 복제할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하고 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을 누른 다음 복사본 생성을 선택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

새 플로우는 서비스 관리자가 활성화할 때까지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활성 열에서 활성 또는
비활성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한 번에 하나만 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c. 기존 네비게이션 플로우 편집하려면 편집할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누릅니다.

2. 다양한 타겟 환경의 아티팩트가 포함된 테이블 형식 카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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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른 환경의 기존 카드를 추가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에서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기존 카드/
클러스터 추가를 누르고,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추가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 옵션을 사용하여 Narrative Reporting 및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직접 카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 또는 다른 환경에서 추가된 카드는 소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정의된 지역화된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카드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도구, 아티팩트 레이블 순으로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b.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새 테이블 형식 카드를 추가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에서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
고) 카드 추가를 누른 후 카드에 대한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 이름: 카드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 표시: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카드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카드에 대해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없음을
선택합니다.

• 아이콘: 생성 중인 카드에 대해 표시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아이콘
라이브러리에 제공된 사용가능한 아이콘 중에서 선택합니다.

• 콘텐츠: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페이지 유형: 여러 페이지(테이블 형식) 형식을 선택합니다.

– 방향: 수직 또는 수평을 선택합니다.

3. 탭 및 하위 탭을 테이블 형식 카드에 추가합니다.

a. 기존 탭을 추가하려면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기존 탭 추가(또는 기존
탭 추가 버튼)를 누르고,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탭을 선택합니다.

b. 새 탭을 추가하려면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 탭 추가(또는 새 탭
추가 버튼)를 누르고, 탭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c.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 하위 탭 추가 또는 기존 하위 탭 추가(또는
새 하위 탭 추가 또는 기존 하위 탭 추가 버튼)를 누르고,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하위
탭을 선택하거나 하위 탭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d. 아티팩트의 경우 을 눌러 아티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가 양식인 경우 아티팩트 목록에서 특정 양식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아티팩트에는 양식,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다른 환경의
아티팩트를 선택하려면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하위 탭에 추가할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e. 카드가 완성될 때까지 탭 및 하위 탭을 반복적으로 추가합니다.

4.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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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탭 또는 하위 탭이 여러 개 있는 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 세션에서 다음번에
카드에 액세스하면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탭이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면 기본 탭이 표시됩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 또는 다른 환경에서 추가된 탭 또는 하위 탭은 소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정의된 지역화된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탭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도구, 아티팩트 레이블
순으로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타임 변경사항을 보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해야 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한 후 참조된 아티팩트를 볼 수 없는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작업 가이드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관련 이슈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직접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 통합
Oracle ERP Cloud와 같은 기타 소스 시스템은 연결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카드, 탭 및 하위 탭에 포함된 아티팩트에 직접 링크할 URL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Oracle ERP Cloud와 마찬가지로 다른 Cloud 환경에서는 직접 URL 링크를 사용하여 양식,
대시보드, 인포릿, 보고서 등의 연결된 EPM Cloud 콘텐츠를 엽니다. EPM Cloud와 다른 시스템을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해 연결된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아티팩트의 고유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유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아티팩트의 개별 URL을 복사합니다. 개별 URL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든 URL을 CSV 파일로 익스포트한 후 고유 URL을 찾아서 복사합니다. 
CSV 파일로 모든 URL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6장
직접 URL을 사용하여 연결된 환경 통합

6-15



비디오

목표 이 비디오 보기

직접 링크를 사용하여 ERP Cloud 및 NetSuite와
같은 다른 시스템에 EPM Cloud 콘텐츠를

포함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한 매우 효율적인

Redwood 환경을 즐기고 사용자정의 로고와

워터마크를 적용하며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모양

옵션을 알아봅니다.

 개요: 포함된 직접 링크와 모양 최적화

개별 URL 복사

아티팩트 목록 페이지에서 URL 복사 옵션을 사용하여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있는 아티팩트(대시보드, 폼, 인포릿 또는
보고서)의 고유 URL을 복사하십시오.

아티팩트의 고유 URL을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아티팩트의 목록 페이지를 엽니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 데이터, 인포릿 또는 보고서를 누릅니다.

2. 목록 페이지에서 아티팩트 옆에 있는 을 누르고 URL 복사를 선택합니다.

3. URL 복사 대화상자에 아티팩트의 고유 URL이 표시됩니다. URL을 복사합니다. 타겟
아티팩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해당 아티팩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로 모든 URL 익스포트

URL 익스포트 옵션을 사용하여 연결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각 카드, 탭 또는 하위 탭의 고유 URL을 제공하는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URL은 네비게이션 플로우 및 클러스터별로 그룹화되므로 URL은 CSV
파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기나 Microsoft Excel로 CSV 파일을 열고
소스 시스템 페이지에 관련 URL을 포함하여 EPM Cloud의 실행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URL을 CSV 파일로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EPM Cloud 환경에 로그인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를
누릅니다.

3.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URL 익스포트와 저장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시스템은 CSV 파일을 로컬 시스템의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고 파일 이름은 서버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됩니다(예: 19_Feb_2021 13_15_38
Navigation Flow URLs.csv).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을 찾아 텍스트 편집기 또는

Microsoft Excel로 엽니다.

익스포트한 URL 파일 보기

CSV 파일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든 URL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카드, 탭(세로 탭)
및 하위 탭(가로 탭)에는 고유한 URL이 있습니다.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나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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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에서 볼 때 각 카드, 탭 및 하위 탭의 고유 URL을 식별하므로 각 아티팩트의 URL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URL은 네비게이션 플로우와 클러스터별로 그룹화됩니다.

Note:

카드, 탭 및 하위 탭에만 URL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와 클러스터에는 URL이
없습니다.

Table 6-1    직접 URL 익스포트 파일 머리글

머리글 설명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입니다(예: Default 또는

Financial Flow).

상태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상태입니다(예: 활성 또는

비활성).

유형 항목 유형입니다(예: 클러스터, 카드, 탭 또는 하위 탭).

이름 아티팩트가 포함된 클러스터, 카드, 탭 또는 하위 탭
이름입니다. 아티팩트를 직접 포함하지 않는

클러스터나 카드의 경우 이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아티팩트 유형 아티팩트 유형(예: 양식, 대시보드, 재무 보고서 및
URL 유형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 이름 아티팩트 이름 또는 URL 유형 아티팩트의 경우 타겟

페이지의 직접 URL입니다.

Caution:

직접 URL이 표시되면

이 URL을 연결된

환경을 통합하는 데
사용할 고유 URL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URL 이 URL은 연결된 환경을 통합하는 데 사용할 고유한

URL입니다.

표시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아티팩트가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나 그룹에 표시되는지 나타냅니다(예: Y 또는

N).

역할/그룹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볼 수 있는 역할 또는

그룹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글로벌이면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설명입니다(제공된 경우).

URL 익스포트 파일은 세로 막대 또는 파이프(|) 구분자로 분리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메모장에
표시되는 다음 예제 직접 URL 익스포트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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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el에서 URL 익스포트 파일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Excel을 열고 데이터 메뉴를 누릅니다.

2. 새 쿼리, 시작 파일, 시작 CSV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3. 익스포트한 CSV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임포트를 누릅니다. 새 창에 CSV 파일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4. CSV 파일의 첫 번째 행이 머리글 행이 되게 하려면 편집,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사용,
닫기 및 로드 순으로 누릅니다.

결과 Excel 파일은 다음 예제와 비슷합니다.

다른 연결된 환경에 통합하려는 카드, 탭 또는 하위 탭의 고유 URL(URL 열에 있음)을 찾아
복사합니다. URL 타겟만 열리고 타겟 아티팩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타겟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작업할 때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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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정의합니다. 디자이너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하여 역할 또는 그룹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해

•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해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디자이너가 다양한 역할 또는 그룹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를 사용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 페이지에 표시되는 카드
및 클러스터의 이름과 표시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숨기고, 새 카드를 생성하고,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표시되는 세로 및 가로 탭을 사용자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목표 이 비디오 보기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Planning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사용자정의 워크플로우의 주요 특징을 봅니다.
 개요: EPM Cloud에서 워크플로우

사용자정의

관련 항목

•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정의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 범주

• 네비게이션 플로우 권한

•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정의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카드 또는 탭 레이블

• 카드 또는 탭에 사용되는 아이콘

• 카드와 탭 숨기기 및 숨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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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및 탭의 표시 순서

• 새 카드 추가

• 기존 카드 추가

• 새 가로 또는 세로 탭 추가

• 네비게이션 플로우, 카드 및 탭 제거

•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

• 기존 클러스터 추가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 범주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사용자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글로벌: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2. 역할: 특정 역할의 사용자(예: 사용자 또는 고급 사용자)에게만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3. 그룹: 특정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에게만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모든 레벨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레벨에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있는 경우 최고 레벨(글로벌)에서 최저 레벨(그룹) 순서로 업데이트 내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 태스크"라는 홈 페이지에 아이콘을 표시하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한 후,
다른 서비스 관리자가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복제하고 카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음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그룹에 연계합니다.

• 글로벌 레벨에서 "내 작업"의 이름을 "회사 작업"으로 바꿉니다.

• 그룹 레벨에서 판매라는 그룹에 대해 "내 작업"의 이름을 "판매 작업"으로 바꿉니다.

판매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내 작업" 대신 "판매 작업"이 표시되고,
다른 모든 사용자는 "회사 작업"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권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레벨의 권한을
제공합니다.

• 역할 기반: 특정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나 그룹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관리자와 다른 카드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 아티팩트 기반: 특정 아티팩트를 볼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권한이 지정된 양식만 보게 됩니다.

• 글로벌: 모든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기본]이라는 하나의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있습니다.
기본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읽기 전용이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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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삭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네비게이션 플로우 세부정보를 볼 수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복제: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
서비스 관리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 내에서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비롯한
네비게이션 플로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에는 각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이름별로 나열되며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역할 또는 그룹이 표시되고(지정된 경우),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제공된 경우). 목록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활성 상태인지 여부도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도구를 누른 다음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누릅니다.

2. 네비게이션 플로우로 작업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디자인 모범 사례 및 고려 사항은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고 복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생성 및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편집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검증하고 누락된 아티팩트가 있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검증을 사용하여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누락된 아티팩트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 경고 아이콘( )이 표시된 목록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확인하려면 경고 아이콘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 카드와 탭의 이름을 바꾸려면 카드, 탭 및 클러스터의 레이블 사용자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카드와 탭에 사용되는 그래픽을 사용자정의하려면 카드 및 세로 탭의 사용자정의 아이콘을
참조하십시오.

• 카드와 탭을 숨기거나 숨김 해제하려면 클러스터, 카드, 탭 숨기기 및 숨김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 홈 페이지에서 카드 표시 순서를 변경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카드 표시 순서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카드를 추가하려면 카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탭을 추가하려면 테이블 형식 페이지에 탭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플로우, 카드 및 탭을 제거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카드 및 탭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하려면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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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홈 페이지와 카드 및 탭에서 과도한 스크롤을 방지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디자인할 때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상위 레벨 항목(카드 및 클러스터)의 표시 항목이 16개를 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 클러스터에 추가하는 표시 카드가 16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카드에 10개 이하의 세로 표시 탭을 추가합니다.

• 세로 탭에서 20개 이하의 표시 하위 탭(가로 탭)을 추가합니다.

• 런타임 시 하위 탭(가로 탭)의 레이블 이름은 처음 30자만 표시됩니다. 탭 위에 커서를
두면 전체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Note:

표시 한도를 초과하려고 하면 한도를 초과했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카드, 클러스터, 탭 및 인포릿(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인포릿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름 지정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앰퍼샌드(&)

• 보다 작음 기호(<)

• 보다 큼 기호(>)

• 따옴표(")

• 백슬래시(\)

• 더하기 기호(+)

네비게이션 플로우 생성 및 복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려면 먼저 기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복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세부정보를 편집하고 저장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고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을 누른 후 복사본 생성을 선택합니다.

3.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에 설명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 지정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7장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

7-4



4.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주:

새 플로우는 서비스 관리자가 활성화할 때까지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 편집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편집할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누릅니다.

주: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복사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카드 및 클러스터가 나열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역할
또는 그룹 지정을 편집하고, 홈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는 클러스터와 카드를 지정하고,
네비게이션 플로우 클러스터 및 카드 표시 순서를 변경하고, 클러스터에 카드를 추가 또는
제거하고,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클러스터와 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지정: 사용자 그룹이나 역할에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지정하려면 을 누릅니다.

• 표시: 표시 열에서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하여 홈 페이지에 네비게이션 플로우 클러스터와
카드를 표시할지 여부를 편집합니다.

주: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에 설명된 표시
여부에 대한 네비게이션 플로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순서: 클러스터와 카드가 홈 페이지에 표시된 순서대로 나열됩니다(표시되는 경우).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 옵션을 선택하면 목록에서 클러스터 및 카드 위치가 조정되고 홈
페이지의 클러스터 및 카드 표시 순서가 변경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면 카드가
클러스터로 이동합니다.

• 제거: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클러스터 또는 카드를 제거합니다.

3. 클러스터 또는 카드를 눌러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카드 세부정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카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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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형식 페이지에 탭 추가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 활성화 및 비활성화

각 범주(글로벌, 역할 또는 그룹)에 대해 여러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지만 각
범주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할 때마다 동일한 범주의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비활성화됩니다.

주: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하나의 활성 글로벌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필요합니다.
다른 글로벌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려면 다른 글로벌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정의 범주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활성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사용자는 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삭제 -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편집:

–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정의를 볼 수 있지만 아무 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관리 모드에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복제: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활성 열에서 활성 또는 비활성을 누릅니다. 활성 플로우가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비활성 플로우는 활성으로 표시됩니다.

검증을 사용하여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누락된 아티팩트
찾기

네비게이션 플로우 목록을 볼 때 오류 아이콘( )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노드 또는
아티팩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류는 네비게이션 플로우와 연계된 아티팩트가
이름이 바뀌었거나 제거되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먼저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편집하여 이름이 바뀐 아티팩트 또는 다른 아티팩트와 연계해야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가 누락된 것으로 간주됨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 상태로 설정하기 전에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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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경고 아이콘( )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해결하려면 경고 아이콘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검증하여 누락된 아티팩트를 찾아서 다시 연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아직 비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검증할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비활성 상태로 설정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3. 검증할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행을 하나 이상 강조표시합니다.

4. 을 누르고 검증을 선택합니다.

아티팩트가 누락된 경우 찾을 수 없는 아티팩트를 참조하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오류가 있는 각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누른 후 누락된 아티팩트를 표시하는 관리

페이지에 도달할 때까지 오류 아이콘( )이 표시된 노드를 확장합니다.

6. 아티팩트의 경우 을 눌러 아티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이름이 바뀐 아티팩트 또는 다른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7.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8.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적합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검증을
반복하고 드릴다운하여 필요에 따라 정정합니다.

9.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아이콘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 확인

네비게이션 플로우 목록을 볼 때 경고 아이콘( )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와 연계된 그룹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편집하여 그룹 또는 역할과 연계해야 합니다.

Note:

오류 아이콘( )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해결하려면 검증을 사용하여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누락된 아티팩트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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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고 아이콘( )이 표시된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누릅니다.

3. 지정 대상은 을 눌러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지정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4.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카드, 탭 및 클러스터의 레이블 사용자정의

카드(홈 페이지에 표시되는 아이콘), 탭 및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은 25자 이하로 제한됩니다. 세로 탭의 레이블은 가리키기 텍스트로 표시되므로 세로
탭의 경우 문자 제한이 없습니다.

카드, 탭 및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열고 편집하려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카드 또는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사용자정의하는 경우:

a. 편집할 카드 또는 클러스터의 이름을 누릅니다.

b.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주:

• 이 레이블을 여기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 클러스터의
아티팩트 레이블 페이지에 레이블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런타임 시
해당 정의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표시됩니다. 레이블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려면 아티팩트 레이블 페이지에서 레이블을 재정의합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에
설명된 이름 지정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탭의 레이블을 사용자정의하는 경우:

a. 편집할 카드의 이름을 누릅니다.

b. 탭 관리 페이지의 탭 목록에서 편집할 탭의 이름을 누릅니다.

c. 탭의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카드 및 세로 탭의 사용자정의 아이콘

카드 및 세로 탭에 사용되는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라이브러리에 제공된
사용가능한 아이콘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 및 세로 탭의 아이콘을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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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열고 편집하려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카드의 아이콘을 사용자정의하는 경우:

a. 편집할 카드의 이름을 누릅니다.

b. 카드의 아이콘을 누르고 라이브러리에서 새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저장합니다.

3. 탭의 아이콘을 사용자정의하는 경우:

a. 편집할 아이콘의 이름을 누릅니다.

b. 탭 관리 페이지의 탭 목록에서 편집할 탭의 이름을 누릅니다.

c. 탭의 아이콘을 누르고 라이브러리에서 새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저장합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카드, 탭 숨기기 및 숨김 해제

다음 네비게이션 요소는 숨길 수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설정 아이콘.

• 도구 클러스터 및 도구 클러스터의 다음 아이콘

– 접근 제어

– 네비게이션 플로우

– 일별 유지관리

– 마이그레이션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에 설명된 표시 여부에 대한
네비게이션 플로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카드, 탭을 숨기거나 숨김 해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아이콘을 누르고 편집하려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표시 열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클러스터 및 카드를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하여 홈 페이지에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편집합니다.

3. 탭을 숨기거나 숨김 해제하는 경우:

a. 편집할 카드의 이름을 누릅니다.

b. 탭 관리 페이지의 탭 목록에서 표시 열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사항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홈 페이지에서 카드 표시 순서 변경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에서 카드 표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목록 내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홈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홈 페이지에서 카드 표시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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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록에서 순서 열의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네비게이션 플로우 순서의 위나
아래로 카드를 이동합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카드 추가

홈 페이지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카드입니다. 카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각 기능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카드는 다른 정보가 하나 이상의 탭 페이지로 표시되는 해당 영역으로
사용자를 이동합니다. 단일 페이지 또는 여러 페이지(테이블 형식) 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를 검토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를 참조하십시오.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을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카드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열고 편집하려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기존 카드를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를 누른 후 카드를
선택합니다. 다른 환경의 기존 카드를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를 누르고,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추가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 옵션을 사용하여 Narrative Reporting 및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직접 카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 또는 다른 환경에서 추가된 카드는 소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정의된 지역화된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카드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도구, 아티팩트 레이블 순으로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참조 카드는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이미 참조된 카드입니다. 이미 참조된
카드의 참조는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기존 카드를 추가할 때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 아티팩트 또는 원격 탭을 참조하는 카드는 기존 카드를 추가할 때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탭을 참조하는 카드는 기존 카드를 추가할 때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가 목록의 현재 선택된 카드 또는 클러스터 아래에 동위로 추가됩니다. 클러스터에
카드를 추가하려면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를 참조하십시오.

주: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추가된 카드는 목록 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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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새 카드를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또는 을 누르고) 카드 추가를 누른 후 새 카드에 대한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표 7-1    새 카드 세부정보

레이블 설명

이름 카드의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에 설명된 이름 지정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시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카드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카드에 대해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없음을 선택합니다.

아이콘 생성 중인 카드에 대해 표시할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그래픽 라이브러리에 제공된 사용

가능한 그래픽 중에서 선택합니다.

페이지 유형 단일 페이지 또는 테이블 형식 페이지 형식을

선택합니다.

콘텐츠 소스 단일 페이지 형식을 선택한 경우 아티팩트 또는

URL을 선택합니다.

• 아티팩트의 경우 을 눌러 아티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가 양식인 경우 아티팩트

목록에서 특정 양식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아티팩트에는 양식,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다른 환경의 아티팩트를

선택하려면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추가할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 URL에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Oracle Analytics Cloud 대시보드를 카드에

포함하기 위한 URL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를

눌러 팝업 창에서 URL을 검증합니다.
https:// 보안 프로토콜로 시작하는 외부

사이트 URL만 삽입합니다. 내부 또는 상대

URL이나 동의하지 않은 타사 사이트 URL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URL을 사용하여 타사

페이지를 포함하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방향 테이블 형식 페이지 형식을 선택한 경우 세로 또는

가로를 선택하고 신규 또는 기존 탭과 하위 탭을

추가합니다. 테이블 형식 페이지에 탭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카드가 목록의 현재 선택된 카드 또는 클러스터 아래에 동위로 추가됩니다. 클러스터에 카드를
추가하려면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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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추가된 카드는 목록 끝에
추가됩니다.

4.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형식 페이지에 탭 추가

가로 또는 세로 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합한 교차점 카드(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아래)는 설정과 보고서라는 두 개의 가로 탭이 있는 테이블 형식 페이지입니다.

주:

환경에서 기본 Redwood 환경 테마를 사용하는 경우 설정과 보고서 탭은 페이지
맨아래에 있습니다.

세로 탭이 있는 표 형식 페이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로 탭에는 그래픽이 표시되며,
탭을 커서로 가리키면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가로 탭에는 텍스트만 있는 레이블과 아이콘이
있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를 검토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표 형식 페이지에 탭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열고 편집하려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편집할 카드의 이름을 눌러 기존 카드를 편집하거나 카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카드 추가를 눌러 새 카드를 추가합니다.

3. 카드 관리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페이지 유형에서 테이블 형식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 방향에서 세로 또는 가로를 선택합니다.

카드 관리 페이지 맨아래에 탭 목록이 표시됩니다.

4. 기존 탭을 편집하려면 탭 목록에서 탭 이름을 누르고 탭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5. 새 탭 또는 기존 탭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기존 탭을 추가하려면 카드 관리 페이지 맨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기존 탭 추가(또는 기존 탭 추가 버튼)를 누르고,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탭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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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참조 탭은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이미 참조된 탭입니다. 이미 참조된 탭의
참조는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기존 탭을 추가할 때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 아티팩트 또는 원격 하위 탭을 참조하는 탭은 기존 탭을 추가할 때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하위 탭을 참조하는 탭은 기존 탭을 추가할 때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새 탭을 추가하려면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 탭 추가(또는 새 탭 추가 버튼)
를 누르고, 탭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c. 새 탭의 내용을 선택합니다.

• 아티팩트의 경우 을 눌러 아티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가 양식인 경우 아티팩트 목록에서 특정 양식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아티팩트에는 양식,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다른 환경의 아티팩트를
선택하려면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추가할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 URL에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Oracle Analytics Cloud 대시보드를 탭에
포함하기 위한 URL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를 눌러 팝업 창에서 URL을 검증합니다.

https:// 보안 프로토콜로 시작하는 외부 사이트 URL만 삽입합니다. 내부 또는

상대 URL이나 동의하지 않은 타사 사이트 URL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URL을 사용하여 타사 페이지를 포함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탭이 목록의 현재 선택된 탭 아래에 동위로 추가됩니다.

주:

탭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추가된 탭은 목록 끝에 추가됩니다.

6. 탭에 새 하위 탭 또는 기존 하위 탭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탭 목록에서 탭 이름을 누릅니다.

b. 페이지 유형에서 테이블 형식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c.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 하위 탭 추가 또는 기존 하위 탭 추가(또는 새 하위
탭 추가 또는 기존 하위 탭 추가 버튼)를 누르고, 하위 탭 세부정보를 편집합니다.

d. 새 하위 탭의 내용을 선택합니다.

• 아티팩트의 경우 을 눌러 아티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가 양식인 경우 아티팩트 목록에서 특정 양식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아티팩트에는 양식, 대시보드 및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다른 환경의 아티팩트를
선택하려면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추가할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 URL에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Oracle Analytics Cloud 대시보드를 하위
탭에 포함하기 위한 URL을 입력합니다. 미리보기를 눌러 팝업 창에서 URL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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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보안 프로토콜로 시작하는 외부 사이트 URL만 삽입합니다. 내부

또는 상대 URL이나 동의하지 않은 타사 사이트 URL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URL을 사용하여 타사 페이지를 포함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하위 탭이 목록의 현재 선택된 탭 아래에 동위로 추가됩니다.

주:

탭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추가된 하위 탭은 목록 끝에 추가됩니다.

7.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주:

• 탭 또는 하위 탭이 여러 개 있는 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 세션에서
다음번에 카드에 액세스하면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탭이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면 기본 탭이 표시됩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 또는 다른 환경에서 추가된 탭 또는 하위 탭은 소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정의된 지역화된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탭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도구, 아티팩트
레이블 순으로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를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URL을 사용하여 타사 페이지를
포함하는 방법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는 IFrame을 사용하여 타사 URL을
포함합니다. IFrame에 따라 포함하는 페이지에서 포함되는 페이지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harepoint.com의 페이지를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려면
sharepoint.com에서 oraclecloud.com이 sharepoint.com의 페이지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포함해야 하는 페이지가 속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 보안 정책에 oraclecloud.com을
추가하면 됩니다.

타사 페이지를 포함하는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로그인이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ikipedia.org의 페이지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를 포함하는 경우 페이지에 SSO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할 수 없는 경우 IFrame에서 페이지가 로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브라우저 탭에서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페이지에 액세스하면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URL 지원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Oracle 제품(SSO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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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소유한 웹 애플리케이션(콘텐츠 보안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SSO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EPM Cloud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해야 함)

• 공용 도메인(예: wikipedia.org)의 페이지

네비게이션 플로우, 카드 및 탭 제거

다음 네비게이션 요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설정 아이콘.

• 도구 클러스터 및 도구 클러스터의 다음 아이콘

– 접근 제어

– 네비게이션 플로우

– 일별 유지관리

– 마이그레이션

네비게이션 플로우, 카드 및 탭을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엽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제거하는 경우:

a. 제거할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합니다.

b. 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을 누른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주:

[기본]이라는 사전 정의된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카드를 제거하는 경우:

a. 편집할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누릅니다.

b. 제거할 카드의 제거 열에서 을 누릅니다.

4. 탭을 제거하는 경우:

a. 편집할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이름을 누릅니다.

b. 편집할 카드의 이름을 누릅니다.

c. 탭 관리 페이지의 맨아래에 있는 탭 목록에서 제거할 탭의 제거 열에 있는 을 누릅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사항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카드를 클러스터로 그룹화

클러스터는 카드 그룹화입니다. 먼저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클러스터에 카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기존 클러스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를 검토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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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에 카드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클러스터를 생성하거나 기존 클러스터를 추가합니다.

a. 네비게이션 플로우 페이지를 열고 클러스터를 추가할 네비게이션 플로우 이름을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보기 및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b. 새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목록에서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클러스터 추가를 누르고, 클러스터 세부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한 후, 클러스터에 대한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주: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 모범 사례 및 이름 지정 고려 사항에 설명된
표시 여부 및 이름 지정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러스터가 목록의 현재 선택된 클러스터 아래에 동위로 추가됩니다.

주: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추가된 클러스터는 목록 끝에
추가됩니다.

c. 기존 클러스터를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를 누릅니다. 다른
환경의 기존 클러스터를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를 누르고, 내
연결에서 타겟 환경을 선택한 후,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추가할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주:

• 기존 카드/클러스터 추가 옵션을 사용하여 Narrative Reporting 및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서 직접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 또는 다른 환경에서 추가된 클러스터는 소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정의된 지역화된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클러스터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도구, 아티팩트 레이블 순으로 누릅니다.

아티팩트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참조 클러스터는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이미 참조된
클러스터입니다. 이미 참조된 클러스터의 참조는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기존 클러스터를 추가할 때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클러스터가 목록의 현재 선택된 카드 또는 클러스터 아래에 동위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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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카드 또는 클러스터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추가된 클러스터는 목록 끝에
추가됩니다.

d.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포함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a. 추가할 카드로 이동합니다. 카드가 다른 환경에 포함되어 있으면 먼저 내 연결에서 환경을
선택한 후 해당 환경의 카드를 탐색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카드를 지정합니다.

• 순서 열의 카드 오른쪽에 있는 을 누르고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카드 이름을 눌러 카드 세부정보를 보고 클러스터에서 해당 카드의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b. 카드를 추가할 클러스터로 이동하여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또는 
을 누르고) 클러스터에서 카드 추가를 누른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기존 카드 추가를 선택하여 기존 카드를 선택하거나 다른 클러스터의 기존 카드를
선택한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 카드 추가를 선택하고 카드 세부정보를 입력하여 새 카드를 선택한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주:

카드 또는 클러스터가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이미 참조된 경우 클러스터에
카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c.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카드가 클러스터의 하위 항목으로 목록에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카드 옆에 있는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의 카드 순서를 조정합니다.

디자인 타임 변경사항을 보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

네비게이션 플로우로 작업하는 동안 디자인 변경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변경한 후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사용자 이름 옆의 아래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2.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누릅니다.

런타임에 네비게이션 플로우 전환

여러 그룹에 속하거나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역할에 지정된 경우 둘 이상의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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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타임 시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전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을 누릅니다.

2. 보려는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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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포릿 디자인

관련 항목

• 인포릿 정보

• 인포릿의 구조

• 인포릿 콘텐츠 확인

• 인포릿 디자이너 사용

• 인포릿 생성

• 인포릿 작업

• 인포릿에 액세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사용자정의

인포릿 정보
인포릿을 사용하면 다른 소스에서 생성된 대략적인 필수 정보를 보고 상호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대시보드를 생성, 다시
디자인 및 삭제하고 인포릿에 대한 권한을 지정합니다.

이 개요 비디오에서 인포릿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요 비디오

인포릿의 개념

인포릿은 텍스트와 차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자체 포함된 대화식 상자 모양의
컨테이너입니다. 인포릿은 대화식이며 점진적인 공개를 사용하여 집계된 필수 정보를 대략적으로
표시하므로 빠르게 즉시 이용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세 개의 차트 또는 값
세트를 표시하기 위해 인포릿을 뒤집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포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포릿의 구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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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릿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포릿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용하기 쉬운 필수 정보 홍보

• 다음과 같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 새로운 사항과 변경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내 작업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 사용자가 작업을 빠르게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
역할별로 키 정보 그룹화

• 필수 세부정보와 조치를 점진적으로 표시

인포릿을 뒤집거나 확장하여 액세스한 다양한 인포릿 뷰에서 추가 세부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단일 인포릿 뷰가 허용됩니다.

• 필수 또는 요약 정보를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표시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인포릿을 사용하여 보고 기능과 같은 매우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세하게 표시하지
마십시오.

인포릿 콘텐츠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인포릿 페이지의 개념

인포릿 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인포릿을 포함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장치에는 인포릿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브라우저의 크기와 인포릿 크기에 따라 재배열하는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성하는 각 인포릿은 인포릿 페이지에 속합니다.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와 인포릿 탭을 순서대로 눌러 인포릿 페이지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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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전 이미지에 나온 일부 기능은 이 업데이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Oracle에서는 향후
업데이트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포릿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인포릿의 구조

인포릿 뷰

인포릿은 최대 세 개의 뷰를 지원합니다.

• 앞면 뷰(필수)

• 뒷면 뷰(선택사항)

• 확장 뷰(선택사항)

인포릿 뷰에서는 기본 양식 및 차원에 지정된 액세스 권한을 따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인포릿에서 다양한 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면 뷰(필수)

앞면 뷰가 필요하며 다음을 수행합니다.

•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략적인 정보를 한눈에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면
뷰에서는 상태, 개수, 합계 또는 최근 업데이트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3x2를 제외한 모든 인포릿 크기를 사용합니다(아래 인포릿 크기에 대한 정보 참조).

• 앞면 뷰 또는 뒷면 뷰에서 확장 뷰를 원래 크기로 되돌립니다.

• 풍선 도움말에서만 사용가능한 조치 메뉴 아이콘과 (선택사항) 이전으로 플립 아이콘 또는 확장
아이콘이 오른쪽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의 뷰만 표시되는 경우, 앞면 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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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뷰(선택사항)

뒷면 뷰는 선택사항이며 다음을 수행합니다.

• 분석 정보(예: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 앞면 뷰에 표시된 정보를 탐색하거나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스캔 조치를 제공합니다.

• 앞면 뷰와 동일하게 크기가 지정됩니다.

• 풍선 도움말에서만 사용가능한 조치 메뉴 아이콘과 왼쪽 아래에 있는 이전으로 플립
아이콘 및 오른쪽 아래 확장 아이콘(선택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장 뷰(선택사항)

앞면 뷰는 선택사항이며 다음을 수행합니다.

• 앞면 뷰와 뒷면 뷰에 표시된 단일 데이터 포인트 또는 상호 의존 데이터 세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확장 뷰에서는 앞면 또는 뒤면 뷰에 표시되는
최신 항목 목록 또는 객체에 대한 세부내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영역 페이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으며 포커스된 컨텍스트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른 뷰에서 매끄럽게 변환됩니다. 하나의 인포릿에서 다른 인포릿을 새 위치로
푸시하면서 매끄럽고 원활하게 확장합니다.

• 앞면 또는 뒷면 뷰보다 크게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 풍선 도움말에서만 사용가능한 조치 메뉴 아이콘과 오른쪽 아래에 접기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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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릿 크기

인포릿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1x1은 하나의 열과 행 너비(170픽셀)에 걸쳐 있는 상자를 나타냅니다.

• 1x1

• 2x1

• 3x1

• 2x2

• 3x2(확장 뷰만 해당)

앞면 뷰와 뒷면 뷰의 크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앞면 뷰의 크기를 변경하면 뒷면 뷰의 크기가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확장 뷰의 크기는 항상 앞면/뒷면 뷰의 크기보다 커야 하므로, 인포릿의
앞면/뒷면 뷰의 크기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뷰의 크기가 앞면/뒷면 뷰보다 크게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주:

앞면 및 뒷면 뷰는 3x2 크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크기는 확장 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뷰의 크기 및 제목은 인포릿 메뉴를 사용하여 등록정보 상자의 디자이너를 통해 설정합니다. 인포릿
디자이너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8장
인포릿의 구조

8-5



인포릿 뷰 간 이동

다음 뷰 조합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포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앞면 뷰 전용

2. 앞면 뷰 및 뒷면 뷰

3. 앞면 뷰 및 확장 뷰

4. 앞면, 뒷면 및 확장 뷰

하나의 뷰에서 다른 뷰로 전환하는 것은 인포릿의 오른쪽 아래 또는 왼쪽 아래에서
사용가능한 플립 아이콘, 확장 아이콘 또는 접기 아이콘을 눌러 제어합니다. 하단 모서리
위에 커서를 두면 플립, 확장 또는 축소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인포릿 콘텐츠 확인
인포릿 콘텐츠를 결정할 때 다음 일반 팁을 고려하십시오.

• 기존 대시보드 및 작업 영역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대시보드 및 작업 영역 페이지는 정보 요약 컬렉션을 표시하므로 탁월한 시작점이
됩니다.

• 10/90/90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장 필수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 사례의 상위 10%에서
얻는 자주 묻는 질문을 해결합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셜,
트랜잭션, 외부 등의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에 주력하여 사용자의 90%가 보는 시간의 90%를 할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냅니다. 이 10/90/90 퍼센트 원칙을 기존 대시보드 콘텐츠, 기존 작업
영역 페이지 콘텐츠, 또는 일반적으로 인포릿에 적합한 정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비즈니스 질문의 형태로 상위 사용 사례를 다시 표시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과 같이 해당 인포릿 콘텐츠를 표시합니다(예:
상태별로 나열된 위험한 주문 수).

• 정보의 여러 포인트가 아닌 하나의 포인트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상호 종속적인 포인트
세트를 찾습니다.

인포릿에 대한 콘텐츠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대시보드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단, 더 자세히 분석합니다. 세 개 이하의 정보 계층 구조에
표시하는 데 적합하고 중요 비즈니스 질문에 대답하는 데이터 포인트 또는 데이터 세트
내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시작합니다.

인포릿에서는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이벤트 또는 사용자가 처리해야 하는 태스크와
관련된 정보의 포인트 또는 단일 데이터 요소에 대한 집계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대시보드에 하나 이상의 객체(예: 숫자 합계 및 통화 합계)에 대한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단일 포인트부터 시작하여 단순 개요(예: 스타일 숫자 값을
사용하는 합계)로 인포릿의 앞면 뷰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뒷면 뷰의
콘텐츠를 판별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확장 뷰의 콘텐츠를 판별합니다.

인포릿의 뷰는 3개 이하여야 합니다. 단일 데이터 포인트만 있거나 하나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포릿에 표시할 상호 의존 데이터 세트는 앞면 뷰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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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인포릿의 양식 디자인

인포릿의 차트 디자인

인포릿의 양식 디자인

인포릿에서 작은 데이터 세트가 있는 단순 양식만 사용합니다. 양식에 대해 설정된 권한은
인포릿에서 사용됩니다.

인포릿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양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인포릿에서 사용되는 양식에는 기존 데이터 항목 양식보다 적은 수의 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포릿에서 사용되는 양식에는 최대 12개의 셀만 있어야 합니다.

• 인포릿에서 사용되는 양식에는 12개 이하의 행 및 열이 있어야 합니다. 양식에 12개가 넘는
행과 열이 있는 경우 인포릿에서는 처음 12개의 행과 열만 표시합니다.

• 현재 인포릿에서는 페이지 차원 또는 POV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포릿에서 사용하는
양식에는 페이지 차원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인포릿에서 사용되는 양식에 확장되는 멤버가 있는 그리드가 포함된 경우 인포릿에서는 확장된
멤버를 포함하여 양식의 모든 멤버를 표시합니다.

인포릿의 차트 디자인

차트의 제목 및 부제를 사용하여 정적 컨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인포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유형의 차트가 있습니다.

• 막대—비교를 위해 그래픽 방식으로 여러 데이터 값의 요약을 표시합니다. 막대 차트는 세로
또는 가로로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형 차트 인포릿에서는 최대 8개의 막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열—여러 다른 데이터 세트를 층층이 쌓아 나타내는 누적 막대를 표시합니다. 결과 막대의
높이는 데이터 세트의 결합된 결과를 표시합니다.

• 파이—데이터 세트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조각으로 나눈 순환 그래프입니다. 파이 차트
인포릿에 최대 6개의 조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넛—데이터 세트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세그먼트로 나눈 순환 그래프입니다. 비어 있는
센터에는 모든 데이터 세트의 합계가 표시됩니다. 도넛형 차트 인포릿에는 최대 6개의
세그먼트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시간 간격에 따른 데이터의 추세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바둑판식—데이터 세트에서 표시할 특정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둑판식 차트 인포릿에는
3개가 넘는 값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

바둑판식 차트는 1x1 크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 유형을 변경할 때까지
바둑판식 차트를 사용하는 인포릿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바둑판식 차트를
1x1보다 큰 인포릿으로 끌어 놓으면 인포릿 또는 차트 유형의 크기를 변경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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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릿 디자이너 사용
관리자는 인포릿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인포릿 및 인포릿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인포릿
디자이너를 사용하면 런타임과 디자이너 뷰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포릿 디자이너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와 인포릿 탭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2. 생성을 누르거나 목록에서 인포릿 페이지를 선택하십시오.

3. 작업을 누른 다음 편집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인포릿 이름을 누르면 인포릿 페이지의

런타임 버전이 실행됩니다. 을 클릭하여 런타임 뷰에서 디자이너 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포릿 디자이너

 

 

인포릿 툴바

오른쪽 상단은 인포릿 툴바입니다.

: 인포릿 디자이너를 이전에 저장한 상태로 재설정합니다.

: Essbase에서 데이터를 새로고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인포릿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 인포릿 디자이너 요소를 모두 숨기고 런타임 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방식으로 인포릿을
표시합니다.

: 런타임 모드에서 인포릿 디자이너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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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릿 디자이너 팔레트

왼쪽에는 디자이너 팔레트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팔레트에는 양식과 차트 유형의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팔레트에서 객체를 강조 표시한 후 놓기 영역에 끌어서 놓습니다.

 

 

디자이너 팔레트 객체:

• 양식: 양식을 스크롤하거나 이름으로 검색하여 인포릿에 포함할 단순 양식을 선택합니다.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포릿의 양식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주:

양식에 대해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인포릿에서 적용됩니다.

• 차트 유형: 인포릿에 포함할 차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포릿에서는 차트를 데이터 소스로
양식과 연계시킬 때까지 차트의 샘플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차트를 양식에 연결하면 사용자가
연계된 차트에서 양식의 데이터 변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양식과 연계시키려면
차트를 강조표시하고 놓기 영역에 끌어서 놓은 다음, 인포릿의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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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누른 다음 양식을 눌러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차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포릿의 차트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인포릿 메뉴

인포릿 메뉴에 대해 작업하려면 인포릿의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두고 아래로 화살표를 눌러
메뉴 옵션을 표시합니다.

• 레이아웃: 인포릿 머리글 및 부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주:

지정한 머리글은 인포릿의 모든 뷰에 대해 동일하지만, 각 보기에 대해 다른
부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포릿의 앞면, 뒷면 및 확장 뷰의
자막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머리글은 같아야 합니다.

• 차트 유형: 인포릿 데이터를 선택한 차트 유형으로 표시합니다.

• 크기: 인포릿을 선택한 크기로 표시합니다.

• 데이터: 인포릿을 데이터 소스와 연관시킵니다.

• 삭제: 페이지에서 인포릿을 제거합니다.

• 지우기: 인포릿 세부정보를 지웁니다.

인포릿 생성
인포릿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와 인포릿 탭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2. 생성을 누릅니다.

3. 인포릿 페이지 이름을 누르고 생성할 새 인포릿 페이지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4. 왼쪽의 디자이너 팔레트에서 양식 탭 또는 차트 유형 탭을 선택하고 객체를 강조 표시한
후에 인포릿 놓기 영역에 끌어서 놓습니다.

5. 인포릿 메뉴를 사용하여 인포릿을 사용자정의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인포릿 목록 페이지에서 복사 형식을 사용하여 인포릿을 쉽게 복제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포릿을 선택하고 작업과 복사 형식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인포릿 작업
인포릿 페이지를 생성하고 나면 인포릿 탭의 인포릿 목록에 표시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와 인포릿 탭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주:

관리자만 라이브러리 루트 폴더에 파일(예: 대시보드, 인포릿, 양식, 보고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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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포릿에 대해 작업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인포릿을 생성하려면 생성을 누릅니다. 인포릿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인포릿 목록을 새로고치려면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 인포릿 페이지에서 다음 조치를 수행하려면 인포릿 옆의 작업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 편집

– 이름 바꾸기

– 복사 형식

– 삭제

– 기본값 또는 표시 해제

– 권한 지정

주:

• 기본을 선택하면 인포릿 페이지가 기본값으로 표시됩니다. 기본값으로 표시된
인포릿 페이지는 홈 페이지의 글로벌 머리글 아래에 표시되는 두번째 인포릿
점을 눌러 홈 페이지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인포릿 페이지에서 기본값
설정을 제거하려면 표시 취소를 선택하십시오.

• 사용자가 인포릿 페이지 또는 대시보드를 기본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처음에 기본값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인포릿 페이지를
기본값으로 표시하면 기본 대시보드를 덮어씁니다. 반대로 인포릿을 처음에
기본값으로 표시한 경우 기본값으로 표시된 대시보드가 나중에 기본 인포릿을
덮어씁니다.

인포릿에 액세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인포릿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추가하도록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포릿 페이지에 액세스하도록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정의하면 글로벌 머리글 아래 홈 페이지에 점이 표시됩니다. 홈 페이지에
나타나는 각 점은 인포릿 페이지를 나타내고 각 점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인포릿 페이지
이름이 표시됩니다. 인포릿 점을 누르면 해당 점과 연관된 인포릿 페이지가 실행됩니다. 홈
페이지에서 최대 7개의 인포릿 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EPM Cloud 구독에 대한 연결을
생성한 경우 다른 EPM Cloud 구독의 인포릿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인포릿 페이지의 홈 페이지에 표시된 점만 볼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인포릿 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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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점: 이 점은 항상 처음에 표시되며 홈 페이지에 링크됩니다. 홈 점은 하나여야 합니다.
홈 페이지를 보지 않는 경우 홈 점을 누르면 홈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 사용자 점: 일반 사용자가 기본 인포릿 페이지로 표시한 인포릿 페이지에 링크됩니다.
사용자 점은 하나만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홈 페이지에 있는 홈 점 뒤에 항상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사용자 점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인포릿을 기본값으로 표시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포릿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정의 가능 점: 관리자가 생성한 인포릿 페이지에 링크됩니다. 사용자정의할 수
있는 점은 네비게이션 플로우로 통합되며, 해당 가시성과 표시되는 순서는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를 통해 결정합니다. 사용자정의 가능 점은 최대 7개가 있을 수 있으며
항상 홈 및 사용자 점 뒤에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인포릿 점을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와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2. 목록에서 비활성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선택한 후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에서
인포릿 탭을 누릅니다.

3. +(더하기 부호)를 누릅니다.

4. 인포릿 관리에서 인포릿 점의 이름을 지정하고 가시성을 설정한 후에 을 눌러
아티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인포릿을 선택합니다.

주:

다른 구독에 대한 연결을 생성한 경우 다른 EPM Cloud 구독에서 인포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연결에서 구독을 선택한 후에 해당 구독에서
인포릿을 탐색합니다.

5.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주:

또한 인포릿은 네비게이션 플로우의 탭 또는 카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탭 또는
카드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동안 아티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인포릿을
선택합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에 대한 디자인 시간 변경내용을 보려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활성화한
후에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 옆의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를 누릅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가이드에서 "사용자정의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구독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가이드의 "EPM Cloud에서 구독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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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시보드 디자인

관련 항목

• 대시보드 기능

• 대시보드 디자인 개념

• 대시보드 프로시저 디자인

• 대시보드 레이아웃 정보

• 게이지 차트 유형 정보

• 바둑판식 나열 차트 유형 정보

• 대시보드 색상 사용자정의

• 라인 및 조합 차트에서 라인 두께 설정

• 글로벌 및 로컬 POV 정보

• 대시보드 POV 및 적합한 교차점

대시보드 기능
대시보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약 데이터를 표시하여 개요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차트
작성, 평가, 강조 표시, 설명 추가,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에 있는 양식에서 볼륨 등의 동인을 변경하고 다른 양식과 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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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팔레트에서 대시보드 캔버스로 다양한 객체를 끌어다 놓기만 하면 대시보드가
생성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양식의 데이터를 변경할 때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최대 6개의 양식 및 관련 차트를
포함합니다.

• 최대 9개의 차트 또는 바둑판식을 포함합니다. 바둑판식에는 큐브의 특정 값이
표시됩니다. 각 바둑판식의 값을 제공하기 위해 양식 또는 셀 교차를 데이터 소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시보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 팔레트 및
런타임 모드 사용 간에 전환합니다.

• 영역, 가로 막대, 거품형, 세로 막대, 가로 막대와 꺾은선 조합, 도넛, 퍼널, 게이지,
분산형, 방사형 등의 다양한 차트 유형으로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표시합니다.

• 외부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링크를 추가합니다.

•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세부적으로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양식이 대시보드 위쪽
절반을 사용하고 3개의 차트가 각각 아래쪽 절반의 3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식 디자인에 따라 사용자가 기본 세부정보를 드릴다운하고 작업할 멤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글로벌 POV 막대와 로컬 POV에 사용자 변수를 포함합니다.

• 대시보드에 설명이라는 데이터 설명을 포함합니다.

• 특정 차트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색상과 라인 두께를 사용자정의합니다.

– 격자선 표시. (기본값은 격자선을 숨김).

사용자는 대시보드(런타임이라고 함)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차트 유형, 대시보드 제목 등
객체의 다양한 측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객체 유형에 대한 툴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사용자는 데이터를 변경 및 저장하고 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런타임에서 차트 유형 옵션에 대해 변경한 사항은 다음 세션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런타임 시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가 저장되지만 대시보드 정의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대시보드를 생성, 다시 디자인 및 삭제하고 대시보드에 대한 권한을 지정합니다.

관련 항목:

• 대시보드 디자인 개념

• 대시보드 프로시저 디자인

• 대시보드 레이아웃 정보

• 게이지 차트 유형 정보

• 바둑판식 나열 차트 유형 정보

• 대시보드 색상 사용자정의

• 라인 및 조합 차트에서 라인 두께 설정

• 글로벌 및 로컬 POV 정보

• 대시보드 POV 및 적합한 교차점

9장
대시보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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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디자인 개념
대시보드 디자인 시 유용한 정보:

• 왼쪽에는 디자인 팔레트가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캔버스로 객체를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팁:

객체를 테두리 라인으로 끕니다. 허용되는 공간에 객체를 놓을 수 있으면 끌기
아이콘이 더하기 기호로 바뀝니다. 대시보드 레이아웃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오른쪽 위에는 전체 대시보드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 설정 을 사용하여 대시보드의 다음 측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새 대시보드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숨깁니다. 새로 생성한 대시보드에서
테두리를 표시하려면 테두리 설정을 표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

관리자만 라이브러리 루트 폴더에 파일(예: 대시보드, 인포릿, 양식, 보고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O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및 로컬 POV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장
대시보드 디자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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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객체의 오른쪽 위에는 마우스로 가리킬 때 표시되는 해당 객체의 툴바이 있습니다.

• 대시보드를 생성할 때 대시보드 사용자에게 대시보드가 표시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런타임 을 누릅니다. 디자이너 모드로 돌아가서 대시보드
디자인을 계속하려면 디자이너를 누릅니다.

대시보드 프로시저 디자인
대시보드를 디자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대시보드 탭, 생성 순으로 누릅니다.

2. 대시보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 기본 대시보드 이름을 변경하려면 해당 이름을 누른 다음 입력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 사용자정의 서식의 제목을 대시보드에 제공하려면 설정을 누르고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을 선택취소한 다음 제목을 입력하고 대화상자에서 서식을 설정합니다.

3. 왼쪽에 있는 디자인 팔레트에서 객체를 대시보드 캔버스로 끌어다 놓습니다.
다음 객체 중에서 선택합니다.

표 9-1    대시보드 탭

탭 설명

양식 양식 폴더를 탐색하거나 이름으로 검색하여 대시보드에

포함할 단순 양식을 선택합니다.

주:

양식에 대해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대시보드에서

적용됩니다.

차트 유형 대시보드에 포함할 차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처음 추가한

경우 선택한 차트에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차트에 양식을 데이터 소스로 연결합니다. 차트를 양식에

연계하면 사용자가 연계된 차트에서 양식의 데이터 변경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차트 유형은 차트에 세로 막대 및 꺾은선과 행 데이터를

교대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양식의 1행에 있는 데이터는

세로 막대로 표시되고 2행에 있는 데이터는 꺾은선으로

표시되며 짝수 행과 홀수 행의 차트 유형이 교대로

표시됩니다. 조합 차트 유형은 최대 20개까지 행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지만, 특히 두 범주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 간의 독일 및 프랑스 평균 환율을

비교하려고 하므로 양식의 1행에는 독일 환율, 2행에는

프랑스 환율이 포함됩니다.
게이지 차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이지 차트 유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장
대시보드 프로시저 디자인

9-4



표 9-1    (계속) 대시보드 탭

탭 설명

바둑판식 바둑판식 성능 뷰라고도 하는 바둑판식은 큐브에서 표시할

특정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차트 유형입니다. 바둑판식 나열

차트 유형 정보 참조

외부 아티팩트 설명: 외부 아티팩트, 설명 순으로 선택합니다. 데이터 또는

차트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URL: 외부 아티팩트, URL 순으로 선택하여 동적 웹 페이지

요약을 표시합니다. https:// 보안 프로토콜로 시작하는

외부 사이트 URL만 삽입합니다. 내부 또는 상대 URL이나

google.com 등의 동의하지 않은 타사 사이트 URL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대시보드 설정 및 객체의 가리키기 툴바를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사용자정의한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대시보드 레이아웃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목록 페이지에서 복사 형식을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쉽게 복제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선택하고 작업 을 누릅니다 

대시보드 레이아웃 정보
대시보드를 레이아웃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첫 번째로 끄는 객체는 전체 캔버스를 사용합니다.

• 그런 다음 기존 객체의 왼쪽, 오른쪽, 맨위 또는 맨아래로 객체를 끌어옵니다.

• 대시보드 캔버스에서는 다음 두 유형의 끌어 놓기 영역을 제공합니다.

– 두 객체를 서로 나란히 배치하여 각각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유형

– 세 개의 객체가 각각 공간의 1/3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는 유형.

• 객체를 세로 및 가로로 표시하도록 대시보드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각 객체가 고유한 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객체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객체의 테두리를 끕니다.

• 고정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객체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설정에서 너비 또는 높이 백분율을
설정합니다.

• 양식 레이아웃은 비대칭일 수 있습니다.

• 런타임 모드에서 사용자에게 양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거나 양식이 누락된 경우 인접한
객체가 해당 공간을 사용합니다. 디자이너 모드에서는 디자이너가 제거할 수 있도록 비어 있는
객체가 모두 표시됩니다.

게이지 차트 유형 정보
게이지 차트 유형은 데이터 값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최대값, 즉 범위 최대값을 설정하면 현재 값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게이지에서 범위가 빨간색,
노란색 및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게이지 차트 유형은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나 측정항목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게이지를 사용하여 임계값이 판매 목표를 나타내도록
설정되는 현재 판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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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여러 값이 있는 경우 최대 36개까지 게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양식에서 처음 6개
행과 처음 6개 열에 값이 포함됨). 양식의 나머지 값은 무시됩니다. 하나의 값만 게이지
차트에 표시하려는 경우 하나의 셀 값만 있는 양식에 연계합니다.

다이얼 게이지 또는 상태 측정기 게이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로 또는 세로 막대를
사용하여 상태 측정기 게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이너는 다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값: 게이지의 가장 높은 값입니다. 대시보드 디자이너는 최대값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며, 사용자가 런타임에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이너가
최대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에서 게이지의 값보다 큰 최대값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임계값:

– 낮음, 중간, 높음 임계값: 측정항목이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이러한 임계값을 사용하여 지정된 값에 따라 게이지를 빨간색,
노란색 및 녹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낮은 값이 바람직한 임계값

– 게이지의 임계값을 마우스로 가리킬 때 표시되는 임계값의 적절한 레이블

예를 들어 양식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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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이얼 게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 막대가 있는 결과 상태 측정기 게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9장
게이지 차트 유형 정보

9-7



주:

양식의 셀에 값이 누락된 경우 해당 셀에 대한 게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연속 임계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차트를 계산하려면
중간 임계값이 필요합니다.

바둑판식 나열 차트 유형 정보
바둑판식 나열은 큐브에서 표시할 특정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차트 유형입니다. 양식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바둑판식의 값을 제공하는 셀 교차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가로로 최대 6개의 바둑판식과 세로로 4개의 행을 포함하고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둑판식에 데이터를 연결하기 전에는 샘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양식을 바둑판식의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 객체당 최대 6개의 바둑판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열(6번째 행까지)의 값이 바둑판식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그리드로 표시할 때 양식의 첫 번째 열이 축소(숨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둑판식이 양식에서 값을 가져올 때는 축소된 열이 고려됩니다.

• 바둑판식의 제목은 행 제목이며 첫 번째 열에서 행별로 값을 가져옵니다.

• 바둑판식의 제목, 바둑판식의 높이 백분율, 범례를 설정하고 양식에서 포함할 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행이 포함된 양식을 선택하면 바둑판식에 3개의
값이 표시됩니다.

셀 교차를 바둑판식의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경우 객체당 하나의 바둑판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바둑판식 차트 유형을 선택하려면 목록의 맨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 차트 유형
목록을 확장합니다.

다음은 바둑판식 나열 차트 유형에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표시된 값을 바둑판식
나열에서 가로로 정렬할 때 사용하는 기준(왼쪽, 중앙 또는 오른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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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 스케일링
숫자가 많은 경우 특히 유용하며 통화 값이 표시되는 방식을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판식 나열 값이 1,689,000이고 K를 스케일링 옵션으로 선택하면 바둑판식 나열에서 값을
1689K로 표시합니다. 스케일링 옵션:

• 없음: 스케일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 값을 해당 범위에 따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500은 1.5K로 표시되고, 1,689,000은
1.69M으로 표시되며, 42,314,531,211은 42.31B로 표시되고, 1,234,567,891,234는 1.23T로
표시됩니다.

• K: 값을 천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689000은 1689K로 표시됩니다.

• M: 값을 백만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789는 123M으로 표시됩니다.

• B: 값을 10억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78,912는 12B로 표시됩니다.

• T: 값을 조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7,891,234,567은 1,234T로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색상 사용자정의
회사에서 차트에 표준 색상 세트를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 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한 파란색은 실제 데이터를 나타내고 연한 파란색은 예산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대시보드 색상을
사용자정의하는 경우 양식의 행 순서대로 색상을 선택합니다. 계열 1이 데이터의 첫번째 행이
되도록 지정하면 됩니다. 양식의 각 행에 차트에서 해당 데이터를 나타내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막대, 라인, 영역, 버블, 세로 막대, 조합, 도넛형, 원형, 방사형, 분산형 차트 유형에서 대시보드
색상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대시보드의 디자인 팔레트에 차트가 표시된 상태로 설정 을 누릅니다.

2. 색상을 누릅니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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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값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한 다음 변경하려는 계열에 대해 아래쪽 화살표 를 누릅
니다.

백그라운드에 있는 차트에서 각 계열이 나타내는 데이터 유형을 확인합니다.

4. 선택한 계열에 사용할 색상을 누른 다음 닫기를 누릅니다.

주:

처음에 표시되는 것보다 많은 색상 음영을 선택하려면 사용자정의 색상...을
누릅니다.

선택내용은 현재 차트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대시보드에 있는 다른 차트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라인 및 조합 차트에서 라인 두께 설정
대시보드에서 라인 및 조합 차트 유형의 라인을 얼마나 가늘게 또는 굵게 표시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대시보드의 디자인 팔레트에 라인 또는 조합 차트가 표시된 상태로 설정 을 누
릅니다.

2. 라인 두께 카운터를 눌러 라인 두께를 설정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설정이 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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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라인 및 조합 차트의 기본 라인 두께는 5픽셀입니다. 1-12픽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및 로컬 POV 정보
양식의 로컬 POV는 양식 디자이너가 해당 양식에 대해 선택한 차원 멤버를 반영합니다.
대시보드와 복합 양식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로컬 POV가 각 객체에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POV 막대에 결합되도록 글로벌 POV 막대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POV 막대
(엔티티, 제품 및 연도 표시) 및 로컬 POV(Q2를 표시하는 계획 드롭다운 목록)를 보여 주는
대시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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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OV 막대를 사용하면 글로벌 POV 막대에서 페이지를 변경한 다음 이동을 누를
경우 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객체에 대해 페이지가 변경됩니다. 글로벌 POV 막대는
모든 객체 위의 대시보드 맨 위에 표시되고, 로컬 POV 막대는 객체 내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변수는 대시보드의 글로벌 및 로컬 POV 둘 다에서 지원됩니다.

대시보드 설정에서 POV를 표시하거나 숨길지 여부 및 글로벌 POV 막대를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V 막대에 대해 숨기기를 선택하고 글로벌
POV 막대에 대해 사용을 선택하면 숨기기 옵션이 사용 옵션을 재정의합니다. 글로벌 POV
막대는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므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에 따라 각 로컬
POV에 대해 복합 POV가 표시됩니다.

글로벌 POV 막대 정보:

• POV 막대는 로컬 POV 차원, 페이지 크기 및 사용자 변수로 구성됩니다.

• 대시보드에서 각 양식의 로컬 POV 및 페이지에 따라 글로벌 POV 막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해당 대시보드의 양식을 사용하는 다른 객체에도 반영됩니다. 즉, 대시보드의 양식,
양식에 연결된 차트 및 양식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타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시보드에 양식이 데이터 소스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로컬 및 글로벌 POV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POV 막대가 다음 두 가지 양식의 로컬 POV 차원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의
예입니다.

글로벌 POV 막대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

• 양식 A 로컬 POV: 연도, 엔티티, 제품

• 양식 B 로컬 POV: 연도, 엔티티, 프로젝트

글로벌 POV 막대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 글로벌 POV 막대: 연도, 엔티티

• 양식 A 로컬 POV: 제품

• 양식 B 로컬 POV: 프로젝트

모든 차원 및 페이지 선택을 대시보드의 모든 양식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시보드 객체의 전체 POV가 로컬 및 글로벌 POV 막대 간에 분할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POV 막대와 로컬 POV 둘 다에 대시보드의 각 양식에 대한 전체 교차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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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객체가 대시보드에 하나뿐인 경우 양식의 전체 POV/페이지를
글로벌 POV 막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객체가 대시보드에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글로벌 POV 막대로 이동할 차원과 로컬 POV에 유지할 차원을 결정합니다.

• 차원이 모든 양식의 POV 또는 페이지에 있고 모든 양식에서 멤버 선택이 동일한 경우 차원이
글로벌 POV 막대로 이동합니다.

• 차원이 한 양식의 POV와 다른 양식의 페이지에 있는 경우 차원이 로컬 POV에 유지됩니다.

• 차원이 POV에 있는 경우 해당 차원의 모든 양식에서 동일한 멤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차원이 페이지 차원인 경우 선택한 페이지 멤버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양식에서 동일한 순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시보드의 POV는 부적합한 페이지 멤버를 숨겨 적합한 교차점을 적용합니다. 대시보드 POV 및
적합한 교차점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POV 및 적합한 교차점
대시보드의 POV는 부적합한 페이지 멤버를 숨겨 적합한 교차점을 적용합니다. 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POV 및 페이지 차원의 모든 선택된 멤버에 대해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대시보드에서는 글로벌 및 로컬 POV를 모두 지원하므로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
필터링 컨텍스트는 멤버가 어느 POV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이 글로벌
POV에 있는 경우 글로벌 POV 차원만 필터링 컨텍스트입니다.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이 로컬
POV에 있는 경우 모든 글로벌 차원 및 차트 로컬 POV의 차원이 필터링 컨텍스트입니다.

글로벌 및 로컬 POV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장
대시보드 POV 및 적합한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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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식 관리

Tax Reporting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을 제공하므로 US GAAP 및 IFRS 보고 같은
표준을 충족하도록 재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방 및 현지 레벨에서 당기 및 이연 법인세를
계산하고, 조정을 입력하고, 승인하는 데 필요한 태스크를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법인세 준비금 클러스터 모두에서 양식 카드를 통해 양식 목록에 액세스하여 목록에서
필요한 양식을 직접 열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Tax Reporting 작업 의 양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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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그리드 속성 설정
양식 그리드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양식을 열고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2. 그리드 속성에서 다음 테이블의 정보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행 및 열 속성을 설정합니다.

표 10-1    양식 그리드 속성

옵션 설명

누락된 블록 제외 (행에만 해당) 많은 행(예: 90% 이상)을 제외할

경우 누락된 데이터 제외 설정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제외되는 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 누락된 블록 제외 설정을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기 전후에 양식을

테스트하여 성능이 개선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변경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양식을 테스트합니다.
누락된 데이터 제외 데이터가 없는 행이나 열을 숨깁니다.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셀에 "#MISSING"이 포함된 행이나

열을 표시하려면 선택취소합니다.
부적합한 데이터 제외 부적합한 데이터가 있는 행이나 열을 숨깁니다.

부적합한 데이터가 있는 셀이 포함된 행이나 열을

표시하려면 선택취소합니다. 부적합한 데이터가

있는 셀은 읽기 전용입니다.
기본 행 높이 • 중간

• 크기 자동 조정: 모든 행을 표시된 공간에

강제로 맞춥니다.
• 사용자정의: 행 높이의 사용자정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선택합니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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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계속) 양식 그리드 속성

옵션 설명

기본 열 너비 • 소: 7자리 소수 자릿수를 표시합니다.
• 중: 10자리 소수 자릿수를 표시합니다.
• 대: 13자리 소수 자릿수를 표시합니다.
• 크기 자동 조정: 맨 위 데이터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열을 표시된 공간에 강제로 맞춥니다.
• 사용자정의 - 사용자정의 크기를 선택하여

14자리에서 최대 999자리의 소수 자릿수를

표시합니다.

글로벌 가정 양식 단순 양식의 경우 테스트 환경에서 생산 환경으로

글로벌 가정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글로벌

가정 양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양식을

업데이트하여 세율 등의 글로벌 가정을 저장합니다.
부적합한 시나리오/기간 제외 부적합한 시나리오/기간을 숨깁니다.
누락된 항목 숨김이 0도 숨김 양식에 대해 누락된 데이터 숨김 옵션과 함께 이

옵션을 선택하면 #Missing 및 0이 둘 다 포함된

모든 행 또는 열이 숨겨집니다.
선택할 경우 이 설정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누락된 데이터 또는 0을 제외하도록

선택한 런타임 제외항목을 재정의합니다

임시에서 양식 제외 제거 Smart View 사용자가 다른 제외 옵션이 지정된

임시 분석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양식에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열 또는 행의 기준 차원

구성원이 Smart View의 임시 그리드에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제외 옵션이 양식 설계에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양식에서 임시

분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

이 옵션을 선택해도 사용자가 Smart
View 옵션 대화상자, 데이터 옵션 탭에

설정한 제외 옵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시에서 양식 제외 제거 옵션이 양식에

사용으로 설정되고 양식의 임시 분석을

실행할 때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Smart
View에서 제외 옵션을 취소해야

합니다.

3. 저장을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계속하거나 완료를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양식을
닫습니다.

양식 차원 속성 설정
양식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을 표시할지, 행 또는 열을 숨길지 및 사용자가 멤버 공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 등의 양식 차원 표시 등록정보를 설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행, 열, 페이지 및 POV 차원에 적용됩니다.

Chapter 10
양식 차원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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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등록정보를 설정하려면

1. 양식을 열고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2. 차원 속성을 설정할 POV, 페이지, 행 또는 열을 누릅니다.

3. 차원 등록정보를 선택합니다.

Table 10-2    양식 차원 속성

등록정보 설명

모든 행 차원에 적용 모든 행 차원에 속성을 적용합니다.
모든 열 차원에 적용 모든 열 차원에 속성을 적용합니다.
모든 페이지 차원에 적용 모든 페이지 차원에 속성을 적용합니다.
모든 POV 차원에 적용 모든 POV 차원에 속성을 적용합니다.
멤버 이름 멤버 이름을 표시합니다.
별칭 멤버 별칭을 표시합니다.
멤버 공식 멤버 공식을 표시합니다.
차원 숨기기 차원을 숨깁니다.
연결 연산자 표시 통합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확장된 상태로 시작 행 또는 열의 차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처음에 확장된 상태의 차원 멤버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용자정의 속성 사용 행 또는 열의 차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정의 속성을 사용합니다.
공유 멤버 드릴 행 또는 열 차원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공유 멤버가

기본 계층의 상위 멤버에 있는 경우 공유 멤버

드릴을 사용설정합니다.
양식 정의를 뛰어넘는 변동 양식 변동 양식의 행 및 열 차원: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가 양식

정의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열 또는 행 멤버를

추가하도록 허용하려면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행 단위 또는 열 단위로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행 차원에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현재 행
차원의 모든 선택된 등록정보가 양식의 모든 행
차원에 적용됩니다.
양식 정의 Smart View 옵션 섹션에 행이나 열 또는

둘 다의 [변동 양식 사용]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이 표시됩니다. Planning 관리 에서

"Smart View 양식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통화 표시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가능합니다. 통화를

표시합니다.
전체 이름 표시 엔티티 차원의 멤버를 상위.하위로 표시합니다.

사용 안 함, 필요할 때마다 또는 항상을 선택합니다.
통화 표시 옵션과 함께 이 옵션을 선택하면 엔티티

멤버가 상위.하위(상위 통화, 하위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양식이 사용될 때 유지됩니다.

4. 저장을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계속하거나 완료를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양식을 닫습니다.

Chapter 10
양식 차원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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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옵션 설정
레이아웃 탭에서 양식 정보를 인쇄하기 위한 환경설정을 설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양식을 열고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2. 인쇄 옵션을 선택한 다음 양식 정보를 인쇄하기 위한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Table 10-3    양식 인쇄 옵션

옵션 설명

지원 세부정보 포함 PDF 파일에 추가 행으로 지원 세부정보를

포함시킵니다. 표시 형식을 지정합니다.
• 기본 순서: 지원 세부정보를 연계된 멤버

뒤에 [지원 세부정보] 페이지와 동일한

순서로 인쇄합니다.
• 반대 순서: 지원 세부정보를 연계된 멤버

앞에 반대 순서로 인쇄합니다. 하위에 대한

지원 세부정보는 상위 위에 표시되며 동위

멤버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명 표시 셀과 연계된 텍스트 메모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형식 지정 양식의 숫자 형식 설정을 표시된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속성 멤버 표시 양식에서 속성 멤버가 선택된 경우 PDF 파일에

속성 멤버를 표시합니다.
정밀도 적용 양식 정밀도 설정(원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을 PDF 파일에 표시되는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통화 코드 표시 양식이 여러 통화를 지원하는 경우 양식과 PDF

파일에 통화 코드를 표시합니다. 통화 코드의

표시 여부는 양식의 임의 멤버에 통화 코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식에 포함된 임의 멤버에 통화 코드가 있는

경우 이 확인란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양식에

통화 코드가 표시됩니다. 양식의 멤버에 통화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통화 코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정 주석 표시 계정 노트가 양식에 대해 사용설정된 경우 PDF
파일에 계정 노트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3. 저장을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계속하거나 완료를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양식을
닫습니다.

Tax Reporting 작업 에서 인쇄 환경설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Chapter 10
인쇄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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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원 작업

관련 항목

• 차원 개요

• 차원 보기 및 편집

• 네비게이터를 사용하여 차원 계층 작업

• 내부거래 계정 속성 값 설정

• 연결 ETR 사용자정의 속성 설정

• 성능 설정 수정

• 대체 계층 구조 생성

차원 개요
차원 계층 구조는 데이터베이스의 멤버 간 구조적 및 수학적 관계와 통합을 정의합니다. 관계는
축소 가능한 계층 다이어그램에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상위 레벨 차원 멤버는 상위 멤버라고 하고
상위 멤버 바로 아래 있는 멤버는 그냥 하위라고 합니다. 상위 아래의 모든 멤버를 하위 멤버라고
합니다. 맨아래 레벨 계층 멤버를 기준 레벨 멤버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상위 멤버가 아니라 차원의 기본 레벨 멤버에 입력됩니다. 상위 레벨 멤버의 값은 상위
레벨 멤버의 하위 멤버에서 집계됩니다. 기준 레벨 멤버의 데이터가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ax Reporting은 연결 세부정보 데이터를 저장할 사전 정의된 차원 세트가 필요한 다차원 연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다음 순서대로 사전 정의된 차원이
생성됩니다.

• 계정

• 기간

• 통합

• 데이터 소스

• 통화

• 내부거래

• 엔티티

• 이동

• 멀티 GAAP

• 관할권

• 시나리오

• 연도

•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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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원 세트는 법인세 준비금 프로세스를 처리합니다.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가능하도록 각 차원은 최소 차원 멤버 세트로 사전 초기 설정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 선택한 기능에 필요한 차원 멤버만 사용설정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추가 사용자정의 차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일부 멤버는 잠겨 있으나 일부 멤버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차원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연도

• 기간

• 뷰

• 통합

• 데이터 소스

• 내부거래

• 이동(이 차원은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계산이 수행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차원이 나열됩니다. 차원 순서는
연결 성능에 영향을 주므로 차원 순서를 변경하려면 먼저 차원 순서 변경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순서를 사용하여 데이터 교차에 충돌하는 데이터 유형이 있을 때 우선
처리할 데이터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팁:

웹 양식을 열 때 성능이 저하되면, 웹 양식에 포함된 상위 멤버의 저장영역
등록정보를 "공유 안함"으로 설정하여 성능을 향상하십시오. 상위 멤버에
적용되는 이 옵션은 계정 및 데이터 소스 차원이 아닌 희소 차원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및 데이터 소스 차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원은 희소로 설정됩니다. 밀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비게이터 또는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차원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려면 다음 차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 계정

• 관할권

• 시나리오

• 통화 차원

• 엔티티

• 멀티 GAAP

엔티티에 연계할 멤버로 관할권 및 통화 멤버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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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차원

계정 차원은 기본 계정의 계층을 나타냅니다. 계정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엔티티 및 시나리오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저장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 계정 등록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계정에는 해당
회계 동작을 정의하는 수익, 비용 등의 계정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계정 차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정 차원은 다음을 저장합니다.

• 계정 또는 장부 잔액 계정의 시산표 차트

• 법인세 준비금 또는 CbCR(국가별) 보고서 계산에 사용할 세금 계정

• 영구적 또는 일시적 차이

• R&D 및 기타 공제

• 순 영업 손실

• 추가 준비금 항목

 

 
계정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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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을 눌러 계정 차원 속성을 표시합니다.
 

 

3. 차원 등록정보 편집 탭( )을 누릅니다.

4.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계정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계정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5.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함

• 동적 계산(상위 멤버에 대해 사용됨)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소(기준 멤버에 대해 사용됨)

6.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표시할 옵션인 멤버 이름 또는 별칭을 선택합니다.

• 멤버 이름

• 별칭

• 멤버 이름:별칭

• 별칭:멤버 이름

7.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8.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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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택사항: 사용자정의 속성,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하여 사용자정의 속성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선택하여 속정을 제거합니다.

10.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11. 완료를 누릅니다.

계정 속성 정의

계정 유형 및 데이터 유형 및 내부거래 계정 여부와 같은 계정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내부거래 계정은 내부거래 계정 속성 값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속성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차원 목록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4. 작업을 선택하고 하위 추가 또는 동위 멤버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멤버 속성 탭에 계정 속성을 입력합니다.

표 11-1    계정 등록정보

등록정보 설명

이름 모든 차원 멤버에서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선택사항: 설명을 입력합니다.

별칭 테이블 선택 사항: 별칭 이름을 저장할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별칭 선택 사항: 멤버의 대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계정 유형 계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 비용

• 수익

• 자산

• 부채

• 주식

• 저장된 가정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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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계속) 계정 등록정보

등록정보 설명

차이 보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비용

• 비용 없음

시간 균형 시스템에서 수익 및 비용 계정에 대한 요약 기간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다음에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계산할플로우

• 마감 환율을 사용하여 계산할잔액

건너뛰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없음

• 누락

• 0
• 누락 및 0

환율 유형 계정의 환율을 나타냅니다.
• 내역

• 과거 금액 대체

• 과거 비율 대체

• 환율 없음(과거 계정 이외의 계정인 경우)

주:

시스템에서는 항상

플로우 계정의 평균

환율 및 잔액 계정의

종료 환율을

사용합니다.

소스 큐브 멤버의 소스 큐브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저장영역 데이터 저장영역 옵션을 선택합니다.
• 저장

• 동적 계산 및 저장

• 동적 계산

• 공유 안 함
• 공유

• 레이블 전용

2단계 계산 상위 멤버 또는 다른 멤버의 값을 기초로 멤버 값을

계산할지 선택합니다.

상위 레벨 엔티티 입력 허용 이 계정에 대해 상위 엔티티 입력이 허용되는지

지정합니다.
계획 유형 멤버가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표시합니다.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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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계속) 계정 등록정보

등록정보 설명

데이터 유형 다음과 같은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 지정되지 않음

• 통화

• 비통화

• 백분율

• 날짜

• 텍스트

• 스마트 목록

스마트 목록 선택사항: 멤버와 연결할 스마트 목록을 선택합니다.

동적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 사용자가 동적 상위 멤버를 포함하도록 구성된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멤버 이름을 런타임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이 멤버의 하위 멤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한 동적 하위 멤버 수 이 옵션은 동적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이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동적으로 추가된 최대 멤버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멤버 생성자에 액세스 권한 부여됨 이 옵션은 동적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이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 생성자가 런타임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한 동적 멤버에 대해 가지는

액세스 권한을 결정합니다.
• 상속 - 멤버 생성자가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가장 가까운 상위의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 없음 - 멤버 생성자에게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나중에 멤버 생성자에게 멤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읽기 - 멤버 생성자에게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이 지정됩니다.
• 쓰기 - 멤버 생성자에게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지정됩니다.

주:

관리자가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면 미리

동적 멤버에만 영향을

미치고 동적 멤버에는

소급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간 차원

기간 차원은 분기, 월 등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기간 차원에는 기간과 빈도가 포함되며 기간이
계층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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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을 포함한 14개월 기간으로 생성됩니다.

• YearTotal(P1 - P12)

• P13(RTA)

• P14

주:

기본적으로 QTD 같은 분기별 기간 또는 해당 뷰 멤버가 없습니다.

기간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기간을 눌러 기간 차원 속성을 표시합니다.
 

 

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기간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기간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사용하려면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4.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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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7. 기준 기간, 첫번째 회계 연도 및 회계 종료 연도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값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선택사항: 사용자정의 속성,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하여 사용자정의 속성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선택하여 속정을 제거합니다.

10.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11. 완료를 누릅니다.

연결 차원

통합 차원을 사용하면 여러 다른 단계의 통합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세부정보에 대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통합된 멤버를 조정한 방법을 기록하기 위해 통합 프로세스 중에
중간 결과를 저장합니다. 통합 프로세스 중에 데이터에 적용된 트랜잭션의 감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합 차원에서는 재무 정보에 추가 계층을 제공하며 해당 계층에서 입력 값, 조정 및 기여금액
정보에 대한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차원에는 엔티티 데이터(예: 입력 값) 및 엔티티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조정 항목이 포함됩니다. 통합하는 동안 종속 엔티티의 값이 상위로
롤업되므로 시스템에서 비례 및 상쇄 세부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세부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례 세부정보에는 통합 규칙을 실행하여 얻은 잔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준값의 연결 지분 결과가
반영됩니다. 상쇄 세부정보에는 상쇄 규칙을 기준으로 통합 중에 생성된 모든 상쇄 잔액이
포함됩니다.

통합 차원에는 다음 멤버가 포함됩니다.

• 엔티티 입력 - 기본 및 상위 엔티티의 모든 사용자 입력에 사용되는 멤버입니다. 기본
엔티티에서 이 멤버는 입력 데이터와 비통합 관련 비즈니스 로직(예: 멤버 공식 및 할당)을
나타냅니다. 상위 엔티티에서, 하위 엔티티의 기여금액 합계 멤버의 총계는 상위 엔티티의
엔티티 입력이 됩니다.

• 엔티티 합계 - 엔티티 입력과 엔티티 연결의 동적 집계입니다. 이 값은 비례의 시작점입니다.

• 비례 -- 지정된 엔티티에서 이 멤버는 상위에 기여한 백분율을 엔티티 합계에 적용한 다음 얻은
값을 저장합니다. PCON(연결 지분)은 해당 상위에 연결되는 엔티티 값의 지분이며 환산
금액에 적용됩니다.

• 상쇄 -- 내부거래 제거 값을 저장합니다. 첫번째 공통 상위의 비례 금액 제거입니다.

• 기여금액 - 특정 상위 엔티티에 속한 단일 1차 하위 엔티티의 연결된 결과로, 해당 1차 하위의
기여금액 합계를 저장합니다. 이 멤버는 상위 엔티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상위/하위
엔티티의 비례 데이터, 상쇄 데이터 및 기여금액 조정이 포함됩니다.

• 엔티티 연결 -- 이 멤버는 동적으로 계산된 멤버이며 상위 엔티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멤버의 금액은 각 1차 하위 엔티티의 총 기여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금액은 통합 프로세스를
수행한 결과로 시스템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

이 차원에서 멤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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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연결을 눌러 속성을 설정합니다.
 

 

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4.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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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7.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데이터 소스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입력을 데이터 소스 차원에 저장하며, 부분적으로는 FCCS 데이터
소스 차원을 따르고, TRCS 데이터 소스로 확장됩니다.

선택적 멤버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중에 지정한 옵션에 따라 생성됩니다. 필요에 따라 계층에서 추가
멤버를 생성하고 입력을 추적할 수 있으나 시스템 생성 멤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은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FCCS_TotalData Source의 데이터 소스를 추적합니다.

– FCCS_Intercompany Eliminations - 데이터 제거

– FCCS_TotalInputAndAdjusted:

* TRCS_TRCS_Mapped Data - CbCR 자동화 타겟

* FCCS_Managed Data - Data Management를 통해 로드된 데이터

* FCCS_Data Input - 수동으로 입력되거나 데이터 임포트를 통해 임포트된 데이터

* FCCS_Supplemental Data - SDM(Supplemental Data Management)을 통해 입력된

상세 보충 데이터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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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특성을 추적합니다.

– 세전 입력 - 세전 기준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세금 자동화 및 세전 조정을 통해
매핑된 데이터 포함)

– 세전 계산 - 세전 기준의 계산된 데이터

– 분담 - 분담된 데이터

– 세금 - 세후 입력되고 계산된 데이터

– 분류 - 자산/부채 분류

– TARF - 세금 계정 롤포워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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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차원 멤버를 제거하거나 새 멤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별칭과 같은 멤버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 차원의 성능 설정은 "희소"로 지정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소스 차원의 성능 설정 변경에 요약된 대로 성능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데이터 소스를 누르고 차원 등록정보 편집 탭을 선택하여 등록정보를 설정합니다.
 

 

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 소스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 소스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4.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7.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 연결

• 환율

• CbCR

8.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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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료를 누릅니다.

통화 차원

통화는 엔티티에 대해 환산된 값을 저장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에 통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각 통화에 대해 통화 차원에 멤버를 생성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통화로 사용할 기본 통화를 지정하고 엔티티 차원의
엔티티에 지정된 각 기본 통화에 대해 통화를 포함합니다. 최대 100개의 통화가 지원됩니다.

통화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차원이 나열됩니다.

2. 통화를 눌러 속성을 설정합니다.
 

 

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4.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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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내부거래 차원

내부거래(ICP) 차원은 계정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내부거래 잔액을 나타냅니다. 내부거래
트랜잭션의 엔티티 멤버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시스템 멤버를 포함하는 내부거래 차원을 생성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구성할 때 내부거래 데이터를 사용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내부거래 차원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엔티티 차원 멤버에는 내부거래 트랜잭션을 위해 멤버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내부거래"라는
멤버 등록정보가 있습니다. 이 등록정보에 대해 [예]를 선택하면 이름이 동일한 멤버가 내부거래
차원에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 멤버를 생성합니다.

• 내부거래 없음 - 이 멤버는 환율과 같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멤버 내부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내부거래 엔티티 - 이 멤버는 모든 ICP 엔티티가 생성되는 상위 멤버입니다.

• 총 내부거래 - 이 멤버는 계층에서 맨위에 있는 멤버입니다.

주:

새 멤버를 직접 추가하거나 내부거래 구성원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속성은 FCCS_Intercompany Top 멤버에서 확인합니다. 이 멤버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유연하게 특정 내부거래 멤버나 "FCCS_No_Intercompany" 멤버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멤버는 속성 값 "내부거래"(ICP)를 엔티티에 "ICP_EntityLabel" 형식으로 추가한 경우에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속성 값을 LE101 엔티티에 추가하면 내부거래 멤버 "ICP_LE101"이
생성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고 나면 멤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거래 트랜잭션을 생성할 때 각 그룹에 적어도 하나의 내부거래 계정 및 하나의 플러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플러그 계정은 상쇄가 완료될 때 두 내부거래 계정 간의 차이를 저장하는
계정입니다. 플러그 계정을 설정하려면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계정 속성 정의

• 내부거래 계정 속성 값 설정

내부거래 트랜잭션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계정을 정의할 때 내부거래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계정을 지정하고 각 내부거래 계정의 플러그
계정을 지정합니다.

• 엔티티를 정의할 때 내부거래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엔티티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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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계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에 내부거래 계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상쇄가 수행됩니다. 내부거래 상쇄를
참조하십시오.

내부거래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내부거래를 누릅니다. 필요한 대로 테이블에 멤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차원 등록정보 편집] 탭 을 눌러 등록정보를 설정합니다.
 

 

4.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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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5.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6.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이름을 표시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 멤버 이름

• 별칭

• 멤버 이름:별칭

• 별칭:멤버 이름

7.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8.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큐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 비율

• CbCR

9.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10. 완료를 누릅니다.

11.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새 멤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의 내부거래 속성

엔티티 멤버의 경우 멤버에 내부거래 세부정보가 저장되는지 지정합니다. 엔티티 멤버의 내부거래
등록정보를 설정하면 이름이 동일한 멤버가 ICP_<Entity Name>이라는 내부거래 차원에
생성됩니다. 새 멤버에 대한 기본 별칭 테이블의 별칭이 엔티티의 별칭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별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추가된 엔티티의 이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UK라는 엔티티를 내부거래로 표시하면 ICP_UK라는 멤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UK의 별칭이 정의되면 동일한 별칭이 새로운 내부거래 멤버 ICP_UK로 자동 설정됩니다. UK의
별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별칭이 UK로 자동 설정됩니다.

내부거래로 표시된 엔티티 멤버의 별칭이 변경되면 연계된 내부거래 멤버의 별칭을 새 별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엔티티가 내부거래로 표시되고 나중에 내부거래 등록정보를 제거하면 연계된 내부거래 멤버를
제거해야 합니다.

엔티티 차원

엔티티 차원은 엔티티 계층을 저장하고 관리 및 적합한 보고 구조와 같은 회사의 조직 구조를
나타냅니다. 엔티티는 사업부, 자회사, 공장, 지역, 국가, 법인, 비즈니스 단위, 부서 또는 모든 조직
구성 단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개수만큼 엔티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는
내부거래로 플래그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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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엔티티 멤버 이름은 76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쉼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엔티티 차원은 시스템의 통합 차원입니다. 엔티티 차원의 계층 구조는 데이터의 다양한 통합
뷰를 반영합니다. 조직에 있는 개별 멤버 구성요소 간의 모든 관계는 이 차원에 저장되고
유지 관리됩니다.

 

 
조직의 엔티티는 기본 엔티티, 종속 엔티티 또는 상위 엔티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엔티티는 조직 구조의 맨아래에 있으며 다른 엔티티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각 기본
엔티티에는 거주지가 필요하며, 기준 통화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할권 차원이
채워지고 업데이트되면 거주지를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속 엔티티는 조직의 다른 엔티티가 소유합니다.

• 공유 엔티티의 상위에는 다른 통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 엔티티는 직접 보고하는
하위 멤버를 하나 이상 포함합니다.

엔티티 구조는 "FCCS_Total Geography"의 일부이거나 대체 계층일 수 있습니다. 엔티티
차원에서 대체 계층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정의 속성 지역 공제의 경우 이 설정은 지역 법인세 비용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또는
지역 법인세 혜택이 국가 규정에 따라 과세 가능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엔티티에
"RDeduct"가 있고 2개의 적합한 지역이 있는 경우 국가 규정의 공제 가능 금액은 두 활성
지역에 대한 지역별 현재 준비금의 합입니다.

엔티티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엔티티를 눌러 속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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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등록정보 편집 아이콘( )을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5.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주:

새 엔티티의 경우 항상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공유 안 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6.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8. 큐브 아래에서 관련 큐브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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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CbCR 큐브, CbCR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 환율 큐브,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통화인 경우

• 구성 큐브,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미지급 세금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9.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사용자정의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공제 - 이 설정은 지역 법인세 비용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또는 국가
준비금에서 지역 법인세 혜택이 과세 가능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엔티티에 "RDeduct" 및 두 개의 적합한 지역이 있는 경우 국가 준비금의 공제
가능한 금액은 두 활성 지역에 대한 지역 당기 준비금의 합계입니다.

– 내부거래 엔티티

– 거주지

• 사용자정의 속성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하여 속성 이름을 수정합니다.

• 사용자정의 속성을 선택하고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하여 사용자정의 속성을
제거합니다.

10. 완료를 누릅니다.

1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작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선택합니다. 계산 상태가 "시스템 변경"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2. 엔티티 및 상위의 통화가 동일한 경우에도 환율 계산을 수행합니다. 통화 환산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상위 및 새 엔티티의 기본 통화가 동일하고 환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환율 계산 단계를 수행하지 않으면
연결을 실행할 때 데이터가 롤업되지 않습니다. 새 엔티티의 상태가 영향을
받지 않고 조작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므로 뒤로 돌아가서 환율 계산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13. 새 엔티티의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입력하십시오. 데이터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14.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상태와 계산 상태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새 엔티티와 상위
엔티티의 계산 상태는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15. 새 엔티티와 해당 상위를 연결합니다.

이동 차원

이동 차원은 계정의 이동 세부정보를 캡처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데이터를 이동할
이동 차원의 멤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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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차원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차원을 사용하여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데이터 이동:

– 세금 스케줄 간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에서 세금 계정(예: 세금 자동화)으로

– 기초 잔액, 마감 잔액 및 FX - CTA 계산 수행

• 세금 자동화 논리 저장

• RTA 구성 저장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면 초기 설정된 멤버가 있는 이동 차원이 기본적으로 생성되고, 사용하도록
설정한 기능에 따라 시스템 멤버가 선택적으로 추가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에, 시스템에서
이동 및 계정 차원에 현금 흐름 보고를 위한 현금 흐름 멤버 및 계층 구조를 생성합니다. 다음 멤버가
생성됩니다.

• FCCS_Movements

• TRCS_CbCR Movements

• TRCS_TaxLossCreditTotal

• TRCS_System Movement

이동 차원 아래에 추가 사용자 정의 멤버를 생성하여 해당 멤버에 대한 연결 및 변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이동 차원 계층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소유권 관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예약된 시스템 멤버가 생성되며 데이터 입력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TRCS_TLCOwnPlaceHolder

• TRCS_TARFOwnPlaceHolder

• TRCS_CurPayOwnPlaceholder

• TRCS_TempDiffOwnPlaceholder

• TRCS_RegionalTempDiffOwnPlaceholder

• TRCS_OwnPlaceholder

• TRCS_DTNROwnPlaceholder

이동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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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을 선택하여 등록정보를 설정하고 차원 등록정보 편집 탭을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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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7.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멀티 GAAP 차원

멀티 GAAP 차원은 로컬 GAAP와 IFRS 또는 다른 GAAP 모두에서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사용되는 선택적 차원입니다. 이 차원은 로컬 GAAP 데이터 입력과 모든 GAAP 조정을
추적합니다.

필요한 경우 올바른 GAAP 조정을 반영하도록 멤버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GAAP
조정의 추가 멤버 및 계층 구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원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다음 차원 멤버를 제공합니다.

• FCCS_No Multi-GAAP

• FCCS_Local GAAP

멀티 GAAP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멀티 GAAP를 눌러 속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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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4.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7.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관할권 차원

관할권 차원은 이연 법인세 자산 및 이연 법인세 부채의 관할권 계산에 따라 다양한 회계
표준에서 필요한 조정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관할권 계산이 필요한 기본 엔티티를 포함하는 대체 엔티티 계층을 설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상위 레벨 및 엔티티 레벨에서 자산과 부채를 계산합니다. 관할권 계산
금액을 엔티티 레벨에 비교하여 필요한 연결 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회계 정책에
따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관할권을 눌러 속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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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기본적으로 관할권 데이터 저장영역 옵션은 공유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적 계산 관할권 기능을 사용하여 All_National 같은 관할권 차원의 기본 제공 상위 멤버에
대한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동적 계산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침은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른 후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b. 관할권을 선택합니다.

c. 멤버 등록정보 편집: 관할권 탭에서 TRCS_Total Jurisdiction, TRCS_AllNational
순으로 확장합니다.

d. 기본 데이터 저장영역에 동적 계산이 표시됩니다. 이 열이 표시되지 않으면 임의의 열
머리글을 두 번 누르고 목록 맨아래로 스크롤하여 기본 모드를 지웁니다. 그러면 모든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연결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사용자정의 멤버
공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결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덕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성능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7. 큐브 아래에서 관련 큐브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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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CbCR 큐브, CbCR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 관할권에는 환율 큐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성 큐브,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미지급 세금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8.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국가 관할권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시나리오 차원

시나리오 차원은 실제, 예산 또는 예측과 같은 데이터 세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시나리오에는 현재 비즈니스 작업을 반영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산
시나리오에는 대상 비즈니스 작업을 반영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측
시나리오에는 일반적으로 이후 기간에 대한 예측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Legal
시나리오에는 적합한 GAAP 형식과 규칙에 따라 계산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실제 시스템 시나리오 멤버를 생성합니다. 추가 시나리오 멤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시나리오를 눌러 속성을 설정합니다.
 

 

3. 차원 등록정보 편집 탭( )을 누릅니다.

4.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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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5.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6.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8.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10. 완료를 누릅니다.

뷰 차원

뷰 차원은 기간별 데이터 표현을 제어합니다.

기본 레벨 뷰에서 데이터가 시스템에 로드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주기적’ 멤버에만 저장되며 다른
멤버는 항상 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쿼리되면 시스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요청된 뷰로
변환합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면 뷰 차원에 다음 멤버가 포함됩니다.

• 주기적 - 각 기간에 입력되거나 연 누계 방식으로 계산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YTD - 나중에 사용하도록 예약됩니다.

• QTD - 나중에 사용하도록 예약됩니다.

• YTD 입력 - 나중에 사용하도록 예약됩니다.

뷰 차원 멤버 위에 생성된 시스템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별칭과 같은 멤버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연도 차원

연도 차원은 데이터의 회계 연도 또는 달력 연도를 나타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연도 범위를 지정합니다. 시스템은 기본 범위를
제공하며 이 범위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에 따라 연도 차원을 빌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후에는 연도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줄일 수 없습니다.

연도 차원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연도를 누르고 차원 등록정보 편집 탭을 선택하여 등록정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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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적 속성을 선택합니다.

• 차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가능한 경우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차원의 별칭 이름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안 적용을 선택합니다.

4. 차원에 적용할 데이터 저장영역 유형을 선택합니다.

• 레이블 전용

• 공유 안 함

• 동적 계산

• 동적 계산 및 저장

• 저장

5. 표시 옵션에서 보고서에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사용가능한 경우 계층 유형을 선택합니다.

7. 큐브에서 사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생성을 눌러 새 사용자정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차원 보기 및 편집
클래식 차원 편집기 또는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차원 등록정보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는 부적합한 차원 멤버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부적합한 등록정보에는 빨간
테두리가 있습니다.

클래식 차원 편집기에서 차원을 보고 편집할 수 있는 보안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1장
차원 보기 및 편집

11-28



•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애플리케이션 개요에서 액세스)를 사용하여 차원 등록정보를 편집하려면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차원 편집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클래식 차원 편집기(네비게이터에서 액세스)를 사용하여 차원 등록정보를 편집하려면 차원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네비게이터를 사용하여 차원 계층 작업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를 사용하여 차원 및 멤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차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차원을 편집하려면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차원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차원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누른 다음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2. 차원 탭의 큐브 아래에서 올바른 큐브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3. 차원 아래에서 보거나 수정할 차원을 선택합니다.

4. 계층 레벨을 확장하려면 각 멤버 옆에 있는 캐럿 을 누릅니다.

5. 작업 아래 옵션이나 연계된 아이콘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차원 또는 멤버를 수정합니다.

6. 변경을 완료하면 작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선택합니다.

주: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침하기 전에 아웃라인 파일을 백업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원 계층 구조 확장 및 축소

차원 또는 멤버를 확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차원을 선택합니다.

3. 큐브 및 차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차원(예: 계정)을 눌러 멤버 등록정보 편집 화면을 엽니다.

5. 멤버 이름에서 차원 및 멤버 이름 옆의 화살표를 눌러 계층을 확장합니다.

차원 또는 멤버를 축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차원을 선택합니다.

3. 큐브 및 차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차원(예: 계정)을 눌러 멤버 등록정보 편집 화면을 엽니다.

5. 차원(예: 계정)을 눌러 멤버 등록정보 편집 화면을 엽니다.

6. 차원 또는 멤버 이름 옆의 화살표를 눌러 계층을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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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계층 구조 탐색

• 이전 멤버로 이동하려면 위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 다음 멤버로 이동하려면 아래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 [페이지]에서 볼 페이지를 입력하고 이동을 누르거나 Enter를 누릅니다.

• 다른 페이지를 보려면 시작, 이전, 다음 또는 종료를 누릅니다.

차원 또는 멤버 찾기

차원 계층에서 차원 멤버를 찾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멤버에 대한 차원을 선택합니다.

4. 검색에서 이름, 별칭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5. 멤버 이름, 별칭 또는 검색할 일부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6. 위로 검색 또는 아래로 검색을 누릅니다.

멤버 정렬

1차 하위 구성요소 또는 하위 멤버에 따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멤버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멤버를 정렬하면 아웃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멤버를 정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멤버에 대한 차원을 선택합니다.

4. 차원에서 1차 하위 항목 또는 하위 항목을 정렬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5. 정렬에서 1차 하위 멤버 또는 하위 멤버를 선택합니다.

1차 하위 구성요소별로 정렬하면 선택한 멤버 바로 아래의 레벨에 있는 멤버만 영향을
받습니다. 하위 멤버별로 정렬하면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 멤버에 영향을 미칩니다.

6. 오름차순 정렬 을 눌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거나 내림차순 정렬 을 눌러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새고 고칠 때 표시된 순서대로 멤버가 적용된
아웃라인이 생성됩니다.

차원 계층 내에서 멤버 이동

동일 분기에서 하나의 멤버 또는 멤버 그룹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멤버 또는 분기를 동위 멤버 사이에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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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차원, 이동할 멤버 또는 분기 순으로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위로 이동 을 눌러 멤버를 한 위치 위로 이동합니다.

• 아래로 이동을 눌러 멤버를 한 위치 아래로 이동합니다.

상위 및 하위 멤버를 포함하여 멤버를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차원, 이동할 멤버 또는 분기 순으로 선택합니다.

4. 잘라내기를 누릅니다.

차원을 추가 또는 편집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멤버를 삭제하거나, 로그오프한 후에
멤버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잘라내기는 루트 차원 멤버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멤버를 이동할 대상 레벨을 누릅니다.

6.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8. 비즈니스 규칙 및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검증합니다.

멤버의 상위 멤버 보기

멤버의 상위 멤버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차원을 선택하고 차원 계층에서 멤버를 선택합니다.

4. 상위 멤버 표시를 누릅니다.

5. 닫기를 누릅니다.

멤버 사용 표시

멤버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사용 표시를 누릅니다.

4. 멤버 사용 창의 맨아래에서 멤버의 사용을 보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5. 이동을 누릅니다.

6.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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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계정 속성 값 설정
계정의 속성 값 탭에서 내부거래 계정 속성을 지정합니다.

[내부거래 계정] 속성을 [예]로 설정하면 플러그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계정 속성 값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기존 계정 멤버를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 11-2    내부거래 계정 속성 값

속성 설명

내부거래 계정 계정이 내부거래 계정인지 지정합니다. [예]로
설정되면 이 계정에 플러그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주:

이 옵션은 애플리케이션에

내부거래가 사용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계정 여부 이 계정이 플러그 계정이 될 수 있는지

지정합니다.
플러그 계정 내부거래가 [예]로 설정되었으며

IsPlugAccount가 설정되지 않은 계정에

플러그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이

[예]로 설정된 계정은 플러그 계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플러그 계정을 추가할 때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계정 차원 멤버를 선택하고 사용자정의 속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b. 플러그 계정 속성을 선택하고 동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플러그 계정 속성 값 트리 오른쪽의 플러그 계정 목록에 새로 추가된 플러그 계정이
표시됩니다.

연결 ETR 사용자정의 속성 설정
현재 연도 데이터가 ETR 양식(연결, 법정 등)으로 보고되는 다음 계정에는 연결 ETR
사용자정의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NIBT 계정

• 영구적 차이 계정

• 추가 준비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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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시적 차이 계정에는 이 속성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오류가 발생하면 일시적 차이
계정에 대해 기초 잔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결 ETR 사용자정의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르고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2. 차원 탭에서 속성 값을 첨부할 계정 멤버를 선택하고 편집( )을 누릅니다.

3. 차원 - 멤버 편집 화면에서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4. 사용가능한 속성 값에서 연결 ETR을 확장하고 CETR을 선택한 후 추가를 눌러 지정된 속성 값
목록에 속성을 추가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성능 설정 수정

데이터 소스 차원의 성능 설정 변경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 차원은 "희소"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야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19.05 이전에 생성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소스가 "밀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스 차원을 "희소"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성능 설정을 변경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쳐야 합니다. 이 새로고침에서는
Essbase 데이터베이스가 재구조화되므로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다른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단
기간 동안 성능 설정을 업데이트해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시스템에 활성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 작업이 자동 유지관리 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성능 설정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한 후 성능 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큐브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소스 차원의 경우 밀도 아래에 현재 설정이 [밀집] 또는 [희소]로 표시됩니다.

성능 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11장
성능 설정 수정

11-33



2. 구성 화면에서 성능 설정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데이터 소스 차원 밀도를 선택합니다.

• 희소(권장)

• 밀집

기본적으로 밀도는 [희소]로 설정됩니다.

4. 저장을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5.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6. 선택사항: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선택하여 새로고침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체 계층 구조 생성
엔티티 차원에서 대체 계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단일 엔티티가 여러 상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위 멤버의 통화는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엔티티의 상위 통화 멤버에서
수행되는 환산은 다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유되는 멤버를 사용하며,
해당 멤버에서는 엔티티의 모든 인스턴스에서 입력 데이터의 일부만 공유됩니다.

다음 예는 상위가 두 개 이상인 리프 레벨 엔티티를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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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 E111은 P11과 P12 모두의 하위입니다.

• P11 또는 P12에서 E111에 입력된 입력 데이터는 저장하고 나면 다른 엔티티에 복제됩니다.
임의 P11.E111 및 P12.E111 멤버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통합하고 나면 P11.E111 및 P12.E111에서 계산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이고 여기서 E111의 통화는 GBP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P11 통화는 USD이고 P12 통화는 EUR입니다. E111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는 항상 통화 차원의 엔티티 통화 멤버에 입력됩니다. 상위 통화 멤버가 계산됩니다.
이때, GBP와 USD 및 GBP와 EUR 사이의 환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P11.E111 및 P12.E111의
상위 통화 값은 서로 다릅니다.

상위 레벨 엔티티에 상위가 두 개 이상 있는 엔티티 계층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레벨에
하위가 다른 상위가 여러 개 있는 계층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분 공유 엔티티 멤버를 생성하고 "공유"를 데이터 저장영역 멤버 속성으로 선택하여 대체 계층을
빌드합니다. 엔티티 차원에서 데이터 저장영역 속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유된 멤버가 생성됩니다.

멤버 선택기에서 상위 및 하위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선택하면 멤버 선택기에서 상위.
하위로 표시합니다(예: North America.USA). 그런 다음 원하는 엔티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엔티티에 상위가 여러 개이면 여러 다른 상위에 있는 각 엔티티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본 또는 공유 멤버의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 양식에서도 데이터를 한 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111이 두 개의 상위 E11과
E12가 있는 부분적으로 공유된 엔티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데이터 양식에서 E11.E111에
100이라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저장하면, E12.E111에 즉시 100이 표시됩니다. E12.E111에서
금액을 150으로 변경한 다음 저장하고 나면 동일한 금액이 E11.E111에 반영됩니다. 데이터
양식에서 엔티티 차원의 멤버를 상위.하위로 표시하는지와 해당 통화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면 부분적으로 공유된 엔티티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가 익스포트되며, 데이터는
상위.하위 형식으로 익스포트됩니다. 데이터 파일에서 부분적으로 공유된 엔티티 중 하나로
데이터를 임포트하면, 다른 엔티티에도 데이터가 임포트됩니다.

부분적으로 공유된 엔티티를 변경하여 계산 또는 프로세스 관리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엔티티의
다른 인스턴스에 해당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인스턴스가 통합되고 해당 상태가
확인으로 변경되면 다른 인스턴스의 상태가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분적으로 공유된 엔티티의
잠금 및 잠금 해제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엔티티에 정의된 보안 및 적합한 교차 규칙도 부분적으로 공유된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공유 멤버 생성

• 엔티티 차원에서 대체 계층 생성

엔티티 차원에서 대체 계층 생성

엔티티 구조는 대체 계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공유 엔티티의 상위에는 다른 통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티티 차원에서 대체 계층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 생성 및 관리, 차원 순으로 누릅니다.

2. 차원에서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3. FCCS-총 지역에서 데이터 저장영역 값이 공유 안 함으로 설정된 기본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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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저장영역 값이 공유 안함으로 설정된 상위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5. 기본 엔티티를 공유 멤버인 상위 엔티티의 1차 하위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a. 선택한 상위 항목에 대해 [1차 하위 추가] 를 누릅니다.

b. 멤버 등록정보 탭에 1차 하위 멤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데이터 저장영역에서 공유를 선택합니다.
공유 엔티티는 합산 유형 이외의 등록정보를 멤버의 기본 인스턴스와 공유합니다.

d. 계획 유형에서 모든 큐브(Consol, 환율 및 CbCR)의 집계 유형을 무시로
설정하십시오.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엔티티 차원을 집계한 경우 기본 Essbase
계산에서는 무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을 선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면 기본적으로 무시로 설정됩니다.

e. 저장을 누릅니다. 엔티티 멤버가 추가되고 "공유"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6.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새로고침을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침합니다.

팁: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침하기 전에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 생성 및 관리, 양식 순으로 누릅니다.

8. 엔티티 이름 및 연계된 통화의 표시 옵션을 설정하려면 양식에서 레이아웃 탭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기본 엔티티 및 상위/1차 하위 관계인 공유 엔티티를 보려면 속성 차원, 열 순으로
선택합니다. 예: [Primary Entity],[Shared Entity 1],[Shared Entity 2]

b. 차원 등록정보의 전체 이름 표시에서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사용 안함 - 전체 이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 필요 시 - 공유 엔티티 이름인 경우에만 전체 이름을 표시합니다.

• 항상 - 모든 엔티티 멤버의 전체 이름을 표시합니다.

c. 저장을 누릅니다.

9. 대체 계층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b. 데이터 입력 화면에서 양식을 선택하여 엽니다.
양식에 기본 엔티티, 공유 상위 엔티티 및 연계된 통화가 표시됩니다. 통화 값에는
상위 엔티티의 통화/공유 멤버의 기준 통화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CAD/CAD) - 상위 및 공유 멤버 엔티티의 통화가 모두 CAD(캐나다 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USD/CAD) - 공유된 부분 엔티티에서 상위 엔티티의 통화가 USD이고 공유
엔티티의 통화가 CAD입니다.

c. 엔티티 통화 값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공유 엔티티의 한 인스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면 다른 모든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상위 엔티티에서는 표시된 값이 해당 통화로 환산됩니다.

10. 저장,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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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여 기본 엔티티에 대한 연결을 실행합니다.
여러 통화를 사용하여 상위 엔티티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통화 환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제거도 다를 수 있습니다.

12. 저장,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13.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세금 관리 순으로 선택하고 데이터 상태를 선택합니다.

14. 계산 상태에서 선택한 엔티티의 상태를 검토합니다.

11장
대체 계층 구조 생성

11-37



12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차원 편집

참조:

•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차원 편집 정보

•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

•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차원 작업

• 차원 등록정보 편집

•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멤버 등록정보 편집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차원 편집 정보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는 차원과 멤버를 그리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드 형식의 경우 단일
페이지에서 차원과 멤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직접 멤버 속성을 편집할 수 있으며,
확대, 축소, 선택 내용 유지, 선택 내용 제거, 고정 등의 임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차원 편집기에서 차원을 보고 편집할 수 있는 보안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는 부적합한 차원 멤버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부적합한 등록정보는 빨강색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멤버 등록정보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비디오를 확인해보십시오.

• 개요: 간소화된 인터페이스에서 주요 태스크 수행 파트 1

• 개요: 간소화된 인터페이스에서 주요 태스크 수행 파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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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 접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차원을 누릅니다.

3. 큐브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큐브를 기준으로 차원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4. 보려는 차원의 이름을 누릅니다.

5. 다음 탭 중에서 선택합니다.

• 차원 등록정보 편집 - 차원 세부정보를 보고 편집하려면 누릅니다.

• 멤버 등록정보 편집 - 차원 멤버를 보고 편집하려면 누릅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차원 작업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는 차원과 멤버를 그리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드 형식의 경우
단일 페이지에서 차원 및 멤버 등록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직접 멤버
등록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차원 편집기에서 작업할 멤버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차원 등록정보를 편집하려면 차원 등록정보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 차원 멤버 등록정보를 편집하려면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멤버 등록정보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차원으로 전환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를 보는 동안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페이지 맨위에서 차원 이름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열 레이아웃 사용자정의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의 각 열은 멤버 속성(멤버 이름, 상위 멤버, 기본 데이터
저장영역 등)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그리드에 표시되는 열은 편집 중인 차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열을 숨기거나, 숨김 해제하거나,
크기를 조정하여 열 레이아웃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드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여 전체 속성 세트(모든 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열 레이아웃을 사용자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차원 그리드에서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릅니다.

열 확인 목록이 표시됩니다. 열 또는 그리드 크기 조정 옵션도 표시됩니다.

3. 그리드에서 숨기거나 숨김을 해제할 열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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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리드에서 모든 속성 열을 보려면 기본 모드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모드가 선택되고 표시되는 속성이 제한됩니다.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더 큰(전체) 속성 세트가 열로 표시됩니다.

4. 그리드 또는 그리드에 표시되는 열의 크기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열 크기 조정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 강제 일치 열 - 스크롤하지 않고 모든 열이 그리드에 표시되도록 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 동기 크기 조정 - 그리드 크기를 원래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상위 멤버 보기

상위 멤버는 차원 계층에서 선택한 멤버 위에 있는 모든 멤버입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선택한 멤버에 대한 상위 멤버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멤버를 선택합니다.

3. 상위 멤버 표시를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멤버 사용 표시

멤버 삭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 표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서 멤버가 사용되는 위치
(양식, 승인 단위, 환율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멤버가 사용되는 위치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멤버를 선택합니다.

3. 사용 표시를 누릅니다.

편집에 포커스 설정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작업하는 동안 확대, 축소, 선택 내용 유지, 선택 내용 제거 및
고정을 사용하여 편집에 포커스를 설정합니다.

차원 편집기 그리드를 보는 동안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그리드에서 특정 멤버에 편집 포커스를 설정하려면 멤버를 선택하고 다음 확대/축소 작업 중
하나를 누릅니다.

• 다음 레벨 확대 - 선택한 멤버보다 한 레벨 아래에 있는 모든 멤버를 표시합니다.

• 모든 레벨 확대 - 선택한 멤버 아래에 있는 모든 하위 멤버를 표시합니다.

• 맨아래 레벨 확대 - 1차 하위 멤버가 없는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 멤버를 표시합니다.

• 축소 - 선택한 멤버보다 한 레벨 위에 있는 멤버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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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드에서 특정 행 또는 열에 편집 포커스를 설정하려면 행 또는 열을 선택하고 다음
작업 중에서 선택합니다.

• 선택 내용 유지 - 그리드에서 선택한 행 또는 열만 표시합니다.

• 선택 내용 제거 - 그리드에서 선택한 행 또는 열을 제거합니다.

• 고정(열만) - 선택한 열과 선택한 열의 왼쪽에 있는 모든 열을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므로 열을 스크롤할 수 없습니다. 고정된 열의 오른쪽에 있는 열만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멤버 속성을 스크롤 및 편집하는 동안 멤버 이름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멤버 이름이 포함된 첫번째 열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열 고정을
해제하려면 고정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멤버 찾기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차원 멤버를 찾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차원에 대한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검색에서 이름, 별칭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3. 검색할 검색 텍스트(멤버 이름, 별칭 또는 부분 문자열)를 입력합니다.

4. 위로 검색 또는 아래로 검색을 누릅니다.

멤버 정렬

1차 하위 구성요소 또는 하위 멤버에 따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멤버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멤버를 정렬하면 아웃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멤버를 정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차원 그리드에서 1차 하위 멤버 또는 하위 멤버를 정렬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3. 정렬에서 1차 하위 멤버 또는 하위 멤버를 선택합니다.

1차 하위 구성요소별로 정렬하면 선택한 멤버 바로 아래의 레벨에 있는 멤버만 영향을
받습니다. 하위 멤버별로 정렬하면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 멤버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오름차순 정렬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누릅니다.

다른 계층으로 멤버 이동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멤버를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Microsoft Excel에서 멤버 이름 복사

Microsoft Excel에서 멤버 이름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xcel에서 하나의 셀 또는 셀 범위의 멤버 이름을 강조 표시하고 Ctrl+C를 눌러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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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대상 셀을 하나 이상 강조 표시하고 선택한 다음 Ctrl+V를 누릅니다.

3. 클립보드 도우미가 표시되면 다시 Ctrl+V를 누릅니다. 데이터가 클립보드 도우미에
붙여넣어집니다.

4. 붙여넣기를 눌러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 데이터를 붙여넣습니다.

멤버 공식 작업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 공식 막대 또는 멤버 공식을 검증할 수 있는 멤버 공식 대화상자에서
직접 멤버 공식을 정의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멤버 공식을 정의하여 연산자, 계산 함수, 차원 및 멤버 이름, 그리고 숫자로 된 상수를 조합하여
멤버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멤버 공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산자 유형, 함수, 값, 멤버 이름, UDA 및 공식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항목.

•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칠 때 공식이나 값으로 확장되는 사전 정의된 공식(스마트 목록 값
포함).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에서 멤버 공식을 정의 또는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멤버 속성 편집을 확인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2. 그리드의 기본 공식 열에서 공식을 정의하거나 편집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멤버에 대한 공식을 정의하거나 편집합니다.

•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셀을 한 번 더 눌러 공식을 입력하거나 편집합니다.

• 차원 편집기 그리드 위의 공식 막대 안을 누른 다음 공식을 입력하거나 편집합니다.

• 공식 막대 옆에 있는 을 누른 다음 공식을 입력하거나 편집합니다.

팁:

공식에 멤버 이름을 포함하려면 그리드의 공식 셀에 포커스를 유지합니다. Ctrl
키를 누른 채 공식에 포함할 멤버 이름을 누릅니다. 멤버 이름이 공식 막대에
표시됩니다.

• 선택사항: 멤버 공식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공식 막대 옆에 있는 , 검증 순으로
누릅니다.

• 저장을 누릅니다.

차원 등록정보 편집
차원 등록정보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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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거나 수정할 차원의 이름을 눌러 [차원 등록정보 편집] 을 엽니다.
 

 

4. [차원 등록정보 편집] 화면에서 필요에 따라 차원 등록정보를 수정합니다.

5. 선택사항: 희소 차원인 경우에만 생성을 눌러 속성 차원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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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를 누릅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멤버 등록정보 편집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사용가능한 차원의 멤버 등록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멤버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차원 멤버 등록정보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멤버 등록정보를 보거나 수정할 차원의 이름을 누른 다음 멤버 등록정보 편집( )을
누릅니다. 관련 공식 및 속성을 비롯하여 선택한 멤버에 대한 세부정보가 차원 편집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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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원 이름(예: 계정) 옆에 있는 캐럿 을 눌러 선택한 차원 및 멤버에 대한 모든 속성을
표시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 내

• 열 머리글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 그리드에서 멤버 등록정보를 편집하려면 그리드 셀 안을 눌러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멤버 등록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확인합니다.
멤버 속성 값을 행과 열에 끌어다 놓아 동일한 속성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5. 선택사항: 테이블 표시 상태를 제어하려면 멤버 이름 또는 상위 이름에 대한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테이블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 화면에 사용가능한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강제로 열에 맞춤을 선택합니다.

• 각 열을 동일한 너비로 표시하려면 동기 크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 드롭다운에서 선택한 열만 표시하려면 기본 모드를 선택합니다. 기본 모드의 선택을
취소하면 사용가능한 모든 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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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사항: 작업에서 1차 하위 추가, 동위 멤버 추가, 상위 멤버 표시, 사용 표시 등의 옵션 또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차원 등록정보를 수정합니다.
 

 

7. 선택사항: 희소 차원인 경우에만 생성을 눌러 속성 차원을 추가합니다.

8. 작업에서 메타데이터 정의 검증을 선택하여 멤버 공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검증 오류가
표시되면 이 오류를 해결해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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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멤버 작업

멤버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차원 멤버 계층을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Tax Reporting은 각 차원에서 허용되는 최대 차원 멤버 수를 제한합니다.
Tax Reporting에서는 허용되는 차원 멤버 수를 초과했음을 알려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
비규격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항목 선택
접근 권한이 있는 멤버, 대체 변수 및 속성만 표시됩니다. 여러 멤버를 선택하도록 멤버 선택기를
호출할 경우에만 선택 항목 창이 표시됩니다.

적합한 교차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 적합한 멤버만 애플리케이션 양식과 Calculation Manager
규칙에 대한 런타임 프롬프트에 표시됩니다. 웹 및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임시
양식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POV 및 페이지 축에서 적합한 교차점 규칙으로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임시 양식에서 적합한 교차 규칙은 그리드의 셀에만 적용됩니다.

항목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을 누릅니다.

2. 선택사항: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검색 기준(멤버 이름 또는 별칭만)을 입력하려면 데스크탑에서 Enter 키를 누르거나
모바일에서 검색을 누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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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및 속성 보기, 별칭 이름 표시, 멤버 수 표시, 알파벳 순서로 정렬, 멤버 목록 새로고침

또는 선택 지우기와 같은 표시 옵션을 변경하려면 검색 옆의 을 누르고 표시 옵션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멤버 목록에 표시되는 멤버를 필터링하려면 검색 옆에 있는 에서 필터 추가를 선택한
다음 필터 옵션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주:

Android 사용자는 을 눌러 필터 옵션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멤버 목록에서 멤버를 눌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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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멤버가 선택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멤버 관계를 참조하십시오.

주:

• 선택된 멤버는 확인 표시가 표시되고 선택 항목 창으로 이동됩니다(적용
가능한 경우).

• 상위 멤버를 확장하여 해당 1차 하위 멤버를 표시하려면 상위 멤버 이름
오른쪽에 있는 확장 아이콘을 누릅니다. 확장 아이콘을 누르는 경우 상위
멤버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 선택한 항목을 취소하려면 을 누르고 선택취소를 선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선택할 POV 및 페이지 축 멤버가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적용된 적합한 교차로 인해 POV 및 페이지 축의 차원 선택이 다른
차원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선택취소 옵션을 사용하여 이전에 선택한 POV 및 페이지 축 멤버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POV 및 페이지 축을 다시 사용하여 이전에
제외된 멤버를 선택합니다.

• 적합한 교차 규칙으로 인해 제외된 멤버를 모두 표시하려면 을 누른
다음 부적합한 멤버 표시를 선택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멤버가
표시되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4. 선택 사항: 다음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선택항목 창에서 선택되는 관련 멤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려면 멤버 오른쪽에 있는

을 눌러 멤버 관계 메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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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멤버를 제외하고 관련 멤버를 선택하려면 관계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멤버를

포함하여 관련 멤버를 선택하려면 관계 이름 오른쪽에 있는 포함 아이콘( )을 누릅니다.

계정에 대한 설명은 멤버 관계를 참조하십시오.

• 대체 변수 또는 속성이 정의된 경우 멤버 선택 영역에서 멤버 옆에 있는 을 누른 다음
대체 변수 또는 속성을 선택하여 대체 변수 또는 속성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멤버는 1차
하위 구성요소로 표시됩니다. 사용자에게 읽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멤버만 양식에
표시됩니다.

• 선택 항목 창에서 멤버를 이동하거나 제거하려면 선택 항목 옆에 있는 을 누릅니다.

• 차원 계층 내에서 선택된 멤버의 위치를 강조 표시하려면 선택 항목 창에서 멤버 이름을 두
번 누릅니다.

주:

모바일 장치에서 선택한 멤버의 위치를 강조 표시하려면 선택 내용 창에서 멤버

이름을 탭한 다음 선택 내용 옆에 있는 에서 찾기를 탭합니다.

5. 선택을 마치면 확인을 누릅니다.

멤버 관계
이 표에서는 멤버 선택 중에 포함되는 멤버 및 관련 멤버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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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멤버 관계

관계 포함되는 멤버

멤버 선택한 멤버

상위 멤버 선택한 멤버의 모든 상위 멤버(선택한 멤버 제외)

상위 멤버(포함) 선택함 멤버 및 상위 멤버

1차 하위 구성요소 선택한 멤버 바로 아래에 있는 레벨의 모든 멤버

1차 하위 구성요소(포함) 선택한 멤버 및 1차 하위 구성요소

하위 멤버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 멤버(선택한 멤버 제외)

하위 멤버(포함) 선택한 멤버 및 하위 멤버

동위 멤버 선택한 멤버와 동일한 레벨에 있는 계층 내 모든

멤버(선택한 멤버 제외)

동위 멤버(포함) 선택한 멤버 및 동위 멤버

상위 선택한 멤버 위에 있는 레벨의 멤버

상위(포함) 선택한 멤버 및 상위

레벨 0 하위 멤버 1차 하위 구성요소가 없는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 멤버

왼쪽 동위 멤버 상위가 동일한 선택한 멤버 앞에 나타나는 멤버

왼쪽 동위 멤버(포함) 선택한 멤버 및 왼쪽 동위 멤버

오른쪽 동위 멤버 상위가 동일한 선택한 멤버 뒤에 나타나는 멤버

오른쪽 동위 멤버(포함) 선택한 멤버 및 오른쪽 동위 멤버

이전 동위 멤버 상위가 동일한 선택한 멤버 바로 앞에 나타나는
멤버

다음 동위 멤버 상위가 동일한 선택한 멤버 바로 뒤에 나타나는
멤버

이전 레벨 0 멤버 선택한 멤버 앞에 표시되는 이전 레벨 0 멤버

예를 들어 PrevLvl0Mbr(Jan)은 BegBalance를
반환하고 PrevLvl0Mbr(Jul)은 Jun을 반환하며

PrevLvl0Mbr(BegBalance)은 빈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 레벨 0 멤버 선택한 멤버 뒤에 표시되는 다음 레벨 0 멤버

예를 들어 NextLvl0Mbr(Mar)은 Apr을
반환하고 NextLvl0Mbr(Dec)은 빈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전 세대 멤버 동일한 세대 내에서 선택한 멤버 바로 앞에

나타나는 멤버

다음 세대 멤버 동일한 세대 내에서 선택한 멤버 바로 뒤에

나타나는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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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계속) 멤버 관계

관계 포함되는 멤버

상대 지정된 오프셋이 있는 동일한 세대에서 지정된

멤버에 상대적인 멤버를 반환합니다.
예: Relative("Jan", 4)는 5월을 반환합니다. 표준

월별 기간 차원에서 1월 + 4개월은 5월이기

때문입니다. Relative("Jan", -2)는 11월을

반환합니다. 표준 월별 기간 차원에서 1월 -
2개월은 11월이기 때문입니다.

상대 범위 정방향인 경우 시작 멤버에서 오프셋 멤버까지

모든 멤버를, 역방향인 경우 오프셋 멤버에서 시작

멤버까지 모든 멤버를 반환합니다.
예: RelativeRange("Jan", 4)는 1월, 2월, 3월,
4월, 5월을 반환합니다. RelativeRange("Jan",
-2)는 11월, 12월, 1월을 반환합니다.

주:

멤버 관계는 기간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 적용됩니다. 시간이 선형적이어서 기간
차원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에서는 기간 차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검색에서 와일드카드 사용
다음과 같은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멤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표 13-2    와일드카드 문자

와일드카드 설명

? 단일 문자와 일치합니다.

* 0개 이상의 문자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sale*"를
입력하는 경우 *가 "sale" 단어 뒤에 0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므로 "Sales"와 "Sale"이 모두

검색됩니다.
기본 검색에서는 * 와일드카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cash"를 입력하는 경우 "cash*"가 검색되며

"Restricted Cash", "Cash Equivalents", "Cash",
"Noncash Expenses" 등이 반환됩니다.

# 단일 숫자(0-9)와 일치합니다.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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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계속) 와일드카드 문자

와일드카드 설명

[list] 지정한 문자 목록 내의 단일 문자와 일치합니다.
와일드카드로 사용할 특정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an]을 입력하여 대괄호 안의

모든 문자를 단일 와일드카드 문자로 사용합니다. "-"
문자를 사용하여 [A-Z] 또는 [!0-9]와 같이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문자를 목록의 일부로

사용하려면 목록의 시작 부분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는 대괄호 안의 문자를 와일드카드 문자로

사용합니다.
[!list] 지정한 문자 목록에 없는 단일 문자와 일치합니다. "-"

문자를 사용하여 [!A-Z] 또는 [!0-9]와 같이 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초기 설정 차원 멤버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멤버로 각 차원이 초기 설정됩니다. 초기 설정
멤버는 FCCS 또는 TRCS 접두어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예: TRCS_Tax Accounts 또는

FCCS_Balance_Sheet).
 

 

시스템에는 기본 제공 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정 멤버에 대한 지침

• 초기 설정 멤버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초기 설정 멤버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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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멤버 공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멤버 별칭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의 환율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기준 멤버에 1차 하위 추가

계정, 데이터 소스, 이동 및 멀티 GAAP(사용된 경우) 차원에 FCCS_seeded 멤버가 있습니다.
이러한 멤버의 데이터 저장영역 등록정보가 [동적]인 경우 멤버에 1차 하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원에서 초기 설정 멤버 이동

모든 초기 설정 멤버는 애플리케이션 생성 프로세스 중에 생성된 동일한 상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 설정 멤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적절하게 사용자별 멤버를 생성해야 합니다.
초기 설정 멤버에 대해 추가 상위를 생성하려면 대체 계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위 멤버의 초기 설정 멤버를 순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계정 멤버 재정렬

Tax Reporting에는 상위 및 기본이 둘 다 포함된 초기 설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구조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초기 설정 계층의 구조를 변경하고 상위 및 기준 멤버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초기 설정 계정의 멤버 이름은 변경할 수 없지만 별칭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정
설명을 위해 별칭 테이블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멤버 이름뿐만 아니라 별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보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멤버 선택기에서).

• 다양한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대체 계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계층에는 기본 계층의 모든 기준 멤버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 계정 계층이 무시되면 다양한 시스템 및 초기 설정 계산이 손실됩니다. 계정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계산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추적 및 소유권 관리가 사용으로 설정된, 내부거래 데이터가 있는 대차대조표 계정

내부거래 데이터(추적 포함)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소유권 관리와 같은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리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소유권 관리 계정, CTA/CICTA 계정(아직 추가되지
않은 경우) 및 동인 계정이 추가됩니다.

추적 및 소유권 관리가 사용으로 설정된, 내부거래 데이터가 있는 이동 멤버

내부거래 데이터(추적 포함)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소유권 관리와 같은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리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추가 멤버(FCCS_Mvmts_Acquisitions, FCCS_Mvmts_Disposals)가 필요한 "기초 잔액
소유권 변경" 시스템 규칙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 FCCS_Mvmts_Acquisitions_Input 및 FCCS_Mvmts_Disposals_Input을 사용하는 표준
구성가능 연결 규칙이 초기 설정됩니다.

동적 멤버
동적 멤버는 데이터가 요청될 때 동적으로 계산되는 값을 포함하는 멤버입니다. 해당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적 계산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비율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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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하위 멤버를 추가하도록 상위 멤버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3. 멤버를 선택하고 [편집] 을 누릅니다.

4. 멤버 등록정보 탭에서 동적 1차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을 누릅니다.
 

 

5. 선택사항: 멤버 등록정보(가능한 동적 1차 하위 멤버 수)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이 설정은 상위 아래에 멤버를 동적으로 추가 또는 로드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리 표시자 수를 결정합니다. 모든 자리 표시자가 사용되면 이후에 추가된 1차 하위
구성요소는 일반 멤버로 추가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선택사항: 멤버 등록정보(멤버 생성자에 액세스 권한 부여됨)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상속]입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8.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쳐 데이터베이스에서 멤버가 사용되는 동적 멤버의 자리
표시자를 생성합니다.

멤버 추가 또는 편집
멤버를 추가 또는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차원 목록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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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하위 멤버를 추가하려면 멤버를 추가할 차원 계층의 상위 레벨을 선택하고 1차 하위

멤버 추가( )를 누릅니다.

• 동위 멤버를 추가하려면 동위 멤버를 추가할 차원 계층의 레벨을 선택하고 동위 멤버 추가

( )를 누릅니다.

• 멤버를 편집하려면 차원 계층에서 멤버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르거나 편집을 누릅니다.

4. 멤버 등록정보에서 다음 테이블에 설명된 멤버 등록정보를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표 13-3    멤버 등록정보

등록정보 값

이름 모든 차원 멤버에서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에 앰퍼샌드(&) 또는 공백과 같은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쉼표는 적합한 문자가 아니므로 이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 선택사항: 설명을 입력합니다.

별칭 테이블 선택사항: 별칭 이름을 저장할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별칭 선택사항: 멤버의 대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에 앰퍼샌드(&) 또는 공백과 같은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쉼표는 적합한 문자가 아니므로 이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계정 유형 계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 수익

• 자산

• 부채

• 주식

• 저장된 가정

차이 보고 비용 또는 비용 없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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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계속) 멤버 등록정보

등록정보 값

시간 균형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플로우 - 평균 비율

• 첫번째

• 잔액 - 마감 비율

• 평균

• 채우기

건너뛰기 해당 없음

환율 유형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환율 없음

• 평균

• 마감

• 내역

• 과거 금액 대체

• 과거 비율 대체

소스 큐브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없음

• Consol
• 비율

데이터 저장영역 데이터 저장영역 속성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새
사용자정의 차원 멤버에 대해 [공유 안함]입니다

(루트 멤버 제외).
• 저장

• 동적 계산 및 저장

• 동적 계산

• 공유 안 함
• 공유

• 레이블 전용

2단계 계산 상위 멤버 또는 다른 멤버의 값을 기반으로 멤버

값을 계산할지 지정합니다. 동적 계산 또는 동적

계산 및 저장 속성을 가진 계정 및 엔티티 멤버에

대해 사용가능합니다.

상위 레벨 엔티티 입력 허용 이 멤버에 대해 상위 엔티티 입력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계획 유형 멤버가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유형 다음과 같은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 미지정

• 통화

• 비통화

• 백분율

• 날짜

• 텍스트

• 스마트 목록

스마트 목록 해당 없음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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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계속) 멤버 등록정보

등록정보 값

동적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 사용자가 동적 상위 멤버를 포함하도록 구성된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멤버 이름을 런타임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이 멤버의 하위 멤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한 동적 하위 멤버 수 이 옵션은 동적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이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동적으로 추가된 최대 멤버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멤버 생성자에 액세스 권한 부여됨 이 옵션은 동적 하위 멤버에 대해 사용이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 생성자가

런타임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한 동적 멤버에 대해

가지는 액세스 권한을 결정합니다.
• 상속 - 멤버 생성자가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가장 가까운 상위의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 없음 - 멤버 생성자에게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나중에 멤버 생성자에게 멤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읽기 - 멤버 생성자에게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이 지정됩니다.
• 쓰기 - 멤버 생성자에게 새로 생성된 멤버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지정됩니다.

주:

관리자가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면 미리

동적 멤버에만 영향을 미치고 동적

멤버에는 소급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을 누릅니다. 계산 상태가 "시스템 변경"으로 수정되었습니다.

6. 엔티티 및 상위의 기본 통화가 동일한 경우에도 환율 계산을 수행하십시오.

주의:

상위 및 새 엔티티의 기본 통화가 동일하고 환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환율 계산 단계를 수행하지 않으면 연결을 실행할 때
데이터가 롤업되지 않습니다. 새 엔티티의 상태가 영향을 받지 않고 조작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므로 뒤로 돌아가서 환율 계산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7. 새 엔티티의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입력하십시오. 데이터 임포트를 참조하십시오.

8.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상태와 계산 상태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새 엔티티와 상위 엔티티의
계산 상태는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9. 새 엔티티 및/또는 해당 상위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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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삭제
각 데이터 값은 차원 멤버 값 및 애플리케이션 유형 세트로 식별됩니다. 차원 멤버를
삭제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선택을 해제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새로고침할 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의: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백업을 수행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백업 및 복구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멤버를 삭제하기 전에 [사용 표시]를 통해 멤버가 사용되는 위치를 확인합니다(양식, 환율
등).

차원에서 엔티티 멤버를 삭제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엔티티 멤버를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 멤버가 양식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차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양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멤버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차원 계층에서, 삭제할 엔티티 멤버를 선택합니다.

4. 삭제를 누릅니다. 기준 멤버를 삭제하면 공유 멤버도 삭제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규칙 및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검증합니다.

상위 멤버 삭제
데이터 값은 차원 멤버 값 및 애플리케이션 유형 세트를 통해 식별됩니다. 차원 멤버를
삭제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선택을 해제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새로고침할 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의: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백업을 수행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백업 및 복구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차원 계층에서 상위 멤버 및 모든 하위 멤버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3. 차원 목록에서 삭제할 멤버, 하위 멤버 또는 분기가 있는 차원을 선택합니다.

4. 삭제를 누릅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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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멤버 작업
멤버를 공유하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대체 롤업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멤버를
생성하려면 먼저 기준 멤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준 멤버에 대해 여러 공유 멤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 멤버가 위에서 아래로 표시되기 전에 기준 멤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유 멤버는 엔티티, 계정 및 사용자정의 차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멤버 값은
아웃라인을 롤업할 때 이중 계산 값을 피하기 위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 멤버는 멤버 이름, 별칭 이름, 기준 통화 및 멤버가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유형 등 일부 속성을
기준 멤버와 공유합니다. 공유 멤버는 고유한 상위 멤버 및 상이한 롤업 집계 설정을 가져야 합니다.
사용자정의 속성, 사용자정의 속성 값 및 멤버 공식은 공유 멤버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멤버의
이름을 바꾸면 모든 공유 멤버의 이름이 바뀝니다.

공유 멤버는 다른 상위 멤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공유 멤버를 삭제하고 다른 상위 멤버 아래에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공유 멤버는 계층에서 맨아래 레벨(레벨 0)에 있어야 하며 하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준 멤버는 레벨 0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 멤버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으며
값은 기준 멤버와 함께 저장됩니다.

공유 멤버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멤버 선택을 위한 차원 계층의 기본 멤버와
비슷하게 표시됩니다.

공유 멤버 생성

다른 멤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유 멤버를 생성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기준 멤버는 공유 멤버의 1차 상위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 공유 멤버를 기본 멤버에 동위 멤버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기준 멤버와 동일한 이름을 공유 멤버에 지정해야 합니다. 설명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유 멤버에 대한 데이터 저장영역으로 공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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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관련 항목

• 데이터 임포트

• 데이터 익스포트

•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상태 보기

데이터 임포트
애플리케이션 준비를 위해 다음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시산표 및 소득 신고 데이터를 비롯한 장부 데이터

주:

시산표 데이터는 TRCS_TBClosing 이동 및 FCCS_Data Input 또는

FCCS_Managed Data 데이터 소스에 로드되어야 합니다. 다른 장부 데이터(예:
고정 자산 세금 감가상각)는 TRCS_BookClosing 이동 및 FCCS_Data Input
또는 FCCS_Managed Data 데이터 소스에 로드될 수 있습니다.

• 영구 조정 및 임시 조정, 세금 손실 및 대변 조정을 비롯한 세금 계정 데이터

• 세금 이월을 위한 지불 및 환불

• 국가별 보고를 위한 평균 직원 수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멤버로만 로드

• 데이터에 유효한 대상 금액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로드할 승인 단위가 이미 잠겨 있지 않아야 함

차원을 임포트한 다음 데이터 파일을 임포트하여 데이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경우 교차에서 적합한 교차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수행되지 않고
데이터가 모든 교차에 로드됩니다. 부적합한 교차로 로드된 데이터를 검토하려면
데이터를 임포트하기 전에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를 실행하여 부적합한 교차를 확인하고
지웁니다.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임포트하려면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여야 합니다.

파일 데이터를 차원에 매핑하는 섹션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여러 개 로드하면 파일이 순서대로 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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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ax Reporting에 필요한 형식이 아닌 파일이 있거나 통합 프로세스가 기본 데이터
로드 유틸리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어해야 하면 서비스 관리자가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데이터 로드 규칙을 생성하고, 매핑을 정의하고, 외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참조

데이터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임포트할 각 아티팩트에 대한 임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임포트 파일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 익스포트 파일을 로드합니다(여러 차원 파일을 동시에 임포트할 수 있음). 데이터
임포트 파일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주:

데이터가 로드되는 동안에는 보고서, 장부 또는 뱃치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Tax Reporting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개요: Tax Reporting Cloud에서 데이터 로드.

데이터 임포트 파일 생성

로드를 시작하기 전에 임포트할 각 아티팩트(데이터, 스마트 목록 및 환율 테이블)에 대한
임포트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임포트 파일에는 머리글 레코드가 포함되고 머리글 레코드
아래에 임포트하거나 업데이트할 데이터 레코드 목록이 포함됩니다. 파일
형식은 .csv(쉼표로 구분) 또는 .txt(탭으로 구분 또는 기타 구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임포트 형식 생성

파일 형식은 행과 열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열 머리글은 임포트 차원의 차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드라이버 차원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열
제목은 POV이며 마지막 열 제목은 데이터 로드 큐브 이름입니다.

각 행에는 로드 차원 멤버가 첫 번째 열로 포함됩니다. 다음 열 세트는 각 드라이버 멤버의
데이터 값입니다. POV 열에는 데이터가 임포트되는 셀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남은 차원의
멤버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은 큐브 이름(연결, 비율 또는 CbCR)입니다.

로드 방법

데이터 파일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합—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데이터로 덮어쓰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로드 파일의 각 레코드를 셀로 임포트하고 이전 값이 있으면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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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이 옵션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바꿉니다. 바꾸기 모드에서는 특정
시나리오/연도/기간/엔티티/매핑된 데이터 소스의 첫번째 레코드가 표시되기 전에 수동으로
입력되었든, 이전에 로드되었든 관계없이 해당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및 매핑된 데이터
소스의 전체 데이터 조합이 지워집니다.

• 누계 유형—이러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로드 파일의 데이터와
누계합니다.

– 없음—데이터 임포트 파일의 각 레코드는 레코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 값을
바꿉니다.

– 데이터베이스 사용—셀의 기존 값에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 파일 내에서—시스템에서 파일 내에 있는 셀 값을 누계합니다.

로드 방법 예
다음 예에서는 로드 옵션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다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로드 파일에는 다음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다음 옵션 조합을 사용하여 임포트한 후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병합, 없음

 

 

바꾸기, 없음

 

 

병합, 데이터베이스 사용

 

14장
데이터 임포트

14-3



 

바꾸기, 데이터베이스 사용

 

 

병합, 파일 내에

 

 

바꾸기, 파일 내에서

 

 

데이터 임포트 파일 로드

데이터 파일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개요 탭을 누르고 작업에서 데이터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임포트 화면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임포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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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에서 데이터 임포트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 - 컴퓨터의 위치에서 데이터 임포트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 인박스 - 서버에서 데이터 임포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5. 소스 유형의 경우 데이터 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Planning

• Essbase

6. 파일 유형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쉼표로 분리

• 탭으로 분리

• 기타—임포트 파일에서 사용되는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지원되는 구분자 및 예외 목록을
보려면 기타 지원되는 구분자를 참조하십시오.

7. 임포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 병합 -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덮어씁니다. 데이터의 각 레코드가 셀로 임포트되고
이전 데이터가 있으면 바뀝니다.

• 바꾸기 -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바꿉니다. 바꾸기 모드에서는 특정 시나리오/연도/
기간/엔티티의 첫 번째 레코드가 표시되기 전에 해당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의
전체 데이터 조합이 지워집니다.

8. 누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 없음 - 레코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값을 바꿉니다.

• 데이터베이스 사용 - 셀의 기존값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 파일 내에서 - 파일 내에 있는 셀 값을 누계합니다.

9. 소스 파일 선택: 소스 파일에서 소스 파일을 찾아 선택한 후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 로컬을 선택한 경우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찾습니다.

• 인박스를 선택한 경우 소스 파일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10. 일자 형식에서 사용할 형식을 선택합니다.

11. 마지막 임포트에서 이전 임포트 일자를 검토합니다. 처음인 경우 표시할 일자가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4장
데이터 임포트

14-5



12. 선택사항: 선택한 위치가 인박스이면 작업으로 저장을 눌러 임포트 작업을 바로 또는
나중에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13. 선택사항: 선택한 위치가 로컬이면 검증을 눌러 임포트 파일 형식이 올바른지
테스트합니다.

14. 선택사항: 임포트를 시작하기 전에 선택한 옵션을 검토합니다.

주: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경우 교차에서 적합한 교차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수행되지 않고 데이터가 모든 교차에 로드됩니다. 부적합한 교차로 로드된
데이터를 검토하려면 데이터를 임포트하기 전에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를
실행하여 부적합한 교차를 확인하고 지웁니다.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15. 임포트를 누릅니다.

16.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음을 표시하는 정보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17. 임포트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르고 최근
활동에서 임포트 링크를 눌러 세부정보를 봅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또는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Oracle Tax
Reporting Cloud를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애플리케이션을 소스로 생성한 후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고 Data Management에서 익스포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개요 탭을 누르고 작업에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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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익스포트 페이지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익스포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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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익스포트 페이지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의 대상 위치를 선택합니다.

• 로컬 -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을 로컬 컴퓨터의 위치에 저장합니다.

• 아웃박스 -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을 서버에 저장합니다.

5. 큐브에서 연결, 비율 또는 CbCR을 선택합니다.

6. 파일 유형에서 익스포트 파일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쉼표로 분리—각 아티팩트에 대해 쉼표로 구분된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 탭으로 분리—각 아티팩트에 대해 탭으로 구분된 .txt 파일을 생성합니다.

• 기타—각 아티팩트에 대해 .txt 파일을 생성합니다. 익스포트 파일에서 사용할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지원되는 구분자 및 예외 목록을 보려면 기타 지원되는
구분자를 참조하십시오.

7. 스마트 목록에서 익스포트 레이블 또는 익스포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8. 동적 멤버에서 포함 또는 제외를 선택합니다.

9. 슬라이스 정의에서 익스포트할 데이터 슬라이스에 대해 행, 열 및 POV를 선택합니다.

10.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위치가 아웃박스이면 작업으로 저장을 눌러 익스포트 작업을 바로 또는
나중에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 선택한 위치가 현지면 익스포트를 누르고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식에 포함된 #missing 값으로만
구성된 행은 데이터 익스포트 파일에서 생략됩니다.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상태 보기
작업 화면에는 최근 임포트 및 익스포트 작업에 대한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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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탭을 선택합니다.

3. 최근 활동에서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 작업의 이름을 눌러 세부정보를 봅니다.

4. 대기 중인 작업에서 실행 스케줄링된 작업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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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관련 항목

•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임포트

•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익스포트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임포트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외부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는 플랫 파일 또는 Microsoft Excel
파일로 익스포트됩니다. 플랫 파일의 데이터를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차원 구조로 매핑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매핑을
정의하여 소스 시스템 기간 이름 및 키를 애플리케이션 기간 및 연도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범주
매핑은 소스 시스템 데이터 범주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범주 및 빈도로 매핑합니다.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관리자는 다음 설정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임포트 형식을 정의하여 소스 데이터 파일의 레이아웃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소스의 열 또는
필드를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데이터 구조에 매핑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 데이터 통합과 연계시킬 위치를 생성합니다. 각 위치에는 고유한 데이터 로드 매핑과 데이터
로드 규칙이 있습니다.

• 각 차원의 소스 시스템 멤버 이름을 해당 애플리케이션 멤버 이름에 매핑하는 데이터 로드
매핑을 각 위치에 대해 정의합니다.

• 선택한 범주 및 기간으로 로드할 데이터 파일을 지정하는 데이터 로드 규칙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로드 규칙을 나중에 실행하려면 일별 또는 주별과 같은 스케줄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스테이지 테이블로 데이터를 임포트하여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하기
전에 설정 및 멤버 매핑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 매핑을 정의하면 필요에 따라 매핑 및 데이터 로드 규칙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계정 또는 차원 멤버가 위치에 대해 추가되었거나 멤버 이름이 변경된 경우
애플리케이션 멤버 이름에 대한 소스 시스템 멤버 이름 매핑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역할이 있으면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임포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데이터 양식을 열어 데이터가 제대로 로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식의 셀에서 드릴스루하여 셀에 로드된 소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에 접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르고 통합에서 Data Management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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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탭을 누르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 가이드의 절차를 따릅니다.

데이터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통합 설정

• 데이터 통합 실행 및 업데이트

.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익스포트
분석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임포트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고, 스테이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구분된 플랫 파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역할이 있으면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먼저 Data Management에서 설정 태스크를 수행하여 데이터 익스포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 사용자정의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추출된 데이터는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다음 플랫 파일로 익스포트됩니다.

• 익스포트 프로세스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세부정보 및 차원 세부정보를 지정합니다.

• 임포트 형식을 정의하여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차원에
매핑합니다.

• 임포트 형식을 데이터 로드 규칙에 링크할 위치를 생성합니다.

• 각 차원의 소스 시스템 차원 멤버 이름을 해당 대상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매핑하는
데이터 매핑을 각 위치에 대해 정의합니다.

• 데이터 로드 규칙을 생성하여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상태 열에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는 Data
Management에서 준비됩니다. 프로세스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에 접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르고 통합에서 Data Management를 누릅니다.

2. 설정 탭을 누르고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Data
Management 관리 가이드의 절차를 따릅니다.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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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율 설정

관련 항목

• 세율 설정

• 세율 입력

• 이연 대체 세율 국가적 적용

• 지역별 이연 대체 세율 적용

• 모든 현재 연도 이동에 마감 세율 적용

• 이전 연도 조정(이연만 해당) 열에 초기 세율 적용

세율 설정
Tax Reporting에서는 적합한 국가 법인세율, 지역 법인세, 분담률을 법인 레벨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세율 양식에는 시스템에서 특정 엔티티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준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국가 및
지역 세율과 분담률이 있습니다.

 

 
각 관할권에 사용가능한 세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6-1    세율 유형

세율 유형 설명

이전 연도 당기 법인세율 이전 연도의 국가 법정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정보용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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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계속) 세율 유형

세율 유형 설명

현재 연도 당기 법인세율 현재 기간의 국가 법정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다음

계산에서 사용됩니다.
• 당기 준비금

•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의 현재 연도 활동

• 연결 유효 세율 보고서의 외화 환율 차이

• 현재 연도 세율은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의

구성요소를 변경합니다.

기초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유동으로 분류된 일시적 차이에 사용할 연초 이연

법인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다음 계산에서

사용됩니다.
• 연초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

•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의 연초 세율 변경 구성요소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된 일시적 차이에 사용할 연말 이연

법인세율,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에서 마감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연초 및 현재 연도 세율 변경

구성요소 계산에 사용됩니다.

기초 지역 법인세 분담 시스템에서 이연 준비금의 기초 세금 잔액 계산에

사용할 이전 연도 분담 백분율입니다.

현재 연도 지역 법인세 분담 시스템에서 당기 준비금의 분담 수익 및 이연

준비금의 현재 연도 활동 기반 세금 계산에 사용할

당기 분담 백분율입니다.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시스템에서 이연 준비금의 마감 세금 잔액 계산에

사용할 연말 분담 백분율입니다.

활성 지역 플래그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해야 할 지역(예: 미국 주)을
식별합니다.

팁:

국가 및 지역 관할권

간에 데이터가
올바르게

플로우되려면,
국세율의 각 활성

관할권에 대한 활성

지역 플래그를

활성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세율 입력
세율 양식은 시스템에서 특정 엔티티의 국가 및 지역 준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세율을 입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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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정 일시적 차이 계정(세금 손실)의 세금은 세무기관이나 국가 수준의 규정에 따라
인하된 법정 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일시 차이 계정의 이연 대체 세율을 입력해야
하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이연 대체 세율 국가적 적용

• 지역별 이연 대체 세율 적용

글로벌 세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세율 탭을 선택합니다. 양식의 각 열에 관한 설명은 세율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3. 멤버 편집 을 누르고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 차원의 멤버를 선택하여 POV를
설정합니다.
선택한 엔티티의 국가 거주지 및 지역(적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 행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준비금은 지역 관할권에 대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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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성 지역 플래그 열에서 활성을 선택하여 선택된 엔티티 멤버의 해당 지역에 대해

법인세 준비금 계산을 활성화합니다.

팁:

국가 및 지역 관할권 간에 데이터가 올바르게 플로우되려면, 세율의 각 활성
관할권에 대한 활성 지역 플래그를 활성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5. 각 유형에 대해 세율을 입력합니다.
세율 백분율을 소수 형식으로 입력하고 입력을 눌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05를
입력하여 5%를 표시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7. 엔티티를 연결하여 수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새 세율을 법인세 준비금에서 사용합니다.

이연 대체 세율 국가적 적용
세율을 입력할 때 특정 일시적 차이 계정(세금 손실)의 세금은 세무기관이나 국가 수준의
규정에 따라 인하된 법정 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연 세금의 경우 각 항목의 예상 역전
시기에 따라 일시적 차이를 통해 세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GAAP - 법정 및 법정 - 세금의
일시적 차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자동으로 사용되지만, 계정 대체 세율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엔티티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연 세금 계산에 사용하는 세율 대체를 특정 일시적 차이 계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연
대체 세율은 차이의 역전 패턴을 기반으로 계정 레벨에서 세율 변경 시나리오에 혼합 세율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지분 일시적 차이 계정의 경우, 지분 역전 타겟 계정 속성이 적용되면 현재 연도
이동이 역전을 통해 제거되므로 지연된 세금 차이(델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율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연 대체 세율은 현재 연도 세율과 다르며 이연 세금 계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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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대체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연도 세율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세율 대체를 정의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세율을 사용하여 모든 마감 멤버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현재 연도 세율과 대체 세율 간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금액이 해당 이월 멤버에
저장됩니다.

예:

현재 연도 세율: 30%, 대체 세율: 40%

TRCS_CYSys->TRCS_PreTax = 10,000

TRCS_CYSys->TRCS_Tax = 3,000

(자동 대체 세율 델타) TRCS_CYSysTR->TRCS_Tax = 1000(즉, 10000 * ( 40% - 30% ))

(자동 대체 세율 = 자동 + 자동 대체 세율 델타) TRCS_CYSysDT→TRCS_Tax = 4000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연도 세율로 자동(TRCS_CYSYS) 및 조정(TRCS_CYADJ) 멤버를 계산한
다음, 현재 연도 세율과 이연 대체 세율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자동 대체 세율 델타
(TRCS_CYSysTR) / 조정 대체 세율 델타(TRCS_CYAdjTR) 이동 멤버에 금액을 저장합니다.

대체 세율 델타는 자동 및 조정 열에만 적용됩니다.

주:

계정이 엔티티 임시 계정으로 식별되는 경우 TRCS_CYSys 및 TRCS_CyAdj 금액은
TRCS_CYSysReversal 및 TRCS_CyAdjReversal로 역전됩니다.

국가 또는 지역의 이연 대체 세율이 저장되면 조정 대체 세율을 자동으로 계산에 사용합니다.

이연 세금 계정별 대체 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화면 구성에서 세율을 선택합니다. 필요하면 세율 입력에 설명된 대로 현재 연도의 세율을
입력합니다.

3. 이연 대체 세율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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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연 대체 세율이 적용되는 필수 POV를 선택합니다.

5. 선택된 계정의 각 유형에 맞는 세율을 입력합니다.

a. 기초 대체 세율에서 필수 대체 세율의 값을 입력합니다.

b. 현재 연도 대체 세율에서 현재 연도의 대체 세율 값을 입력합니다.

c. 마감 대체 세율에서 대체 세율의 마감 값을 소수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를 표시하려면 .05를 입력합니다.

주:

모든 현재 연도 이동에 마감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현재 연도
이동에 마감 연도 세율을 사용합니다. 초기 및 마감 세율이 다르면 연초의
세율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연도 세율 변경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지역별 이연 대체 세율 적용
세율을 입력할 때 특정 지역별 일시적 차이 계정(세금 손실)의 세금은 세무기관이나 국가
수준의 규정에 따라 인하된 법정 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 관할권의 이연 세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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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예상 역전 시기에 따라 일시적 차이를 통해 세율을 평가할 수 있다. 기능이 자동으로
사용되지만, 계정 대체 세율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엔티티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양식의 경우 국가 및 지역 모두의 GAAP - 법정 및 법정 - 세금에서 일시적 차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활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지역 대체 세율의 지역 값으로 국가 값을
덮어쓸 수 있도록 국가 일시적 차이가 지역 양식으로 이동됩니다.

주:

지분 일시적 차이 계정의 경우, 지분 역전 타겟 계정 속성이 적용되면 현재 연도 이동이
역전을 통해 제거되므로 지연된 세금 차이(델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율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연 대체 세율은 현재 연도 세율과 다르며 이연 세금 계산에만 적용됩니다.

• 세율 대체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연도 세율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세율 대체를 정의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세율을 사용하여 모든 마감 멤버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현재 연도 세율과 대체 세율 간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금액이 해당 이월 멤버에
저장됩니다.

예:

현재 연도 세율: 30%, 대체 세율: 40%

TRCS_CYSys->TRCS_PreTax = 10,000

TRCS_CYSys->TRCS_Tax = 3,000

(자동 대체 세율 델타) TRCS_CYSysTR->TRCS_Tax = 1000(즉, 10000 * ( 40% - 30% ))

(자동 대체 세율 = 자동 + 자동 대체 세율 델타) TRCS_CYSysDT→TRCS_Tax = 4000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연도 세율로 자동(TRCS_CYSYS) 및 조정(TRCS_CYADJ) 멤버를 계산한
다음, 현재 연도 세율과 이연 대체 세율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자동 대체 세율 델타
(TRCS_CYSysTR) / 조정 대체 세율 델타(TRCS_CYAdjTR) 이동 멤버에 금액을 저장합니다.

대체 세율 델타는 자동 및 조정 열에만 적용됩니다.

주:

계정이 엔티티 임시 계정으로 식별되는 경우 TRCS_CYSys 및 TRCS_CyAdj 금액은
TRCS_CYSysReversal 및 TRCS_CyAdjReversal로 역전됩니다.

국가 또는 지역의 이연 대체 세율이 저장되면 조정 대체 세율을 자동으로 계산에 사용합니다.

이연 세금 계정별 대체 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화면 구성에서 세율을 선택합니다. 필요하면 세율 입력에 설명된 대로 현재 연도의 세율을
입력합니다.

3. 이연 대체 세율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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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이연 대체 세율이 적용되는 필수 POV를 선택합니다.

5. 선택된 계정의 각 유형에 맞는 세율을 입력합니다.

a. 기초 대체 세율에서 필수 대체 세율의 값을 입력합니다.

b. 현재 연도 대체 세율에서 현재 연도의 대체 세율 값을 입력합니다.

c. 마감 대체 세율에서 대체 세율의 마감 값을 소수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를 표시하려면 .05를 입력합니다.

주:

모든 현재 연도 이동에 마감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현재 연도
이동에 마감 연도 세율을 사용합니다. 초기 및 마감 세율이 다르면 연초의
세율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연도 세율 변경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d. 기초 대체 세율 분담에서 필수 대체 세율 분담의 값을 입력합니다.

e. 현재 연도 대체 세율 분담에서 필수 대체 세율 분담의 값을 입력합니다.

f. 마감 대체 세율 분담에서 필수 대체 세율 분담의 값을 입력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모든 현재 연도 이동에 마감 세율 적용
기본적으로 현재 연도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마감 세율을 모든 현재 연도 이동에 적용하도록
대체 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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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를 생성해도 데이터 엔티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등록정보를 설정한 후 첫 번째 연결
전에 엔티티가 영향 받음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현재 연도 이동에 마감 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툴, 변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변수 양식에서t 대체 변수를 선택합니다.

3. 추가 아이콘 을 눌러 새 변수를 생성합니다.

4. 새 변수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큐브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 변수 이름에 ApplyDeferredTaxClosingRate를 입력합니다.

• 값에 true를 입력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6.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모든 엔티티가 영향 받음 상태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및 규칙 순으로 선택합니다.

b. 비즈니스 규칙 페이지의 이름에서 연결 큐브에 데이터가 있는 엔티티에 영향을 줌을
선택합니다.

c. 연결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을 눌러 비즈니스 규칙을 적용합니다.

시스템에서 먼저 현재 연도 세율로 자동(TRCS_CYSYS) 및 조정(TRCS_CYADJ) 멤버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현재 연도 세율과 마감 세율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자동 대체 세율
델타(TRCS_CYSysTR)/조정 대체 세율 델타(TRCS_CYAdjTR) 이동 멤버에 금액을
저장합니다.

계정이 지분 임시 계정으로 식별되는 경우 TRCS_CYSys 및 TRCS_CyAdj 금액은
TRCS_CYSysReversal 및 TRCS_CyAdjReversal로 역전됩니다.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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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도 조정(이연만 해당) 열에 초기 세율 적용
이전 연도 마감 세율을 이전 연도 조정(이연만 해당) 열(TRCS_PYADJDO)에 적용하는
설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조정(이연만 해당) 열에 초기 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2. 차원에서 이동 차원을 선택합니다.

3. TRCS_PYADJDO 멤버를 검색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속성 값 탭을 선택하고 RTA 이전 연도 세율을 펼칩니다.

5. ApplyPriorYearClosingRate를 선택하고 추가,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6.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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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데이터 통합

관련 항목

• 통합 프로세스

• 내부거래 상쇄

• 데이터 통합

• 연결 논리

• 환산 방법

• 데이터 환산

• 통합 및 환산 규칙

• 통합 및 환산 보안 액세스

• 계산 상태

• 통합 진행률 보기

• 소유권 관리 작업

주:

연결 및 환산의 보안 계층 개요는 보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프로세스
통합은 종속 엔티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위 엔티티로 집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Tax Reporting은 연결 및 환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 빌드된 계산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에서는 일부 표준 계산 프로세스의 멤버 공식과 사전 빌드된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칙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 Consolidate

• Consolidate_CbCR

• 강제 연결

• 환산

• Translate_CbCR

• 강제 환산

연결 프로세스에는 다음 계산이 포함됩니다.

• 기초 잔액 계산

• RTA(발생 이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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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산

• 세금 자동화

• 국가 법인세

• 지역 법인세

• ETR

• TAR

• 국가별, 사용되는 경우

• 통화 환산

통합 프로세스

기준 레벨 또는 상위 세금 계산 엔티티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로드하고 데이터를 계산 및
조정한 후 연결을 실행하여 조직 전체의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정된 시나리오,
기간 및 엔티티에 대해 연결 규칙을 실행하는 양식에서 연결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1. 사용자가 엔티티의 기준 통화로 수동 입력, 데이터 로드 또는 조정을 통해 1차 하위
엔티티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연결 차원의 엔티티 입력 멤버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연결 중에 시스템에서 기본 계산 규칙을 실행하여 엔티티 입력 멤버를 모두 계산하고
상태를 OK로 변경합니다.

2. 시스템은 상위 엔티티에 따라 다음 단계를 처리합니다.

• 시스템에서 먼저 엔티티 입력과 엔티티 연결(상위 엔티티에만 적용)을 모두
포함하여 엔티티 합계 데이터를 상위 통화로 환산합니다.

• 그런 다음 시스템에서 연결 지분(PCON)을 상위와 관련된 것으로 적용하여 환산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결 차원의 비례 멤버에 결과를 저장합니다.

• 엔티티 비례 데이터와 상쇄 데이터의 합계는 연결 차원의 기여금액 멤버에
저장됩니다.

• 그런 다음 시스템에서 상위 엔티티에 속한 모든 하위 엔티티의 기여금액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시스템에서 상위 엔티티의 엔티티 연결 멤버에 연결된 결과를
저장합니다. 상위 엔티티의 상태가 OK로 변경됩니다.

환산 프로세스

환산 프로세스는 하위 엔티티 통화에서 상위 엔티티 통화로 데이터를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
실행됩니다. 하위 엔티티와 상위 엔티티가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엔티티는 하나의 상위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종속 엔티티가 통합되는 상위 엔티티를
선택하면 필요한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 엔티티의 모든 하위 멤버에 대해 계산 규칙이 실행됩니다.

• 하위 엔티티의 데이터와 상위 엔티티의 데이터가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환산됩니다.

• 통합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통합 차원의 데이터 플로우

연결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먼저 시스템에서 상위 엔티티와 독립적으로 다음 단계를 처리합니다.

17장
통합 프로세스

17-2



• 사용자가 엔티티의 기준 통화로 수동 입력 및/또는 데이터 로드 및/또는 조정을 통해 하위
엔티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결 차원의 엔티티 입력 멤버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 통합 중에 시스템에서 기본 계산 규칙을 실행하여 엔티티 입력 멤버를 모두 계산하고 상태를
[OK]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은 상위 엔티티에 따라 다음 단계를 처리합니다.

• 시스템에서 먼저 엔티티 입력과 엔티티 통합(상위 엔티티에만 적용)을 모두 포함하여 엔티티
합계 데이터를 상위 통화로 환산합니다.

• 그런 다음 시스템에서 연결 지분(PCON)을 상위와 관련된 것으로 적용하여 환산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결 차원의 비례 멤버에 결과를 저장합니다.

• 내부거래 데이터의 값이 상쇄되고 데이터가 연결 차원의 상쇄 멤버에 저장됩니다.

• 엔티티 비례 데이터와 상쇄 데이터의 합계는 연결 차원의 기여금액 멤버에 저장됩니다.

• 그런 다음 시스템에서 상위 엔티티에 속한 모든 하위 엔티티의 기여금액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시스템에서 상위 엔티티의 엔티티 연결 멤버에 연결된 결과를 저장합니다. 상위 엔티티의
상태가 [OK]로 변경됩니다.

내부거래 상쇄
내부거래 계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에 내부거래 계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상쇄가 수행됩니다.

내부거래 상쇄는 첫 번째 공통 상위 엔티티에서 수행됩니다. 임의 내부거래 계정의 내부거래 상쇄
프로세스 중에, 시스템에서는 내부거래 계정에서 플러그 대상 계정으로 금액을 이동합니다.

플러그 대상 계정은 내부거래 계정 또는 비내부거래 계정일 수 있습니다. 플러그 계정의 개별
파트너에서 상쇄의 세부정보를 보려면 플러그 계정을 내부거래 계정의 일부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파트너의 모든 상쇄 세부정보가 내부거래 차원의 "내부거래 없음" 멤버에
저장됩니다. 내부거래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통합
양식에서 통합 또는 환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리드에서 데이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은 사전 정의된 데이터 상태 그리드를 제공합니다. 이 그리드의 행에는 엔티티가
포함되며 열에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드의 데이터는 양식의 시나리오/엔티티/기간/통화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주:

연결의 일부로 환산이 수행됩니다. 환산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환산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또는 사용자여야 하며 연결할 상위 엔티티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연결할 기본 엔티티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해당 엔티티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합니다. 해당 상위
엔티티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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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엔티티를 선택하면 해당 상위의 하위도 모두 연결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면 이전 기간에
대한 데이터도 통합됩니다. 12월 기간 및 변경된 모든 이전 기간을 연결하도록 선택하면
첫번째 변경된 기간부터 연결을 시작합니다.

변경된 엔티티에 대해 연결 프로세스가 실행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성공적으로
연결된 각 엔티티의 상태가 OK로 변경됩니다.

강제 연결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셀에서 강제로 연결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요인(데이터베이스 작동 중단 또는 사용자의 프로세스 중지)으로 인해 연결
프로세스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으면 엔티티가 처리 중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엔티티를 데이터에 통합하는 [강제 통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콘솔에서 연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을 실행하려는데 이미 실행 중인 연결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강제 연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양식과 데이터 상태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2. 연결을 실행할 셀을 선택합니다.

3. POV를 선택합니다.

4. 통합을 실행할 셀을 선택합니다.

5.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모든 선택된 셀에 대해 연결 프로세스가 강제로 실행되도록 하려면 강제
연결을 누릅니다.

7. 통합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8. 연결 상태를 확인하려면 작업 콘솔을 엽니다. 통합 진행률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연결 논리
엔티티 합계/상위 통화 연결 차원 멤버에 비례하여 데이터가 비례화됩니다. 적용되는 계수는
항상 엔티티/상위 조합에 대해 정의된 연결 %입니다.

제거되거나 조정된 데이터에 연결 %가 적용되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소유 지분
또는 소주주 지분(비제어 지분)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 지분 변경이나 엔티티 연결
% 및 내부거래 파트너 연결 % 중 낮은 값과 같은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되는 계수는 각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의 개별 엔티티/상위 조합 소유권 관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유권 관리에서는 합법적인 엔티티(소유 회사)가 다른 합법적인 엔티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소유 지분을 기록합니다.

소유권 관리

소유권 관리는 글로벌 연결 설정을 관리하는 작업과 해당 연결 설정을 시나리오별, 연도별,
기간별 기준으로 각 엔티티 계층에 적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환산 방법
다국적 그룹의 일부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현지 통화로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모든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모기업의 재무제표로 통합되는 경우 다중 현지 통화가 모기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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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Tax Reporting에서는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의 통화 환산을
제공합니다.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애플리케이션 통화(기본 보고 통화)와 추가 보고
통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보고 통화의 환산율을 입력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보고
통화를 사용하여 삼각 분할을 통해 추가 보고 통화가 환산됩니다. 통화 환산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환율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데이터 환산을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생성하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연 누계(YTD) 환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통화 환산을 계산하는 데 주기적 환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설정에서 모든 플로우 계정의 기본 환산 방법을 주기적 또는 YTD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된 평균 환율 계정은 주기적 또는 YTD 환산 방법 모두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Tax Reporting에서는 계정별로 대체하는 환산 방법을 제공합니다. 계정 멤버 속성
PeriodicFXTranslationmethod 또는 YtdFxTranslationMetho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 계산 세부정보 이해: 용어

• 엔티티 통화(입력 통화) = EC

• 상위 통화(환산된 통화) = PC

• 평균 환율 = 환율

YTD 계산 방법 사용

연 누계(YTD)에서는 POV에서 선택한 현재 기간 동안 입력된 YTD 데이터에 단일 평균 환율을
사용합니다. 특정 계정에서 또는 글로벌하게 달리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Tax Reporting의 기본
계산 방법입니다. YTD 방법을 사용하여 환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P3 예제).

PC->P3 = EC->P3 * Rate->P3 (YTD 데이터 * 현재 평균 FX 환율)

주기적 계산 방법 사용

반면 주기적 데이터는 각 기간이 기간의 값 변경사항을 기간 환율에 적용하는 가중 계산입니다.
주기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P3 예제).

PC->P3 = (EC->P3 – EC->P2) * 환율->P3 + PC->P2( (현재 기간의 입력 통화 - 이전 기간의
입력 통화) * 현재 기간 환율 + 이전 기간 환산 값)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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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데이터와 평균 외화 환율(FX) 환산 비율이 있는 연도의 첫번째 기간에는
주기적 환산과 YTD 환산의 결과가 같습니다(위의 테이블 환산 값 = 120
참조).

• P13과 P14(RTA 및 감사)는 항상 YTD 환산 방법이 됩니다. P13과 P14에는
이전 기간이 없습니다. 이전 기간은 소유권과 동일한 시나리오 기본 빈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전 기간이 분기별 시나리오 빈도를 따르는 경우 P3은
P6의 이전 기간이 됩니다. 소유권 변경 처리에서 이전 기간의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 주기적 환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 및 CbCR 큐브 둘 다에서 동일한
시나리오 기본 빈도를 따라야 합니다.

• CbCR 큐브에서는 NIBT 환율 대체 및 FX 환율 대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플로우 계정의 환산 방법 사용

환산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구성 카드로 이동합니다.

2. 세금 설정 화면을 선택합니다. 플로우 계정의 통화 환산 방법에서는 두 가지 옵션, 즉
주기적과 연 누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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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설정을 주기적으로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4. 세금 설정을 주기적에서 연 누계로 변경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단일 계정의 환산 방법 대체

비플로우 계정(즉, 잔액)에서 주기적 환산 방법을 사용하려면 계정 차원에서 다음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플로우 계정을 YT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환산
통화 환산은 계정 데이터를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변환합니다. 통합 프로세스 중에 또는 별도로
데이터를 엔티티의 입력 통화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정의된 다른 통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합하면 상위 엔티티와 하위 엔티티의 기본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통화 환산이
발생합니다.

환산 규칙이 실행된 후 환산된 통화 차원이 저장됩니다. 분개를 통해 각 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환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당기 준비금 같은 양식을 선택합니다.

2. 환산 규칙을 실행할 셀을 선택합니다.

3. 작업에서 환산을 선택합니다.

4. POV를 확인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5. 확인을 눌러 성공 확인 메시지를 해제합니다.

통합 및 환산 규칙
Tax Reporting은 연결 및 환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 빌드된 계산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에서는 일부 표준 계산 프로세스의 멤버 공식과 사전 빌드된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칙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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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통합 및 환산 규칙

규칙 설명

Consolidate 지정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에 대해

재무 연결을 실행합니다. 엔티티의 연결 상태를

기반으로 지능적으로 연결을 수행합니다.

Consolidate_CbCR 지정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에 대해

재무 연결을 실행합니다. 엔티티의 연결 상태를

기반으로 지능적으로 연결을 수행합니다.

ForceConsolidate 내부 처리 플래그를 무시하여 연결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오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관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Translate 지정된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및 해당 하위

항목에 대한 연결 데이터를 선택된 보고 통화로

환산합니다. 엔티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먼저

상태별로 연결된 후 보고 통화로 환산됩니다.

Translate_CbCR 지정된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및 해당 하위

항목에 대한 연결 데이터를 선택된 보고 통화로

환산합니다. 엔티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먼저

상태별로 연결된 후 보고 통화로 환산됩니다.

ForceTranslate 내부 처리 플래그를 무시하여 환산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오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관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ForceTranslate_CbCR 내부 처리 플래그를 무시하여 환산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오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관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DataLoad_PreProcess_Consol 데이터 로드에 대한 사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DataLoad_PostProcess_Consol 데이터 로드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MetadataLoad_PostProcess_Consol 메타데이터 변경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TrcsFormStatusProcessor 데이터 양식 저장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freshDataBase_PostProcess_Consol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freshDataBase_DelegatePostProcess_Consol이 규칙은 데이터베이스 사후 처리 호출을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모듈에 위임하여 메타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CopyTaxAutomationRule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

매핑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핑을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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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계속) 통합 및 환산 규칙

규칙 설명

ImpactStatusEntitiesWithData 이 규칙은 세금 자동화 양식에 사용자가 정의한

매핑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엔티티의 데이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내부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opyTaxRateRule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세율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Form_PreProcess_Consol 데이터 양식 저장에 대한 사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omputeRates 지정된 원본 및 대상 통화에 대해 시스템에 입력된

직접 환율을 기반으로 지정된 시나리오, 기간 및
연도에 대해 평균 및 종료 환율을 계산합니다.
직접 환율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통화를 기반으로 삼각 분할을 수행합니다.

CopyFXRatesRule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FX 환율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RefreshDataBase_PostProcess_Rates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DataLoad_PostProcess_Rates 데이터 로드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freshSDMCurrencyRates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데이터 로드, 양식 저장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DataLoad_PostProcess_CbCR 데이터 로드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ImpactStatusEntitiesWithData_CbCR 이 규칙은 세금 자동화 양식에 사용자가 정의한

매핑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엔티티의 데이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내부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MetadataLoad_PostProcess_CbCR 메타데이터 변경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freshDataBase_DelegatePostProcess 이 규칙은 데이터베이스 사후 처리 호출을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모듈에 위임하여 메타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RefreshDataBase_PostProcess_CbCR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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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계속) 통합 및 환산 규칙

규칙 설명

TrcsFormStatusProcessor_CbCR 데이터 양식 저장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합 및 환산 보안 액세스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환산하려면 다음 보안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 관리자, 고급 사용자 또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 통합하거나 환산하도록 선택한 상위 엔티티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주:

잠긴 엔티티는 통합 프로세스에서 제외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연결 및 환산 작업을 실행하는 데 적합한 규칙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을
할당합니다.

• 비즈니스 규칙 통합에 대한 시작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할당하면 해당 사용자는
[통합] 작업 메뉴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가집니다.

• 비즈니스 규칙 환산에 대한 시작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할당하면 해당 사용자는
[환산] 작업 메뉴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가집니다.

주: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규칙에 대한 기본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계산 상태
Tax Reporting에서는 각 시나리오, 기간, 엔티티 및 상위 엔티티 조합의 계산 상태를
유지관리합니다. 계산 상태는 데이터를 환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작업의 결과로 계산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직 구조 변경

• 계정 추가 또는 삭제

• 엔티티 속성 수정

• 데이터 그리드에 데이터 입력 또는 외부 소스에서 데이터 로드

• 규칙 재로드

• 연결 지분 변경

• 환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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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금액 데이터 변경

• 장부 데이터 업데이트 및 로드

• 세금 데이터 로드 및 조정

• 세금 자동화 규칙 로드 및 업데이트

• RTA 자동화 규칙 로드 및 업데이트

• 세율 또는 연결 세율의 로드 및 업데이트

표 17-2    연결 상태

상태 설명

확인 데이터가 OK 상태입니다. 지정된 차원의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없음 지정된 차원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변경 마지막으로 생성된 후 데이터가 변경되었으므로,
상태가 [OK]로 변경되도록 재통합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엔티티 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상위 엔티티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환산 필요 엔티티 통화 데이터가 변경되었거나 연결되었습니다.
환산된 값은 현재 값이 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변경됨 메타데이터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친 후 확인 상태를 시스템 변경 상태로

변경합니다.
시스템 변경 상태는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 진화 시
과거 기간에 대해 허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런타임 프롬프트에 지정된 기간을 연결/환산하려면 먼저 이전 기간이 변경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전 연도(연결/환산 런타임 프롬프트에 지정된 연도의 이전 연도)의 P12가 변경된 경우 연결/
환산이 실패하며 먼저 이전 연도를 연결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합니다. 현재 연도(연결/환산 런타임
프롬프트에 지정된 연도)의 이전 기간이 변경된 경우 연결/환산 런타임 프롬프트에서 사용자가 해당
이전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시스템에서 변경된 이전 기간을 연결 범위에 자동으로
포함합니다.

연결/환산 런타임 프롬프트에서 시스템 변경 기간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 변경
상태인 이전 기간은 연결/환산 범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FY21/LE101의 P2 - P12 기간은 변경 상태이고 P1 기간은 시스템 변경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FY21/P12/LE101에 대해 연결이 트리거되면 시스템에서 P2 - P12만
연결하고 시스템 변경 상태인 P1은 남겨둡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FY21/P1/LE101에 대해
명시적으로 P1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 진행률 보기
데이터를 통합할 때 작업 콘솔에서 태스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완료 상태,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여 대기 중인 작업 또는 최근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진행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릅니다.

2. 대기 중인 작업 및 최근 활동을 검토하여 통합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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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세부정보를 보려면 작업 이름을 누릅니다.

주: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면 확인 상태인 모든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의 모든
엔티티가 시스템 변경 상태로 업데이트됩니다. 최상위 레벨 상위 엔티티(예: 총
지역)의 후속 연결/환산에는 연결/환산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의 시스템 변경
엔티티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연결/환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리 작업

소유권 관리

소유권 관리는 글로벌 연결 설정을 관리하는 작업과 해당 연결 설정을 시나리오별, 연도별,
기간별 기준으로 각 엔티티 계층에 적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설정은 각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의 각 엔티티 상위/1차 하위 조합에
적용됩니다.

주:

소유권은 현재 국가별 보고(CbCR)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100% 롤업이
표시됩니다.

소유권 관리 화면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연결 순으로 눌러 소유권 관리 화면을 표시합니다.

2. 계층을 볼 엔티티 상위 멤버를 선택합니다.

3.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4. 업데이트 화살표 버튼 을 눌러 화면을 선택한 POV로 업데이트합니다.
필요에 따라 계층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5. 상위/1차 하위 버튼 을 눌러 전체 계층을 봅니다.

6. 상위/합법적인 엔티티 버튼 을 눌러 각 상위의 최종 소유권 설정과 하위의 각
법인을 봅니다. 현재 모든 기본 엔티티는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위/1차 하위 뷰

처음에는 모든 멤버가 다음 설정을 상속합니다.

• 소유 지분: 100

• 제어: 예

• 연결 메소드: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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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 100

• 소주주 지분 %: 0

공유 엔티티(예: 엔티티가 단일 계층에 두 번 이상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첫번째 인스턴스는 각
후속 인스턴스에 다음 설정이 있는 경우 위에 설명된 설정을 상속합니다.

• 소유 지분: 0

• 제어: 아니요

• 연결 메소드: 비연결

• 연결 %: 0

• 소주주 지분 %: 0

소유권 관리 보고서

두 개의 특수 소유권 관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TRCS_Ownership Detail은 Essbase에 저장된 소유권 데이터의 읽기 전용 보기입니다. 이
데이터는 소유권 관리 UI에서 [저장]을 누르면 Essbase에 저장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소유권
데이터의 모든 편집은 소유권 관리 UI를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TRCS_Ownership Detail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 TRCS_Weighted Ownership Detail은 각 관할권과 멤버의 가중 소유권 세부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읽기 전용 보기입니다. TRCS_Weighted Ownership Detail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값은 연결 시 계산됩니다.

또한 Tax Reporting 작업 가이드에 문서화된 다음 보고서는 소유권 관리의 영향을 받으며 보고서에
열을 표시합니다.

• 세금 손실 및 국세 공제

• 세금 손실 및 지역 법인세 공제

• 일시적 차이

• 지역 일시적 차이

• 이연 법인세

• 지역 이연 법인세

• DTNR

•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 TAR

• 지역 TAR

• 현재 미지급 세금

•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 고정 자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유권 관리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소유 지분 및 연결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는 소유권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 소유권 관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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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데이터 소스가 "희소"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이 주제에는 소유권 관리 사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사용으로 설정할 때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관리를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모든
섹션을 검토하십시오.

주:

소유권 관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현 프로세스 개요

이 개요를 따라 소유권 관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절차에 설명된 대로 소유권 관리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2. 시나리오 빈도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가중 소유권 계정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경우 NCI 계정(Ownership_NCI_Account)을 선택합니다.

5. 엔티티 계층 구조를 생성합니다. 공유 멤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유 엔티티를 추가할
때마다 소유권을 재계산

6.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상위 1차 하위 관계에 대한 소유권 퍼센트 및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 필요한 경우 소유권 재계산

• 엔티티의 기본 인스턴스에 대한 기본값은 자회사 100%입니다.

• 공유 인스턴스의 기본값은 비연결 0%입니다.

7. 저장을 눌러 소유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8. 선택사항: 소유권 양식을 사용하여 Essbase의 값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관리 사용

소유권 관리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소유권 관리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새 초기 설정 멤버 목록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멤버를 이미
정의한 경우 새 초기 설정 멤버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합니다.

• 기존 계정 및 이동 멤버를 검토하여 새 멤버의 별칭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새 초기 설정 멤버에는 FCCS_xxx 또는 TRCS_xxx 접두어가 있으므로 새 멤버
이름에 대한 충돌은 없습니다.

• 충돌이 있으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별칭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 중 또는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중 오류가 발생합니다.

• 별칭을 수정하는 경우 참조되는 기존 아티팩트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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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되는 아티팩트에서 중복 멤버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멤버를 참조하도록 아티팩트를
업데이트합니다.

2. 적절한 옵션을 사용하여 소유권 관리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으로 이동합니다.

•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으로
이동합니다.

3. 선택사항: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
옆의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 설정 및 작업을 선택한 다음 네비게이션 플로우 다시 로드를
누릅니다.

4. 소유권 관리를 사용으로 설정한 후 멤버 및 별칭에 오류가 발생하면 작업 콘솔에서 충돌 상태의
멤버 별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멤버 및 별칭 고려 사항

소유권 관리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시스템은 초기 설정 연결 규칙을 지원하기 위해 새 초기
설정 계정 및 이동 멤버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에 기존 멤버가 있는 "중복 별칭"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에는 계정 및 이동 차원에 대한 새 멤버 이름 및 별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결 및
데이터 소스 차원을 포함한 모든 메타데이터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 관리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표 17-3    계정 차원 - 새 멤버

멤버 이름 별칭 상위

FCCS_Percent Consol 연결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Consol
Prior

이전 연결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Consol
Change

연결 지분 변경 FCCS_Drivers

FCCS_Percent
Ownership

소유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Elim 제거 지분 FCCS_Drivers

FCCS_Consol Method 연결 메소드 FCCS_Drivers

FCCS_Percent Min 최소 지분 FCCS_Drivers

FCCS_Control 제어 FCCS_Drivers

FCCS_Control Input 연결 메소드 입력 FCCS_Drivers

FCCS_Percent Consol
Input

연결 지분 입력 FCCS_Drivers

FCCS_Percent
Ownership Input

소유 지분 입력 FCCS_Drivers

TRCS_Percent Current
Consol Weighted

현재 연도 가중 연결 지분 FCCS_Drivers

TRCS_Percent Current
Ownership Weighted

현재 연도 가중 소유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Min
Input

최소 입력 지분 FCCS_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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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3    (계속) 계정 차원 - 새 멤버

멤버 이름 별칭 상위

FCCS_Percent Consol
Prior Input

입력 이전 연결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Consol
Change Input

연결 지분 변경 입력 FCCS_Drivers

FCCS_Consol Method
Input

이전 연결 메소드 FCCS_Drivers

FCCS_Consol Method
Prior Input

입력 이전 연결 메소드 FCCS_Drivers

FCCS_Percent
Ownership Prior
Input

입력 이전 소유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Min
Prior Input

입력 이전 최소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Ownership Prior

이전 소유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Ownership Change

소유 지분 변경 FCCS_Drivers

FCCS_Percent Min
Change

최소 변경 지분 FCCS_Drivers

FCCS_Percent
Ownership Change
Input

소유 지분 변경 입력 FCCS_Drivers

FCCS_Percent Min
Change Input

최소 지분 변경 입력 FCCS_Drivers

FCCS_Consol Method
Change Input

연결 메소드 변경 입력 FCCS_Drivers

FCCS_Consol Method
Change

연결 메소드 변경 FCCS_Drivers

이동 멤버 변경

다음과 같은 새 초기 설정 이동 멤버가 추가되어 소유권 관리를 위한 연결 규칙을
지원합니다.

표 17-4    이동 멤버

멤버 이름 별칭 상위

TRCS_TLCOwnPlaceHolder 소유권 스페이서 TRCS_CarryForward

TRCS_TARFOwnPlaceHolder 전체 이동 소유권 스페이서 TRCS_TARFClosingbalance

TRCS_CurPayOwnPlaceholder 현재 미지급 소유권 스페이서 TRCS_ClosingPayable

TRCS_TempDiffOwnPlaceholder소유권 스페이서 TRCS_TempDiffClosing

TRCS_RegionalTempDiffOwnPlaceholder소유권 스페이서 TRCS_RegionalClosingReclass

TRCS_OwnPlaceholder 소유권 스페이서 TRCS_Closing

TRCS_RegionalTempDiffOwnPlaceholder소유권 스페이서 TRCS_Regional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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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    (계속) 이동 멤버

멤버 이름 별칭 상위

TRCS_DTNROwnTotalPlaceholder소유권 스페이서의 전체 효과 TRCS_ClosingDTNR

TRCS_DTNROwnPlaceHolder 소유권 - DTNR 스페이서 TRCS_DTNRClosing

TRCS_DTNROwnPlaceHolder 소유권 - DTNR 스페이서 TRCS_DTNRClosingReclass

FCCS_Mvmts_Own_Total 소유권의 전체 효과 TRCS_Mvmts_Total

FCCS_Mvmts_Own_Subtotal 소유권 소계 FCCS_Mvmts_Own_Total

TRCS_OwnOpeningDTNRTotal 소유권 - 기초 잔액 합계 FCCS_Mvmts_Own_Subtotal

FCCS_Mvmts_Own_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OwnOpeningDTNRTotal

TRCS_NBROwn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NBR TRCS_OwnOpeningDTNRTotal

TRCS_DTNROwn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DTNR TRCS_OwnOpeningDTNRTotal

TRCS_OwnCYDTNRTotal 소유권 - 현재 연도 합계 FCCS_Mvmts_Own_Subtotal

FCCS_Mvmts_Own_Movement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OwnCYDTNRTotal

TRCS_NBROwnCY 소유권 - 현재 연도 NBR TRCS_OwnCYDTNRTotal

FCCS_Mvmts_Own_to_CTA 변경사항 영향 소유권 조정 FCCS_Mvmts_Own_Total

TRCS_TARFOwn 총 이동 소유권 TRCS_TARFOwnPlaceHolder

TRCS_TARFOwnBoY 소유권 - 기초 TRCS_TARFOwn

TRCS_TARFOwnCY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TARFOwn

TRCS_BVTOwn 소유권 TRCS_ClosingBVT

FCCS_Mvmts_Own_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BVTOwn

FCCS_Mvmts_Own_Movement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BVTOwn

TRCS_CurPayOwn 현재 미지급 소유권 TRCS_CurPayOwnPlaceholder

FCCS_Mvmts_Own_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CurPayOwn

FCCS_Mvmts_Own_Movement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CurPayOwn

TRCS_TLCOwn 소유권 자리표시자 TRCS_TLCOwnPlaceHolder

TRCS_TLCOwn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TLCOwn

TRCS_TLCOwnCY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TLCOwn

TRCS_TempDiffOwn 소유권 TRCS_TempDiffOwnPlaceholder

FCCS_Mvmts_Own_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TempDiffOwn

FCCS_Mvmts_Own_Movement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TempDiffOwn

TRCS_RegionalTempDiffOwn 소유권 TRCS_RegionalTempDiffOwnPlaceholder

FCCS_Mvmts_Own_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RegionalTempDiffOwn

FCCS_Mvmts_Own_Movement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RegionalTempDiffOwn

TRCS_NBROwn 소유권 TRCS_NBRClosingReclass

TRCS_NBROwn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NBR TRCS_NBROwn

TRCS_NBROwnCY 소유권 - 현재 연도 NBR TRCS_NBROwn

TRCS_Own 소유권 TRCS_OwnPlaceholder

TRCS_OwnOpenningTotal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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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    (계속) 이동 멤버

멤버 이름 별칭 상위

FCCS_Mvmts_Own_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TRCS_OwnOpenningTotal

TRCS_NBROwn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NBR TRCS_OwnOpenningTotal

TRCS_OwnCYTotal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Own

FCCS_Mvmts_Own_Movement 소유권 - 현재 연도 TRCS_OwnCYTotal

TRCS_NBROwnCY 소유권 - 현재 연도 NBR TRCS_OwnCYTotal

TRCS_RegionalTempDiffOwn 소유권 TRCS_RegionalTempDiffOwnPlaceholder

TRCS_DTNROwnTotal 소유권의 전체 효과 TRCS_DTNROwnTotalPlaceholder

TRCS_OwnOpeningDTNRTotal 소유권 - 기초 잔액 합계 TRCS_DTNROwnTotal

TRCS_OwnCYDTNRTotal 소유권 - 현재 연도 합계 TRCS_DTNROwnTotal

TRCS_DTNROwn 소유권 - DTNR TRCS_DTNRClosing

TRCS_DTNROwnOpening 소유권 - 기초 잔액 DTNR TRCS_DTNROwn

TRCS_DTNROwnCY 소유권 - 현재 연도 DTNR TRCS_DTNROwn

TRCS_DTNROwn 소유권 - DTNR TRCS_DTNROwnPlaceHolder

소유권 관리 메타데이터 변경사항

소유권 관리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에 다음 변경을 구현합니다.

계정 계층 변경

소유권 관리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 규칙을 지원하도록 초기 설정 시스템 계정이 생성됩니다.

기존 "FCCS_Percent Consol" 멤버의 데이터 저장영역 등록정보도 "저장"에서 "동적 계산"
으로 변경됩니다. 이 계정은 입력된 소유권 정보에 따라 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업데이트된 FCCS_Drivers 계층은 다음 추가 계정과 함께 아래에 표시됩니다.

• FCCS_Percent Elim

• FCCS_Consol Method

• FCCS_Control

• FCCS_Control Input

• FCCS_Consol Method Input

• FCCS_Percent Consol Input

• FCCS_Percent Ownership Input

• FCCS_Percent Min Input

• FCCS_Percent Consol Prior Input

• FCCS_Percent Consol Change Input

• FCCS_Percent Consol- Property changed to Dynamic Calc

• FCCS_Percent Consol Prior

• FCCS_Percent Consol Change

• FCCS_Percent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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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S_Percent Min

• TRCS_Percent Current Consol Weighted

• TRCS_Percent Current Ownership Weighted

연결 차원 변경

• 기존 "FCCS_Proportion" 멤버의 데이터 저장영역 등록정보는 "동적 계산"에서 "저장"으로
변경됩니다.

• "FCCS_Proportion" 멤버는 더 이상 "FCCS_Entity Total"의 상위 멤버가 아닙니다. 이 멤버는
이제 "FCCS_Entity Total"의 동위입니다.

• 데이터 저장영역 등록정보 변경에는 애플리케이션 내 모든 기존 데이터에 대한 재연결이
필요합니다. 계산 상태가 모든 엔티티에 대해 Impacted로 변경됩니다. 연결 차원에 비례
금액이 계산되어 저장되도록 애플리케이션의 기존 데이터를 모두 재연결해야 합니다.

주:

기간이 잠겨 있는 경우 잠금을 해제하고 데이터를 재연결해야 합니다.

FCCS_Contribution 계층 구조는 아래에 표시됩니다.

 

 
데이터 소스 멤버 변경

추가될 새 초기 설정 데이터 소스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 아래 FCCS_SystemTypes,
FCCS_Source Entities 계층이 소유권 관리에 사용됩니다.

FCCS_Total Data Source 계층 구조에는 다음 추가 멤버가 포함됩니다.

• FCCS_Source Entities 계층

• S_Parent Source

• S_Curre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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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_Entity

• S_FCCS_Total Geography

소유권 변경 처리

Tax Reporting에서는 가중 소유권 계산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경사항에 맞게
소유권을 처리합니다. Tax Reporting은 YTD이므로 혼합 소유권 비율을 사용하여 소유권
변경을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중 소유권을 계산하는 계정은 TRCS_NIBTAdjusted입니다. 선택적으로 계정
멤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정 속성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가중 소유권 계정

가중 소유권 계정의 경우 이동, 데이터 소스 및 연결 멤버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소스: "TRCS_PreTax"

• 이동: "TRCS_CurrentTaxBYTotal"

• 연결: "FCCS_Entity Total"

가중 소유권 계정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을 엽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사용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TRCS_NIBTAdjusted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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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계산에서는 다음 두 출력을 제공합니다.

• TRCS_Percent Current Consol Weighted (WeightedPCON)

• TRCS_Percent Current Ownership Weighted (WeightedPOWN)

이 출력은 관할권 및 멀티 GAAP에 따라 생성됩니다. 관할권 및 멀티 GAAP에 따라 여러 다른
가중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빈도 속성

가중 소유권은 시나리오 차원의 시나리오 빈도 유형 속성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전 기간이 없으면
유효한 weightedPOwn이 #MISSING이고 데이터가 롤업되지 않음

표 17-5    이전 기간

현재 기간 매월 매분기 연 2회 매년

P1 P12(이전 연도)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P2 P1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P3 P2 P12(이전 연도) 부적합 부적합

P4 P3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P5 P4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P6 P5 P3 P12(이전 연도) 부적합

P7 P6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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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5    (계속) 이전 기간

현재 기간 매월 매분기 연 2회 매년

P8 P7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P9 P8 P6 부적합 부적합

P10 P9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P11 P10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P12 P11 P9 P6 P12(이전 연도)

P13 P12(현재 연도) P12(현재 연도) P12(현재 연도) P12(현재 연도)

P14 P12(현재 연도) P12(현재 연도) P12(현재 연도) P12(현재 연도)

시나리오 빈도 유형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을 엽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차원에서 빈도 유형을 설정할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4.  편집을 누른 다음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5. 사용가능한 속성 값에서 빈도 유형을 펼치고, 사용할 빈도를 선택한 다음, 추가를
누릅니다.

주:

시나리오의 빈도 유형을 변경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친 후 이전
데이터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교차점을 수동으로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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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분 정의

• 기간 종료 소유 지분(POwn) - 지정된 시나리오/연도/기간/엔티티 관계의 소유권 관리 화면에
입력된 소유 지분입니다.

• 기간 종료 연결 지분(PCon) - 시나리오/연도/기간/엔티티 관계의 소유권 관리 화면에서 계산된
연결 지분입니다.

• 연도 시작 소유 지분(BOYPOwn) - 이전 연도 P12부터의 소유 지분입니다. 이전 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연도의 끝 소유 지분입니다.

• 연도 시작 연결 지분(BOYPCon) - 이전 연도 P12부터의 연결 지분입니다. 이전 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연도의 끝 연결 지분입니다.

• 가중 소유 지분(weightedPOwn ) - 일정 기간 동안의 소유 지분 합계를 기반으로 가중 소유권
계정을 통해 가중된 소유 지분의 가중 값입니다. 매년 첫 번째 기간의 소유 지분은 기간 종료
소유 지분과 같습니다.

– 첫 번째 기간, RTA 기간, 감사 기간

weightedPown = POwn

– 다른 모든 기간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weightedPown (Account) = ( ( weightedPown  priorPeriod * priorPeriod 
ownershipWeightedAccount ) / ownershipWeightedAccount ) + ( ( pown *

( ownershipWeightedAccount - ownershipWeightedAccount  priorPeriod + ) ) /
ownershipWeightedAccount)

• 가중 연결 지분(Pcon) - 일정 기간 동안의 연결 지분 합계를 기반으로 가중 소유권 계정을 통해
가중된 연결 지분의 가중 값입니다. 매년 첫 번째 기간의 연결 지분은 기간 종료 연결 지분과
같습니다.

– 첫 번째 기간, RTA 기간, 감사 기간

weightedPCon = PCon

– 다른 모든 기간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weightedPCon (Account) =( ( weighted PCon  priorPeriod * priorPeriod 
ownershipWeightedAccount ) / ownershipWeightedAccount ) + ( ( pcon *

( ownershipWeightedAccount - ownershipWeightedAccount  priorPeriod + ) ) /
ownershipWeightedAccount)

• 연도 시작 소유권 조정(BOYOwnAdj)- 계정을 기준으로, 모든 연도 시작 이동을 위해 연도
시작 소유 지분에서 기간 종료 소유 지분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추가 소유권입니다.

공식은 FCCS_Proportion  BOYOwnAdj = ("FCCS_Entity Total" * (Pown -

BOYPOWN)) + (Pown * BOYOwnAdj  "FCCS_Entity Total")입니다.

• 현재 연도 소유권 조정(CYOwnAdj)- 계정을 기준으로, 모든 현재 연도 이동 및 전체 환율 조정
(FXRateAdj)을 위해 가중 소유 지분에서 기간 종료 소유 지분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추가
소유권입니다.

FCCS_Proportion  CYOwnAdj = ( ("FCCS_Entity Total" + FXRateAdj -> "FCCS_Entity

Total") * (Pown -WeightedPOWN )) + (POWN * CYOwnAdj  "FCCS_Entity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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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변경하면 모든 TEMP 계정에 대해 FCCS_Proportion 멤버의 결산 잔액 이동 값이
상위 통화에 있는 FCCS_Entity Total 결산 값의 기간 종료 소유 지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TRCS_NIBTAdjusted 계정이 0이면 가중 소유권은 기간 종료 소유권과 같습니다.

계정 및 이동별 소유권 효과

이동 및 계정 조합에 따라 소유권 비율이 다릅니다.

표 17-6    계정 및 이동별 소유권 효과

계정 이동 비율

시간 균형 유형 = "잔액”
(대차대조표 계정)

모든 이동 기간 종료 소유 지분

TRCS_NIBTAdjusted의 하위
멤버

모든 이동 가중 연결 %

임시 조정 현재 연도 이동(Pre_Tax 및 환율

조정 포함)
가중 소유 지분

임시 조정 연도 시작 이동 연도 시작 소유 지

임시 조정 마감 잔액 기간 종료 소유 지분

영구 조정 현재 연도 이동 가중 소유 지분

NCI(Non-Controlling Interest) 설정

소주주 지분 또는 NCI(Non-Controlling Interest)는 PCon에서 POwn으로 연결되는
TRCS_NIBTAdjusted를 변환하는 플러그 금액입니다. NCI 계정
(Ownership_NCI_Account)은 선택한 NCI 계정 멤버에 속성이 설정된 경우에만
계산됩니다. NCI는 TRCS_PermGSTotal 또는 TRCS_PermSTTotal의 1차 하위여야
합니다.

각 레벨에서 설정하는 경우 NCI의 공식은 -1*( TRCS_NIBTAdjusted*PCON –
( (TRCS_NIBTAdjusted + NCI) * weightedPOWN))입니다.

NCI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를 선택합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3. 차원에서 계정을 선택한 후, 다음 계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TRCS_PermSTTotal

• TRCS_PermGSTotal

4. 선택한 계정에 1차 하위 추가 를 누릅니다.

5. 멤버 등록정보 탭에 NCI 계정의 이름을 입력하고 양식을 완료합니다.
 

17장
소유권 관리 작업

17-24



 

6. 데이터 저장영역을 저장소로 설정합니다.

7. 속성 값 탭의 사용가능한 속성 값에서 NCI 계정을 확장하고 소유권 NCI 계정을 강조표시한
다음 추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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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장을 누릅니다.

9.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쳐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소유권 연결 메소드

고급 연결 및 제거를 제공하려면 해당 상위에 상대적인 엔티티 차원의 각 엔티티에 대해
다양한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 사전 설정되거나 구성 가능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연결 및 제거 규칙을 지원하도록 여러 연결 메소드가 설정됩니다.

• 소유 지분

• 연결 %

• 소주주(비제어) 지분 %

제어 설정도 메소드의 다른 설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 조정 및 제거 규칙 실행 중 연결 상위 엔티티 및 해당 계층형 하위에 연결
메소드가 적용됩니다.

Tax Reporting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시스템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 지주

• 자회사

• 비례

• 자기 자본(나중에 사용하도록 예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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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연결

• 비활성

• 중단

지주 메소드

지주 메소드는 해당 직속 상위가 합법적인 엔티티의 연결 결과를 나타내는 해당 합법적인 엔티티에
적용됩니다. 지주 메소드는 항상 100%의 소유 지분과 100%의 연결 %를 적용합니다. 제어는
예입니다. 상위 엔티티마다 지주 메소드 엔티티는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 메소드

자회사 메소드는 지주 회사에서 소유하고 지주 회사에서 제어하는 합법적인 엔티티에 적용됩니다.
자회사 소유 지분은 일반적으로 50%에서 100%입니다. 제어는 예이므로 연결 %는 100%입니다.
소주주(비제어) 지분은 100%에서 소유 지분을 뺀 값입니다.

회사의 연결 지분(PCON)이 100%이면 TRCS_NIBT Adjusted 계정의 1차 하위가 PCON에서
계산되고, 다른 모든 계정은 POwn(소유 지분)에서 계산됩니다.

상대적 시가법

비례 메소드는 소유한 합법적인 엔티티에 적용되지만 지주 회사에 의해 제어되지 않으며 비례
연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작 사업에 적용됩니다. 제어는 아니요이며 연결 %는 소유 지분과
동일합니다. 모든 계정은 POwm에서 계산됩니다.

비연결 메소드

비연결 메소드는 지주 회사에서 소유하지만 지주 회사에서 관리하거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비연결 회사의 소유 지분 범위는 일반적으로 0%에서 20%입니다. 제어는
아니요이므로 연결 %는 0%입니다. 소주주(비제어) 지분도 0%입니다.

모든 계정은 POwn에서 계산되지만 소유 지분은 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유권 관리를 사용하면
다음 규칙이 이러한 메소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 PCon에 있는 TRCS_NIBTAdjusted의 연결 멤버

• POwn에서 다른 모든 계정 연결

비활성 메소드

비활성 메소드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됩니다.

중단 메소드

중단 메소드는 나중에 중단 사업에 대해 시스템 연결 규칙이 생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됩니다.

소유권 범위

지정된 소유 지분에 맞게 시스템에서 아래 소유 지분 범위에 따라 기본 연결 메소드를 지정합니다.

0%에서 100% 범위로 구성된 시스템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연결 = 0%

• 비례 = 0% ~ 50%

• 자회사 - 50% 초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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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5%를 입력하면 연결 메소드가 자동으로 비례로 설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연결
메소드를 눌러 다른 메소드를 선택합니다.

 

 

소유권 설정 변경

소유권 설정은 다양하지만, 다음 소유권 설정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지분

• 제어

• 연결 메소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 지분

필요한 대로 상위 및 1차 하위 사이의 소유권 관리 관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항목을 변경하고 필드를 종료하면 입력한 소유 지분이 해당되는 범위에 지정된
메소드의 항목으로 제어, 연결 메소드, 연결 % 및 소주주 지분 %가 업데이트됩니다.

• 제어

제어 항목은 입력된 소유 지분 및 메소드 범위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지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 지정 제어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어 항목을 변경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시스템 지정 항목에서 제어 항목이 변경된 경우 필드 색상이 노란색 배경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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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항목을 제거하고 시스템 지정 항목으로 돌아가려면 작업(...)에서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연결 메소드

연결 메소드 항목은 입력된 소유 지분 및 메소드 범위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지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 지정 연결 메소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결 메소드 항목을 변경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소유권 % 및 제어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주 메소드는
소유권이 100%이고 제어 = 예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소드는 해당 소유권
메소드 제어 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어 = 예인 경우 제어 설정이 예인
메소드만 표시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변경하려면 먼저 제어 선택
항목을 변경합니다.

시스템 지정 항목에서 연결 메소드 항목이 변경된 경우 필드 색상이 노란색 배경으로
변경됩니다.

대체 항목을 제거하고 시스템 지정 항목으로 돌아가려면 작업(...)에서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제어 및 연결 메소드 조합은 메소드 설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어가 예로 설정되면
선택된 연결 메소드는 제어가 예로 정의된 메소드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연결 %

연결 %는 메소드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소주주 지분 %

소주주 지분 %는 메소드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소유 지분에 대한 후속 변경사항

시스템 지정 제어 및/또는 연결 메소드 항목을 변경하고 개정된 소유 지분을 입력하면 모든
사용자 선택 항목이 유지됩니다.

제어 및/또는 연결 메소드를 새 소유 지분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대체 항목을
지우거나 새 대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위/합법적인 엔티티 뷰

상위/1차 하위 뷰에서 필수 변경사항을 완료한 후 상위/합법적인 엔티티 버튼을 눌러 최종 소유권
설정을 보고 수정합니다.

POV에서 선택된 계층의 각 상위가 해당 상위의 하위인 각각의 합법적인 엔티티 플랫 목록과 함께
나열됩니다. 필요에 따라 계층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지분

표시된 소유 지분은 합법적인 각 엔티티에 대한 현재 상위의 개별 상위/1차 하위 항목 시리즈에
따라 계산된 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P1.P2의 소유 지분이 80%이고 P2.LE1은 50%인 경우
P1.LE1의 계산된 누적 소유 지분은 40%(80% * 50%)입니다.

이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어

제어 항목은 입력된 소유 지분 및 메소드 범위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지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 지정 제어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의 동작은 상위/1차 하위 뷰와
동일합니다.

• 연결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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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메소드 항목은 입력된 소유 지분 및 메소드 범위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지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 지정 연결 메소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의 동작은 상위/1차 하위 뷰와 동일합니다.

• 연결 %

연결 %는 메소드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소주주 지분 %

소주주 지분 %는 메소드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데이터 임포트 및 익스포트

소유권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데이터 임포트

소유권 임포트 파일은 다음 열이 포함된 쉼표로 구분된 파일이어야 합니다.

• 시나리오(필수)

• 연도(필수)

• 기간(필수)

• 엔티티(필수)

• 상위(필수)

• POwn(선택사항). 소유권 기본값은 100으로 지정됩니다. 동일한 계층의 중복(공유)
멤버는 예외이며, 이 멤버의 기본값은 0으로 지정됩니다.

주:

소유권 %(POwn)는 모든 상위/1차 하위 열의 필수 항목이지만 법적 회사가
직속 1차 하위가 아닌 상위/법적 회사 행에 대해 입력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어(선택사항). 제어 기본값은 소유 지분이 100보다 큰 경우 예로 지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요로 지정됩니다.

• 방법(선택사항). 방법 기본값은 자회사로 지정됩니다. 동일한 계층의 중복(공유) 멤버는
예외이며, 이 멤버의 기본값은 비연결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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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유권 파일 콘텐츠의 예입니다.

Scenario, Year, Period, Entity, Parent, POwn, Control, Method

Consol,FY18,Feb,[CE-0012-USD].[LE-0014-CAD],[CE-0011-EUR].[CE-0012-USD],80,,

Consol,FY18,Feb,[CE-0012-USD].[LE-0016-BRL],[CE-0011-EUR].[CE-0012-
USD],50,,PROPORTIONAL

Consol,FY18,Feb,[CE-0012-USD].[LE-0017-GBP],[CE-0011-EUR].[CE-0012-USD],30,,

Consol,FY18,Feb,[CE-0012-USD].[LE-0018-EUR],[CE-0011-EUR].[CE-0012-USD],10,,

Consol,FY18,Jan,[CE-0013-GBP].[LE-0014-CAD],[CE-0011-EUR].[CE-0013-GBP],10,,

Consol,FY18,Jan,[CE-0013-GBP].[LE-0016-BRL],[CE-0011-EUR].[CE-0013-GBP],10,,

Consol,FY18,Feb,[CE-0012-USD].[LE-0016-BRL],[Entity].[FCCS_Total 
Geography],,NO,PROPORTIONAL

소유권 데이터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연결 순으로 눌러 소유권 관리 화면을 표시합니다.

2. 데이터를 임포트할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임포트 파일의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은 표시된 POV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소유권 데이터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4. 찾아보기를 누르고 임포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5. 임포트를 누릅니다.

6. 소유권 설정을 입력하거나 임포트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필드 간 종속성을
검증합니다.

• 방법 및 제어 조합은 글로벌 설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선택한 방법이 지주인 경우 소유 지분이 100이어야 합니다.

주:

소유권 데이터 임포트 시 프로세스 수행 시간이 60초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되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 상태를 보려면 작업 콘솔을 여십시오.

소유권 데이터가 임포트되면 기존 데이터와 병합됩니다. 따라서 부적합한 최종 소유권 항목이
생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엔티티가 두 개 이상의 계층 분기에 있는 경우 조합된 소유권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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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면 화면에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파일에서 로드되는 경우 소유권
데이터가 거부되지 않으므로 엔티티의 조합된 소유권 %가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일치가 발생한 기간의 소유권 관리 화면 맨위에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wnership data for certain Parent/Legal Company combinations are invalid.
Please identify the incorrect ownership % in the Parent/Legal Company view
and then correct it inthe Parent/Child view.

후속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wnership data for certain Parent/Legal Company combinations are invalid
for prior periods. Please identify the period and correct the period.

데이터가 부정확한 기간으로 이동하여 상위/법인 뷰를 선택합니다. 상위/법인 소유권 %
항목을 검토합니다. 오류는 빨강색 텍스트로 강조표시됩니다. 오류가 있는 엔티티(두 개
이상의 엔티티)는 상위/1차 하위 뷰로 반환되며 필요한 상위/1차 하위 소유권 %를 정정하여
조합된 소유권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유권 데이터 익스포트

소유권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연결 순으로 눌러 소유권 관리 화면을 표시합니다.

2.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소유권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4. .csv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주:

시스템에서 기본 데이터로 채운 소유권 데이터는 익스포트 파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현재 기간의 기본 설정을 대체하도록 입력한 데이터(이전
기간으로부터 차기 이월된 대체 값 아님) 및 공유 엔티티와 관련된 데이터만
익스포트 파일에 포함됩니다. 기본 데이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
관리에서 상위/1차 하위 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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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에서 1차 하위로 전체 소유권 데이터 익스포트

전체 상위-1차 하위 소유권 데이터 익스포트 옵션을 사용하면 재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1차
하위 및 항목을 포함하여 상위/1차 하위 엔티티 화면의 모든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상위 엔티티/
법인 화면에는 동일한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위에서 1차 하위로 전체 소유권 데이터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연결 순으로 눌러 소유권 관리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재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각 상위 및 1차 하위의 전체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전체 상위-1차 하위 소유권 데이터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4. .csv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주:

위의 테이블에 있는 7행에서는 대체만 익스포트하는 일반 익스포트가 아니라 기본
관계가 파일로 익스포트되었습니다.

데이터에는 재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위와 모든 1차 하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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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데이터 재계산

연결 메소드 범위 설정을 변경하거나 소유권 관리 계정에 대해 대체 규칙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소유권 데이터를 다시 계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데이터가 재계산되지
않으면 소유권 관리 화면의 맨위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소유권 데이터를 재계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연결 순으로 눌러 연결: 소유권 관리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작업, 소유권 데이터 재계산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소유권 데이터 다시 계산] 대화상자에서 시나리오, 연도 및 시작 기간을 선택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선택한 기간 및 모든 후속 기간에 재계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POV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 소유권 데이터가 재계산될 때까지 해당 POV 연결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4. 재계산을 누릅니다.

5. 재계산 성공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주:

소유권 데이터 재계산 시 프로세스 수행 시간이 60초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되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 상태를 보려면 작업 콘솔을 여십시오.

엔티티 구조를 변경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친 후에도 소유권
데이터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양식에서 소유권 설정

소유권 설정은 소유권 관리 화면에서만 입력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설정이 직접
입력이나 규칙을 통해 업데이트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설정은 데이터 양식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식의 소유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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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를 보려면 TRCS 소유권 세부정보 UI를 엽니다.

다음 차원에서 사용할 POV를 선택합니다.

• 시나리오

• 연도

• 기간

• 엔티티

• 계정(FCCS_Drivers의 하위)

– FCCS_Consol Method(현재 기간 연결 메소드)

– FCCS_Consol Method Prior(이전 기간 연결 메소드)

– FCCS_Percent Consol(현재 기간 연결 %)

– FCCS_Percent Consol Prior(이전 기간 연결 %)

– FCCS_Percent Consol Change(이전 기간 및 현재 기간의 연결 % 증감)

– FCCS_Percent Ownership(현재 기간 소유권 %)

– FCCS_Percent Ownership Prior(이전 기간 소유권 %)

– FCCS_Percent Ownership Change(이전 기간 및 현재 기간의 소유권 % 증감)

– FCCS_Percent Min(현재 기간 소주주 지분 %)

– FCCS_Percent Min Prior(이전 기간 소주주 지분 %)

– FCCS_Percent Min Change(이전 기간 및 현재 기간의 소주주 지분 % 증감)

• 데이터 소스(FCCS_Source Entities의 하위)

– S_Parent Source(직접 소유권 설정에 대한 기본 엔티티 계층의 상위 엔티티)

– S_<엔티티 이름>(직접 소유권 설정에 대한 기본 엔티티 계층이 아닌 계층의 상위 엔티티
및 최종 소유권 설정에 대한 상위 멤버)

고정:

• 연결: FCCS_Entity Input

• 통화: 통화가 없음(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에서)

• 내부거래: FCCS_No Intercompany

• 이동: FCCS_No Movement

• 멀티 GAAP: FCCS_No Multi-GAAP(해당되는 경우)

• 뷰: FCCS_Periodic

• 사용자정의: No <사용자정의 이름>

TRCS_Ownership Detail 보기

이 양식은 Essbase에 저장된 소유권 데이터의 읽기 전용 보기입니다. 소유권 데이터의 모든 편집은
소유권 관리 UI를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소유권 관리 UI에서 [저장]을 누르면 Essbase에 저장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TRCS_Ownership Detail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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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 탭에서 세금 관리를 확장하고 스크롤하여 TRCS_Ownership Detail을 엽니다.
 

 

3. 각 열의 값 검토

TRCS_Weighted Ownership Detail 보기

각 관할권 및 멤버의 가중 소유권 세부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값이 계산됩니다.

• 현재 연도 가중 연결 지분

• 현재 연도 가중 소유 지분

TRCS_Weighted Ownership Detail UI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양식 탭에서 세금 관리를 확장합니다.

3. TRCS_Weighted Ownership Detail 양식으로 스크롤합니다.

4. 다음 열의 값을 검토합니다.

• 현재 연도 가중 연결 지분

• 현재 연도 가중 소유 지분

 

17장
소유권 관리 작업

17-36



 

연도별 소유권 설정

초기 기본값 및 소유권 대체 설정은 동일한 연도 내의 기간 간에는 자동으로 차기 이월되지만 후속
연도로는 자동으로 차기 이월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데이터를 복사하여 1년의 마지막 기간(P12)
에서 다음 해의 첫 번째 기간으로 최신 설정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각 연도의 마지막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설정이 각 후속 연도의 첫번째 기간으로 복사되지 않은 경우 엔티티 구조가 후속 연도에
표시되지 않으며 다음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 ownership data in the current year. Try "Copy ownership data to next year"
action in the prior year last period.

다음 연도로 소유권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연결 순으로 눌러 소유권 관리 화면을 표시합니다.

2. POV에서 현재 연도의 P12를 선택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다음 연도로 소유권 데이터 복사를 선택합니다.

4. 복사가 완료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소유권 데이터 복사 시 프로세스 수행 시간이 60초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되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
상태를 보려면 작업 콘솔을 여십시오.

17장
소유권 관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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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작업 관리

관련 항목

• 작업 개요

• 작업 예약

• 작업 보기

• 대기 중인 작업 및 최근 활동 보기

• 작업 편집 및 삭제

• 작업 복제

• 큐브 지우기 작업 시작 및 삭제

작업 개요
작업은 바로 시작하거나 스케줄 간격으로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는 데이터 익스포트 또는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등의 작업입니다. 관리자는 작업 콘솔을 통해 특정 위치의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작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칙 실행

• 데이터 임포트

• 메타데이터 임포트

• 데이터 익스포트

•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 실행

• BSO(블록 저장영역 큐브) 재구조화

•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작업과 같은 비연결 작업

작업 예약
작업을 실행할 시점(지금 또는 나중에) 및 빈도(한 번, 매일, 매주, 매월 및 매년)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예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2. 작업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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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스케줄링 페이지의 일반 탭에서 스케줄링할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 규칙—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페이지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생성된 비즈니스 규칙이 나열됩니다.

• 데이터 임포트—데이터 임포트 작업을 실행합니다.

• 메타데이터 임포트—메타데이터 임포트 작업을 실행합니다.

• 데이터 익스포트—데이터 익스포트 작업을 실행합니다.

• 메타데이터 익스포트—메타데이터 익스포트 작업을 실행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작업을 실행합니다.

• 부적합한 교차 보고서—부적합한 교차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 큐브 재구조화—큐브에서 재구조화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BSO(블록 저장영역
큐브) 전체 재구조화를 수행하여 조각화를 제거하거나 줄입니다. 이 작업은 빈
블록도 제거합니다. ASO(집계 저장영역 큐브)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큐브 지우기 - 큐브 내에서 특정 데이터를 지우려면 큐브 지우기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 관리 모드 - 애플리케이션의 로그인 레벨을 변경합니다. 관리자를 선택하면 작업
실행 후 모든 비관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오프됩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복원하려면 모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버스팅 정의 실행 - Reports에 대해 저장된 버스팅 정의를 실행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소스의 단일 차원에 있는 둘 이상의 멤버에 대해 단일 보고서 또는 장부를
실행하고 각 멤버의 PDF 출력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에서 "버스팅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5. 이 작업을 실행할 시기에서 작업을 실행할 시기를 선택합니다.

• 지금 실행

• 스케줄 시작을 선택하고 날짜, 시간 및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18장
작업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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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작업을 실행할 빈도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 반복을 설정합니다.

• 작업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MyWeeklyCubeRefresh).
작업 콘솔의 작업 목록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름이 시스템에서 생성한 작업 이름과
함께 표시됩니다(예: MyWeeklyCubeRefresh: Refresh Database).

• 반복 패턴에서 작업 실행 빈도를 선택합니다.

– 시간 단위

– 분 단위

– 한 번 실행

– 매일

– 매주

– 매월

– 매년

• 선택사항: 종료 날짜를 입력하려면 종료 날짜 확인란을 누른 다음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7. 다음을 눌러 계속합니다.

8. 작업 세부정보 페이지에 작업(job)으로 저장된 작업(operation) 목록이 표시됩니다. 작업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9. 검토 페이지에서 선택 항목을 검토합니다.

• 계속하려면 완료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면 이전을 누릅니다.

• 작업을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릅니다.

작업 보기
작업 콘솔에는 다음 유형의 작업이 나열됩니다.

• 대기 중인 상태의 작업은 대기 중인 작업 아래에 나열됩니다.

• 현재 처리 중이거나 실행되어 완료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작업은 최근 활동 아래에 나열됩니다.

•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작업은 [비연결 작업] 탭에 나열됩니다.

주:

작업은 90일 동안 작업 콘솔에 유지됩니다.

작업 콘솔에서 목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2. 작업을 누릅니다.
 

18장
작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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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대기 중인 작업과 최근 활동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필터 아이콘 을 누르고, 필터
옵션을 선택한 다음, 적용을 누릅니다.

• 작업을 검색하려면 검색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검색 아이콘 을 누릅니
다.

• 작업 세부정보를 보려면 작업 이름을 누릅니다.

• Task Manager 및 보충 데이터 작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왼쪽의 비연결 작업
탭을 누릅니다. 이름, 상태, 생성자(또는 수정자), 시작 날짜 또는 종료 날짜를
기준으로 작업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비연결 작업 보기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작업과 같은 비연결 작업 페이지에 작업이 나열되므로 작업
세부정보를 필터링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비연결 작업을 누릅니다.

3. 선택사항: 작업을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필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 작업 ID

• 이름

• 유형

• 소스

• 상태

• 시작 일자

• 종료 날짜

5.
을 눌러 추가 필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18장
비연결 작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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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필터 막대를 숨기려면

을 누릅니다. 필터를 모두 지우려면 필터 모음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6. 작업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작업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작업 및 최근 활동 보기
작업을 제출하고 나면 스케줄링된 작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중인 작업에는 큐에 있는 처리할 작업이 표시됩니다.

• 최근 활동에는 현재 처리 중이거나 완료된 작업이 표시됩니다. 이 열에는 실행되었으며 오류가
있는 모든 작업도 표시됩니다.

작업은 90일 동안 작업 콘솔에 유지됩니다.

작업 콘솔에서 작업 목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릅니다.
 

 

2.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대기 중인 작업과 최근 활동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필터( )를 누르고 필터 옵션을 선택한
다음 적용을 누릅니다. 작업 유형, 실행 상태, 작업 이름, 시작 및 종료 시간, 사용자
이름으로 작업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을 검색하려면 검색 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검색( )을 누릅니다.

• 작업 세부정보를 보려면 작업 이름을 누릅니다.

•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작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보려면 왼쪽의 비연결 작업 탭을
누릅니다. POV 막대를 사용하여 이름, 상태, 수정자, 시작 날짜 또는 종료 날짜를 기준으로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18장
대기 중인 작업 및 최근 활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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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결 작업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편집 및 삭제
대기 중인 작업 스케줄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 유형 또는 작업 이름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대기 중 또는 완료된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인 작업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작업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릅니다.

2. 대기 중인 작업을 편집하려면 수정할 작업 옆에 있는 작업
(

)을 누르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스케줄링된 작업 편집 페이지에서 작업을 실행할 시간 및 빈도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변경사항을 검토한 다음 완료를 누릅니다.

18장
작업 편집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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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업 스케줄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 유형 또는 작업 이름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작업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누릅니다.

2. 대기 중이거나 완료된 작업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작업 옆의 조치

를 누르고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작업이 즉시 삭제됩니다.

주:

작업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업 복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옵션을 사용하여 기존 작업의 복제본을 생성한 후 업데이트하면 새 작업을
생성할 때마다 처음부터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다음 작업 유형에서 지원됩니다.

• 데이터 익스포트

• 데이터 임포트

•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 메타데이터 임포트

•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 큐브 지우기

Note:

작업 유형에 대한 설명은 작업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작업을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개요를 누릅니다.

2. 작업을 누르고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데이터 익스포트

• 데이터 임포트

•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 메타데이터 임포트

•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 큐브 지우기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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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록 페이지에서 복제할 작업(Job) 옆의 작업(Action) 열에 있는

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4. 새 작업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결과

중복 작업이 생성되면 작업을 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작업의 오류 파일에서는
자동으로 새 작업 이름이 접두어로 사용됩니다.

큐브 지우기 작업 시작 및 삭제
큐브 지우기 작업을 바로 시작하거나 작업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개요를 누릅니다.

2. 작업, 큐브 지우기 순으로 누릅니다.

3. 큐브 지우기 목록 페이지에서 시작하거나 삭제할 [큐브 지우기] 작업 옆에 있는 작업

아이콘 을 누르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작업을 바로 시작하려면 제출을 누릅니다.

• 작업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누릅니다.

18장
큐브 지우기 작업 시작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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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롤오버 및 구성 복사 수행

관련 항목

• 롤오버에 대해 알아보기

• 롤오버 수행

• 엔티티별 롤오버 수행

•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간에 구성 복사

• 엔티티 간 구성 복사

주:

롤오버 및 복사 구성의 보안 계층 개요는 보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롤오버에 대해 알아보기
기간 마감 후 롤오버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새 타겟 기간에서 법인세 준비금 및 CbCR 프로세스의
시작점으로 사용할 이전 기간의 관련 구성을 복사합니다. 이전 기간은 소스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타겟 기간이 P6으로 설정된 경우 소스 기간은 P5가 됩니다. 타겟 기간이 P1이면 소스
기간은 이전 연도의 P12가 됩니다. 롤오버를 수행할 때 롤오버 프로세스에는 FCCS_Total
Geography 계층 외부의 엔티티를 포함하여 모든 레벨 0 엔티티가 포함됩니다.

주: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여러 시나리오, 연도, 기간으로 구성을 롤오버하려면 구성 복사를
사용합니다.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간에 구성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구성에서 롤오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율 - 선택된 타겟 POV로 세율을 복사합니다.
참고: 타겟 기간이 P1이면 이전 연도 마감 세율이 타겟 연도 기초 세율에 매핑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연도 당기 법인세율 => 이전 연도 당기 법인세율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 기초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 기초 지역 법인세 분담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 현재 연도 지역 법인세 분담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마감 대체 세율 => 기초 대체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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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대체 세율 => 현재 연도 대체 세율

마감 대체 세율 => 마감 대체 세율

마감 대체 세율 분담 => 기초 대체 세율 분담

마감 대체 세율 분담 => 현재 연도 대체 세율 분담

마감 대체 세율 분담 => 마감 대체 세율 분담

• 환율 - 선택된 타겟 POV로 환율을 복사합니다.
타겟 기간이 P1인 경우 환율이 아래와 같이 매핑됩니다.

평균 환율 => 평균 환율

종료 환율 => 종료 환율

타겟 기간이 P1이 아닌 경우 환율이 동일하게 매핑됩니다. 환율에 대한 복사 및 롤오버
매핑은 동일합니다.

참고: 환율 계산을 실행하면 환율 - 기초가 => 이전 연도, P12, 종료 환율에서
채워집니다.

• 세금 자동화 규칙 - 선택된 타겟 POV로 세금 자동화 규칙을 복사합니다.

• CbCR 자동화 규칙 - CbCR 자동화 규칙을 복사하여 타겟 기간의 테이블 1 데이터를
채웁니다.

• CbCR 제출 - (국가별 보고) 테이블 2, 테이블 3, 구성 엔티티 정보 데이터, 보고 엔티티
정보 및 메시지 지정에 대한 데이터를 롤오버합니다.

• 세금 손실/세액 공제의 만료 연도 - 선택한 타겟 POV에 만료 연도를 복사합니다.
타겟 기간이 P1인 경우 만료 연도가 아래와 같이 매핑됩니다.

현재 연도 => 현재 연도-1

현재 연도-1 => 현재 연도-2

...

...

...

타겟 기간이 P1이 아닌 경우 만료 연도가 아래와 같이 매핑됩니다(구성 복사와 동일한
동작).

현재 연도 => 현재 연도

현재 연도-1 => 현재 연도-1

각 후속 기간 동안 롤오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위에 언급된 항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롤오버할 구성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한 번에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복사가 완료된 날짜 및 시간이 양식에 표시됩니다.

주의:

롤오버를 수행하면 선택된 경우 타겟 시나리오, 연도, 기간의 기존 구성을 롤오버
과정에서 모두 덮어씁니다.

롤오버 수행
롤오버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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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오버를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하고 롤오버를 선택합니다.

2. 롤오버 화면에서 구성이 복사되는 타겟 POV를 선택합니다.

• 시나리오 - 시나리오 목록에서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 연도 - 목록에서 연도를 선택합니다.

• 기간 - 기간 목록에서 기준 기간을 선택합니다. 타겟 기간은 POV에서 선택된 기간이며
소스는 이전의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FY21 P1의 경우 이전 기간은 FY20 P12입니다.

3. 수행할 롤오버 유형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누릅니다.

• 세율 - 선택된 타겟 POV로 세율을 복사합니다.

• 환율 - 선택된 타겟 POV로 환율을 복사합니다.

• 세금 자동화 규칙 - 선택된 타겟 POV로 세금 자동화 규칙을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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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금 자동화 롤오버를 실행하기 전에 FCCS_Global Assumptions and
No Entities를 포함한 모든 레벨 0 엔티티가 타겟 시나리오, 연도, 기간에
대해 잠겨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먼저 잠금을 해제해야 롤오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손실/세액 공제의 만료 연도 - 타겟 POV에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의 만료
연도를 복사합니다.

• 손실 엔티티 - 손실 엔티티 설정을 복사합니다.

• CbCR 제출 - 다음 국가별 보고 양식을 롤오버합니다.

– 테이블 2

– 테이블 3

– 구성 엔티티 정보

– 보고 엔티티 정보

– 메시지 지정

주:

테이블 1은 새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되었으므로 롤오버되지
않습니다. 특정 보고 기간/연도/시나리오에 관한 고유한 모든 요소(예:
문서 참조 ID, 수정 메시지 ID, 보고 기간, 타임스탬프 등)도 롤오버에서
제외됩니다. 이 필드는 복사되지 않는 추가 정보 및 관할권 문서 사양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주:

상위 엔티티의 데이터 입력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롤오버도 상위
엔티티에 대해 작동합니다.

• CbCR 자동화 규칙 - CbCR 자동화 규칙을 복사하여 타겟 기간의 테이블 1
데이터를 채웁니다.

주:

CbCR 자동화 규칙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FCCS_Global Assumptions and No Entities를 포함한 모든 레벨 0
엔티티가 타겟 시나리오, 연도, 기간에 대해 잠겨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먼저 잠금을 해제해야 롤오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큐브에서 연결을 실행하여 CbCR 큐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을 복사하여 타겟
기간의 데이터를 채웁니다. 롤오버 화면에서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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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란을 선택하여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양식에서 정의한 자동화 규칙(이전 기간에서
다음 기간으로 복사됨)을 복사합니다.

• 현재 미지급 세금 데이터-- 현재 미지급 세금과 세부정보 양식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여
타겟 기간의 데이터를 채웁니다. 자동 데이터가 아닌 모든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현재 미지급 세금 데이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자동화된 데이터는 연결
중에만 채워집니다.

주: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 롤오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차이점은
사용자가 먼저 타겟 기간으로 선택하고 현재 미지급 세금 데이터로 규칙을
선택할 때 현재 미지급 세금 데이터에만 있으며, 전년도 P12의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 자동화된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만
복사됩니다.

표 19-1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 롤오버의 예

규칙 이름 타겟 POV 예상 결과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 타겟 POV: 실제, FY15,P2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은

"실제,FY15,P1"에서 "실제,
FY15,P2"로 복사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 타겟 POV: 실제, FY16,P1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은

"실제,FY15,P12"에서 "실제,
FY16,P1"로 복사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데이터 타겟 POV: 실제, FY15,P2 현재 미지급 세금 데이터는

"실제,FY15,P1"에서 "실제,
FY15,P2"로 복사됩니다.

주:

사용자 입력 데이터만

복사되고 자동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데이터 타겟 POV: 실제, FY16,P1 "실제,FY15,P12"에서 "실제,
FY16, P1"로 데이터가 복사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을 눌러 한 번에 모든 롤오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선택사항: 이전 롤오버에 대한 세부정보를 검토합니다.

•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 처음 롤오버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이 열이 비어 있습니다.

• 롤오버의 상태..

• 롤오버가 실행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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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을 눌러 선택된 롤오버를 수행합니다. 롤오버가 완료되면 상태와 실행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됩니다.

6. 새 기간의 롤오버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

CbCR 자동화 규칙의 경우 CbCR 규칙만 복사됩니다. 데이터 상태 CbCR
화면을 선택하면 새 기간의 데이터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선택사항: CbCR 자동화 규칙인 경우에만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테이블 1을 채웁니다.

a. 연결 큐브에서 연결을 실행합니다.

b. CbCR 큐브에서 연결을 실행합니다. CbCR 자동화 규칙은 연계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테이블 1을 채우며 엔티티의 계산 상태는 영향받음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엔티티별 롤오버 수행
엔티티별 롤오버 프로세스는 롤오버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롤오버와 달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벨 0 엔티티의 서브세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별
롤오버를 사용하여 기존 엔티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 추가된 엔티티의 구성을
선택적으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롤오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롤오버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엔티티별 롤오버를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구성 복사를 선택한 다음 엔티티별 롤오버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에서 타겟으로 롤오버할 구성 선택에서 롤오버 옵션을 선택합니다.

• 세율 - 세율을 선택한 타겟 POV에 복사합니다.

• 세금 손실/세액 공제의 만료 연도 - 타겟 POV에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의 만료
연도를 복사합니다.

모두 선택 을 눌러 한 번에 모든 롤오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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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스에서 복사할 데이터 슬라이스를 정의합니다.

• 시나리오 - 시나리오 목록에서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소스에 대해 하나의 시나리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목록에서 연도를 선택합니다. 소스에 대해 하나의 연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기간 목록에서 기준 기간을 선택합니다.

• 엔티티 - 소스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5. 타겟에서 소스 데이터가 복사되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 시나리오 - 시나리오 목록에서 시나리오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연도 - 타겟 연도는 소스 연도 + 1로 자동으로 채워지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간 - 기간 목록에서 기간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엔티티 - 타겟 엔티티는 소스 엔티티와 동일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주: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타겟 POV의 데이터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 롤오버에 사용할 엔티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 소스의 데이터 상태가 "데이터 없음"일 수 없습니다.

6. 실행을 눌러 선택된 롤오버를 수행합니다. 롤오버가 완료되면 상태와 실행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됩니다.

7.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선택하여 작업 상태와 세부정보를 검토합니다.

8. 새 기간의 롤오버 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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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간에 구성 복사
롤오버를 수행하면 단일 시나리오 내 한 기간에서 다음 기간으로의 데이터 롤링이
제한됩니다. 또한 타겟 기간이 P1이고 이전 기간이 이전 연도의 P12인 경우 롤오버 시 마감
세율이 기초 세율로 이동합니다.

주:

롤오버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지정된 소스에서 지정된 타겟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려는 경우 구성 복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시나리오, 연도 및 여러 기간 간에 구성 및 규칙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소스 구성의 일대일 복사본을 생성하여 선택한 타겟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타겟 기간으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롤오버 프로세스와 달리 구성 복사를 수행하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세율이 항상 동일한
세율에 매핑됩니다.

이전 연도 당기 법인세율 => 이전 연도 당기 법인세율

현재 연도 당기 법인세율 => 현재 연도 당기 법인세율

기초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 기초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기초 지역 법인세 분담 => 기초 지역 법인세 분담

현재 연도 지역 법인세 분담 => 현재 연도 지역 법인세 분담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기초 대체 세율 => 기초 대체 세율

현재 연도 대체 세율 => 현재 연도 대체 세율

마감 대체 세율 => 마감 대체 세율

기초 대체 세율 분담 => 기초 대체 세율 분담

현재 연도 대체 세율 분담 => 현재 연도 대체 세율 분담

마감 대체 세율 분담 => 마감 대체 세율 분담

활성 지역 플래그 => 활성 지역 플래그

구성 복사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구성을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구성 복사를 클릭하고 구성 복사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에서 타겟으로 복사할 데이터 선택에서 구성에 포함할 옵션을 선택합니다.

• 세금 자동화 규칙

• 임시 준비금 손실 엔티티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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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 자동화 규칙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규칙

• CbCR 자동화 규칙

• CbCR 제출

주:

다음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구성 복사
화면에 표시됩니다.

• 임시 준비금 손실 엔티티, 애플리케이션에서 임시 준비금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 CbCR 자동화 규칙 및 CbCR 제출, 애플리케이션에서 CbCR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구성에는 선택한 각 기능에 필요한 교차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차원 멤버 등과 같은 다른
항목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소스에서 복사할 소스 POV로 사용할 시나리오, 연도, 기간을 입력합니다.

5. 타겟에서 데이터가 복사되는 타겟 POV로 사용할 시나리오, 연도, 기간을 입력합니다.

주:

모든 타겟 선택 항목은 타겟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일 선택 항목입니다. 구성 복사에
대해 여러 타겟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타겟 기간을 공백이 아닌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예: P1,P2,P3,P4). 소스 시나리오 및 연도가 타겟 시나리오 및
연도와 동일한 경우 소스 기간이 타겟 기간 중 하나로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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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타겟 POV의 데이터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 구성에 사용할 엔티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 소스의 데이터 상태가 "데이터 없음"일 수 없습니다.

6. 실행을 누릅니다.
실행되는 각 규칙에 대해 작업이 생성됩니다. 롤오버 작업과 달리 구성 복사에서는 모든
규칙을 한 번에 제출하므로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
완료 진행률은 작업 화면에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구성 복사를 실행하면 잠금 해제된 모든 엔티티의 타겟 POV 데이터 상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7.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선택합니다.

8. [작업] 탭에서 복사 작업을 선택하여 상태를 검토합니다. 선택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이름을 눌러 작업 세부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상태를 선택하여 구성 복사가 완료되었고 선택한 타겟 POV에
대해 변경 상태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0. 타겟 POV를 선택하여 구성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엔티티 간 구성 복사
롤오버를 수행하면 단일 시나리오 내 한 기간에서 다음 기간으로의 데이터 롤링이
제한됩니다.

주:

롤오버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지정한 소스에서 지정한 타겟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려는 경우 엔티티별 구성 복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시나리오, 연도, 기간, 엔티티 간에 구성과 규칙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소스 구성의 일대일 복사본을 생성하여 선택한 타겟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타겟 기간으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엔티티별 구성 복사 프로세스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엔티티별 구성을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구성 복사를 선택한 다음 엔티티별 구성 복사 탭을 선택합니다.

3. 소스에서 타겟으로 복사할 구성 선택에서 구성에 포함할 옵션을 선택합니다.

• 세율(기초)

• 세율(당기 및 마감)

• FX 환율(평균 및 기말)

•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연도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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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지급 세금(지급 및 환불)

구성에는 선택한 각 기능에 필요한 교차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차원 멤버 등과 같은 다른
항목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소스에서 복사할 데이터 슬라이스를 정의합니다.

• 시나리오 - 시나리오 목록에서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소스에 대해 하나의 시나리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목록에서 연도를 선택합니다. 소스에 대해 하나의 연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기간 목록에서 기준 기간을 선택합니다.

• 엔티티 - 소스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주:

엔티티가 필터 역할을 합니다. 엔티티 필터를 공백으로 두면 소스 및 타겟에서 모든
엔티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결 세율은 "글로벌 가정"을 엔티티로 선택하거나 엔티티 필터를 공백으로 두어
모든 엔티티를 선택한 경우에만 복사됩니다.

5. 타겟에서 소스 데이터가 복사되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 시나리오 - 시나리오 목록에서 시나리오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연도 - 연도 목록에서 연도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기간 - 기간 목록에서 기간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엔티티 - 타겟 엔티티는 소스 엔티티와 동일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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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타겟 POV의 데이터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 롤오버에 사용할 엔티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 소스의 데이터 상태가 "데이터 없음"일 수 없습니다.

6. 실행을 누릅니다.
실행되는 각 규칙에 대해 작업이 생성됩니다. 롤오버 작업과 달리 엔티티별 구성 복사
프로세스는 모든 규칙을 한 번에 제출하므로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 완료 진행률은 작업 화면에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별 구성 복사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잠금 해제된 모든 엔티티의 타겟 POV 데이터
상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7.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 순으로 선택합니다.

8. [작업] 탭에서 복사 작업을 선택하여 상태를 검토합니다. 선택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이름을 눌러 작업 세부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상태를 선택하여 엔티티별 구성 복사가 완료되었으며 선택한
타겟 POV가 변경 상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0. 타겟 POV를 선택하여 엔티티별 구성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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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금 자동화 작업

관련 항목

• 세금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기

•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

• 다중 규칙 조합을 사용하여 세금 자동화 생성

• 국세 자동화 작업

• 지역 세금 자동화 작업

• 세금 자동화 논리 예

• 복수 거주지 세금 자동화 규칙 관리

세금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기
Tax Reporting에서 세금 자동화는 핵심 세금 계산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장부 데이터 및 세금 데이터 간 링크를 나타냅니다. 시산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한 후
세금 자동화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세금에 민감한 장부 데이터를 다음 세금 계정 중 하나와
연결합니다.

• 영구적 차이 계정

• 일시적 차이 계정

• 세전 수익 조정 계정

• 추가 프로비저닝 계정

팁:

자기자본 계정과 손익 계정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자본 계정의 경우 자기자본
자동화됨 열을 타겟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세금 자동화를 통해 엔티티 손익계산서의 NIBT(세전 순이익) 금액을 당기 준비금의 세전
순이익 항목에 복사하여 당기 준비금 프로세스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당기 준비금 시작점과
법인의 재무제표 세전 수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세금 자동화 프로세스는 당기 준비금으로 전달되는
세전 순이익 조정 금액(예: 장부 조정 및 장부 재분류)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

저장소 등록정보에 1차 하위 구성요소를 추가해야 하고 NIBT에 맞게 장부 조정 및 NIBT
총 장부 재분류 아래에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자동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현재 준비금 양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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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화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각 계정에 대해 여러 개의 세금 자동화 규칙을
생성하고, 각각 둘 이상의 규칙을 적용하거나 둘 이상의 소스 계정 또는 다중 GAAP 소스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수 있는 규칙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추가 규칙을
사용하여 적용할 논리(추출, 이동 또는 압축)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일 규칙 내에서 추출,
이동 또는 압축 규칙을 여러 개 사용하는 규칙을 생성하거나, 한 규칙 내에 플로우를
통합하는 보다 복잡한 요구사항을 위해 다중 규칙 조합(예: 추출 및 압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별로 다른 소스 계정 또는 다중 GAAP 소스 계정을 선택하여 여러 소스
계정을 더 쉽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및 지역별 계정 모두에 대해 세금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
데이터 소스 차원은 세금 자동화 규칙을 저장할 멤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각 유형에 대한 규칙이 생성되어 TRCS_Tax Automation Rules
계층의 데이터 소스 차원에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규칙이 생성됩니다.
 

 

필요에 따라 세금 자동화 멤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 차원에 새 규칙
멤버를 생성해야 연계된 세금 자동화 양식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수 있는 추가 규칙
멤버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

규칙은 생성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세금 자동화 규칙을 글로벌 규칙, 거주지 규칙 및 엔티티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규칙 - 세금 자동화 글로벌 양식을 사용하여 글로벌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저장
시 규칙이 모든 거주지 및 엔티티에 복사됩니다. 글로벌 규칙은 모든 거주지 및 엔티티에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 또는 엔티티 레벨에서 글로벌 규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규칙 - 세금 자동화 거주지 양식을 사용하여 거주지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저장
시 규칙이 해당 거주지에 속하는 모든 엔티티에 복사됩니다. 필요한 경우 엔티티
레벨에서 이 규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엔티티 규칙 - 엔티티 규칙이 엔티티에 직접 적용됩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새 세금 자동화 멤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른 후 차원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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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 탭을 누르고 데이터 소스 차원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소스
멤버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3. 멤버 등록정보 편집: 데이터 소스 탭의 FCCS_Total Data Source에서 TRCS_Tax
Automation Rules로 이동합니다.
 

 

4. 다른 규칙을 추가할 세금 자동화 규칙(예: TRCS_Global Rules)을 강조표시하고 [1차 하위

추가] 를 누릅니다.

5. 1차 하위 추가 대화상자에서 추가할 멤버 수를 입력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6. 새 행에서 새 멤버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 새 세금 자동화 규칙의 멤버 이름(예: Global_Rule_2)을 입력합니다. 상위 멤버가
채워집니다.

• 기본 별명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주:

시스템 정의 규칙 멤버(TRCS_Global Rule1) 뒤에 사용자별 규칙 멤버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규칙 1을 먼저 설정한 후에 글로벌 규칙 2, 글로벌
규칙 3 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을 추가할 때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다음 멤버를 알 수 있습니다.

새 규칙이 계층에 추가됩니다.

7. 세금 자동화 양식에 새 규칙을 추가합니다. 첫번째 행의 첫번째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팝업 메뉴를 표시하고 세금 자동화, 모든 계정 표시 순으로 선택하여 각 세금 계정에 대한
새로운 빈 규칙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 차이 계정을 추가할 때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국세 자동화 작업

• 지역 세금 자동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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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규칙 조합을 사용하여 세금 자동화 생성
세금 자동화 규칙은 데이터를 추출, 이동 또는 압축하기 위해 생성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올바른 결과를 얻으려면 규칙 실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자본 계정과 손익 계정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자본 계정의 경우 자기자본
자동화됨 열을 타겟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은 개별적으로 생성되지만 트랜잭션을 수행할 규칙 조합이 포함된 규칙을
생성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추출, 이동 또는 압축 규칙을
관리하는 규칙이나 다음과 같이 여러 규칙을 사용하여 플로우를 통합하는 보다 복잡한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 조정을 추출한 후 기말 잔액으로 압축합니다.

• 자기자본 자동화됨 열로 추출한 후 기말 잔액으로 압축합니다.

다음 테이블에 있는 예를 사용하여 다중 규칙 조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 20-1    다중 규칙 조합의 예

규칙 시나리오 예

PULL 계정이 여러 개의 PULL
규칙으로 정의된 경우

장부 계정 10150에는 1000, 10100에는 2000이
있습니다.
• NIBT 글로벌 규칙 1: PULL 100% 10150
• NIBT 글로벌 규칙 2: PULL 100% 10100
• NIBT = 3000

MOVE 계정이 여러 개의 MOVE
규칙으로 정의된 경우

장부 계정 FY15, 10150에는 500, 10100에는

10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10150에는 1000, 10100에는

2000이 있습니다.
• NIBT 글로벌 규칙 1: MOVE 100% 10150
• NIBT 글로벌 규칙 2: MOVE 100% 10100
• NIBT =1500 ( (1000 - 500) * 100% + (2000

- 1000) * 100%)
SQUEEZE 계정이 여러 개의 SQUEEZE

규칙으로 정의된 경우

장부 계정 FY15, 10150에는 2000, 10100에는

4000이 있습니다.
• TempST0001 계정 FY16에는 10000이

있습니다.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1: SQUEEZE

100% 10150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2: SQUEEZE

100% 10100
• TempST0001 =- 4000 ( (2000) * 100% +

(4000) * 1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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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    (계속) 다중 규칙 조합의 예

규칙 시나리오 예

PULL 및
MOVE

계정이 다음과 같이 임의

순서의 PULL 및 MOVE
규칙으로 정의된 경우

• PULL 후 MOVE 또는

• MOVE 후 PULL

장부 계정 FY15, P12 10150에는 5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P12 10150에는 10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P12 20150에는 2000이 있습니다.
POV: 실제, FY16, P12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1: PULL 100%

20150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2: MOVE 100%

10150
• TempST0001 = 2500 ( (2000) * 100% +

(1000 - 500) * 100%))
PULL 및
SQUEEZE
압축 논리를

PULL 또는

MOVE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SQUEEZE
논리의 타겟

이동이 달라야

합니다.

계정이 PULL 및 SQUEEZE
규칙으로 정의되고

SQUEEZE가 최종 규칙인
경우

장부 계정 FY16, 20150에는 10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10250에는 2000이 있습니다.
TempST0001 계정 FY16에는 9000이 있습니다.
POV: 실제, FY16, P12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1: PULL 100%

20150 TBClosing Automated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2: SQUEEZE

100% 10250 TBClosing Other Adjusted
(타겟 이동이 Other Adjustment인 것에

유의하십시오.)
• TempST0001 = -8000

– ( 1. PULL이 실행되고 [자동화됨] 열에

1000으로 게시됩니다.
– 2. 장부 잔액(2000 * 100% - 10000 =

-8000)으로 압축합니다.

MOVE 및
SQUEEZE
압축 논리를

PULL 또는

MOVE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SQUEEZE
논리의 타겟

이동이 달라야

합니다.

계정이 MOVE 및 SQUEEZE
규칙으로 정의되고

SQUEEZE가 최종 규칙인
경우

장부 계정 FY15, 10150에는 5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10150에는 10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20150에는 2000이 있습니다.
TempST0001 계정 FY16에는 9000이 있습니다.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1: MOVE 100%

10150 TBClosingAutomated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2: SQUEEZE

100% 20150 TBClosingOther
Adjustment
(타겟 이동이 Other Adjustment인 것에

유의하십시오.)
• TempST0001 = -8000

– 1. MOVE가 실행되고 [자동화됨] 열에

500으로 게시됩니다.
– 2. 장부 잔액(2000 * 100% - 9500 =

-7500)으로 압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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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    (계속) 다중 규칙 조합의 예

규칙 시나리오 예

PULL, MOVE
및 SQUEEZE

계정이 PULL, MOVE 및
SQUEEZE 규칙으로 정의되고

SQUEEZE가 최종 규칙인
경우

장부 계정 FY16, 10250에는 20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5, 10150에는 5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10150에는 1000이 있습니다.
장부 계정 FY16, 20150에는 2000이 있습니다.
TempST0001 계정 FY16에는 9000이 있습니다.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1: PULL 100%

10250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2: MOVE 100%

10150
• TempST0001 글로벌 규칙 3: SQUEEZE

100% 20150 TBClosingOther
Adjustment
(타겟 이동이 Other Adjustment인 것에

유의하십시오.)
• TempST0001 = -9500

– 1. PULL이 실행되고 [자동화됨] 열에

2000으로 게시됩니다.
– 2. MOVE가 실행되고 [자동화됨] 열에

500으로 게시됩니다.
– 3. 장부 잔액(2000 * 100% - 11500 =

-9500)으로 압축합니다.

국세 자동화 작업
세금 자동화 규칙을 글로벌 규칙, 거주지 규칙 및 엔티티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 글로벌 양식을 사용하여 글로벌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저장 시 규칙이 모든 거주지 및
엔티티에 복사됩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 또는 엔티티 레벨에서 글로벌 규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
거주지 양식을 사용하여 거주지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저장 시 규칙이 해당 거주지에 속하는
모든 엔티티에 복사됩니다. 필요한 경우 엔티티 레벨에서 이 규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정에 대해 여러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된 각 규칙에 대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세금 자동화 규칙(논리)을 선택합니다. 모두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거나 각
규칙마다 다른 논리를 선택하여 둘 이상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논리 선택
사항에는 추출, 이동, 압축, 연간화, 비연간화, 국가별 조정, 이전 연도 등이 있습니다.

• 다른 소스(소스 계정)를 선택합니다. 각 규칙마다 다른 소스 계정을 선택하거나, 하나
이상의 규칙에 대해 동일한 소스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규칙마다 다른 시나리오(소스 시나리오) 멤버를 선택합니다.

연결을 수행하면 세금 자동화가 실행됩니다.

국세 자동화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개요를 누릅니다.

2. 차원 탭을 누르고 데이터 소스 차원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소스 멤버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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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 페이지에서 툴, 변수 순으로 누릅니다.

4. 사용자 변수 탭의 계정에서 세금 자동화 타겟 계정 양식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세금
자동화 양식에 해당 계정이 표시됩니다.

5.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른 후 세금 자동화를 누릅니다.

주: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글로벌 규칙] 화면이 비어 있습니다.

 

 

6. 세금 자동화 양식에서 규칙이 적용되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 글로벌 규칙(세금 자동화 글로벌) - 시스템 내의 모든 엔티티에 글로벌 규칙을 적용합니다.

• 거주지 규칙(세금 자동화 거주지) - 해당 거주지의 모든 엔티티에 대해 거주지 규칙을
적용합니다. 거주지는 엔티티가 있는 국가 또는 관할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레벨에서 몬트리올의 거주지는 캐나다이고 뉴욕의 거주지는 미국입니다.

• 엔티티 규칙(세금 자동화 엔티티) - 선택한 엔티티에 엔티티 규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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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사항: 페이지가 비어 있을 경우 작업에서 세금 자동화를 선택한 다음, 모든 계정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세금 계정용으로 비어 있는 새 규칙을 추가합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8. 규칙 이름 셀(예: 글로벌 규칙 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팝업 메뉴를 표시하고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 순으로 선택하여 각 세금 계정마다 규칙 하나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해당 규칙이 맨아래에 최종 규칙으로 생성되고 선택한 규칙 데이터가 새로
생성한 행에 복사됩니다.

주:

규칙을 추가할 때 데이터 소스 차원에 자리 표시자 멤버가 이미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리 표시자 멤버가 없으면 규칙 추가를 실행해도 새 행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규칙 1이 정의되어 저장된 후에만 규칙 2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9. 저장을 눌러 규칙을 저장합니다.

10. 선택사항: 규칙 이름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메뉴를 표시하고 세금 자동화,
규칙 삭제 순으로 선택하여 계정당 규칙 하나를 삭제합니다. 규칙 삭제는 목록
맨아래에서 위로 규칙을 이동하여 선택한 규칙을 삭제합니다. 첫번째 행만 삭제하면
규칙이 지워지고 행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주:

주거지 양식에서는 글로벌 규칙을 삭제할 수 없고, 엔티티 양식에서는 글로벌
및 주거지 규칙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11. 선택사항: 사용 안함 열에서 사용 안함을 선택하여 해당 엔티티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 엔티티에 대해 사용이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및 거주지 규칙을 엔티티 규칙으로 대체하려면 글로벌 및 거주지
규칙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고 엔티티 규칙이 다른 규칙을 대체하고 값을 리디렉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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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리 아래의 드롭다운에서 행에 적용할 논리를 선택합니다. 계정에 대해 생성된 각 규칙마다
다른 세금 자동화 규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출--소스 계정의 지정된 백분율을 가져와 대상 계정에 적용합니다.
예:

– 추출 50%

– 소스 계정: 100

– 대상 = (100 * 50%) = 50

• 이동--소스 계정의 현재 기간 금액과 소스 계정의 작년 마지막 기간 금액 간 차이를 가져와
해당 금액을 대상 계정에 적용합니다.
예:

– 이동 20%

– 소스 계정: 이전 연도: 100, 현재 연도: 150

– 대상 = ((150-100) * 20%) = 10

• 압축 - 장부 또는 모든 보충 스케줄을 통해 압축할 경우 소스 계정 및 소스 이동의 교차점
값이 타겟 계정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보충 스케줄을 통해 압축(예: 고정 자산):

– 예 1: 고정 자산:

* 소스 계정/이동 = -8110(장부 기준 - 부동산 및 관련 공장에 대한 세금 기준 및
현재 연도 이동)

* 대상 계정/이동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 = -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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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상 계정에 대한 다른 모든 이동이 일시적 차이에서 채워지면
기말 잔액이 소스 계정/이동 값을 유지하도록 이러한 이동이
제외(공제)됩니다.

– 예 2:

* 고정 자산 소스 계정/이동 = -8110(장부 기준 - 부동산 및 관련 공장에 대한
세금 기준 및 현재 연도 이동)

* 대상 계정/이동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이 -8110으로 유지됨

* 대상 계정에 대한 일시적 차이에서 조정된 기초 잔액 = 1000

* 기초 잔액 조정(1000)과 P&L 총 이동(-9100) 간의 차이는 여전히
-8110입니다.

소스 데이터가 장부 데이터인 경우 압축:

– 세금 자동화에 소스 또는 대상 이동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소스 이동은 TB
마감으로 기본 설정되고 대상 이동은 자동화됨(현재 연도)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적합한 소스 장부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이동 자동화 및 기말 잔액 = 소스 장부 계정 값의 일시적 차이에 값이
표시됩니다.

• 연간화 - 부분 연도 금액을 전체 연도 금액으로 연간화할 수 있습니다.

• 비연간화 - 전체 연도 값을 규칙 기간에 따른 부분 연도 금액으로 비연간화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조정 - 지역 준비금에서 국가별 영구 또는 일시적 차액을 조정(예: 역분개)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연도 - 이전 연도 데이터를 준비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

연간화, 비연간화, 국가별 조정, 이전 연도 논리의 자세한 예를 보려면 세금
자동화 논리 예를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을 수행할 다중 규칙 조합이 포함된 규칙을 생성하는 방법의 예를
보려면 다중 규칙 조합을 사용하여 세금 자동화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13. 퍼센트에서 선택한 엔티티에 복사할 장부 데이터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정수 또는
10진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0%는 1을 입력하고, 50%는 .5를 입력합니다.
셀에서 나가면 수치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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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스 계정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소스 계정 번호를 선택합니다. 계정에 대해 생성된 각 규칙마다
다른 소스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소스 이동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사용할 이동 멤버를 선택합니다.
 

 

16. 타겟 이동 아래의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사용할 이동 멤버를 선택합니다. 값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동 차원의 기본값은 자동화됨입니다.
 

 

17. 소스 멀티 GAAP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소스 멀티 GAAP 멤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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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타겟 멀티 GAAP 아래의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타겟 멀티 GAAP 멤버를
선택합니다.
 

 

19. 소스 시나리오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그릴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규칙마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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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스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변경해도 세금 자동화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타겟
시나리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자동화 규칙이 소스 GAAP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정의된 경우 GAAP 시나리오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변경사항은 STAT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규칙 연결
큐브에 데이터가 있는 엔티티에 영향을 줌을 설정합니다.

20. 내부거래 제거의 경우에 한해 소스 ICP의 드롭다운에서 소스로 사용할 내부거래 멤버를
선택하여 내부거래 제거를 계산합니다. 규칙마다 서로 다른 내부거래 소스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1. 저장을 누릅니다. 데이터 상태를 보면 어떤 엔티티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모든 규칙이 기본 거주지 및 엔티티로 푸시됩니다.
기본 엔티티는 거주지 특정 규칙에 정의된 규칙을 상속하고, 지정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 양식에 정의된 규칙을 상속합니다.

22.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여 세금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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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금 자동화 작업
지역에 대한 세금 자동화 규칙을 글로벌 규칙, 거주지 지역 규칙, 엔티티 규칙, 엔티티 및
지역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 글로벌 양식을 사용하여 글로벌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저장 시 규칙이 모든 거주지 및 엔티티에 복사됩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 또는 엔티티 레벨에서 글로벌 규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
거주지 양식을 사용하여 거주지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저장 시 규칙이 해당 거주지에 속하는
모든 엔티티에 복사됩니다. 필요한 경우 엔티티 레벨에서 이 규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정에 대해 여러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된 각 규칙에 대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세금 자동화 규칙(논리)을 선택합니다. 모두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거나 각
규칙마다 다른 논리를 선택하여 둘 이상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논리 선택
사항에는 추출, 이동, 압축, 연간화, 비연간화, 국가별 조정, 이전 연도 등이 있습니다.

• 다른 소스(소스 계정)를 선택합니다. 각 규칙마다 다른 소스 계정을 선택하거나, 하나
이상의 규칙에 대해 동일한 소스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규칙마다 다른 시나리오(소스 시나리오) 멤버를 선택합니다.

연결을 수행하면 세금 자동화가 실행됩니다.

지역별 세금 자동화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른 후 차원 탭을 누릅니다.

2. 차원 탭을 누르고 데이터 소스 차원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소스 멤버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3. 홈 페이지에서 툴, 변수 순으로 누릅니다.

4. 사용자 변수 탭의 계정에서 세금 자동화 지역별 타겟 계정 양식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세금 자동화 양식에 해당 계정이 표시됩니다.

5. 멤버 선택기에서 지역 법인세 자동화 타겟 계정을 선택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세금
자동화 양식에 해당 계정이 표시됩니다.

6.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른 후 지역별 세금 자동화를 누릅니다.

주: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글로벌 규칙] 화면이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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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 자동화 글로벌 지역 양식에서 규칙이 적용되는 엔티티를 결정할 해당 탭을 선택합니다.

• 글로벌 규칙 - 시스템 내의 모든 엔티티에 글로벌 규칙을 적용합니다.

• 거주지 지역 규칙 - 해당 거주지의 모든 엔티티에 대해 거주지 규칙을 적용합니다. 거주지는
엔티티가 있는 국가 또는 관할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레벨에서 몬트리올의
거주지는 캐나다이고 뉴욕의 거주지는 미국입니다.

• 엔티티 규칙 - 사용자가 선택한 엔티티에 규칙을 적용합니다.

• 엔티티 및 지역 규칙 - 엔티티 및 지역은 특정 엔티티 및 영역에 대한 규칙(예: Montreal
CA_Blended)을 적용합니다.

 

 

8. 선택사항: 페이지가 비어 있을 경우 작업에서 세금 자동화를 선택한 다음, 모든 계정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세금 계정용으로 비어 있는 새 규칙을 추가합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9. 규칙 이름 셀(예: 글로벌 규칙 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팝업 메뉴를 표시하고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 순으로 선택하여 각 세금 계정마다 규칙 하나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해당
규칙이 맨아래에 최종 규칙으로 생성되고 선택한 규칙 데이터가 새로 생성한 행에 복사됩니다.
저장을 눌러 규칙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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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규칙을 추가할 때 데이터 소스 차원에 자리 표시자 멤버가 이미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리 표시자 멤버가 없으면 규칙 추가를 실행해도 새 행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규칙 1이 정의되어 저장된 후에만 규칙 2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10. 선택사항: 규칙 이름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메뉴를 표시하고 세금 자동화,
규칙 삭제 순으로 선택하여 계정당 규칙 하나를 삭제합니다. 규칙 삭제는 목록
맨아래에서 위로 규칙을 이동하여 선택한 규칙을 삭제합니다. 첫번째 행만 삭제하면
규칙이 지워지고 행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주:

주거지 양식에서는 글로벌 규칙을 삭제할 수 없고, 엔티티 양식에서는 글로벌
및 주거지 규칙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11. 선택사항: 사용 안함 열에서 계산 시 제외할 행을 모두 사용 안함으로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 엔티티에 대해 사용이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및 거주지 규칙을 엔티티 규칙으로 대체하려면 글로벌 및 거주지
규칙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고 엔티티 규칙이 다른 규칙을 대체하고 값을 리디렉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12. 논리 아래의 드롭다운에서 행에 적용할 논리를 선택합니다. 계정에 대해 생성된 각
규칙마다 다른 세금 자동화 규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출 - 소스 계정의 지정된 퍼센트를 가져와 타겟 계정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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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추출 50%

– 소스 계정: 100

– 대상 = (100 * 50%) = 50

• 이동 - 소스 계정의 현재 기간 금액과 소스 계정의 작년 마지막 기간 금액 간 차이를 가져와
해당 금액을 타겟 계정에 적용합니다.
예:

– 이동 20%

– 소스 계정: 이전 연도: 100, 현재 연도: 150

– 대상 = ((150-100) * 20%) = 10

• 압축 - 장부 또는 모든 보충 스케줄을 통해 압축할 경우 소스 계정 및 소스 이동의 교차점
값이 타겟 계정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보충 스케줄을 통해 압축(예: 고정 자산):

– 예 1: 고정 자산:

* 소스 계정/이동 = -8110(장부 기준 - 부동산 및 관련 공장에 대한 세금 기준 및
현재 연도 이동)

* 대상 계정/이동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 = -8110

주:

대상 계정에 대한 다른 모든 이동이 일시적 차이에서 채워지면 기말
잔액이 소스 계정/이동 값을 유지하도록 이러한 이동이 제외(공제)
됩니다.

– 예 2:

* 고정 자산 소스 계정/이동 = -8110(장부 기준 - 부동산 및 관련 공장에 대한 세금
기준 및 현재 연도 이동)

* 대상 계정/이동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이 -8110으로 유지됨

* 대상 계정에 대한 일시적 차이에서 조정된 기초 잔액 = 1000

* 기초 잔액 조정(1000)과 P&L 총 이동(-9100) 간의 차이는 여전히 -8110입니다.

소스 데이터가 장부 데이터인 경우 압축:

– 세금 자동화에 소스 또는 대상 이동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소스 이동은 TB 마감으로
기본 설정되고 대상 이동은 자동화됨(현재 연도)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적합한 소스
장부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이동 자동화 및 기말 잔액 = 소스 장부 계정 값의 일시적 차이에 값이 표시됩니다.

• 연간화 - 부분 연도 금액을 전체 연도 금액으로 연간화할 수 있습니다.

• 비연간화 - 전체 연도 값을 규칙 기간에 따른 부분 연도 금액으로 비연간화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조정 - 지역 준비금에서 국가별 영구 또는 일시적 차액을 조정(예: 역분개)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연도 - 이전 연도 데이터를 준비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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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간화, 비연간화, 국가별 조정, 이전 연도 논리의 자세한 예를 보려면 세금
자동화 논리 예를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을 수행할 다중 규칙 조합이 포함된 규칙을 생성하는 방법의 예를
보려면 다중 규칙 조합을 사용하여 세금 자동화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13. 백분율에서 선택한 엔티티에 복사할 장부 데이터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정수 또는
소수점과 정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0%는 1을 입력하고, 50%는 .5를
입력합니다. 셀에서 나가면 수치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14. 소스 계정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소스 계정 번호를 선택합니다. 계정에 대해 생성된 각
규칙마다 다른 소스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소스 이동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사용할 이동 멤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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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겟 이동 아래의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사용할 이동 멤버를 선택합니다. 값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동 차원의 기본값은 자동화됨입니다.
 

 

17. 소스 멀티 GAAP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소스 멀티 GAAP 멤버를 선택합니다.
 

 

18. 타겟 멀티 GAAP 아래의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타겟 멀티 GAAP 멤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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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스 시나리오 드롭다운에서 데이터를 그릴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규칙마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

소스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변경해도 세금 자동화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타겟
시나리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자동화 규칙이 소스
GAAP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정의된 경우 GAAP 시나리오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변경사항은 STAT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 내부거래 제거의 경우에 한해 소스 ICP의 드롭다운에서 소스로 사용할 내부거래 멤버를
선택하여 내부거래 제거를 계산합니다. 규칙마다 서로 다른 내부거래 소스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장
지역 세금 자동화 작업

20-20



 

21. 저장을 누릅니다. 데이터 상태를 보면 어떤 엔티티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모든 규칙이 기본 거주지 및 엔티티로 푸시됩니다.
기본 엔티티는 거주지 특정 규칙에 정의된 규칙을 상속하고, 지정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 양식에 정의된 규칙을 상속합니다.

22.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여 세금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세금 자동화 논리 예
세금 자동화를 설정할 때 계정에 적용할 논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논리 선택 사항에는 추출, 이동,
압축, 연간화, 비연간화, 국가별 조정, 이전 연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은 연간화, 비연간화, 국가별 조정, 이전 연도 논리의 예입니다.

세금 자동화를 실행하는 단계는 국세 자동화 작업 및 지역 세금 자동화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연간화 - 부분 연도 금액을 전체 연도 금액으로 연간화할 수 있습니다.

예:

시산표가 P03에 로드되었으며 3월 31일에 끝나는 3개월의 식사 및 엔터테인먼트
지출은 $36,000입니다. 전체 연도, 즉 12개월 추정치로 연간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36,000 금액을
월별 금액, 즉 12,000으로 변환한 다음 전체 12개월 금액, 즉 144,000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P1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2,000/1) * 12 = $144,000

P3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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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2,000/3) * 12 = $48,000

P6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2,000/6) * 12 = $24,000

P12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2,000/12) * 12 = $12,000

비연간화 - 전체 연도 값을 규칙 기간에 따른 부분 연도 금액으로 비연간화할 수 있습니다.

예:

2019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이전 연도의 식사 및 엔터테인먼트 지출은 $144,000입니다.
부분 연도, 즉 3개월 추정치로 비연간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144,000 금액을 월별 금액, 즉
12,000으로 변환한 다음 3개월 값, 즉 36,000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P1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식사 및 엔터테인먼트)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44,000/12) * 1(기간) = $12,000

P3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44,000/12) * 3 = $36,000

P6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44,000/12) * 6 = $72,000

P9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44,000/12) * 9 = $108,000

P12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90000)의 값이 12000이라고 가정

월 단위 기간($144,000/12) * 12 = $144,000

추출 및 연간화의 경우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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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조정 - 지역 준비금에서 국가별 영구 또는 일시적 차액을 조정(예: 역분개)할 수 있습니다.

예:

하위 부분 F 소득에 대한 당기 준비금에 $100,000 금액의 영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하위 부분 F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주의 영구적 차이 계정에서 이 조정을
역분개해야 합니다. 금액을 역분개하려면 음수 100%로 국가별 조정 논리를 적용합니다.

모든 기간 $100,000 * -100% = $-100,000

적합한 설정 - 이 논리는 세금 계정에 적합합니다. 국가별 조정 논리의 소스 계정이 타겟 계정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소스 롤포워드는 국가별 조정 논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12 기간에 대해 위의 규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소스 계정(하위 부분 F 소득)의 값이 100,000이라고 가정

지역별 영구 - MACRS 연방 역분개 = -$100,000

이전 연도 - 이전 연도 데이터를 준비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이전 연도 실제 시나리오에서 비과세 이자에 대한 당기 준비금에 $-1,000,000 금액의 영구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연도의 비과세 이자 금액을 현재 연도 예측 시나리오의 예상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사용하려면 100%로 이전 연도 논리를 적용합니다.

모든 기간 -$1,000,000 * 100% = -1,000,000

기본 설정 - 연도의 기본값은 현재 연도에서 1을 뺀 값입니다. 기간의 기본값은 P12입니다.

주:

타겟 계정은 소스 계정입니다. 이전 연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 이동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이동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소스 시나리오가 타겟 시나리오입니다.

양식 검증

이전 연도 또는 국가별 조정 논리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 자동화 양식(글로벌/거주지/엔티티/엔티티
지역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은 검증을 수행합니다. 부적합한 계정 또는 이동을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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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    이전 연도 및 국가별 조정에 대한 양식 검증

논리 타겟 계정 적합/
부적합 선택

소스 계정 적합/
부적합 선택

타겟 이동 적합
선택

소스 이동 적합
선택

이전 연도 타겟 세금 계정과

동일해야 합니다.
타겟 이동은

<alias>(TRCS_CySYS)
여야 합니다.

TRCS_CurrentTaxCYTotal(기본값)
(선택할 수 없음)
소스 이동은

<alias>(TRCS_CurrentTaxCYTotal)
여야 합니다.

국가별 조정 타겟 계정은

지역별 영구/임시
계정이어야

합니다.

소스 계정에는

TaxDataType
등록정보로

NationalAndRegional
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조정

규칙은 지역별

세금 계정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 이동은

<alias>(TRCS_CySYS)
여야 합니다.

TRCS_CurrentTaxCYTotal(기본값)
(선택할 수 없음)
소스 이동은

<alias>(TRCS_CurrentTaxCYTotal)
여야 합니다.

복수 거주지 세금 자동화 규칙 관리
아래 지침에 따라 여러 거주지에 대한 세금 자동화 규칙 저장 지원을 사용으로 설정하십시오.

1. 양식 디자이너로 이동하여 Tax Administer 폴더를 확장합니다. 세금 자동화 거주지
양식을 편집합니다.

2. 관할권 차원을 요구사항에 따라 열/행으로 이동합니다.

3. 비즈니스 규칙 탭으로 전환합니다.

4. 선택한 비즈니스 규칙 오른쪽 창에서 Consol – Rule - Tax Automation Save를
선택하고

을 눌러 제거합니다.

5. 비즈니스 규칙 왼쪽 창에서 목록 맨아래로 스크롤합니다. Consol - Rule -
TRCS_TaxAutomationSaveMultipleDomiciles를 선택하고

을 눌러 양식에 추가합니다.

6. 맨아래 창의 비즈니스 규칙 등록정보에서 Consol - Rule -
TRCS_TaxAutomationSaveMultipleDomiciles 규칙에 저장 후 실행, 양식의 멤버 사용,
프롬프트 숨기기 상자를 선택합니다.

20장
복수 거주지 세금 자동화 규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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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다른 이름으로 양식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업데이트된 양식을 사용하여 여러 거주지의 세금 자동화 규칙을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0장
복수 거주지 세금 자동화 규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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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적 작업

관련 항목: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관련 항목:

• 세금 자동화 추적에 대해 알아보기

• 세금 자동화 추적 사용으로 설정

• 세금 자동화 추적 양식 액세스

• 세금 자동화 추적 사용

• 예: 사용 사례

• 예: 논리

세금 자동화 추적에 대해 알아보기

Tax Reporting에서는 세금 자동화 양식의 세금 및 소스 계정 간 매핑을 제공하며 현재 준비금
양식은 세금 계정 값을 보여 줍니다. 추적 자동화 옵션은 소스 데이터가 장부 계정에서 적용된 세금
계정, 논리, 퍼센트 등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는 추적 자동화를 사용하여 모든 엔티티 또는 선택한 엔티티에 대한 세금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 추적 화면에서 "세금 자동화 추적"이라는 주문형 규칙을 실행합니다. 이
규칙은 세금 자동화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문형 규칙을 실행한 후에는 추적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추적 정보는 통합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Note:

• PULL, MOVE, SQUEEZE 규칙만 지원됩니다.

• 세금 자동화 추적 기능 지원은 국가별 현재 준비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세금 보고 및 추적 플로우의 여러 단계가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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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추적은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만 과세 소득을 통해 제공되며 추가 준비금 항목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위 교차점에는 세금 자동화 추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멤버 및 상위 세금 계산
엔티티에만 표시됩니다.

• 추적 정보는 최대 4,000자까지만 표시됩니다.

세금 자동화 추적 사용으로 설정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 자동화 추적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세금 자동화 추적 비즈니스 규칙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 Reporting 작업에서 비즈니스 규칙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추적을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FCCS_Total Data Source" 계층 아래 DataSource 차원에 새
멤버가 추가됩니다. 이 멤버는 "연결" 큐브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메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자동화 추적 양식 메뉴

• 세금 자동화 추적 규칙 메뉴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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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화 추적 양식 액세스

현재 준비금 양식 및 세금 관리 둘 다에서 세금 자동화 추적 양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 세금 자동화 추적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에서 당기 준비금 탭을 선택합니다.

3. 현재 준비금 양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자동 추적 옵션을 선택합니다.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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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리에서 이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3. 세금 관리 폴더를 선택합니다.

4. 현재 준비금 추적을 선택합니다.

5. 현재 준비금 추적 양식이 열립니다. 첫번째 열은 추적입니다. 읽기 전용이며 세금 자동화
추적 정보가 표시됩니다.

세금 자동화 추적 사용

추적 정보를 보려면 세금 자동화 추적 규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현재
준비금 추적 양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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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합 데이터에 대한 추적 정보만 표시합니다.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금 자동화 추적 규칙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며 작업 카드에
세부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통합 상태를 확인하려면 데이터 상태 양식을 확인하십시오.

Smart View를 통해 추적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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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Note:

• 추적 정보는 세금 자동화 규칙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정의되어 있는 계정에
대해 표시됩니다.

• 추적은 글로벌, 거주지, 엔티티 세금 자동화 규칙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 사용 사례

식사 비용이 발생했으며 현재 연도의 식사 비용에 대한 추세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계정에 이전 분기에 비해 높거나 낮은 값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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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화 추적 기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자동화 양식으로 이동하여 소스 계정, 이동, 멀티 GAAP, 내부거래, 시나리오 멤버를
기록합니다.

• 소스 교차점에 저장된 값을 찾으려면 나머지 차원 멤버(데이터 소스, 관할권 등)도 모두
필요합니다.

• 이러한 정보를 얻었으면 그리드/양식을 생성한 후 소스 데이터를 찾아 타겟 값과 비교합니다.

• 타겟과 일치하는 소스 데이터 또는 소스 값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여 해결
방법을 요청합니다.

세금 자동화 추적 기능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추적’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세금 자동화 추적 양식으로 이동하거나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현재 준비금 추적 양식을 엽니다.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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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양식에서 세금 자동화 추적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 완료 시 소스 POV와 함께 소스에 저장된 금액이 생성됩니다.

• 이제 소스 및 타겟 값을 단일 양식으로 나란히 즉, 추적(소스) 대비 자동(타겟)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논리, 소스 금액 퍼센트, 소스 POV가 표시된 추적 세부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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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정보에서 이슈가 확인되면 세금 자동화 양식으로 이동하여 매핑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 논리
PULL

Table 21-1    예: PULL 논리

Sl. 번호 추적 정보 콘텐츠 세부정보 값

1. 소스 값 차원 교차점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MI(데이터가 없는 경우)
988887.0 (PULL 5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2. 세금 자동화
규칙

논리, 퍼센트 순으로 표시 988887.0 (PULL 5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3. 소스 POV 차원 이름이 접두어로 지정된

소스 POV의 선택된 차원 멤버

988887.0 (PULL 5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MOVE

Table 21-2    예: MOVE 논리

Sl. 번호 추적 정보 콘텐츠 세부정보 값

1. 소스 값 차원 교차점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MI(데이터가 없는 경우)
988887.0 (MOVE 100% - A#80001,
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100000.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0,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2. 세금 자동화
규칙

논리, 퍼센트 순으로 표시 988887.0 (MOVE 100% - A#80001,
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100000.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0,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3. 소스 POV 차원 이름이 접두어로 지정된

소스 POV의 선택된 차원 멤버

988887.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100000.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0,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SQUEEZE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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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예: SQUEEZE 논리

Sl. 번호 추적 정보 콘텐츠 세부정보 값

1. 소스 값 차원 교차점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MI(데이터가 없는

경우)

988887.0 (MOVE 100% - A#80001,
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100000.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0,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2. 세금 자동화
규칙

논리, 퍼센트 순으로 표시 988887.0 ( MOVE 100% - A#80001,
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100000.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0,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3. 소스 POV 차원 이름이 접두어로 지정된

소스 POV의 선택된 차원
멤버

988887.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1,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100000.0 (MOVE 100% -
A#80001,MV#TRCS_SourceBookClosing,MG#FCCS_Local
GAAP,S#Actual,Y#FY20,P#P12,DS#TRCS_SourcePreTax,ICP#FCCS_No
Intercompany)

Chapter 21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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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부거래 제거 작업

관련 항목

법인세 준비금에서 내부거래 제거 수행

법인세 준비금에서 내부거래 제거 수행
내부거래 트랜잭션은 엔티티와 내부거래 파트너(ICP)라고 하는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트랜잭션에는 한 엔티티로 기록된 수익과 다른 엔티티로 기록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트랜잭션에는 관련 소유자의 배당금 지불이 포함됩니다.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트랜잭션을 비롯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서 내부거래 데이터를 사용할 때 ICP별 세금 자동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 최상위를 선택하여 세금 자동화를 사용하여 세전 소득을 매핑해야 합니다. 세금 자동화를
사용하여 제거가 필요한 영구 또는 임시 차이를 생성하는 경우 내부거래 최상위도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법인세 준비금에 대해 세전 소득 제거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내부거래 수익 및
비용과 내부거래 배당금이 제거됩니다.

내부거래 배당금 제거가 필수이면 세전 및 세금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 및 비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유효한 세금 비율 조정에 적절한 영향을 주기 위해 세전 금액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거래 제거를 설정하는 작업의 일부로 다음 태스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엔티티를 내부거래 파트너로 설정

• 내부거래 장부 계정 속성 값 설정 - 내부거래 계정 속성 값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내부거래 배당금 세금 계정을 설정합니다.

엔티티
관련 엔티티가 동일한 계층 구조 레벨의 일부이면 동일한 기본 레벨에서 제거가 발생합니다.
엔티티가 동일한 계층 레벨을 벗어난 경우 해당 계층 구조의 상위 레벨에서 제거가 발생합니다.
아래 예제에서 선택한 엔티티가 510, 520 및 530이면, 기본 레벨(ABCSub) 계층 구조 아래
보고됩니다. 엔티티가 500 및 520을 포함하면 동일한 계층 구조에 없으므로, 상위 레벨(ABCEnt)
계층 구조 아래 제거가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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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생성
내부거래 차원에서 세전 수익을 분리하는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소스 ICP가
"내부거래 최상위"로 지정된 세금 자동화 규칙을 구성하면, 시스템이 제거 멤버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을 실행하고 장부 계정에 사용가능한 모든 제거 데이터를 채웁니다. 제거 결과를
보려면 POV를 상위 통화로 설정하고 연결을 제거로 설정해야 합니다.

각 계정에 여러 규칙을 추가할 수 있으며 모든 규칙은 "내부거래 최상위"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세금 자동화의 유연성을 향상하려면 조합하여 규칙의 교차점을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세금 자동화 규칙(논리)을 선택합니다. 모두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거나 각
규칙마다 다른 논리를 선택하여 둘 이상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스(소스 계정)를 선택합니다. 각 규칙마다 다른 소스 계정을 선택하거나, 하나
이상의 규칙에 대해 동일한 소스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각 규칙에 맞는 소스 ICP(내부거래) 계정을 선택하거나 하나 이상의 규칙에 동일한 소스
ICP 계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소스 ICP가 "내부거래 최상위"로 지정된 세금 자동화 규칙을 구성하면, 시스템이
제거 멤버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을 실행하고 장부 계정에 사용가능한 모든 제거 데이터를
채웁니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 배당금과 같은 경우 특정 계정의 세전 및 세금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거래 제거(ICP)에 맞는 세금 자동화 규칙을 설정하고 내부거래 차원에서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 규칙은 "FCCS_No Intercompany" 멤버를
타겟으로 합니다. 규칙마다 서로 다른 소스 내부거래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

내부거래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부거래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상위 또는 기본 레벨에서 세금 제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레벨 - 상위 레벨에서 제거 데이터를 채우는 데는 글로벌 세금 자동화 규칙만
사용되며, 글로벌 세금 자동화 규칙은 모든 관할권에 대해 실행됩니다. 제거는 지역
레벨에서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거 데이터가 상위와 다른 거주지가 있는 하위를

22장
법인세 준비금에서 내부거래 제거 수행

22-2



포함하여 모든 하위에 적용되는 경우 혼합 비율은 상위 엔티티의 거주지에 입력됩니다. 제거
글로벌 규칙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상위 엔티티에서 비율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상위에
세율을 입력하려면 엔티티의 메타데이터 등록정보에서 "상위 레벨 엔티티 입력 허용"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기본 레벨 - 모든 세금 계산이 제거 멤버에서 수행됩니다. 손실 세부정보, 세율 및 모든 구성은
엔티티 입력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POV에서 제거 멤버를 선택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결을 수행하면 세금 자동화가 실행됩니다.

세전 및 세금 효과를 제거하도록 내부거래 계정(예: 배당금) 구성
세전 및 세금을 둘 다 제거하는 경우 계정을 개별 세금 계정(예: 장부 조정 계정)으로 자동화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내부거래 계정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NIBT의 TRCS_TaxAccounts에서 내부거래 배당금 금액을 포함하도록 장부 조정(예:
내부거래 배당금)을 생성합니다.
 

 

2. 다음과 같이 TaxCalcElim 등록정보를 새 장부 조정 계정에 지정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차원 순으로 누릅니다.

b. 차원에서 계정을 누릅니다.

c. 차원 등록정보 편집을 누릅니다.

d. 사용자정의 속성에서 세금 데이터 유형, TaxCalcElim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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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른 다음, 세금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주: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글로벌 규칙] 화면이 비어 있습니다.

4. 다음과 같이 내부거래 차원에서 세전 수익을 분리하는 세금 자동화 규칙을 생성합니다.

a. 소스(예: 세전 수익)의 총 금액(100%)에 대한 글로벌 규칙 1을 생성하고 소스
ICP를 내부거래 최상위로 설정합니다.

b. 총 수익에서 내부거래 배당금을 빼는 글로벌 규칙 2를 생성하고 소스 ICP를
내부거래 엔티티로 설정합니다.

c. 글로벌 규칙 3을 생성하여 TaxCalcElim을 적용하고 내부거래 배당금을 장부 조정
계정(예: 내부거래 배당금)에 게시합니다.

5. 세금 자동화 양식에서 글로벌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내의 모든 엔티티에 글로벌
규칙을 적용합니다.

6. 각 규칙을 작성하고 해당 열을 채웁니다. 규칙 이름 셀(예: 글로벌 규칙 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팝업 메뉴를 표시하고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 순으로 선택하여 각
세금 계정마다 규칙 하나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해당 규칙이 맨아래에 최종 규칙으로
생성되고 선택한 규칙 데이터가 새로 생성한 행에 복사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자동화
규칙은 제거 멤버에서 실행되도록 설정됩니다.

주:

규칙을 추가할 때 데이터 소스 차원에 자리 표시자 멤버가 이미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리 표시자 멤버가 없으면 규칙 추가를 실행해도 새 행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규칙 1이 정의되어 저장된 후에만 규칙 2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차원에 세금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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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페이지가 비어 있으면 작업에서 세금 자동화, 모든 계정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세금 계정용으로 비어 있는 새 규칙을 추가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8.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당기 준비금 순으로 선택하여 연결 을 실행합니다.

9. 다음과 같이 당기 준비금 보고서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 POV에서 다음을 선택하여 엔티티 입력 및 엔티티 통화를 표시합니다.

– 연결에서 엔티티 입력을 선택합니다.

– 통화에서 엔티티 통화를 선택합니다.

 

 

• POV에서 다음을 선택하여 제거 및 상위 통화에서 상위 통화 및 제거로 환산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 연결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 통화에서 상위 통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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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V에서 다음을 선택하여 상위 통화 및 분담금으로 환산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 연결에서 분담금을 선택합니다.

– 통화에서 상위 통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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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TA(발생 이익) 자동화 작업

관련 항목

• RTA 작업

• RTA 자동화 규칙 정의

• RTA 금액에 이전 연도 세율 적용

• RTA 분할 작업

RTA 작업
Tax Reporting은 이전 연도 준비금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양식에서 법인세 준비금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익 데이터는 수동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되거나 로드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간 13 또는 P13(RTA)의 발생 이익을 처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여러
연도를 분석하여 당기에 게시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스케줄에 대한 데이터 변경 후
연결을 수행하여 당기 법인세 준비금에 발생 이익 조정이 필요한지 판별해야 할 수 있습니다(예:
당기 준비금, 이연 준비금 등). 계산된 금액이 RTA 자동화에 구성된 대로 대상 회계 연도 및 대상
기간의 당기 준비금에 추가 준비금 항목으로 전달되고 일시적 차이 양식으로 전달되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모든 발생 이익 조정이 이연 세금 비용에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TA 자동화 규칙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주:

RTA 금액에 이전 연도 세율을 사용하려면 RTA 금액에 이전 연도 세율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발생 이익은 엔티티에 따라 서로 다른 분기에 계산되고 장부에 기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력 연도 중 캐나다 엔티티는 Q3에 조정을 장부에 기입하고 미국 엔티티는 Q4에 장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채우고, RTA 자동화를 사용하여 대상 기간 및 회계
연도를 설정하고, RTA 기간 및 연도와 조정이 게시될 대상 기간 및 연도를 모두 연결하는 경우에만
발생 이익 차이를 계산하도록 설정됩니다.

양식에 포함되는 롤포워드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3-1    국가 일시적 차이

범주 하위 범주 설명

P12 자동화 POV에 지정된 연도에 대한

준비금의 자동화 금액입니다.

조정 POV에 지정된 연도에 대한

준비금의 수동 입력 금액입니다.

합계 자동화 금액 및 조정 합계입니다.
(총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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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계속) 국가 일시적 차이

범주 하위 범주 설명

RTA 자동화 POV에 지정된 연도에 대한 이익의

자동화 금액입니다.

조정 POV에 지정된 연도에 대한 이익의

수동 입력 금액입니다.

합계 이익의 자동화 금액 및 조정

합계입니다. (총 이익)

RTA RTA 차이 총 준비금 및 총 이익 간
차이입니다.

계산 시 당기 준비금으로 전달되는 금액은 이익당 당기 소득 신고/당기 법인세 계정의
금액입니다. 일시적 차이의 차이 금액은 계산 시 자동으로 발생 이익에 대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의 열로 전달됩니다.

조정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RTA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필요에 따라 계정 잔액에 조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4. 양식의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RTA 자동화 규칙 정의
RTA(발생 이익)는 보고된 소득 신고와 이전 연도 준비금 간 차이를 계산합니다.

RTA 자동화 화면에서 RTA 조정 복사를 위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RTA 잔액 복사를 위한
소스 및 대상 시나리오 및 보고 표준 멤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

RTA 자동화 규칙을 정의하려면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보안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게시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익 연도의 RTA 양식을 완성해야 합니다.

• 이익 연도의 RTA 기간을 연결해야 합니다. RTA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 이익 연도의 RTA 기간에 대한 데이터 상태는 OK이어야 합니다.

RTA 자동화 규칙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구성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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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TA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을 눌러 RTA 자동화가 구성된 POV를 수정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4. 게시 기간의 드롭다운에서 각 관할권의 이익 조정을 게시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5. 이익 연도 1, 이익 연도 2 및 이익 연도 3의 드롭다운에서 조정을 추출할 이전 이익 연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FY14 및 FY15에서 FY17의 P10으로 이익 조정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 준비금 연도에 대해 최대 3년 전까지 이익 조정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7. 국가 법인세 준비금에서 데이터 상태를 선택합니다. 연결하기 전의 게시 기간 및 연도 상태는
영향받음으로 표시됩니다.

8. RTA 자동화를 수정한 모든 시나리오, 연도, 엔티티 및 기간을 연결합니다. 이익 연도에서 RTA
조정을 추출하려면 게시 기간 및 연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9. 국가 법인세 준비금에서 데이터 상태를 선택합니다. 연결 후 게시 기간 및 연도 상태는 OK로
표시됩니다.

10. 다음 양식 중 하나를 검토하여 RTA 조정이 RTADO(발생 이익(이연 전용)) 열에 올바르게
게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3장
RTA 자동화 규칙 정의

23-3



• 일시적 차이

• 이연 법인세

RTA 금액에 이전 연도 세율 적용
기본적으로 RTA(발생 이익) 금액은 당해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RTA 금액에 이전
연도 세율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동 차원에 "ApplyTaxReturnRate"라는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시스템은 기간 13 또는 P13(RTA)의 발생 이익을 처리합니다.

RTA 계산에서 이전 연도 세율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른 후 차원 탭을 누릅니다.

2. 차원에서 이동을 선택합니다.

3. FCCS_Movements에서 FCCS_ClosingBalance를 확장하고 TRCS_RTADO로
이동합니다(발생 이익 이연 전용).
 

 

4.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한 후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5. 사용가능한 속성 값 열에서 RTA 이전 연도 세율을 확장하고 ApplyTaxReturnRate를
선택합니다. 추가를 눌러 지정된 속성 값 열로 이동합니다.

6. 차원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아이콘을 누릅니다.

주:

RTA 조정을 게시하려면 RTA 자동화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RTA 자동화
규칙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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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 분할 작업
영구 계정 또는 임시 계정이 시스템에서 자기자본 역분개로 설정될 때마다 세금 계산 중 현재 세금
비용 합계에 포함하는 데 해당 계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려면 일반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정하여 자기자본 역분개로 태그가 지정된 영구 계정 또는 임시 계정이 현재 세금 비용
합계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합니다. RTA(발생 이익) 분할 기능은 자기자본 역분개 타겟 계정으로
태그가 지정된 모든 영구 계정 및 임시 계정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새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 수동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생성 후 RTA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이전에 수동으로 조정한
경우 조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두 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TA(발생 이익)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TA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동안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동안 RTA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Tax Reporting Cloud Service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RTA 분할 옆에 있는 사용 확인란을 누릅니다.

3. 애플리케이션 생성 화면을 검토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RTA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구성 화면에서 기능 사용을 누릅니다.

3. RTA 분할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3장
RTA 분할 작업

23-5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tax-reporting-cloud/agtrc/user_forms_national_current_provision_rta_100x74a430a7.html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tax-reporting-cloud/agtrc/admin_creating_applications_100x5c616cd9.html


4. 시스템에서 기능을 사용설정했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확인을 누릅니다.

5. 로그오프한 후 다시 로그온하여 사용으로 설정된 기능을 확인합니다.

참조: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RTA 분할 사용

1. RTA 분할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TRC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애플리케이션->구성→기능 사용 순으로 이동합니다. RTA 분할을 선택하고 사용을
누릅니다. RTA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생성되는 다음 새 메타데이터에 유의하십시오.

TRCS_CurrentTaxExpenseRTATotal,
TRCS_CurrentTaxExpenseEquityRTAReversal,
TRCS_CurrentTaxExpenseRTATotal(공유), TRCS_RCurrentTaxExpenseRTATotal,
TRCS_RCurrentTaxExpenseEquityRTAReversal,
TRCS_RCurrentTaxExpenseRTATotal(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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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국가별 현재 준비금 아래의 계산된 추가 현재 준비금 계층에 새 1차 하위 멤버가
있습니다. 계산된 추가 현재 준비금 계층에 다음 멤버가 있습니다.

– TRCS_CurrentTaxExpenseRTATotal

– TRCS_CurrentAddtlCalcRTA

– TRCS_CurrentTaxExpenseEquityRTAReversal

• 지역별 현재 준비금 아래의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계층에 새 1차 하위 멤버가
있습니다.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계층에 다음 멤버가 있습니다.

– TRCS_RCurrentTaxExpenseRTATotal

– TRCS_RCurrentAddtlCalcRTA

– TRCS_RCurrentTaxExpenseEquityRTA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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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Tax Reporting에서 메타데이터 작업 비디오 시청을 통해 Tax Report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able 23-2    RTA 분할 사용

작업 결과

• 차원 편집기로 이동하여 TempStockComp
계정을 검색하고

TRCS_CurrentAddtlCalcStockCompRTA
속성을 첨부합니다.

• 차원 보기 및 편집를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수행합니다.
• 세율 양식으로 이동하여 실제 FY16

P12,P13,FLE201,CA 및 실제 FY17
P1,FLE201,CA의 세율을 20%로

입력합니다.
• 마찬가지로, 실제 FY16

P12,P13,FLE201,CA_Blended 및 실제

FY17 P1,FLE201,CA_Blended의 세율을

30%로 입력합니다.
• 전기 기간 P1 및 전기 연도 FY17을 사용하여

RTA 자동화를 설정합니다.
• 현재 준비금으로 이동하여 실제 FY16 P12의

NIBT에 10,000을, 주식 보상에 5,000을
입력합니다.

• 마찬가지로, 실제 FY16 P13을 선택하고

NIBT를 값 50,000으로 조정합니다. 실제

FY16 P13에 연결을 실행합니다.

• RTA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주식 보상의 RTA
차이는 -5,000입니다. (P13 - P12)

• 이익당 현재 세금 비용은 7,000입니다.

• 현재 준비금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합계를

확장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자기자본 역분개

값은 1,000(5,000*0.2)입니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은 7,000입니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합계는

8,000입니다.

ETR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합계는 8,000입니다.

TAR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자동화된 합계에 미지급 법인세는 -7,000,
자기자본 역분개는 -1,000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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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2    (Cont.) RTA 분할 사용

작업 결과

• 현재 준비금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합계를

확장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자기자본 역분개

값은 1,000(5,000*0.2)입니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은 7,000입니다.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합계는

8,000입니다.

지역별 ETR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합계는 12,000입니다.

지역별 TAR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자동화된 합계에 미지급 법인세는 -10500,
자기자본 역분개는 -1500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영구 계정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차원 편집기로 이동하여 영구 계정(PermEquity)을 검색합니다.

2. 세금 및 국가 속성을 첨부합니다.

3. TRCS_CurrentAddtlMTotal에서 이 멤버를 공유합니다.

4. 영구 계정을 편집하고 PermEquity 속성을 첨부하고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수행합니다.

5. 실제 FY16 P12의 경우, 공제에 대한 데이터(예: 3,000)를 입력합니다.

6. 실제 FY16 P13 및 실제 FY17 P1에 대한 연결을 실행합니다.

7. 국가별 현재 준비금으로 이동합니다.

8. 현재 세금 비용 값이 세금에 영향을 받는 영구 및 임시 계정의 합계인지 확인하십시오.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 자기자본 역분개 값은 1,000(5,000*0.2) + 600(3,000*0.2)=1,600입니다.

23장
RTA 분할 작업

23-9



Note:

지역별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 사용 사례

아래 예제에서는 (주식 보상)을 자기자본 역분개 타겟 계정으로 설정했습니다.

자기자본 역분개 유형은 국가 및 지역 둘 다에 대해 설정되므로 이 임시 계정은 둘 다에
적합합니다.

주식 보상은 임시 계정입니다.

• 실제 FY16 P12의 경우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BT(세전 순이익), 조정 열 표시: 10,000

– 주식 보상: 5,000

• 실제 FY16 P13(RTA)의 경우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BT(세전 순이익), RTA 조정: 50,000

– NIBT(세전 순이익), RTA 차이(RTA(P13) – P12):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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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금 비용 계산 중 주식 보상(값: 5,000)도 포함됩니다(즉, 40,000-5,000=35,000).

아래 스크린샷의 다음 값을 참고하십시오.

• 과세 소득, RTA 차이 = RTA(P13) – P12: 40,000-5,000=35,000

• 과세 소득에 대한 현재 세금, RTA 차이: 35,000*20(현재 연도 세율)/100=7,000

이제 아래 스크린샷에 표시된 대로 처리를 위해 1,000(5,000*20/100)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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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는 값이 자동으로 추출되므로 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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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bCR 자동화 작업

관련 항목

• CbCR 자동화 설정

• CbCR 자동화에 대한 규칙 추가

CbCR 자동화 설정
Consol 큐브는 준비금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며 CbCR 큐브는 CbCR 보고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합하며 Consol 큐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큐브에 있으므로 Consol 큐브에 대한 변경사항은 CbCR 큐브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CbCR 자동화를 설정하여 연결 큐브와 CbCR 큐브 간 데이터 이동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연결 큐브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차원 또는 멤버를 변경할 때마다 연결을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면 올바른 소스 POV 및 선택된 타겟 계정의 CbCR 큐브에서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결과는 CbCR 테이블 1 데이터 항목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 상태 CbCR 양식에서 계산 상태를 검토하여 업데이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

CbCR 자동화는 CbCR 보고를 애플리케이션 초기 생성 중에 사용으로 설정했거나
나중에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CR 자동화를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CbCR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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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CR 자동화에서 작업, CbCR 자동화, 모든 계정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화면이
채워집니다.
 

 

3. 다음과 같이 소스 큐브(연결 또는 CbCR)와 CbCR 큐브의 타겟 계정 간 매핑을
생성하십시오.

• 규칙에서는 글로벌 규칙만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글로벌 규칙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안함 열에서 사용을 선택합니다.

주:

규칙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타겟 계정에 대해 해당 규칙이 실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규칙을 사용하도록 사용안함으로 설정하거나 다시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또는 시나리오에 대해 규칙을
사용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안함으로 설정된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의 일부로 롤오버됩니다. 사용안함으로 설정된 규칙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동안 규칙을
사용안함으로 설정한 후 다음 연도에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논리 - 추출 옵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퍼센트 - 선택한 퍼센트를 -100% 및 100% 사이로 입력합니다. 값이 100%인 경우
1을 입력합니다. 100% 미만을 입력하려면 소수점을 사용하여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75%를 표시하려면 .75를 입력합니다.

• 소스 큐브는 연결 또는 CbCR입니다. 연결 또는 CbCR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
큐브는 다음을 가져오는 위치입니다.

– 소스 계정

– 소스 ICP

– 소스 데이터 소스

– 소스 이동

• 소스 계정 - 필요한 소스 계정을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소스 ICP - 드롭다운 목록에서 내부거래 옵션을 선택합니다.

– 내부거래 엔티티

– 내부거래 없음

매핑을 생성할 때 필드를 공백으로 두면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연결 중 내부거래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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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데이터 소스 -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데이터 소스 계정을 선택합니다. 소스 데이터
소스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계정의 경우 - Source Data Source- TRCS_Tax

– 비세금 계정의 경우 - Source Data Source-TRCS_SourcePreTax

• 선택사항: 소스 이동 -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동을 선택합니다.

– 조정

– 자동화

– 장부 마감

– 마감 장부 및 세금 기준

– 합계

– 시산표 마감

소스 이동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계정의 경우 - 소스 이동 - TRCS_CY

– 비세금 계정의 경우 - 소스 이동 - TRCS_TBClosing

4. 저장을 누릅니다. 검증 오류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필드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오류를
정정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주:

CbCR 큐브의 엔티티 데이터 상태가 영향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CR 큐브에 해당 엔티티의 데이터가 있고 소스 큐브가 CbCR인 자동화
규칙이 있습니다.

• 연결 큐브에 해당 엔티티의 데이터가 있고 소스 큐브가 연결인 자동화 규칙이
있습니다.

5.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6.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테이블 1 탭, 테이블 1 데이터 입력 순으로 누릅니다. 소스
계정 값이 표시됩니다.

7. 작업에서 CbCR 연결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매핑된 데이터 행의 자동화 섹션에 있는 테이블 1
데이터 입력에 표시됩니다. 결과를 검토하여 매핑된 계정에서 데이터가 추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bCR 자동화 규칙은 CbCR 연결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8. 연결이 완료되면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상태 순으로 누릅니다.

9. 계산 상태에서 연결 기간의 데이터 상태가 OK인지 확인합니다.
CbCR 자동화 규칙이 연결 큐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설정된 경우 준비금을 연결하면
(연결 큐브) 연결 POV의 CbCR 데이터 상태가 영향받음으로 변경됩니다.

CbCR 자동화에 대한 규칙 추가
데이터 소스 차원은 CbCR 자동화 규칙을 저장할 멤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글로벌 규칙이 생성되어 네비게이터의 차원에 있는 TRCS_CbCR_Global Rules 계층
아래 데이터 소스 차원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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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CbCR 자동화 규칙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 차원에 새 규칙
멤버를 생성해야 연계된 CbCR 자동화 양식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수 있는 추가
규칙 멤버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

규칙은 계층에서의 순서에 따라 실행됩니다.

새 규칙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CbCR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2. 복사할 CbCR 자동화 규칙이 포함된 행을 강조 표시하고 작업을 누른 후 CbCR
자동화를 선택하고 규칙 추가를 누릅니다.
 

 

3. 추가된 규칙에서 새 규칙을 편집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4.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상태 순으로 누릅니다. 계산 상태에서 선택한 기간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6. 규칙을 더 추가하려면 데이터 소스 차원에 CbCR 자동화 규칙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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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작업(국가별 및 지역별)

관련 항목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사용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 생성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양식에서 열 추가 및 제거

•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 관리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사용
다음 두 방법으로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동안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 사용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다음 Tax Reporting – 기능 사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선택하고 사용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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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 생성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구성 창(홈 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라는 새 항목이 표시됩니다.

2.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누릅니다. 두 개의 새 양식이 표시됩니다.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국가별)

•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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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TRCS_CURRENTPAYABLES와 TRCS_RCURRENTPAYABLES에 1차 하위
멤버를 생성해야 합니다. 생성하지 않으면 양식은 읽기 전용이 되며 사용자가
매핑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에 TRCS_CURRENTPAYABLES와
TRCS_RCURRENTPAYABLES의 1차 하위 멤버를 사용하려면 구성 큐브에도
적용 가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TRCS_CURRENTPAYABLES와 TRCS_RCURRENTPAYABLES에 1차 하위
멤버를 생성할 때 콘솔과 구성 큐브를 선택해야 합니다.

3.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눌러 국가별 현재 미지급 세금의 매핑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이동
멤버(CYPL 비용 자동화, CY OCI /자기자본 자동화, RTA(P&L) 자동화)에 입력한 값은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양식 열(CYPL 비용 자동화, CY OCI /자기자본 자동화 및 RTA(P&L)
자동화)에 계단식으로 배열됩니다. Tax Reporting 작업 의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 및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에서 자동화
양식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4. 필수 값을 입력합니다.

a. 소스 계정을 지정합니다.

b. 제외 계정 값을 지정합니다(상위 계정의 1차 하위 멤버를 제외하려는 경우).

c. 미지급인지 아니면 환불인지에 따라 기호 전환에 예 또는 아니요를 지정합니다.

Note:

별칭이 아니라 멤버 이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름을 포함해야 하면
쉼표로 구분하고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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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1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 생성(국가별)

옵션 설명

매핑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필드(*) • 소스 계정

• 기호 전환(적합한 값은 예 또는 아니요)

함수 함수를 지원하는 열 없음

다중 값 소스 계정과 계정 제외 열에서만 쉼표로

구분하고 큰따옴표로 묶은 여러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마찬가지로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양식을 눌러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의
매핑을 생성합니다.

소스 계정, 계정 제외 및 기호 전환은 국가별 계정에 대해 생성된 매핑과 유사하지만,
관할권 포함 및 제외 열에 대해 생성됩니다. 포함하거나 제외할 관할권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 관할권(TRCS_AllRegional)이 선택됩니다. 관할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권 및 엔티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Table 25-2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 생성

옵션 설명

매핑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필드(*) • 소스 계정

• 기호 전환(적합한 값은 예 또는 아니요)

함수 Lvl0Descendants 함수는 관할권 포함 및
제외에 지원됨

Example:1
Lvl0Descendants("US_Regions") ** 모든

관할권과 개별 관할권에 대해 하나의 CTP 지원

예제:2
US_PA는 US_PA의 개별 CTP를 지원합니다.
Example:3
US_CA (CTP_CA Account)
Lvl0Descendants("US_Regions"), Exclude
US_CA( CTP_US Regions Account)

다중 값 소스 계정, 계정 제외, 관할권 포함 및 관할권

제외에 여러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값은 쉼표로 구분하고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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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생성하는 모든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매핑이 구성 큐브에 저장됩니다.

• Tax Reporting 작업 에서 다음도 참조하십시오.

• –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 작업

–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 작업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양식에서 열 추가 및 제거
새 이동 멤버를 추가하면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양식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양식에서 열을 추가/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이동 차원의 TRCS_DetailMvmts_Subtotal 계층에 새 멤버를 추가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차원 작업도 참조하십시오.

2. 1차 하위가 있는 새 이동 멤버가 아래에 표시된 대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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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추가된 멤버는 아래와 같이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양식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Note:

• 현재 미지급 세금 지역별 자동 양식의 열을 추가하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 필요하지 않은 열을 삭제하려면 이동 차원의 TRCS_DetailMvmts_Subtotal
계층에서 삭제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 관리
열 순서를 변경하거나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에 추가할 열이 있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네비게이터로 이동합니다.

2. 양식을 선택합니다.

3. TAR로 이동합니다.

4.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국가별)와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지역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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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6. 왼쪽으로 스크롤하여 내역 연도 열을 찾습니다.

7.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열 추가를 선택하여 내역 연도 열 앞에 새로 생성된 멤버를
추가합니다.

Note:

마찬가지로 열을 삭제, 편집 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국가와 지역별 양식
모두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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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작업

관련 항목

•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보고서 구성

• 일반 원장 열의 메타데이터 생성

• TAR 지불 및 환급 이동 멤버의 데이터 소스 설정

• 기본 매핑 생성

• 사용자정의 매핑 생성

• TAR 계정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 분류

• TAR 양식 검증 멤버 공식 업데이트

• TAR 자동화 롤오버 생성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보고서 구성
추가 열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은 기본 제공 TAR 및 지역별 TAR 보고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General Ledger 계정 구조가 다른 일부 회사에서는 TAR 및 지역별 TAR 보고서에 추가 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사용하면 회사의 General Ledger 계정 차트를 반영하도록
회사에서 보고서에 열을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TAR(세금 계정 이월) 및 지역별 TAR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 계정을 생성하여 열에 새 General Ledger 계정을 생성하면, 이동이 적절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멤버에 매핑됩니다. 연결 시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보고서의 결과가 현재 준비금과
TAR 및 지역별 TAR 보고서에 자동으로 링크됩니다.

사용자정의 가능 TAR에는 기본 제공 TAR 열과 기본 데이터 매핑 전체가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는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보고서를 사용자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차원 라이브러리를 통해 일반 원장 열에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

• 기본 매핑을 생성합니다.

• 사용자정의 매핑을 생성합니다.

• 이연 법인세 마감 잔액 멤버에 대한 멤버 공식을 추가하여 이연 법인세 연속성이 세금 계정
이월과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계정 및 관할권의 사용자정의 속성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 분류합니다.

• 필요에 따라 롤오버를 수행합니다.

일반 원장 열의 메타데이터 생성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양식에 추가하려는 새 General Ledger 열마다 차원
라이브러리의 열에 대한 메타데이터 계정을 추가하고 현재 및 이연 비용의 데이터를 새 열에
매핑해야 합니다. 지불 및 환급을 제외하고, TRCS_TARFAccounts 계층 아래에 새 멤버를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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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및 환급 이동 멤버의 경우, 국가별 및 지역별 TAR 양식을 편집하여 데이터 소스 멤버를
"TRCS_TARF_Input"이 아닌 "TRS_TARF_Calc"로 설정해야 합니다. TAR 지불 및 환급
이동 멤버의 데이터 소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새 일반 원장 열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 차원 순으로 누릅니다.

2. 차원 탭의 차원 드롭다운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3. 계정 계층을 확장한 다음, TRCS_OtherTaxAccounts에서 TRCS_TARFAccounts를
확장합니다.

4. 새 일반 원장 열을 생성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5. 동위 추가 를 누릅니다.

6. 차원 대화상자의 멤버 등록정보 탭에서 다음 필수 필드를 포함하여 새 멤버의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아래에 새 멤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FinanceCostDetails를
입력합니다.

• 멤버 별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Finance Cost를 입력합니다.

• 데이터 저장영역에서 공유 안함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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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계정의 멤버를 더 추가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을 누릅니다. 새 열이 TAR 및 지역별 TAR 보고서에 추가됩니다.

9. 홈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TAR 자동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 구성 -> TAR 자동화 양식을 선택합니다. TAR
자동화 양식이 열립니다. TAR 보고서에서 새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 TAR 장부 잔액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 구성 -> TAR 자동화 양식을 선택합니다. TAR
자동화 양식이 열립니다. TAR 자동화 장부 잔액 탭을 선택합니다. 지역별 TAR 보고서에서
새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10. 기본 매핑을 생성합니다.

TAR 지불 및 환급 이동 멤버의 데이터 소스 설정
국가별 및 지역별 TAR 양식에서 지불 및 환급 이동 멤버의 데이터 소스는 TRCS_TARF_Input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TAR 자동화 양식에서 타겟 데이터 소스는 "TRCS_TARF_Calc"로 설정되어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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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불 및 환급의 데이터가 양식에 표시되고 올바르게 계산되도록 하려면, 국가별
TAR 및 지역별 TAR 양식을 편집하여 데이터 소스 멤버를 "TRCS_TARF_Input"이 아닌
"TRCS_TARF_Calc"로 설정해야 합니다.

연결 후에 데이터가 TAR 양식의 지불 및 환급에 올바르게 추출됩니다.

지불 및 환급 이동 멤버의 데이터 소스 멤버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누른 다음, 생성 및 관리에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2. 양식 및 폴더에서 라이브러리를 확장하고 TAR을 선택합니다.

3. 양식 및 임시 그리드 관리에서 적절한 양식을 선택합니다.

• TAR(국가별)

• 지역별 TAR

4. 편집 을 누른 다음,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5. 속성 차원에서 하위 항목(TRCS_TARFPaymentsRefunds) 행의 데이터 소스 멤버를
TRCS_TARF_Input에서 TRCS_TARF_Calc로 변경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7. 작업, 연결 순으로 선택합니다.

8. TAR 탭에서 지불 및 환급을 검토하여 데이터가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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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의 TAR 양식에서 납부/환급을 매핑하려면 납부 및 환급 이동
멤버의 데이터 소스를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 매핑 생성
기본 매핑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화면에서 TAR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주:

TAR 자동화 장부 잔액에 대해 작업하려면 TAR 자동화 화면에서 TAR 자동화 장부
잔액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 매핑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UI가 처음 표시될 때는 비어 있습니다.

3. 멤버 레이블 표시에 차원 멤버를 표시하도록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일반 환경설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4. TAR 자동화 또는 TAR 자동화 장부 잔액 양식의 POV에서 계정을 눌러 멤버 선택기
대화상자를 열고 필요한 POV를 선택합니다.

• 계정 차원 - POV의 여러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선택할 수 있는 계정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계정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차원 - 각각 하나의 멤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POV 선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다음 조건이 있으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 선택한 멤버가 TARF 계정의 1차 하위가 아닌 경우

• 선택한 멤버가 기본 멤버가 아닌 경우

• 선택한 멤버에 함수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

 

26장
기본 매핑 생성

26-5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tax-reporting-cloud/ustrc/setting_general_preferences_104xbc9ef18f.html


 

5. TAR 자동화 양식에서 기본 매핑을 보려면 작업에서 기본 매핑 생성/대체를 선택합니다.

주:

이 옵션은 TAR 자동화에만 적용할 수 있고 TAR 자동화 장부 잔액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매핑에서는 멤버 이름 또는 별칭용으로 선택된 형식을 표시합니다. 다음에 대한
기본 매핑이 생성됩니다.

• 현재 선택한 계정만이 아니라 모든 레벨 0 TARF 계정의 기본 매핑이 생성되므로,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의 국가별 및 지역별 멤버

주:

기말 잔액(장부 기준)(b) 행은 TAR 자동화 양식에서는 읽기 전용이나
관할권 없음 행을 사용하는 TAR 자동화 장부 잔액에서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정의 매핑 생성을 계속합니다.

사용자정의 매핑 생성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UI를 사용하면 회사의 세금 General Ledger 계정
구조를 나타내는 추가된 새로운 계정(즉, 열)에 준비금 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매핑할 때, 데이터를 매핑할 TARF 계정(즉, 열) 및 이동(즉, 행)을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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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UI를 사용하면 매핑 프로세스 중에 둘 이상의 계정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분개 항목의 양쪽 모두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UI에서 현재 세금 비용과 현재 세금 미지급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금에서
데이터를 매핑할 때 유용합니다.

적합한 소스 계정(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하려면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계정마다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동일한 열 세트를 확인합니다.

세부 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화면에서 TAR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주:

TAR 자동화 장부 잔액에 대해 작업하려면 TAR 자동화 화면에서 TAR 자동화 장부
잔액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 매핑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UI가 처음 표시될 때는 비어 있습니다.

3. TAR 자동화 UI의 POV에서 필요한 POV를 선택합니다.

• 계정 차원 - POV의 여러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선택할 수 있는 계정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계정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차원 - 각각 하나의 멤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POV 선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다음 조건이 있으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 선택한 멤버가 TARF 계정의 1차 하위가 아닌 경우

• 선택한 멤버가 기본 멤버가 아닌 경우

• 선택한 멤버에 함수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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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필수 필드의 셀을 눌러 멤버 선택기를 열고 각 열에 적절한 멤버를 선택합니다.

표 26-1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필드

매핑 열 이름 설명 필수

관할권 없음 국가별 소스 계정 국가별 소스 계정의 각 멤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연결을 수행하려면 국가별 소스

계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Y

국가별 계정 제외 연결 중 항목을 대차일치하기 위해 TAR
양식의 국가별 상위 계정에서 제외할 세부

계정의 멤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N

지역별 계정 지역별 소스 계정 각 지역별 소스 계정의 각 멤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연결을 수행하려면 지역별 소스

계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Y

지역별 계정 제외 연결 중 항목을 대차일치하기 위해 TAR
양식의 지역별 상위 계정에서 제외할 세부

계정의 멤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N

국가별/지역별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의 멤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Y
국가별/지역별 이동 이동 소스의 멤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Y
국가별/지역별 내부거래 내부거래 소스의 멤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주:

TAR 자동화가 아닌 TAR 장부

잔액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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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    (계속) TAR 자동화 및 TAR 자동화 장부 잔액 필드

매핑 열 이름 설명 필수

국가별/지역별 기호 전환 현재 준비금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기호가 +/
양수이면 부호 전환 확인란을 눌러 기호를 -/
음수로 전환하고 항목의 대차대조표 쪽을

게시합니다.
이연 법인세 이월 현재 조항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기호가 +/양수이면 기호 전환

확인란을 선택취소하여 기호를 -/음수로

전환하고 항목의 이연 비용 쪽을 게시합니다.

N
기본값은

[아니요]
입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선택한 각 계정의 필수 열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셀의 유효성이 검증되고 유효성 검증 오류가 있는 모든 행이 강조 표시됩니다.

• 국가 매핑의 경우 [국가별 소스 계정]을 선택하면 [데이터 소스] 및 [이동]이 필수입니다.

• 지역 매핑의 경우 [지역별 소스 계정]을 선택하면 [데이터 소스] 및 [이동]이 필수입니다.

TAR 자동화의 사용자정의 매핑

 

 
TAR 자동화 장부 잔액에 대한 사용자정의 매핑

주:

라이브러리에서 TAR 자동화 또는 TAR 자동화 장부 잔액 양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매핑을 생성하는 경우 멤버 이름만 지원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26장
사용자정의 매핑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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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또는 지역 법인세 준비금을 선택하고 패키지를
선택한 후 TAR 또는 지역별 TAR을 누릅니다.

8.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세부정보 이동이 표시됩니다.

TAR 계정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 분류
새로 생성된 TAR 계정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 계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 및 국내
엔티티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 사용자정의 속성이 계정 및 관할권 차원에 생성됩니다.

• TAR_Domestic

• TAR_Foreign

새 멤버가 TRCS_TARF Account 계층 아래에 생성되는 경우:

• 구체적으로 국내 지역에 대해 계산해야 하는 경우, 생성된 계정 멤버에
"TAR_Domestic" UDA를 연결해야 합니다.

• 속성을 연결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된 멤버를 국내 및 외국 엔티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연결 중에, 엔티티가 속하는 관할권과 국내 또는 외국 분류에 따라 해당
TARF_Accounts 값만 추출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POV를 연결 중이지만 TAR 계정을
국내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 후에 TAR 양식에 새 계정의 값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세부 계정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 분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 차원 순으로 누릅니다.

2. 차원 탭의 차원에서 관할권을 선택합니다.

3. TRCS_Total Jurisdiction에서 관할권 계층을 확장합니다. 다음 아래에서 사용가능
관할권을 볼 수 있습니다.

• TRCS_No Jurisdiction(공유)

• TRCS_AllNational

• TRCS_AllRegional

4. 관할권을 국내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선택한 계층을 확장하고 관할권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누릅니다.

b. [멤버 편집] 화면에서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c. 사용가능 속성 값에서 TAR 관할권 분류를 확장합니다.

d. TAR_Domestic을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 국내 속성을 추가합니다.

e.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로 설정되지 않은 모든 멤버는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처리됩니다.

5. 차원 탭의 차원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6. TRCS_OtherTaxAccounts에서 계층을 TRCS_TARFAccounts로 확장하고 새로
생성된 계정을 선택합니다.

7. 새로 생성된 계정을 국내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선택한 계층을 확장하고 계정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누릅니다.

b. [멤버 편집] 화면에서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26장
TAR 계정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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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용가능 속성 값에서 TAR 계정 분류를 확장합니다.

d. TAR_Domestic을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 국내 속성을 추가합니다.

e.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8. 차원 탭의 차원에서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9. FCCS_Total Geography 계층을 확장합니다.

10. 사용가능 속성 값에서 TAR 관할권을 확장합니다.

11. 선택사항: TAR_Domestic을 선택하여 관할권을 국내로 설정합니다. TAR_Domestic 속성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멤버는 자동으로 외국으로 처리됩니다. TAR_Domestic 속성과 연결된
멤버가 없으면, 외국 및 국내로 간주됩니다.

TAR 양식 검증 멤버 공식 업데이트
TAR 보고서에 열이 추가된 경우 TAR 양식을 업데이트하여 열을 추가해야 합니다. 마감 잔액(c)은
기말 잔액(a)과 동일해야 합니다.

검증 멤버 공식으로 TAR 양식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르고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누릅니다.

2. [차원] 탭의 차원에서 이동 차원을 선택합니다.

3. TRCS_System Validations를 확장하고 TRCS_TARValidations를 선택합니다.
 

 

4. 공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 예를 따릅니다.
예: TAR 양식의 PensionNCA 열에 대해 이연 법인세 마감 잔액(c) 추가

PensionNCA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ELSEIF 조건을 생성합니다.

"ELSEIF(@ISMBR("PensionNCA"))
"<Source Temp diff Account"->"FCCS_ClosingBalance"-
>"TRCS_NonCurrentAssets";"
전체 공식:

@CALCMODE(BOTTOMUP);
IF(@ISMBR("TRCS_TARF_Calc"))
IF(@ISIDESC("TRCS_AllNational"))
IF(@ISMBR("TRCS_TARFDeferredNonCurrentAssets") )

26장
TAR 양식 검증 멤버 공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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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S_NDefTaxNetVA"->"FCCS_ClosingBalance"->"TRCS_NonCurrentAssets";

ELSEIF(@ISMBR("PensionNCA"))
"Pension"->"FCCS_ClosingBalance"->"TRCS_NonCurrentAssets";
ELSEIF(@ISMBR("TRCS_TARFDeferredNonCurrentLiabilities"))
"TRCS_NDefTaxNetVA"->"FCCS_ClosingBalance"-
>"TRCS_NonCurrentLiabilities";
ELSEIF(@ISMBR("TRCS_TARFDeferredVANonCurrent"))
"TRCS_VATotal"->"FCCS_ClosingBalance"->"TRCS_Tax";
ENDIF
ELSEIF(@ISIDESC("TRCS_AllRegional"))
IF(@ISMBR("TRCS_TARFDeferredNonCurrentAssets") )
"TRCS_RDefTaxNetVA"->"FCCS_ClosingBalance"->"TRCS_NonCurrentAssets";
ELSEIF(@ISMBR("TRCS_TARFDeferredNonCurrentLiabilities"))
"TRCS_RDefTaxNetVA"->"FCCS_ClosingBalance"-
>"TRCS_NonCurrentLiabilities";
ELSEIF(@ISMBR("TRCS_TARFDeferredVANonCurrent"))
"[TRCS_RDefTaxNatTotal].[TRCS_RVATotal]"->"FCCS_ClosingBalance"-
>"TRCS_Tax";
ENDIF
ENDIF

5. 멤버 공식을 업데이트한 후에는 검증을 눌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7. 작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선택합니다.

팁:

여러 검증 조건을 추가한 후 성능 저하가 확인되면 검증 조건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TAR 자동화 롤오버 생성
보고서를 다음 기간으로 롤오버하려면 TAR 자동화 롤오버를 실행하여 이전 연도 마지막
기간의 규칙을 선택한 POV로 복사합니다. POV에 지정된 계정만이 아닌 모든 레벨 0 TARF
계정에 대해 롤오버가 실행됩니다.

TAR 자동화 롤오버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화면에서 TAR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3. TAR 자동화 양식에서 롤오버 기간의 POV를 선택합니다. 매핑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4. 구성 화면에서 롤오버를 선택합니다.

5. 롤오버 화면에서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26장
TAR 자동화 롤오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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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AR 자동화 규칙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주:

TAR 자동화 장부 잔액 규칙이 균등하게 롤오버됩니다.

7. 화면에서 TAR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8. 작업에서 TAR 자동화, 모든 이동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이전 연도 마지막 기간의 값이 선택한 POV에 표시됩니다.

26장
TAR 자동화 롤오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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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작업

세금 손실/세액 공제 프로세스는 생성 연도와 해당 만료 연도를 포함하여 세금 손실/세액 공제의
상세 구성을 캡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현재 준비금 및 일시적 차이 이월과
통합됩니다. 현재 연도, 이전 20년, 21년 이상 이전에 시작된 세금 손실/세액 공제가 포함된 과거
연도의 한 범주를 포함하여 생성된 세금 연도가 행에서 유지관리됩니다.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스케줄의
마감 차기이월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작업 에서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사용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구성 화면에서 기능 사용을 누릅니다.

3.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의 사용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시스템에서 기능을 사용설정했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확인을 누릅니다.

5. 로그오프한 후 다시 로그온하여 사용으로 설정된 기능을 확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새 만료 양식과 함께 사용하면 만료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양식을 실행하는 경우 작업 메뉴 항목도 생성됩니다. Tax Reporting 작업 에서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양식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메타데이터 설정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데이터 소스 차원의
TRCS_TotalCarryForward 계층이 생성됩니다.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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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S_TotalCarryforward 계층에는 TRCS_No Expiration, TRCS_Uncategorized 및
애플리케이션 시작 연도부터 생성된 20개 멤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스크린샷에서
시작 연도가 2015년이므로 FY2015부터 FY2034까지 멤버가 표시됩니다.

이 계층은 잠겨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요구사항에 따라 새 멤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멤버 이름은 FY<yearName>으로 생성됩니다.

이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되면 TRCS_CarryforwardExpYear(이동 멤버)가 속성
ApplyEndingRate와 함께 첨부됩니다.

Chapter 27
메타데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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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NOL(순 영업 손실)/세액 공제 작업

관련 항목:

• NOL(순 영업 손실)/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 NOL/세액 공제 자동화 사용

• NOL 자동화 화면 액세스

• NOL 자동화 열 작업

• NOL 자동화 규칙 관리

• NOL 자동화 계산 규칙 알아보기

NOL(순 영업 손실)/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NOL 자동화를 사용하여 현재 연도 세금 손실을 이연하고 세금 손실과 세액 공제 차기 이월을 활용
및 만료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규칙을 구성합니다.

현재 기간의 과세 소득(TaxableIncomeAfterLoss) 합계가 0보다 작을 경우 세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기간에 발생한 세금 손실은 미래의 기간/연도에 활용하도록 이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의 과세 소득(TaxableIncomeAfterLoss) 합계가 양수인 경우 이전 연도에 발생한 세금
손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연 손실(이전 기간 또는 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현재 기간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기 이월된 손실에 만료 연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만료
없음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연도에 만료되는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대손 처리될 수
있습니다.

NOL 자동화에서는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가 상위 세금 계산 지원 엔티티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만
상위 세금 계산 엔티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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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순 영업 손실 자동화 규칙은 국가별 세금 계산 및 지역별 세금 계산 둘 다에
적용됩니다.

NOL/세액 공제 자동화 사용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구성 화면에서 기능 사용을 누릅니다.

3. NOL 자동화의 사용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시스템에서 기능을 사용설정했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확인을 누릅니다.

5. 로그오프한 후 다시 로그온하여 사용으로 설정된 기능을 확인합니다.

Chapter 28
NOL/세액 공제 자동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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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면(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참조) 구성 큐브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NOL 자동화 및 현재 미지급 세금은 구성 큐브가 애플리케이션에 아직
없는 경우 구성 큐브를 생성하는 기능 사용의 일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큐브를
참조하십시오.

기능을 성공적으로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는 구성 카드로 이동하여 NOL 자동화 구성
항목으로 자동화 규칙을 정의합니다. NOL 자동화 규칙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NOL 자동화 화면 액세스
NOL 자동화 화면(국가 및 지역)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2. 구성을 선택합니다.

3. NOL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NOL 자동화 및 NOL 자동화 지역 옵션이 표시됩니다.

4. NOL 자동화 탭을 눌러 NOL 자동화(국가) 양식을 엽니다.

5. NOL 자동화 지역을 눌러 NOL 자동화(지역) 양식을 엽니다.

6. NOL 자동화 규칙을 정의한 경우(NOL 자동화 규칙 정의 참조) 저장을 누릅니다.

Note:

규칙을 추가, 제거 또는 복사하려면 작업을 선택하고 필요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NOL 자동화 규칙 복사

• NOL 자동화 규칙 제거

NOL 자동화 열 작업

Table 28-1    NOL 자동화 열

열 매개변수 설명

계정 값 NOL 자동화에서는 TaxLossesCFSTotal 손실의 하위 및 세액 공제의

하위가 모두 나열됩니다.
지역별 NOL 자동화에서는 TaxLossesCFSTotal 손실의 하위 및 세액

공제의 하위가 모두 나열됩니다.
기본값 위와 동일

설명 위와 동일

규칙 이름 값 NOL 규칙 1의 사용가능한 다음 동위

기본값 NOL 규칙 1
설명 새 규칙을 하위로 추가해야 합니다.

논리 - 이연 값 손실 이연 확인

Chapt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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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1    (Cont.) NOL 자동화 열

열 매개변수 설명

기본값 선택취소됨

설명 선택하면 이연 한도 퍼센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취소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연 한도 퍼센트 값을 지우거나

그대로 유지합니다.
세액 공제 계정의 경우 읽기 전용입니다.

논리 - 활용 값 손실 활용 확인란

기본값 선택취소됨

설명 선택하면 활용 한도 퍼센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취소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활용 한도 퍼센트 값을 지우거나

그대로 유지합니다.

논리 - 만료 값 손실 만료 확인란

기본값 선택취소됨

설명

엔티티 - 포함 값 모든 엔티티

기본값 없음

설명 엔티티를 포함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엔티티 차원 하위가

모두 표시된 멤버 선택기를 표시합니다.

엔티티 제외 값 모든 엔티티

기본값 없음

설명 엔티티를 제외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엔티티 차원 하위를

모두 보여 주는 멤버 선택기를 표시합니다.

관할권 - 포함 값 모든 관할권

기본값 없음

설명 관할권을 포함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관할권 차원 하위를

모두 보여 주는 멤버 선택기를 표시합니다.

관할권 - 제외 값 모든 관할권

기본값 없음

설명 관할권을 포함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관할권 차원 하위를

모두 보여 주는 멤버 선택기를 표시합니다.

이연 한도
퍼센트

값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기본값 100%
설명 "이연"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활용 한도 -
과세 소득/세금

- 퍼센트

값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기본값 100%
설명 "활용"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활용 한도 -
과세 소득/세금

- 금액

값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기본값 없음

설명 "활용"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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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1    (Cont.) NOL 자동화 열

열 매개변수 설명

활용 한도 -
C/F - 금액 -
퍼센트

값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기본값 100%
설명 "활용"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활용 한도 -
C/F - 금액 -
금액

값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기본값 없음

설명 "활용"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활용 우선순위 값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기본값 없음

설명 계정에 대해 여러 규칙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규칙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규칙 사용 안함 값 확인란

기본값 선택취소됨

설명 선택하면 규칙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NOL 자동화 규칙 관리
NOL 자동화 화면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금 손실을 이연 또는 활용하거나 만료하고
해당 오프셋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정의된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NOL 자동화
규칙이 적용됩니다.

• 만료 연도가 지난 이연 손실을 자동으로 만료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카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손실 및 공제 계정이 둘 다 포함된 TaxLossesCFSTotal 및 TaxCreditTotal 상위 계정의 기준
레벨 하위가 표시됩니다.

• 자동화된 현재 준비금 열의 TaxLossesCFSTotal에는 기준 레벨 계정의 NOL 자동화 규칙
결과가 표시됩니다.

• 활용 플래그가 선택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하위 열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 활용 한도 과세 소득 - 퍼센트 및 금액 - C/F 열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퍼센트 및
금액이 둘 다 있으면 금액이 퍼센트보다 더 우선됩니다.

– 활용 한도 C/F - 퍼센트 및 금액 - 과세 소득에 언급된 것이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값이
고려됩니다. 퍼센트 및 금액이 둘 다 있으면 금액이 퍼센트보다 더 우선됩니다.

– 우선순위 - 규칙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관련 항목:

• NOL 자동화 규칙 정의

• NOL 자동화 규칙 복사

• NOL 자동화 규칙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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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 자동화 규칙 정의

NOL(순 영업 손실)/세액 공제 규칙을 정의하려면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보안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Note:

NOL 자동화 규칙은 계산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되며 주문형 규칙으로 호출할 수
없습니다.

NOL 자동화 규칙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2. 구성을 선택합니다.

3. NOL 자동화 구성 항목을 사용하여 자동화 규칙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정마다
하나의 규칙이 정의됩니다.

4. 규칙을 더 추가하려면 작업 메뉴, 규칙 추가 순으로 누릅니다.

5.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 새 행이 삽입됩니다.

6. TaxLossesCFSTotal 계정 및 TaxCreditTotal 계정의 미리 채워진 기준 레벨 하위
목록에서 타겟 계정을 선택합니다.

7. 다음 계산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 이연(TaxCreditTotal 계정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음)

• 활용

• 만료

NOL 자동화 열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8. 계산을 적용할 엔티티를 입력하거나 제외된 엔티티를 입력하여 처리에서 제외할
엔티티를 확인합니다.

9. 퍼센트 또는 달러 금액을 입력합니다.

• 활용의 경우 퍼센트 또는 달러 금액을 입력합니다. 과세 소득 및 차기 이월 둘 다
활용 한도는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 이연의 경우, 이연 한도 퍼센트는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변경하여
손실 금액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의 경우, 퍼센트 및 달러 금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0. 활용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번호(예: 1)를 입력합니다.

11. NOL 자동화 규칙을 정의한 후에는 연결을 실행해야 합니다.

Note:

각 규칙 옆에 있는 규칙 사용 안함 확인란을 선택하여 규칙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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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NOL 자동화 규칙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선택하고 차원 탭을 선택합니다.

2. 구성으로 큐브를 선택하고 ID로 차원을 선택

3. TRCS_NOL 글로벌 규칙을 확대합니다.

4. TRCS_NOL Rule5를 누르고 동위 추가 아이콘을 누릅니다.

5. NOL 자동화 화면(참조: NOL 자동화 화면 액세스)으로 이동합니다. TRCS_NOL 글로벌
규칙에서 생성된 멤버 수에 따라 규칙 추가 규칙을 추가합니다.

Chapt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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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 자동화 규칙 복사

이전 규칙에서 NOL 자동화 규칙을 복사하여 새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L 자동화 규칙을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규칙을 복사하려면 복사할 규칙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 규칙 복사 순으로 누릅니다.

3. 이전 규칙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 규칙을 생성합니다.

NOL 자동화 규칙 제거

각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정에서 규칙 1을 제외한 NOL 자동화 규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NOL 자동화 규칙을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규칙을 제거하려면 제거할 규칙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 규칙 제거 순으로 누릅니다.

NOL 자동화 계산 규칙 알아보기
관련 항목:

• 세금 손실 이연

• 세금 손실/세액 공제 활용

•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Chapter 28
NOL 자동화 계산 규칙 알아보기

28-8



세금 손실 이연

과세 소득 및 특별 공제 합계(TaxableIncomeBeforeLoss + TaxSpecialDeductions)가 음수 금액인
경우 손실이 미래의 기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손실을 이연하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손실 이연에서는 과세 소득 및 특별 공제 합계와 TaxLossCarryforward 계정에 수동으로 입력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실이 이연되어 과세 소득이 0이 됩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 손실 적용 후 과세 소득이 0 미만인 경우 해당 손실이 미래의 기간/
연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손실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NOL 자동화에 지정된 이연 퍼센트에 따라
공식 손실 적용 전 과세 소득 x 이연 퍼센트 x -1을 사용하여 차기 이월 계정의 자동화가 채워집니다.

Note:

세액 공제 이연 금액은 수동 입력만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계정의 경우 자동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연 규칙 정의: 예제

과세 소득이 -35,493인 경우 시스템에서는 현재 기간의 손실을 35,493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연 퍼센트 금액만큼 손실을 자동으로 이연하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NOL 자동화 이연 규칙을 정의하고 연결을 실행한 후에는 시스템에서 값이 35,493인 손실
차기이월을 생성하여 음수 소득 합계 + 특별 공제 전체를 오프셋합니다. 그러면 현재 준비금의 과세
소득 및 과세 소득에 대한 현재 세금이 0으로 변경됩니다.

세금 손실 스케줄에서는 세금 손실 차기 이월 계정의 현재 연도 TLCCreatedAutomated 이동
멤버에 있는 장부 기록 손실을 보여 줍니다.

일시적 차이 스케줄에서는 타겟 세금 손실 차기 이월 계정의 자동화(CYSys) 열 아래에 있는 이연
손실을 보여 줍니다.

예제 사용 사례: 이연

관련 항목:

• 예제 사용 사례 1: 세금 손실의 100% 이연

• 예제 사용 사례 2: 세금 손실의 특정 퍼센트 이연

• 예제 사용 사례 3: 특정 엔티티의 세금 손실 이연

• 예제 사용 사례 4: 엔티티 제외를 사용하여 특정 엔티티의 세금 손실 이연

• 예제 사용 사례 5: 특정 관할권의 세금 손실 이연

• 예제 사용 사례 6: 관할권 제외를 사용하여 특정 관할권의 세금 손실 이연 : 관할권 제외를
사용하여 특정 관할권의 세금 손실 이연

예제 사용 사례 1: 세금 손실의 100% 이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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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동작

세금 손실 차기이월 자동화 계정을 사용하여 손실 전체(100%)를 오프셋하고 세금 손실
양식에 생성된 대로 금액을 전기합니다.

예제 사용 사례 2: 세금 손실의 특정 퍼센트 이연

구성

예상 동작

세금 손실 차기이월 자동화 계정을 사용하여 손실 과세 소득의 (10%)를 이연하고 세금 손실
양식에 생성된 대로 금액을 전기합니다.

예제 사용 사례 3: 특정 엔티티의 세금 손실 이연

구성

예상 동작

규칙은 San Jose 엔티티에만 적용됩니다.

예제 사용 사례 4: 엔티티 제외를 사용하여 특정 엔티티의 세금 손실 이연

구성

예상 동작

미국 엔티티 중 San Jose를 제외한 모든 기본 엔티티에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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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사용 사례 5: 특정 관할권의 세금 손실 이연

구성

예상 동작

모든 미국 거주지 기반 엔티티에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제 사용 사례 6: 관할권 제외를 사용하여 특정 관할권의 세금 손실 이연 : 관할권
제외를 사용하여 특정 관할권의 세금 손실 이연

구성

예상 동작

미국 거주지 기반 엔티티를 제외한 모든 거주지 엔티티에 규칙이 적용됩니다.

세금 손실/세액 공제 활용

과세 소득(TaxableIncomeAfterLoss)이 양수 금액인 경우 이전 기간 또는 연도에서 이연된 손실을
활용하도록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손실 활용에서는 과세 소득 및 특별 공제 합계와
TaxLossCarryforward 계정에 수동으로 입력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실이 활용되어 과세
소득이 0이 됩니다.

Note:

세액 공제 활용은 손실 활용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활용 규칙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하위 열(NOL 자동화 열 작업 참조)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 활용 한도 과세 소득 - 퍼센트 및 금액 - 퍼센트 및 금액이 둘 다 있으면 금액이 퍼센트보다 더
우선됩니다.

• 활용 한도 C/F - 퍼센트 및 금액 - 차기 이월 계정별로 활용 한도를 지정합니다. 퍼센트 및
금액이 둘 다 있으면 금액이 퍼센트보다 더 우선됩니다.

• 우선순위 - 규칙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Chapt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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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활용 프로세스에서는 가장 빠른 만료 연도를 찾아 해당 금액을 먼저 사용합니다.
모든 연도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시작 연도를 사용합니다.

관련 항목:

• 예제 계산

• 활용 규칙 정의

• 예제 사용 사례: 활용

예제 계산

관련 항목:

•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퍼센트

•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금액

•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퍼센트/달러 금액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퍼센트

Table 28-2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퍼센트

활용 과세 소득 활용 차기 이월 사용 사례 예(둘 중
적은 금액)

퍼센트 달러 퍼센트 달러

100% 1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50$여야 합니다.

100% 1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20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0$여야 합니다.

50% 1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25$여야 합니다.

50% 1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20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0$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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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2    (Cont.)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퍼센트

활용 과세 소득 활용 차기 이월 사용 사례 예(둘 중
적은 금액)

50% 1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0$여야 합니다.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금액

Table 28-3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금액

활용 과세 소득 활용 차기 이월 사용 사례 예(둘 중
적은 금액)

퍼센트 달러 퍼센트 달러

1000 1000 차기 이월은

5,000$이고 과세
소득은

5,00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00$여야 합니다.

1000 10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20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0$여야 합니다.

500 10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50$여야 합니다.

500 1000 차기 이월은

1,000$이고 과세

소득은 20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200$여야 합니다.

500 10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0$여야 합니다.

Chapter 28
NOL 자동화 계산 규칙 알아보기

28-13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퍼센트/달러 금액

Table 28-4    과세 소득 및 차기이월 퍼센트/달러 금액

활용 과세 소득 활용 차기 이월 사용 사례 예(둘 중
적은 금액)

퍼센트 달러 퍼센트 달러

100% 20$ 10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20$여야 합니다.

100% 100% 1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여야 합니다.

100% 20$ 100% 3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20$여야 합니다.

100% 30$ 100% 2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20$여야 합니다.

100% 30$ 100% 2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5$여야 합니다(즉,
과세 소득(50$)의
10%).

100% 30$ 10% 20$ 차기 이월은

100$이고 과세

소득은 50$입니다.
예상 활용 금액은

-10$여야 합니다

(즉, 사용가능한

차기 이월(100$)의
10%).

활용 규칙 정의

1. 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차기 이월 계정 활용 규칙을 정의합니다(활용에 여러 차기 이월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음).

2. 활용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숫자 1로 시작하고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증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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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을 저장합니다.

Note:

활용 프로세스에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엔티티에 양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엔티티에 활용할 수 있는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엔티티에 양수 소득이 있고 양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손실이 있는 경우 활용 자동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동일한 활용 프로세스가 지역 손실/공제 계정에도 적용됩니다.

Chapter 28
NOL 자동화 계산 규칙 알아보기

28-15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최대 18,00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후에는 아래 스크린샷에 활용 금액이 표시됩니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만료 연도에 따른 손실 활용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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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사용 사례: 활용

관련 항목:

• 예제 사용 사례 1

• 예제 사용 사례 2

예제 사용 사례 1

과세 소득 + 특별 공제 = 28,000

현재 연도: 2021

현재 기간: P12

현재 엔티티: LE105

활용 규칙:

Table 28-5    예제 사용 사례 1: 활용

알 수 없는 순
영업 손실

알 수 없는 자본
손실

만료 연도 사용가능한 TLC 자동화된 활용 만료 연도 사용가능한 TLC 자동화된 활용

2021 20,000 -20,000 2021 5,000 -5,000
2022 10,000 -3,000 2022 10,000
합계 30,000 15,000

1. 시스템에서 현재 연도(2021)부터 시작하여 오름차순에 따라 사용가능한 손실을 활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세부 계정 알 수 없는 순 영업 손실은 순서의 첫번째 1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는 순 영업 손실의 2021년 사용가능한 손실을 100% 활용합니다. 사용가능한 손실은
20,000입니다. 활용 금액은 20,000의 100%입니다. 남아 있는 과세 소득은 28,000 - 20,000 =
8,000입니다.

2. 세부 계정 알 수 없는 자본 손실은 순서의 두번째 2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는 자본
손실의 2021년 사용가능한 손실을 100% 활용합니다. 사용가능한 손실은 5,000입니다. 활용
금액은 5,000의 100%입니다. 남아 있는 과세 소득은 8,000 - 5,000 = 3,000입니다.

3. LE105 활용 규칙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사용가능한 손실이 더 이상 없거나
오프셋할 과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다음 연도인 2022년까지 계속해서 사용가능한
손실을 모두 활용하려고 시도합니다.

4. 세금 손실 차기이월 계정의 현재 준비금에서 활용 금액 합계가 오프셋됩니다.

예제 사용 사례 2

이 예제에서는 다양한 퍼센트가 사용된 활용 규칙을 보여 줍니다.

과세 소득 + 특별 공제 = 28,000

현재 연도: 2021

현재 기간: P12

현재 엔티티: LE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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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규칙:

Table 28-6    예제 사용 사례 2: 활용

알 수 없는 순
영업 손실

알 수 없는
자본 손실

만료 연도 사용가능한

TLC
자동화된 활용 만료 연도 사용가능한

TLC
자동화된 활용

2021 20,000 -15,000 2021 5,000 -5,000
2022 10,000 2022 10,000 -4,000
합계 30,000 -15,000 15,000 -9,000

이 예제에서는 구성 설정에 따라 TaxLossD0001 계정의 사용가능한 총금액 중 50%만
활용됩니다. 총금액은 30,000이고 50%는 15,000입니다.

구성 설정에 따라 알 수 없는 자본 손실 계정의 사용가능한 총금액 중 60%만 활용됩니다.
총금액은 15,000이고 60%는 9,000입니다.

모든 상세 계정에서 활용할 최대 금액은 24,000입니다.

따라서 28,000 - 24,000 = 4,000이 현재 준비금에 남아 있는 과세 금액입니다.

1. 시스템에서 현재 연도(2021)부터 시작하여 오름차순에 따라 사용가능한 손실을
활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세부 계정 알 수 없는 순 영업 손실은 순서의 첫번째 1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는 순 영업 손실의 2021년 사용가능한 손실을 100% 활용합니다.
사용가능한 손실은 20,000입니다. 활용 금액은 30,000의 50%인 15,000입니다.
15,000은 20,000보다 작으므로 15,000이 활용됩니다. 남아 있는 과세 소득은
28,000-15,000=13,000입니다.

2. 세부 계정 알 수 없는 자본 손실은 순서의 두번째(2)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는
자본 손실의 2021년 사용가능한 손실 합계 15,000 중 60%인 9,000을 활용합니다.
사용가능한 손실은 5,000입니다. 5,000은 활용할 최대 금액보다 작으므로 5,000이
활용됩니다. 남아 있는 과세 소득은 13,000-5,000=8,000입니다.

3. LE105 활용 규칙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사용가능한 손실이 더 이상 없거나
오프셋할 과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다음 연도인 2022년까지 계속해서
사용가능한 손실을 모두 활용하려고 시도합니다.

4. 세금 손실 차기이월 계정의 현재 준비금에서 활용 금액 합계가 오프셋됩니다.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계정에 대한 만료 규칙을 설정하면 현재 연도 및 아래 연도에 차기 이월 계정의 사용가능한
금액이 자동으로 오프셋됩니다. 자동 만료는 회계 연도의 마지막 기간 즉, P12를 연결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자동 만료는 현재 엔티티, 시나리오, 연도, 기간에 대한 자동 이연 또는 활용이 완료된 후에
발생합니다. 시스템에서 현재 기간 이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손실을 자동으로 만료하도록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손실 양식에서는 계정의 자동화된 만료(TRCS_TLCExpirationAutomated) 열에
만료된 손실을 표시합니다.

일시적 차이 양식에서는 현재 연도 및 기간에 대한 기타 조정(이연 전용) 열에 각 차기 이월
계정의 만료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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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논리는 만료 연도가 현재 연도 이전인 지정된 계정의 모든 사용가능한 금액을 만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료 연도가 현재 연도인 손실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기간 즉, P12에만 만료됩니다.

시스템에서 계정의 만료 연도 세금 손실 양식에 있는 TRCS_TLCAvailable 열에 따라 만료될 손실
금액을 결정합니다.

Note:

이 프로세스는 세액 공제 만료와 동일합니다.

관련 항목:

• 만료 규칙 정의

• 예제 사용 사례: 만료

만료 규칙 정의

1. 손실을 만료할 수 있는 차기 이월 계정 만료 규칙을 정의합니다.

2. 규칙을 저장합니다.

예제 사용 사례: 만료

관련 항목:

• 예제 사용 사례 1

• 예제 사용 사례 2

예제 사용 사례 1

손실 적용 전 과세 소득 + 세금 특별 공제 = 28,000

현재 연도: 2021

현재 기간: P12

현재 엔티티: LE105

Table 28-7    예제 사용 사례 1: 만료

알 수 없는 순
영업 손실

알 수 없는 자본
손실

만료 연도 사용가능한 TLC 자동화된 만료 만료 연도 사용가능한 TLC 자동화된 만료

2019 20,000 -20,000 2021 5,000 -5,000
2020 10,000 -10,000 202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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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사용 사례 2

미활용 손실이 있는 경우 만료 연도에 따라 만료됩니다. 연결 최종 기간이 P12인 경우에만
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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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티팩트 마이그레이션

관련 항목

• 아티팩트 익스포트

• 아카이브 업로드

아티팩트 익스포트
아티팩트를 익스포트하여 환경 간에 예를 들어, 테스트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백업을 생성합니다.

익스포트할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구성요소에 속하는 아티팩트 조합 또는 서비스의 모든
아티팩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 Planning

• Data Management

• Calculation Manager

• 그룹 및 멤버십

• 보고

익스포트 프로세스에서 생성하는 스냅샷은 60일 동안 저장되며 이 기간 후에는 자동으로
서비스에서 삭제됩니다. 환경을 복제하기 위해 EPM Automate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기능의
대안인 스냅샷 복제 기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티팩트 업데이트 보고서 생성(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마이그레이션 관리 가이드에 있음)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아티팩트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마이그레이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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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 탭을 선택합니다.

3. 이름에서 익스포트할 아티팩트를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 또는 선택사항 지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5. 익스포트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 익스포트 폴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폴더 이름의 경우 기본 운영 체제에서
지원되는 문자만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Windows에서는 폴더 이름에 콜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마이그레이션 상태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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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스포트된 아티팩트가 들어 있는 폴더에 액세스하려면 스냅샷 탭을 선택합니다. 아카이브
업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아카이브 업로드
이 옵션을 사용하여 로컬 컴퓨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ZIP 파일(데이터, 메타데이터, 규칙 정의,
차원 정의, 매핑된 트랜잭션, 백업 스냅샷 등)을 업로드합니다. 이름이 동일한 파일이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경우 ZIP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60일 동안 저장되며 이 기간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아카이브를 업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마이그레이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스냅샷 탭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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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에 업로드할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4. 마이그레이션 옵션 을 누릅니다.

5. 임포트 옵션 대화상자에서 업로드에 사용할 옵션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닫기(
 

 
)를 누릅니다.

6. 업로드 위치로 이동하여 업로드를 누릅니다.

7. 업로드가 완료되면 보고서 탭을 선택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 아티팩트 업데이트 - 아티팩트 옵션, 시작 및 종료 날짜, 범주를 입력하고 보고서
실행을 누릅니다. 결과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 마이그레이션 상태 - 마이그레이션 상태 보고서를 눌러 보고서의 결과와 상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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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승인 단위 계층 구조 관리

관련 항목

•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생성

• 승인 단위 계층 구조 편집

• 승인 단위 계층 사용 보기

• 승인 단위 계층 구조 동기화

•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삭제 및 이름 바꾸기

•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익스포트

•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임포트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생성
승인 단위 계층에는 검토 프로세스의 일부인 엔티티가 포함됩니다. 승인 단위는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승인 단위 계층을 생성,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승인 단위 계층 관리

승인 단위 계층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3. 생성을 누릅니다.

4. 승인 이름, 승인 옵션 및 템플리트로 계층을 설정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5. 승인 프로세스에 포함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 멤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6. 승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해 소유자와 검토자를 지정하고 승인 단위 이관 경로를
생성합니다.

승인 단위 소유자 및 검토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7. 저장을 누릅니다.

승인 단위 계층 설정

기본 승인 단위 계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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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총 지역"이라는 승인 단위 계층이
생성됩니다. 이 승인 단위 계층에는 "총 지역" 계층 아래의 모든 엔티티가 포함됩니다. 이
승인 단위 계층에 지정된 승인 템플리트는 "연결"입니다. 이 템플리트는 잠금 및 잠금 해제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기간 잠금을 시작한 경우 잠금을 계속하려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 "총
지역" 승인 단위 계층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스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총 지역" 승인 단위 계층을 수정하여 "연결 - 상향식"이라는 새 승인 템플리트를
사용합니다.

• 새 승인 단위 계층을 생성하고 검토 프로세스를 위한 승인 단위 계층에 포함할 엔티티를
지정합니다.

새 승인 템플리트 "연결 - 상향식"을 승인 프로세스에 사용하여 새 승인 단위 계층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기간을 잠그지 않은 경우 기본 "총 지역" 승인 단위 계층을
수정하여 새 승인 템플리트 "상향식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경우
검토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여 시스템에서 워크플로우에 새 승인 템플리트가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계층을 생성하려면 생성을 누릅니다.

• 기존 계층을 편집하려면 계층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승인 차원을 선택합니다.

5. 계층 이름에서 승인 단위 계층 이름을 지정합니다.

6. 선택사항 설명을 지정합니다.

7. 승인 사용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모두 - 모든 엔티티를 승인 프로세스에 추가합니다.

• 사용자정의 - 승인 단위로 지정된 상위 엔티티 및 엔티티 생성 레벨을 포함합니다.
선택 내용을 기반으로 계층에 필수 엔티티가 추가됩니다.

• 없음 - 자동으로 엔티티를 승인 단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층에 포함할 엔티티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승인 템플리트에서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9. 큐브는 "연결"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10.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음을 누르거나 기본 및 하위 계층 선택을 선택하여 승인 단위 멤버를 선택합니다(승인
단위 계층 멤버 선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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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확인 순으로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승인 단위 계층을 닫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 멤버 선택

승인 단위 계층 멤버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승인 차원에서 다음을 누르거나 기본 및 하위 계층 선택을 선택하여 승인 단위 계층 정의를
계속합니다.

• 워크플로우를 선택한 다음 승인 단위를 선택하여 승인 단위 계층을 편집합니다.

참고:

• 승인 단위 계층 멤버를 선택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본 계층으로 재설정을 눌러 [승인 차원]
페이지에 정의된 기본 멤버십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공유 멤버는 기본 계층에 표시되고 대체 계층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
E1이 엔티티 차원의 "기본" 계층인 상위 P1 아래에 있고 엔티티 차원의 대체 계층에 있는
다른 상위 P2 아래에도 정의되어 있는 경우, E1이 승인 단위 계층의 일부가 되도록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P1 아래의 E1만 표시됩니다. P2를 확장하면 E1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다음과 같이 승인 단위 계층에서 엔티티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확장을 선택하여 표시를 확장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축소를 선택하여 표시를 축소합니다.

• 모든 엔티티를 선택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엔티티를 모두 표시합니다.

• 승인 단위를 선택하여 이전에 사용으로 설정한 승인 단위만 표시합니다.

• 검색에서 이름, 별칭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검색]에 이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여
엔티티를 찾은 다음, 계층에서 [위로 검색] 또는 [아래로 검색]을 누릅니다.

• 다중 페이지 승인 단위 계층 페이지에서 페이지 간에 이동하려면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고 이동을 누르거나, 시작(첫 페이지), 이전(이전 페이지), 다음 또는 끝(마지막
페이지)을 누릅니다.

3. 선택사항: 승인 프로세스의 기본 설정에 포함되지 않은 승인 단위에 대해 승인 단위 이름
왼쪽에 있는 상자를 선택하여 승인 단위를 승인 프로세스에 포함합니다.

4. 선택사항: 승인 단위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승인 프로세스의 하위 계층 멤버를
정의한 후 포함/제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1차 하위 구성요소 포함 - 승인 단위의 1차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 멤버 포함 - 승인 단위만 포함하고 해당 하위 멤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모든 하위 멤버 포함 - 승인 단위의 모든 하위 멤버를 포함합니다.

• 세대 포함 - 승인 단위 세대를 하나 이상 포함합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포함할 세대를
지정합니다.

• 1차 하위 구성요소 제외 - 승인 단위의 1차 하위 구성요소를 제외합니다.

• 멤버 제외 - 승인 단위만 제외하고 해당 하위 멤버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 모든 하위 멤버 제외 - 승인 단위의 모든 하위 멤버를 제외합니다.

• 세대 제외 - 승인 단위 세대를 제외합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제외할 세대를 지정합니다.

5.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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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누르거나 소유자 지정을 선택하여 승인 단위 소유권을 지정합니다.

• 저장, 확인 순으로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승인 단위 계층을 닫습니다.

승인 단위 소유자 및 검토자 지정

승인 단위 소유권은 승인 단위 상위 멤버에서 상속됩니다. 승인 단위 검토자도 상속됩니다.
승인 단위에서 상속한 승인 단위 소유자와 검토자가 아닌 다른 소유자와 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지정할 때 소유자를 해당 승인 그룹 멤버에 복사 옵션이 기본적으로 사용
설정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동일한 소유자를 모든 단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계에 다른 소유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엔티티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이 옵션을 선택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 단위 소유자 및 검토자를 지정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 소유자의 경우 단일 사용자 또는 그룹을 승인 단위 소유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승인 단위 계층의 최상위 레벨 엔티티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 검토자의 경우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승인 단위 검토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를 검토자로 선택하는 경우 모든 사용자가 승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승인은
사용자가 입력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단일 그룹 또는 여러 그룹을 검토자로 선택하는 경우
그룹 내의 모든 사용자가 검토자가 될 수 있고 다음 레벨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승인 단위 소유자와 검토자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동일한 소유자를 모든 단계에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소유자를 해당 승인 그룹 멤버에
복사 옵션을 선택취소합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본 멤버 선택 탭 또는 기본 및 하위 계층 선택 탭에서 다음을 누르거나 소유자
지정 탭을 선택하여 승인 단위 계층을 계속 정의합니다.

• 워크플로우를 선택한 다음 승인 단위를 선택하여 승인 단위 계층을 편집합니다.

3. 승인 단위를 선택한 후 소유자에서 소유자 선택 아이콘을 눌러 소유자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승인 단위에는 소유자가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이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탭을 선택하여 개별 사용자를 소유자로 지정합니다. 그룹 탭을
선택하여 그룹을 소유자로 지정합니다.

4. 검토자에서 검색을 누르고 승인 단위 검토자를 선택합니다.

검토자는 개별 사용자, 단일 그룹 또는 여러 그룹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탭을 선택하여
개별 사용자를 검토자로 지정합니다. 그룹 탭을 선택하여 단일 그룹이나 여러 그룹을
검토자로 지정합니다.

주:

검토자가 개별 사용자이면 승인 단위를 검토하게 할 순서대로 검토자를
선택합니다. 목록의 첫 번째 검토자가 승인 단위에 대해 작업할 첫 번째
사용자입니다. 첫 번째 검토자가 승인 단위를 승격하면 선택한 두 번째
검토자가 승인 단위 소유자가 되는 방식으로 검토 작업이 생성한 검토자 목록
전체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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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관 경로에서 을 눌러 엔티티의 승인 단위 이관 경로를 표시하고, 정확한지 확인한 후,
오류를 모두 정정합니다.

엔티티를 승인하고 잠그기 위해서는 엔티티가 이관 경로에 따라 이동하여 해당 경로의 최종
소유자 또는 검토자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관 경로의 최종 소유자/검토자만 엔티티를
승인하거나 잠글 수 있습니다.

6. 선택사항: 다음 사용자에게 통지에서 검색을 눌러 해당 승인 단위에 대해 승인 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통지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통지를 받으려면 통지를 받을 사용자가 사용자 환경설정에서 전자메일 ID를 설정하고 승인
통지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Oracle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Cloud
작업에서 "통지 전자메일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7. 선택사항: 다른 승인 단위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하거나 상속된 소유자 또는 검토자를
변경합니다.

8. 저장을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계속하거나 확인을 눌러 작업을 저장하고 승인 단위 계층을
닫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 구조를 시나리오에 지정

승인 단위를 정의한 후 특정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에 승인 단위 계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에 승인이 사용으로 설정된 시나리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특정 시나리오/연도/기간에 승인 단위 계층을 하나만 지정합니다. 동일한 시나리오/연도/
기간에 여러 승인 단위 계층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총 지역" 승인 단위 계층이 생성되고 실제
시나리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연도 및 기간이 지정됩니다. 새 승인 단위 계층을 생성하면서 "총
지역"에 이미 지정된 시나리오/연도/기간을 지정하려면 먼저 시나리오/연도/기간 항목을 "총 지역"
에서 제거한 후에 새 승인 단위 계층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을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에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 지정을 누릅니다.

3.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지정을 추가합니다.

a. 승인 단위에 대한 작업 열에서 을 누릅니다.

b. 시나리오 열 드롭다운에서 승인 단위 계층과 연결할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c. 연도 열 드롭다운에서 승인 단위 계층과 연계할 연도를 선택합니다.

d. 기간 열 드롭다운에서 승인 단위 계층과 연계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여러 기간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예: 실제, FY19, 1월, 2월, 3월 등).

e. 확인을 누릅니다.

새 지정 행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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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지정을 제거하려면 삭제 를 누릅니다.

4. 저장을 눌러 지정을 저장하고 계속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 구조 편집
승인 단위 계층을 편집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승인 계층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3.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변경할 해당 탭을 선택합니다.

• 승인 차원

승인 단위 계층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및 하위 계층 선택

승인 단위 계층 멤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 소유자 지정

승인 단위 소유자 및 검토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

승인 단위 계층 사용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5. 완료되면 저장을 누릅니다.

승인 단위 계층 사용 보기
승인 단위 계층 구조에는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지정 또는 양식에 정의된 데이터 검증 규칙
등의 종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경우 먼저 종속성을
제거해야 계층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성을 보고 제거할 수 있도록 [사용]
탭을 통해 승인 단위 계층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 사용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3.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른 다음 사용을 선택하여 승인 단위 계층 종속성을
봅니다.

4. 양식을 선택하여 양식에 있는 연계된 데이터 검증 규칙을 보거나, 승인 단위 지정을
선택하여 연계된 시나리오 지정을 봅니다.

• 데이터 검증 규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양식별로 나열됩니다. 링크를 눌러 양식을
새 탭에서 편집 모드로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규칙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여
계층에서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30장
승인 단위 계층 구조 편집

30-6



•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시나리오별로 나열됩니다. 링크를 눌러
지정을 새 탭에서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지정을 제거하여 계층에서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5. 종속성을 제거하려면 사용 탭에서 새로고침을 눌러 목록을 새로고칩니다.

6. 승인 단위 계층을 삭제하는 경우 모든 종속성이 제거될 때까지 해당 단계를 반복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 구조 동기화
승인 단위 계층에 사용되는 차원 멤버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단위 계층을
변경사항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 목록을 표시할 경우 각 승인 단위 계층 항목은 최근
변경사항이 승인 단위 계층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차원 멤버
변경사항을 승인 단위 계층에 동기화합니다.

주:

차원 멤버를 추가할 때 멤버가 승인 단위 계층의 포함 규칙에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 단위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한 엔티티가 4세대 엔티티이고 포함
규칙에 1세대부터 3세대까지만 승인 단위에 포함하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엔티티가 승인
단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티티가 3세대 멤버인 경우에는 다음에 승인 단위
계층을 편집 및 저장하거나 동기화할 때 승인 단위로 추가됩니다.

변경사항을 승인 단위 계층 구조에 동기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른 다음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2. 동기화됨 열에서 승인 단위 계층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 동기화됨 - 변경사항이 승인 단위 계층과 동기화됩니다.

• 동기화되지 않음 - 변경사항이 승인 단위 계층과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 user에 의해 잠김 - 사용자가 승인 단위 계층을 편집 또는 동기화 중입니다.

주:

승인 단위 계층을 표시한 후에 다른 사용자가 승인 단위 계층을 편집하거나
동기화하면 승인 단위 계층 목록에서 해당 승인 단위 계층이 "잠김"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승인 단위 계층을 동기화하려 하면 동기화되지 않고 편집 중이라는
내용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동기화되지 않음으로 나열된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하고 동기화를 누릅니다.

변경사항이 승인 단위 계층에 적용되고 승인 단위 계층에 대해 정의된 포함 규칙에 따라 승인
단위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엔티티가 여러 계층에 속하는 경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든 승인 단위 계층을 동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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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경사항을 다른 사용자가 편집하거나 동기화하는 승인 단위 계층으로
동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4. 동기화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려면 작업 콘솔로 이동합니다.

작업 목록에는 처리되는 각 승인 단위 계층의 상태와 오류 세부정보가 포함됩니다.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삭제 및 이름 바꾸기
데이터 검증 규칙 또는 시나리오 지정에서 참조하지 않는 경우 승인 단위 계층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계층에서 객체의 연결을 끊을 수 있도록 [사용] 탭에는 계층을
참조하는 객체가 표시됩니다.

승인 단위 계층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해당
계층을 참조하는 객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 구조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삭제하려면, 삭제할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누릅니다.

• 이름을 바꾸려면, 이름을 바꿀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를 누른 다음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익스포트
승인 단위 계층을 익스포트하는 경우 정의 및 지정 정보를 비롯한 승인 단위 계층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을 생성한 후 해당 콘텐츠를 기존 승인 단위 계층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승인 단위 계층 구조 임포트 참조).

승인 단위 계층 구조를 내보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른 다음 워크플로우에서 임포트 및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2. 승인 단위 계층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3. 기존 승인 단위 계층 이름에서 내보낼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5. 저장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익스포트 파일을 선택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6. 익스포트 또는 완료를 누릅니다. 익스포트는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는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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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단위 계층 구조 임포트
승인 단위 계층을 정의 및 지정 정보를 비롯한 승인 단위 계층의 임포트 파일 콘텐츠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임포트 파일은 기존 승인 단위 계층을 내보낸 결과입니다. 승인 단위 계층 구조
익스포트를 참조하십시오.

승인 단위 계층 정보를 임포트하는 경우 승인 단위 계층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임포트 전에
익스포트 파일로 채워진 승인 단위 계층이 있고 이름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임포트
프로세스는 항상 바꾸기 모드를 사용합니다. 즉, 먼저 승인 단위 계층의 모든 멤버를 삭제하고 로드
파일의 새 멤버로 지정된 각 멤버를 추가합니다.

주:

멤버가 입력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승인 단위 계층을 로드하면 기존 멤버와 해당 1차
하위가 계층에서 삭제됩니다.

승인 단위 계층을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른 다음 워크플로우에서 임포트 및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2. 승인 단위 계층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3. 기존 승인 단위 계층 이름에서 내보낸 정보를 받는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합니다.

주:

가져온 승인 단위 계층에는 정의된 소유자, 검토자 및 이관 경로 결정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승인 단위 계층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정된 엔티티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승인 단위 계층을 임포트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승인 단위 계층 파일을
임포트하기 전에 계층을 [시작되지 않음] 상태로 재설정하는 제외 작업을 수행하여
승인 단위 계층이 시작되지 않도록 합니다.

4. 소유권이 있는 승인 단위 계층에 대해 찾아보기를 눌러 내보낸 승인 단위 계층 파일 중에서
가져올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임포트 또는 완료를 누릅니다. 임포트는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는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임포트에 성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내보낸 파일의 승인 단위 계층 정보가 기존
승인 단위 계층 이름에서 선택한 승인 단위 계층에 성공적으로 복사된 것입니다.

임포트에 실패했습니다. 일부 항목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세부정보를
눌러 로그 파일을 봅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승인 단위 계층 임포트를 다시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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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승인 프로세스 관리

관리자는 승인 단위 계층 설정, 특정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에 승인 단위 계층 지정, 검증 규칙 설정,
검토 프로세스 시작 등의 승인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승인 프로세스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는 승인 프로세스 중에 승인 단위 계층 내 각 엔티티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해당 엔티티에
대한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상태는 관리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고급 사용자 및
사용자와 같은 기타 사용자는 홈 페이지의 승인 카드에서 승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Oracle Tax
Reporting Cloud 작업 가이드의 데이터 검토 및 승인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 상태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관리를 누릅니다.

3.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에서 적합한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4. 이동을 누릅니다.

5. [보기] 메뉴에서 프로세스 상태를 선택합니다.

승인 프로세스 개요
관리자가 데이터의 소유권을 전송하고 검토 제어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위해 데이터가 승인 단위로 구성됩니다. 승인 단위는 특정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의
데이터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Actual/FY18/Jan/Massachusetts

• Budget/FY19/Feb/New York

일반적으로 승인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관리자가 승인 단위 계층을 설정합니다.

• 관리자가 승인 단위 계층에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조합을 지정합니다.

• 관리자가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소유자와 검토자가 이관 경로에 따라 승인 단위를 승격합니다.

• 승인 계층의 마지막 검토자가 승인 단위를 승인합니다. 승인 상태로 변경됩니다. 승인 단위가
승인됨이면 추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가 기간을 닫기 전에 선택적으로 엔티티를 잠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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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용
승인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시나리오 차원에 대해 승인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승인에 대해 사용] 옵션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승인 단위
지정 화면에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차원을 누르고 시나리오 차원을 선택합니다.

3. 멤버 등록정보 편집을 누릅니다.

4. 승인에 대해 사용을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CbCR용 별도 승인 설정
국가별 보고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준비금과 CbCR 큐브를 동시에 모두 잠그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결하고 잠글 수 있는 별도의 시나리오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결 큐브의 경우 장부 계정, FX 환율, 세율은 법인세 준비금 시나리오(예: 실제)에
저장됩니다.

• CbCR 큐브의 경우 CbCR 특정 데이터가 CbCR 시나리오(예: Actual_CbCR)에
저장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_CbCR extension을 포함하는 당기 준비금 시나리오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Actual_CbCR 또는 Forecast_CbCR입니다.

주:

CbCR 시나리오가 있음 사용자정의 속성이 법인세 준비금 시나리오(실제)에
첨부되고 나면 Actual_CbCR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현재 준비금의 경우 연결 시나리오에 데이터, FX 환율, 세율을 입력합니다. CbCR
시나리오에는 CbCR 데이터만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시나리오 멤버에 대해 데이터가 이미
로드되었으므로 CbCR 시나리오에서 장부 계정 데이터, FX 환율 또는 세율을 로드하지
마십시오.

주: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가 CbCR에 개별 승인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는 시나리오에 내역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이그레이션하면 모든 내역 데이터를 새 CBCR 시나리오
멤버에 복사합니다.

별도의 승인 프로세스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작성 및 관리, 차원을 순서대로 선택하십시오.

2. 차원에서 시나리오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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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당기 준비금 시나리오(예: Actual)를 선택하여 CbCR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편집 을 누
르십시오.

4. [멤버 편집] 화면에서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5. 사용가능한 속성 값에서 CbCR 시나리오가 있음 사용자정의 속성을 펼치십시오.

6. CbCR_Scenario_Yes를 선택한 다음 추가를 눌러 속성을 지정된 속성 값으로 이동하고 저장.
 

 
을 누르십시오.

7. 차원 탭에서 새 시나리오를 보십시오(예: Actual_CbCR). Consol과 CbCR 큐브 모두에 새
시나리오가 생성됩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저장을 누르십시오.

주:

특정 큐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큐브에서 모든 큐브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8.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을 눌러 모든 큐브를 새로고치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치는 경우 완료를 누르십시오. 서로 적합한 시나리오 멤버와 큐브를
관리하도록 올바른 교차점이 생성됩니다.

9. 네비게이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적합한 교차점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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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나리오 및 계정 조합을 선택하여 생성된 적합한 교차점을 확인한 다음 취소를 눌러
종료하십시오. 적합한 교차점을 사용하면 큐브의 부적합한 시나리오 멤버에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게 제한합니다. 적합한 교차점은 읽기 전용입니다.

 

 

11. 선택사항: 시나리오에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기존 시나리오에 저장된 기존
CbCR 데이터를 새로 생성된 CbCR 시나리오 멤버로 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a.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b. 개별 승인 프로세스를 위한 CbCR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누르십시오.

c. 개별 승인 프로세스를 위한 CbCR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대화상자에서 실행을
누르십시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모든
교차점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데이터 양에 따라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d.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려면 홈 페이지에서 CbCR과 테이블 1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편집하여 새로운 CbCR_ Scenario를 선택한 다음 적용하십시오.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12. 내역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테이블 1 순으로 선택합니다.

b. CbCR 시나리오의 POV를 선택합니다.

c. 테이블 1의 조치에서 Consolidate_CbCR을 선택합니다.

d. 실행을 누릅니다.

e. 연결된 결과를 검토합니다. 총계가 표시됩니다.

 

31장
CbCR용 별도 승인 설정

31-4



 

13. 시나리오 통화를 환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테이블 1 순으로 선택합니다.

b. CbCR 시나리오의 POV를 선택합니다.

c. 테이블 1의 조치에서 Translate_CbCR을 선택합니다.

d. POV를 확인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e. 환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

환산에 사용된 FX 환율은 연결 시나리오의 법인세 준비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Actual_CbCR 환산을 실행하는 경우 실제 시나리오의 FX
환율이 사용됩니다.

14. 데이터를 연결, 변환 및 확인한 후 CbCR 시나리오 데이터를 잠글 수 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잠금 해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CbCR 시나리오와 독립적으로 연결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프로세스 시작
승인 단위 계층을 정의하고 특정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에 지정한 후에는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나면, 승인
단위는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한 검토자에서 다른 검토자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인 상태는 "시작되지 않음"입니다. 시작 프로세스에서 승인 단위 상태를 "검토 중"
으로 변경합니다.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시스템에서 승인 단위 계층 내 엔티티에 대한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각
기본 엔티티를 별도로 시작할 수도 있으나 기본 엔티티를 시작하면 해당 상위 멤버도 시작됩니다.

상위 엔티티를 시작하면 해당 하위 항목이 모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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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프로세스 후 각 엔티티의 현재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 열에 표시된 대로 이관 경로의
첫번째 소유자로 설정됩니다. 이관 경로 내에서 승인 단위가 승격되면 현재 소유자 및 위치가
따라서 업데이트됩니다. 관리자는 승인 단위 계층 내 각 엔티티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프로세스 상태 화면에서 해당 엔티티에 대한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제외할 특정 엔티티를 선택하여 언제든지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엔티티의 모든 승인 내역이 지워지며 시작을 다시 선택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엔티티가 이관 경로의 첫번째 소유자로 이동합니다.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관리를 누릅니다.

3.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에서 적합한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4. 이동을 누릅니다.

승인 단위 계층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그래픽 원형 차트에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5. 오른쪽 위에 있는 뷰 드롭다운에서 트리 뷰를 선택합니다.

6. 승인 단위를 선택하고 시작을 눌러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7. 승인 단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승인 상태가 [검토 중]으로 변경됩니다.

모든 승인 단위 레벨 및 사용가능 작업 목록은 Oracle Tax Reporting Cloud 작업의
"데이터 검토 및 승인"을 참조하십시오.

8. 선택사항: 특정 엔티티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제외를 선택하여
프로세스에서 승인 단위를 제거하고 승인 상태를 "시작되지 않음"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승인 단위를 제외하면 연계된 모든 노트와 내역이 삭제됩니다. 데이터 값은
유지됩니다.

승인 단위 이관 경로
승인 단위와 해당 상위의 소유자 및 검토자를 선택할 때 승인 단위 이관 경로를 설정합니다.

승인 단위의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엔티티의 승인 상태가
"검토 중"이 되고 승인 단위 계층에 대해 정의된 이관 경로에 따라 현재 소유자가 엔티티에
지정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승인 단위의 현재 소유자만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관 경로 내외부의 누구라도 읽기 또는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엔티티가 이관 경로 내에서 승격되면 승인 단위의 현재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엔티티가 다음
레벨로 승격된 후에는 엔티티의 데이터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은 계속 유지되지만
데이터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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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단위 주석 보고서 생성
관리자는 시나리오 및 승인 단위 멤버 세트의 주석에 대해 보고하여 승인 단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텍스트는 시간순으로 최근 항목이 맨 먼저 표시됩니다.

승인 단위 주석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른 다음 모니터 및 탐색에서 시스템 보고서를 누릅니다.

2. 승인 단위 탭을 선택하고 주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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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옵션 선택에서 보고서를 생성할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 조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를 선택한 경우 (멤버 선택기) 아이콘을 눌러 사용자정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4. 승인 상태에서 보고서에 표시할 상태를 선택합니다.

5. 화면 맨아래에서 보고서 생성을 눌러 보고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승인 상태 보고서 생성
승인 상태 보고서를 사용하여 승인 프로세스의 자세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이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쓰기 권한이 있는 승인 단위만 표시됩니다.

승인 상태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승인 단위

• 상위

• 상태

• 이전, 현재 및 다음 소유자

• 현재 위치

• 총계 값

• 마지막 상태 변경 날짜

샘플 승인 상태 보고서

 

 
승인 상태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른 다음 모니터 및 탐색에서 시스템 보고서를 누릅니다.

2. 승인 단위 탭을 선택하고 승인 상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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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 상태 선택에서 보고서에 표시할 상태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합니다.

4. 필터에서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의 차원 멤버를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승인 단위 계층 서브세트에서 필터링하려면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현재 위치 생성을 선택합니다.

7. 보고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 XLSX

• PDF

• XML

• HTML

8. 화면 맨아래에서 보고서 생성을 눌러 보고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검증 규칙
비즈니스 정책과 관행을 구현하기 위해 관리자는 양식에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확인되는 데이터
검증 규칙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서 검증 메시지를 생성하고, 제출된 승인 단위 데이터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고,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검토할 특정 검토자 또는 소유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 단위 이관 경로 사용자정의

• 부적합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승인 단위의 이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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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양식 내에서 검증 규칙을 정의하고 승인 단위 검증을 위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프로세스에서 검증은 다음 작업에 대해서만 실행됩니다.

• 승격

• 승인

• 잠금

• 잠금 해제

• 제외(현재 기간이 잠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관리자 작업)

다음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검증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사인오프

• 고정

• 고정 취소

• 거부

• 다시 열기

• 시작

• 소유권 확보

• 반환(그룹 작업)

• 시작(관리자 작업)

양식에 데이터 검증 규칙 포함

레이아웃 탭에서 그리드, 열, 행 또는 셀에 검증 규칙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처리되면 셀 색상을 변경하고 데이터 입력 중에 사용자에게 검증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승인 단위의 이관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증 규칙은 양식과 함께 저장됩니다.

데이터 검증 규칙을 추가하기 전에 규칙이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하고 규칙 범위를 계획해야
합니다.

양식에 데이터 검증 규칙을 포함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양식을 열고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2. 검증 규칙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주:

표시되는 메뉴 옵션은 컨텍스트별 옵션으로, 규칙이 이미 추가되었는지
여부와 이전에 메뉴 옵션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규칙이 포함된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검증 규칙 복사를 선택한
경우, 다른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검증 규칙 붙여넣기 메뉴
옵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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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양식 검증 규칙 옵션

옵션 설명

검증 규칙 추가/편집 데이터 검증 규칙 빌더 대화상자의 조건 빌더에서

기존 규칙을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검증 규칙 복사 새 위치로 붙여넣도록 선택된 규칙을 복사합니다.
검증 규칙 붙여넣기 이전에 복사된 규칙을 새 위치에 붙여넣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검증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양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승인 단위를 검증할 때 양식에

연계된 검증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기존 블록이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만 검증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블록이 포함될 수 있는

페이지 조합을 파악하고 해당 페이지 조합에

대해서만 검증을 실행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조합에 [동적 계산],
[동적 계산 및 저장], [레이블 전용] 또는 [하나의

하위 멤버와 함께 저장]이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가

항상 로드됩니다.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이 있는 셀 및 페이지에

대해서만 검증

사용될 경우 검증은 관리자가 아니라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로 실행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보안이 양식

멤버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승인 단위 차원의 사용자 변수에 가능한 각각의

값을 사용하여 검증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승인 차원의 사용자 변수를

해당 사용자 변수에 가능한 모든 값으로 바꿔 여러

번 양식을 검증합니다.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변수를 해당 사용자 변수에 가능한

전체 값으로 바꿔 한 번만 양식을 검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 변수 값으로 현재 승인 단위 멤버를

사용하여 검증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검증을 실행하기 전에 양식에

있는 승인 차원의 사용자 변수가 승인 단위 멤버로

바뀝니다.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변수가 해당 사용자 변수에 가능한 전체 값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규칙을 작성하고 검증합니다.

4. 양식에서 다음을 눌러 양식 빌드를 계속한 후 양식을 검증 및 저장합니다.

엔티티 잠금 및 잠금 해제
잠금 상태를 보고 승인 페이지에서 엔티티를 잠그고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상태
양식에서 잠금 상태와 계산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중에는 시스템에서 잠긴 엔티티를 로드하지 않습니다. 엔티티가 잠겨 있거나
승인된 경우 분개를 제출, 게시, 게시취소하거나 해당 엔티티를 포함하는 데이터 양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잠금 및 잠금 해제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이관, 승인 및 잠금

엔티티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면 잠그려는 엔티티가 포함된 승인 단위 계층을 생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는 "총 지역"이라는 승인 단위를 제공합니다.

31장
엔티티 잠금 및 잠금 해제

31-11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20361


엔티티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이거나 파워 유저여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면 "FCCS_Total Geography" 승인 단위에 대한 소유자가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소유자는 서비스 관리자와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승인 단위 계층 내 엔티티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적합한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인 경우 기본 승인 단위 계층 "FCCS_Total Geography"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자는 선택사항이므로 "FCCS_Total Geography"의 검토자를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 단위 계층 내의 개별 엔티티에 대해 다른 소유자 또는 검토자를 두도록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FCCS_Total Geography"의 모든 하위는 상위와 동일한 소유자 정보를
상속합니다.

"FCCS_Total Geography" 외부에 계층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계층에 적합한 소유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엔티티 잠금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잠글 수 있습니다.

• 엔티티의 계산 상태는 확인, 데이터 없음 또는 시스템 변경이어야 합니다. 계산 상태가
[변경]인 엔티티는 잠글 수 없습니다.

• 이전 기간 데이터는 잠겨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가 1월에 잠긴 경우에만 2월
기간에 해당 엔티티를 잠글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잠그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승인를 누릅니다.

2. 총 지역 승인 단위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총 지역 승인 단위는 [동기화되지 않음] 상태이며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3. 동기화 아이콘을 눌러 승인 단위를 동기화합니다.

주:

엔티티를 추가 또는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수행할 때마다 이
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4. 승인 단위를 시작하려면 네비게이터 아이콘을 누르고 승인 관리를 선택합니다.

승인 단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승인 단위의 엔티티가 "시작되지 않음" 상태로
유지됩니다.

5. 시작할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6. 오른쪽의 뷰 목록에서 트리 뷰를 선택합니다.

7. FCCS_Total Geography가 표시될 때까지 "총 지역"을 확장합니다.

FCCS_Total Geography는 "시작되지 않음" 상태입니다.

8. 시작을 눌러 "FCCS_Total Geography"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과 모든 하위 항목을 "잠금 해제됨" 상태로 전환합니다.

9. 홈 페이지에서 승인를 누릅니다.

10. 잠금 해제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11. [상태 변경] 페이지에서 상태 변경을 눌러 상태를 [잠금]으로 변경합니다.

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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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료를 누릅니다.

잠금 또는 잠금 해제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승인] 페이지에서 승인 단위 옆에 [실패]
상태가 표시됩니다. 링크를 눌러 자세한 검증 보고서를 보고 오류를 해결합니다.

엔티티 잠금 해제

다음 기간이 잠금 해제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의 데이터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가 3월에 잠금 해제된 경우에만 2월에 엔티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잠금 해제 또는 단일 잠금 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잠금 해제 - 상위 엔티티에서 잠금 해제 작업을 선택하면 상위 엔티티와 모든 하위 항목이 잠금
해제됩니다.

• 단일 잠금 해제 - 상위 엔티티에서 단일 잠금 해제 작업을 선택하면 상위 엔티티만 잠금
해제되고 해당 하위 항목은 잠금 해제되지 않습니다.

엔티티 잠금을 해제하고 엔티티 소유자를 선택하는 경우 현재 소유자를 포함하여 이전 이관 경로의
어떤 소유자라도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해 자동 옵션을 선택하면 새 소유자가 엔티티의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엔티티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승인 페이지에서 잠긴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2. 상태 변경 페이지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잠금 해제 - 상위 엔티티 및 모든 해당 하위 잠금 해제

• 단일 잠금 해제 - 상위 항목만 잠금 해제합니다.

3. 완료를 누릅니다.

잠금 또는 잠금 해제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승인] 페이지에서 승인 단위 옆에 [실패]
상태가 표시됩니다. 링크를 눌러 자세한 검증 보고서를 보고 오류를 해결합니다.

새 엔티티 잠금

계층에 새 엔티티를 추가하면 동기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잠금이 구현됩니다. 새 엔티티는 해당 상위
엔티티로부터 이전 기간의 잠긴 상태를 상속합니다. 상위 엔티티가 잠긴 애플리케이션의 첫번째
기간에서 확인이 수행됩니다. 상위가 잠겨 있으면 새 엔티티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엔티티가 잠깁니다.

• 새 엔티티가 NODATA 및 시작되지 않음 상태입니다.

• 새 엔티티의 상위가 잠겨 있습니다.

• 새 엔티티의 이전 기간이 잠겨 있습니다.

새 엔티티를 잠그지 않으려면 새 엔티티를 수동으로 잠금 해제해야 하며, 이 경우 상위가 잠금
해제됩니다.

새 엔티티를 추가하면 메타데이터가 변경되었으므로 승인 단위 계층이 "동기화되지 않음" 상태가
됩니다.

승인 단위 계층을 동기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른 다음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단위를 누릅니다.

2. 동기화되지 않음으로 나열된 승인 단위 계층을 선택하고 동기화를 누릅니다.
엔티티가 여러 계층에 속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승인 단위
계층이 동기화됩니다.

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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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화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려면 작업 콘솔로 이동합니다.
작업 목록에는 처리 중인 각 승인 단위 계층의 상태와 오류 세부정보가 포함됩니다.

엔티티 시작 가이드라인

엔티티가 승인 단위 계층의 일부이고 승인 단위 계층이 시나리오/연도/기간 조합에 지정된
경우 엔티티는 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엔티티가 승인 단위 계층의 일부가 아니거나 승인 단위 계층이 시나리오/연도/기간 조합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엔티티는 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엔티티의 경우 엔티티가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한 후에만(연결
템플리트에 대해 잠금 해제 상태이거나 상향 템플리트에 대해 검토 중 상태임) 엔티티에
데이터 입력이 허용합니다. 이 검사는 잠긴 상위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따라서 엔티티를 먼저 시작해야 엔티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시작 가이드라인은 모든 데이터 수정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양식
및 SmartView를 통한 데이터 입력, 데이터 로드, 데이터 복사 및 지우기, 분개 게시, 보충
데이터 게시, 연결, 환산 및 주문형 규칙 계산이 포함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로드하는 중이라 엔티티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엔티티가 시작되지 않은
한 데이터 입력이 방지되므로 데이터 로드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 데이터를 로드하고
조정하는 동안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하지 않으려면 승인 단위 계층에 대한 승인 단위 지정을
수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잠글 준비가 되면 승인 단위 계층 지정을 수동으로
추가하고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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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태스크 및 데이터 감사

관련 항목

• 감사 정보 개요

• 감사 태스크 구성

• 감사 세부정보 보기

•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감사 세부정보 보기

감사 태스크 구성
기본적으로 모든 태스크 그룹에 대해 감사 추적이 항상 사용됩니다. 태스크 그룹의 감사 옵션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의 태스크 감사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를 누릅니다.

2. 감사를 누릅니다.

3. 감사 정보 페이지에서 구성을 누릅니다.

4. 구성 페이지에서 태스크 그룹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선택한 태스크 그룹에 대해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 정보 개요
[감사 정보]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한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 그룹(예:
메타데이터 관리, 양식 또는 데이터), 작업(예: 추가 또는 수정), 사용자 ID,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별로 감사된 태스크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감사 정보를 보고 익스포트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태스크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용자 활동을 로그합니다.

• 데이터—셀 값과 세부정보

• 메타데이터 관리—멤버 또는 차원 추가, 등록정보 이동, 삭제 및 변경, 멤버 및 차원 이름 바꾸기

• 데이터 양식 정의—행 생성, 수정, 추가

• 규칙—계산 스크립트 및 비즈니스 규칙에서 업데이트(런타임 프롬프트 포함)

• 사용자 관리—추가, 변경 및 삭제된 사용자

• 보안—차원 멤버, 양식 및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액세스 권한

• 셀 세부정보 지우기—셀 세부정보, 설명, 첨부파일을 지우기 위한 사용자 선택

• 데이터 복사 및 데이터 세부정보 지우기—복사하고 지운 셀 텍스트, 첨부파일 및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선택

• 승인—승인 단위 소유자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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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추가, 변경 및 삭제된 대체 변수와 사용자 변수

• 태스크 관리자 내역

• 감사 구성—감사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거나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사용자 변경

감사 보고서 페이지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태스크—태스크 이름

• 시간—날짜 및 시간

• 속성—감사 속성

• 작업—예: 추가 또는 수정

• 값—태스크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과 세부정보 표시

태스크 관리자 감사 페이지에는 태스크 관리자 관련 객체에 대한 내역 레코드가 표시됩니다.
다음 태스크 관리자 객체가 추적됩니다.

• 알림

• 속성

• 필터(공용만 해당)

• 휴일 규칙

• 목록 필터 조건과 열 선택을 포함하는 목록(공용만 해당)

• 조직 구성 단위

• 스케줄

• 설정

• 태스크

• 태스크 유형

• 팀

• 템플리트

보충 데이터 감사 페이지에는 보충 데이터 관련 객체에 대한 내역 레코드가 표시됩니다.
추적되는 보충 데이터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

32장
감사 정보 개요

32-2



• 수집 간격

• 데이터 수집 기간

• 차원

• 필터

• 양식

• 목록

• 설정

• 템플리트

감사 세부정보 보기
태스크 감사 세부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를 누릅니다.

2. 감사를 누릅니다.

3. 선택사항: 태스크 관리자 관련 객체에 대한 내역 레코드를 보려면 태스크 관리자 감사 탭을
누릅니다.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감사 세부정보 보기을 참조하십시오.

4. 선택사항: 보충 데이터 관련 객체에 대한 내역 레코드를 보려면 보충 데이터 감사 탭을
누릅니다.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감사 세부정보 보기 참조

5. 기본적으로 감사 정보 페이지에는 모든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태스크를 필터링하려면 필터를
누르고 필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 태스크 그룹 - 하나 이상 또는 모두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모두입니다.

– 메타데이터 관리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의 하위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하위 그룹 목록을 표시합니다.

* 모두

* 사용자정의 차원

* 멤버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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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칭

* 기간

* 뷰

* 통화

* 통합

* 시나리오

* 엔티티

* ICP

* 계정

– 데이터 양식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양식의 하위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하위
그룹 목록을 표시합니다.

* 모두

* 양식

* 양식 폴더

– 데이터를 선택하면 교차 상자가 표시되므로, 멤버 교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체 또는 부분 멤버 교차를 입력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와일드카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작업 - 하나 이상 또는 모두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 사용자 ID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전체 또는 부분 사용자 ID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와일드카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시작 시간 - 달력을 눌러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 종료 시간 - 달력을 눌러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팁:

지우기를 선택하여 선택 항목을 지우고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6. 필터 기준을 선택하고 나면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드에는 감사 테이블에서 필터 기준과 일치하는 상위 1,000개의 레코드가
표시됩니다. 스크롤하여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7. 선택사항:

• 감사 정보를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에 익스포트하려면 익스포트를 누르고
다운로드 지침을 따릅니다. 익스포트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필터 기준과
일치하는 모든 레코드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 감사 정보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누릅니다. 삭제 옵션을 선택하면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레코드가 삭제됩니다.

모범 사례 팁: 감사 로그 데이터의 정기적인 아카이브 및 제거를 스케줄링하십시오(예:
매 분기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도 시스템의 감사 로그 데이터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내부 문서 유지 정책에 따라 아카이브된 감사 로그 파일을 유지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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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데이터의 주기적인 아카이브 스케줄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에서 애플리케이션 감사 레코드
아카이브 자동화를 참조하십시오.

주:

이 문서의 PDF 버전을 사용 중인 경우: 이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줄 바꿈
및 바닥글 정보를 방지하려면 이 주제의 HTML 버전에서 스크립트를 복사합니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의 
샘플 스크립트 복사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감사 세부정보 보기
태스크 관리자 감사 세부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감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 관리자 감사 탭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충 데이터 감사 탭을 선택하십시오.

3. 선택사항: 객체를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다음 범주의 필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 객체

• 이름

• 필드

• 수정한 날짜

• 수정자

• 수정

주: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필터를 모두 지우려면 필터

모음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5.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및 모두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6.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뷰와 열 순으로 선택한 다음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7. 열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뷰, 열 순서 재지정순으로 선택한 후 열을 선택하고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열을 끌어 순서를 변경합니다.

8. 선택사항: 감사 정보를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에 익스포트하려면 익스포트를 누르고
다운로드 지침을 따릅니다.
익스포트 옵션을 선택하면 필터 기준과 일치하는 모든 레코드가 xlsx 파일(Microsoft Excel
2007 이상 버전용 형식)로 익스포트됩니다.

감사 테이블을 수동으로 익스포트하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테이블 크기가
너무 커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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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감사 정보는 6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6개월이 넘은 감사 정보를
액세스하려는 경우 감사 레코드를 다운로드하여 복사본을 보관합니다.

• 데이터 감사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작업, 변경 기록 순으로
선택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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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ask Manager 설정

참조:

• Task Manager 용어

• 태스크 관리자 개요

• 샘플 태스크 플로우

• 태스크 관리자 뷰, 목록 및 필터 관리

• Task Manager 시스템 설정 관리

• Task Manager 속성 관리

Task Manager 용어
태스크
데이터 입력이나 데이터 통합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작업 단위입니다. 고급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사용자는 태스크 지침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고,
태스크를 제출, 재지정, 승인 및 거부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통지에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온하여 태스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태스크 유형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태스크(예: 데이터 입력 또는 G/L 추출)를 확인하고 범주화합니다. 태스크
유형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설정이나 해당 유형의 모든 태스크가 공유하는 질문 또는
지침과 같은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은 통합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유형
일반 사용자, 시스템 자동화 태스크,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

템플리트
반복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관리자는 월별이나 분기별과 같은 여러 유형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 템플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실행해야 하는 태스크 세트를 시간순으로 정의하며, 템플리트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날짜를 달력 날짜에 맞춘 것입니다.

대시보드
이 뷰에는 포털 스타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케줄 및 태스크 목록과
간략한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을 드릴다운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이슈와 같이 프로세스 동안 발생한 이슈에 대해 사용자가 보내는
통지입니다. 사용자는 문제를 식별하는 알림을 생성하고 해결을 위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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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관리자 개요
태스크 관리자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상호 종속적인 작업을 정의, 실행 및 보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태스크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실행을 위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반복 레코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태스크 및 가장 효율적인 태스크 플로우를 보장하는 스케줄 정의

•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상태 추적, 통지 및 알림 제공

• 전자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납, 만기 날짜, 상태 변경 통지

• 대시보드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태 모니터

•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류 및 지연 수정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유효성 분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1. 관리자가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가이드의 사용자 및 역할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가 필수 설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 조직 구성 단위를 설정합니다. Task Manager 조직 구성 단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글로벌 통합 토큰을 설정합니다. 글로벌 통합 토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휴일 규칙을 설정합니다. 태스크에 대한 휴일 규칙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첨부파일 크기 및 기타 시스템 설정을 지정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관리자
제한기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 전자메일 통지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3. 관리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필요한 태스크를 검토하고 태스크 유형을 설정하여
태스크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사전 정의된 제품 통합을 활용합니다.

태스크 유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4. 반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많으므로 이후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 태스크
세트를 템플리트로 저장합니다. 태스크 템플리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관리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한 번 설정한 후 모든 월이나
분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선행 태스크, 담당자 및 승인자가 태스크와 함께
정의됩니다.

5.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관리자는 템플리트를 선택하고 달력 날짜를
지정하여 스케줄(시간순 태스크 세트)을 생성합니다. 템플리트의 일반 태스크는 달력
날짜에 적용됩니다.

스케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6.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관리자가 스케줄 상태를 [대기 중]에서 [개설]로
변경합니다.

7.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스케줄을 수정하고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8. 비즈니스 프로세스 동안 사용자는 지정된 태스크에 대한 전자메일 통지를 받으며
전자메일의 링크를 눌러 지정된 태스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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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또는 사용자가 로그온하여 여러 다른 유형의 뷰에서 지정된 태스크를 검토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0. 사용자가 태스크를 완료하면 승인자에게 태스크가 전송되며 다른 사용자가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11. 사용자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이슈가 발생하면 이러한 이슈에 대해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정 대상자와 승인자에게 전달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개요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개요 비디오

샘플 태스크 플로우

시나리오 1: 고급 사용자

고급 사용자가 예정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템플리트와 태스크를 설정합니다.

• 고급 사용자가 로그온한 다음 [템플리트 관리] 페이지를 엽니다.

• 고급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 고급 사용자가 템플리트 태스크를 배열할 달력 날짜를 선택하고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 그런 다음, 고급 사용자가 템플리트에 태스크를 추가합니다.

• 고급 사용자가 스케줄을 열면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시나리오 2: 고급 사용자

고급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통해 활동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 고급 사용자 로그온하여 3일에 해당하는 작업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사용자가 드릴다운하여 미완료 태스크의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 고급 사용자가 열려 있는 태스크에서 지정된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이나 첨부파일을
검토합니다.

시나리오 3: 승인자

승인자로 할당된 사용자가 현재 태스크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된 승인자가 미결 태스크에 대한 전자메일 통지를 수신합니다.

• 승인자가 전자메일에서 태스크 링크를 선택합니다.

• 프로세스 개요를 보여 주는 [태스크 작업] 페이지가 실행됩니다.

• 승인자가 태스크 완료 시 사용자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여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 승인자가 추가 설명을 입력하고 제출을 승인합니다.

• 추가 레벨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태스크가 다음 승인자에게 전달됩니다. 태스크가 최종 필수
승인인 경우 태스크가 완료되고 다음 태스크가 실행됩니다(준비된 경우).

• 승인자는 태스크를 승인하는 대신 거부할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 태스크가 담당자에게
재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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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4: 사용자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온한 다음 지정된 태스크를 검토하고 완료합니다.

• 사용자가 로그온하여 태스크를 검토합니다.

• 사용자가 지정된 태스크에 대한 링크를 누릅니다.

• 태스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태스크 페이지와 참조 문서가 실행됩니다.

• 사용자가 지침 및 참조 문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처리하며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 시스템에서 태스크 상태를 자동 업데이트하고 지정된 승인자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시나리오 5: 사용자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는 태스크의 전자메일 통지에 응답하여 전자메일에서 링크를 누른
다음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 사용자가 미결 태스크에 대한 전자메일 통지를 수신합니다.

• 전자메일에서 사용자가 필수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는 페이지 링크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가 태스크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태스크를 엽니다.

• 사용자가 시스템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사용자가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태스크 관리자 뷰, 목록 및 필터 관리
관련 항목:

• 태스크 관리자 목록 보기

• 목록 뷰 작업

• 필터 관련 작업

태스크 관리자 목록 보기

태스크 관리자는 모든 태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위치입니다. 선택한 연도, 기간 및
스케줄의 태스크와 해당 상태 목록을 표시합니다.

관리자인 경우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태스크와 작업 중인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이면 주의가 필요한 역할에 활성 상태인 모든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스케줄 태스크 를 누릅니다.

3. 연도, 기간 및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태스크를 검색하려면 검색 필드에 태스크 목록을 검색할 텍스트 또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5. 선택사항: 태스크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필터 막대에서 필터 추가를 누르고 필터 기준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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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태스크 목록

목록 뷰 작업

목록 뷰에서는 화면 뷰에 레코드를 표시하고 레코드 세부정보에 대한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행을 표시하려면 오른쪽의 뷰 선택기에서 압축 뷰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 뷰에서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필터를 적용하여 목록에 포함되는 레코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록 뷰 저장

목록 뷰를 저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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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에서 목록 저장을 누릅니다.

3. 목록 저장 대화상자에 이름(최대 80자 입력 가능) 및 선택사항으로 설명( 최대 255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저장된 목록을 모두 보려면 목록 드롭다운 선택기를 클릭합니다.

목록 뷰 게시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게시를 선택하여 개인 목록 뷰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막대 오른쪽에서 필터 아이콘을 누르고 필터 관리를 선택한 다음 게시를
누릅니다. 저장된 뷰가 복제되므로 이제 개인용과 공용 버전이 있습니다. 공용 버전은 공용 열에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기본 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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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막대 표시

아이콘을 누른 후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태스크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필터를 생성/추가하고 필터를 저장, 삭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터 추가

필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스케줄 태스크 를 누릅니다.

3. 스케줄 태스크 창에서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4. POV 필터 모음 드롭다운에서 필터 조건(예: 알림)을 선택합니다.

5. 필요한 연산자와 값(예: 같음 및 예)을 선택합니다.

필터 저장

저장할 필터 조건을 설정한 후:

1. 필터 막대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필터 저장을 누릅니다.

2. 이름(예: "My_Filter")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필터 정의 -> 필터 기준 아래의 알림은 예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필터를
추가할 때 선택한 값과 동일한 값입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4.
아이콘을 누르면 My_Filter라는 새로 저장한 필터가 표시됩니다.

33장
태스크 관리자 뷰, 목록 및 필터 관리

33-6



Note:

• 각 필터를 클릭하여 생성한 필터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내용을 지우고 재설정하려면 모든 필터 지우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필터 관리

필터 메뉴에서 필터 관리 옵션을 선택하여 생성한 필터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 창에는 다음 옵션이 제공됩니다.

•
를 눌러 새 필터를 추가합니다.

–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 필터 유형(알림,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을 선택합니다.

– 필터 조건을 정의하려면 조건 생성 또는 조건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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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를 편집하려면

을 누릅니다.

• 필터를 복제하려면

를 누릅니다.

• 필터를 삭제하려면

를 누릅니다. 확인을 눌러 삭제를 확인합니다.

• 필터를 게시하려면

를 누릅니다. 필터를 게시하면 다른 사용자도 동일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터 열을 관리하거나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를 누릅니다.

태스크 관리자 시스템 설정 관리
참조:

• 글로벌 통합 토큰 관리

• Task Manager 조직 구성 단위 관리

• 태스크에 대한 휴일 규칙 관리

• 구성 설정 변경

글로벌 통합 토큰 관리

글로벌 통합 토큰 기능을 사용하면 매개변수가 있는 URL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URL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을 생성할 때 매개변수가 URL에 삽입됩니다. URL을 누르면 매개변수가 해당 값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매개변수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YearName$%22%22Period%20Name%22&val6=%22$PeriodName$
%22&col17=%22Logical%20Schedules%22.%22Year%20Name%22&val7=%2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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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ame$%22&col8=%22Logical%20Schedules%22.%22Deployment%20Name%22&val8=%22$ 
ScheduleName $%22

여기서 각 요소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YearName$ = 2012
$PeriodName$ = Jan12
$ScheduleName$ = DemoSchedule

다음과 같은 URL이 생성됩니다.

…
%222012%22%22Period%20Name%22&val6=%22Jan2012%22&col7=%22Logical%20Schedules%22.%22Year%20Name%22&val7=%222012%22&col8=%22Logical%20Schedules%22.%22Schedule%20Name%22&val8=%22DemoSchedule%22

매개변수는 애플리케이션에 정의된 정적 매개변수, 텍스트 및 목록 유형의 속성 및 태스크,
템플리트, 스케줄에 지정된 다음 기본 속성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이름

• 스케줄 이름

• 태스크 이름

• 태스크 ID

• 연도 이름

다음 위치에서 URL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템플리트: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가 [지침] 섹션에 템플리트에 대한 참조 URL을 추가하면
[지침] 탭에서 URL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 스케줄: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가 [지침] 섹션에 스케줄에 대한 참조 URL을 추가하면 [지침]
에서 URL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 태스크 세부정보: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또는 태스크 소유자가 [지침] 섹션에 태스크에 대한
참조 URL을 추가하면 [지침]에서 URL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 태스크 유형: 관리자가 [지침] 섹션에 태스크 유형에 대한 참조 URL을 추가하면 지침 탭에서
URL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 태스크 작업: 태스크 작업의 조회자가 참조 URL을 누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 토큰 생성

다음 지침은 글로벌 통합 토큰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토큰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 토큰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토큰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토큰을 삭제하려는 경우 경고가 표시됩니다. "글로벌 통합 토큰을
삭제하면 이 토큰을 참조하는 URL이 무효화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글로벌 통합 토큰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시스템 설정 탭을 누르고 글로벌 통합 토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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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고유한 토큰 이름

• 유형: 정적 또는 태스크 속성

• 토큰 값:

– 태스크 속성을 매개변수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 URL을 렌더링할 때 전달되는
값을 선택합니다.

– 정적 속성을 매개변수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 URL을 렌더링할 때 전달되는 값을
입력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토큰 삭제

토큰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시스템 설정 탭을 누르고 글로벌 통합 토큰을 선택합니다.

3. 토큰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누릅니다.

"글로벌 통합 토큰을 삭제하면 이 토큰을 참조하는 URL이 무효화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예를 눌러 삭제를 확인합니다.

Task Manager 조직 구성 단위 관리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여 관리자는 지역, 엔티티, 비즈니스 단위, 사업부, 부서 또는
태스크와 연계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엔티티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 단위는
보고에 도움이 되도록 계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층이 표시되면 관리자는 계층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계층의 다른 섹션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 단위 추가

조직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르고 조직 구성 단위를 선택합니다.

3. 동위 추가를 누릅니다.

4. 속성 탭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름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직 구성 단위 ID: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트랜잭션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
ID입니다.

조직 구성 단위 ID는 조직 구성 단위를 설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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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항: 상위 조직: 관리자가 계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시간대: 조직 구성 단위에 적용되는 시간대를 결정합니다. 시간대 선택은 선택사항입니다.
시간대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태스크 시간대가 사용자 시간대로 돌아갑니다.

• 휴일 규칙: 조직 구성 단위에 적용되는 휴일 목록을 결정합니다. 휴일 규칙 선택은
선택사항입니다.

• 업무일: 업무일인 요일을 결정합니다.

5. 액세스 탭에서는 관리자가 각 태스크에 지정하지 않고도 중앙 위치에서 조회자 및 설명자
액세스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추가를 누릅니다.

b. 조회자 선택에 이름과 성을 입력하거나 사용자 검색을 누른 다음 사용자 또는 그룹 또는 팀
을 선택합니다.

c.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추가 또는 모두 추가를 눌러 [선택됨]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 임포트

조직 구성 단위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르고 조직 구성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임포트( )를 누릅니다.

• 파일 선택을 누르고 CSV 임포트 파일로 이동합니다.

샘플 조직 임포트 형식:

주:

다음 섹션은 임포트 형식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Americas"라는 기존
상위 조직 구성 단위, "US"라는 휴일 규칙, "fm_user5"라는 조회자가
필요합니다.

"OrganizationalUnitID","Name","ParentOrganization","Description","TimeZone","H
olidayRule","Calendar","Workdays","Viewer1","Commentator1"
"US2","US2","Americas","Import Organization US2 Example","ET
(UTC-05:00)","US","",2-3-5,"fm_user5",""

• 임포트 유형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꾸기: 조직 구성 단위 세부정보를 임포트할 파일에 있는 조직 구성 단위로 바꿉니다.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다른 단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모두 바꾸기: 기존 단위를 바꾸는 새 조직 구성 단위 세트를 임포트합니다. 이 옵션은
한 시스템의 단위를 다른 시스템의 업데이트된 정의로 바꾸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조직 구성 단위는 삭제됩니다.

• 파일 구분자에서 쉼표, Tab 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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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포트를 누릅니다.

조직 구성 단위 선택

관리자는 조직의 조직 구성 단위를 정의하여 태스크 구성 및 스케줄링을 지원합니다.

조직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르고 조직 구성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조직을 선택합니다. 화살표는 하위 멤버 조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상위 멤버를
확장하여 하위 멤버 조직을 선택합니다.

태스크에 대한 휴일 규칙 관리

휴일 규칙은 관리자가 태스크를 스케줄링할 때 사용하는 휴일 날짜 입력입니다.

휴일 규칙을 생성한 후 해당 규칙을 조직 구성 단위에 적용한 다음 조직 구성 단위를 스케줄
템플리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 단위에 휴일 규칙 적용 및 스케줄 템플리트에 휴일 규칙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휴일 규칙 생성

휴일 규칙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릅니다.

3. 휴일 규칙을 누릅니다.

4.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5. 다음을 입력합니다.

• 휴일 규칙 ID: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규칙 ID는 필수이며
고유해야 합니다.

• 이름: 최대 5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도: 연도 속성은 필터 옵션으로 동작합니다. 이 속성의 값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값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도와 연계된 날짜를 표시하도록 테이블이
필터링됩니다.

6. 휴일 이름을 지정하려면 휴일 섹션에서 임포트( )를 눌러 휴일 목록을 임포트하거나
새로 작성을 누르고 휴일의 날짜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에 휴일 규칙 적용

휴일 규칙을 생성한 후 해당 규칙을 조직 구성 단위에 적용한 다음, 스케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규칙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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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구성 단위를 누릅니다.

4. 조직을 생성하거나 편집합니다.

5. 등록정보의 휴일 규칙 드롭다운에서 휴일 규칙을 선택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스케줄 템플리트에 휴일 규칙 적용

휴일 규칙을 생성하고 해당 규칙을 조직 구성 단위에 적용한 후 조직 구성 단위를 스케줄
템플리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규칙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2. 태스크 관리자()를 누릅니다.

3.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4. 템플리트를 선택하고 템플리트 오른쪽에 있는 작업 아이콘을 누른 다음 스케줄 생성을
선택합니다.

5. 스케줄 매개변수의 경우 스케줄, 연도, 기간 및 0일 날짜를 지정합니다.

6. 날짜 매핑에서 고급 구성을 누릅니다.

7. 조직 단위의 경우, 태스크 값 사용 또는 다음으로 값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값 설정의
경우, 검색 아이콘을 눌러 조직 단위를 선택합니다.

8. 휴일 규칙을 포함하도록 생성하거나 편집한 조직 구성 단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스케줄 매개변수 날짜 매핑에 휴일이 표시됩니다.

휴일 날짜 임포트

일자를 휴일 규칙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휴일 일자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릅니다.

3. 휴일 규칙을 누릅니다.

4. 휴일 규칙을 생성하거나 선택합니다.

5. 휴일 섹션 위에서 임포트 를 누릅니다.

6. 파일 선택을 누르고 CSV 임포트 파일로 이동합니다.

7. 임포트 유형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꾸기: 휴일 날짜를 가져올 파일의 휴일 날짜로 바꿉니다.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다른 단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모두 바꾸기: 기존 휴일 일자를 바꾸는 새로운 휴일 일자 세트를 임포트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한 시스템의 단위를 다른 시스템에서 업데이트한 정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휴일 날짜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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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날짜 형식은 허용된 날짜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 형식은 익스포트된 파일 위치의 로케일 날짜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9. 파일 구분자에서 쉼표, Tab 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10. 임포트를 누릅니다.

휴일 규칙 편집

휴일 규칙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르고 휴일 규칙을 선택합니다.

3. 규칙을 선택합니다.

4. 다음 필드를 편집합니다.

주:

휴일 규칙 ID 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이름: 이름에는 최대 50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도: 연도 속성은 필터 옵션으로 동작합니다. 이 속성의 값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값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도와 연계된 날짜를 표시하도록 테이블이
필터링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휴일 규칙 복제

휴일 규칙을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조직 탭을 누릅니다.

3. 휴일 규칙을 누릅니다.

4. 규칙을 선택하고 복제를 누릅니다.

5. 필요에 따라 규칙을 편집합니다.

휴일 규칙 삭제

논리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조직 구성 단위와 연계된 휴일 규칙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
규칙이 지정된 조직 구성 단위 목록이 표시됩니다.

휴일 규칙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조직 탭을 누르고 휴일 규칙을 선택합니다.

3. 규칙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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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정 변경

참조:

• 설명 삭제 허용

• 태스크 삭제 허용

• 전자메일 통지 사용

• 태스크 관리자 제한기 설정

• 재지정 요청 승인 허용

• 태스크 다시 열기

• Smart View에서 태스크 표시 지정

• 작업 목록 및 환영 패널에서 예정 태스크 표시

설명 삭제 허용

서비스 관리자가 설명 삭제 허용 구성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태스크에서 설명 삭제를 허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해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의견을 삭제할 수 있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설명 삭제 허용을 선택합니다.

4. 설정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태스크 삭제 허용

서비스 관리자는 태스크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해제되어 있습니다.

주:

이 설정은 실행 중인 태스크와 마감된 태스크에만 영향을 줍니다.

사용자가 태스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삭제 허용을 선택합니다.

4. 설정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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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통지 사용

서비스 관리자는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전자메일 통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 통지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뱃치 통지가 생성됩니다. 통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전자메일 통지 및 미리알림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주:

기본적으로 전자메일 통지는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미리알림 통지를 보낼 만기 날짜 전의 일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 날짜 미리알림 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 및 승인자에게 전자메일로 전송됩니다.

• 태스크 관리자 작업 책임이 변경됨 - 작업의 정보를 기준으로 전송됨

• 만기 날짜를 놓침 - 작업의 정보를 기준으로 전송됨

• 만기 날짜가 임박함 - 지정된 일수를 기준으로 미리 전송됨

전자메일 통지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전자메일 통지를 선택합니다.

4. 전자메일 통지에 대해 설정을 선택하여 통지를 시작하거나 해제를 선택하여 통지를
비활성화합니다.

5. 보낸 사람 주소에 전자메일을 입력합니다. 주소를 편집하여 특정 주소를 제공하거나
제품 약어를 포함하여 어디에서 통지를 보내는지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 필드를 편집할 수 있는 경우 전자메일 ID를 입력합니다. 편집할 수 없으면
기본값인 no.reply@oraclecloud.com이 표시되며 이 값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전자메일 통지에는 전자메일의 바닥글에 있는 서비스 이름이 포함됩니다. 예: "참고 -
efim.arcs의 EPM 태스크 관리자에서 생성된 자동화된 전자메일 통지입니다."

6. 미리알림을 보낼 만기 날짜 전의 일수를 입력합니다.

7. 지정된 사용자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는
개인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관리자가 지정한 설정을 상속합니다.

8. 전자메일 시작 시간 및 전자메일 종료 시간을 사용하여 하루 중 스케줄링된 전자메일이
전송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각 사용자의 개별 시간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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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지 유형 설정을 지정합니다. 다음 유형의 통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지연 통지

• 상태 변경 통지

• 만기 날짜 미리알림

나에게 통지 옵션 선택

• 즉시: 예를 들어 상태 변경 통지에서 태스크 관리자를 확장한 후 "사용자는 알림
승인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승인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를 다시 확장하여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승인자가 조치를 취할 때 바로 통지를 받도록 즉시를 선택합니다.

주:

나에게 통지를 즉시로 설정하면 사용자의 전자메일 시작/종료 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자메일 통지가 즉시 전송됩니다.

• 하루 한 번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혼합

• 사용 안함: 통지를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상태 변경 통지 및
만기 날짜 미리알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 통지의 경우 다음 통지 유형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지정 대상자가 지연 상태입니다.

–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승인자가 지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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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통지 유형에서 각 통지 환경설정을 확장하고 통지를 받을 시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 변경 통지의 경우 태스크 관리자를 확장한 후 다시 확장하여
사용자는 태스크 승인자이며 태스크 승인자가 지연 상태입니다.를
선택합니다. 통지 선택 항목으로 2시간마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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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서비스에서 전자메일 통지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통지가 일시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지 유형 및 설정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작업에서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통지 유형 및 설정 관리

서비스 관리자는 통지 유형에서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든 태스크 관리자 통지의 기본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연 통지 옵션

Table 33-1    지연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태스크 승인자이며 태스크 승인자가

지연 상태입니다.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지정 대상자이며 태스크 지정

대상자가 지연 상태입니다.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지정

대상자가 지연 상태입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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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Cont.) 지연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승인자가

지연 상태입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상태 변경 통지 옵션

Table 33-2    상태 변경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알림 지정 대상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

(지정 대상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승인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

(승인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소유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

(소유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소유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지정

대상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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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Cont.) 상태 변경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알림 소유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

(승인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소유자이며 알림 상태가 [완료됨]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조회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

(소유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조회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지정

대상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조회자이며 알림 상태가 [미해결

(승인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알림 조회자이며 알림 상태가 [완료됨]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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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Cont.) 상태 변경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스케줄 소유자이며 스케줄이

생성되었습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스케줄 소유자이며 스케줄 상태가 [미해결]
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스케줄 소유자이며 스케줄 상태가 [마감]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스케줄 소유자이며 스케줄 상태가 [잠김]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스케줄 조회자이며 스케줄이

생성되었습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스케줄 조회자이며 스케줄 상태가 [미해결]
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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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Cont.) 상태 변경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스케줄 조회자이며 스케줄 상태가 [마감]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스케줄 조회자이며 스케줄 상태가 [잠김]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지정 대상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미해결(지정 대상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승인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미해결

(승인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백업 지정 대상자이며 기본 지정 대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백업 승인자이며 기본 승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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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Cont.) 상태 변경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태스크 권한부여자이며 스케줄 상태가

[미해결]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미해결

(지정 대상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미해결

(승인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마감]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강제

마감]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중단됨]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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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Cont.) 상태 변경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태스크 조회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미해결

(지정 대상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조회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미해결

(승인자에게 있음)]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조회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마감]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조회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강제

마감]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조회자이며 태스크 상태가 [중단됨]
으로 변경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분개 제출자이며 분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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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Cont.) 상태 변경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분개 승인자이며 분개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 사용 안함

• 즉시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만기 날짜 미리알림 통지 옵션

Table 33-3    만기 날짜 미리알림 통지 유형 테이블

통지 적합한 값

사용자는 태스크 승인자이며 태스크가 "위험 상태"
입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지정 대상자이며 태스크가 "위험

상태"입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소유자이며 태스크가 "위험 상태"
입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지정 대상자이며 지정 대상자 만기

날짜가 1일 이내입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사용자는 태스크 승인자이며 승인자 만기 날짜가 1일
이내입니다.

• 사용 안함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하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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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관리자 제한기 설정

태스크 관리자에서 다양한 시스템 설정에서 제한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정을 줄이거나 최대값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 표시할 최대
행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목록에 표시되는 최대 항목 수: 목록 뷰(예: 스케줄 태스크)에 표시되는 최대 행 수를
결정합니다.

• 최대 승인자 레벨: 태스크를 검토할 수 있는 레벨 수를 결정합니다.

• 최대 파일 업로드 크기(MB) 선택: 사용자가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첨부파일 크기를
결정합니다. 관리자는 이 설정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환경의 제한 내에서
조정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제한기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시스템 설정 관리 페이지에서 제한기를 누릅니다.

4. 최대값을 지정하거나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둡니다.

• 목록에 표시되는 최대 항목 수: 기본값은 10000입니다.

• 최대 승인자 레벨: 1에서 10 사이의 값을 선택합니다.

• 최대 업로드 파일 크기(MB) 선택: 5MB에서 100MB 사이의 값을 5MB 증분 값으로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재지정 요청 승인 허용

관리자는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승인을 위해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에게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재지정 요청을 직접 수행하고 승인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작업 목록에서 재지정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소유자가 작업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관리자가 요청을 승인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관리자는 재지정 요청도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재지정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재지정 요청을 선택합니다.

4. 재지정 요청 승인 허용자에서 다음 옵션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관리자

• 파워 유저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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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다시 열기

태스크 관리자에서 사용자가 태스크를 다시 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미해결 태스크
또는 마감된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다시 열기를 선택합니다.

4. 미해결(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에게 있음)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태스크가 미해결(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에게 있음) 상태인 경우:

• 허용 안함: 기본 옵션으로, 미해결 태스크가 제출되거나 승인된 후에는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가 해당 태스크의 워크플로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승인자에게 허용됨: 태스크를 승인한 승인자가 자신에게 워크플로우가 반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정 대상자 및 승인자에게 허용됨: 태스크를 제출한 지정 대상자 또는 태스크를
승인한 승인자가 자신에게 워크플로우가 반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마감된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태스크가 마감되었습니다 상태인
경우:

• 허용 안함: 기본 옵션으로, 사용자가 마감된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

• 최종 승인자에게 허용됨: 최종 승인자만 워크플로우를 다시 열어 자신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승인자에게 허용됨: 승인자가 워크플로우를 다시 열어 자신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정 대상자 및 승인자에게 허용됨: 태스크 지정 대상자 및 승인자가 워크플로우를
다시 열어 자신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Smart View에서 태스크 표시 지정

태스크 관리자의 태스크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실행되는 경우 태스크 속성과 같이
표시할 열을 선택하여 표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mart View에 표시할 열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Smart View를 선택합니다.

4. 열 선택의 사용가능 목록에서 표시할 열을 선택하고 추가 화살표 키를 눌러 선택 열로
이동하거나 제거를 눌러 제거합니다.

최대 30개의 열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열 순서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5. 저장을 눌러 선택사항을 저장합니다.

작업 목록 및 환영 패널에서 예정 태스크 표시

관리자는 작업 목록 및 시작 패널의 워크플로우에 현재 태스크만 표시할 것인지 현재 및 예정
태스크를 표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3장
태스크 관리자 시스템 설정 관리

33-27



현재 및 예정 태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현재 작업할 수 있는 항목과 예정
워크플로우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승인하기로 되어 있으나 준비자가
아직 태스크를 완료하지 않아 바로 사용할 수는 없는 예정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설명(기본값)을 포함하거나 태스크 ID/조직 단위별로 태스크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현재 태스크만 표시합니다.

태스크 표시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작업 목록 및 시작 패널을 선택합니다.

4. 워크플로우에 대한 옵션 선택:

• 현재 태스크만 표시

• 현재 및 예정 태스크 표시

5. 선택적 필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설명(기본값)

• 태스크 ID

• 조직 구성 단위

Task Manager 속성 관리
속성은 관리자가 중앙에서 정의하여 여러 위치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정의 필드입니다.

속성에 대해 날짜, 날짜/시간, 정수, 목록, 여러 라인 텍스트, 숫자, True/False, 텍스트,
사용자 및 예/아니요와 같은 여러 값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 유형이 예
또는 아니요인 자동 제출이라는 사용자정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제출 속성을
항목에 지정할 때, 외부 사용자에게 필요한 태스크에는 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값 선택 목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값으로 가지는 영업 지역이라는 목록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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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성하거나 임포트할 수 있는 최대 태스크 관리자 속성 수는 10,000개입니다.

태스크 관리자 속성 정의

태스크 관리자 속성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3. 등록정보 탭에서 새로 작성을 누르고 다음 등록정보를 지정합니다.

• 이름: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

이전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삭제된 객체에 링크되었던 객체는 모두 새 객체와 연계됩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일자

– 날짜/시간

– 정수: -2147483648에서 2147483647 사이의 값을 허용합니다. 합계의 경우, 속성의
합계 방법을 지정합니다.

* 없음(기본값): 합계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평균: 데이터가 포함된 행의 평균. 데이터가 없는 행은 분모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 개수: 데이터가 포함된 행의 개수.

* 합계: 가산 총계.

– 목록: 목록 값을 눌러 질문에 적합한 응답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라인 텍스트: 형식을 누르고 3~50라인의 라인 수를 지정합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는 [작업] 대화상자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텍스트 라인 수를
결정합니다. 최대 길이는 4,000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업 대화상자에 첨부파일 섹션을 포함하려는 경우 첨부파일 포함을 선택합니다.

– 숫자: 값 xxxxxxxxxxxxxxxxx.xxxxxxxxx(17자리, 소수점 이하 9자리)을 입력합니다.
형식을 누르고 다음과 같이 숫자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 퍼센트로 표시의 경우, 퍼센트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숫자에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화 기호의 경우, 통화 기호(예: $(미국 달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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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스케일에서 숫자의 스케일 값(예: 1000)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 최대 4,000자를 입력합니다.

– True/False

– 사용자

– 예/아니요

• 계산: 계산 탭에서 속성에 대해 논리 및 수학 함수를 추가하려면 선택합니다.

계산 속성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계산 속성 정의

계산 속성을 사용하여 속성 값이 파생될 논리 및 수학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된 속성에 포함되어 복합 함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된 속성은 읽기 전용입니다.
스케줄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계산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산은 명시적으로 태스크에 지정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평가됩니다.

템플리트: 계산 옵션이 선택된 사용자정의 속성을 열 또는 필터링 가능 속성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작업] 대화상자의 속성 섹션에 속성을 추가하면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해당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접근 권한을 [표시 안 함]으로 설정하여 특정 역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속성 XYZ의 경우 조회자 역할만 있는 사용자에게
XYZ 속성이 표시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Viewer: Do Not Display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이 뷰와 포틀릿에서 계산된 속성을 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터 패널에서
필터링 가능한 속성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속성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른 다음 등록정보 탭에서 속성의 이름을 입력한 후 속성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계산 옵션을 선택합니다.

5. 계산 탭에서 계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계산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유형은 속성 유형 (텍스트, 정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목록에 값 지정: 목록 유형 속성에 사용자정의 값 지정

• 값에 목록 지정: 다른 속성 값에 사용자정의 목록 값을 지정합니다. 목록 유형 속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조건부 계산(If – Then – Else)

• 스크립트가 지정됨: 무형식 스크립트가 지정된 계산입니다. 정수, 여러 라인 텍스트,
숫자 또는 텍스트 유형의 속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에는 각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계산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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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유형 목록에 값 지정 조건 스크립트가 지정됨 값에 목록 지정

날짜

일자/시간

정수 X X X
목록 X X
여러 라인 텍스트 X X X
숫자 X X X
텍스트 X X X
True/False X
사용자

예/아니요 X

계산 정의

스크립트가 지정됨 계산 유형을 사용하면 무형식 계산 등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속성 추가 및
함수 추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속성 추가: 속성을 선택하고 계산 정의 상자의 커서 위치에 속성을 삽입합니다. 커서가 단어나
속성의 중간에 있으면 정의에서 단어/속성이 바뀝니다. 스크립트 형식은 새 속성 이름을 괄호
({})로 묶습니다.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속성은 스케줄 속성입니다.

• 함수 추가: 함수를 선택하고 계산 정의에 함수를 추가합니다. 함수는 각 매개변수의 자리
표시자와 함께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 정의에서 DATE_DIFF 함수를 삽입합니다.

DATE_DIFF(<Date1>, <Date2>, <Type>)

그런 다음 자리 표시자를 속성으로 바꿉니다.

DATE_DIFF( {Start Date}, {End Date}, 'DAYS')

숫자 및 일자 함수

• 절대값: 지정된 수의 절대값을 반환합니다. 숫자가 0보다 작은 경우 양수 값이 반환됩니다.
지정된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정된 숫자가 반환됩니다.

ABS(<Number>)
• 월 추가: 시작 날짜부터 지정된 개월 수인 날짜 오프셋을 반환합니다. 이 날짜는 항상 지정된 월

오프셋에 속합니다. 시작 날짜에 오프셋 월에 속한 값을 벗어나는 일 값이 있으면 오프셋 월의
마지막 날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EDate(31-Jan-2017, 1)은 (28-Feb-2017)을 반환합니다.
월에는 시작 날짜 이전 또는 이후의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월에 양수 값이 있으면 미래의
날짜가 됩니다. 음의 값은 과거의 날짜가 됩니다.

ADD_MONTH(<Start Date>, <Months>, <Length>)
예: ADD_MONTH(DATE(2017, 2, 15) 3)

• 날짜: 연도, 월 및 일에 지정된 정수 값을 기반으로 날짜 값을 반환합니다.

DATE(<Year>, <Month>, <Day>)
• 날짜 차이: 두 날짜 간 차이가 년, 개월, 일, 시간, 분 또는 초로 반환됩니다. DATE 1과 DATE

2에 값 TODAY와 NO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은 각각 현재 날짜(시간 구성요소가
없음)와 날짜-시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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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_DIFF(<Date1>, <Date2>, <Type>)
예: DATE_DIFF( {Start Date}, 'TODAY', 'DAYS')

• 일: 날짜의 일 값을 정수로 반환합니다.

DAY(<DATE>)
• 텍스트 추출: 값의 하위 문자열을 지정된 위치부터 반환합니다.

SUBSTRING(<Value>, <Location>, <Length>)
예: SUBSTRING( {Name}, 4, 10)

• If Then Else: 사용자가 스크립트 지정된 계산에 조건부 계산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IF_THEN_ELSE 계산을 중첩하여 ELSE IF 유형 계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F_THEN_ELSE(<Condition>, <Value1>, <Value2>)
예: IF_THEN_ELSE( ( {Priority} = 'Low'), 1,IF_THEN_ELSE( ( {Priority} =
'Medium'), 2, IF_THEN_ELSE( ( {Priority} = 'High'), 3, 0)))
예: IF_THEN_ELSE( ( {Priority} = 'Low'), 'Good'
IF_THEN_ELSE( ( {Priority} = 'Medium'), 'Better'. 'Best') )

• Instring: 값에 있는 하위 문자열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INSTRING(<Value1>, <Value to Search>)
예: INSTRING({Name}, 'a')

• 길이: 텍스트 값을 매개변수로 받아 텍스트의 문자 수인 정수를 반환합니다. 값이 비어
있거나 널(null)이면 계산에서 0을 반환합니다.

Length ({<attribute>})
예: LENGTH("Value")는 5를 반환하고 LENGTH({Name})는 객체 이름의 문자 수를

반환합니다.

SUBSTRING과 계산을 사용하여 텍스트 값의 마지막 4자를 추출합니다.

SUBSTRING( {MyString}, LENGTH ({MyString}) - 4
• 소문자: 값을 소문자로 반환합니다.

LOWERCASE(<Value>)
예: LOWERCASE ({Task Code})

• 최대값: 속성 목록에서 최대값을 반환합니다. 임의 개수의 매개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MAX <Value1>, <Value2>, <ValueN>)
예: MAX( {Scripted Substring Loc a}, {Scripted Substring Loc s},
{Scripted Substring Loc t} )

• 최소값: 속성 목록에서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임의 개수의 매개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MIN (<Value1>, <Value2>, <ValueN>)
예: MIN( {Scripted Substring Loc a}, {Scripted Substring Loc s},
{Scripted Substring Loc t} )

• 월: 날짜의 월 값을 정수로 반환합니다(1-12).

MONTH (<DATE>)
• 거듭제곱: 한 숫자를 지정된 지수만큼 거듭제곱하여 값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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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x,y). 여기서 x=BASE NUMBER, y=EXPONENT이고 x와 y는 숫자인 경우에 한해

속성이거나 계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 POWER(3,4)=81

주:

소수 값은 근의 값으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 POWER(27, 1/3) = 3 (세제곱근).

값이 음수이면 지수 계산을 역으로 수행합니다. 예: POWER(2, -2) = 1 / (2^2) =
1 / 4 = .25.

• 반올림: 지정된 소수 자릿수로 반올림된 값을 반환합니다.

ROUND <Attribute>, <Decimal Places>)
예: ROUND( ({Scripted Substring Loc t} / 7), '4')

• 텍스트 위치: 1을 첫번째 위치로 시작하여 값에 있는 하위 문자열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INSTRING(<Value>, <Value To Search>)
예: INSTRING( UPPERCASE( {Name} ), 'TAX' )

• 대문자: 값을 대문자로 반환합니다.

UPPERCASE(<Value>)
예: UPPERCASE( {Name} )

• 연도: 날짜의 연도 값을 정수로 반환합니다.

YEAR (<DATE>)

계산 검증

계산을 저장하면 다음 검증 확인이 수행됩니다.

• 계산 구문이 올바름.

• 계산에 지정된 속성과 함수가 있음.

• 함수의 매개변수가 정확함.

• 순환 루프가 없음.

목록 속성 임포트

목록 유형의 태스크 관리자 속성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각 값을 개별 라인에 지정하여 TXT 파일 형식으로 목록 속성의 임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Blue
Yellow
Red
Green

임포트 옵션은 항상 "모두 바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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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3.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4. 목록 유형의 속성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5. 임포트( )를 누릅니다.

6. 파일의 경우, 파일 선택을 누르고 TXT 임포트 파일을 찾은 다음 파일 구분자를
선택합니다.

7. 임포트를 누릅니다. 임포트 목록 값에는 총 목록 값, 완료됨, 오류 발생, 생성된 목록 값
및 업데이트된 목록 값과 같은 값이 표시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이면 확인을 누릅니다.

완료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함이면 오류가 나열됩니다. 오류 목록을 익스포트하려면
Excel로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속성 편집

사용자정의 태스크 관리자 속성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속성 유형이 목록인 경우에는
목록 값을 추가,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속성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3. 속성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속성 이름을 편집합니다.

주:

속성이 목록 유형인 경우 목록 값을 추가하거나, 목록 값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속성을 저장하고 나면 해당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관련 템플리트, 스케줄, 태스크 유형 또는 태스크가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속성 복제

속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3. 복제할 속성을 선택하고 복제를 누릅니다.

4.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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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삭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속성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삭제하면 해당 속성에 대한 모든 참조가
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

속성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3. 삭제할 속성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4. 확인 프롬프트에서 예를 누릅니다.

속성 보기

[속성]에서 속성 목록에 대해 표시할 열을 지정하거나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열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3. 다음 태스크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및 모두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순으로 선택한 후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 열의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뷰, 열 순서 재지정 및 열 순으로 선택한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해당 화살표를 끌어와 순서를 변경합니다.

• 열을 정렬하려면 정렬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릅니다.

• 열 너비를 변경하려면 화살표가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 구분자를 마우스로 가리키고
원하는 너비로 열을 끕니다.

속성 검색

[속성] 목록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의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목록에 표시되는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속성이 표시됩니다.

태스크 관리자 속성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3. 속성을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범주를 눌러 Equals, Does Not Equal, Contains, Does Not
Contain, Starts With, Ends With와 같은 추가 검색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이름, 유형, 계산, 생성자, 생성 날짜, 최종 업데이트 수행자 또는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속성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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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범주를 모두 보려면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모든 필터를 지우려면

아이콘에서 모든 필터 지우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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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ask Manager의 팀 관리

팀은 소유자, 담당자, 승인자 및 조회자 역할로 정의 및 프로비전닝됩니다. 태스크에서 지정된
사용자에게 이러한 역할을 지정하는 대신 팀에 역할이 지정됩니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팀을
추가,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

개별 사용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대 1,000개의 팀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Task Manager의 팀 및 멤버 추가

• Task Manager의 팀 및 멤버 편집

• 팀과 멤버 검색 및 필터링

• 팀 삭제 및 멤버 제거

• 백업 지정 관리

• Task Manager에서 재지정 요청

Task Manager의 팀 및 멤버 추가
팀과 멤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를 누릅니다.

2. 액세스 제어를 누릅니다.

3. 팀 탭을 누릅니다.

4.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5. 팀 정의 화면에서 각 팀에 대해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 이름

• 설명

• 태스크 관리자 탭을 선택하고 팀에 대해 역할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관리자

– 파워 유저

– 사용자

– 조회자

• 멤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멤버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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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분 또는 전체 이름이나 성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눌러 이름을 선택합니다.

c. 검색 결과 섹션에서 추가 또는 모두 추가를 눌러 선택 항목을 선택됨 목록에
추가합니다.

d. 확인을 누릅니다.

6. [팀] 대화상자에서 기본 사용자를 선택하여 태스크가 기본적으로 해당 사용자로
[클레임됨] 상태로 설정되게 합니다.

주:

그러면 다른 팀 멤버가 태스크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Task Manager의 팀 및 멤버 편집
태스크 관리자 팀 및 멤버를 편집할 수 있으며 현재 팀 지정을 보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 목록에는 사용자가 속한 조직과 사용자의 역할이 표시되며 액세스
보안 변경 방법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팀 또는 멤버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2. 팀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선택하고 편집( )을 누릅니다.

4. 팀과 멤버를 편집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선택사항: 사용자가 멤버로 있는 팀을 보려면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 탭을 누릅니다.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 목록에는 이름, 사용자 로그인(사용자 ID), 상태(사용가능 또는
사용불가능), 사용자가 속한 팀 목록이 표시됩니다.

7. 편집을 눌러 사용자 또는 팀 정보를 편집합니다.

팀과 멤버 검색 및 필터링
검색 필드 및 필터 옵션을 사용하여 팀 및 멤버 목록에 표시되는 레코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팀 또는 멤버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2. 팀 관리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범주를 눌러 같음, 같지 않음, 다음 포함, 다음 포함 안함,
다음으로 시작, 다음으로 끝남 등의 추가 검색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이름, 설명, 생성자, 생성 날짜, 최종 업데이트 수행자 또는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팀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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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모든 필터를 지우려면

아이콘에서 모든 필터 지우기를 누릅니다.

팀 삭제 및 멤버 제거
다음 지침은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에 사용된 팀을 삭제하는 데 적용됩니다.

• 팀이 템플리트의 태스크에 지정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팀을 삭제하려면 먼저 팀이
지정된 모든 태스크에서 팀을 제거합니다.

• 팀이 스케줄 태스크에 사용되는 경우 삭제가 허용됩니다. 새 태스크가 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스케줄 태스크에 팀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팀 또는 멤버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2. 팀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삭제하려면 팀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고, 확인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예를 누릅니다.

4. 멤버를 제거하려면 팀 이름을 두 번 누르고 팀 편집 대화상자에서 멤버를 선택하고 제거를
누릅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팀 관리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 관리
액세스 제어 아래의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필드는 사용자 목록에서 열 또는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열을 결정하고 목록을 필터링한 후 csv 또는 Excel 형식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사용자 이름을 두 번 누릅니다. 사용자 세부정보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 이름 - 사용자의 전체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 로그인 - 마지막 사용자 로그인 날짜 및 시간입니다.

• 시간대 - 개별 사용자의 사용자 환경 설정에 설정된 시간대입니다.

• 조직 - 사용자가 지정된 조직의 목록입니다.

• 양식 통합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추가 데이터 양식에서 통합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양식 승인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추가 데이터 양식에서 승인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양식 작성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추가 데이터 양식에서 작성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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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승인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에서 승인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백업 지정 및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태스크 지정 대상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에서 지정
대상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백업 지정 및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워크플로우 역할 - 사용자가 태스크 또는 양식에서 지정되는 역할(태스크 담당자, 양식
승인자 1, 태스크 조회자 등)입니다.

• 역할 - 사용자에게 지정된 가장 높은 외부 역할입니다.

• 전자메일 -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입니다.

• 그룹 – 사용자가 속한 그룹 목록.

• 팀 - 사용자가 속한 팀의 목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 상태 - 사용자 상태(사용가능 또는 사용할 수 없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로그인 - 사용자 ID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예

사용자에 대해 설정 지우기를 누르면 다음 설정이 이 사용자에 대해 설정된 기본값으로
되돌려집니다.

• 대시보드와 대부분의 대화상자(예: 속성 관리 대화상자)에서 선택된 열

• 대시보드의 정렬

• 대시보드의 적용된 필터

• 대시보드의 다양한 스위치 및 컨트롤 상태

• 임포트 대화상자의 기본 날짜 형식 지정

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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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지정 관리
기본 사용자가 팀 또는 그룹이 아니라 지정된 사용자인 경우에만 담당자 및 승인자 역할에 대해
백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기본 태스크(자동화된 태스크 아님)에 사용됩니다.

• 승인자: 기본 태스크 및 자동화된 태스크 둘 다에 사용됩니다.

주:

관리자는 템플리트, 스케줄 및 태스크의 소유자 지정을 백업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에 대해 백업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백업을 지정할 태스크를 여십시오.

2. 워크플로우 탭을 선택하고 담당자 및 백업 사용자를 모두 선택합니다.

3.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Task Manager에서 재지정 요청
지정된 사용자로 기본 워크플로우 역할이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용자만 재지정 요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업 역할에 대해 또는 기본 역할이 지정된 팀/그룹의 멤버는 재지정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와 승인자는 태스크 재지정 요청을 제출하여 태스크 하나 이상의 담당자 또는 승인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작업] 대화상자에서 워크플로우 사용자(담당자 및 승인자)는 선택한 태스크 또는 선택한
태스크 및 미래 태스크에 대해 워크플로우 역할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와 스케줄/템플리트 소유자는 승인 없이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태스크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해 재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태스크 탭을 선택합니다.

3. 작업에서 재지정 요청을 선택하십시오.

4. 재지정된 사용자를 알고 있는 경우  대상 사용자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이름을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주:

새 사용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요청을 제출합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하여 태스크를 재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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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태스크 - 스케줄 태스크만 재지정하려는 경우

• 선택한 태스크 및 미래 태스크 - 스케줄 태스크 및 소스 템플리트의 해당 태스크에
대해 태스크를 재지정하려는 경우

6. 재지정의 정당화를 입력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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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태스크 유형 관리

참조:

• 태스크 유형

• 태스크 유형 생성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 태스크 유형 편집

• 태스크 유형 보기

• 태스크 유형 검색

• 태스크 유형 임포트

• 태스크 유형 익스포트

• 태스크 유형 삭제

태스크 유형
태스크 유형은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태스크에 대한 저장된 정의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동안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입력, 일반 원장 추출 등과 같은 태스크를 확인 및 범주화합니다.
태스크 유형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설정, 해당 유형의 모든 태스크에서 공유되는 질문이나
지침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로드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대답해야 할 필수 질문 세트가 있는 경우 필수 질문이 포함된 데이터 로드 태스크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 로드 태스크를 생성할 때 데이터 로드 태스크 유형을 선택하면 질문이
태스크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2개의 사전 정의된 태스크 유형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 기본 태스크: 지침, 질문 또는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태스크 유형입니다.

• 상위 태스크: 상위 태스크를 생성하여 태스크 계층 구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을 생성 및 관리하려면 서비스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 보안 역할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고유의 태스크 유형을 생성할 수 있지만 다른 사용자의 태스크 유형은 볼 수만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 생성
태스크 유형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설정이나 해당 유형의 모든 태스크가 공유하는
질문 또는 지침과 같은 태스크의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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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유형 속성 설정

•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유형 지침 지정

• 태스크 유형 질문 지정

• 태스크 유형 규칙 태스크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태스크 유형 속성 설정

[속성] 탭을 사용하면 이름, ID 및 설명을 설정하고 통합 유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유형의 경우, 선행 태스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담당자가 대기 중인 태스크를
스케줄링된 시간 이전에 열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태스크 유형을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속성 탭이 표시됩니다.

2. 태스크 유형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태스크 유형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태스크 유형 ID를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태스크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통합을 지정하려면 돋보기를 눌러 통합을 검색하고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통합을
선택하면 태스크 유형이 해당 통합에서 매개변수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6. 선택사항: 일반 사용자 유형의 경우 지정 대상자가 스케줄링된 시작 시간 전에 태스크를
열 수 있게 하려면 조기 시작 허용을 선택합니다.

7.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유형 지침 지정

• 태스크 유형 질문 지정

• 태스크 유형 규칙 태스크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

[매개변수] 탭에서는 태스크 유형의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매개변수] 탭은 정의해야 하는 매개변수가 포함된 통합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값은 태스크 유형 레벨 또는 태스크 레벨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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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태스크에는 스케줄에 적용할 때마다 변경해야 하는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태스크의 날짜 기반 매개변수는 스케줄에 추가할 때마다 현재 월로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를 설정할 때 예약 프로세스 동안 대체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 유형 탭을 누르고 새로 생성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유형 이름 및 태스크 유형 ID를 입력합니다.

4. 매개변수 탭을 선택합니다.

5. 필요한 매개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6. 선택사항: 스케줄링 시 매개변수를 대체할 수 있게 하려면 스케줄링 시 재정의를 선택합니다.

7.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유형 속성 설정

• 태스크 유형 지침 지정

• 태스크 유형 질문 지정

• 태스크 유형 규칙 태스크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태스크 유형 지침 지정

태스크 완료를 위한 지침 세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문서, 파일 또는 URL 참조를 웹 사이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문서를 참조로 첨부하거나 제품 지침 가이드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 유형 탭을 누르고 새로 생성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유형 이름 및 태스크 유형 ID를 입력합니다.

4. 지침 탭을 선택합니다.

5. 지침에 지침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참조 섹션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2. 유형 목록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컬 파일: 파일 선택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한 후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URL: URL 및 URL 이름(예: http://www.oracle.com, Oracle)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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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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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제대로 끌어 놓으려면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팁:

참조를 삭제하려면 참조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3.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유형 속성 설정

•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유형 질문 지정

• 태스크 유형 규칙 태스크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태스크 유형 질문 지정

해당 태스크 유형의 모든 태스크에 적용되는 태스크 유형 질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자동화 통합을 사용하는 태스크 유형에는 [질문] 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태스크 유형을 생성합니다.

2. 질문 탭을 선택합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새 질문 대화상자에서 질문에 질문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5. 유형 목록에서 질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자

• 날짜/시간

• 정수

• 목록: 질문에 적합한 응답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 여러 라인 텍스트: 최대 길이는 4,000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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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수에 대해 3부터 50개 라인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에 따라 [작업]
대화상자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텍스트 라인 수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정의 속성에 첨부파일 섹션이 포함되도록 하려면 첨부파일을 선택합니다.

• 숫자: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하여 시스템 설정의 환경설정 섹션에서 설정된 기본값을
대체합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 백분율로 표시를 선택하여 퍼센트 기호로 표시합니다.

–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천단위 구분자 기호가 표시됩니다.

– 통화 기호의 경우, 통화(예: $(미국 달러))를 선택합니다.

– 음수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숫자의 스케일을 지정하려면 스케일에서 1000부터 1000000000000 사이의 숫자를
선택합니다.

• True/False

• 텍스트: 최대 길이는 255자입니다.

• 사용자

• 예/아니요

6. 역할을 지정합니다. 역할 지정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담당자

• 승인자

• 소유자

• 조회자

질문 순서를 조정하는 경우 역할 내에서만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질문이 필요하면 필수를 선택합니다.

소유자 또는 조회자 역할에 지정된 질문의 경우 필수 확인란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8. 확인를 눌러 질문을 저장합니다.

9. 선택사항: 질문의 순서를 바꾸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맨위로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또는
맨아래로 이동을 누릅니다.

10. 선택사항: 질문을 편집하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질문을 제거하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11. 저장 후 닫기를 눌러 태스크 유형을 저장합니다.

12.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유형 속성 설정

•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유형 지침 지정

• 태스크 유형 규칙 태스크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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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유형 속성 할당

시스템에서 태스크 유형을 찾기 위해 속성을 태스크 유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선택할 때 속성 유형에 따라 속성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속성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남부, 동부, 서부를 값으로 가지는 영업 지역이라는 목록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태스크 유형이 서부 영업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영업 지역 속성을 추가하고 이
속성을 "서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태스크 유형 탭을 누른 다음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유형 이름 및 태스크 유형 ID를 입력하십시오.

4.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속성을 할당하고 속성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누릅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속성: 정의된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 유형: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으며 속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 값: 속성 유형에 연계된 값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 있는 숫자] 속성에는
숫자 값, [목록] 속성에는 목록, [여러 라인 텍스트]에는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여러 텍스트 라인, [사용자] 속성에는 사용자 이름, [예/아니요] 속성에는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액세스: [액세스] 상자에서 달리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역할에 보기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각 역할에 대한 액세스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추가를 누릅니다.

b. 역할(소유자, 지정 대상자, 현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중인 각 승인자 레벨에
대한 개별 역할이 있는 승인자 또는 조회자)을 선택합니다.

c. 역할 액세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표시 안 함: [태스크 작업] 대화상자나 대시보드, 목록 뷰 또는 보고서에 이
속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편집 허용: 속성 값을 추가, 변경 및 제거할 수 있지만 편집가능성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필수: 속성의 값이 필요합니다. 필수 옵션은 지정 대상자 및 승인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제공할 때까지 담당자는 제출할 수 없고
승인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d. 확인을 누릅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유형 속성 설정

•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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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유형 지침 지정

• 태스크 유형 질문 지정

• 태스크 유형 규칙 태스크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태스크 유형 규칙 작업

태스크 유형 규칙은 태스크 유형이 동일한 모든 태스크에 적용되므로 태스크 그룹에 규칙을
적용하는 편리한 메커니즘으로 사용됩니다. [태스크 유형] 대화상자에 구성된 규칙은 [작업 편집]
대화상자로 전파되어, 템플리트 태스크의 읽기 전용 형식으로 해당 대화상자의 [규칙] 탭에
표시되며, 스케줄 태스크에 복사됩니다.

사용가능한 태스크 유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스크 자동 승인: 지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정된 승인을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이 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의 예로는 속성에 값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계산된 속성 포함)
등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된 승인자 레벨이 완료로 표시되므로 워크플로우가 다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추가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닫힘]으로 진행됩니다.

태스크 상태가 [열림(승인자 포함)]으로 변경되면 태스크 자동 승인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자동 제출: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태스크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담당자 역할이 [완료]로 표시되어 워크플로우가 처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마감]으로 진행됩니다.

태스크 상태가 [대기 중]에서 [지정 대상자 포함 열기]로 변경되면 태스크 자동 제출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승인 방지: 이 규칙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승인을 방지합니다.
승인자가 승인을 누르면 이 규칙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제출 방지: 이 규칙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제출을 방지합니다.
담당자가 제출을 누르면 이 규칙이 실행됩니다.

태스크 유형 규칙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유형을 누르고 편집을 누릅니다.

4.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순서 우선순위의 순서입니다

• 규칙: 규칙 이름입니다.

• 조건: 규칙을 실행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조건 선택입니다.

5. 규칙을 편집하려면 규칙 탭에서 편집을 누르고 업데이트합니다.

• 규칙: 규칙을 선택합니다.

• 설명: 선택사항입니다. 규칙을 구성한 이유와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 메시지(아래 명시된 일부 규칙의 경우):

– 승인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태스크 승인 방지 규칙에서 승인자에게 보내는 선택적
메시지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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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대상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태스크 제출 방지 규칙에서 지정 대상자에게
보내는 선택적 메시지를 정의합니다.

• 승인자 레벨: 특정 규칙의 경우, 모든 레벨의 규칙을 선택하거나 승인자 레벨을
선택합니다.

주:

태스크 자동 승인 규칙과 태스크 승인 방지 규칙에서 승인자 레벨을
설정해야 합니다.

• 필터 생성을 선택하고 조건 섹션을 채우거나 저장된 필터 사용을 선택한 다음
필터를 선택합니다. 규칙에 대해 선택 및 구성된 필터에 따라 적용할 규칙을
트리거하는 조건이 결정됩니다.

• 조건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저장된 필터 사용: 조건 섹션에 저장된 필터와 연계된 읽기 전용 버전의 조건이
표시됩니다.

– 필터 생성: 조건 섹션을 사용합니다.

결합, 소스, 속성, 연산자 및 값은 기존 고급 필터 기능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 태스크 필터링의 경우, 조건을 선택해야 하는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 현재 태스크

– 선행 작업

– 특정 태스크: 태스크 ID를 제공합니다.

주:

규칙 정의를 변경하면 추가 정보가 감사 로그에 추가됩니다. 내역 탭과 감사
보고서 둘 다에서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6.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유형 속성 설정

•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유형 지침 지정

• 태스크 유형 질문 지정

•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태스크 유형 내역 보기
태스크 유형 작업 내역이 시스템에 유지되며, 이 내역을 태스크 유형 보기 대화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역] 탭에는 업데이트된 구성요소, 수정 유형, 기존 값과 새 값, 수정한 사용자
및 변경 날짜가 표시됩니다. [내역] 탭의 정보는 읽기 전용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 유형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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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유형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십시오.

4. 내역 탭을 선택합니다.

5. 완료되면 저장 후 닫기 또는 취소를 누릅니다.

태스크 유형 편집
[태스크 유형] 대화상자에서 태스크 유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성 추가 또는 삭제,
매개변수 편집, 질문 추가 또는 삭제, 지침 편집 또는 질문 순서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을 편집하면 해당 태스크 유형에서 생성된 태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 있는 태스크의 경우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태스크 유형(지침, 질문 등)에 대한
변경사항은 해당 유형의 태스크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스케줄에서 태스크 유형을 편집하는
경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태스크 유형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편집할 태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4.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태스크 유형 오른쪽에 있는 작업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 편집 아이콘을 누릅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5. 편집할 정보에 해당하는 탭을 선택하고 태스크 유형을 편집합니다.

6.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태스크 유형 보기
[태스크 유형]에서 열을 지정하여 태스크 유형 목록에 대해 표시하거나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열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다음 태스크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및 모두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순으로 선택한 후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 열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뷰를 선택한 다음 열 순서 재지정을 선택합니다. 열을 선택하고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열을 끌어서 순서를 변경합니다.

• 열을 정렬하려면 정렬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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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너비를 변경하려면 화살표가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 구분자를 마우스로
가리키고 원하는 너비로 열을 끕니다.

태스크 유형 검색
[태스크 유형] 목록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태스크 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목록에 표시되는 태스크
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태스크 유형이 표시됩니다.

태스크 유형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유형을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범주를 눌러 Equals, Does Not Equal, Contains, Does
Not Contain, Starts With, Ends With와 같은 추가 검색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이 범주를 사용하여 태스크 유형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름, 태스크 유형 ID, 통합,
실행 유형, 생성자, 생성 일자, 설명, 최종 업데이트자, 최종 업데이트 일자 및 사용자
생성됨.

주:

• 범주를 모두 보려면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모든 필터를 지우려면

아이콘을 누른 다음 모든 필터 지우기를 누릅니다.

태스크 유형 임포트
텍스트 파일에서 태스크 유형 또는 일부 태스크 유형 정보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태스크를 템플리트로 임포트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주:

태스크 유형 규칙은 임포트할 수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태스크 유형
규칙을 임포트합니다.

태스크 유형을 임포트하려면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보안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태스크 유형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작업, 임포트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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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선택을 누르고 파일로 이동합니다.

5. 다음과 같이 임포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 바꾸기: 태스크 유형의 정의를 임포트 파일의 정의로 완전히 바꿉니다. 이 옵션은 모든
태스크 유형 세부정보를 가져온 파일에 있는 정보로 바꿉니다.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태스크 유형에는 이 옵션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포트 파일의 태스크 유형 ID와 일치하는 태스크 유형이 수정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태스크 유형을 덮어쓰지 않으려면 취소를 누릅니다.

주:

첨부파일 유지 확인란을 선택하면 바꾸려는 태스크 유형의 첨부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태스크 유형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옵션은 태스크 유형
세부정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파일에 지정된 태스크 유형 등록정보에 대한 세부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6.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허용된 날짜 형식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 형식은 익스포트된 파일 위치의 로케일 날짜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7. 임포트 파일의 파일 구분자를 선택합니다. 쉼표, 탭을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하여 기타
구분자에 대해 단일 문자를 지정합니다.

8. 임포트를 누릅니다.

태스크 유형 익스포트
태스크 유형을 Excel에서 읽을 수 있는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로 익스포트한 다음 수정하여
다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주:

태스크 유형 규칙은 익스포트할 수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여 태스크 유형
규칙을 익스포트합니다.

태스크 유형을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하나 이상의 태스크 유형을 선택하고 작업을 누른 다음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유형 익스포트 대화상자에서 다음 익스포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 행의 경우, 모든 태스크 유형 또는 선택한 태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 형식의 경우, 형식 지정된 데이터 또는 향후 임포트를 위한 형식 미지정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5. 익스포트를 누르고 닫기를 누릅니다.

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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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유형 삭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태스크 유형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을 삭제하려면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보안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주:

태스크가 속해 있는 태스크 유형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 유형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삭제할 태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4.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작업,을 선택한 후에 삭제를 선택합니다.

• 삭제 아이콘을 누릅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프롬프트에서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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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태스크 템플리트 관리

태스크 템플리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필요한 반복 가능한 태스크 세트를 정의합니다. 스케줄
생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프로세스에 대해 템플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 태스크는 달력의 특정 일에 지정되지 않고 프로세스 활동에 따라 -3일, -2일, -1일, 0일
등의 일반 일을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스케줄을 생성할 때 템플리트에 정의된 태스크 플로우를 달력
날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가 템플리트를 보기,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

생성하거나 임포트할 수 있는 최대 태스크 템플리트 수는 10,000개입니다.

태스크 템플리트 생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특정 태스크에 대한 템플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를 생성할 때 사용자나 그룹을 조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템플리트 생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태스크 템플리트 생성.

템플리트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속성 설정

• 템플리트 지침 지정

•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 템플리트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지정

• 템플리트 포함

• 템플리트 규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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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리트 속성 설정

[속성] 탭에서는 템플리트 이름, 설명, 소유자 및 시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템플리트에 템플리트 소유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 소유자는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여야 합니다. 현재 ID는 기본 소유자입니다. 태스크 레벨에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템플리트 소유자는 템플리트에 있는 모든 태스크의 기본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템플리트 내의 태스크는 템플리트 일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각 템플리트에는 0일이
있습니다. 0일 전후로 템플리트에서 추적할 일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일 이전 일은 -5일
및 -4일 등으로 나타내고, 0일 이후 일은 3일, 4일 등으로 나타냅니다. 0일 전후의 일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템플리트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0일)이 있습니다.

템플리트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 또는 템플리트 편집 대화상자의 등록정보 탭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조직 구성 단위

4. 템플리트의 시간 범위를 입력합니다.

• 0일 이전 일수에 숫자를 선택합니다.

• 0일 이후 일수에 숫자를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템플리트를 포함 템플리트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만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템플리트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 템플리트가
실수로 배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6. 소유자에는 기본 소유자를 사용하거나 소유자 선택( )을 누릅니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역할로 구성된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는 검색을 눌러 소유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할 때 표시되는 유일한 역할입니다. Shared Services 그룹의 모든 멤버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7.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지침 지정

•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 템플리트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지정

• 템플리트 포함

• 템플리트 규칙 작업

템플리트 지침 지정

템플리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완료를 위한 지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템플리트에 있는 태스크의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지침은 각 스케줄에도 전송됩니다.

3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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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템플리트의 목적과 태스크 완료 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추가 참조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의 스케줄 태스크 및 템플리트 태스크 목록에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 열을 목록 보기에 추가하고 태스크의 텍스트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 지침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템플리트] 또는 [템플리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지침 탭을 선택합니다.

4. 지침에서 포함할 템플리트의 각 태스크에 대한 지침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참조 섹션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2. 참조 유형 목록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컬 파일: 파일 선택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한 후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URL: URL을 입력한 다음 URL 이름(예: http://www.oracle.com., Oracle)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동시에 여러 템플리트에 참조 파일 또는 URL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템플리트 기본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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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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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제대로 끌어 놓으려면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3.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속성 설정

•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 템플리트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지정

• 템플리트 포함

• 템플리트 규칙 작업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조회자] 탭에서는 스케줄의 태스크 및 템플리트에서 생성되는 스케줄 태스크를 볼 수 있는
사용자에게 조회자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를 조회자로 템플리트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로 팀 또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조회자는 템플리트
세부정보와 템플리트 태스크를 읽기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회자는 템플리트에 액세스할 수
없고 템플리트에서 생성된 스케줄에 읽기 전용으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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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스크 조회자 역할이 있는 사용자만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 권한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템플리트] 또는 [템플리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조회자 탭을 선택합니다.

4. 추가를 누릅니다.

5. 사용자나 그룹 또는 팀으로 검색하려면 사용자 검색을 누른 다음 사용자 또는 그룹 또는
팀 을 선택합니다.

6. 전체 또는 부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7. 특정 사용자를 찾으려면 고급을 누르고 사용자 ID 또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설명 을
입력합니다.

8.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선택됨 창으로 이동합니다.

9. 팀 또는 그룹 또는 역할과 같은 사용자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를 보려면 세부정보를
누릅니다.

10. 추가 또는 모두 추가를 눌러 사용자를 선택됨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팁: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해당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제거 또는 모두 제거를
누릅니다.

11.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속성 설정

• 템플리트 지침 지정

• 템플리트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지정

• 템플리트 포함

• 템플리트 규칙 작업

템플리트 속성 적용

시스템에서 템플리트를 찾기 위해 속성을 템플리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선택할 때
속성 유형에 따라 속성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속성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남부, 동부, 서부를 값으로 가지는 영업 지역이라는 목록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템플리트가 서부 영업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영업 지역 속성을 추가하고 이
속성을 "서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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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템플리트 또는 템플리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4. 추가를 누릅니다.

5.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유형: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으며 속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6. 속성에 따른 값의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속성의 값을 선택하거나 값을 입력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8.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속성 설정

• 템플리트 지침 지정

•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 일자 레이블 지정

• 템플리트 포함

• 템플리트 규칙 작업

일자 레이블 지정

템플리트에서 일 이름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 이름을 편집해도 일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템플리트에 생성된 일자 레이블은 템플리트에서 생성된 모든 스케줄에 복사됩니다.

일 레이블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템플리트 또는 템플리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일자 레이블 탭을 선택합니다.

4. 이름을 바꿀 일을 선택합니다.

5. 일의 이름을 기본값에서 사용자정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최대 2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7.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속성 설정

• 템플리트 지침 지정

•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 템플리트 속성 적용

• 템플리트 포함

• 템플리트 규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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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리트 포함

한 템플리트를 다른 템플리트에 포함하면 한 태스크 템플리트의 태스크를 다른 태스크
템플리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의 태스크를 예약하면 포함된 템플리트의
태스크도 예약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중 하나에 일부 태스크가 추가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템플리트가 다른 템플리트를 포함하도록 지정하면 첫번째
템플리트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템플리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줄을
생성하는 경우 다른 템플리트의 태스크가 포함됩니다.

주:

하나의 레벨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리트 A가 템플리트 B에 포함된
경우 템플리트 B는 다른 템플리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포함 템플리트는 직접 배포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직접 배포된 다른 템플리트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태스크 템플리트입니다. 템플리트 관리 화면에는 포함 템플리트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포함: 현재 템플리트에 포함된 템플리트의 목록입니다. 없는 경우 공백입니다.

• 포함 위치: 현재 템플리트가 포함되어 있는 템플리트의 목록입니다. 없는 경우
공백입니다.

열은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보기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를 포함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이전에 포함된 템플리트를 확인하려면 뷰, 열 순으로 선택하고 포함 위치 또는 포함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4. 새 템플리트 또는 템플리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포함 템플리트 탭을 선택합니다.

5. 사용가능한 템플리트 목록에서 포함할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6. 이동을 눌러 포함 템플리트 목록으로 템플리트를 이동합니다.

팁:

템플리트를 하나 이상 제거하려면 포함 템플리트 목록에서 해당 템플리트를
선택하고 제거 또는 모두 제거를 눌러 사용가능한 템플리트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8.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속성 설정

• 템플리트 지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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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 템플리트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지정

• 템플리트 규칙 작업

템플리트 규칙 작업

템플리트 규칙은 템플리트의 모든 태스크에 적용되며, 규칙은 태스크 그룹에도 적용됩니다.
템플리트 대화상자에서 구성한 규칙이 스케줄 대화상자 및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에 적용되고, 규칙
탭에 읽기 전용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템플리트 규칙:

• 태스크 자동 승인: 지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정된 승인을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이 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성에 값이 지정됨(계산된 속성 포함)

– 선행 태스크에 지정된 값이 있는 속성이 포함됨

조건이 충족되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승인자 레벨이 [완료]로 표시되며, 워크플로우가 다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추가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닫힙니다.

이 규칙은 태스크 상태가 [열림(승인자 포함)]으로 변경되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자동 제출: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태스크를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규칙에 따라 담당자 역할이 [완료]로 표시되므로 처리 워크플로우가 처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마감]으로 진행됩니다.

주:

– 태스크 자동 제출은 태스크 상태가 [대기 중]에서 [담당자 포함 열기]로 변경되면
실행됩니다. 태스크 자동 제출 규칙에서는 선행 태스크 관계를 적용합니다. 완료
시 완료 선행 작업이 오류 없이 완료되고, 완료 오류 시 완료 선행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사용자 또는 규칙에 따라 완료 시 완료 선행 태스크가
마감되면, 실행 중인 후행 태스크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태스크 자동
제출 규칙을 트리거해야 합니다.

– 태스크에 누락된 매개변수가 있으면 태스크 자동 제출이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 태스크 승인 방지: 이 규칙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승인을 방지합니다.
승인자가 승인을 누르면 이 규칙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제출 방지: 이 규칙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제출을 방지합니다.
담당자가 제출을 누르면 이 규칙이 실행됩니다.

템플리트 규칙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를 엽니다.

4.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템플리트와 연계된 규칙에 대한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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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우선순위의 순서입니다

• 규칙

• 조건: 규칙을 실행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5. 규칙을 작성하거나 편집하려면 규칙 탭에서 새로 작성 또는 편집을 누르고
업데이트합니다.

• 규칙: 규칙을 선택합니다.

주:

규칙 정의를 변경하면 추가 정보가 감사 로그에 추가됩니다. 내역 탭과
감사 보고서 둘 다에서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설명: 선택사항입니다. 규칙을 구성한 이유와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승인자 레벨: 모든 레벨을 선택하거나 승인자 레벨을 선택합니다.

• 필터 생성을 선택하고 조건 섹션을 채우거나 저장된 필터 사용을 선택한 다음
필터를 선택합니다. 규칙에 대해 선택 및 구성된 필터에 따라 적용할 규칙을
트리거하는 조건이 결정됩니다.

• 조건:

– 저장된 필터 사용: 조건 섹션에 저장된 필터와 연계된 읽기 전용 버전의 조건이
표시됩니다.

– 필터 생성: 조건 섹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고 조건 생성 또는 조건 그룹
생성을 눌러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 소스, 속성, 연산자 및 값은 기존 고급 필터 기능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 필터 태스크: 조건을 선택해야 하는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 현재 태스크

– 선행 작업

– 특정 태스크: 태스크 ID를 제공합니다.

6. 규칙을 삭제, 복제 또는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적절한 버튼을 누르고 지침을 따릅니다.

7. 템플리트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리트 속성 설정

• 템플리트 지침 지정

• 템플리트에 뷰어 지정

• 템플리트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지정

• 템플리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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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리트 내역 보기

템플리트 작업 내역이 시스템에 유지되며, 이 내역을 [템플리트] 대화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역] 탭에는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구성요소, 수정 유형, 기존 값과 새 값, 수정한 사용자 및 변경
날짜가 표시됩니다. [내역] 탭의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템플리트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내역을 볼 템플리트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내역 탭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템플리트 열기
[템플리트] 대화상자에서 템플리트를 열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에서 템플리트를 선택하십시오.

4.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템플리트의 오른쪽에 있는 작업 아이콘을 누른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 템플리트를 누릅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템플리트에 태스크 추가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에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태스크에는 시작 날짜 및 시간이
있습니다. 템플리트에 추가되는 경우 일반 사용자 태스크에도 종료 일자 및 시간이 있습니다.
템플리트의 시작일은 달력 일이 아닌 템플리트 일에 해당합니다.

주: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에 추가할 수 있는 최대 태스크 수는 500,000개입니다.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에 태스크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를 선택하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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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리트 목록이 큰 경우, 검색 상자에 전체 또는 부분 이름을 입력하여 선택 대화상자의
목록에서 템플리트를 검색합니다.

4. 필요에 따라 태스크를 추가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템플리트 편집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를 편집하여 템플리트의 이름 및 0일 전후의 일수와 같은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0일 전후의 일수를 줄이면 해당 일에 연계된 태스크가 제거됩니다.
템플리트를 편집하더라도 이전에 해당 템플리트에서 생성된 스케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템플리트에서 태스크를 편집, 복사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스 템플리트에서 태스크 중이어야만 포함 템플리트에서 태스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십시오.

4. 템플리트 속성을 편집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템플리트로 태스크 임포트
태스크나 부분 태스크 데이터를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텍스트 파일에서
템플리트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정의를 Excel의 행으로 입력하고
파일을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로 저장한 다음 템플리트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포트 기능을 사용하면 개별 태스크를 생성하지 않고도 텍스트 파일의 필드를 편집한 다음
임포트함으로써 여러 반복 태스크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

태스크를 템플리트로 임포트하려면 먼저 두 개의 태스크가 동일한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템플리트에서 고유한 태스크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태스크를 임포트하려면 템플리트를 편집할 수 있는 보안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태스크를 템플리트로 임포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꾸기: 태스크 정의를 임포트 파일의 정의로 바꿉니다. 이 옵션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임포트하는 파일에 있는 세부정보로 바꿉니다. 이 태스크는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템플리트의 다른 태스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업데이트: 태스크의 부분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서 태스크
지침, 재지정된 소유자, 담당자 및 승인자를 변경하거나 일부 속성을 제거하고 새 속성을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400개 중 100개 태스크에 새 속성을 추가하는 등의 태스크를
통해 대규모 태스크의 일부를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옵션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파일에 지정된 태스크 속성의 세부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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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 태스크 지침 열만 있는 경우 태스크 이름, 담당자,
속성 및 기타 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삭제: 파일에 제공된 태스크 ID 목록을 기준으로 태스크 및 연계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삭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태스크 ID 열이 있는 파일입니다.

태스크를 템플리트로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태스크를 임포트할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임포트를 누릅니다.

5. 임포트할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파일 선택을 눌러 파일을 찾습니다.

6. 임포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 바꾸기: 태스크 정의를 임포트 파일의 정의로 바꿉니다.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다른
태스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

첨부파일 유지 확인란을 선택하면 바꾸려는 태스크의 첨부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태스크의 부분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서 태스크 지침,
재지정된 소유자, 담당자 및 승인자를 변경하거나 일부 속성을 제거하고 새 속성을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400개 중 100개 태스크에 새 속성을 추가하는 등의 태스크를 통해
대규모 태스크의 일부를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옵션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파일에 지정된 태스크 속성의 세부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 태스크 지침 열만 있는 경우 태스크 이름, 담당자, 속성 및 기타 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

임포트 파일의 태스크 ID와 일치하는 템플리트의 태스크가 수정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태스크를 덮어쓰지 않으려면 취소를 눌러 임포트 프로세스를
취소합니다.

• 삭제: 파일에 제공된 태스크 ID 목록을 기준으로 태스크 및 연계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삭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태스크 ID 열이 있는 파일입니다.

7.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허용된 날짜 형식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 형식은 익스포트된 파일 위치의 로케일 날짜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8. 임포트 파일의 파일 구분자를 선택합니다. 쉼표 또는 Tab을 선택합니다. 기타를 선택하여 기타
구분자로 다른 문자를 지정하십시오.

9. 임포트를 누릅니다.

• 임포트에 성공하면 임포트 성공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템플리트 이름, 태스크가 포함된 파일의
이름, 임포트한 총 태스크 수 등이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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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가 있으면 임포트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으며 임포트 오류 대화상자에 오류가
표시됩니다. 오류를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눌러 템플리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표 36-1    임포트 오류 문제 해결

오류 해결

중복 태스크 ID 중복 태스크 ID를 확인합니다. 태스크 ID는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태스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이름이 너무 깁니다. 태스크 이름은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속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조직 값 - "부적합한 값" 조직 값은 비워 두거나 글머리 기호 포인트 또는

여러 라인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 임포트 파일 형식
태스크 임포트 파일을 사용하면 템플리트로 임포트할 태스크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는 해당 열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열 제목만 포함됩니다(예: TaskName). 개별 행은
각 태스크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의 각 태스크에는 TaskID 열에 고유한 ID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숫자 ID를 사용하여
선행 태스크와 상위 태스크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열에 상위
태스크를 입력할 때 태스크 이름이 아닌 태스크의 숫자 ID를 입력합니다.

[바꾸기] 또는 [모두 바꾸기]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열을 추가, 제거 및 이동할 수 있지만 필수
열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태스크 ID 또는 태스크 유형
ID(태스크 유형을 임포트하는 경우) 외에는 필수 열이 없습니다. 각 열의 데이터는 첫 번째
행의 열 ID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수의 열 ID에는 값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에 많은
조회자가 있을 수 있으며, Viewer4 및 Viewer5 등과 같이 끝 번호를 수정하여 매개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 질문 또는 참조의 열 ID에 추가하는 번호는 승인자, 질문 또는 참조와의 상대적
순서만 나타냅니다. 이러한 값을 업데이트할 경우 시스템은 파일 형식 열의 번호와 관계없이
승인자, 질문 또는 참조의 이름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질문 텍스트, 승인자
또는 참조 이름을 바꾸려면 [바꾸기]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파일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새 질문, 승인자 또는 참조가 추가되기만 합니다.

파일에 있는 모든 텍스트 룩업 행은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유형을 임포트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할 때 해당 값을 지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열 제목 그룹의 경우 그룹에 특정 숫자의 항목이 있으면 다른 멤버에 대해서도
동일한 숫자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Text5가 있으면 해당하는 QType5가
있어야 합니다.

주:

임포트 파일에 여러 행의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예: 지침), '\n' 구문을
사용하여 새 행을 나타냅니다. 하드 리턴으로 텍스트 행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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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ID 설명 유형

TaskID 태스크 ID. 최대 80자입니다. 텍스트

TaskName 태스크 이름 텍스트

TaskType 태스크 유형 텍스트 룩업

설명 태스크에 대한 전체 설명. 최대

1000자입니다.
텍스트

Priority 태스크 우선순위(높음, 보통, 낮음) 텍스트 룩업

StartDate 시작 날짜. 템플리트 일수 형식(예: -5,
0, 1, 12)
스케줄에서 시작 날짜는 로케일 형식의

달력 날짜여야 합니다.

정수

StartTime HH:MM(24시간) 형식의 시작 시간(예:
13:00)

정수

EndDate 사용자 태스크만 해당. 템플리트 일수

형식(예: -5, 0, 1, 12)
스케줄에서 종료 날짜는 로케일 형식의

달력 날짜여야 합니다.

정수

EndTime 사용자 태스크만 해당.
HH:MM(24시간) 형식(예: 13:00)

정수

Duration 태스크 기간(분). 자동화 태스크에만
해당

숫자

소유자 태스크 소유자 텍스트 룩업

담당자 태스크 담당자(사용자 태스크에만 해당) 텍스트 룩업

활성 태스크가 활성 상태인지 여부. 템플리트

임포트에만 적용됩니다.
부울

StartEarly 담당자가 스케줄링된 시작 시간 이전에

대기 중인 태스크를 열 수 있는지 여부

부울

RunAs RunAs 사용자 이름. 시스템 자동화

태스크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룩업

Instruction 지침 텍스트. 최대 2GB입니다. 텍스트

Reference# 지침 참조(URL 및 콘텐츠 서버 참조) URL

RefText# 참조 이름(URL 참조의 경우) 텍스트

RefType# 참조 유형(URL, 문서) 텍스트 룩업

RefURL# 참조 URL(URL 참조의 경우) URL

RefDocId# 참조 문서 ID(문서 참조의 경우) 정수

Approver# 승인자 레벨 사용자 이름

Viewer# 태스크 조회자 사용자 이름

QText# 질문에 필수. 질문 텍스트입니다. 최대

255자입니다.
텍스트

QType# 질문에 필수. 질문의 데이터 유형

(텍스트, 멤버, True/False 등)
텍스트 룩업

QReq# 질문에 필수. 질문 필수 여부 (예 또는

아니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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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ID 설명 유형

QList# | 기호로 구분된 질문 값 목록(예: 빨강|
녹색|파랑|노랑)

텍스트 룩업

QCurrSymbol# 질문 X의 통화 형식 텍스트

QDecPlaces# 질문 X의 소수점 앞 유효 자릿수 숫자

QNegNumFmt# 질문 X의 음수 형식 텍스트: - 또는 ( )

QScale# 질문 X의스케일 형식 숫자(크기): 1000 등

QThouSep# 질문 X의 천단위 구분자 표시기 부울

Attribute# 속성 이름(예: 색상) 텍스트 룩업

AttrVal# 속성 값(예: 빨간색). 최대 255자입니다. 텍스트

AttrDisplay 속성의 사용자에게 표시(태스크 작업

대화상자)
부울

Param# 매개변수 이름 텍스트 룩업

ParmVal# 매개변수 값 텍스트

상위 태스크 상위의 태스크 ID 태스크 ID

Predecessor# 선행 태스크 ID(A열) 태스크 ID

PredType# 필수 사항. 선행 작업 유형(예: 완료 시
시작)입니다.

텍스트 룩업

PredTemplate# 선행 작업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의 이름

(선행 작업이 다른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에 속한 경우)

텍스트

태스크 유형을 임포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열을 사용합니다.

• TaskTypeID

• IntegrationType

• ParamOverride# - 매개변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샘플 태스크 임포트 파일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수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동적
매개변수가 포함됩니다.

• 질문 2개

• 속성 2개

• 지침 참조 2개

• 선행 태스크 3개

• 승인자 레벨 3개

Microsoft Excel로 태스크 익스포트
템플리트의 태스크를 CSV 형식의 플랫 파일로 익스포트한 다음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설치에서 템플리트의 태스크를
익스포트하고 프로덕션 설치에서 해당 태스크를 템플리트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서 태스크를 익스포트하면 해당 태스크가 CSV 파일로 저장됩니다.

태스크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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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에서 태스크를 익스포트할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4. 태스크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5. 파일 저장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6.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템플리트에서 사용자 재지정
주기적으로 여러 사용자를 서로 다른 태스크에 재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리트를
생성하여 한 사용자를 특정 태스크에 지정한 후 나중에 해당 직원이 퇴사하고 다른 직원이 태스크를
인계하는 경우 개별 태스크를 수동으로 검색하고 열어 편집하지 않고도 [템플리트] 대화상자에서
재지정 기능을 이용하여 지정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기능을 통해 한 사용자와
연계된 태스크를 신속하게 찾아 다른 사용자에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템플리트에 대해 사용자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수의 템플리트가 있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되는 사용자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역할을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가
소유자로 지정된 태스크에서만 사용자가 재지정됩니다.

태스크가 재지정되면 재지정된 사용자에게 즉시 전자메일 통지를 전송합니다.

사용자를 재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사용자를 재지정할 템플리트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작업, 사용자 재지정 순으로 선택합니다.

5. 사용자 찾기의 경우, 바꾸려는 사용자의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a. 사용자 찾기를 누르고 사용자 선택 대화상자에서 사용자의 이름 또는 성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b. 결과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바꿀 내용을 누르고 태스크를 재지정할 사용자의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7. 재지정해야 하는 사용자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 소유자

• 담당자

• 승인자

• 조회자

8. 재지정을 누릅니다.

프로세스가 끝나면 "사용자 재지정 - 성공" 메시지가 표시되어 사용자 재지정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템플리트 이름과 수행된 사용자 재지정의 총 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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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리트에서 스케줄 생성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하면 스케줄이
템플리트의 태스크로 채워집니다. 소스 템플리트에 포함 템플리트가 있는 경우 포함
템플리트의 태스크가 포함됩니다. 템플리트 지침, 조회자 및 속성도 스케줄에 추가됩니다.

[템플리트 편집]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케줄] 열에는 각 템플리트에서 생성한 마지막 스케줄이 표시되고, [스케줄] 열에는 각
템플리트에서 생성한 스케줄의 전체 수가 표시됩니다.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하려면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역할이어야 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템플리트에서 태스크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주기적 태스크 스케줄을 생성하는 자동화된 루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 .

스케줄은 [대기 중]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정의를 최종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의 템플리트 태스크를 스케줄에 추가하면 템플리트 0일과의 관계에 따라 달력
날짜가 태스크에 지정됩니다. 태스크에 비 업무일을 지정한 경우 날짜를 할당할 때 비
업무일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일이 금요일이고 주말을 제외하도록 선택한 경우,
1일에 해당하는 태스크는 다음 월요일에 배치됩니다. [날짜 맵]에는 각 템플리트 일에 지정된
기본 달력 날짜가 표시됩니다. [날짜 맵] 기능을 사용하여 날짜 지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템플리트의 태스크에는 다른 템플리트의 선행 태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하는 경우 스케줄의 선행 태스크를 다른 템플리트에 선행 태스크가 있는
태스크의 선행 태스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태스크 링크] 탭을 사용하여 스케줄의
선행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선행 태스크 링크] 탭에는 다른 템플리트에 선행 태스크가 있는
모든 태스크가 표시되므로 이러한 태스크에 대해 스케줄의 선행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할 때 매개변수의 대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태스크 유형의 태스크 매개변수를 글로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예약할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4. 템플리트 검증에 성공한 경우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업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스케줄 생성을 선택하거나 목록 위에서 스케줄 생성 아이콘을 누릅니다.

스케줄 매개변수 탭에서 다음 필드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 스케줄의 이름입니다.

• 연도: 스케줄 연도를 선택합니다.

• 기간: 스케줄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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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 날짜: 템플리트 0일에 지정할 달력 날짜를 선택합니다.

• 날짜 매핑:

– 조직 구성 단위

– 달력 일

– 업무일

– 고급 구성 대화상자:

고급 구성을 눌러 스케줄에 있는 모든 태스크의 조직 구성 단위 및 업무일 구성을
대체합니다.

팁:

글로벌 템플리트를 생성하여 이 템플리트에서 엔티티의 휴일 달력, 시간대
및 업무일 구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엔티티에 적합한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조직 구성 단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태스크 값 사용: 조직 구성 단위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 다음으로 값 설정: 템플리트의 태스크에 다른 조직 구성 단위 값이 포함된
경우에도 선택한 조직 구성 단위가 스케줄의 모든 태스크에 적용됩니다. 모든
태스크에 동일한 조직 구성 단위가 있으므로 [템플리트의 스케줄] 대화상자의
[날짜 매핑] 패널에 있는 조직 구성 단위가 읽기 전용으로 표시됩니다.

* 업무일: 태스크에 조직 구성 단위를 지정하지 않고 [업무일 대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월요일 - 금요일은
업무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 업무일입니다.

– 날짜 맵: 날짜 지정을 수정할 각 템플리트 일의 날짜 열에 새 날짜를 입력합니다.

주:

일자 레이블은 날짜 매핑 내 날짜에 적용됩니다. 즉, 템플리트 일자 레이블에
상관없이 매핑된 날짜의 스케줄에 동일한 레이블이 적용됩니다.

일자 매핑은 날짜 매핑 내 조직 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
레벨에 지정된 조직 단위가 없는 경우 "지정되지 않음" 일자 매핑이 스케줄에
적용됩니다. 템플리트에 조직 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직 단위에
대한 일자 매핑이 스케줄에 지정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일자가 매핑되어 있는 경우 쉼표로 일자 레이블이
연결됩니다. 비 업무일에는 일자 레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일자 매핑에는 조직 단위 드롭다운 목록이 사용됩니다. 템플리트와 관련된
지정되지 않음 항목 및 조직 단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케줄 생성 대화상자의 조직 단위 드롭다운 목록은 생성된 스케줄의 조직
단위가 아닌 일자 매핑용입니다. 템플리트와 관련된 지정되지 않음 항목 및
조직 단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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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사항: 선행 태스크 링크 탭을 선택하고 선행 태스크가 포함된 스케줄을 선택한 다음
[지정된 태스크] 목록에서 선행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매개변수 대체 탭을 선택하고 매개변수를 검토한 후 수정할 각 매개변수의 새
값 열에 새 값을 입력합니다.

주:

매개변수 대체 탭에는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대체] 옵션이 사용으로 설정된
태스크 유형을 사용하는 태스크만 표시됩니다.

7. 스케줄 생성을 누릅니다.

스케줄이 생성되고 템플리트의 태스크, 지침 및 조회자로 채워집니다. 이때의 상태는
[대기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줄이 생성되면 뷰에서 열립니다.

스케줄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템플리트 수동 검증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하는 경우 먼저 템플리트 검증을 통해 고유성 위반이 있는지,
태스크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존성이 있는지 또는 날짜와 우선순위 간의 불일치가
있는지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순환 선행 작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템플리트를 수동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특히 태스크를 파일에서 템플리트로
임포트한 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검증 결과에는 템플리트 이름, 상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검증 결과 목록을 템플리트
이름 또는 상태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를 수동으로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에서 검증할 템플리트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검증을 누릅니다.

오류가 없으면 검증 결과에 "템플리트가 적합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오류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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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 보기
[템플리트] 대화상자에서 템플리트 목록에 대해 표시할 열을 지정하거나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열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다음 태스크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및 모두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순으로 선택한 후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 열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뷰를 선택한 다음 열 순서 재지정을 선택합니다. 열을 선택하고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열을 끌어서 순서를 변경합니다.

• 열을 정렬하려면 정렬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릅니다.

• 열 너비를 변경하려면 화살표가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 구분자를 마우스로 가리키고
원하는 너비로 열을 끕니다.

템플리트 검색
[템플리트] 목록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목록에 표시되는
템플리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템플리트가 표시됩니다.

템플리트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를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범주를 눌러 Equals, Does Not Equal, Contains, Does Not
Contain, Starts With, Ends With와 같은 추가 검색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이름, 소유자, 조직 구성 단위, 0일 이후 일수, 0일 이전 일수, 포함 위치, 포함만, 포함된
템플리트, 설명, 생성자, 생성 날짜, 최종 업데이트 수행자 또는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템플리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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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범주를 모두 보려면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모든 필터를 지우려면

아이콘에서 모든 필터 지우기를 누릅니다.

템플리트 삭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를
삭제하려면 템플리트에 대한 보안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템플리트를 삭제하면 사용가능한 템플리트 목록에서 해당 템플리트가 제거되고 연계된
태스크도 제거됩니다. 템플리트를 삭제해도 실행 중인 스케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 및 대시보드 메트릭에서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여러 스케줄이
함께 실행되도록 링크했을 수 있으며, 템플리트를 삭제하면 이러한 스케줄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템플리트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4. 확인 프롬프트에서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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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태스크 관리

태스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핵심 작업 단위(예: 데이터 입력 또는 데이터 연결)입니다.

각 태스크에는 태스크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보안 권한이 있으면 태스크를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항목: 서비스 관리

태스크 생성
태스크를 템플리트나 스케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서 태스크를 생성하는 경우 시작 및
종료 일자를 0일 이전이나 이후 일수로 할당합니다. 스케줄에서 태스크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시작
및 종료 날짜의 달력 일자를 선택합니다.

태스크를 상위 태스크 아래에 그룹화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다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위 레벨 상위 태스크를 본 후 기본 태스크로 드릴할 수 있습니다. 상위 태스크의 하위 태스크는
상위 태스크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스크 유형을 뷰의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로 끌어서 놓습니다.

• 태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로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 태스크 등록정보 설정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작업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생성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태스크 생성

다음 자습서에는 태스크 생성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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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관리자에서 태스크 보기, 업데이트, 추가

태스크 속성 설정

[등록정보] 대화상자에서는 태스크 이름, 태스크 ID, 설명, 태스크 유형, 우선순위,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또는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를 사용하여 태스크 소유자 및 담당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나 담당자가
태스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예: 병가, 휴가, 퇴사, 다른 업무로 바쁨) 태스크,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과 연계된 사용자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 스케줄 및 태스크
소유자, 담당자, 승인자 등을 태스크에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태스크에서 선행 태스크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담당자가 대기 중인 태스크를
스케줄링된 시간 전에 열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태스크에는 지정 대상자가 없지만 사용자에 대해 해당 유형의 태스크를 실행할 실행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에는 지정 대상자와 실행 사용자가 없습니다.

태스크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른 다음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주:

Redwood 환경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태스크 탭은 페이지 맨 위 대신에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3. 태스크를 엽니다.

4. 등록정보를 누르고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태스크 이름: 80자 이하로 입력합니다.

• 태스크 ID: 태스크를 확인합니다(필수). 태스크 ID는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255자 이하로 입력합니다.

주:

설명, 질문 및 지침에서 캐리지 리턴과 UR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직 구성 단위: 조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 유형 계층 구조를
나타냅니다. 별도의 보고가 필요한 각 엔티티 또는 시간대, 휴일, 업무일, 조회자
또는 설명자 지정 등의 다른 구성이 필요한 엔티티에 대해 별도의 조직 구성 단위를
정의합니다. 조직 구성 단위는 시스템 설정에서 정의됩니다.

• 태스크 유형: 돋보기를 누르고 태스크 유형(필수)을 선택합니다.

• 우선순위에 대해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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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 낮음

• 소유자: 기본 소유자를 사용하거나 소유자 선택 을 눌러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 활성을 선택하여 템플리트에서 생성된 스케줄에 이 태스크를 포함합니다.

주:

스케줄에서 생성된 태스크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6.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태스크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매개변수] 대화상자에는 통합 유형과 연계되고 매개변수가 있는 태스크의 데이터만 포함됩니다.
통합 유형에서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매개변수의 경우 태스크 관련
정보와 태스크 실행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에 데이터 그리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경우 [매개변수]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그리드의
POV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매개변수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른 다음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주:

Redwood 환경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태스크 탭은 페이지 맨 위 대신에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3. 새 태스크 또는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에서 매개변수를 누릅니다.

4. 매개변수 값이 태스크 유형에 의해 입력되지 않은 경우 필수 매개변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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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스크 시작 시 매개변수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태스크 소유자에게
전자메일이 전송됩니다. 값을 제공하기 전에는 태스크가 시작 대기됩니다.

5.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태스크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지침 지정

태스크 소유자는 태스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지침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다른 모든 사용자는 지침을 읽을 수만 있습니다. 태스크 유형,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에서 상속된 태스크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텍스트가 지침 텍스트
상자 위에 표시되고 읽기 전용입니다.

템플리트 태스크의 경우 템플리트 및 태스크 유형 지침을 볼 수는 있으나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른 다음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주:

Redwood 환경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태스크 탭은 페이지 맨 위 대신에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3. 새 태스크 또는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에서 지침을 누릅니다.

4. 문자가 무제한인 지침을 입력합니다.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참조 섹션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2. 참조 유형 목록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컬 파일: 파일 선택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한 후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URL: URL 및 URL 이름(예: http://www.oracle.com, Oracle)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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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시에 여러 태스크에 참조 파일 또는 URL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태스크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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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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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제대로 끌어 놓으려면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3.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태스크

• 태스크 내역 보기

워크플로우 선택

태스크 관리자 워크플로우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른 다음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주:

Redwood 환경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태스크 탭은 페이지 맨 위 대신에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3. 새 태스크 또는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에서 워크플로우를 누릅니다.

4. [워크플로우] 섹션에는 담당자 및 승인자 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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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워크플로우에 있는 여러 역할에 동일한 사용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정 대상자: 이름 지정된 사용자 또는 공유 서비스 그룹에 지정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선택하려면 를 누릅니다.

각 워크플로우 단계에서 완료된 워크플로우의 실제 사용자(예: 지정 대상자(실제))
를 표시하는 "실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실제 열에는 사용자
상태에 관계없이 태스크에서 작업을 수행한 사용자가 표시됩니다.

주:

추가 사용자 정보는 초기 사용자가 태스크를 완료한 후에 태스크가
재지정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일반 사용자 태스크의 담당자를 지정하려면 담당자 선택 을 눌러 사용자를
찾습니다.

담당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기본 담당자가 됩니다. 상위 및 자동화
태스크에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주: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의 경우 다른 이름으로 실행을 누르고 이 유형의
태스크를 실행할 사용자를 검색하여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선택한 다른 이름으로 실행 사용자가 태스크를 생성한 사용자인 경우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사용자가 태스크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백업: 기본 지정 대상자에 대해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 대상자로 권한이 부여된
백업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백업 을 누릅니다.

b. 이름 및 성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눌러 백업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c. 확인을 누릅니다.

• 시작: 시작 날짜를 선택한 후 태스크를 시작할 시간을 15분 증분으로 선택합니다.

• 종료: 종료 날짜를 선택한 후 태스크를 종료할 시간을 15분 증분으로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최소 기간의 경우, 일, 시간 및 분 형태로 태스크의 최소 기간을
입력합니다. 시작 날짜가 없고 (End_date에서 Current_date를 뺀 값이 최소
태스크 기간보다 작거나 End_Date에서 Start_Date를 뺀 값이 최소 기간보다 작은)
경우 [위험 상태] 기준은 조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험 상태] 태스크는 대시보드의
상태 차트에서 [주의 필요]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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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항: 일반 사용자 태스크의 경우 지정 대상자가 스케줄링된 시작 시간 전에 태스크를
열 수 있게 하려면 조기 시작 허용을 선택합니다.

승인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레벨

• 이름

• 백업

• 종료 날짜

5.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태스크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질문 추가

주:

자동화 태스크 또는 상위 태스크에는 [질문] 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태스크를 생성할 때 태스크 완료를 표시하기 전에 담당자가 자신의 태스크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를 완료할 때 특정 프로세스를 따랐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한 질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숫자, True/False 등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 질문인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필수 질문인 경우 사용자는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위해 태스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버튼을 사용하여 질문의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 태스크의 경우 사용자는 [태스크 작업] 페이지에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서 태스크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행이 잠겼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열이 추가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질문을 제거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나타냅니다. 잠긴 행은 태스크
유형에서 상속되었으므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템플리트에는 태스크 유형 질문이 표시되지만 편집할 수 없습니다.

주:

태스크 조회자 역할이 있는 사용자만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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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른 다음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주:

Redwood 환경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태스크 탭은 페이지 맨 위 대신에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3. 새 태스크 또는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에서 질문을 누릅니다.

4. 추가를 누릅니다.

5. 2,000자 이하의 질문을 입력합니다.

6. 유형에 대해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일자

• 날짜/시간

• 정수: -2147483648에서 2147483647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 목록: 질문(최대 255자)에 적합한 응답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 여러 라인 텍스트: 라인 수를 3~50라인으로 입력합니다. 최대 4000자를
입력합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에 따라 [작업] 대화상자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텍스트 라인 수가 결정됩니다. 첨부파일 섹션을 포함하려면 첨부파일을
선택합니다.

• 숫자: 값 xxxxxxxxxxxxxxxxx.xxxxxxxxx(17자리, 소수점 이하 9자리)을
입력합니다.

숫자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 퍼센트로 표시의 경우 퍼센트를 표시하려면 해당 상자를 선택합니다.

– 숫자에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화 기호의 경우, 통화 기호(예: $(미국 달러))를 선택합니다.

– 음수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스케일에서 숫자의 스케일 값(예: 1000 또는 1000000000000)을 선택합니다.

• True/False

• 텍스트: 최대 4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 예/아니요

7. 질문에 역할(지정 대상자, 승인자, 소유자, 조회자)을 지정합니다. 액세스 권한은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8. 질문이 필요하면 필수를 선택합니다.

소유자 또는 조회자 역할에 지정된 질문의 경우 필수 확인란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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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인을 누릅니다.

10. 선택사항: 질문의 순서를 바꾸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맨위로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또는
맨아래로 이동을 누릅니다.

11. 선택사항: 질문을 편집하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질문을 제거하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12.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태스크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조회자 설정

조회자 탭에서는 현재 태스크에 대한 조회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 수를
무제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액세스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태스크 대화상자에서 조회자 탭을 선택합니다.

2. 사용자의 이름이나 성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특정 사용자를 확인하려면 고급을 누르고 사용자 ID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팁:

그룹 및 역할과 같은 사용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세부정보를 누릅니다.

3. 조회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사용자를 선택하고 제거를 누릅니다.

4.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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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내역 보기

선행 태스크 설정

[선행 작업] 탭에서는 현재 태스크에 대한 선행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
태스크의 경우 다른 템플리트에서 선행 작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케줄 태스크의 경우 다른
스케줄에서 선행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작업/후속 작업 관계에 조건을 할당해야
합니다.

시작 날짜 및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면 태스크에 선행 작업 태스크가 없어도 됩니다. 둘 다
지정한 경우 태스크는 선행 작업 태스크가 시작 또는 완료(완료-시작인 경우)되고 시작 날짜
및 시간에 도달했을 때 시작됩니다.

선행 작업 관계 설정 시 기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완료 시 시작 기본값입니다. 선행 작업 태스크가 경고와 함께

완료되거나 종료되면 곧바로 태스크가

시작됩니다.

완료 오류 시 시작 선행 태스크가 완료되면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태스크가 시작됩니다.

완료 오류 시 완료 선행 태스크가 완료되면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태스크가 완료됩니다.

완료 시 완료 선행 작업 태스크가 완료로 표시되기 전까지는

태스크를 완료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주로 사용자 태스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문서 요약을 시작할 수 있지만 통합된

데이터가 완성될 때까지 문서 요약 작업을 완료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선행 태스크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템플리트 탭을 누른 다음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주:

Redwood 환경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태스크 탭은 페이지 맨 위 대신에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3. 새 태스크 또는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에서 선행 작업 탭을 선택합니다.

4. 추가를 누릅니다.

5. 선행 작업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기본을 누릅니다.

b. 검색을 구체화하려면 필드 추가를 누르고 검색 필드(예: 실행 유형, 시작 날짜,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c. 각 조건 목록에서 조건을 선택합니다.

d.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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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 작업 태스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7.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규칙 태스크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속성 적용

시스템에서 태스크를 찾기 위해 속성을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선택할 때 속성
유형에 따라 속성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속성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남부, 동부, 서부를 값으로 가지는 영업 지역이라는 목록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태스크가 서부 영업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영업 지역 속성을 추가하고 이 속성을 "서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태스크를 열고 속성 탭을 선택하십시오.

추가를 누른 다음 다음을 입력합니다.

• 속성: 정의된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 유형: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으며 속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 값: 속성 유형에 연계된 값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 있는 숫자] 속성에는 숫자 값,
[목록] 속성에는 목록, [여러 라인 텍스트]에는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여러 텍스트 라인,
[사용자] 속성에는 사용자 이름, [예/아니요] 속성에는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액세스: 아래에서 달리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역할에 보기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을 추가하려면 각 [텍스트 상자] 및 [첨부파일] 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추가를 누릅니다.

b. 역할을 선택합니다.

c. 역할 액세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표시 안 함: 대시보드, 목록 뷰 또는 보고서에서 이 속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편집 허용: 속성 값을 추가, 변경 및 제거할 수 있지만 편집가능성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필수: 속성의 값이 필요합니다.

2. 확인을 누릅니다.

3.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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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규칙 태스크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규칙 작업

태스크 규칙은 태스크 동작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규칙을 사용하면 규칙이 태스크에
고유하므로 템플리트, 스케줄 또는 태스크 유형 레벨에서 규칙을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특히 태스크에 규칙을 직접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규칙이 구성된
태스크에 적용됩니다.

사용가능한 태스크 규칙:

• 태스크 자동 승인: 지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정된 승인을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이 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성에 값이 지정됨(계산된 속성 포함)

– 선행 작업 태스크에 지정된 값이 있는 속성이 포함됨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된 승인자 레벨이 완료로 표시되므로 워크플로우가 다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추가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닫힘]으로 진행됩니다.

이 규칙은 태스크 상태가 [열림(승인자 포함)]으로 변경되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자동 제출 - 지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태스크를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담당자 역할이 [완료]로 표시되어 워크플로우가 처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마감]으로 진행됩니다.

이 규칙은 태스크 상태가 [대기 중]에서 [지정 대상자 포함 열기]로 변경되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승인 방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승인을 제한합니다. 승인자가
승인을 누르면 이 규칙이 실행됩니다.

• 태스크 제출 방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제출을 제한합니다. 담당자가
제출을 누르면 이 규칙이 실행됩니다.

태스크 규칙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규칙 탭을 선택하여 새 규칙을 엽니다.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순서: 우선순위의 순서입니다.

• 규칙: 규칙 이름입니다.

• 조건: 규칙을 실행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조건 선택입니다.

3. 규칙에서 사용할 규칙 유형을 선택합니다.

• 태스크 자동 승인

• 태스크 자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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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제출 방지

• 태스크 승인 방지

• 태스크 거부 방지

• 업데이트 시 전자메일 보내기

• 필터 생성 을 선택하고 조건 섹션을 채우거나 저장된 필터 사용을 선택한 다음 필터를
선택합니다. 규칙에 대해 선택 및 구성된 필터에 따라 적용할 규칙을 트리거하는 조건이
결정됩니다.

주:

규칙 정의를 변경하면 추가 정보가 감사 로그에 추가됩니다. 내역 탭과 감사 보고서
둘 다에서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4. 선택사항: 설명에 규칙을 구성한 이유와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5. 승인자 레벨에서 모든 레벨의 규칙을 선택하거나 승인자 레벨을 선택합니다.

6. 적용할 규칙을 트리거하는 조건을 결정할 필터를 선택합니다.

• 저장된 필터 사용: 조건 섹션에 저장된 필터와 연계된 읽기 전용 버전의 조건이 표시됩니다.

• 필터 생성: 조건 섹션을 사용합니다. 고급 필터를 신청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결합, 소스,
속성, 연산자 및 값.

7. 태스크 필터링에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즉, 현재 태스크, 선행 작업,
특정 태스크(태스크 ID 제공)에서 선택합니다.

8.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태스크 속성 설정

•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 태스크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선택

• 태스크 질문 추가

• 태스크 조회자 설정

• 선행 태스크 설정

• 태스크 속성 적용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내역 보기
각 태스크에 대해 날짜 이동 또는 소유권 변경 등과 같은 변경사항의 내역이 시스템에서
유지됩니다. 각 변경 레코드에는 필드, 추가나 생성 또는 변경과 같은 수정 유형, 기존 값과 새 값,
변경한 사용자 및 변경된 날짜가 포함됩니다. 이 탭의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태스크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3. 오른쪽의 내역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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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료하면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태스크 대화상자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스케줄 목록을 날짜
또는 상태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스케줄에서 스케줄을 선택하거나, 목록을 필터링하지 않으려는 경우 모두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스케줄 목록을 연도 또는 기간별로 필터링하려면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스케줄 목록을 상태별로 필터링하려면 스케줄 상태에서 상태를 선택합니다.

5.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6. 오른쪽의 등록정보 탭을 눌러 다음 필드를 표시합니다.

• 이름

• 태스크 ID

• 상태

• 스케줄

• 우선순위

• 태스크 유형

• 태스크 유형

• 설명

• 소유자

• 시작 일자

• 종료 날짜

• 기간

• 실제 시작 날짜

• 실제 종료 날짜

• 실제 기간

7. 지침을 표시하려면 지침을 누릅니다.

8. 현재 알림을 표시하려면 알림을 누릅니다.

9. 태스크 담당자를 보려면 워크플로우를 누릅니다.

10. 태스크 속성을 보려면 속성을 누릅니다.

11. 태스크에 대해 게시된 질문을 보려면 질문을 누릅니다.

12. 태스크에 대해 게시된 설명을 보려면 설명을 누릅니다.

13. 관련 태스크를 보려면 관련 태스크를 누릅니다. 선행 태스크 또는 후행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14. 대시보드,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려면 매개변수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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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역을 눌러 태스크 변경사항 감사 정보를 캡처합니다. 모든 활동, 최근 7일 및 오늘 등
태스크에 대한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16. 작업을 누르고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태스크 제출

• 태스크 중단: 태스크를 취소합니다. 강제로 닫는 대신 태스크를 취소하는 이유는 후행
태스크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정되며,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태스크 강제 마감

• 새로고침

17. 닫기를 누릅니다.

태스크 임포트 및 익스포트

태스크 임포트

태스크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선택하고 작업을 누른 후 태스크 임포트를 누릅니다.

3. 찾아보기를 눌러 임포트 파일을 찾습니다.

4. 다음과 같이 임포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 바꾸기: 태스크 정의를 임포트 파일의 정의로 바꿉니다. 이 옵션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가져온 파일에 있는 세부정보로 바꿉니다. 이 태스크는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스케줄의 다른 태스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포트 파일의 태스크 ID와 일치하는 스케줄의 태스크가 수정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태스크를 덮어쓰지 않으려면 취소를 누릅니다.

첨부파일 유지 확인란을 선택하면 바꾸려는 태스크의 첨부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태스크의 부분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서 태스크 지침,
재지정된 소유자, 담당자 및 승인자를 변경하거나 일부 속성을 제거하고 새 속성을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400개 중 100개 태스크에 새 속성을 추가하는 등의 태스크를 통해
대규모 태스크의 일부를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옵션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파일에 지정된 태스크 속성의 세부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 태스크 지침 열만 있는 경우 태스크 이름, 지정 대상자, 속성, 기타
등록정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삭제: 파일에 제공된 태스크 ID 목록을 기준으로 태스크 및 연계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삭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태스크 ID 열이 있는 파일입니다.

5.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허용된 날짜 형식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 형식은 익스포트된 파일 위치의 로케일 날짜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6. 임포트 파일에 사용되는 파일 구분자(쉼표 또는 탭)를 선택합니다. 기타를 선택하여 기타
구분자로 임의의 단일 문자를 지정하십시오.

7. 임포트를 누릅니다.

태스크 익스포트

태스크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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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선택하고 작업을 누른 후 태스크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3. 익스포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 모든 태스크 또는 선택한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 형식에서 형식 지정된 데이터(표시되는 열만) 또는 나중에 임포트하기 위해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주: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보안 권한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형식] 옵션은 형식 지정된 데이터(표시되는 열만)이며
이 값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4.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5. Microsoft Office Excel로 열기(기본값) 또는 파일 저장을 선택합니다.

6. 닫기를 누릅니다.

태스크 편집
태스크의 상태 및 사용자의 보안 권한에 따라 태스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설명, 속성 또는 종료 날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목록에 있는 열린 태스크의 경우 해당 태스크가 시작되었으므로 시작 날짜를 편집할
수 없고, 기간이나 종료 날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 질문, 담당자 또는 승인자를
편집할 수 없으며 선행 작업을 추가,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또는 승인자는
[태스크 작업] 워크플로우에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르고 편집할 태스크를 강조 표시합니다. 편집 아이콘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2. 편집 아이콘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속성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속성 탭을 누릅니다.

속성을 추가하려면 추가 아이콘을 눌러 속성 지정 추가 대화상자를 표시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 속성: 정의된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 유형: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으며 속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 값: 속성 유형에 연계된 값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 있는 숫자] 속성에는
숫자 값, [목록] 속성에는 목록, [여러 라인 텍스트]에는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여러 텍스트 라인, [사용자] 속성에는 사용자 이름, [예/아니요] 속성에는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액세스: 속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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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추가
태스크와 함께 포함할 첨부파일(예: Word 파일, Excel 스프레드시트 또는 다른 문서)이 있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태스크에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첨부한 모든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태스크에 첨부파일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3. 주석 탭을 선택합니다.

4. 첨부파일 아이콘을 눌러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를 엽니다.

5. 문서를 첨부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문서의 위치를 찾습니다.

• 로컬 디렉토리에서 직접 문서를 끌어서 놓습니다.

6. 선택사항: 문서 이름을 바꿉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태스크 정렬
태스크 목록에서 태스크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이름, 상태,
소유자, 시작 또는 종료 날짜 또는 기간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정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정렬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릅니다.

태스크 검색
[태스크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태스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를 입력하여 로드
태스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또는 부분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이전] 및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결과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검색 필드에 태스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이전 또는 다음을 눌러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이전 또는 다음 태스크를 찾습니다.

태스크 이동
뷰를 사용하여 태스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트 뷰에서 태스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이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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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3. 태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 위치로 끌어 오거나 태스크를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합니다.

4. 태스크의 대상 위치로 이동하여 확인을 누릅니다.

태스크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뷰를 사용하여 템플리트 및 스케줄의 태스크를 잘라내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에서 태스크를 복사하여 다른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에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를 붙여넣으면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가 열리며, 여기서 붙여넣는 중인 태스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상위 태스크에 붙여넣는 경우 붙여넣은 태스크가 해당 상위 태스크의 하위
태스크가 됩니다. 태스크를 하위 태스크에 붙여넣는 경우 붙여넣은 태스크가 하위 태스크의
동위 멤버가 됩니다.

주:

상위 태스크에는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설
또는 마감 상태의 스케줄링된 태스크에는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를 잘라내거나 복사하거나 붙여넣으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르고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2. 태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작업을 선택하거나, 기본 툴바에서 작업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선택합니다.

• 잘라내기: 태스크를 잘라낸 후 클립보드에 저장합니다.

• 복사: 태스크를 복사한 후 클립보드에 저장합니다.

3. 태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붙여넣기를 선택하거나, 기본 메뉴
툴바에서 작업을 누른 다음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가 열리며, 여기서 붙여넣을 태스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눌러 붙여넣기 작업을 완료합니다.

태스크가 삽입되고 뷰 및 필터 뷰가 새로고침되어 붙여넣은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태스크 다시 열기
태스크를 다시 열고 선행 작업 및 후행 작업 관계를 재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
일반 사용자 태스크 및 자동화 태스크 둘 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태스크를 다시
열면 동일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태스크가 실행됩니다. 자동화 태스크 매개변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닫힌 자동화 태스크를 편집하고 태스크 다시 열기를 선택하십시오.

수동 태스크 다시 열기

태스크를 다시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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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닫힌 태스크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거나 태스크 이름을 누릅니다.

3. 작업 대화상자의 작업 메뉴에서 태스크 다시 열기를 선택합니다.
태스크를 다시 열 때 선행 작업 링크를 자동으로 다시 열고 복원할 후행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행 작업 태스크 목록에서 항목을 모두 선택하거나, 항목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본값), 다시 열 일부 서브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 37-1    후행 작업 유형 - 사용 사례 예

후행 작업 유형 설명 사용 사례 예

직접 후행 작업 가장 간단한 사례는 단일 라인

후행 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열 태스크의

후행 작업인 각각의 닫힌 태스크

또는 오류가 있는 태스크(발생

가능성이 더 낮음)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태스크 A를 다시 열면 '태스크 B',
'태스크 C', '태스크 D'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혼합 상태 후행 작업 열린 태스크 또는 대기 중인

태스크가 있으면 해당 태스크와

후행 작업 태스크는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태스크 A를 다시 열면 '태스크 B'
만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여러 후행 작업 태스크에 후행 작업이 두 개 이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분기에서는 적합한 태스크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트리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태스크 A를 다시 열면 '태스크 B',
'태스크 C', '태스크 D', '태스크 E'
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상위 태스크 상위 태스크가 해당 1차 하위

태스크를 다시 열기 전에 닫힌

경우 상위 태스크가 자동으로

다시 열립니다. 이 경우 상위의

후행 작업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태스크 A를 다시 열면 '태스크 B',
'태스크 C', '태스크 D', '태스크 E'
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상위 A'
는 자동으로 다시 열립니다.

• 적합한 후행 작업 태스크가 없는 경우 태스크 다시 열기 대화상자에 지정된 태스크를 다시
열 것인지 묻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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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상자를 닫고 태스크를 다시 열려면 예를 누릅니다.

– 태스크를 다시 열지 않고 대화상자를 닫으려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 다시 열 태스크에 적합한 후행 작업이 있는 경우 태스크 다시 열기 대화상자에 후행
작업 및 확인란이 나열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고 다시 열 후행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름 확인란: 이름 확인란을 선택하면 후행 작업을 모두 선택하도록 토글되거나
모두 선택하지 않도록 토글됩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태스크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후행 작업 이름: 후행 작업 태스크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해당 태스크가 다시
열릴 때 재설정됩니다.

– 생성: 다시 여는 태스크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읽기 전용 필드입니다. 상위
태스크는 이 계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관계: 다시 여는 태스크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읽기 전용 필드입니다.

– 대화상자를 닫고 태스크를 다시 열려면 예를 누릅니다.

– 태스크를 다시 열지 않고 대화상자를 닫으려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4. 선행 작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관계를 지정합니다.

• 선행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행 태스크가 있는 경우 [선행 태스크 관계 재설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가 원래 순서대로 열립니다.

– 선행 태스크 관계 무시 - 모든 태스크가 즉시 다시 열립니다.

• 후행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a. 후속 작업 태스크 다시 열기를 선택합니다. 후속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37장
태스크 다시 열기

37-20



b. 후행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눌러 닫습니다.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가 닫히고 선택 내용에 따라 태스크가 다시
열립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누릅니다.

자동화 태스크 다시 열기

자동화 태스크를 다시 열고 자동화 매개변수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닫힌 자동화 태스크를 선택하고 편집 아이콘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에서 다시 열기를 누릅니다. 이제 태스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매개변수 탭을 누르고 필요에 따라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5.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서비스에서 자동화 태스크를 다시 열 것인지 묻는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대화상자를 닫고 태스크를 다시 열려면 예를 누릅니다.

• 태스크를 다시 열지 않고 대화상자를 닫으려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다시 열 태스크에 적합한 후행 작업이 있는 경우 태스크 다시 열기 대화상자에 후행 작업 및
확인란이 나열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고 다시 열 후행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섹션 
수동 태스크 다시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제출
태스크를 제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제출해야 하는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무작위 선택하거나 Shift 키를 누른 채 범위의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제출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태스크가 완료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계속하려면 예 를 누릅니다.

4. 오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태스크 승인 또는 거부
태스크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제출해야 하는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무작위 선택하거나 Shift 키를 누른 채 범위의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을 누릅니다.

3. 선택한 태스크를 강조 표시하고 작업에서 상태 설정을 선택한 후 승인 또는 거부를 선택합니다.

4. 오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태스크 재지정 관리
[태스크] 패널을 사용하여 여러 태스크에 대해 동시에 태스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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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작업] 대화상자에서 워크플로우 사용자(담당자 및 승인자)는 단일 태스크에 대해
워크플로우 역할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와 스케줄/템플리트 소유자는 승인 없이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태스크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가 재지정되면 재지정된 사용자에게 즉시 전자메일 통지를 전송합니다.

재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눌러 태스크 등록정보를 엽니다.

3. 작업 메뉴를 누르고 재지정 요청을 선택합니다.

4. 재지정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눌러 재지정을 찾습니다.

5. 재지정 요청 생성에서 [사용자 선택] 버튼을 눌러 대상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6. 재지정에서 재지정할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태스크

• 선택한 태스크 및 미래 태스크

7. 재지정의 정당화를 입력합니다.

8. 확인,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태스크 취소
강제로 닫는 대신 태스크를 취소 또는 중단하는 목적은 후행 태스크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완료-시작 또는 완료-오류-시작 선행 작업이 취소된 경우 후행 작업이 대기 중으로
유지됩니다.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려면 후행 작업을 편집하여 취소된 선행 작업을
제거하고 후행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완료-완료 또는 완료-오류-완료 선행 작업이 취소된 경우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려면
태스크 소유자/스케줄 소유자/관리자가 후속 작업을 강제로 닫아야 합니다.

태스크 삭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태스크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삭제하려면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보안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에서 대기 중 상태인 태스크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설 또는 마감 상태인 태스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상위 태스크를 삭제하는 경우 상위 태스크만 삭제하거나 상위 태스크와
하위 태스크를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서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스케줄 태스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가 열려
있거나 완료된 경우 삭제가 메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태스크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작업을 누르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3. 확인 프롬프트에서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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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
서비스(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한 서비스 관련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은 실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서비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지금 실행 또는
재시작입니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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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 데이터 양식 처리: 전자메일(작업 및 지연 전자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작업
전자메일은 현재 워크플로우 책임 사용자의 만기일이 지난 경우에 한 번만 전송되고 지연
전자메일은 현재 책임 사용자가 태스크를 수행할 때까지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전송됩니다.
워크플로우의 차후 사용자가 현재 양식의 책임자가 아니지만 만기일도 지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Note:

– 워크플로우 사용자가 팀/그룹이고 요청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전자메일은
해당 팀/그룹의 모든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팀의
모든 사용자에게 전자메일이 전송됩니다(요청한 후에도).

– 이 옵션은 시작일이 데이터 수집의 특정 날짜에 해당하는 양식을 트리거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카드에서 이 서비스를 수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 유지관리: 태스크 관리자가 태스크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예: 사용자 동기화
프로세스 및 데이터베이스 정리)을 참조하며 일별 유지관리라는 클라우드 레벨에서 수행되는
작업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툴, 일별 유지관리 순으로 눌러 액세스하는 일별 유지관리에는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의 클라우드에서 수행되는 운영 유지관리, 스냅샷 백업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 태스크 전자메일 통지: 작업이 지정되었음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의 옵션을 사용하여 재시작하거나 지금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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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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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케줄 이름] 모니터: 열린 상태이거나 태스크가 미래인 각 스케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태스크가 스케줄에서 열린 상태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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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상태 업데이트: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를 실행하고 모니터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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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스케줄 관리

스케줄은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 동안 실행되어야 하는 태스크 세트를 시간순으로 정의하며,
템플리트를 달력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템플리트를 1사분기에 대한 Q1FY19로
적용한 후 2사분기에 대한 Q2FY19로 템플리트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 임포트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최대 스케줄 수는 100,000개입니다.

스케줄의 상태는 [대기 중], [개설], [마감] 또는 [잠김]일 수 있습니다. 스케줄 상태를 [대기 중]에서
[개설]으로 변경하거나 [개설]에서 [마감] 또는 [잠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 스케줄을 [개설]로 설정한 후에는 [대기 중]으로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 스케줄이 [잠김]으로 설정되고 나면 상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스케줄이 삭제되면 스케줄 소유자와 조회자는 전자메일로 통지를 받습니다.

•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가 재지정을 요청하면 관리자 및 스케줄 소유자에게 즉시
재지정 요청 통지가 전송됩니다.

수동으로 스케줄 생성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만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템플리트에서 [스케줄 생성]
을 실행하거나 [스케줄 관리]에서 [새로 생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 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스케줄을 정의하거나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서 스케줄을
생성하는 경우 모든 값이 템플리트 정의에서 상속됩니다.

스케줄 생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스케줄 생성

스케줄을 수동으로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2. 태스크 관리자()를 누릅니다.

3.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4.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5. 스케줄 탭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 속성 설정

• 스케줄에 지침 추가

• 스케줄 조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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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추가

• 스케줄 규칙 작업

• 스케줄 내역 보기

스케줄 속성 설정

[등록정보] 탭에서는 스케줄의 이름, 설명, 시작 및 종료 날짜, 소유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여야 합니다. 기본 소유자는 현재 사용자입니다.
시작 및 종료 날짜는 스케줄의 초기 날짜 범위를 지정하지만 스케줄을 생성한 후에는 이 범위
이전 또는 이후 날짜의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가장 빠른 날짜와 가장 늦은
날짜를 반영하도록 속성이 업데이트됩니다.

스케줄 등록정보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스케줄을 생성하고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 이름: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조직 구성 단위

• 시작 날짜: 스케줄의 시작 날짜

• 종료 날짜: 스케줄의 종료 날짜

• 연도

• 기간

• 0일 날짜: 0일로 지정할 날짜

• 소유자: 기본 소유자를 사용하거나 소유자 선택 을 누릅니다.

• 상태

주:

새 스케줄이 저장될 때까지 상태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케줄
상태는 처음에 [대기 중]으로 설정되며 표시 전용입니다.

• 소스 템플리트

2. 저장하고 닫으려면 확인을 누르거나 다른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이
저장됩니다.

3. 스케줄 탭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에 지침 추가

• 스케줄 조회자 지정

• 스케줄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추가

• 스케줄 규칙 작업

• 스케줄 내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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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에 지침 추가

스케줄에 지침 및 지원 문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스케줄 내 모든 태스크가 이러한 지침과 문서를
상속합니다.

스케줄에 지침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스케줄을 생성하고 지침 탭을 선택합니다.

2. 지침에 스케줄에 대한 지침을 입력합니다.

3.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참조 섹션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b. 참조 유형 목록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컬 파일:

파일 선택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하고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URL:

URL을 입력한 다음 URL 이름(예: http://www.oracle.com, Oracle)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한 번에 여러 스케줄에 참조 파일 또는 URL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i. 스케줄 기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i. 복수 선택하고(둘 이상의 행을 강조 표시하거나 SHIFT 키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행
선택) 작업, 참조 추가, 로컬 파일 또는 URL 순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끌어서 놓기 기능을 사용하여 첨부파일을
하나 이상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름 필드에서 첨부파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첨부파일을 끌어서 놓으면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제대로 끌어서 놓으려면 첨부파일 추가 대화상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4. 저장하고 닫으려면 확인을 누르거나 조회자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이 저장됩니다.

5. 스케줄 탭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 속성 설정

• 스케줄 조회자 지정

• 스케줄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추가

• 스케줄 규칙 작업

• 스케줄 내역 보기

스케줄 조회자 지정

[조회자] 탭을 사용하여 스케줄에 대한 조회자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스케줄에 여러
조회자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회자에 제품 보안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조회자에게는 스케줄의
모든 태스크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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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스크 조회자 역할이 있는 사용자만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 권한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스케줄을 생성하고 조회자 탭을 선택합니다.

2. 추가를 누릅니다.

3. 사용자, 그룹 또는 팀별로 검색하려면 사용자 검색 버튼을 누른 후 사용자 또는 그룹
또는 팀을 선택합니다 .

4. 사용자 이름이나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5. 사용자를 확인하려면 고급을 누른 후 사용자 ID 또는 전자메일 또는 설명 을 입력합니다.

6.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7. 팀, 그룹, 역할 및 지정과 같은 사용자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를 보려면 세부정보를
누릅니다.

8. 추가 또는 모두 추가를 눌러 선택한 목록으로 사용자를 이동합니다.

팁: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사용자를 선택하고 제거 또는 모두 제거를 누릅니다.

9. 저장하고 닫으려면 확인을 누르거나 속성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이
저장됩니다.

10. 스케줄 탭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 속성 설정

• 스케줄에 지침 추가

• 스케줄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추가

• 스케줄 규칙 작업

• 스케줄 내역 보기

스케줄 속성 적용

시스템에서 스케줄을 찾기 위해 속성을 스케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선택할 때 속성
유형에 따라 속성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속성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남부, 동부, 서부를 값으로 가지는 영업 지역이라는 목록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스케줄이 서부 영업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영업 지역 속성을 추가하고 이
속성을 "서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스케줄을 생성하고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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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를 누릅니다.

3.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4. 속성에 따른 값의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속성의 값을 선택하거나 값을 입력합니다.

5. 저장하고 닫으려면 확인을 클릭하거나 일자 레이블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이
저장됩니다.

6. 스케줄 탭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 속성 설정

• 스케줄에 지침 추가

• 스케줄 조회자 지정

• 일자 레이블 추가

• 스케줄 규칙 작업

• 스케줄 내역 보기

일자 레이블 추가

달력 일자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업일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레이블은 마일스톤 일자를 표시하거나
일자의 목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 일자 레이블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스케줄을 생성하고 일자 레이블 탭을 선택합니다. 최대 2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날짜에 일자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3. 저장하고 닫으려면 확인을 누르거나 규칙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이 저장됩니다.

4. 스케줄 탭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 속성 설정

• 스케줄에 지침 추가

• 스케줄 조회자 지정

• 스케줄 속성 적용

• 스케줄 규칙 작업

• 스케줄 내역 보기

스케줄 규칙 작업

스케줄 규칙은 스케줄에 있는 모든 태스크에 적용되므로 태스크 그룹에 규칙이 적용됩니다. 스케줄
대화상자에 구성된 규칙은 새로운 스케줄 태스크에 복사됩니다.

사용가능한 스케줄 규칙:

• 태스크 자동 승인: 지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정된 승인을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이 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의 예로는 속성에 값이 지정되어 있음(계산된 속성 포함) 등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승인자 레벨이 완료로 표시되며 워크플로우가 다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추가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닫힙니다.

• 태스크 자동 제출: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태스크를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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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면 담당자 역할이 완료로 표시되며 워크플로우가 처음 승인 레벨로
진행되거나, 승인 레벨이 없는 경우 닫힙니다.

• 태스크 승인 방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승인을 제한합니다.

• 태스크 제출 방지: 속성 값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태스크 제출을 제한합니다.

스케줄 규칙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두 번 누릅니다.

4.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순서 우선순위의 순서입니다

• 규칙: 규칙 이름입니다

• 조건: 규칙을 실행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조건 선택입니다.

5. 규칙을 편집하려면 규칙 탭에서 편집을 누르고 업데이트합니다.

• 규칙: 규칙을 선택합니다.

• 설명: 선택사항입니다. 규칙을 구성한 이유와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승인자 레벨: 모든 레벨의 규칙을 선택하거나 승인자 레벨을 선택합니다.

• 필터 생성을 선택하고 조건 섹션을 채우거나 저장된 필터 사용을 선택한 다음
필터를 선택합니다. 규칙에 대해 선택 및 구성된 필터에 따라 적용할 규칙을
트리거하는 조건이 결정됩니다.

• 조건:

– 저장된 필터 사용: 조건 섹션에 저장된 파일과 연계된 읽기 전용 버전의 조건이
표시됩니다.

– 필터 생성: 조건 섹션을 사용합니다.

결합, 소스, 속성, 연산자 및 값은 기존 고급 필터 기능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 태스크 필터링의 경우, 조건을 선택해야 하는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 현재 태스크

– 선행 작업

– 특정 태스크 (태스크 ID 제공)

주:

규칙 정의를 변경하면 추가 정보가 감사 로그에 추가됩니다. 내역 탭과 감사
보고서 둘 다에서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6. 스케줄 탭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케줄 속성 설정

• 스케줄에 지침 추가

• 스케줄 조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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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속성 적용

• 일자 레이블 추가

• 스케줄 내역 보기

필수 태스크 매개변수 설정
필수 매개변수를 입력하기 전에는 태스크가 대기 상태입니다. 지정한 시작 날짜 이전에 입력하지
않으면 작업 소유자에게 전자메일 통지가 전송됩니다. 또한 주의 필요 아래 뷰에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필수 매개변수를 입력하면 태스크가 시작됩니다.

스케줄 열기
태스크를 추가, 편집 또는 수행할 스케줄을 엽니다.

스케줄을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목록에서 스케줄 오른쪽에 있는 작업을 선택한 다음 보기를 선택합니다.

• 스케줄을 강조 표시한 다음 보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 스케줄을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강조 표시한 다음 보기를 누릅니다.

스케줄 편집
스케줄을 편집하여 이름, 스케줄 또는 시작 및 종료 날짜 등과 같은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를 스케줄의 첫 번째 태스크보다 이후 날짜로 변경하거나 종료 날짜를 스케줄의 마지막
태스크보다 이전 날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열려 있거나 대기 중인 스케줄을 변경하여 대기
중인 스케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닫혔거나 잠긴 스케줄에서는 태스크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소유자나 관리자만 스케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스케줄을 편집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스케줄에 태스크 추가
스케줄이 [대기 중] 또는 [열림]인 경우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닫힘] 또는 [잠김] 스케줄에는
태스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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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스크 관리자 스케줄에 추가할 수 있는 최대 태스크 수는 500,000개입니다.

스케줄에 태스크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엽니다.

4. 태스크를 추가합니다.

스케줄로 태스크 임포트
텍스트 파일의 태스크 또는 일부 태스크 데이터를 대기 중이거나 개설 상태의 스케줄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정의가 포함된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가
있는 경우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한 다음 스케줄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포트
기능을 사용하면 새 태스크를 개별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CSV 파일의 필드를 편집한 다음
임포트하는 방법으로 여러 반복 태스크를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닫혀 있거나 잠긴 상태의 스케줄로는 태스크를 임포트할 수 없습니다.

주:

닫힌 태스크에 대해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스케줄로 임포트하기 전에
임포트 파일에서 [소유자], [담당자], [승인자], [시작 날짜] 및 [시작 시간] 필드를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행이 시작된 일반 사용자 태스크의 정보를 임포트하면 태스크가 [담당자 포함 열기]로
재설정되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워집니다.

스케줄로 태스크를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태스크 임포트를 누릅니다.

4. 임포트할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파일 선택을 눌러 파일을 찾습니다.

5. 임포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 바꾸기: 태스크 정의를 임포트 파일의 정의로 바꿉니다. 이 옵션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가져온 파일에 있는 세부정보로 바꿉니다. 이 태스크는 임포트 파일에
지정되지 않은 스케줄의 다른 태스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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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첨부파일 유지 확인란을 선택하면 바꾸려는 태스크의 첨부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태스크의 부분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서 태스크 지침,
재지정된 소유자, 담당자 및 승인자를 변경하거나 일부 속성을 제거하고 새 속성을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400개 중 100개 태스크에 새 속성을 추가하는 등의 태스크를 통해
대규모 태스크의 일부를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옵션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파일에 지정된 태스크 속성의 세부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임포트 파일에 태스크 지침 열만 있는 경우 태스크 이름, 담당자, 속성 및 기타 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

임포트 파일의 태스크 ID와 일치하는 스케줄의 태스크가 수정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태스크를 덮어쓰지 않으려면 취소를 누릅니다.

• 삭제: 파일에 제공된 태스크 ID 목록을 기준으로 태스크 및 연계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삭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태스크 ID 열이 있는 파일입니다.

6. 선택사항: 바꾸려는 태스크와 연계된 첨부파일을 유지하려면 첨부파일 유지를 선택합니다.

7.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허용된 날짜 형식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 형식은 익스포트된 파일 위치의 로케일 날짜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8. 임포트 파일의 파일 구분자의 경우, 쉼표 또는 Tab을 선택합니다. 기타를 선택하여 기타
구분자로 임의의 단일 문자를 지정하십시오.

9. 임포트를 누릅니다.

• 임포트에 성공하면 임포트 성공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스케줄 이름, 태스크가 포함된
파일의 이름, 임포트한 총 태스크 수 등이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임포트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고 [임포트 오류] 대화상자에 오류가
표시됩니다. 오류를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눌러 스케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표 38-1    임포트 오류 문제해결

오류 해결

중복 태스크 ID 중복 태스크 ID를 확인합니다. 태스크 ID는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태스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이름이 너무 깁니다. 태스크 이름은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속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조직 값 - "부적합한 값" 조직 값은 비워 두거나 글머리 기호 포인트 또는

여러 라인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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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에서 태스크 업데이트
실행 중인 태스크의 정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다시 열면 [담당자 포함 열기]로 재설정되어 정보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침, 참조, 속성 및 질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질문의 이전 대답이
지워집니다.

일련의 태스크를 다시 열어도 선행 태스크 관계가 재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반 사용자
태스크가 [담당자 포함 열기]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태스크를 [대기 중] 상태로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태스크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표 38-2    태스크를 다시 열기 위한 조건

태스크 상태 일반 사용자

담당자 포함/실행 중 [지침], [속성] 또는 [질문] 섹션의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이러한 섹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저장하면 태스크가 담당자로 재설정되고 질문의 대답이

지워집니다.

승인자 포함 [지침], [속성] 또는 [질문] 섹션의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이러한 섹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저장하면 태스크가 담당자로 재설정되고 질문의 대답이

지워집니다.

닫힘/오류 [태스크 세부정보]에서 태스크 소유자는 [다시 열기]를 눌러

태스크를 다시 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저장하면

담당자로 재설정됩니다.

스케줄에서 태스크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엽니다.

4. 닫힘 또는 오류 상태인 태스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뷰를
선택합니다.

[태스크 보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5. 다시 열기를 누릅니다.

6. 태스크를 편집합니다.

7. 담당자가 태스크를 다시 완료해야 한다거나 서비스가 다시 실행된다는 경고가 표시되면
예를 눌러 계속하거나 아니요를 눌러 취소합니다.

8.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닫힌 태스크의 경우 닫기를 누릅니다.

• 오류 태스크의 경우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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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에서 사용자 재지정
주기적으로 사용자를 다른 스케줄에 재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줄을 생성하고
사용자를 특정 권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면 다른 직원이
해당 스케줄을 맡습니다. 개별 스케줄을 수동으로 검색하고 열어 편집하는 대신 스케줄
대화상자에서 [재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지정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기능을 통해
한 사용자와 연계된 스케줄을 신속하게 찾아 다른 사용자에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스케줄에 대해 사용자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수의 스케줄이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재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사용자를 재지정할 스케줄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작업을 누르고 사용자 재지정을 누릅니다.

5. 사용자 찾기의 경우 사용자 찾기를 누르고 바꿀 사용자의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a. 사용자 선택 대화상자에서 사용자의 이름 또는 성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b. 결과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바꿀 내용에서 바꿀 내용 아이콘을 누르고 태스크를 재지정할 사용자의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a. 사용자 선택 대화상자에서 사용자의 이름 또는 성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b. 결과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7. 사이에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8. 재지정해야 하는 사용자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 소유자

• 담당자

• 승인자

• 조회자

9. 재지정을 누릅니다.

프로세스가 끝나면 사용자 재지정 - 성공 메시지가 표시되어 사용자 재지정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스케줄 이름과 수행된 사용자 재지정의 총수가 표시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 권한부여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를 생성하는 경우 보안을 위해 태스크를 실행할 사용자 계정을 지정합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권한부여를 해야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템플리트를 통해 또는 수동으로 태스크를 추가하여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를 다른 이름으로
실행 사용자인 대체 런타임 사용자와 함께 스케줄에 추가하는 경우

• 스케줄을 [개설] 상태로 설정하면 시스템에서는 권한부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권한부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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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자(또는 소유자도 지정 대상자인 경우 태스크 소유자) 이외의 사용자가 태스크
매개변수를 수정한 경우 권한부여가 권한 없음으로 재설정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권한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의 경우 지정했거나 기본값인 [다른 이름으로
실행]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가 매개변수를 수정하면 태스크가 권한 없음으로 재설정됩니다.

권한부여는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태스크가 실행되는 대상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런타임 사용자의 인증서를
알고 있는 관리자가 권한부여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에게 권한을 얻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스케줄링할 때 권한부여를 하지 않으면 태스크가
실행되지 않고 태스크 상태가 [주의 필요]로 변경됩니다. 소유자나 담당자가 태스크를
편집하는 경우 태스크 세부정보에 권한부여가 필요하다고 나타납니다. 이 경우 다른
이름으로 실행 사용자만 태스크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부여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전자메일의 링크를 누르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온하여
해당 작업 목록에 대한 권한부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

스케줄이나 작업 목록에서 태스크 시작 날짜 이전에 관리자, 스케줄 소유자 또는
태스크 소유자가 태스크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시작 날짜 이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실행 사용자만 태스크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선택합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4. 작업을 선택하고 태스크 인증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스케줄에 대한 사용자 선택 목록과 권한 없는 태스크의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선택 목록은 권한부여가 필요한 대기 중인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가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로 채워집니다.

5. 사용자 선택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해당 사용자의 권한 없는 태스크 목록이 표시됩니다. 자신의 사용자 이름이 기본적으로
목록 맨위에 굵게 표시됩니다. 권한 없는 태스크가 없는 경우 목록이 비어 있습니다.

6. 권한부여가 필요한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7. 태스크 세부정보를 보려면 태스크 이름을 누르고 태스크 매개변수를 검토합니다.

팁:

태스크 소유자에게 전자메일로 연락하려면 태스크 옆의 소유자 이름을 누르고
사용자 세부정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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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상태 설정
스케줄 상태를 설정하여 스케줄 수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현재 상태에 따라 스케줄 상태를 [개설],
[마감] 또는 [잠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소유자나 서비스 관리자만 스케줄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스케줄에 대해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수의 스케줄이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 중: 스케줄이 아직 활성 상태가 아닙니다. 생성된 스케줄의 기본 상태입니다. [대기 중]
상태의 스케줄은 마감하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 미해결: 스케줄이 수행할 작업에 대해 미해결 상태입니다. 스케줄 내의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스케줄이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니지만 후속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의
태스크는 정의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스케줄에 태스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마감된 스케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개설]로
바뀝니다.

• 잠금: 스케줄이 잠겨 있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잠긴 스케줄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생성할 때는 최종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태스크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대기 중] 상태가 설정됩니다.

스케줄을 실행하려면 상태를 [대기 중]에서 [개설]로 변경합니다. 스케줄이 개설되면 스케줄이
정의에 따라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스케줄의 시작 조건과 일치하는 태스크의 상태가 [개설]로
설정되고 태스크 통지가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주:

스케줄 태스크 시작 시간에 도달했는데 시스템 자동화 태스크에 대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태스크는 [대기 중] 상태로 유지되며 권한부여가 필요합니다.

스케줄의 작업이 후속 작업만 필요한 단계에 도달하면 상태를 [마감]으로 설정합니다. 마감된
스케줄에는 새 태스크를 추가할 수 없지만 완료되지 않은 태스크를 계속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마감된 스케줄을 다시 열어 상태를 [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태스크가 완료되면 상태를 [잠김]으로 설정합니다. 잠긴 스케줄은 편집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상태를 다시 [개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상태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상태를 설정할 스케줄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작업, 상태 설정 순으로 누르거나 상태 설정 드롭다운을 선택합니다.

5. 현재 상태에 따라 다음 상태 옵션 중 하나를 누릅니다.

•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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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 잠김

스케줄 내역 보기
스케줄 작업 내역이 시스템에 유지되며, 이 내역을 스케줄 편집 대화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역] 탭에는 업데이트된 구성요소, 수정 유형, 기존 값과 새 값, 수정한 사용자 및
변경 날짜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스케줄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4. 내역 탭을 선택하고 스케줄 내역을 검토합니다.

• 수정 유형: 생성됨, 변경됨, 추가됨, 제거됨과 같은 변경 유형을 표시합니다.

• 수정 날짜: 수정 날짜

• 수정자: 스케줄을 수정한 사용자의 이름

• 이전 값

• 새 값

5. 확인을 누릅니다.

스케줄 검증
대기 중이거나 개설 상태의 스케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검증에서는 시작 및 종료
날짜, 선행 태스크 관계 및 상위-하위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통합에 대한 제품
매개변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검증 오류를 해결할 때까지는 스케줄 상태를
[대기 중]에서 [개설]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소유자나 서비스 관리자만 스케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에는 스케줄 이름, 상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스케줄 이름 또는 상태별로
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검증할 스케줄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작업을 누르고 검증을 선택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검증 결과에 "스케줄이 적합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오류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스케줄 잠금
사용자가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스케줄을 잠글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잠그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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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 목록에서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4. 목록에서 스케줄 오른쪽에 있는 작업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상태 설정을 선택하거나, 상태 설정
드롭다운에서 잠금을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잠긴 스케줄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 상태 설정 순으로 선택하거나 상태 설정
드롭다운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스케줄 보기
스케줄에서 스케줄 목록에 대해 표시할 열을 지정하거나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열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다음 태스크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및 모두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순으로 선택한 후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 열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뷰, 열 순서 재지정 순으로 선택한 후 열을 선택하고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열을 끌어서 순서를 변경합니다.

• 열을 정렬하려면 정렬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릅니다.

• 열 너비를 변경하려면 화살표가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 구분자를 마우스로 가리키고
원하는 너비로 열을 끕니다.

스케줄 검색
[스케줄] 목록의 [검색]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여 스케줄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목록에 표시되는 스케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케줄이 표시됩니다.

스케줄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범주를 눌러 Equals, Does Not Equal, Contains, Does Not
Contain, Starts With, Ends With와 같은 추가 검색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다음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스케줄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연도, 기간, 상태, 시작 일자
및 종료 일자. 필터 추가를 눌러 추가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생성 일자, 0일 날짜,
설명, 최종 업데이트자, 최종 업데이트 일자, 조직 단위, 소유자 및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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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범주를 모두 보려면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모든 필터를 지우려면

아이콘에서 모든 필터 지우기를 누릅니다.

스케줄 삭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스케줄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소유자나 서비스 관리자만 스케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삭제하면 스케줄 및 스케줄에 대한 모든 참조가 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

스케줄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에서 삭제할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4. 삭제를 누릅니다.

스케줄을 삭제하는 경우 스케줄 내 태스크도 모두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복구하는
방법은 백업뿐이라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5. 스케줄을 삭제하려면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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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ask Manager 통합 관리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를 사용으로 설정하여 EPM Cloud 및 다른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 태스크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 태스크를 자동화하거나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또는 링크를 포함하여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태스크 관리자 통합을 관리하려면 [서비스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태스크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통합 유형을 지원합니다.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 통합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웹 페이지를 조작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웹 페이지는 태스크 내에 표시되거나 태스크에 링크로 포함됩니다. 통합에는 사용자
태스크에 대한 실행 URL과 선택적 매개변수 세트가 필요합니다. 실행 URL은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매개변수는 태스크에 필요한 정보를 외부 프로그램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분개 승인
통합에는 분개에 대한 POV 차원 값과 같은 매개변수가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태스크는 데이터 제출과 같은 일반적인
태스크일 수도 있고 태스크 완료를 간소화 또는 검증하기 위해 제품 통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는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시작
날짜 및 시간에 이르거나 선행 태스크가 완료되면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며, 밤새
수행되는 General Ledger의 피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는 근무 시간 이후에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 개입이 제한되며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벤트 모니터링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는 수동 태스크입니다.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작업 또는 상태가 발생할
때까지 대기 중인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합니다. 작업 또는 상태가 발생하면 태스크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며, 분개 승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전 빌드된 통합을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 통합: EPM Cloud 연결에 대한 일반 사용자 및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 EPM Cloud
서비스와 통합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 Cloud 통합: Oracle Cloud ERP.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 온-프레미스 일반 사용자 및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 온-프레미스 Oracle E-Business Suite General Ledger, 외상 매입금 및 외상 매출금 통합.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통합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정의 통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통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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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서비스와 통합 관리
태스크 관리자를 사용 중이며 다른 EPM Cloud Service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 태스크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여 서비스 간에 연결을 생성하고 통합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빌드된 통합을 사용하면 다른 EPM Cloud 기능에 액세스하는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에 사전 빌드된 통합이 제공되는 EPM Cloud Service는 다음과 같습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

• Enterprise Data Management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 Planning 및 Planning 모듈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통합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내에서 사전 빌드된 통합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가능한 일반 사용자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용 일반 사용자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빌드된 자동화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자동화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EPM Cloud 내에서 사전 빌드된 통합 추가

전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태스크 관리자와 다른 EPM Cloud
서비스 간의 통합을 설정하십시오.

사전 필수 조건

EPM Cloud 서비스 간 통합을 생성하려면 통합할 EPM Cloud 서비스를 구독해야 합니다.

통합 유형 및 태스크 유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다른 EPM Cloud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추가하여 EPM Cloud 통합을 추가한 후 통합과
태스크 유형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 내에서 사전 빌드된 통합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태스크 관리자를 포함하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 연결을 생성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툴, 연결 순으로 누릅니다.

• 생성을 클릭하여 새 연결을 만듭니다.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의 경우, 기타 웹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 그 외 모든 EPM 서비스의 경우,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 EPM Connect 연결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Tax Reporting과 통합하는
경우 가능한 연결 이름은 TRCS입니다.

• 연결 URL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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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 추가로 기타 웹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고급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고급 옵션 표시를
누릅니다.

– 유형으로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 이름의 경우, SERVICE_TYPE(고정값)을 입력합니다.

– 값에 대해 EDMCS(고정값)를 입력합니다.

EPM Cloud 구독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 Reporting 관리의 EPM Cloud에서 환경
연결을(를) 참조하십시오.

2.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3. 왼쪽에서 통합 탭을 누릅니다.

4. 통합 페이지에서 연결 관리를 누르십시오.

5. 연결 관리의 작업에서 EPM 연결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메시지에는 동기화 진행률이 표시되며 서비스에 추가된 통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합마다 통합 유형 및 태스크 유형이 추가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EPM Cloud용 일반 사용자 통합

• EPM Cloud 자동화 통합

EPM Cloud용 일반 사용자 통합

일반 사용자 통합을 사용하면 태스크 관리자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원격 EPM Cloud 환경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EPM Cloud 서비스에 사용가능한 일반 사용자
통합을 나열합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

• Planning 및 Planning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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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서비스와 통합 관리

39-3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원격 EPM Cloud 기능에 대한 설명은 해당 EPM Cloud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용 일반 사용자 통합 태스크

• 콘솔

• 조정 목록(기간, 저장된 목록)

• 보고서

• 트랜잭션 목록(기간, 저장된 목록)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용 일반 사용자 통합

• 승인

• 애플리케이션 구성

• 양식 데이터 입력(양식)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양식(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 데이터 익스포트

•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 분개 익스포트

• 재무 보고서 생성
필수 매개변수는 드롭다운에서 선택하는 보고서입니다.

• 데이터 임포트

• 메타데이터 임포트

• 분개 임포트

• 부적합한 교차점 보고서

• 내부거래 매칭 보고서 생성

• 분개 보고서 생성

• 승인 관리

• 차원 관리

• 양식 관리

• 분개 관리

• 소유권 관리

• 기간 관리

• 적합한 교차점 관리

• 애플리케이션 새로고침

• 대시보드 보기(대시보드)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대시보드
(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 재무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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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porting용 일반 사용자 통합

• 승인

• 애플리케이션 구성

• 양식 데이터 입력(양식)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양식(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 데이터 익스포트

•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 재무 보고서 생성
필수 매개변수는 드롭다운에서 선택하는 보고서입니다.

• 데이터 임포트

• 메타데이터 임포트

• 부적합한 교차점 보고서

• 승인 관리

• 차원 관리

• 양식 관리

• 기간 관리

• 적합한 교차점 관리

• 애플리케이션 새로고침

• 대시보드를 봅니다(대시보드).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대시보드(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 재무 보고서 보기

Planning 및 Planning 모듈에 대한 일반 사용자 통합

• 승인

• 양식 데이터 입력(양식)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양식(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 재무 보고서 생성
필수 매개변수는 드롭다운에서 선택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적합한 교차점 보고서

• 승인 관리

• 차원 관리

• 규칙 관리

• 적합한 교차점 관리

• 대시보드를 봅니다(대시보드).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대시보드(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 재무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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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용 일반 사용자 통합

• 대시보드

• 수익성 보고서 생성

• 수익 곡선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수익 곡선
(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 대시보드를 봅니다(대시보드).
필수 매개변수는 [태스크 세부정보] 대화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대시보드
(EPM 아티팩트 유형)입니다.

보고서 보기(보고서)

EPM Cloud 자동화 통합

EPM Cloud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빌드된 통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ccount Reconciliation

• Enterprise Data Management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 Planning 및 Planning 모듈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Tax Reporting

사전 빌드된 EPM Cloud 통합을 사용하려면 통합의 매개변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통합의 많은 매개변수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동으로 값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 또는 규칙 세트를 실행하려면 ForceConsolidate 또는
ForceTranslate 같은 비즈니스 규칙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PM Cloud(공통) 통합

통합 이름/모듈 모듈 설명 매개변수/설명

Tax Reporting에서

파일 복사

Enterprise Data
Management를
제외한 모든 EPM
Cloud 서비스

태스크 관리자가 구성되어

있는 현재 서비스의 파일을

다른 EPM Cloud 서비스에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Tax
Reporting에서 태스크

관리자를 구성하고

Account Reconciliation
연결을 설정한 경우, Tax
Reporting의 파일 복사는

Tax Reporting에 있는

파일을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복사합니다.

• 파일 이름: 복사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저장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원래 파일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디렉토리 이름

(선택사항): 디렉토리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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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모듈 모듈 설명 매개변수/설명

Tax Reporting으로

파일 복사

Enterprise Data
Management를
제외한 모든 EPM
Cloud 서비스

다른 EPM Cloud 서비스의

파일을 태스크 관리자가

구성되어 있는 현재

서비스에 복사합니다.

• 파일 이름: 복사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저장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원래 파일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디렉토리 이름

(선택사항): 디렉토리

이름입니다.

Tax Reporting에서

파일 삭제

Enterprise Data
Management를
제외한 모든 EPM
Cloud 서비스

EPM Cloud 서비스에서

파일을 삭제합니다.
파일 이름: 삭제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통합 파일 복사 및 삭제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 Reconciliation 통합

통합 이름/모듈 모듈 설명 매개변수/설명

기간 상태 변경 조정 준수 기간의 상태(시작, 마감, 대기

중, 잠김).를 변경합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Status: 대기 중, 시작, 마감,
잠김

기말 조정 생성 조정 준수 선택한 모든 프로파일을

기간에 복사하고 성공 또는

실패 상태를 반환합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Filter: 조정과 일치하는

필터의 이름입니다.

잔액 임포트 조정 준수 Data Management를
사용하여 이전에 생성한

데이터 로드 정의에서 잔액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dl_Definition: - DL_name
형식을 사용하여 이전에

저장한 데이터 로드의 이름

(예: DL_test)

사전 매핑된 잔액
임포트

조정 준수 사전 매핑된 잔액을

임포트합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BalanceType: 하위시스템

또는 소스 시스템의 SUB|
SRC입니다.
CurrencyBucket: 통화 버킷

(예: Functional)입니다.
File: 인박스와 관련된 파일의

이름(예: balances.csv)
입니다. EPM Automate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파일을

ARCS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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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모듈 모듈 설명 매개변수/설명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조정 준수 특정 기간의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을 임포트합니다.
TransactionType: 허용되는

트랜잭션 유형은 BEX(설명된

잔액), SRC(소스 시스템 조정)
및 SUB(하위시스템 조정)
입니다.
File: 인박스와 관련된 파일의

이름(예: transactions.csv)
입니다. EPM Automate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파일을

ARCS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DateFormat: 날짜

형식입니다(예: MM/dd/yyyy,
dd/MM/yyyy, dd-MMM-yy,
MMM d,yyyy 또는 All).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임포트

트랜잭션 매칭 사전 매핑된 트랜잭션 파일을

트랜잭션 매칭으로

임포트합니다.

DataSource: 트랜잭션이

임포트되는 데이터 소스의

텍스트 ID입니다.
File: 인박스와 관련된 파일의

이름(예: transactions.csv)
입니다. EPM Automate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파일을

ARCS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ReconciliationType:
트랜잭션 파일이 임포트되는

조정 유형의 텍스트 ID입니다

(예: Bank to GL).
DateFormat: 날짜

형식입니다(예: MM/dd/yyyy,
dd/MM/yyyy, MM-dd-yyyy,
d-M-yyyy, dd-MMM-yy,
MMM d, yyyy)

프로파일 임포트 조정 준수 특정 기간의 프로파일을

임포트합니다.
ImportType: 임포트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Replace와
ReplaceAll입니다.
Period: 임포트할 기간입니다.
ProfileType: 프로파일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Profiles와 Children입니다.
File: 인박스와 관련된 파일의

이름(예: profiles.csv)입니다.
EPM Automate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파일을

ARCS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DateFormat: 날짜

형식입니다(예: MM/dd/yyyy,
dd/MM/yyyy, d-M-yyyy,
dd-MMM-yy, MMM d, yyyy
또는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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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모듈 모듈 설명 매개변수/설명

비율 임포트 조정 준수 특정 기간 및 비율 유형의

비율을 임포트합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RateType: 비율 유형(예:
Accounting)입니다.
비율 임포트(조정 준수)
File: 인박스와 관련된 파일의

이름(예: rates.csv).입니다.
EPM Automate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파일을

ARCS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ImportType: 지원되는

임포트 유형은 Replace 및
ReplaceAll입니다.

조정 모니터 조정 준수 ARCS의 조정 목록을

모니터합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필터: 조정 목록을 쿼리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 문자열입니다.

자동 일치 실행 트랜잭션 매칭 트랜잭션 매칭에서 자동 매칭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ReconTypeId: - 자동 일치를

적용할 조정 유형의 텍스트 ID

조정 보기 조정 준수 지정된 기간의 조정을 봅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Saved List: 공개되어 있는

저장된 목록의 이름입니다.

트랜잭션 보기 트랜잭션 매칭 지정된 기간의 트랜잭션을

봅니다.
Period: 기간의 이름입니다.
Saved List: 공개되어 있는

저장된 목록의 이름입니다.

Enterprise Data Management 통합

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차원 익스포트 Enterprise Data
Management에서 구성된 연결로

차원을 익스포트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EPM Cloud
내에서 사전 빌드된 통합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Application: 차원을 익스포트할

Enterprise Data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Dimension: 익스포트할 차원의

이름입니다.
Connection: 선택사항입니다. 차원을

익스포트할 연결의 이름입니다.
File Name: 차원을 익스포트할 파일

및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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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차원 매핑 익스포트 Enterprise Data
Management에서 구성된 연결로

차원 매핑을 익스포트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Application: 차원 매핑을

익스포트할 Enterprise Data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Dimension: 익스포트할 차원 매핑의

이름입니다.
Connection: 선택사항입니다. 차원

매핑을 익스포트할 연결의

이름입니다.
매핑 위치: 차원 매핑을 익스포트할

위치입니다.
File Name: 차원 매핑을 익스포트할

파일 및 경로입니다.

차원 임포트 구성된 연결에서 Enterprise Data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으로

차원을 임포트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EPM Cloud
내에서 사전 빌드된 통합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Application: 차원을 임포트할

Enterprise Data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Dimension: 임포트할 차원의

이름입니다.
Connection: 차원을 임포트할 연결의

이름입니다.
File Name: 차원을 임포트할 파일 및
경로입니다.
Import Option: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를 Enterprise Data
Management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차원 추출 Enterprise Data
Management에서 구성된 연결로

차원을 추출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Application: 차원을 추출할

Enterprise Data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Dimension: 추출할 차원의

이름입니다.
Extract: 추출의 이름입니다.
Connection: 차원을 추출할 연결의

이름입니다.
File Name: 차원을 추출할 파일 및
경로입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통합

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큐브 지우기 입력 및 보고 큐브 내에서 특정

데이터를 지웁니다.
Name: 큐브 지우기 작업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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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다음 연도로 소유권 데이터 복사 소유권 데이터를 연도의 마지막

기간에서 다음 연도의 첫번째

기간으로 복사하는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copyOwnershipDataToNextYear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

Scenario: 시나리오 이름(예:
Actual. 선택 가능)
Years: 선택 가능

큐브 새로고침 OLAP 큐브를 새로고칩니다. Name: 큐브 새로고침 작업의

이름입니다.

데이터 지우기 프로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데이터 지우기 작업을

실행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데이터 지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지우기을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에서 데이터

지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지우기를

참조하십시오.

프로파일 이름: 데이터 프로파일

이름을 지웁니다.

데이터 복사 프로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작업을 실행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데이터 복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에서 데이터 복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프로파일 이름: 데이터 프로파일

이름을 복사합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import data 유형의 작업에

지정된 데이터 익스포트 설정

(파일 이름 포함)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익스포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은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Name: 데이터 익스포트 작업의

이름입니다.
Export File Name: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파일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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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매핑 익스포트 Data Management에 정의된

데이터 매핑을 지정된 위치로

익스포트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PM Cloud 내에서 사전

빌드된 통합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멤버 매핑은 하나의 차원에 있는

소스 멤버와 타겟 차원 멤버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Dimension: 임포트할 특정

차원의 차원 이름(예:
ACCOUNT 또는 모든 차원을

임포트할 ALL)입니다.
File Name: 매핑을 익스포트할

파일 및 경로입니다. 파일

형식은 .CSV, .TXT, .XLS
또는 .XLSX일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에 아웃박스가 포함됩니다

(예: outbox/
BESSAPPJan-06.csv).
Location Name: 익스포트할

위치의 이름입니다.

소유권 데이터 익스포트 엔티티에서 쉼표로 구분된 CSV
파일로 소유권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exportOwnershipData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

Entity: 엔티티의 이름입니다.
Scenario: 시나리오 이름(예:
Actual). 선택 가능합니다.
Years: 선택 가능

Period: 기간의 이름(예: 1월).
선택 가능합니다.
File Name: 익스포트할 파일

이름입니다.

데이터 임포트 import data 유형의 작업에

지정된 데이터 임포트 설정을

사용하여 저장소의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Name: 데이터 임포트 작업의

이름입니다.
Import File Name: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를

임포트할 파일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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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매핑 임포트 Data Management에 정의된

데이터 매핑을 지정된 위치로

임포트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멤버 매핑은 하나의 차원에 있는

소스 멤버와 타겟 차원 멤버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선택한 Excel, .CSV 또는 .TXT
에서 멤버 매핑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Job Type: MAPPINGIMPORT
작업 유형입니다.
Job Name: 임포트할 특정

차원의 차원 이름(예:
ACCOUNT 또는 모든 차원을

임포트할 ALL)입니다.
File Name: 매핑을 임포트할

파일 및 경로입니다. 파일

형식은 .CSV, .TXT, .XLS
또는 .XLSX일 수 있습니다.
파일은 임포트하기 전에 인박스

또는 인박스의 서브 디렉토리로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파일

경로에 인박스가 포함됩니다(예:
inbox/BESSAPPJan-06.csv).
Import Mode: 새 규칙을

추가하거나 기존 규칙을 바꾸는

경우 MERGE이고, 임포트하기

전에 이전 매핑 규칙을 지우려면

REPLACE입니다.
Validation Mode: 검증 모드

사용 여부: true 또는 false.
true를 입력하면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타겟

멤버를 검증하고 false를
입력하면 검증 없이 매핑 파일을

로드합니다. 검증 프로세스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false의 검증 모드보다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선택하는 옵션은 false입니다.
Location Name: 매핑 규칙을

로드해야 하는 Data
Management 위치입니다. 매핑

규칙은 Data Management의
위치별로 다릅니다.

메타데이터 임포트 import metadata 유형의

작업에 지정된 메타데이터

임포트 설정을 사용하여

저장소의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Name: 메타데이터 임포트에

정의된 뱃치 이름입니다.

소유권 데이터 임포트 해당 환경의 사용가능한 CSV
파일에서 기간으로 소유권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importOwnershipData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

Scenario: 시나리오 이름(예:
Actual). 선택 가능합니다.
Years: 선택 가능

Period: 기간의 이름(예: 1월).
선택 가능합니다.
File Name: 임포트할 파일

이름입니다.

39장
EPM Cloud 서비스와 통합 관리

39-13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cepma/epm_auto_import_ownership_data.html


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분개 기간 분개 기간을 자동으로

시작하거나 마감합니다.
승인 및 게시취소된 분개가 없는

경우에만 시스템에서 기간을

마감합니다. 승인 및 게시취소된

분개가 있으면 시스템에서

기간을 마감하지 않고 오류를

반환합니다.
작업 중 및 제출됨 상태의

게시취소된 저널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경고를 표시하며

기간을 마감합니다.

Scenario: 시나리오 이름(예:
Actual)
Year: 연도(예: FY20)
Period: 기간의 이름(예: 1월)
Action: 시작 또는 마감

Enterprise Journals 모니터링

주:

이
통합은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에만

적용됩니다.

연도/기간 또는 필터링된

목록에서 분개의 완료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연도: 선택사항. 연도(예: 2022).
선택 가능합니다.
기간: 선택사항. 기간의 이름(예:
1월). 선택 가능합니다.
필터 이름: 선택사항.
Enterprise Journals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생성한 필터

이름입니다.

주:

모든
매개변수는

선택사항이지만,
적어도
필터
이름
또는
연도
및
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유권 데이터 재계산 소유권 데이터를 재계산하는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recomputeOwnershipData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EPM
Automate 작업 .

Scenario: 시나리오 이름(예:
Actual)
Years: 연도(예: FY20)
Period: 기간의 이름(예: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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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뱃치 규칙 실행 Data Management에서

정의된 작업 뱃치를 실행합니다.
Name: 실행할 보고서의 이름

(예: Dimension Map For POV
(Dimension, Cat, Per) Path)
Report Format Type:
보고서의 파일 형식(예: PDF,
XLSX 또는 HTML)
Parameters: 보고서에 따라

개수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Location: - 보고서 위치(예:
Comma_Vision)
Run As: 이 매개변수는

워크플로우 탭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 실행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합니다. Name: 정의된 그대로의

비즈니스 규칙 이름입니다.
Parameters: JSON 구문의

런타임 프롬프트입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규칙 정의에서

정의된 것과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MyScenario1":"Current",
"MyVersion1":"BU
Version_1", "ToEntity":"CA",
"Rule_Level_Var":"AZ",
"planType":"Plan1"}
다음 형식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cenario=Actual"
"Entity=Total Geography"
"Year=FY21" "Period=Apr"

비즈니스 규칙 세트 실행 비즈니스 규칙 세트를

실행합니다. 런타임 프롬프트가

없는 규칙 세트 또는 기본값을

사용하는 런타임 프롬프트가

있는 규칙 세트가 지원됩니다.

Name: 정의된 그대로의

비즈니스 규칙 세트 이름입니다.
Parameters: JSON 구문의

런타임 프롬프트입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규칙 정의에서

정의된 것과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MyScenario1":"Current",
"MyVersion1":"BU
Version_1", "ToEntity":"CA",
"Rule_Level_Var":"AZ",
"planType":"Plan1"}
다음 형식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cenario=Actual"
"Entity=Total Geography"
"Year=FY21" "Period=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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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연결 실행 이 태스크는 연결을 실행할

유틸리티 태스크입니다.
태스크에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와 같은 태스크 실행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시나리오

연도

기간

Entity: 쉼표 구분 문자를

사용하여 여러 엔티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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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규칙 실행 시작 기간 및 종료 기간과 지정한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 옵션에

따라 Data Management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합니다.

Job Name: Data
Management에 정의된 데이터

로드 규칙의 이름입니다.
Start Period: 데이터를 로드할

첫번째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름은 Data Management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End Period: 데이터를 로드할

최종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름은

Data Management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Import Mode: - 데이터를 Data
Management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APPEND - 기존 규칙에

추가합니다.
Data Management의 POV
데이터

REPLACE - POV 데이터를

삭제하고 파일의 데이터로

바꿉니다.
RECALCULATE -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뛰고 업데이트된

매핑 및 논리 계정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합니다.
NONE -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로의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뜁니다.
Export Mode: - 데이터를 Data
Management로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STORE_DATA - 기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or
Tax 또는 Tax Reporting
데이터로 데이터 관리 스테이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병합합니다.
ADD_DATA - 데이터 관리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or Tax 또는 Tax
Reporting에 추가합니다.
SUBTRACT_DATA - 기존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또는 Tax Reporting
데이터에서 데이터 관리

스테이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뺍니다.
REPLACE_DATA - POV
데이터를 지우고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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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테이블의 데이터로 바꿉니다.
시나리오, 버전, 연도, 기간 및
엔티티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NONE - 데이터 익스포트를

데이터 관리에서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or
Tax 또는 Tax Reporting으로

건너뜁니다.
File Name: 선택사항입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API는 로드 데이터 규칙에

지정된 파일 이름에 포함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데이터

규칙 실행 전에 데이터 파일이

INBOX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Run As: 이 매개변수는

워크플로우 탭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강제 연결 실행 이 태스크는 강제 연결을 실행할

유틸리티 태스크입니다.
태스크에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와 같은 태스크 실행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시나리오

연도

기간

Entity: 쉼표 구분자를 사용하여

여러 엔티티 추가 가능

강제 환산 실행 이 태스크는 강제 환산을 실행할

유틸리티 태스크입니다.
태스크에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와 같은 태스크 실행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시나리오

연도

기간

Entity: 쉼표 구분 문자를

사용하여 여러 엔티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실행 이 태스크는 환산을 실행할

유틸리티 태스크입니다.
태스크에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와 같은 태스크 실행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시나리오

연도

기간

Entity: 쉼표 구분 문자를

사용하여 여러 엔티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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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통합 잠금 및 잠금 해제 데이터 교환에서 위치, 범주 및
기간의 통합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작업: 잠금 또는 잠금 해제에서

선택합니다.
잠금 유형: 잠금/잠금 해제

작업을 애플리케이션 또는

위치에 적용할지를 선택합니다.
기간: 데이터 교환에 정의된 통합

또는 데이터 로드 규칙에서 POV
기간(예: 2021년 1월)을
지정합니다.
범주 - 통합(데이터 규칙) 정의의

POV 범주를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 값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한 범주는 "실제"와
같이 데이터 통합을 설정할 때
생성한 범주입니다.
애플리케이션(선택사항): 선택한

잠금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름(예:
"비전")을 지정합니다.
위치(선택사항): 선택한 잠금

유형이 위치인 경우 위치 이름을

지정합니다. 위치가 잠긴 경우,
데이터를 해당 위치에 로드할 수
없습니다.
위치별 잠금 해제(선택사항):
선택한 작업이 잠금이고 선택한

위치가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이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잠글 때
선택된 경우,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잠금이 아닌

타겟 애플리케이션 아래에 있는

모든 규칙을 잠급니다.
자세한 내용은 POV 잠금 및
잠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Planning 및 Planning 모듈 통합

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큐브 지우기 입력 및 보고 큐브 내에서 특정

데이터를 지웁니다.
Name: 큐브 지우기 작업의

이름입니다.

큐브 새로고침 OLAP 큐브를 새로고칩니다. Name: 큐브 새로고침 작업의

이름입니다.

39장
EPM Cloud 서비스와 통합 관리

39-19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prest/fdmee_lock_unlock.html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prest/fdmee_lock_unlock.html


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익스포트 import data 유형의 작업에

지정된 데이터 익스포트 설정(파일

이름 포함)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익스포트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은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Name: 데이터 익스포트 작업의

이름입니다.
Export File Name: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파일 이름입니다.

데이터 임포트 import data 유형의 작업에

지정된 데이터 임포트 설정을

사용하여 저장소의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Name: 데이터 임포트 작업의

이름입니다.
Import File Name: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를

임포트할 파일 이름입니다.

메타데이터 임포트 import metadata 유형의 작업에

지정된 메타데이터 임포트 설정을

사용하여 저장소의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Name: 메타데이터 임포트에

정의된 뱃치 이름입니다.

뱃치 실행 Data Management에서 정의된

작업 뱃치를 실행합니다.
Name: 실행할 보고서의 이름(예:
Dimension Map For POV
(Dimension, Cat, Per) Path)
Report Format Type: 보고서의

파일 형식(예: PDF, XLSX 또는

HTML)
Parameters: 보고서에 따라

개수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Location: - 보고서 위치(예:
Comma_Vision)

비즈니스 규칙 실행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합니다. Name: 정의된 그대로의 비즈니스

규칙 이름입니다.
Parameters: JSON 구문의 런타임

프롬프트입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규칙 정의에서 정의된 것과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MyScenario1":"Current",
"MyVersion1":"BU Version_1",
"ToEntity":"CA",
"Rule_Level_Var":"AZ",
"planType":"Plan1"}
다음 형식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cenario=Actual"
"Entity=Total Geography"
"Year=FY21" "Period=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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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비즈니스 규칙 세트 실행 비즈니스 규칙 세트를 실행합니다.
런타임 프롬프트가 없거나

기본값을 가진 런타임 프롬프트가

있는 규칙 세트가 지원됩니다.

이름: 정의된 비즈니스 규칙 세트

이름입니다.
Parameters: JSON 구문의 런타임

프롬프트입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규칙 정의에서 정의된 것과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MyScenario1":"Current",
"MyVersion1":"BU Version_1",
"ToEntity":"CA",
"Rule_Level_Var":"AZ",
"planType":"Plan1"}
다음 형식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cenario=Actual"
"Entity=Total Geography"
"Year=FY21" "Period=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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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규칙 실행 시작 기간 및 종료 기간과 지정한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 옵션에 따라

Data Management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합니다.

Job Name: Data
Management에 정의된 데이터

로드 규칙의 이름입니다.
Start Period: 데이터를 로드할

첫번째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름은

Data Management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End Period: 데이터를 로드할

최종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름은

Data Management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Import Mode: - 데이터를 Data
Management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APPEND - 기존 규칙에

추가합니다.
Data Management의 POV
데이터

REPLACE - POV 데이터를

삭제하고 파일의 데이터로

바꿉니다.
RECALCULATE -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뛰고 업데이트된 매핑 및 논리

계정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합니다.
NONE -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로의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뜁니다.
exportMode: - 데이터를 Data
Management로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STORE_DATA -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존 Oracle Hyperion
Planning 데이터와 병합합니다.
ADD_DATA -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Planning에 추가합니다.
SUBTRACT_DATA - 기존

Planning 데이터에서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뺍니다.
REPLACE_DATA - POV 데이터를

지우고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로

바꿉니다. 시나리오, 버전, 연도,
기간 및 엔티티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NONE - Data Management에서

Planning으로 데이터 익스포트를

건너뜁니다.
File Name: 선택사항입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39장
EPM Cloud 서비스와 통합 관리

39-22



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API는 로드 데이터 규칙에 지정된

파일 이름에 포함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데이터 규칙 실행

전에 데이터 파일이 INBOX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통합 잠금 및 잠금 해제 데이터 교환에서 위치, 범주 및
기간의 통합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작업: 잠금 또는 잠금 해제에서

선택합니다.
잠금 유형: 잠금/잠금 해제 작업을

애플리케이션 또는 위치에

적용할지를 선택합니다.
기간: 데이터 교환에 정의된 통합

또는 데이터 로드 규칙에서 POV
기간(예: 2021년 1월)을
지정합니다.
범주 - 통합(데이터 규칙) 정의의

POV 범주를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 값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한 범주는 "실제"와 같이

데이터 통합을 설정할 때 생성한

범주입니다.
애플리케이션(선택사항): 선택한

잠금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름(예: "비전")을
지정합니다.
위치(선택사항): 선택한 잠금

유형이 위치인 경우 위치 이름을

지정합니다. 위치가 잠긴 경우,
데이터를 해당 위치에 로드할 수
없습니다.
위치별 잠금 해제(선택사항):
선택한 작업이 잠금이고 선택한

위치가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이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잠글 때
선택된 경우,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잠금이 아닌

타겟 애플리케이션 아래에 있는

모든 규칙을 잠급니다.
자세한 내용은 POV 잠금 및 잠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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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통합

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권한 부여 적용 지정된 Oracl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데이터

권한 부여를 적용합니다. 이
API는 Essbase에서 데이터 권한

부여를 생성 및 적용하는 작업을

제출합니다. 이 API는
Essbase의 기존 데이터 권한

부여를 모두 제거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정보로

재생성합니다. 이슈가 있을 경우

데이터 권한 부여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없음

ML 큐브 배포 선택한 Oracle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Cloud
애플리케이션의 계산 큐브를

배포 또는 재배포합니다.

isKeepData: - 기존 데이터를

보존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sReplacecube: - 기존

데이터를 바꿀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comment: - 사용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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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ML 계산 실행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계산을 실행하거나 지웁니다.
관리 원장과 함께 사용합니다.

povGroupMember: 계산을

실행할 POV 그룹 멤버(예:
2015_January_Actual)
isClearCalculated: - 계산

데이터를 지울지 여부(true 또는

false)
subsetStart: - 규칙 세트 시작
순번

subsetEnd: - 규칙 세트 종료
순번

Rule: SINGLE_RULE의 규칙

이름입니다.
ruleSetName: -
SINGLE_RULE 옵션의 규칙

세트 이름

exeType: - 실행할 규칙을

지정하는 실행 유형. 가능한 값은

ALL_RULES,
RULESET_SUBSET,
SINGLE_RULE입니다. 기타

매개변수는 exeType 값에 따라

필수입니다.
exeType: ALL_RULES는
subsetStart, subsetEnd,
ruleSetName, ruleName 등의

다른 모든 옵션을 대체합니다.
exeType:
RULESET_SUBSET는
subsetStart 및 subsetEnd만
고려합니다.
exeType: SINGLE_RULE은
ruleSetName 및 ruleName만
고려합니다.
Comment: 설명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Delimiter: 밑줄(_)과 같은 POV
그룹 멤버의 문자열

구분자입니다.
ML POV 지우기 임의 애플리케이션의 POV

조합에서 모델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지웁니다.

POV GroupMember: 계산을

실행할 POV 그룹 멤버(예:
2015_January_Actual)입니다.
isManageRule: 프로그램 규칙

세부정보를 지울지 여부

isInputData: 입력 데이터를

지울지 여부

IsAllocatedValues: 할당된 값
지우기 여부

stringDelimiter: - POV 그룹

멤버의 문자열 구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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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ML POV 복사 임의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POV
조합에서 대상 POV 조합으로

모델 아티팩트와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관리 원장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POVs: 경로에 포함됨

srcPOVMemberGroup: - 소스

POV 멤버 그룹(예:
2014_January_Actual)
destPOVMemberGroup: -
대상 POV 멤버 그룹(예:
2014_March_Actual)
isManageRule: - 프로그램

규칙 세부정보를 복사할지 여부

isInputData: - 입력 데이터를

복사할지 여부

modelViewName: - 소스

POV에서 대상 POV로 데이터

슬라이스를 복사합니다.
Create Dest POV: - 존재하지

않는 대상 POV를 생성할지 여부

String Delimiter: POV 그룹

멤버의 문자열 구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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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규칙 실행 시작 기간 및 종료 기간과 지정한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 옵션에

따라 Data Management
데이터 로드 규칙을 실행합니다.

Job Name: Data
Management에 정의된 데이터

로드 규칙의 이름입니다.
Start Period: 데이터를 로드할

첫번째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름은 Data Management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End Period: 데이터를 로드할

최종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름은

Data Management 기간

매핑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Import Mode: - 데이터를 Data
Management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APPEND - 기존 규칙에

추가합니다.
Data Management의 POV
데이터

REPLACE - POV 데이터를

삭제하고 파일의 데이터로

바꿉니다.
RECALCULATE -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뛰고 업데이트된

매핑 및 논리 계정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합니다.
NONE -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로의 데이터

임포트를 건너뜁니다.
Export Mode: - 데이터를 Data
Management로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STORE_DATA - 데이터 관리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존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데이터와

병합합니다.
ADD_DATA - 데이터 관리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에 추가합니다.
SUBTRACT_DATA - 데이터

관리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존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데이터에서 차감합니다.
REPLACE_DATA - POV
데이터를 지우고 Data
Management 스테이지

테이블의 데이터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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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시나리오, 버전, 연도, 기간 및
엔티티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NONE - Data
Management에서 데이터

익스포트를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로
건너뜁니다.
File Name: 선택사항입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API는 로드 데이터 규칙에

지정된 파일 이름에 포함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데이터

규칙 실행 전에 데이터 파일이

INBOX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뱃치 규칙 실행 Data Management에서

정의된 작업 뱃치를 실행합니다.
Job Name: - Data
Management에 정의된 뱃치의
이름

차원 업데이트 플랫 파일을 사용하여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 차원

플랫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으로 차원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File Name: 데이터 파일

이름입니다.
Separator Character: 선택적

매개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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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름 설명 매개변수/설명

데이터 통합 잠금 및 잠금 해제 데이터 교환에서 위치, 범주 및
기간의 통합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입니다.

작업: 잠금 또는 잠금 해제에서

선택합니다.
잠금 유형: 잠금/잠금 해제

작업을 애플리케이션 또는

위치에 적용할지를 선택합니다.
기간: 데이터 교환에 정의된 통합

또는 데이터 로드 규칙에서 POV
기간(예: 2021년 1월)을
지정합니다.
범주 - 통합(데이터 규칙) 정의의

POV 범주를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 값을

지정합니다.
사용가능한 범주는 "실제"와
같이 데이터 통합을 설정할 때
생성한 범주입니다.
애플리케이션(선택사항): 선택한

잠금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름(예:
"비전")을 지정합니다.
위치(선택사항): 선택한 잠금

유형이 위치인 경우 위치 이름을

지정합니다. 위치가 잠긴 경우,
데이터를 해당 위치에 로드할 수
없습니다.
위치별 잠금 해제(선택사항):
선택한 작업이 잠금이고 선택한

위치가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이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잠글 때
선택된 경우,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잠금이 아닌

타겟 애플리케이션 아래에 있는

모든 규칙을 잠급니다.
자세한 내용은 POV 잠금 및
잠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파일 복사 및 삭제

다음은 EPM Cloud에 공통인 통합입니다.

• < EPM Cloud Service>에서 파일 복사

• < EPM Cloud Service>로 파일 복사

• < EPM Cloud Service>에서 파일 삭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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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사전 빌드된 통합 목록에서 < EPM Cloud Service>에서 파일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태스크 관리자 서비스에서 원격 EPM Cloud Service로 파일을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Tax Reporting에서 태스크 관리자를 구성하고 Account Reconciliation
연결을 설정한 경우 Tax Reporting에서 파일을 복사하고 Tax Reporting의 파일을
Account Reconciliation으로 복사합니다.

Note: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를 제외한 모든 원격 EPM Cloud Service에
적용됩니다.

• 다음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 파일 이름: 복사할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원래 파일 이름과 다를 수
있음).

– 외부 디렉토리 이름(선택사항): 디렉토리 이름을 선택합니다.

•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4. <EPM Cloud Service>(으)로 파일 복사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른 EPM Cloud
Service의 파일을 태스크 관리자가 구성되어 있는 현재 서비스에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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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를 제외한 모든 원격 EPM Cloud Service에 적용됩니다.

• 다음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 파일 이름: 복사할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원래 파일 이름과 다를 수 있음).

– 외부 디렉토리 이름(선택사항): 디렉토리 이름을 선택합니다.

•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5. <EPM Cloud 서비스>에서 파일 삭제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EPM Cloud 서비스에서 파일이
삭제됩니다.

Note: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를 제외한 모든 원격 EPM Cloud Service에 적용됩니다.

• 파일 이름의 경우, 복사할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EPM Cloud 자동화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관리
이 부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빌드된 태스크 관리자 통합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Oracle Cloud ERP 통합

• 온-프레미스 통합

• 온-프레미스 Oracle E-Business Suite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

EPM Cloud는 Oracle Integration Cloud를 태스크 관리자의 통합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비 EPM
Cloud 서비스로 자동화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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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이어그램은 Tax Reporting :

에 적용되는 시스템 및 사용자 플로우를 보여 줍니다.

Oracle Cloud ERP 일반 사용자 통합

태스크 관리자 일반 사용자 통합을 사용하면 원격 Cloud 환경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Oracle Cloud ERP에 사용할 수 있는 태스크 관리자 일반 사용자
통합이 나와 있습니다.

원격 Cloud 기능에 대한 설명은 해당 Cloud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Cloud ERP - Assets 일반 사용자 통합

• 총계정원장을 통한 자산 잔액 조정

• 자산 비용 요약

• 자산 준비금 요약

• 감가상각 계산

• 이연 감가상각 계산

• CIP 자산 자본화

• 자산 회계 생성

• 분개 입력 준비금 원장 보고서

• 자산 지정 관리

• 자산 재무 트랜잭션 관리

• 대량 처분 관리

• 대량 전송 관리

• 세금 장부에 대한 주기적 대량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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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 소스 라인 준비 및 대량 추가 게시 제출

• 자산 처분취소

• 자산 처분

Oracle Cloud ERP - Cash Management 일반 사용자 통합

• 은행 거래 명세서 조정

• 회계 생성

• 총계정원장에 대한 현금 조정 보고서

• 보조원장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일반 사용자 통합

• 분개 자동 게시

• 분개 자동 취소

• 총계정원장 기간 마감

• 할당 규칙 생성

• 대차대조표 마감 분개 생성

• 손익계산서 마감 분개 생성

• 총계정원장에 대한 Payables 조정 데이터 추출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출금 조정 데이터 추출

• 재무 보고 센터 작업 영역

• 일반 회계 대시보드

• 할당 규칙 생성

• 총계정원장 시산표

• 총계정원장 평균 시산표

• 총계정원장 분개 보고서

• 총계정원장 일반 분개 보고서

• General Ledger 분개 세부정보 보고서

• 총계정원장 분개 일자 기준 보고서

• 총계정원장 분개 뱃치 요약 보고서

• General Ledger 계정 세부정보 보고서

• 상대 계정 보고서에 대한 총계정원장 계정 분석

• 총계정원장 평균 잔액 감사 계정 분석 보고서

• 총계정원장 계정 분석 보고서

• 총계정원장 시산표 보고서

• 분개 임포트

• 총계정원장 회계 기간 관리

• 분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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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정원장 기간 열기

• 기간 마감 대시보드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입금 조정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출금 조정

• 잔액 재평가

• 환산

• 원장 간 잔액 전송

• 보조원장으로 잔액 전송

Oracle Cloud ERP - Intercompany 일반 사용자 통합

• 내부거래 계정 세부정보 보고서

• 내부거래 조정

• 내부거래 트랜잭션 요약 보고서

• 내부거래 트랜잭션 작업 영역

• 내부거래 기간 상태 관리

• 총계정원장으로 내부거래 트랜잭션 전송

• 매출금으로 내부거래 트랜잭션 전송

• 매입금으로 내부거래 트랜잭션 전송

Oracle Cloud ERP - Payables 일반 사용자 통합

• 누락된 환율 적용

• 완료되지 않은 지급 프로세스 요청을 완료하거나 취소합니다.

• 매입금 회계 생성

• 대량 추가 생성

• 총계정원장에 대한 Payables 조정 데이터 추출

• Payables 송장 임포트

• Payables 지급 요청 임포트

• Payables 기간 관리

• 미해결 상태의 항목 재평가 보고서

• 매입금 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

• Payables 송장 랜딩 페이지

• 정리 옵션이 있는 매입금 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

• 매입금 시산표 보고서

•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입금 조정 보고서 검토

• 승인 대기 중 트랜잭션

• 비용 관리로 비용 전송

• 만기된 지급 어음 상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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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된 지급 어음 상태 업데이트

• 검증되지 않은 트랜잭션 검증

Oracle Cloud ERP - Receivables 일반 사용자 통합

• 고객 대변 승인 또는 거부

• 청구 작업 영역

• 수금 자동 정산

• 자동 청구 조정 생성

• 자동 입금 뱃치 생성

• 입금/수탁 뱃치 생성

• 연체료 뱃치 생성

• 자동 입금 상쇄 생성

• 매출금 회계 생성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출금 조정 데이터 추출

• 자동 송장 임포트: 마스터

• 매출금 회계 기간 관리

• 수익 조정 관리

• 매출금 잔액 작업 영역

• LockBox를 통해 수금 처리

• 수익 인식

• 총계정원장 계정 보고서별 매출금 에이징

• 보조원장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제출

Oracle Cloud ERP - Tax 일반 사용자 통합

• 세금 조정 보고서

• 과세 계정 보고서별 세금 조정

Cloud ERP 통합의 애플리케이션 토큰 값

토큰 이름: SERVER

토큰 설명: 가상 URL인 https://
customer_chosen_domain_name_fa.DC.oraclecloud.com에서처럼 URL 기반 통합에 사용되는

등록정보입니다.

Oracle Cloud ERP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

이 섹션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Oracle Cloud ERP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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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racle Cloud ERP 사용자정의 프로세스 자동화 또는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정의 태스크 관리자 통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Cloud ERP General Ledger에서 지원되는 이벤트

다음은 General Ledger에 대해 지원되는 이벤트입니다.

소스 이벤트 설명

General Ledger 회계 기간 마감됨 일반 원장 회계 기간이 마감되었음을 나타냅니다.

General Ledger 회계 기간 개설됨 일반 원장 회계 기간이 개설되었음을 나타냅니다.

General Ledger 회계 기간 다시 열림 일반 원장 회계 기간이 다시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General Ledger 분개 뱃치 승인됨 분개 뱃치가 승인되었음을 나타냅니다.

General Ledger 분개 뱃치 게시 완료됨 분개 뱃치가 게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연결에 추가된 통합

이 테이블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태스크 관리자에서 비즈니스 이벤트를 모니터하기 위해
추가된 통합이 나와 있습니다.

• 태스크 관리자의 통합 유형

• 태스크 관리자의 태스크 유형

• Integration Cloud의 통합 플로우

연결 이름 통합 이름 통합 코드 이벤트 이름 설명 매개변수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기간 마감
이벤트

R13GLPeriodClose회계 기간
마감됨

Oracle Cloud
ERP General
Ledger 기간

마감 이벤트
모니터링

LedgerName:
원장의

이름입니다. 예:
미국 기본 원장

기간: 기간의

이름입니다. 예:
01~19.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기간 열기
이벤트

R13GLPeriodOpen계정 기간 열림 Oracle Cloud
ERP General
Ledger 기간

열기 이벤트
모니터링

LedgerName:
원장의

이름입니다. 예:
미국 기본 원장

기간: 기간의

이름입니다. 예:
01~19.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기간 다시 열기
이벤트

R13GLPeriodReopen회계 기간 다시
열림

Oracle Cloud
ERP General
Ledger 기간

다시 열기
이벤트
모니터링

LedgerName:
원장의

이름입니다. 예:
미국 기본 원장

기간: 기간의

이름입니다. 예: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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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이름 통합 이름 통합 코드 이벤트 이름 설명 매개변수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분개 승인
이벤트

R13GLJournalBatchApprove분개 뱃치
승인됨

Oracle Cloud
ERP General
Ledger 분개

뱃치 승인
이벤트
모니터링

BatchName:
분개 뱃치

이름입니다.
기간: 기간의

이름입니다. 예:
01~19.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분개 게시
이벤트

R13GLJournalBatchPost분개 뱃치
게시됨

Oracle Cloud
ERP General
Ledger 분개

뱃치 게시
이벤트
모니터링

BatchName:
분개 뱃치

이름입니다.
기간: 기간의

이름입니다. 예:
01~19.

태스크 관리자에서 통합 설정

태스크 관리자에서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용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은 다른 Cloud 서비스 또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외부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트리거됩니다.

Oracle Cloud ERP에서 비즈니스 이벤트가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acle Financials Cloud용 REST API 가이드의 "ERP
비즈니스 이벤트 REST 엔드포인트" 섹션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financials/22d/farfa/api-erp-business-events.html

이벤트를 확인하려면 "모든 비즈니스 이벤트 레코드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으로 설정된 이벤트가 없는 경우 "비즈니스 이벤트 사용 표시기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관리자와 Oracle Cloud ERP 간의 통합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통합 탭을 누른 다음, 연결 관리를 누른 후 Integration Cloud 연결을 누릅니다.

3. Integration Cloud Connection 대화상자에서 필수 정보를 추가합니다.

a. URL에 Oracle Integration Cloud URL을 입력합니다.

b. 서비스 관리자 및 비밀번호에 서비스 관리자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c. 검증을 누릅니다.

d. 검증에 성공하면 저장을 누른 다음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연결 사용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연결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르고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3. 목록에서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를 선택하고 작업을 누른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4. 연결 편집 대화상자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Integration Cloud에 배포 대화상자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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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 연결이 이미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통합]
화면에서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을 선택하고 툴바에서 Integration Cloud에 배포를
눌러 Oracle Integration Cloud에 통합 플로우를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 Integration
Cloud에 배포 대화상자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통합 플로우가 Integration Cloud에 배포되며, Integration Cloud Services에
로그인하여 플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

Integration Cloud에 대한 연결을 처음 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활성화 중에 모든
Integration Cloud 배포에 실패합니다. 관리자는 Integration Cloud에서 통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통합을 활성화하기 전에 관리자는 Integration Cloud에서
통합을 설정해야 합니다.

Integration Cloud에서 통합 플로우 설정

Integration Cloud에서 통합 플로우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Integration Cloud Services에 로그인하십시오.

2. 연결로 이동합니다.

EPM Fusion Connection 및 EPM Connection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3. 환경 및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연결을 편집합니다. 연결 생성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 생성을 위한 사전 필수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 EPM Fusion 연결은 Oracle Cloud ERP에 대한 연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RP Cloud 어댑터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 EPM 연결은 태스크 관리자의 EPM Cloud Service에 대한 연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어댑터 및 Oracle
Integration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연결을 구성, 테스트, 저장하면 연결 옆에 녹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4. 태스크 관리자로 돌아가서 통합을 선택합니다.

5. 목록에서 통합을 선택하고 툴바에서 Integration Cloud에 배포를 누릅니다.

6. Integration Cloud에 배포 대화상자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Integration Cloud 배포에 성공합니다. Oracle Integration Cloud 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통합을 선택하여 Integration Cloud에서 활성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를 템플리트 또는 스케줄에 추가

설정이 완료되면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에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템플리트를 누르고 새 템플리트(예: ERP 이벤트 템플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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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태스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유형에서 Oracle Cloud ERP - General Ledger를 선택한 후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
(예: 기간 열기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4. 태스크 관리자에서 템플리트를 누르고 ERP 이벤트 템플리트를 선택하여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템플리트에서 스케줄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5. 태스크 관리자에서 스케줄을 누르고 스케줄을 선택한 다음 상태를 열림으로 변경합니다.

스케줄 태스크 화면에서 스케줄 태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ERP에서 기간 마감 이벤트 트리거

Oracle Cloud ERP에서 기간 마감 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Cloud ERP에 로그인합니다.

2. 일반 회계 탭, 기간 마감 순으로 선택합니다.

3. General Ledger를 누르고 기간을 선택한 다음 기간 마감을 누릅니다.
 

 

4.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의 스케줄 태스크 화면으로
이동하여 태스크가 마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Cloud ERP에서 기간 열기/다시 열기 이벤트 트리거

Oracle Cloud ERP에서 기간 열기 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Cloud ERP에 로그인합니다.

2. 일반 회계 탭, 기간 마감 순으로 선택합니다.

3. General Ledger를 누르고 기간을 선택한 다음 기간 열기를 누릅니다.

4.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의 스케줄 태스크 화면으로
이동하여 태스크가 마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

열린 적이 없는 기간을 열면 기간 열기 이벤트가 트리거됩니다. 이전에 마감된 기간을
열면 기간 다시 열기 이벤트가 트리거됩니다.

Oracle Cloud ERP에서 분개 뱃치 승인 이벤트 트리거

Oracle Cloud ERP에서 분개 뱃치 승인 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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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acle Cloud ERP에 로그인합니다.

2. 일반 회계 탭, 분개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내 승인 필요를 누르고 분개 뱃치를 선택한 다음 승인을 누릅니다.

4.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의 스케줄 태스크
화면으로 이동하여 태스크가 마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

다중 레벨 승인 프로세스의 마지막 승인인 경우에만 분개 뱃치 승인 이벤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oud ERP에서 분개 게시 이벤트 트리거

Oracle Cloud ERP에서 분개 뱃치 승인 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Cloud ERP에 로그인합니다.

2. 일반 회계 탭, 분개 순으로 선택합니다.

3. 태스크를 누르고 분개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분개 생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정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주:

분개 뱃치 이름과 회계 기간은 태스크 관리자 스케줄의 태스크 매개변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5.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의 스케줄 태스크
화면으로 이동하여 태스크가 마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용 일반 사용자 통합

태스크 관리자 일반 사용자 통합을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환경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가능한 태스크 관리자 일반 사용자
통합이 나열됩니다.

온-프레미스 기능에 관한 설명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yperion Financial Management 일반 사용자 통합

• 데이터 로드

• IC 트랜잭션 로드

• 분개 로드

• 문서 관리

• 분개 승인

• 분개 생성

• 데이터 그리드

•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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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추출

• 분개 추출

• IC 일치 템플리트 보고서

• 계정별 내부거래 매칭 보고서

• 트랜잭션 ID별 내부거래 매칭 보고서

• 내부거래 보고서

• 내부거래 트랜잭션 보고서

• 분개 보고서

• 소유권 관리

• 분개 게시

• 프로세스 제어

• ICT 처리

• 태스크 목록

• 웹 데이터 입력 양식

EBS(Oracle E-Business Suite)용 일반 사용자 통합

채무 계정 태스크

• 매입금 기간 마감

• 비용 보고서 임포트

• 다음 매입금 기간 시작

• 매입금 승인 워크플로우

• 보류 및 릴리스 검토

• 개방형 인터페이스 임포트(매입금 개방형 인터페이스 임포트)

• 내부거래 트랜잭션 임포트(매입금 개방형 인터페이스 임포트)

• 검증되지 않은 모든 송장 검증(송장 검증)

• 보류 송장 보고서

• 만기된 지급 상태 업데이트(만기된 지급 어음 상태 업데이트)

• GL로 분개 입력 전송

• 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 실행(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XML))

• 미계상 트랜잭션 정리 실행(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XML))

• 미계상 트랜잭션 정리 프로그램 실행(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XML))

• 송장 게시 등록 보고서(매입금 게시 송장 등록)

• 매입금 게시 등록 보고서(매입금 게시 지급 등록)

• 매입금 시산표 보고서 실행(채무 계정 시산표)

• 대량 추가 생성

• 매입금 주요 지표 보고서 실행(주요 지표 보고서)

• Financial 세금 등록 실행(RX 전용: Financial 세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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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사 추적 보고서 실행

• 이용세 부채 보고서 실행

• EU 내 VAT 감사 추적 보고서 실행

• 원천세 신고 실행(AP 원천세 보고서)

• 원천세 통지서 생성(AP 원천세 통지서)

수취 계정 태스크

• 최종 AR 트랜잭션 조정 승인

• 최종 AR 트랜잭션 조정 생성

• 주기적 상쇄 생성

• LockBox 수금

• 후속 기간 시작 태스크

• 수익에 대한 수동 부대 조항 제거

• 기간을 마감 대기 중으로 설정

• 입금 수동 반제

• 수취 계정 기간 마감

• 송장 생성에 필요한 주문 라인 정보 임포트(자동 송장 임포트 프로그램)

• 송장 생성에 필요한 주문 라인 정보 임포트 - Oracle 이외(자동 송장 임포트 프로그램)

• 수익 인식 실행(수익 인식)

• 회계 생성

• 게시 취소된 AR 항목 보고서 실행(게시 취소된 항목 보고서)

• 입금 등록 보고서 실행(반제된 입금 등록)

• 최종 회계 생성 및 GL로 이전(회계 생성)

• GL 조정 매입금 생성(AR 조정 보고서)

• 매입금 분석 보고서 실행(주요 지표 보고서 - 요약)

총계정원장 태스크

• 수취 계정 조정

• 임대 비용을 할당하기 위해 AutoAllocation 생성

• 기업에 재무 결과 연결

• 재평가 환율 유지관리

• 임대 비용의 할당 공식 검토

• 보조원장 출처 분개 검토

• 잘못된 부채 발생에 대한 반복 분개 생성

• 새 회계 기간 시작/회계 기간 마감

• 보조원장 출처 분개 게시

• 외화 보유 자산의 재평가 세트 검토

• 이전 기간 발생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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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손익계산서 보고서 실행

• 기업에 재무 결과 연결

• 상위 통화로 환산 실행

• 예비 세부정보 시산표 보고서 실행(시산표 - 세부정보)

• 외화 분개 보고서 실행(분개 - 입력된 통화)

Hyperion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일반 사용자 통합

• 작업 라이브러리

• 계산 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

• 모델 뷰 관리

• 쿼리 관리

• 규칙 관리

• 모델 요약

• 모델 검증

• POV Manager

• 규칙 밸런싱

• 시스템 보고서

• 할당 추적

Oracle Fusion Assets용 일반 사용자 통합

• 소스 라인 준비 및 대량 추가 게시 제출

• CIP 자산 자본화

• 자산 재무 트랜잭션 관리

• 자산 지정 관리

• 자산 처분

• 자산 처분취소

• 대량 재무 트랜잭션 관리

• 대량 처분 관리

• 대량 전송 관리

• 총계정원장을 통한 자산 잔액 조정

• 감가상각 계산

• 세금 장부에 대한 주기적 대량 복사

• 분개 입력 준비금 원장 보고서

• 이연 감가상각 계산

• 자산 회계 생성

• 자산 비용 요약

• 자산 준비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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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Oracle Fusion Cash Management용 일반 사용자 통합

• 은행 조정

• 회계 생성

• 보조원장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 총계정원장에 대한 현금 조정 보고서

Oracle Fusion General Ledger용 일반 사용자 통합

• 분개 임포트

• 분개 자동 게시

• 분개 자동 취소

• 할당 규칙 생성

• 총계정원장 시산표

• 총계정원장 평균 시산표

• 총계정원장 분개 보고서

• 총계정원장 분개 확인 보고서

• 총계정원장 분개 일자 기준 보고서

• 총계정원장 분개 뱃치 요약 보고서

• 총계정원장 보고서

• 상대 계정 보고서에 대한 총계정원장 계정 분석

• 총계정원장 평균 잔액 감사 계정 분석 보고서

• 잔액 재평가

• 환산

• 총계정원장에 대한 Payables 조정 데이터 추출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출금 조정 데이터 추출

• 대차대조표 마감 분개 생성

• 손익계산서 마감 분개 생성

• 총계정원장 기간 마감

• 총계정원장 기간 열기

• 보조원장으로 잔액 전송

• 원장 간 잔액 전송

• 분개 검토 대시보드

• 분개 관리

• 기간 마감 대시보드

• 재무 보고 센터 작업 영역

• 재무 보고서용 Workspace 실행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입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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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출금 조정

• 총계정원장 회계 기간 관리

• 할당 규칙 생성

• 총계정원장 계정 분석 보고서

• 총계정원장 일반 분개 보고서

• 총계정원장 시산표 보고서

Oracle Fusion Intercompany용 일반 사용자 통합

• 내부거래 트랜잭션 작업 영역

• 내부거래 기간 상태 관리

• 총계정원장으로 내부거래 트랜잭션 전송

• 매출금으로 내부거래 트랜잭션 전송

• 매입금으로 내부거래 트랜잭션 전송

• 내부거래 계정 세부정보 보고서

• 내부거래 트랜잭션 요약 보고서

Oracle Fusion Payables용 일반 사용자 통합

• 외부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임포트

• 내부거래 트랜잭션 임포트

• 비용 보고서 임포트

• 검증되지 않은 트랜잭션 검증

• 승인이 필요한 트랜잭션 승인

• 만기된 지급 어음 상태 업데이트

• 누락된 환율 적용

• 매입금 회계 생성

• 매입금 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

• 정리 옵션이 있는 매입금 미계상 트랜잭션 보고서

•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 미해결 상태의 항목 재평가 보고서

• 기간 종료 조정 보고서

• 매입금 시산표 보고서

• 총계정원장에 대한 Payables 조정 데이터 추출

• 대량 추가 생성

• 비용 관리로 비용 전송

• 완료되지 않은 지급 프로세스 요청을 완료하거나 취소합니다.

• 매입금 기간 마감

• 다음 매입금 기간 시작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입금 조정 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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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Fusion Accounts Receivable용 일반 사용자 통합

• 자동 송장 임포트: 마스터

• LockBox를 통해 수금 처리

• 자동 입금 뱃치 생성

• 입금/수탁 뱃치 생성

• 수금 자동 정산

• 연체료 뱃치 생성

• 자동 입금 상쇄 생성

• 수익 인식

• 매출금 회계 생성

• 보조원장 기간 마감 예외 보고서 제출

• 총계정원장에 대한 매출금 조정 데이터 추출

• 총계정원장 계정 보고서별 매출금 에이징

• 기간 마감 보고서 실행

• 고객 대변 승인 또는 거부

Oracle Fusion Tax용 일반 사용자 통합

• 세금 조정 보고서

• 과세 계정 보고서별 세금 조정

Hyperion Planning 일반 사용자 통합

• 비즈니스 규칙

• 셀 세부정보 지우기

• 데이터 복사

• 버전 복사

• 사용자정의 링크

• 데이터 양식

• 데이터 로드 설정

• 통화 변환 관리

• 데이터 양식 관리

• 차원 관리

• 환율 관리

• 메뉴 관리

• 프로세스 관리

• 보안 필터 관리

• 스마트 목록 관리

• 태스크 목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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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변수 관리

• 계획 단위 계층

• 시나리오 및 버전 지정

• 태스크 목록

PeopleSoft 9.0용 일반 사용자 통합

• GL 및 하위 시스템에 대한 기간 마감

• PS/nVision 보고서 실행 및 검토

• 프로세스 서브시스템 및 외부 분개(분개 생성기)

• 모든 수동 분개 입력

• 장부 비용 발생

• 모든 조정 증서 입력

• 오류가 있는 증서 검토 및 정정

• 일치 예외 검토 및 정정

• 미완료 예금 검토

• 대기 중인 항목 게시 오류 해결

• 적절하게 잔액 상쇄

• 불투명한 매출금 업데이트

• 장부 미청구 수익 발생

• 미처리 청구 종료

• 청구 인터페이스 오류 정정

• AP 제어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시산표 보고서 검토

• AR 제어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수익(청구)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자산 제어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비용 발생 검토

• 미해결 AP 부채 보고서를 GL에 맞게 조정

• 에이징된 AR 시산표 검토

PeopleSoft 9.1용 일반 사용자 통합

• GL 및 하위 시스템에 대한 기간 마감

• PS/nVision 보고서 실행 및 검토

• 프로세스 서브시스템 및 외부 분개(분개 생성기)

• 모든 수동 분개 입력

• 장부 비용 발생

• 모든 조정 증서 입력

• 오류가 있는 증서 검토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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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 예외 검토 및 정정

• 미완료 예금 검토

• 대기 중인 항목 게시 오류 해결

• 적절하게 잔액 상쇄

• 불투명한 매출금 업데이트

• 장부 미청구 수익 발생

• 미처리 청구 종료

• 청구 인터페이스 오류 정정

• AP 제어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시산표 보고서 검토

• AR 제어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수익(청구)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자산 제어 계정을 GL에 맞게 조정

• 비용 발생 검토

• 미해결 AP 부채 보고서를 GL에 맞게 조정

• 에이징된 AR 시산표 검토

통합 설정

전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태스크 관리자와 외부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을 설정합니다.

필수조건

E-Business Suite와 같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과 태스크 관리자를 통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Oracle Integration Cloud Service 구독

주:

Tax Reporting 인스턴스마다 하나의 Integration Cloud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Oracle E-Business Suite(EBS) 등의 설정된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1. Oracle Integration Cloud/Oracle Autonomous Integration Cloud를 구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ntegration Cloud Service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2. Oracle Integration Cloud에서 EBS 어댑터(https://docs.oracle.com/cloud/latest/
related-docs/ICEBS/toc.htm)의 "Oracle E-Business Suite 비즈니스 이벤트를
사용하여 Oracle Integration Cloud에서 연결 엔드포인트 트리거"에 제공된 필수
조건을 검토하고 완료합니다.

3. 홈 페이지의 Tax Reporting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태스크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4. 왼쪽에서 통합 탭을 누릅니다.

39장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관리

39-48

https://docs.oracle.com/en/cloud/paas/integration-cloud/index.html
https://docs.oracle.com/cloud/latest/related-docs/ICEBS/toc.htm
https://docs.oracle.com/cloud/latest/related-docs/ICEBS/toc.htm


5.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6. 연결 관리의 작업에서 Integration Cloud 연결을 선택합니다.
 

 

7. Integration Cloud 연결 URL 및 인증서를 지정하고 검증을 누릅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저장을
누릅니다. TRCS 연결의 서버와 인증서가 저장됩니다.

주:

태스크 관리자에서는 EPM Cloud를 제외한 외부 애플리케이션과의 모든 통합에
Integration Cloud를 사용합니다. 외부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예: E-Business Suite)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자동화 또는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 유형일 수 있습니다.

8. General Ledger 및 Account Payable 연결에 대한 EBS 연결이 이미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General Ledger 및 Account Payable에 대한 EBS 연결이 이미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배포, 생성 순으로 눌러 해당 Integration Cloud 통합을 Integration Cloud에 배포합니다.

• General Ledger 및 Account Payable 연결에 대한 EBS 연결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Tax Reporting의 태스크 관리자에서 통합으로 이동하고 연결 관리를 클릭합니다.

b. E-Business Suite - General Ledger를 선택하고 편집합니다.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배포, 생성 순으로 누릅니다.

c. E-Business Suite - 외상 매입금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시스템에서 통합 태스크 유형이 생성되고 Integration Cloud 통합이 Integration Cloud
Service에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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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작업을 처음 수행하며 Integration Cloud의 연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 중 모든 Integration Cloud 배포가 실패합니다. 이는 예상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Integration Cloud에 로그인합니다.

b. 연결로 이동합니다. FCCS 및 EBS라는 두 개의 연결이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검색을 사용합니다.
FCCS 연결을 편집합니다.

• 연결 구성을 누른 후에 FCCS URL을 <FCCS url>/
HyperionPlanning/rest/cmapi/v1로 입력합니다.

• 보안 구성을 누른 후에 FCCS 서비스의 서비스 관리자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테스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주:

서비스 관리자 사용자 ID는 다음 링크에 지정된 형식이어야
합니다.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
performance-management-common/prest/
authentication.html

EBS 연결을 편집합니다.

• Oracle E-Business Suite의 연결 URL 및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 테스트,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c. FCCS에서 태스크 관리자를 열고 통합 관리를 선택합니다.

d. 연결 관리의 작업 메뉴에서 Integration Cloud 연결을 선택하고 배포,
생성 순으로 누릅니다. 이번에는 배포가 오류 없이 완료됩니다.

9. Integration - EBS 연결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로 Oracle E-
Business Suite에 로그인한 후에 Integration Cloud REST 서비스가 비즈니스
이벤트의 구독자로 추가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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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Cloud Service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Oracle E-Business Suite(EBS) 통합

다음은 EBS 이벤트 모니터링용 태스크 관리자 통합입니다.

• EBSJournalApprove

• EBSJournalPost

• EBSJournalPeriodClose

• EBSJournalPeriodOpen

• EBSJournalPeriodRe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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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APJournalPeriodOpenClose

모니터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39-1    Oracle E-Business Suite 이벤트 및 설명

통합 이름 이벤트 이름 설명

분개 승인 이벤트 oracle.apps.gl.Journals.journal.approveGeneral
Ledger: 분개
승인됨

분개 게시 이벤트 oracle.apps.gl.Journals.journal.post General
Ledger: 게시
완료됨

분개 기간 닫기 이벤트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closeGeneral
Ledger: 기간
닫힘

분개 기간 열기 이벤트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openGeneral
Ledger: 기간
열림

분개 기간 다시 열기 이벤트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reopenGeneral
Ledger: 기간

다시 열림

Payable 기간 열기/닫기
이벤트

oracle.apps.ap.CloseProcess.period 채무 계정: 기간

열기/마감/다시
열기

표 39-2    General Ledger 분개 통합 유형 매개변수

이름 유형 필수 여부 순서 숨김

뱃치 ID 텍스트 예 1 N

표 39-3    General Ledger 프로세스 기간 닫기 통합 유형 매개변수

이름 유형 필수 여부 순서 숨김

LedgerID 텍스트 예 1 N
PeriodName 텍스트 예 2 N

표 39-4    채무 계정 통합 유형 매개변수

이름 유형 필수 여부 순서 숨김

LedgerID 텍스트 예 1 N
PeriodName 텍스트 예 2 N
작업 정적 목록 예 3 N

비즈니스 이벤트를 추가하여 결과 확인

EBS 비즈니스 이벤트 시스템에서 필수 이벤트를 구독하도록 구성한 후에는 비즈니스
이벤트를 발생시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추적하는 이벤트를
발생하는 EBS 태스크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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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Ledger - 분개 승인됨

oracle.apps.gl.Journals.journal.approve
EBS 단계

1. EBS에 로그온합니다.

2. General Ledger를 선택한 후에 왼쪽 트리에서 Vision Operations(USA) 역할을
선택합니다.

3. 분개, Enter 순으로 선택한 후 Oracle Applications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이 폴더에서 레코드를 찾으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표시되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5. [분개 찾기] 화면에서 새 뱃치를 누릅니다.

창(Vision Operation(USA))이 표시됩니다.

6. 뱃치에 고유한 뱃치 이름을 입력합니다.

주:

저장을 누를 때 커서가 [뱃치] 필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7. 파일을 선택한 후에 저장을 눌러 뱃치를 저장합니다.

주:

저장할 때 커서가 [뱃치] 필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8. " 분개를 하나 이상 입력하십시오. " 메시지에 대해 확인을 누릅니다.

9. 분개를 누릅니다.

10. 분개 필드에 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11. 라인 1부터 라인 항목을 제공합니다. 계정의 차변 및 대변 값을 제공합니다.

12. 라인 값 입력이 완료되면 [분개] 필드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13. 파일 메뉴로 이동한 다음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14.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에 대해 예를 누릅니다.

주:

예를 누르면 뱃치에 여러 분개 입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분개에 대한 분개 입력이 완료되면 [분개] 필드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15. 파일을 선택한 후에 저장을 눌러 최종 분개 입력을 저장합니다.

16. 뱃치(Vision Operation(USA)에 포커스를 설정하고 뱃치 필드를 선택합니다.

17. 도움말을 누르고 진단, 검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18. Oracle 비밀번호 APPS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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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필드에 JE_BATCH_ID를 입력하고 값 안을 눌러 고유한 분개 뱃치 ID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 BATCH

• 필드: JE_BATCH_ID

• 값: 4776732

이 값을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이 뱃치 ID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의 Batch ID
매개변수에 대한 값으로 사용됩니다.

태스크 관리자의 다음 단계

1. [대기 중] 상태의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2. 분개 승인 이벤트(oracle.apps.gl.Journals.journal.approve)를 모니터할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3. 매개변수 탭에서 EBS의 분개 뱃치 ID로 뱃치 ID 값을 입력합니다.

4. 태스크를 저장하고 스케줄을 [열림] 상태로 설정합니다.

EBS의 다음 단계

1. 이제 뱃치(비전 작업(미국))에는 지정된 뱃치의 [승인] 버튼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승인을 눌러 분개 승인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태스크가 [열림] 상태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BS 이벤트를 캡처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2. 2-3분 후에 태스크 관리자에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분개 뱃치 승인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
download.oracle.com/docs/cd/A60725_05/html/comnls/us/gl/journa09.htm#t_ja_submit

General Ledger - 분개 게시 이벤트

oracle.apps.gl.Journals.journal.post
EBS 단계

1. EBS에 로그온합니다.

2. General Ledger를 선택한 후에 왼쪽 트리에서 Vision Operations(USA) 역할을
선택합니다.

3. 분개, Enter 순으로 선택한 후 Oracle Applications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이 폴더에서 레코드를 찾으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표시되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5. [분개 찾기] 화면에서 새 뱃치를 누릅니다.

창(Vision Operation(USA)이 표시됩니다.

6. 뱃치에 고유한 뱃치 이름을 입력합니다.

주:

저장을 누를 때 커서가 [뱃치] 필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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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일을 선택한 후에 저장을 눌러 뱃치를 저장합니다.

주:

저장할 때 커서가 [뱃치] 필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8. " 분개를 하나 이상 입력하십시오. " 메시지에 대해 확인을 누릅니다.

9. 분개를 누릅니다.

10. 분개 필드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11. 라인 1부터 라인 항목을 제공합니다. 계정의 차변 및 대변 값을 제공합니다.

12. 라인 값 입력이 완료되면 [분개] 필드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13. 파일로 이동한 후에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14.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에 대해 예를 누릅니다.

주:

예를 누르면 뱃치에 여러 분개 입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분개에 대한 분개 입력이 완료되면 [분개] 필드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15. 파일을 선택한 후에 저장을 눌러 최종 분개 입력을 저장합니다.

16. 뱃치(비전 작업(미국)에 포커스를 설정하고 뱃치 필드를 선택합니다.

17. 도움말을 누르고 진단, 검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18. Oracle 비밀번호 APPS를 입력합니다.

19. 필드에 JE_BATCH_ID를 입력하고 값 안을 눌러 고유한 분개 뱃치 ID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 BATCH

• 필드: JE_BATCH_ID

• 값: 4776732

이 값을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이 뱃치 ID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의 Batch ID 매개변수에

대한 값으로 사용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대기 중] 상태의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2. 분개 승인 이벤트 (oracle.apps.gl.Journals.journal.post)를 모니터할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3. 매개변수 탭에서 EBS의 분개 뱃치 ID로 뱃치 ID 값을 입력합니다.

4. 태스크를 저장하고 스케줄을 미결 상태로 설정합니다.

EBS의 다음 단계

1. 뱃치(Vision Operation(USA),에서 이제 지정된 뱃치에 대해 [승인] 버튼이 사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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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를 눌러 분개 승인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3. 보기, 요청, 특정 요청 순으로 선택하여 EBS 요청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4. 앞에서 확인한 요청 ID를 지정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태스크가 [열림] 상태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BS 이벤트를 캡처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2. 2-3분 후에 Task Manager에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분개 뱃치 게시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
download.oracle.com/docs/cd/A60725_05/html/comnls/us/gl/
conten07.htm#w_conts_post

General Ledger - 분개 기간 닫기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close

EBS 단계

1. EBS에 로그온합니다.

2. General Ledger를 선택한 후에 왼쪽 트리에서 Vision Operations(USA) 역할을
선택합니다.

3. 열기/닫기, Enter 순으로 선택한 후 Oracle Applications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간 찾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찾기를 누릅니다. [기간 열기 및 닫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5. 표시된 기간 목록에서 닫으려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6. 해당 기간의 상태 열을 선택합니다.

7. 상태 옵션을 누릅니다. 상태 목록 상자가 열립니다.

8. 마감됨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후에 메모장에서 기간을 확인합니다.

9. 상태를 저장하려면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10. 해당 기간의 상태 열을 선택합니다.

11. 도움말을 누르고 진단, 검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12. Oracle 비밀번호 APPS를 입력합니다.

13. 필드에 LEDGER_ID를 입력하고 값 안쪽을 눌러 고유한 원장 ID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 PREVIOUS
• 필드: LEDGER_ID
• 값: 1
이 값을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이 원장 ID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의 LEDGER_ID
매개변수에 대한 값으로 사용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대기 중] 상태의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2. 분개 닫기 이벤트(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close)를 모니터할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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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탭에서 EBS의 원장 ID 및 기간 이름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이름: Dec-10,
원장 ID: 1입니다.

4. 태스크를 저장하고 스케줄을 열림 상태로 설정합니다.

EBS의 다음 단계

1. 기간 시작 및 마감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2. [제출 요청 노드]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3. 보기, 요청, 특정 요청 순으로 선택하여 EBS 요청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태스크가 [열림] 상태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BS 이벤트를 캡처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2. 2-3분 후에 Task Manager에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General Ledger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docs.oracle.com/cd/A60725_05/html/comnls/us/gl/openper.htm

General Ledger - 분개 기간 열기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open

EBS 단계

1. EBS에 로그온합니다.

2. General Ledger를 선택한 후에 왼쪽 트리에서 Vision Operations(USA) 역할을
선택합니다.

3. 열기/닫기, Enter 순으로 선택한 후 Oracle Applications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간 찾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찾기를 누릅니다. [기간 열기 및 닫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5. 표시된 기간 목록에서 열려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6. 메모장에서 열려는 기간을 복사합니다.

7. 해당 기간의 상태 열을 선택합니다.

8. 도움말을 누르고 진단, 검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9. Oracle 비밀번호 APPS를 입력합니다.

10. 필드에 LEDGER_ID를 입력하고 값 안을 눌러 고유한 원장 ID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 PREVIOUS
• 필드: LEDGER_ID
• 값: 1
이 값을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이 원장 ID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의 LEDGER_ID 매개변수에

대한 값으로 사용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대기 중] 상태의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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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개 기간 열기 이벤트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open)를 모니터할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3. 매개변수 탭에서 EBS의 원장 ID 및 기간 이름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이름:
Dec-10, 원장 ID: 1입니다.

4. 태스크를 저장하고 스케줄을 열림 상태로 설정합니다.

EBS의 다음 단계

1. 기간 열기를 누릅니다.

2. 열려는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3. 보기, 요청, 특정 요청 순으로 선택하여 EBS 요청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태스크가 열린 상태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BS 이벤트를 캡처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2. 2-3분 후에 Task Manager에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General Ledger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docs.oracle.com/cd/A60725_05/html/comnls/us/gl/openper.htm

General Ledger - 분개 기간 다시 열기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reopen

EBS 단계

1. EBS에 로그온합니다.

2. 일반 원장을 선택하고 왼쪽 트리에서 비전 작업(미국) 역할을 선택합니다.

3. 열기/닫기, Enter 순으로 선택한 후 Oracle Applications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간 찾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찾기를 누릅니다. [기간 열기 및 닫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5. 표시된 기간 목록에서 다시 열려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6. 메모장에서 다시 열려는 기간을 복사합니다.

7. 해당 기간의 상태 열을 선택합니다.

8. 도움말을 누르고 진단, 검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9. Oracle 비밀번호 APPS를 입력합니다.

10. 필드에 LEDGER_ID를 입력하고 값 안을 눌러 고유한 원장 ID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 PREVIOUS
• 필드: LEDGER_ID
• 값: 1
이 값을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이 원장 ID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의 LEDGER_ID
매개변수에 대한 값으로 사용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대기 중] 상태의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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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개 기간 다시 열기 이벤트 (oracle.apps.gl.CloseProcess.period.reopen)를 모니터하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3. 매개변수 탭에서 EBS의 원장 ID 및 기간 이름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이름: Dec-10,
원장 ID: 1입니다.

4. 태스크를 저장하고 스케줄을 미결 상태로 설정합니다.

EBS의 다음 단계

1. 기간 열기를 누릅니다.

2. 열려는 닫힌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3. 보기, 요청, 특정 요청 순으로 선택하여 EBS 요청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태스크가 [열림] 상태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BS 이벤트를 캡처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2. 2-3분 후에 Task Manager에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General Ledger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docs.oracle.com/cd/A60725_05/html/comnls/us/gl/openper.htm

외상 매입금 기간 열기/마감

oracle.apps.ap.CloseProcess.period

EBS 단계

1. EBS에 로그온합니다.

2. Payable을 확장한 후에 왼쪽 트리에서 Vision Operations(USA) 역할을 확장합니다.

3. 회계를 확장하고 Payable 기간 제어를 선택합니다. [Payable 기간 제어] 양식이 실행됩니다.

4. 원장 및 작업 단위를 지정합니다. [Payable 기간 찾기] 대화상자를 닫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원장 ID 값을 확인합니다.

5. 도움말을 누르고 진단, 검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6. 인증서가 요청될 경우 APPS 스키마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필드 및 변수 값 검사] 양식이
표시됩니다.

7. 블록에 PERIOD_QF를 입력합니다. 필드에 SET OF BOOKS를 입력하고 값 안을 눌러 고유한
원장 ID 숫자 값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 PERIOD_QF
• 필드: SET OF BOOKS
• 값: 1
이 값을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이 원장 ID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의 LEDGER_ID 매개변수에

대한 값으로 사용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대기 중] 상태의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2. 미지급금 기간 열기/마감 이벤트(oracle.apps.ap.CloseProcess.period)를 모니터하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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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탭에서 EBS의 원장 ID, 기간 이름 및 작업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원장
ID: 1, 기간 이름: Dec-10, 작업: 닫힘입니다.

4. 태스크를 저장하고 스케줄을 열림 상태로 설정합니다.

EBS의 다음 단계

1. [EBS Payable 기간 제어]에서 기간을 찾습니다.

2. 해당 기간의 기간 상태 열을 누릅니다.

3. 상태 제어 양식에서 적절한 상태를 선택합니다.

4. 파일, 저장 순으로 선택하여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Task Manager의 다음 단계

1. 태스크가 [열림] 상태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BS 이벤트를 캡처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2. 2-3분 후에 Task Manager에서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주:

EBS 구현에서는 닫힌 상태와 열린 상태에 대한 이벤트만 발생합니다.
[영구적으로 닫힘] 상태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ayable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docs.oracle.com/cd/A60725_05/html/comnls/us/ap/ctlperst.htm

사용자정의 통합 생성
태스크 관리자에서는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정의 프로세스 자동화 또는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PM Adapter를 사용하면 Oracle EPM
Cloud와 다른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Integration Cloud
Service에서 연결 및 통합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정의 통합을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및 시스템 플로우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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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정의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 생성

• 사용자정의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 생성

일반 사용자 통합 생성

통합을 생성하는 경우 실행 유형으로 일반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된 통합에
따라 태스크 유형을 생성하거나 통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통합 등록정보 설정 및 통합 매개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정의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 생성

태스크 관리자에서는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정의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에서 태스크는 해당 시작 날짜 및 시간이 되거나 선행 태스크가
완료되면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며, 밤새 수행되는 총계정원장에서의 피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를 생성할 때 전자메일 알림을 설정한 경우 태스크 소유자는 태스크가
시작되거나 완료될 때 자동으로 전자메일 통지를 받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때 지정된 지정
대상자는 태스크 상태가 변경되고 승인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 작업 통지를 받고, 소유자는
승인이 완료되면 알림을 받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태스크 관리자와 외부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을 설정합니다.

사용자정의 통합 플로우의 개요는 사용자정의 통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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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태스크 관리자를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온-프레미스 및 EPM Cloud 이외의 서비스와 통합하려면 Oracle Integration Cloud
Service 구독.

주:

Oracle EPM Cloud 인스턴스마다 하나의 Integration Cloud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외부 애플리케이션 설정.

1. Oracle Integration Cloud/Oracle Autonomous Integration Cloud 구독 자세한
내용은 Integration Cloud Service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2.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Integration Cloud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Oracle EPM Cloud
인스턴스와 통신합니다. Integration Cloud 에이전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DMZ(완충 지역) 구성으로 설정된 환경에 배포된
경우에는 Integration Cloud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스크 관리자에서 연결 생성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르고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연결에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연결을 사용하려면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6.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Cloud 서비스인 경우 Cloud를 선택하십시오.

7. 연결을 저장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Task Manager에서 통합 설정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르고 새로 생성을 누릅니다.

3. 등록정보 탭에서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a. 이름에는 통합 이름을 입력합니다.

b. 코드에 통합 태스크의 통합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코드는 통합을 실행하고 파일 임포트의 통합에 업데이트 내용을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c. 선택사항: 설명에서 통합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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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결에서 태스크가 속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목록은 [연결 관리] 대화상자의 [연결 관리] 아이콘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e. 실행 유형으로 프로세스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4. 매개변수 탭에서 새로 작성을 누르고 다음 필수 정보를 지정합니다.

a. 이름에 매개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매개변수 코드에 매개변수 코드를 입력합니다.

c. 선택사항: 매개변수 툴 팁을 입력합니다.

d. 매개변수 유형 목록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개변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확인란: 부울 값

• 날짜: 날짜 값

• 정수: 정수 형식의 숫자 값

• 숫자: 정수 또는 분수 형식의 숫자 값

• 옵션 그룹: 사전 정의된 값 세트에 대한 확인란

• 정적 목록: 사전 정의된 텍스트 값 세트

• 태스크 정보: 담당자,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등의 태스크 정보

• 텍스트: 무형식 텍스트 값

• EPM 아티팩트: 양식 또는 보고서와 같은 아티팩트 이름

e. 매개변수에 값이 필요한 경우 필수를 선택합니다.

f. 확인을 눌러 매개변수를 저장합니다.

g. 저장 후 닫기를 눌러 통합을 저장합니다.

통합에 사용할 태스크 유형 생성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태스크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등록정보 탭에서 태스크 유형 이름 및 태스크 유형 ID를 지정합니다.

5. 통합에서 검색을 누르고, 통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매개변수 탭에서 태스크 유형 매개변수를 설정하십시오.

태스크 관리자에서 연결 설정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연결 관리를 누르고 작업에서 Integration Cloud 연결을 선택합니다.

4. Integration Cloud 연결 URL 및 인증서를 지정하고 검증을 누릅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저장을
누릅니다. 연결의 서버와 인증서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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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URL 입력: https://<SERVICE_NAME>-
<TENANT_NAME>.integration.ocp.oraclecloud.com

Integration Cloud에서 연결 및 통합 생성

1. Integration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어댑터를 사용하여 EPM 서버에
대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연결 생성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3. 필요에 따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을 하나 이상 생성합니다.

4. 생성된 연결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을 생성하고 활성화합니다. Oracle
Integration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어댑터 사용
예를 참조하십시오.

태스크 관리자에서 통합 설정 완료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태스크 관리자에서 통합 설정을 완료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르고 새 통합이 통합 목록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태스크 관리자에서 스케줄을 선택하고 대기 중인 상태로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수동으로 스케줄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4. 프로세스 자동화 태스크를 작성하여 스케줄에 추가하십시오. 태스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5. 스케줄에서 스케줄을 선택하고 엽니다.

사용자정의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 생성

태스크 관리자에서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은 다른 Cloud 서비스 또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외부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트리거됩니다.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의 예로는 기간(예: 2018년
1월)이 마감되는 경우의 Oracle E-Business Suite - General Ledger 트리거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태스크 관리자와 외부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을 설정합니다.

사용자정의 통합 플로우의 개요는 사용자정의 통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필수조건

주:

REST API를 호출할 수 있는 통합 툴을 통해 이벤트 모니터링을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필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스크 관리자를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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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프레미스 및 EPM Cloud 이외의 서비스와 통합하려면 Oracle Integration Cloud Service,
구독.

주:

Oracle EPM Cloud 인스턴스마다 하나의 Integration Cloud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외부 애플리케이션 설정.

1. Oracle Integration Cloud/Oracle Autonomous Integration Cloud에 가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ntegration Cloud Service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2.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Integration Cloud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Oracle EPM Cloud 인스턴스와
통신합니다. Integration Cloud 에이전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DMZ(완충 지역) 구성으로 설정된 환경에 배포된 경우에는 Integration
Cloud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스크 관리자에서 통합 설정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르고 새로 생성을 누릅니다.

3. 등록정보 탭에서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4. a. 이름에는 통합 이름을 입력합니다.

b. 코드에 통합 태스크의 통합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코드는 통합을 실행하고 파일 임포트의 통합에 업데이트 내용을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c. 선택사항: 설명에서 통합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d. 연결에서 태스크가 속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목록은 [연결 관리] 대화상자의 [연결 관리] 아이콘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e. 실행 유형으로 이벤트 모니터링을 선택합니다.

f. 이벤트 이름에 이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매개변수 탭에서 새로 작성을 누르고 다음 필수 정보를 지정합니다.

a. 이름에 매개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매개변수 코드에 매개변수 코드를 입력합니다.

c. 선택사항: 매개변수 툴팁을 입력합니다.

d. 매개변수 유형 목록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개변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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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란: 부울 값

• 날짜: 날짜 값

• 정수: 정수 형식의 숫자 값

• 숫자: 정수 또는 분수 형식의 숫자 값

• 옵션 그룹: 사전 정의된 값 세트에 대한 확인란

• 정적 목록: 사전 정의된 텍스트 값 세트

• 태스크 정보: 담당자,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등의 태스크 정보

• 텍스트: 무형식 텍스트 값

• EPM 아티팩트: 양식 또는 보고서와 같은 아티팩트 이름

e. 매개변수에 값이 필요한 경우 필수를 선택합니다.

f. 확인을 눌러 매개변수를 저장합니다.

g. 저장 후 닫기를 눌러 통합을 저장합니다.

Integration Cloud에 통합 설정

주:

Integration Cloud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Integration Cloud에서 통합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Integration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어댑터를 사용하여 EPM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에 대한 연결 생성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3. 필요에 따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을 하나 이상 생성합니다.

4. 생성된 연결을 사용하여 이벤트 모니터링 통합을 생성하고 활성화합니다. Oracle
Integration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어댑터 사용
예를 참조하십시오.

Integration Cloud를 사용하지 않는 통합 설정

주:

Integration Cloud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사용할 통합 툴을 구성하십시오.
1.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 에서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 상태 업데이트의 REST API를 검토합니다.

2. REST API를 호출하여 이벤트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를 닫도록
통합 툴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 에서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 상태 업데이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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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관리자에서 통합 설정 완료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태스크 관리자에서 통합 설정을 완료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르고 새 통합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태스크 관리자에서 스케줄을 누르고 대기 중인 상태로 새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수동으로
스케줄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4.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를 작성하여 스케줄에 추가하십시오. 태스크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5. 스케줄에서 스케줄을 선택하고 엽니다.

6. 외부 애플리케이션(예: EBS)에서 이벤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Integration
Cloud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통합 툴을 사용하려는 경우 통합 툴에서 REST API를
호출합니다.

주:

통합 유형, 이벤트, 매개변수에 필요한 대로 매개변수를 전달하십시오.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태스크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7.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8. 선택사항: Integration Cloud Service에서 통합 상태를 모니터하려면 Integration Cloud에
로그인하고 모니터링으로 이동합니다.

통합 작업
관련 항목:

• 통합 생성

• 통합 보기

• 통합 편집

• 통합 검색

• 통합 검증

• 통합 삭제

통합 생성

통합을 생성하는 경우 실행 유형으로 일반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된 통합에
따라 태스크 유형을 생성하거나 통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다음 섹션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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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등록정보 설정

• 통합 매개변수 설정

통합 등록정보 설정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및 일반 사용자 태스크와 같은 통합의 등록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태스크의 경우 사용자가 인증 없이도 외부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싱글 사인온(SSO) 매개변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Oracle EPM
System SSO 프레임워크에 통합된 경우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SSO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등록정보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편집할 통합을 선택합니다.

2. 등록정보의 이름에 통합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yperion Financial Management 연결 통합 태스크의
경우 HFM_CONS를 입력합니다. 최대 9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통합을 실행하고 통합에 업데이트 내용을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선택사항: 설명에서 통합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연결에서 태스크가 속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 목록은 [연결 관리] 대화상자의 [연결 관리] 아이콘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실행 유형에서 일반 사용자를 선택하고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일반 사용자 엔드포인트: 일반 사용자 태스크의 매개변수를 입력하려면 일반 사용자
엔드포인트에 해당 매개변수가 다음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Parameter Type Code $(예: $COLORS$). 일반 사용자 엔드포인트의 매개변수

토큰이 태스크 매개변수에 지정한 정보로 바뀝니다.

• 선택사항: 인라인 표시: 태스크 작업 대화상자에 URL 인라인을 표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SSO 매개변수: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일반 사용자 태스크 URL을
실행할 때 포함할 애플리케이션의 SSO 매개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SSO
매개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 URL이 사용됩니다.

7. 선택사항: 매개변수를 누릅니다.

통합 매개변수 설정

태스크 관리자 통합 매개변수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에 정보를 전달하여
엔드포인트의 작업 수행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에서 통합 에이전트를 실행할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에 대한 차원 선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에서 정의한 매개변수 값은 통합을 사용하는 태스크 또는 태스크 유형에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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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개변수 정의에는 이름, 설명, 고유한 코드, 유형 및 값이 필수인지 여부 등이 필요합니다.
매개변수 코드는 사용자 태스크의 실행 URL에서 매개변수를 바꾸는 토큰이거나 시스템 자동화
통합의 실행 웹 서비스에 전달되는 매개변수 이름입니다. 일정의 모든 작업에 대해 필수 값의 값을
지정해야만 일정을 [개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유형은 매개변수 값과 사용자가 태스크 필드에 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지원되는 매개변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매개변수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통합 대화상자에서 매개변수를 누릅니다.

2.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3. 매개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매개변수 코드를 입력합니다.

5. 매개변수 툴 팁을 입력합니다.

6. 매개변수 유형 목록에서 다음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개변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확인란: 부울 값

• 날짜: 날짜 값

• 정수: 정수 형식의 숫자 값

• 숫자: 정수 또는 분수 형식의 숫자 값

• 옵션 그룹: 사전 정의된 값 세트에 대한 확인란

• 정적 목록: 사전 정의된 텍스트 값 세트

• 태스크 정보: 담당자,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등의 태스크 정보

• 텍스트: 무형식 텍스트 값

• EPM 아티팩트: 양식 또는 보고서와 같은 아티팩트 이름

7. 매개변수에 값이 필요한 경우 필수를 선택합니다.

8. 확인을 눌러 매개변수를 저장합니다.

9. 저장 후 닫기를 눌러 통합을 저장합니다.

통합 보기

임포트된 통합의 등록정보와 매개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할 열을 지정하거나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열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보기, 열 순으로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모두 표시를 선택합니다.

•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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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을 누릅니다.

2. 보기, 열 순서 재지정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열을 선택하고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순서를 변경합니다.

열을 정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통합을 누릅니다.

2. [정렬] 아이콘이 나타날 때까지 열 머리글 위로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 오름차순 정렬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누릅니다.

열 너비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열 머리글 구분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2. 열을 원하는 너비까지 끌어 조정합니다.

통합 편집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전 빌드된 통합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성한
사용자정의 빌드 통합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유형의 경우 엔드포인트를 편집하거나, POV를 변경하거나, 값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통합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통합을 편집합니다.

5.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통합 검색

통합 페이지에서 검색 박스를 사용하여 통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검색 대화상자에 검색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만 입력합니다.

4. Enter 키를 누릅니다.

모든 통합을 표시하도록 목록을 재설정하려면 검색 박스를 해제하고 Enter를 누릅니다

통합 검증

테스트 스케줄에 따라 태스크를 스케줄을 추가하여 태스크 관리자 통합 정의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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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스크 관리자에서 스케줄을 누른 다음 새로 작성을 눌러서 대기 중 상태인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스케줄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검증할 통합에 기반하는 태스크를 스케줄에 추가합니다. 태스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3. 스케줄에서 스케줄을 선택하고 엽니다.

4. 태스크에서 스케줄을 누릅니다. 스케줄을 선택하고 태스크를 확인합니다.

5. 이벤트 모니터링 태스크의 경우, 외부 애플리케이션(예: EBS)에서 이벤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Integration Cloud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통합 툴을 사용하려는 경우 통합
툴에서 REST API를 호출합니다.

통합 삭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통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전 빌드된 통합은
삭제할 수 없으며 태스크 유형과 연계된 통합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통합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삭제할 통합을 선택합니다.

4. 삭제를 누릅니다.

5. 확인 프롬프트에서 예를 누릅니다.

연결 관리
통합은 링크되는 외부 제품에 대해 지정된 연결입니다. 연결 관리 모듈에서 통합과 연계된 연결
목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검색하거나 연결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연결 추가

• 연결 편집

• 연결 삭제

연결 추가

연결을 추가하여 통합 유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통합 유형에 사용할 보안 정책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레벨 토큰과 모든 통합 유형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URL 또는 웹 서비스 WSDL에 애플리케이션 레벨 토큰을 지정하면 토큰이 애플리케이션의
해당 토큰에 대해 정의된 값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서버 및 포트의 값으로 토큰을 지정하면
이러한 값이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유형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결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4.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5. 새 통합New Integration 등록정보 및 매개변수를 완료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39장
연결 관리

39-71



6. 선택사항: 애플리케이션 레벨 토큰을 추가하려면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새로 작성을
누르거나 연결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토큰 테이블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토큰 이름과 토큰 값(선택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팁:

토큰을 제거하려면 삭제를 누릅니다.

연결 편집

연결 이름, 보안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레벨 토큰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주:

시드된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토큰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토큰 값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 편집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사전 빌드된 통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매개변수를 채운 다음 태스크 유형을 사용하여 사용된 통합의
태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4. 연결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사전 빌드된 통합을 사용하려면 연결을 선택하고 사용을 선택한 다음 매개변수를
채웁니다.

언제든 연결을 사용하거나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설정이나 토큰을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연결 삭제

더 이상 통합에 필요하지 않은 연결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 유형과 연계된 상태에서는
연결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연결을 삭제하려면 연결을 참조하는 각 통합 유형의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주:

시드된 통합 연결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연결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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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의 통합 탭을 누릅니다.

3. 연결 관리를 누릅니다.

4. 연결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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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알림 유형 관리

주:

알림 유형 기능은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경우 하드웨어 장애, 소프트웨어 이슈, 시스템 장애 등 방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문제를 식별하는 알림을 생성한 후 태스크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시스템에 로그온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알림 유형을 선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리소스로 알림을 보냅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알림 유형 생성

• 알림 유형 편집

• 알림 유형 보기

• 알림 유형 검색

• 알림 유형 삭제

알림 유형 생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에 장애 요인이 발생한 사용자는 문제점을 식별하는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캡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담당자를 지정하는 저장 프로시저의 알림 유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주기 동안 사용자에게 발생한 이슈의 유형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후 주기에서 동일한 이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알림 유형] 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알림 유형 등록정보 설정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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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내역 보기

알림 유형 등록정보 설정

등록정보 탭에서는 알림 유형 이름 및 설명을 지정하고 태스크 또는 스케줄 등의 태스크
관리자 또는 Supplemental Data Manager 객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알림은 여러
개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알림과 연계된 개체 사이의 관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사항은 일부 개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40-1     알림 제한

제한 설명 예

없음 개체의 상태 및 알림 상태에

제한이 없음

사용자가 보고 태스크에 대해

작업하는 동안 '성능 저하'
알림을 발행합니다. 이 알림은

태스크 수행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태스크가 완료되어도

사용자는 성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알림을 계속 연 상태로

두려고 합니다.

워크플로우 방지 알림이 닫혀야 개체의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출, 승인 등을

수행하지 않음).
클레임 또는 거부(워크플로우가

역방향으로 진행)를 방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워크플로우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방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고 시스템이

중지되었다는 알림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알림이

해결될 때까지 보고 태스크에

대한 작업이 방지됩니다.
워크플로우를 방지하면 상태

변경이 대기 중에서 열림으로

변경되거나 열림에서

종료됨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마감 방지 알림이 닫혀야 개체가 닫힘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워크플로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닫거나

'강제 닫기'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보고 태스크에서 일부

비교 데이터가 누락되었다는

알림을 발행합니다. 이 알림이

발생해도 계속 보고서를

생성하고 초기 승인은 진행할 수
있지만, 누락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을 때까지 보고서를

사인오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체에는 여러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 알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규칙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개체와 연계된 열린 알림에 워크플로우 방지 제한사항이 있으면 알림을 닫을 때까지
워크플로우 방지에서 개체(예: 태스크)의 워크플로우를 중지합니다.

2. 개체와 연계된 열린 개체에 닫기 방지 제한사항이 있으면 알림을 닫아야 개체를 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은 여러 개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체에 두 개 이상의 닫힘 방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마지막 개체가 닫혀야만 알림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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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 등록정보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생성을 눌러 새 알림 유형을 엽니다. 그러면 등록정보 탭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4. 이름에 알림 유형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알림 유형 ID를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 ID는 필수이며 고유해야 합니다.

6. 선택사항: 설명에 알림 유형 설명을 입력합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선택사항: 연계 대상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림과 연계될 개체(예: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제한사항에 알림의 제한사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에서 알림에 대해 닫기
방지를 선택하면 알림을 완료해야 사용자가 태스크 닫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대상으로 모든 유형을 선택하면 사용가능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9. 기간 선택 및 년 선택에 대해 다음 값에서 선택:

• 필수 – 사용자는 알림을 연도 또는 기간과 연계해야 합니다.

• 표시 – 사용자는 알림을 연도 또는 기간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숨김 – 등록정보가 숨겨지고 알림이 연도 또는 기간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기간 및 연도가 알림과 연계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10. 연계 제거 허용 옵션을 선택하여 알림의 기존 연계항목을 제거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취소하면
알림에서 기존의 연계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11. 사용을 눌러 알림 유형을 사용설정합니다.

사용됨 상태인 알림 유형만 사용가능한 알림 유형 목록에 표시되고 새 알림을 생성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주:

기존 알림에서 알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알림 유형 지침 지정

알림에 맞게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알림 유형에 지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및 URL 첨부 파일에서 참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0장
알림 유형 생성

40-3



알림 유형에 대한 지침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생성] 또는 [편집] 대화상자에서 지침 탭을 선택합니다.

4. 지침에 알림 유형의 지침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참조 섹션에서 파일 첨부 또는 링크 첨부를 클릭합니다.

• 파일 첨부

파일 선택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합니다. 이름의 경우, 이름을 입력하거나
파일 이름을 사용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 링크 첨부

URL을 입력하고 URL의 이름(예: https://www.oracle.com, Oracle)을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2.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워크플로우] 섹션에는 담당자 및 승인자 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업 사용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생성 또는 편집] 대화상자에서 워크플로우 탭을 누릅니다.

4. 지정 대상자의 경우 멤버 선택기를 눌러 지정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지정 대상자는 이 유형의 알림을 생성할 때 알림에 대해 작업하도록 지정된 사용자나
그룹 또는 팀입니다. 지정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알림을 작성하는 사용자가 하나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선택사항: 백업 사용자의 경우 지정 대상자의 백업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도구, 액세스 제어 및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b. 지정 대상자 ID를 편집하고 상태 필드를 사용 불가능으로 변경합니다.

c.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탭에서 백업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 사용자는 기본 지정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알림 작업을 하도록 지정된 백업
개인입니다. 이전에 지정 대상자와 백업 지정 대상자를 지정했어야 합니다.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가 팀 ID로 설정되면 백업 사용자 필드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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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를 눌러 승인자를 추가하고 승인자의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용자 이름

• 백업 사용자: 기본 승인자가 사무실에 없으면 알림을 받을 기본 백업 승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가 아닙니다.

레벨에는 승인자가 입력한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승인자를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에서 승인자를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승인자 순서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알림을 생성할 때 알림의 기본 승인자 사용자나 그룹 또는 팀 레벨을 하나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가 아닙니다. 승인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알림을 생성하는
사용자가 승인자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7.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조회자] 탭을 사용하여 알림 유형에 맞는 조회자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는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조회자 권한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생성 또는 편집을 누르고 조회자 탭을 누릅니다.

4. 추가를 누르고 알림에 대한 보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그룹 또는 팀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멤버 선택기가 열립니다. 외부 조회자의 경우 편집할 수 있습니다.

5. 선택사항: 외부 사용자 추가를 눌러 알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시스템 외부의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외부 사용자는 알림을 볼 수 없으며, 통지만 받습니다. 서비스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6. 조회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외부 조회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중복된 전자메일 주소가 있으면
변경사항을 알림 유형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7. 통지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릴 알림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우선순위 레벨 이상에 대해 통지가 전송됩니다. 높음으로 설정되면, 알림이 높음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통지를 보냅니다. 낮음으로 설정되면 모든 우선순위 유형(낮음, 중간, 높음)에 대한
통지를 보냅니다. 이 값이 공백(기본값)이면 통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8.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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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 질문 추가

알림 유형을 생성할 때 알림 유형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전에 사용자가 작업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를 완료할 때 특정 프로세스를 따랐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관리자, 지정 대상자, 승인자, 소유자 또는 조회자 역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로부터 주요 세부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숫자, True/False 등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 질문인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필수 질문인 경우 사용자는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위해 태스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버튼을 사용하여
질문의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생성 또는 편집 대화상자에서 질문 탭을 선택합니다.

4.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5. 질문에 질문 텍스트를 최대 4000자로 입력합니다.

6. 유형 목록에서 질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자

• 날짜/시간

• 정수

• 목록

질문에 적합한 응답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 여러 라인 텍스트

최대 길이는 4,000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3-50라인 사이의 라인 수를 입력합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에 따라 [작업] 대화상자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되는 텍스트 라인 수가
결정됩니다.

• 번호: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숫자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 숫자에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 옵션을
선택합니다.

– 통화 기호 목록에서 통화 기호 예를 들어 $(미국 달러)를 선택합니다.

– 음수 목록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스케일 목록에서 숫자의 스케일 값(예: 1000)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

• True/False

• 사용자

• 예/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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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사용자의 역할(소유자, 지정 대상자, 승인자, 조회자)을 지정합니다.

8. 질문이 필요하면 필수를 선택합니다.

필수는 사용자가 질문에 답변해야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필수 질문은 지정 대상자,
승인자 및 소유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및 조회자 역할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10. 선택사항: 질문의 순서를 바꾸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맨위로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또는
맨아래로 이동을 누릅니다.

11. 선택사항: 질문을 편집하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질문을 제거하려면 질문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12. 알림 유형 탭을 누르고 계속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알림 유형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알림 유형 속성 적용

• 알림 유형 내역 보기

알림 유형 속성 적용

속성을 선택할 때 속성 유형에 따라 속성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속성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남부, 동부, 서부를 값으로 가지는 영업 지역이라는 목록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알림 유형이 서부 영업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영업 지역 속성을 추가하고 이 속성을 "서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생성 또는 편집을 누르고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4. 추가를 누릅니다.

5.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6. 속성에 따라 값 드롭다운 목록에서 속성 값을 선택하거나 값을 입력합니다.

7. 선택사항: 속성의 액세스 권한을 변경하려면 역할, 액세스 권한 순으로 선택합니다.

8.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9. 다른 알림 유형 정보를 편집하려면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알림 유형 등록정보 설정

• 알림 유형 지침 지정

• 알림 유형 워크플로우 선택

• 알림 유형 조회자 지정

• 알림 유형 질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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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 내역 보기
시스템은 알림 유형 작업에 내역을 유지보수합니다. [내역] 탭에는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구성요소, 수정 유형, 기존 값과 새 값, 수정한 사용자 및 변경 날짜가 표시됩니다. [내역]
탭의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알림 유형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알림 유형을 편집하고 내역 탭을 선택합니다.

4. 내역을 보고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알림 유형 보기
[알림 유형]에서 알림 유형 목록에 대해 표시할 열을 지정하거나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거나, 열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다음 태스크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모든 열을 표시하려면 뷰, 열 및 모두 표시 순으로 선택합니다.

• 특정 열을 표시하려면 뷰와 열 순으로 선택한 다음 열 이름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합니다.

• 열의 순서를 재지정하려면 뷰, 열 순서 재지정 및 열 순으로 선택한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해당 화살표를 끌어와 순서를 변경합니다.

• 열을 정렬하려면 정렬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을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릅니다.

• 열 너비를 변경하려면 화살표가 표시될 때까지 열 머리글 구분자를 마우스로
가리키고 원하는 너비로 열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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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 편집
알림 유형의 이름과 설명을 편집하고 사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사용가능한 알림 유형 목록에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잠긴 스케줄의 항목은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긴 스케줄과 연계된
알림은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 진행 상태를 보유하고, 스케줄에서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알림 유형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알림 유형을 편집합니다.

5.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알림 유형 검색
알림 유형 목록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알림 유형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목록에 표시되는 알림 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알림 유형이 표시됩니다.

알림 유형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알림 유형을 검색하려면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범주를 눌러 Equals, Does Not Equal, Contains, Does Not
Contain, Starts With, Ends With와 같은 추가 검색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이름, 알림 유형 ID, 사용, 설명, 생성자, 생성 날짜, 최종 업데이트 수행자 또는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알림 유형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주:

• 범주를 모두 보려면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모든 필터를 지우려면

아이콘에서 모든 필터 지우기를 누릅니다.

알림 유형 삭제
알림 유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을 삭제하면 알림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알림 유형 지정이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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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형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알림 유형 탭을 누릅니다.

3. 알림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삭제, 확인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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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보고서 사용

참조:

• Task Manager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

• Task Manager 쿼리 생성

• 보충 데이터 쿼리 생성

• 템플리트 생성

• 보고서 그룹 설정

• 보고서 생성

• 쿼리, 보고서 그룹 또는 보고서 검색 및 필터링

• 보고서 생성

• 보고서 보안 이해

• Task Manager 보고서 바인더 사용

• 보고서 바인더 생성

• 보고서 바인더 보기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에 대해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PDF, CSV, HTML 또는 XLSX 형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

태스크 관리자에서는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샘플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를
템플리트로 사용하고 필요한 대로 복제한 다음 수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복제하려면 보고서를 선택한 다음 줄임표 버튼 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 생성된 보고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작성은 네 단계로 구성되며 서비스
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쿼리 탭의 새로 작성 버튼으로 태스크 관리자 또는 보충 데이터 쿼리를 생성합니다. Task
Manager 쿼리 생성 또는 보충 데이터 쿼리 생성 을(를) 참조하십시오.

• 템플리트를 생성합니다. 템플리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그룹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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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를 설정합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이후에 정의를 XML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쿼리를
생성합니다. XML 파일을 Word로 임포트하고 이 파일을 사용하여 RTF 형식의 템플리트
문서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보고서 그룹을 설정하여 개별 보고서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생성된 쿼리 및 템플리트를 사용하며 기본
출력을 CSV, PDF, HTML 또는 XLSX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서비스 관리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Task Manager 쿼리 생성

쿼리 생성은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쿼리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보고서(예: 비연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쿼리 탭에서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3. 새 쿼리 화면에서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4. 유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매개변수 쿼리: 매개변수 쿼리 유형은 이 매개변수의 값에 지정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개변수 쿼리를 사용하면 보고서 쿼리에 대한
매개변수 값을 채울 때 사용되는 옵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목록은 이미 정의된 단순 속성이 아니라 정의해야 하는 복합 쿼리입니다.

이 매개변수 쿼리 예는 모든 태스크 관리자 기간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SELECT PERIOD_ID, PERIOD_NAME FROM FCC_PERIODS WHERE APP_ID=1
•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보고서의 보고서 쿼리: 보고서에 포함할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보안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역할 및 지정된 보고서에 따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쿼리에
보안 필터를 적용하려면 쿼리 WHERE CLAUSE 문의 끝에 다음 구문을
추가합니다.

$FCC_SECURITY_CLAUSE$
쿼리에 $FCC_SECURITY_CLAUSE$를 사용하는 경우 FCC_TASKS의 별칭을 TaskEO로
지정해야 합니다

태스크 관리자에 포함된 미리 정의된 여러 쿼리에는 보안 필터가 적용되었으므로
고유한 쿼리를 빌드할 때 이러한 쿼리를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보고서 쿼리는 선택한 스케줄의 모든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에 대해
태스크 코드, 이름, 담당자 및 스케줄을 표시할 스케줄링된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SELECT TaskEO.TASK_CODEAS "$TASK_CODE$",
TaskEO.TASK_NAMEAS "$NAME$" ,
((SELECT CASE WHEN FIRST_NAME IS NULL AND LAST_NAME IS NULL THEN
USER_LOGIN ELSE FIRST_NAME||' '||LAST_NAME END FROM FCM_USERS WHERE
USER_ID = (coalesce(AssigneeEO.ACTIVE_USER_ID,
AssigneeEO.USER_ID))))AS "$ASSIGNEE$" ,
DeploymentEO.DEPLOYMENT_NAMEAS "$SCHEDULE$"
FROM FCC_TASKS Task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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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OUTER JOIN FCC_ACCESS AssigneeEO ON (TaskEO.TASK_ID =
AssigneeEO.SOURCE_ID AND AssigneeEO.ACCESS_TYPE = "AS")
LEFT OUTER JOIN FCC_DEPLOYMENTS DeploymentEO ON (TaskEO.SOURCE_ID =
DeploymentEO.DEPLOYMENT_ID)
WHERE (TaskEO.SOURCE_TYPE = "DEPLOYMENT")
AND ((((TaskEO.PRIORITY=3 )
AND (TaskEO.SOURCE_ID=~SCHEDULE~ ))))

5. 쿼리 생성을 눌러 [새 쿼리] 대화상자에서 쿼리를 빌드합니다. 이 대화상자를 통해 쿼리 및/또는
필터링할 제품의 기존 속성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지정된 속성 및 필터와 일치하는 SQL을 생성하며, 이때 사용자가 SQL을
수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 유형 선택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쿼리에서 템플리트 태스크 또는 스케줄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생성된 쿼리에 사용자 보안 필터를 자동으로 적용하려면 보안 적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토큰을 쿼리에 적용하며 보고서가 생성될 때 올바른
SQL로 쿼리를 채웁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6. 열 선택에서 쿼리에 표시할 열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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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터 선택에서 조건 생성 또는 조건 그룹 생성을 누르고 필터를 생성할 조건을 선택하여
쿼리를 생성합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9. 선택사항: 나중에 보고서를 사용하려면 샘플 XML 생성을 누릅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11. 쿼리에 오류가 있는지 테스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새 쿼리 대화상자에서 검증을 누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검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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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가 [쿼리] 탭에 표시됩니다.

주: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손쉽게 쿼리를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 드롭다운에서 검증 및 계획 설명을 눌러 쿼리를 검증하고 이 쿼리의 실행 계획도
생성합니다. 쿼리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txt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계획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 수행되는 단계 순서를 포함하는 생성된 계획을
봅니다. 쿼리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이 계획을 사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쿼리 성능을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기본적으로 실행 계획 생성은 OCI(Gen 2)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환경에서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서비스 요청을 통해 Oracle에
문의하십시오.

쿼리 수정

시스템 관리자는 태스크 관리자 쿼리 또는 보충 데이터 쿼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쿼리 탭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쿼리 탭을 선택한 다음 편집하고 있는 쿼리 옆에 있는 
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주:

잠겨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잠금 해제를 요청합니다.

3. 태스크 관리자 또는 보충 데이터 쿼리를 선택합니다.

4. 필요에 따라 쿼리 편집에서 정보를 편집합니다.

5. 변경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 쿼리 생성

쿼리 생성은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쿼리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보고서(예: 비연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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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쿼리 탭에서 새로 작성을 선택합니다.

3. 보충 데이터 쿼리를 선택합니다.

4. 새 쿼리 화면에서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5. 유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매개변수 쿼리

매개변수 쿼리 유형은 이 매개변수의 값에 지정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개변수 쿼리를 사용하면 보고서 쿼리에 대한 매개변수 값을 채울 때
사용되는 옵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목록은 이미 정의된 단순
속성이 아니라 정의해야 하는 복합 쿼리입니다.

이 매개변수 쿼리 예는 모든 Supplemental Data Manager 쿼리 기간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SELECT PERIOD_ID, PERIOD_NAME FROM FCC_PERIODS WHERE APP_ID=1
•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쿼리

보고서에 포함할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보안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역할 및
지정된 보고서에 따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쿼리에 보안 필터를 적용하려면 쿼리 WHERE CLAUSE 문의
끝에 다음 구문을 추가합니다.

$FCC_SECURITY_CLAUSE$

주:

태스크 관리자에 포함된 미리 정의된 여러 쿼리에는 보안 필터가
적용되었으므로 고유한 쿼리를 빌드할 때 이러한 쿼리를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보고서 쿼리는 선택한 스케줄의 모든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에 대해
태스크 코드, 이름, 담당자 및 스케줄을 표시할 스케줄링된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SELECT TaskEO.TASK_CODEAS "$TASK_CODE$" ,
TaskEO.TASK_NAMEAS "$NAME$" ,
((SELECT CASE WHEN FIRST_NAME IS NULL AND LAST_NAME IS NULL THEN
USER_LOGIN ELSE FIRST_NAME||' '||LAST_NAME END FROM FCM_USERS WHERE
USER_ID = (coalesce(AssigneeEO.ACTIVE_USER_ID,
AssigneeEO.USER_ID))))AS "$ASSIGNEE$" ,
DeploymentEO.DEPLOYMENT_NAMEAS "$SCHEDULE$"
FROM FCC_TASKS TaskEO
LEFT OUTER JOIN FCC_ACCESS AssigneeEO ON (TaskEO.TASK_ID =
AssigneeEO.SOURCE_ID AND AssigneeEO.ACCESS_TYPE = 'AS')
LEFT OUTER JOIN FCC_DEPLOYMENTS DeploymentEO ON (TaskEO.SOURCE_ID =
DeploymentEO.DEPLOYMENT_ID)
WHERE (TaskEO.SOURCE_TYPE = 'DEPLOYMENT')
AND ((((TaskEO.PRIORITY=3 )
AND (TaskEO.SOURCE_ID=~SCHE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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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쿼리 생성을 눌러 [새 쿼리] 대화상자에서 쿼리를 빌드합니다. 이 대화상자를 통해 쿼리 및/또는
필터링할 제품의 기존 속성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지정된 속성 및 필터와 일치하는 SQL을 생성하며, 이때 사용자가 SQL을
수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 유형 선택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쿼리에서 워크플로우를 선택합니다.

• 선택사항: 생성된 쿼리에 사용자 보안 필터를 자동으로 적용하려면 보안 적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토큰을 쿼리에 적용하며 보고서가 생성될 때 올바른
SQL로 쿼리를 채웁니다.

b. 다음을 누릅니다.
 

 

7. 열 선택에서 쿼리에 표시할 열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8. 필터 선택에서 조건 생성 또는 조건 그룹 생성을 누르고 필터를 생성할 조건을 선택하여 쿼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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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인을 선택합니다.

10. 선택사항: 나중에 보고서를 사용하려면 샘플 XML 생성을 누릅니다.

11. 저장을 누릅니다.

12. 쿼리에 오류가 있는지 테스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새 쿼리 대화상자에서 검증을 누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검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쿼리가 [쿼리] 탭에 표시됩니다.

주: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손쉽게 쿼리를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 드롭다운에서 검증 및 계획 설명을 눌러 쿼리를 검증하고 이 쿼리의 실행 계획도
생성합니다. 쿼리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txt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계획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 수행되는 단계 순서를 포함하는 생성된
계획을 봅니다. 쿼리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이 계획을 사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쿼리 성능을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장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

41-8



주:

기본적으로 실행 계획 생성은 OCI(Gen 2)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환경에서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서비스 요청을 통해 Oracle에
문의하십시오.

쿼리 수정

시스템 관리자는 보충 데이터 쿼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비연결 보고서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쿼리 탭에서 편집 중인 쿼리 옆에 있는 의 편집을 선택합니다.

주:

잠겨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잠금 해제를 요청합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태스크 관리자 쿼리

• 보충 데이터 쿼리

4. 필요에 따라 쿼리 편집에서 정보를 편집합니다.

5. 변경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추가 데이터 관리자 테이블 및 해당 열, 기본 키, 인덱스 및 외래 키(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pplemental Data Manager용 테이블 도 참조하십시오.

템플리트 생성

보고서 템플리트 생성은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의 두번째 단계입니다. 보고서 템플리트는 Oracle
BI Publisher Desktop이 설치된 Microsoft Word에 생성됩니다. 템플리트를 생성하려면 쿼리를
생성하는 동안 샘플 XML이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템플리트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문서를 사용하여 Microsoft Word를 엽니다.

2. BI Publisher 탭을 선택한 후 데이터 로드 위의 샘플 XML 폴더를 선택합니다.

3. 쿼리를 생성할 때 생성된 SampleQuery.xml을 찾아 열기를 누릅니다.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로드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4. 삽입, 테이블 마법사 순으로 선택합니다.

5. 테이블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기본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보고서에 표시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8. 그룹화 기준을 선택하고 그룹화 기준으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9. 정렬 기준을 선택하고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한 후 완료를 누릅니다.

10. 템플리트를 .rft 파일로 저장합니다(예: SampleQuery.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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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그룹 설정

보고서 그룹 생성은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보고서 그룹을 사용하면
폴더 구조로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ment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주:

중첩된 보고서 그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그룹을 생성한 후 필요에 따라 보고서 그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그룹을
복제할 수 있으나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보고서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지만 보고서 그룹을
삭제하면 해당 그룹과 연계된 모든 보고서가 삭제됩니다.

보고서 그룹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비연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보고서 그룹 탭에서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3. 새 보고서 그룹 창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보고서 그룹의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설명

• 사용자에게 표시: 이 보고서 그룹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 옵션을 사용하면 보고서 작성자가 작업하는 동안 보고서 그룹을
숨길 수 있습니다.

4. 보고서 탭에서 [이동] 아이콘
(

)을 사용하여 보고서 그룹에 추가된 보고서의 순서를 재지정하거나 보고서를
편집합니다.

5.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보고서 생성

보고서 정의 생성은 보고서 생성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용자는 쿼리에서 보고서를
생성하고 그룹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정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비연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보고서를 선택하고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3. 새 보고서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이름

• 설명

• 쿼리: 쿼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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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리트: 찾아보기를 누르고 보고서 템플리트를 찾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 템플리트 형식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그룹: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고서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에게 표시: 보고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출력 형식: 다음 옵션 중 하나에서 보고서 출력 형식 BI Publisher를 선택합니다.

– xlsx: 그래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html: 그래프와 차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df

– csv: 템플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더 빨리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좋습니다.

– csv(형식화됨): 형식화된 데이터가 있는 간단한 데이터 테이블에 가장 적합하며,
템플리트에서 이미지, 그래픽 또는 스타일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csv(형식화됨) 출력 형식은 csv 형식과 비교하여 템플리트 형식을 준수하기
위해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csv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성하거나 csv(형식화됨)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식이 지정된 템플리트를 생성합니다.

4. 보고서 정의를 완료하려면 매개변수 및 액세스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a. 매개변수의 경우 매개변수 탭을 선택합니다.

쿼리의 매개변수가 확인되어 목록에 추가됩니다. 다음을 업데이트합니다.

• 표시 이름

• 매개변수 유형: 사용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스크 관리자 / 보충 데이터

– 텍스트

– 일자

– 날짜/시간

– 번호:

– 쿼리

– 정수

– True/False

– 예/아니요

– 사용자

• 사용자에게 표시: 매개변수를 표시하지 않고 값을 사용하려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단일 쿼리를 사용하여 여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몇 가지 매개변수가 숨겨져 있고 매개변수 탭에 정의된 값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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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쿼리: 속성의 경우 드롭다운에 태스크 관리자의 속성이 나열됩니다.
쿼리의 경우 드롭다운에 매개변수 유형의 쿼리가 모두 나열됩니다. 동적 LOV와
같은 매개변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sk Manager 쿼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매개변수 값: 기본값이 표시됩니다.

b. 액세스의 경우 액세스 탭을 선택합니다.

c. 드롭다운 목록에서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모듈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모듈의 태스크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고급 사용자 역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제거(X)를 사용하여 보고서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해당 [보고서] 탭에 보고서를 표시하려면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모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보고서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5.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쿼리, 보고서 그룹 또는 보고서 검색 및 필터링

검색 필드 및 필터 옵션을 사용하여 큐, 보고서 그룹 또는 보고서 목록에 표시되는 레코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쿼리, 보고서 그룹 또는 보고서를 필터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비연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쿼리, 보고서 그룹 또는 보고서 탭을 선택합니다.

3.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필터 모음에서 범주를 눌러 Equals, Does Not Equal, Contains, Does
Not Contain, Starts With, Ends With와 같은 추가 검색 연산자를 표시합니다.

주:

• 범주를 모두 보려면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 필터 모음을 숨기려면 필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모든 필터를 지우려면

아이콘에서 필터 모두 지우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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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생성

보고서 생성은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빌드한
후에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모든 사용자나 그룹 또는 팀이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REST API 명령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의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큰 보고서의 경우 REST API에서
보고서 생성을 위한 runAsync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비동기식(true 값)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누르십시오.

2. 탭을 선택합니다.

•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

• 보충 데이터 보고서

3. 생성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빠른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 아래에서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출력 형식에 대해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xlsx: 그래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html: 그래프와 차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df

• csv: 템플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더 빨리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좋습니다.

주:

10,000개가 넘는 레코드가 포함된 보고서의 경우 csv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csv(형식화됨): 형식화된 데이터가 있는 간단한 데이터 테이블에 가장 적합하며,
템플리트에서 이미지, 그래픽 또는 스타일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csv(형식화됨) 출력 옵션은 csv 형식과 비교하여 템플리트 형식을 준수하기
위해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CSV 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성하거나 csv(형식화됨)을 선택하여 형식이 지정된
템플리트 기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5. 생성을 누릅니다.

6. 이름을 입력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스케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7. 생성을 누릅니다.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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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뒤로를 눌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보존하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재설정을 눌러 선택한 매개변수 값을 취소하고 보고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8. 열기 프로그램 또는 파일 저장을 선택하여 ZIP 파일을 저장합니다.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보고서 작업을 실행하는 백엔드 작업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예: 크기가 권장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서가
생성되기 전에 [보고서 생성] 대화상자에 오류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매우 많은
레코드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우 필터링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더 적은 레코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 보안 이해

이 항목에서는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의 표준 보고서 및
사용자정의 보고서에 대한 보안을 설명합니다.

Note:

서비스 관리자는 REST API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세부정보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ST API 에서 Account Reconciliation,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및 Tax Reporting의 사용자 세부정보 보고서 생성 를 참조하십시오.

표준(사전 정의됨) 보고서 보안

보안 절은 모든 표준 보고서 쿼리에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된
보안 필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태스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액세스 제어 아래에
설정된 고급 사용자 보안이 보고서에 적용됩니다. 특정 태스크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고급
사용자는 해당 태스크에 대한 보고서만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보고서를 편집하여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의 액세스 탭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경우 관리자가 판별한 대로 해당 보고서에 적합한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절은 다음 사전 정의된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의 일부로도 포함됩니다.

• 위험 상태 태스크

• 태스크 준수 분석

• 조기 태스크

• 지연 태스크

• 조직 구성 단위별 태스크 성능 분석

• 거부된 태스크

• 태스크 감사 정보

41장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정의 보고서 생성

41-14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prest/reports_arcs_fccs_trcs_generate_user_details_report.html
https://docs.oracle.com/en/cloud/saas/enterprise-performance-management-common/prest/reports_arcs_fccs_trcs_generate_user_details_report.html


• 지연 태스크가 있는 사용자

표준 보고서에 사용자 액세스 지정

관리자는 다양한 사용자에게 표준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의 액세스 탭을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비연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보고서에서 원하는 보고서를 선택하고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3. 보고서 편집 대화상자의 액세스에서 추가 (+) 또는 제거(X)를 사용하여 해당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저장 또는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 보안

사용자정의 보고서의 경우 쿼리를 생성할 때 보안 절을 쿼리에 삽입할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서 작성자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 바인더 사용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 바인더를 사용하면 스케줄(예: 회사 Q1 마감)의 일부로 발생한 모든 작업의
내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스케줄, 포함할 태스크 및 포함할 태스크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인더 필터 기준에 맞는 모든 태스크의 정보가 HTML로 출력되어 ZIP 파일에 압축됩니다. 이
파일에는 HTML과 다른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ZIP 파일의 압축을 풀면 디렉토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HTML 파일에 액세스하여 보고서 바인더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하나의
파일에 자체 포함되므로 내부나 외부 검토를 위해 쉽게 복사, 인쇄 또는 전자메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바인더 생성

[보고서 바인더 생성] 대화상자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뷰에서 스케줄을 열고 [보고서 바인더 생성]을 실행하면 보고서 바인더가 현재 뷰에 적용되고 현재
필터링된 뷰에 있는 태스크만 보고서 바인더에 포함됩니다.

보고서 바인더는 문서로 생성되어 브라우저를 통해 반환됩니다. [보고서 바인더 생성]을 실행할 때
보고서 바인더를 곧바로 열거나 디스크에 ZIP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스케줄에 대해 보고서 바인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수의
스케줄이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바인더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케줄 목록에서 보고서 바인더를 생성할 스케줄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보고서 바인더 생성을 선택합니다.

3. 보고서 바인더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설명에 바인더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선택적 구성요소에서 보고서에 표시할 태스크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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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설명

• 첨부파일

주:

보고서에 첨부 파일을 포함하면 보고서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생성을 누릅니다.

7. [파일 다운로드]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표시되고 ZIP 파일 이름이 맨아래에 표시됩니다.

8. ZIP 파일의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저장,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보고서 바인더 보기

생성한 보고서 바인더는 단일 압축 파일로 출력됩니다. ZIP 파일 이름은 보고서 바인더에
대해 지정한 이름입니다. 보고서 페이지는 HTML 보고서로 병합되고 필요에 따라 섹션에
대한 페이지 나누기가 추가되므로 인쇄 명령으로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해당하는 태스크 및 알림이 포함된 첨부 파일에 대한 링크가 들어 있는
별도의 첨부 파일 부록이 생성되며, 이 부록을 별도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첨부 파일은
별도의 폴더로 다운로드됩니다.

보고서 바인더를 ZIP 파일로 저장한 경우 ZIP에서 모든 항목을 추출하여 보고서 바인더와
동일한 이름의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의 HTML 페이지를 열어
보고서 바인더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페이지에는 보고서 바인더에 대한 정보와
스케줄이 포함되고 보고서 바인더에서 사용 가능한 태스크 및 알림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태스크] 섹션으로 이동하면 상태, 담당자, 시작 및 종료 날짜, 기간 등과 같은 태스크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계획된(스케줄링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각 태스크는 [태스크 세부정보] 페이지에 대한 링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속성,
지침, 질문, 워크플로우, 선행 작업 및 내역에 대한 섹션이 포함됩니다. 보고서 바인더를
생성할 때 알림 및 설명을 포함하도록 선택한 경우 해당 섹션도 표시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후에 드릴할 수 있는 알림 목록도 포함됩니다. [알림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연계된 태스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바인더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파일을 두 번 누릅니다.

2. ZIP 파일을 원하는 디렉토리에 추출합니다.

3.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ZIP 파일 이름과 일치하는 하위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4. 하위 디렉토리에서 report_binder_name.html을 두 번 눌러 보고서 바인더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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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충 데이터 관리

참조:

• 보충 데이터 프로세스 개요

• Supplemental Data Manager, 뷰, 목록 및 필터 관리

• 보충 데이터 시스템 설정 관리

• 보충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관련 작업

•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차원 속성 관리

• 수집 간격 작업

• 보충 데이터 수집 관련 작업

• Supplemental Data Manager 양식 템플리트 생성

• 양식 템플리트 편집

• 양식 템플리트 복제

• 양식 템플리트 삭제

• 데이터 수집 기간에 양식 템플리트 배포

• 양식 템플리트 배포 취소

• 보충 데이터 양식 다시 열기

• 컬렉션으로 데이터 대량 로드

•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사용자 재지정

• 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보충 데이터 총계 검증

• 보조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보기

• 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작업

• 통화 환산 사용

보충 데이터 프로세스 개요
Supplemental Data Manager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보충 데이터(일반적으로 재무 트랜잭션)를
구성하고, 업데이트하고,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주, 정보 공개 및 지원 세부정보에 유용한
강력한 임시 데이터 입력 프로세스입니다.

1. 관리자가 보충 데이터 기능을 사용설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새로고침하여
시스템 설정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고급 사용자가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 데이터 수집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차원을 생성합니다.

•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의 빈도 및 양식의 기반이 되는 워크플로우 차원을 정의하는 수집
간격을 생성합니다.

•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의 일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컬렉션 및 하위 컬렉션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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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계산 및 속성에 대한 검증 규칙을 생성합니다.

• 일관되고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데이터 양식 템플리트를
생성합니다.

• 각 데이터 양식 템플리트에 대한 워크플로우 및 액세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 수집 프로세스 준비를 위해 양식 템플리트를 특정 데이터 수집 기간에 배포합니다.

– 기간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양식 인스턴스가 대기 중 상태입니다.

– 기간이 열려 있으면 양식 인스턴스가 활성 상태이며 데이터 입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에서 차원, 컬렉션 및 양식이 생성된 후 관리자가 기간을 열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4. 그런 다음 사용자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기간이 시작되면 수동으로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CSV 파일을 사용하여 양식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사용자는 주석을 입력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의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검증을 수행하고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 승인을 위해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5. 승인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여러 레벨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6. 사용자는 워크플로우 옵션에 따라 데이터가 승인된 후 요약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게시합니다.

7.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 양식에 대한 전자메일 알림을 지정된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8. 관리자가 데이터 입력 기간을 닫고 잠급니다.

• 데이터 입력 기간을 닫습니다(추가 양식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없음).

• 데이터 입력 기간을 잠급니다(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또한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보충 데이터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보충 데이터 양식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Smart View Extension for
Supplemental Data Managem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확장을 설치하려면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 가이드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보충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보충 데이터.

다음 자습서에는 보충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 보충 데이터 검토, 업데이트, 분석.

Supplemental Data Manager, 뷰, 목록 및 필터 관리
관련 항목:

• Supplemental Data Manager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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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뷰 작업

• 필터 관련 작업

Supplemental Data Manager 목록 보기

저장된 목록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화면의 일관된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이는 필터 조건과 열
표시를 저장합니다.

관리자인 경우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양식과 작업 중인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이면 주의가 필요한 역할에 활성 상태인 모든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를 누릅니다.

3. 연도, 기간 및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양식을 검색하려면 검색 필드에 양식 목록을 검색할 텍스트 또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5. 선택사항: 양식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검색 필드 옆의 필터

아이콘을 누르고 필터 기준을 지정합니다.

샘플 보충 데이터 태스크 목록

목록 뷰 작업

목록 뷰에서는 화면 뷰에 레코드를 표시하고 레코드 세부정보에 대한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행을 표시하려면 오른쪽의 뷰 선택기에서 압축 뷰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 뷰에서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필터를 적용하여 목록에 포함되는 레코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록 뷰 저장

목록 뷰를 저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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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에서 원하는 필터, 열 또는 정렬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뷰를
조정합니다.

2. 작업에서 목록 저장을 누릅니다.

3. 목록 저장 대화상자에 이름(최대 80자 입력 가능) 및 선택사항으로 설명( 최대 255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저장된 목록을 모두 보려면 목록 드롭다운 선택기를 클릭합니다.

목록 뷰 게시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는 게시를 선택하여 개인 목록 뷰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막대 오른쪽에서 필터 아이콘을 누르고 필터 관리를 선택한 다음
게시를 누릅니다. 저장된 뷰가 복제되므로 이제 개인용과 공용 버전이 있습니다. 공용 버전은
공용 열에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기본 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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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관련 작업

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양식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필터를 생성/추가하고 필터를 저장, 삭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터 추가

필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를 누릅니다.

3. 스케줄 태스크 창에서 필터 추가를 누릅니다.

4. POV 필터 모음 드롭다운에서 필터 조건(예: 임시)을 선택합니다.

5. 필수 값(예: 예)을 선택합니다.

필터 저장

저장할 필터 조건을 설정한 후:

1.
아이콘을 선택하고 필터 저장을 누릅니다.

2. 이름(예: "My_Filter")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필터 정의-> 필터 기준에서 알림은 예입니다. 이는 필터를 추가할 때 선택한 값과 동일한
값입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4.
아이콘을 누르면 이름 지정된 "My_Filter"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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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개별 필터 각각을 눌러 생성한 필터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모든 필터 지우기 옵션을 눌러 모든 항목을 제거하고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 관리

필터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한 필터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수 옵션 제공:

•
아이콘을 눌러 새 필터를 추가합니다.

–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 유형(수집 (수집 글로벌), 수집(크레딧 수집) 등)을 선택합니다.

– 조건 생성 또는 조건 그룹 생성을 선택하여 필터 조건을 정의합니다.

–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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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을 눌러 필터를 편집합니다.

•
아이콘을 눌러 필터를 복제합니다.

•
아이콘을 눌러 필터를 삭제합니다. 필터를 삭제하려는 경우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
아이콘을 눌러 필터를 게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용자가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터 세부정보(예: 열, 생성자 등)를 보려면

아이콘을 누릅니다.

Note:

보충 데이터에 대해 저장한 필터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보충 데이터 시스템 설정 관리
참조:

•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전자메일 통지 설정

• 보충 데이터에 대한 환경설정 지정

• 보충 데이터 제한기 설정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전자메일 통지 설정

서비스 관리자는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를 위한 전자메일 통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 통지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뱃치 통지가 생성됩니다. 통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전자메일 통지 및 미리알림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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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본적으로 전자메일 통지는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메일을 보낸 사람 주소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를 사용자정의하거나 제품
약어를 포함하여 어디에서 통지를 보내는지 사용자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메일 통지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전자메일 통지를 선택합니다.

4. 전자메일 통지에 대해 설정을 선택하여 통지를 시작하거나 해제를 선택하여 통지를
비활성화합니다.

5. 전자메일 보낸 사람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메일 주소를 편집하여 특정 주소를 제공하거나
제품 약어를 포함하여 어디에서 통지를 보내는지(예: SDM)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에 대한 환경설정 지정

보충 데이터에 대해 표시할 숫자 및 셀 형식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소수 자릿수와
음수, 셀 스타일, 글꼴 및 색상 표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 환경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시스템 설정 페이지에서 환경설정 링크를 누릅니다.

4. 숫자 형식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소수 자릿수

• 음수

5. 셀 형식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셀 스타일

• 글꼴을 선택한 후 굵게, 기울임꼴 또는 밑줄을 선택합니다.

• 글꼴 크기

• 텍스트 색상

• 배경색

6. 저장을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 관리자 설정

보충 데이터의 컬렉션 속성에서 관리자를 설정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기본 설정을 제공하며 값을 줄이거나 최대값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객체를 작성할 때
최대 한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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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컬렉션당 최대 계산된 속성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속성을 생성하는
경우, 속성 수가 최대값 미만이면 시스템에서 속성을 생성합니다. 최대 한계에 도달하면
속성이 작성되지 않고 시스템에서 숫자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유효성 검증 메시지를
리턴합니다. 최대 차원 속성 수, 양식 템플리트당 섹션 수, 양식 템플리트 섹션당 속성 수,
데이터 분석에 표시되는 속성 수, 목록에 표시되는 최대 항목 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 관리자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시스템 설정 탭을 누릅니다.

3. 시스템 설정 페이지에서 관리자 링크를 누르십시오.

4. 최대 속성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 계산된 최대 속성 수

• 최대 차원 속성 수

• 양식 템플리트당 최대 섹션 수

• 테이블 형식 양식 템플리트 섹션당 최대 속성 수

• 데이터 분석에 표시되는 최대 속성 수

• 목록에 표시되는 최대 항목 수(기본값 10000)

5. 저장을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관련 작업
보충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는 컬렉션과 하위 컬렉션의 세부정보가 있어 쉽게 정보를 보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열을 선택하여 정렬하고 목록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서 컬렉션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분석을 누릅니다.

3. 컬렉션 드롭다운 목록에서 컬렉션/하위 컬렉션 및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분석할 데이터
수집 기간(빈도 차원 멤버 조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컬렉션 이름: 부채 세부정보

데이터 수집 기간 매개변수: 연도: 2020, 기간: 4월, 시나리오: Actual

4. 선택사항: 필터 추가를 누르고 필터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가능 필터는 선택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5. 선택사항: 더 자세하게 필터링하려면 필터 추가에서 고급을 누른 다음 필터 기준을
정의하고 조건을 생성합니다.

조건 또는 그룹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조건 생성 또는 조건 그룹 생성을 누릅니다.

b. 결합: And 또는 Or를 선택합니다. 이 값은 이 조건이나 그룹이 이전 동위 조건이나
그룹과 연결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c. 속성: 속성은 조건에서 필터의 결과 세트에 포함할 값과 비교할 필드 또는 값입니다.
속성은 사용자 정의 속성 목록 이상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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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피연산자: 속성에 대해 수행할 평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e. 값: 속성을 비교할 값을 지정합니다. 속성 유형에 따라 사용가능한 입력 필드가 결정됩니다.

f. 필터를 저장하거나 지우거나 관리하려면 페이지 오른쪽에서 필터(...) 버튼을 누릅니다.

6. 작업에서 열 선택을 눌러 표시할 데이터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합니다.

주:

특정 엔티티의 설명 필드에는 처음 80자가 표시되고, 마우스로 가리키면 전체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7. 선택사항: 컬렉션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작업에서 익스포트, Excel에 익스포트 또는
CSV에 익스포트 순으로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작업에서 임포트를 선택하여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a.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b. 기존 파일 바꾸기 또는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c.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d. 파일 구분자에서 쉼표 또는 탭을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하고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e. 임포트를 누릅니다.

9. 선택사항: 목록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저장 목록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저장한 필터 및 열을
시스템에서 표시합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차원 속성 관리
참조:

• 보충 데이터에 대한 차원 추가

• 차원 속성 추가

• 차원 속성 편집

• 차원 속성 삭제

• 보충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원 멤버 임포트

• 보충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원 멤버 익스포트

보충 데이터에 대한 차원 추가

차원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3. 작업, 추가 순으로 누릅니다.

4. 속성 탭에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속성 탭에서 차원 속성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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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역] 탭에는 수정 유형, 지원 객체, 수정자, 이전 값 및 새 값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차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기록됩니다.

차원 속성 추가

차원 속성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3. 차원을 선택한 다음 작업, 편집 순으로 누릅니다.

4. 속성 탭에서 작업, 새로 작성, 속성 추가 순으로 누릅니다.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 이름: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속성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속성 유형:

– 텍스트: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정수: 값(2147483648~2147483647)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목록: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숫자: 값 xxxxxxxxxxxxxxxxx.xxxxxxxxx(17 자리수 및 9 소수 자릿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키 속성

이 속성이 키 속성이면 [키 속성]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주:

수집 간격의 차원을 사용하려면 속성이 키 속성이어야 하고 차원에는 키
속성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 데이터 유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자

– 날짜 및 시간

– 정수

– 목록

방법을 선택합니다.

* 추가를 누른 다음 속성의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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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V 파일에서 목록 항목을 임포트하려면 임포트를 누른 다음 CSV 파일을
찾아봅니다.

* CSV 파일에서 목록 항목을 익스포트하려면 익스포트를 누른 다음 표시되는
메시지를 따릅니다.

– 번호: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시스템 설정]의
[환경설정] 섹션에서 설정됩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 백분율로 표시를 선택하여 퍼센트 기호로 표시합니다.

*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천단위 구분자 기호가 표시됩니다.

* 음수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최대 255자)

– 여러 라인 텍스트

여러 라인 텍스트를 선택한 경우 라인 수를 3~50라인으로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여러 라인 텍스트는 작업 대화상자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양식에 표시되는
텍스트 라인 수를 결정합니다. 최대 길이는 2,000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 영역의
너비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값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는 경우 라인 수에 입력한 값이 여기에도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스크롤 텍스트가 됩니다.

데이터 유형에 값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필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True 또는 False

– 예 또는 아니요

• 기본값

기본적으로 이 값이 속성에 채워져 있지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차원 업데이트에서 새 속성을 차원의 "키 속성"으로 선택하려면 키 속성을 선택합니다.

주:

시스템에서 여러 속성을 차원의 키로 허용합니다.

차원 속성 편집

멤버 및 속성 섹션에는 차원 멤버, 설명과 속성(예: 최하위 속성 및 상위 노드) 및 차원 멤버의 해당
큐브가 나열됩니다.

차원 속성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멤버 및 속성 섹션에는 차원 멤버, 설명과 속성(예: 최하위 속성 및 상위 노드 정보) 및 해당 차원
큐브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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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 차원을 선택하고 작업, 편집 순으로 누릅니다.

4. 속성 탭에서 속성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누릅니다.

5. 필요에 따라 속성을 편집합니다.

차원에 대한 멤버가 이미 있거나 속성이 컬렉션에서 참조되는 경우 데이터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차원 속성 삭제

차원 속성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3. 로컬 차원을 선택하고 작업, 편집 순으로 누릅니다.

4. [속성] 탭에서 속성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누릅니다.

주:

컬렉션에서 참조되는 경우 속성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5. 속성 삭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원 멤버 임포트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표준 플랫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에서 차원 멤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원 멤버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3. 차원을 선택합니다.

4. 멤버 및 속성에서 작업, 임포트 순으로 누릅니다.

5. 찾아보기를 누르고 가져올 파일을 탐색합니다.

6.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꾸기: 양식의 모든 차원 멤버를 지우고 소스 파일의 멤버로 바꿉니다. 임포트
프로세스 후 소스 파일에 없는 모든 값은 공백이 됩니다.

• 업데이트: 소스 파일에 포함된 멤버만 업데이트합니다. 다른 멤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형식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은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 형식은 익스포트된 파일 위치의
로케일 날짜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8. 임포트 파일에 사용되는 파일 구분자(쉼표 또는 탭)를 선택합니다.

9. 임포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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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화면에는 가져온 차원 멤버 수가 표시됩니다.

10. 확인을 누릅니다.

대화상자를 선택취소하고 임포트할 다른 파일을 선택하려면 재설정을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원 멤버 익스포트

서비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차원 멤버를 표준 플랫 CSV(쉼표로 구분된 값) 또는 XLS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차원 멤버를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3. 차원을 선택합니다.

4. 멤버 및 속성에서 멤버를 선택합니다.

5. 작업, 익스포트를 누른 다음 CSV 또는 XLS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6.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찾습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수집 간격 작업
보충 데이터 수집 간격을 사용하면 특정 수집 요구사항에 맞게 POV를 조정하여 데이터 수집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집 간격에는 다음 차원 유형이 포함됩니다.

• 빈도 차원 -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의 빈도를 정의합니다.

• 워크플로우 차원 - 양식에 사용된 차원을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를 선택하면
엔티티별로 양식이 생성됩니다.

수집 간격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수집 간격 탭을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수집 간격 목록을 표시합니다. 표시할 열을 선택하거나, 열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렬하거나, 알파벳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집 간격은 서비스 내에 포함됩니다. 기본 수집 간격에는 연도, 기간 및 시나리오가 빈도
차원으로 포함되고 엔티티가 워크플로우 차원으로 포함됩니다.

수집 간격을 생성하거나 기본 수집 간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 간격을 생성하려면 수집 간격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수집 간격 생성

빈도 차원 및 워크플로우 차원을 사용하여 수집 간격을 생성합니다. 빈도 차원은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의 빈도를 정의합니다. 워크플로우 차원은 데이터 수집의 워크플로우 인스턴스 수를
정의합니다.

최대 네 개의 빈도 차원(연도 및 기간 포함) 및 다섯 개의 워크플로우 차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집 간격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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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수집 간격 탭을 누릅니다.

3. [추가](+)를 눌러 수집 간격을 생성합니다.

4. 수집 간격 생성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빈도 차원—사용가능한 차원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차원을 선택하고 셔틀 키를
사용하여 선택한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도 및 기간 차원이 선택됩니다.

기본 연도 및 기간 차원과 함께 최대 두 개의 추가 빈도 차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빈도 차원은 컬렉션에서 추가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워크플로우 차원—사용가능한 차원에서 차원을 선택하고 셔틀 키를 사용하여
선택한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하나의 워크플로우 차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대 5개의 워크플로우 차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워크플로우 차원은
컬렉션에서 추가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수집 간격을 편집하려면 수집 간격을 선택하고 작업, 편집 순으로 누릅니다.
컬렉션에서 참조된 수집 간격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기본 수집 간격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7. 수집 간격을 삭제하려면 수집 간격을 선택하고 작업, 삭제 순으로 누릅니다.
기본 수집 간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 구성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의 수집 간격을 생성한 후 빈도 차원의 멤버를 선택하여 데이터 수집
기간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도 및 기간 빈도 차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집 간격 동안 여러 다른 데이터 수집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데이터 수집 기간 탭을 누릅니다.

3. 수집 간격을 누르고 드롭다운에서 간격을 선택합니다.

4. 정의한 빈도 차원이 선택한 수집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도 및 기간 차원이
표시됩니다.

5. 각 빈도 차원에서 멤버를 선택합니다. 해당 데이터 수집 기간을 표시합니다.

6. 기간을 선택하고 시작 날짜, 종료 날짜 및 마감 날짜를 입력하여 기간을 시작합니다.

주:

저장하기 전에 입력한 날짜를 지우려면 재설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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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을 누릅니다.

주:

데이터 수집 기간을 정의한 다음에는 [수집 간격] 탭에서 선택한 수집 간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열거나 마감하거나 잠그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수집 기간 목록에서 기간을 선택합니다.

2. 작업  드롭다운 또는 메뉴 표시줄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 기간 열기 – 새 양식 템플리트를 배포하고 임시 양식을 수집 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케줄링된 시작 날짜에 따라 양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닫기 – 양식 템플리트를 추가로 배포할 수 없으며 임시 양식을 수집 기간에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기존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잠금 – 기존 양식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집 간격 내역 보기

시스템에서 사용자, 날짜, 작업 및 이전 값과 새 값을 포함하여 수집 간격 활동의 내역을
유지보수합니다.

수집 간격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수집 간격 탭을 누릅니다.

3. 수집 간격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다음 필드를 봅니다.

• 필드

• 수정 유형

• 지원 객체

• 수정자

• 수정

• 이전 값

• 새 값

보충 데이터 수집 관련 작업
보충 데이터 컬렉션에는 데이터 테이블 정의가 포함됩니다. 컬렉션은 데이터 레코드의 정보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컬렉션에는 차원의 속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더
세분화된 세부정보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하위 컬렉션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만 컬렉션 정의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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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이름, 설명, 유형, 컬렉션 간격, 속성, 연계된 양식 템플리트 및 기타 정보(예: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사용하여 사용가능한 컬렉션 목록을 표시합니다. 표시할 열을
선택하거나, 열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렬하거나, 알파벳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작성하려면 컬렉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컬렉션 생성

보충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수집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정의하는 컬렉션을
생성합니다. 더 세분화된 세부정보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하위 컬렉션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식 전체에서 데이터 공유를 방지할지 지정하여 데이터 수집 보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의 컬렉션 생성에 관한 다음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보충 데이터의 컬렉션 생성

컬렉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작업, 새로 작성 순으로 선택합니다.

4. 등록정보 탭에서 다음 수집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하위 컬렉션: 하위 컬렉션을 생성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컬렉션을 생성한
후에만 하위 컬렉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위 컬렉션 생성를 참조하십시오.

• 수집 간격: 드롭다운에서 수집 간격을 선택합니다.

• 연계된 하위 컬렉션: 이는 편집할 수 없으며 컬렉션과 연계된 하위 컬렉션을
표시합니다.

• 템플리트/양식 간에 데이터 레코드 공유: 기본적으로 예가 선택되며, 데이터가
동일한 워크플로우 선택사항에 있는 템플리트/양식 간에 공유됨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려면 아니요 확인란을 누릅니다.

5. 속성 탭에서 컬렉션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수집 속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하위 컬렉션 생성

하위 컬렉션을 사용하면 자세한 데이터 컬렉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컬렉션의 하위
컬렉션을 생성하면, 기존 컬렉션이 상위 컬렉션이 됩니다. 하위 컬렉션은 상위 컬렉션에
링크되고 상위 컬렉션 아래 표시됩니다. 상위 컬렉션의 하위 컬렉션을 최대 5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위 컬렉션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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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더하기 부호) 누르기.

4. 등록정보 탭에서 하위 컬렉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설명

• 하위 컬렉션—확인란을 누릅니다.

• 수집 간격—하위 컬렉션 확인란을 누른 후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컬렉션 - 하위 컬렉션을 생성할 상위 컬렉션을 선택합니다. 상위 컬렉션 선택 시 수집 간격이
상위 컬렉션과 연계된 수집 간격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 템플리트/양식 간에 데이터 레코드 공유—컬렉션에서 상위 컬렉션을 선택한 후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속성 탭에서 하위 컬렉션의 속성을 추가합니다.

주:

상위 컬렉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하위 컬렉션에 링크됩니다. 하위 컬렉션의 속성을
생성할 때 새 속성이 상위 컬렉션 및 연계된 수집 간격에 링크됩니다.

수집 속성 추가

속성은 관리자가 중앙에서 정의하여 여러 위치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정의 필드입니다. 속성에 대해
날짜, 날짜 및 시간, 목록, 숫자, 텍스트 및 True 또는 False와 같은 여러 값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의 경우 데이터 수집 기간에 대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같은 날짜 계산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속성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컬렉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다음 열이 있는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 주요 식별자

이 컬렉션의 데이터가 없으면 주요 식별자 및 데이터 세트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키 식별자 및 워크플로우 지정] 확인란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속성을 추가할 때 하나 이상을 키 식별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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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upplemental Data Manager는 계산된 속성을 주요 식별자 속성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속성을 주요 식별자로 선택할 경우 컬렉션에서 예기치 않은
동작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워크플로우 지정

수집 간격에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표시합니다.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이름

• 차원 이름

• 속성 유형(기존 속성이 있으면 표시됨)

• 데이터 유형—날짜, 날짜 및 시간, 정수, 목록, 숫자, 텍스트, True 또는 False, 예
또는 아니요

• 총계—속성의 합계 계산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합계: 가산 총계

– 평균: 데이터가 포함된 행의 평균. 데이터가 없는 행은 분모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 개수: 데이터가 포함된 행의 개수

– 없음: 합계가 계산되지 않음

5. 작업, 새로 생성 순으로 누르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 속성 추가: 6단계로 이동합니다

• 차원에서 속성 추가:

a. 차원을 선택합니다.

b. 사용가능한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하고 선택한 속성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차원의 키 속성이 선택한 속성으로 포함됩니다. 키 속성은 선택취소할 수
없습니다.

c. 확인을 누른 다음 저장 또는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6. 속성 추가를 선택한 경우 새 속성 생성에서 속성 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속성 유형을 지정합니다.:

– 텍스트: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정수: 값(2147483648~2147483647)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목록: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숫자: 값 xxxxxxxxxxxxxxxxx.xxxxxxxxx(17 자리수 및 9 소수 자릿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속성 유형을 변경하면 이전에 지정한 검증 또는 계산이 대체됩니다. 속성이 생성된
후에는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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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입력이 기본값이고 검증 탭이 사용됩니다.

열려 있는 기간과 생성된 양식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수정한 검증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은 새 양식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다.

– 계산됨: 유형이 [계산됨]이면 계산됨 탭이 사용됩니다.

• 데이터 유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자

– 날짜 및 시간

– 정수

– 목록

추가를 누르고 속성의 값을 입력합니다. 목록은 컬렉션에 대해 로컬이며 다른 컬렉션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번호: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하여 [시스템 설정]의 [환경설정]
섹션에서 설정된 기본값을 대체합니다.

주:

이 속성으로는 숫자 값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 백분율로 표시를 선택하여 퍼센트 기호로 표시합니다.

*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 사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천단위 구분자 기호가 표시됩니다.

* 통화에서 통화를 선택합니다(예: INR)

* 음수 형식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숫자의 스케일을 지정하려면 스케일에서 1000과 1000000000000 사이의 숫자를
선택합니다.

– 텍스트(최대 255자)

– True 또는 False

– 예 또는 아니요

• 필수

속성이 필수인 경우 데이터 입력 중 이 필드에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값 사용

[값 사용]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레코드에 대해 디자이너가 입력한 값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입력 중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눌러 속성을 저장합니다.

계산에 포함하기 전에 속성을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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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속성을 계속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속성 유형으로 입력을 선택한 경우 검증 탭을 선택합니다.

조건식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해 특수 검증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 추가를 누릅니다.

b. 피연산자를 선택하고 값1과 값2를 입력합니다.

c.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 경우 다음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결합(예: And, Or)

– 피연산자(예: Equals, Between, Does not Equal, Greater than, Is blank,
Is not blank, Less than, Not between)

– Value1 및 Value2

d. 확인을 누릅니다.

• 속성 유형으로 계산됨을 선택한 경우 계산됨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계산 속성 추가 방법에 대한 예를 보여 줍니다.

a. 다음 속성으로 컬렉션을 생성합니다.

Int1 입력 및 데이터 유형: 정수. 확인을 누르고 컬렉션 편집에서 주요 식별자로
Int1을 선택합니다.

TextInput: 입력 및 데이터 유형: 텍스트.

b. TextCalc에서 속성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c. TextCalc(계산 및 데이터 유형: 텍스트) 속성을 생성합니다.

d. 계산 탭에서 다음 필드를 입력합니다.

i. 계산 유형: 스크립트가 지정됨을 선택합니다.

ii. 함수 추가: TextLocation을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iii. INSTRING(<Value>, <Value To Search>)이 계산 정의에 추가됩니다.

iv. <Value>를 누르고 값(작은따옴표로 묶고 대소문자를 구분함)을
입력하거나 속성 추가에서 TextInput 속성을 선택한 후 추가를 누릅니다.

<Value>가 {TextInput}으로 변경됩니다.

v. <Value to Search>를 'tion'으로 바꿉니다.

<xxx>를 작은따옴표 'xxx'로 바꿔야 합니다.

예: INSTRING({TextInput}, 'tion')

9. 계산 표현식을 추가하려면 다음 테이블에 설명된 대로 데이터 유형 및 계산 유형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표 42-1    데이터 유형 및 계산 유형

[속성] 탭에서 선택한 데이터 유형 계산 유형 설명

모든 데이터 유형 목록에 값 지정, 속성 값 순으로

선택합니다.
[목록] 속성 값을 저장한 상태여야

합니다.

목록 멤버에 대한 지정에 따라 속성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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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계속) 데이터 유형 및 계산 유형

[속성] 탭에서 선택한 데이터 유형 계산 유형 설명

모든 데이터 유형 조건부 지정된 속성에 대해 지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속성 값 A를 반환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속성 값 B를
반환합니다.

목록 값에 목록 지정 속성 값에 따라 목록에서 관련 멤버를

반환합니다.

숫자, 정수 공식 일반 수치 표현식을 사용하여 속성을

계산합니다.
예: (A+B)/C

숫자, 정수 반올림 속성에 지정된 자릿수로 반올림합니다.
기본값은 2입니다.

텍스트 연결 텍스트 속성을 함께 붙여넣습니다.
여기에는 리터럴 문자열 및 텍스트가

아닌 속성을 문자열로 자동 변환이

포함됩니다.
예: First_Name+"
"+Last_Name+":"+Birth_Date

정수, 숫자, 텍스트 스크립트가 지정됨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함수

무형식 스크립트가 지정된 계산입니다.
정수, 여러 라인 텍스트, 숫자 또는

텍스트 유형의 속성에 [스크립트가

지정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저장, 저장 후 닫기 또는 닫기를 누릅니다.

주:

속성에 대한 변경사항은 이후 데이터 수집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스크립트 함수

• 절대값: 지정된 수의 절대값을 반환합니다. 숫자가 0보다 작은 경우 양수 값이 반환됩니다.
지정된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정된 숫자가 반환됩니다.

ABS(<Number>)
• 월 추가: 시작 날짜부터 지정된 개월 수인 날짜 오프셋을 반환합니다. 이 날짜는 항상

지정된 월 오프셋에 속합니다. 시작 날짜에 오프셋 월에 속한 값을 벗어나는 일 값이 있으면
오프셋 월의 마지막 날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EDate(31-Jan-2017, 1)은 (28-
Feb-2017)을 반환합니다. 월에는 시작 날짜 이전 또는 이후의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월에
양수 값이 있으면 미래의 날짜가 됩니다. 음의 값은 과거의 날짜가 됩니다.

ADD_MONTH(<Start Date>, <Months>, <Length>)
예: ADD_MONTH(DATE(2017, 2, 15) 3)

• 이전 평균: 이전 X 기간 동안의 숫자 금액에 대한 평균을 냅니다.

AVERAGE_PRIOR(<Value>, <Number of Periods>, <To Currency*>
예: VERAGE_PRIOR( {Balance (Reporting)}, '2',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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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연도, 월 및 일에 지정된 정수 값을 기반으로 날짜 값을 반환합니다.

DATE(<Year>, <Month>, <Day>)
• 날짜 차이: 두 날짜 간 차이가 일, 시간, 분 또는 초로 반환됩니다. DATE 1과 DATE

2에 값 TODAY와 NO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은 각각 현재 날짜(시간
구성요소가 없음)와 날짜-시간을 나타냅니다.

DATE_DIFF(<Date1>, <Date2>, <Type>)
예: DATE_DIFF('TODAY', {Preparer End Date}, 'DAYS') or
DATE_DIFF({Preparer End Date}, 'NOW', 'HOURS')

• 일: 날짜의 일 값을 정수로 반환합니다.

DAY(<DATE>)
• 텍스트 추출: 값의 하위 문자열을 지정된 위치부터 반환합니다.

SUBSTRING(<Value>, <Location>, <Length>)
예: SUBSTRING( {Name} , 5, 10)

• If Then Else: 사용자가 스크립트 지정된 계산에 조건부 계산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IF_THEN_ELSE 계산을 중첩하여 ELSE IF 유형 계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F_THEN_ELSE(<Condition>, <Value1>, <Value2>)
예:

IF_THEN_ELSE( {Risk Rating} = 'Low', 'Good',
IF_THEN_ELSE( {Risk Rating} = 'Medium', 'Better',
IF_THEN_ELSE({Risk Rating} = 'High', 'Best','Bad')))

• 길이: 텍스트 값을 매개변수로 받아 텍스트의 문자 수인 정수를 반환합니다. 값이
비어 있거나 널(null)이면 계산에서 0을 반환합니다.

Length ({<attribute>})
예: LENGTH('Value')는 5를 반환하고, LENGTH({Name})는 개체 이름의 문자 수를

반환합니다.

SUBSTRING과 계산을 사용하여 텍스트 값의 마지막 4자를 추출합니다.

SUBSTRING( {MyString}, LENGTH ({MyString}) - 4
• 소문자: 값을 소문자로 반환합니다.

LOWERCASE(<Value>)
예: LOWERCASE( {Description} )

• 최대값: 속성 목록에서 최대값을 반환합니다. 임의 개수의 매개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MAX(<Value1>, <Value2>,<ValueN>)
예: MAX( TRANSLATE( {Source System Balance (Entered)}, 'USD',
'Accounting'), TRANSLATE( {Source System Balance (Functional)},
'USD', 'Accounting'), TRANSLATE( {Source System Balance
(Reporting)}, 'USD', 'Accounting') )

• 이전 최대값: 이전 X 기간 동안의 최대값을 반환합니다.

MAX_PRIOR (<Value>, <Number of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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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MAX_PRIOR( {Balance (Functional)}, '6', 'CAD', 'REC')
• 최소값: 속성 목록에서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임의 개수의 매개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MIN(<Value1>, <Value2>,<ValueN>)
예: MIN( TRANSLATE( { Balance (Entered)}, 'CAD', 'REC'),
TRANSLATE( {Balance (Functional)}, 'CAD', 'REC'), TRANSLATE( {Balance
(Reporting)}, 'CAD', 'REC') )

• 이전 최소값: 이전 X 기간 동안의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MIN_PRIOR (<Value>, (<Value>, <Number of Periods>)
예: MIN_PRIOR( {Source System Balance (Functional)}, '6', 'EUR',
'Simplified')

• 월: 날짜의 월 값을 정수로 반환합니다(1-12).

MONTH (<DATE>)
• 거듭제곱: 한 숫자를 지정된 지수만큼 거듭제곱하여 값을 증가시킵니다.

POWER(x,y). 여기서 x=BASE NUMBER, y=EXPONENT이고 x와 y는 숫자인 경우에 한해

속성이거나 계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 POWER(3,4)=81

주:

소수 값은 근의 값으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 POWER(27, 1/3) = 3
(세제곱근).

값이 음수이면 지수 계산을 역으로 수행합니다. 예: POWER(2, -2) = 1 /
(2^2) = 1 / 4 = .25.

• 이전: 지정된 이전 기간의 값을 반환합니다.

PRIOR(<Value>, <Number of Periods Prior>)
예: PRIOR( {Source System Balance (Entered)}, '1', 'EUR'')

• 반올림: 지정된 소수 자릿수로 반올림된 값을 반환합니다.

ROUND(<Value>, <Decimal Places>)
예: ROUND( ({Scripted Translate} /7), 4)

• 이전 합계: 이전 X 기간 동안의 값 합계를 반환합니다.

SUM_PRIOR(<Value>, <Number of Periods>)
예: SUM_PRIOR( {Balance (Reporting)}, '3', 'EUR')

• 텍스트 위치: 1을 첫번째 위치로 시작하여 속성 값에 있는 하위 문자열의 위치를
반환합니다.

INSTRING(<Value>, <Value To Search>)
예: INSTRING( UPPERCASE( {Name} ), 'TAX' )

• 환산: 지정된 비율 유형을 사용하여 통화 속성을 숫자 속성으로 환산합니다.

TRANSLATE(<Value>, <To Currency>, <Rat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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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TRANSLATE( {Balance (Entered)}, 'EUR', 'Acct')
• 대문자: 값을 대문자로 반환합니다.

UPPERCASE(<Value>)
예: UPPERCASE( {Name} )

• 연도: 날짜의 연도 값을 정수로 반환합니다.

YEAR (<DATE>)

수집 목록 속성 임포트

목록 유형의 속성을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각 값을 개별 라인에 지정하여 목록 유형의 임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Blue
Yellow
Red
Green

2.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3.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4. 목록 유형의 속성을 생성하거나 선택하고 연계된 양식 템플리트 영역에서 편집( )을
누릅니다. 양식 편집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5. 사용자 영역에서 임포트를 누릅니다.

6. 임포트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7. 임포트 유형 -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소스 파일에서 멤버만 업데이트하거나 바꾸기를
선택하여 소스 파일의 멤버로 사용자를 바꿉니다.

8. 드롭다운 목록에서 임포트 파일의 파일 구분자(쉼표 또는 탭)를 선택합니다.

9. 임포트를 누릅니다.

임포트 목록 값에는 총 목록 값, 완료됨, 오류 발생, 생성된 목록 값 및 업데이트된 목록
값과 같은 값이 표시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이면 확인을 누릅니다.

완료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함이면 오류가 나열됩니다. 오류 목록을 익스포트하려면
Excel로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수집 내역 보기

시스템에서 사용자, 날짜, 작업 및 이전 값과 새 값을 포함하여 수집 활동의 내역을
유지보수합니다.

수집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컬렉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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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필드를 봅니다.

• 필드

• 수정 유형

• 지원 객체

• 수정자

• 수정한 날짜

• 이전 값

• 새 값

수집 속성 삭제

컬렉션 속성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컬렉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속성 탭을 선택하고 속성, 작업, 삭제 순으로 선택합니다.

• 데이터가 있는 경우 속성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가 없지만 속성이 양식 템플리트에서 참조되는 경우 먼저 양식에서 속성을 제거해야
속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확인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컬렉션 편집

컬렉션의 설명 및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컬렉션을 선택하고 작업, 편집 순으로 누릅니다.

정의된 경우 연계된 하위 컬렉션이 표시됩니다.

4. 등록정보 탭을 누르고 필요한 대로 설명을 수정합니다.

5. 속성 탭을 누르고 필요한 대로 속성을 편집합니다.

주:

로컬 컬렉션 속성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된 속성 이름이
반영되도록 양식 템플리트를 재배포해야 합니다.

컬렉션의 데이터가 있으면 주요 식별자 및 컬렉션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차원에서 참조된 속성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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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복사

보충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컬렉션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한
POV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여 다른 POV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분석을 누릅니다.

3. 컬렉션 드롭다운에서 복사할 컬렉션을 선택합니다.

4. 보충 데이터 분석 페이지의 POV에서 복사할 데이터의 POV 멤버를 선택합니다.

5. 작업에서 Excel로 익스포트를 선택하여 컬렉션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6. 보충 데이터 분석 페이지의 POV에서 붙여넣을 데이터의 POV 멤버를 선택합니다.

7. 작업에서 임포트를 선택하여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컬렉션 삭제

컬렉션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컬렉션을 선택하고 작업, 삭제 순으로 선택합니다.

• 데이터가 있는 경우 컬렉션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가 없지만 양식 인스턴스가 생성된 경우에는 컬렉션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4. 확인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 양식 템플리트 생성
보충 데이터 양식 템플리트를 생성하고 작업하려면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여야 합니다.

양식 템플리트를 생성하는 경우 템플리트를 임시 양식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정하고
양식 생성이 허용되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 그룹 또는 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대한 정보는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작업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템플리트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4. 속성 탭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름: 고유한 양식 템플리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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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간격 - 드롭다운 목록에서 수집 간격을 선택합니다.

5.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Supplemental Data Manager 양식 섹션 작업

• 양식 템플리트 지침 지정

• 워크플로우 지정

• 양식 템플리트 질문 지정

• 양식 템플리트 액세스 권한 설정

양식 템플리트 지침 지정

관리자가 양식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침에는 문서 저장소의 파일에 대한 링크,
첨부파일 및 텍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식 템플리트 지침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양식 템플리트 또는 양식 템플리트 편집에서 지침 탭을 선택합니다.

4. 지침에서 지침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파일에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참조 섹션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팁:

참조를 삭제하려면 참조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2. 참조 유형을 선택합니다.

• 로컬 파일—로컬 파일 시스템을 찾아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확인을 눌러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양식 템플리트와 함께 저장합니다.

• URL—외부 URL 참조를 입력하고 설명적인 이름을 제공합니다. 확인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에 URL을 저장합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 양식 섹션 작업

양식의 각 섹션에서는 다른 컬렉션 또는 속성 조합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섹션에는
겹치는 컬렉션 또는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컬렉션에서 "공유 데이터" 속성이 True로 설정된
경우 하나의 섹션에만 속성을 쓸 수 있습니다.

각 컬렉션의 하위 컬렉션이 있는 최대 5개의 섹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및 하위 컬렉션이 있는 섹션을 생성하고 나면 컬렉션과 하위 컬렉션 개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섹션을 생성하거나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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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양식 템플리트 또는 양식 템플리트 편집에서 섹션 탭을 선택합니다.

4. 새로 작성을 누르거나 섹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섹션 편집]이
표시됩니다.

5. 등록정보 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이름: 섹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컬렉션: 드롭다운 목록에서 컬렉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컬렉션에 따라 드롭다운에
선택 가능한 하위 컬렉션도 나열됩니다.

나열된 컬렉션은 동일한 수집 간격에 속합니다. 연계된 하위 컬렉션이 있는
컬렉션을 선택하면 데이터 레코드가 열로 설정되고 섹션을 저장하면 해당 하위
컬렉션이 있는 새 섹션 개체가 생성됩니다.

컬렉션과 하위 컬렉션은 동일한 수집 간격에 속해야 합니다.

• 데이터 레코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행(하위 컬렉션의 경우): 양식의 속성이 테이블로 표시되고 행에 항목을
입력합니다. 항상 속성 이름이 머리글로 표시됩니다.

– 열— (컬렉션의 경우): 양식의 속성이 행에 표시되고 사용자가 양식의 각 속성
값을 열에 입력합니다. 속성당 하나의 데이터 입력 레코드가 필드에
포함됩니다. 속성 설명이 양식의 행 머리글로 표시됩니다.

6. 필요한 대로 추가 [섹션] 탭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섹션 생성을 완료하면 확인을 눌러 섹션을 저장합니다.

컬렉션의 섹션이 생성되고, 선택된 키 속성이 있는 하위 컬렉션의 섹션이 생성됩니다.
필요한 대로 속성을 포함하도록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양식 템플리트 섹션: 열 탭
양식 템플리트 섹션의 경우 레이아웃의 열 수와 해당 열의 표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의 열 수로 3을 선택하면 속성마다 최대 3개를 열 색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 탭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충 데이터 양식을 엽니다.

2. 열 탭에서 레이아웃에 있는 열 수의 값을 선택합니다.

3. 새 양식 템플리트 또는 양식 템플리트 편집에서 섹션 탭을 선택합니다.

4. 새로 작성을 누르거나 섹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5. 양식 템플리트 편집 섹션\집에서 열 탭을 누릅니다.

6. 레이아웃의 열에서 섹션의 열 수를 선택합니다. 최대값은 3열 레이아웃입니다.

7. 열의 정보를 지정합니다.

• 포함됨

양식에 포함할 기타 속성을 선택합니다.

• 이름

컬렉션 속성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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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

특정 차원의 속성 열입니다. 읽기 전용입니다.

• 데이터 유형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유형(읽기 전용)입니다.

• 열 너비

지정된 열 너비(픽셀)입니다. 기본값은 [맞게 크기 조정]입니다.

너비에는 열에서 셀 채우기로 사용되는 공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작게: 픽셀 너비를 70으로 고정합니다.

– 보통: 픽셀 너비를 100으로 고정합니다.

– 크게: 픽셀 너비를 300으로 고정합니다.

– 맞게 크기 조정: 행의 가장 긴 텍스트를 기준으로 열 너비를 맞춥니다.

– 사용자정의: 너비를 지정합니다. 최소값은 20이고 최대값은 999입니다.

• 합계

컬렉션에 지정된 속성의 합계 방법입니다. 항상 읽기 전용입니다.

• 총 검증 POV

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보충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드롭다운 아이콘에서 큐브 POV 순으로 선택합니다.

주:

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검증하려면 각 차원 속성의 보기 전용 열을 선택취소해야
합니다.

주:

다음 고정 차원과 해당 멤버는 하드코딩됩니다.

– 연결 - FCCS_Entity Input

– 뷰 - FCCS_Periodic

– 통화 - 엔티티 통화

• 보기 전용

열이 보기 전용입니다. 동일한 컬렉션에 대한 양식을 여러 개 생성한 경우 하나의 양식에만
키 열을 비롯한 입력용 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8. 합계 행

합계 행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맨위: 합계 행이 테이블의 맨위에 표시됩니다.

• 맨아래: 합계 행이 테이블의 맨아래에 표시됩니다.

• 없음: 합계 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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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택사항: 양식 템플리트 섹션에 새 속성을 추가하려면 추가(+) 아이콘을 누르고 속성
추가를 선택한 후 속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양식 템플리트 섹션에서 속성을 추가하는 절차는 컬렉션에서 속성을 추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수집 속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10. 확인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양식 템플리트 섹션: 그룹화 기준 탭
[보충 데이터 양식 템플리트 그룹 기준] 탭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충 데이터 양식을 엽니다.

2. 새 양식 템플리트 또는 양식 템플리트 편집에서 섹션 탭을 선택합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르거나 섹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양식 템플리트 편집 섹션에서 그룹화 기준 탭을 누릅니다.

5. [열]을 누르고 다음 열을 선택하거나 봅니다.

• 포함

[그룹화 기준]에 포함할 다른 열을 선택합니다.

• 그룹화 기준

기본 테이블의 데이터가 선택한 열을 기준으로 그룹화되어야 합니다.

• 이름

컬렉션의 이름입니다.

• 차원

특정 차원의 속성 열(읽기 전용)입니다.

• 데이터 유형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유형(읽기 전용)입니다.

• 합계

컬렉션에 지정된 속성의 합계 방법입니다(읽기 전용).

6. 합계 행:

합계 행의 표시 방법을 나타냅니다.

• 맨위: 합계 행이 테이블의 맨위에 표시됩니다.

• 맨아래: 합계 행이 테이블의 맨아래에 표시됩니다.

• 없음: 합계 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7. 필요한 대로 다른 [섹션]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업데이트 내용을 저장하고 [양식 템플리트 섹션] 탭으로 돌아가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섹션: 매핑 탭
양식 템플리트에서 [매핑] 탭을 사용하여 양식 데이터를 게시할 POV를 지정합니다. [그룹화
기준] 탭에서 선택한 속성을 기반으로 Supplemental Data Manager 양식 항목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속성 금액은 [그룹화 기준] 탭에서 선택한 속성을 사용하여 합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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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화 기준] 탭의 속성에 대해 목록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목록의 개별 항목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istname을 포함하도록 매핑 텍스트를 편집합니다. @Listname은 목록
속성의 각 1차 하위에 대한 대체로 사용됩니다. 모든 목록 멤버가 차원 멤버와 동일하여 부적합한
POV가 없도록 하십시오.

주:

매핑을 생성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핑] 탭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충 데이터 양식을 엽니다.

2. 새 양식 템플리트 또는 양식 템플리트 편집에서 섹션 탭을 선택합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르거나 섹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섹션 편집]이
표시됩니다.

4. 연결을 선택합니다.

소스 열은 기본적으로 매핑 지정 메뉴를 선택할 때 선택된 열로 설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소스 열로 변경합니다.

5. 큐브 드롭다운의 사용가능 큐브 목록에서 큐브를 선택합니다.

6. 멤버 선택기를 눌러 POV 멤버를 선택합니다.

각 POV 차원에 대해 멤버를 지정해야 합니다. 매핑하기 전에 POV가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멤버 선택기에서는 수집 간격의 빈도 및 워크플로우 차원을 제외한 차원을 표시합니다. 간격
차원의 값은 양식이 배포된 데이터 수집 기간을 기반으로 게시 중에 동적으로 설정됩니다.

7. 매핑에서 POV를 입력합니다.

8. 업데이트 내용을 저장하고 양식 템플리트 섹션 탭으로 돌아가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섹션: 내역 탭
[내역] 탭에는 수정한 사용자, 날짜, 수정 유형 및 이전 값과 새 값을 포함하여 양식 템플리트 섹션의
변경사항이 표시됩니다.

[내역] 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충 데이터 양식을 엽니다.

2. 새 양식 템플리트 또는 양식 템플리트 편집에서 섹션 탭을 선택합니다.

3. 새로 작성을 누르거나 섹션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양식 템플리트 편집 섹션]에서 내역 탭을 누릅니다.

5. 보기를 눌러 목록에서 표시할 열을 선택하거나 추가 열을 선택하여 표시되는 열과 표시 순서를
관리합니다.

6.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필드

• 수정 유형

• 지원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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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자

• 수정

• 이전 값

• 새 값

7. [양식 템플리트 섹션] 탭으로 돌아가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워크플로우 지정

[워크플로우] 탭을 사용하여 양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지정합니다.

양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충 데이터 양식을 엽니다.

2. 새 양식 또는 양식 편집에서 워크플로우 탭을 누릅니다.

3. 시작 시기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 빈도 - 양식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빈도입니다.

• 스케줄 시작—수집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 날짜––기간의 종료 날짜입니다.

– 마감 날짜––기간에 지정된 마감 날짜입니다.

• 시작일 오프셋 - 양식의 데이터 수집 시작 날짜입니다. 수집 날짜가 시작되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마감 날짜 또는 종료 날짜 이후의 기간(일)을 결정합니다.
양수이거나 음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일 며칠 전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수집이 시작되도록 -3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워크플로우에서 다음의 값을 선택합니다.

• 워크플로우 옵션––옵션을 선택합니다.

– 준비

– 준비, 승인 순

– 준비, 승인, 게시 순

– 준비, 게시 순

– 게시

• 승인 레벨—승인자 레벨을 최대 10개까지 선택합니다.

• 기간 - 사용자별 특정 작업에 허용되는 최대 일수입니다.

이 데이터는 워크플로우 옵션에 따라 제출, 승인 및 게시의 스케줄링된 완료 날짜를
결정합니다.

5. 사용자 섹션에서 양식 및 임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또는 임시에 대한
워크플로우 및 조회자 사용자 지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으로 설정된 필드에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양식의 경우 워크플로우를 선택한 다음, 사용자 또는 그룹을 준비자 및
승인자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워크플로우 멤버 선택기는 선택된
워크플로우 차원에 따라 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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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의 경우 이름과 성을 검색하여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고급을 누르면
사용자 ID 또는 전자메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즉, 이름 및 성)이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 검색을 눌러 검색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

임시 허용 옵션은 워크플로우 탭 아래에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시 사용자 목록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채워집니다. 목록이 비어
있으면 이 옵션은 해제됩니다.

• CSV 파일에서 사용자를 임포트하려면 임포트를 누릅니다.

–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 파일 구분자에서 쉼표 또는 탭을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하고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 임포트를 누릅니다.

주:

익스포트/임포트 파일 형식을 사용하면 트랜잭션에 임시 허용 옵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사용자를 선택하고 메뉴 표시줄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질문 지정

질문은 역할과 함께 자동으로 그룹화됩니다. 역할 내에서 개별 질문이 정렬됩니다. [순서]에는 역할
내의 질문 순서가 표시됩니다.

질문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양식 또는 양식 편집에서 질문 탭을 누릅니다.

4. 새로 작성 또는 편집을 누릅니다.

5.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질문: 최대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양식 응답을 확인하는 질문을 입력합니다.

• 데이터 유형

질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자

– 날짜 및 시간

– 텍스트: 최대 4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목록: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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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를 누르고 속성의 값을 입력합니다.

– 정수: 값(2147483648~2147483647)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숫자: 값 xxxxxxxxxxxxxxxxx.xxxxxxxxx(17 자리수 및 9 소수 자릿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소수 자릿수에 표시할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시스템
환경설정]에서 정의됩니다.

* 천단위 구분자(예: 1,000.00)를 표시하려면 천단위 구분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케일의 천단위 구분자 기호가 표시됩니다.

* 통화에서 통화(예: (INR))를 선택합니다.

통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금액이 환산되지 않습니다.

* 음수에서 음수 표시 방식(예: (123))을 선택합니다.

– True 또는 False

– 예 또는 아니요

• 역할—질문의 대상 역할을 지정합니다.

• 필수—질문이 필수인지 선택적인지 결정합니다.

질문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양식 또는 양식 편집에서 질문 탭을 선택합니다.

2. 질문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액세스 권한 설정

[보충 데이터 양식 템플리트 액세스] 탭에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및 사용자가 양식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결정합니다.

• [액세스] 탭의 맨위 패널에는 보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 맨 아래 패널에는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표시됩니다.

조회자 목록을 CSV 파일로 임포트하여 빠르게 액세스 권한을 여러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는 사용자, 그룹 또는 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보기 옵션을 사용하여
양식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단계를 결정합니다. 관리자가 분석할 사용자 목록을 익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주:

조회자 액세스 권한을 지정하기 전에 워크플로우를 정의해야 합니다.

주:

이제 템플리트에서 정의된 반복 양식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 사용자와 조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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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양식 또는 양식 편집을 누르고 액세스 탭을 누르십시오.

4. 새로 작성을 누르거나 사용자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5. 조회자 액세스 권한에서 사용자, 그룹 또는 팀을 선택합니다.

6. 워크플로우에서 워크플로우 차원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 워크플로우 차원의 모든 멤버 조합을 나열합니다.

7. 다음과 같은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 항상—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데이터가 승인을 위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 제출 후—데이터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데이터가 제출되는 즉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 승인 후—모든 레벨의 승인이 부여될 때까지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8. 선택사항: CSV 파일에서 여러 사용자의 조회자 액세스 권한을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메뉴 표시줄에서 임포트를 누릅니다.

b.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c. 임포트 유형에 대해 모두 바꾸기 또는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d. 파일 구분자에서 쉼표 또는 탭을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하고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e. 임포트를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내역 보기

[내역] 탭에는 양식 템플리트에 대한 변경사항이 기록됩니다. 여기에는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필드,
수정 유형, 기존 값과 새 값, 수정한 사용자 및 변경 날짜가 표시됩니다. [내역] 탭의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양식 템플리트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새 양식 또는 양식 편집에서 내역 탭을 누릅니다.

양식 템플리트 편집
양식 템플리트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양식 템플리트를 선택한 다음, 메뉴 표시줄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양식 템플리트 복제
양식 템플리트를 복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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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양식 템플리트를 선택한 다음, 메뉴 표시줄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복제 작업은 양식 이름에 "copy" 접미어를 추가하여 사본을 생성합니다. 또한 모든
속성은 동일한 컬렉션에 대한 여러 양식 템플리트의 쓰기 액세스 권한을 방지하기 위해
읽기 전용입니다.

양식 템플리트 삭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양식 템플리트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양식 템플리트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양식 템플리트를 선택한 다음, 메뉴 표시줄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4. 예를 눌러 템플리트 삭제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에 양식 템플리트 배포
보충 데이터 양식을 생성한 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배포한 양식을 재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영향을 받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포에 필요한 유일한 워크플로우 항목(컬렉션 또는 템플리트 등록정보
및 속성을 변경하지 않음)을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양식 워크플로우를 재설정하도록
선택하면 템플리트가 배치되고 데이터가 보존되지만, 주석과 같은 다른 모든 워크플로우
항목은 재설정됩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에 양식 템플리트를 배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작업 메뉴에서 배포 를 누릅니다.

4. 종료 데이터 수집 기간에서 검색 아이콘을 누릅니다.

5. 데이터 수집 기간 선택 대화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간격을 누르고 수집 간격을 선택합니다.

수집 간격을 선택하면 POV 차원에서 해당 수집 간격에 정의된 빈도 차원을
반영합니다.

b. POV 차원의 멤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대기 중인 기간 및 시작 기간 데이터 수집 기간을 표시합니다.

c. 기간에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수집 간격 및 POV 차원 멤버를 선택하면, 선택한 간격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리트만 표시하도록 양식 템플리트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6. 배포할 양식 템플리트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7. 배포를 누릅니다.

8. 수집 간격과 관련된 모든 양식 템플리트를 표시하는 정보 배포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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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상자에는 각 템플리트의 생성, 재설정 및 삭제 값을 나열합니다. 양식 템플리트가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 이 값은 0이 됩니다.

– 생성- 워크플로우 정의를 기반으로 배포(및 재배포) 중에 생성될 양식의 수를
표시합니다.

– 재설정 - 새로 추가된 등록정보 및 속성과 같은 컬렉션/템플리트 사본의 업데이트를
표시합니다.

– 새로고침 - 템플리트 변경사항에 따라 새로고침되는 모든 양식의 수가 표시됩니다.
템플리트 속성 등록정보의 모든 변경사항이 양식에 반영됩니다.

– 삭제 - 배포 취소 및 재배포의 경우 워크플로우 멤버를 기반으로 삭제된 양식 수를
표시합니다.

• 양식을 재배포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다음 옵션을 표시합니다.

– 모든 양식 워크플로우 재설정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양식에 입력된 데이터는
유지되지만 다른 모든 워크플로우 항목(예: 설명)은 재설정됩니다. 템플리트의 키 속성
(추가, 제거, 편집)을 변경하면 양식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임시 양식 삭제 - 이 옵션(기본값)을 선택하면 해당 수집 기간의 사용자 생성 임시
양식이 삭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집 기간의 사용자 생성 임시
양식이 새로고쳐지거나 재설정됩니다.

9. 배포를 누릅니다.

10. 배포 확인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11. 배포가 완료된 후 확인 대화상자에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컬렉션의 양식 템플리트 합계: 정보 배포 대화상자에 있는 양식 템플리트의 총 수입니다.

• 양식 템플리트 및 기간 빈도 또는 간격이 일치하지 않음: 컬렉션 간격 빈도와 일치하지 않는
양식 템플리트 수입니다. 세부정보 보기를 눌러 빈도가 없는 양식 템플리트를 표시합니다.

• 오류가 있는 양식 템플리트: 오류가 있는 양식 템플리트의 총 수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복사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 오류가 있는 컬렉션: 오류가 포함된 컬렉션입니다. 오류 세부정보를 보려면 세부정보
보기를 누릅니다.

• 배포된 양식 템플리트: 이미 배포된 템플리트입니다.

• 배포할 총 양식 수: 각 양식 템플리트에서 지정된 총 양식 수입니다.

• 성공적으로 배포됨: 배포된 양식의 총 수입니다.

• 배포 실패: 배포에 실패한 양식의 총 수입니다.

양식 템플리트 배포 취소
양식 템플리트를 배포 취소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작업 메뉴에서 배포 취소 를 선택합니다.

양식 템플리트 배포 취소가 표시됩니다.

4. 데이터 수집 기간 선택 대화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간격을 누르고 수집 간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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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간격을 선택하면 POV 차원에서 해당 수집 간격에 정의된 빈도 차원을
반영합니다.

b. POV 차원의 멤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c. 기간에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수집 간격 및 POV 차원 멤버를 선택하면, 선택한 간격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리트만 표시하도록 양식 템플리트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5. 배포 취소할 양식 템플리트를 하나 이상 선택하고 배포 취소를 누릅니다.

6. 수집 간격과 관련된 모든 양식 템플리트를 표시하는 정보 배포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 템플리트를 생성할 때 데이터 공유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표시하고
배치를 취소해야 하는 양식 템플리트를 나열합니다.

• 템플리트마다 생성, 삭제 및 재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 생성- 워크플로우 정의를 기반으로 배포(및 재배포) 중에 생성될 양식의 수를
표시합니다.

– 재설정 - 새로 추가된 등록정보 및 속성과 같은 컬렉션/템플리트 사본의
업데이트를 표시합니다.

– 삭제 - 배포 취소 및 재배포의 경우 워크플로우 멤버를 기반으로 삭제된 양식
수를 표시합니다.

7. 양식 템플리트를 선택하고 배포 취소를 누릅니다.

배포를 취소한 결과, 이 기간의 모든 기존 데이터와 모든 양식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8. 배포 취소를 누릅니다.

배포 취소가 완료되면 확인 대화상자에 성공적으로 배포 취소되지 않은 양식의 총수가
표시됩니다.

배포되지 않은 양식의 경우 양식 이름이 오류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 다시 열기
배포된 보충 데이터 양식을 다시 열어 데이터를 정정하고 양식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을 다시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양식 템플리트의 작업 줄임표 버튼 (...)을 누르고 양식을 선택합니다.

연계된 양식 목록이 표시됩니다.

4. 작업 줄임표 버튼 (...), 다시 열기 순으로 누릅니다.

이 작업은 워크플로우 상태를 열림(준비자 포함)으로 재설정합니다.

컬렉션으로 데이터 대량 로드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 수집 기간과 특정 컬렉션의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가 다른 시스템의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식을
대량으로 채우거나, 준비자가 데이터 값만 입력하면 되도록 몇 개의 열을 미리 채우는 데
유용합니다. 데이터 로드는 다음 워크플로우 상태인 양식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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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중

• 열림(준비자 포함)

• 열림(승인자 포함)

주:

데이터 로드는 닫힘 워크플로우 상태인 양식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꾸기 또는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꾸기 - 해당 양식 내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소스 파일의 값으로 바꿉니다. 임포트 프로세스 후
양식에서 소스 파일에 없는 모든 필드는 공백이 됩니다.

• 업데이트- 소스 파일에 포함된 값만 업데이트합니다. 다른 값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보충 데이터 분석 순으로 누릅니다.

2. 컬렉션을 선택하고 POV 멤버를 채운 다음 작업에서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3. 로드할 CSV 파일을 찾습니다. 워크플로우 차원으로 엔티티를 포함하는 컬렉션에 대한 로드
파일의 예입니다.
 

 

4. 바꾸기를 선택하여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소스 파일의 데이터로 바꾸거나,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소스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만 업데이트합니다.

5. 날짜 형식을 선택하고 임포트를 누릅니다.
오류 또는 경고가 있는지 여부와 총 엔티티 수, 업데이트된 엔티티 수 및 생성되었거나
업데이트된 총 행 수를 나타내는 상태가 표시됩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사용자 재지정
마감 프로세스 중에 주기적으로 여러 사용자를 서로 다른 태스크에 재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태스크가 있는 직원이 회사에서 나가면 태스크를 다른 직원에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태스크를 수동으로 검색하고 열어 편집하지 않고도 [워크플로우 대시보드]에서
재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지정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기능을 통해 한 사용자와
연계된 태스크를 신속하게 찾아 다른 사용자에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 그룹 또는
팀에 태스크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되는 사용자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역할을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가
소유자로 지정된 태스크에서만 사용자가 재지정됩니다. [마감] 워크플로우 상태의 양식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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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재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사용자를 재지정할 양식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작업에서 사용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5. 필드에서 재지정할 사용자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6. 대상 사용자에서 태스크를 재지정할 사용자, 그룹 또는 팀을 검색하거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적용을 누릅니다.

8. 사용자를 업데이트할지 묻는 확인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보충 데이터 총계 검증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의 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보충 데이터 합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일반 원장 시스템에서 연결 시스템으로 계정 잔액을 로드하고
Supplemental Data Manager를 사용하여 해당 계정 잔액의 합계 또는 일부를 수집할 때
유용합니다. 수집하고 나면 보충 데이터의 합계가 계정 잔액과 일치해야 준비자가 데이터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V 설정은 양식 템플리트 정의 중에 수행됩니다. 계정 잔액은 양식 열기와 같이 런타임
중에 페치합니다. 데이터 검증이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리자가 양식 템플리트 정의를 통해 통합 시스템에서
보충 데이터를 검증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면 양식의 준비자가 양식에서 검증 행을 볼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속성과 계정 잔액이 일치할 때까지 양식이 제출되지 않게 합니다.

검증 설정

검증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양식 템플리트 탭을 누릅니다.

3. 템플리트를 선택하십시오.

4. 양식 템플리트 편집에서 선택, 열 탭 순으로 선택합니다.

5. 전체 검증 POV 열 드롭다운의 사용가능한 큐브 목록에서 큐브를 선택합니다.

6. 검증 중인 속성 옆의 총 검증 POV 열에서 멤버 선택기를 눌러 POV를 지정합니다.

주:

상위 멤버가 아닌 리프 레벨 멤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전용을 선택취소하십시오.

양식 작업

검증을 설정하고 양식을 배포하고 나면 계정 잔액이 POV와 함께 검증 행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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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추가하고 양식을 제출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속성의 합계가 계정 잔액과 같은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비용 $100를 추가하면, 이제 속성 값이 계정 잔액과 일치하므로 양식이 제출됩니다.

 

 

보조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보기
보충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는 컬렉션과 하위 컬렉션의 세부정보가 있어 쉽게 정보를 보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열을 선택하여 정렬하고 목록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서 컬렉션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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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분석을 누릅니다.

3. 컬렉션 드롭다운 목록에서 컬렉션/하위 컬렉션 및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분석할 데이터
수집 기간(빈도 차원 멤버 조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컬렉션 이름: 부채 세부정보

데이터 수집 기간 매개변수: 연도: 2020, 기간: 4월, 시나리오: Actual

4. 선택사항: 필터 추가를 누르고 필터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가능 필터는 선택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5. 선택사항: 더 자세하게 필터링하려면 필터 추가에서 고급을 누른 다음 필터 기준을
정의하고 조건을 생성합니다.

조건 또는 그룹을 정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조건 생성 또는 조건 그룹 생성을 누릅니다.

b. 결합: And 또는 Or를 선택합니다. 이 값은 이 조건이나 그룹이 이전 동위 조건이나
그룹과 연결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c. 속성: 속성은 조건에서 필터의 결과 세트에 포함할 값과 비교할 필드 또는 값입니다.
속성은 사용자 정의 속성 목록 이상을 나타냅니다.

d. 피연산자: 속성에 대해 수행할 평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e. 값: 속성을 비교할 값을 지정합니다. 속성 유형에 따라 사용가능한 입력 필드가
결정됩니다.

f. 필터를 저장하거나 지우거나 관리하려면 페이지 오른쪽에서 필터(...) 버튼을
누릅니다.

6. 작업에서 열 선택을 눌러 표시할 데이터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합니다.

7. 선택사항: 컬렉션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작업에서 익스포트, Excel에 익스포트
또는 CSV에 익스포트 순으로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작업에서 임포트를 선택하여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선택하고, 기존 파일에 대해 바꾸기 또는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일자 형식을 선택하고, 임포트를 누릅니다.

9. 선택사항: 목록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저장 목록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저장한 필터 및
열을 시스템에서 표시합니다.

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작업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위해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
View Extension for Supplemental Data Management를 설치할 때, Smart View의 보충
데이터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보충 데이터 양식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설치하려면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확장을 설치하고 연결을 생성한 후 Smart View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보충 데이터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승인 및 게시를 위해 작업해야 하는 양식의 작업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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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안 권한이 있는 시스템의 컬렉션 목록 보기

•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집된 데이터에 필터 적용

Smart View에서는 이전에 보충 데이터에 대해 생성한 모든 필터 또는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고려사항

• 서비스 관리자는 데이터 수집에 지정된 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컬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 고급 사용자 및 사용자는 법인에 대한 해당 액세스 역할에 따라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적격한
모든 컬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권한이 있는 양식만 보게 됩니다. 보안 역할에 따라 데이터 저장, 승인 또는 거부 같은
사용가능한 옵션이 연계된 역할에 맞게 변경됩니다.

Smart View에 연결

1.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Smart View Extension for Supplemental Data
Management를 다운로드합니다.

2. Smart View에서 연결을 생성하고 URL을 입력합니다.

3. 오른쪽 패널의 개인 연결에서 직접 생성한 Supplemental Data Manager 연결을 선택합니다.

4. 연결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 관련 작업

1. 개인 연결 목록에서 Supplemental Data Manager 연결을 선택합니다.

2. 보충 데이터 탭을 선택하고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작업 목록 및 컬렉션 노드가 표시됩니다.

3. 작업 목록 아래 양식 목록에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 각 양식은 <양식 이름> - <워크플로우 차원: 멤버 1>| <워크플로우 차원: 멤버 5> 형식의

상위 노드입니다.

예: 부채 세부정보 양식 – 뉴욕

• 양식을 마우스로 가리켜 <양식 이름> - <워크플로우 차원: 멤버 1>| <워크플로우 차원:
멤버 5> (<담당 역할> - <기한>), <빈도 차원: 멤버 1>| <빈도 차원: 멤버 4> 형식의

추가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예: 부채 세부정보 – 엔티티: LE101 | 계정: 급여 (준비자 – 2020년 1월 10일), 연도: 2020
| 기간: 1월 | 시나리오: 실제

a. 리프 노드를 두 번 눌러 양식 머리글 또는 요약 섹션을 봅니다. 각 섹션은 <섹션 이름>
형식의 리프 노드입니다.

예: 대출 컬렉션 데이터 입력

b. 머리글 섹션을 눌러 Excel에서 세부정보 섹션을 봅니다. 양식을 보거나 수정하고 질문에
답하고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정보 섹션 또는 하위 컬렉션이 별도의 워크시트에 표시됩니다.

4. 컬렉션 아래 수집 간격 목록에서 간격을 선택합니다.

각 리프 노드에는 수집 간격과 컬렉션 및 하위 컬렉션이 차례로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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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데이터 수집 기간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컬렉션만 표시됩니다.

5. 완료되면 양식에 적합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 저장

• 데이터 제출

• 승인

• 거부

• 데이터 게시

통화 환산 사용
회사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서 이해관계자는 종종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현지 통화로 준비하는 반면 제출된 데이터는 모회사
(예: 본사)의 현지 통화로 분석해야 합니다. 대부분 최종 재무 보고서는 모회사의 통화로
생성됩니다. 통화 환산 기능을 사용하면 통화 속성을 로컬에서 Supplemental Data
Management에 있는 상위 통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통화 환산에서는 다음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 시스템에서 Supplemental Data Manager에 있는 엔티티 멤버의 기준 통화(또는 기본
통화)를 저장합니다.

•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환율 큐브에 있는 계정 차원의
환율 멤버를 사용하여 환율 유형 및 환율도 저장합니다. 비율 유형 및 환율은
Supplemental Data Manager에서 읽기 전용입니다.

엔티티 멤버의 기본 통화 선택

엔티티 차원의 각 멤버에 사용할 기본 통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통화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차원 탭을 누릅니다.

3. 차원에서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4. 작업에서 멤버 및 속성을 선택하십시오.

5. 각 멤버의 통화를 통화 속성에서 선택합니다. [통화] 드롭다운에는 [시스템 설정]에서
사용설정된 통화만 표시됩니다.

주:

선택하지 않고 속성의 통화 속성을 엔티티 통화로 선택한 경우, 상속할 통화가
없으므로 이 특정 엔티티에 양식을 배포할 때 환산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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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을 위한 통화 속성 설정

통화 환산을 사용하려면 엔티티의 현지 통화로 금액(또는 화폐 단위)의 속성을 생성합니다. 속성
편집 대화상자에 통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해당 속성의 엔티티 통화 값을 선택하면 이 특정
속성이 양식 템플리트가 배치되는 엔티티의 통화를 상속합니다. 표시되는 다른 통화를 선택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엔티티에서 현지 통화로 식사 비용 데이터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직원 식사 비용
컬렉션이 있는 예입니다. 엔티티 통화를 사용할지 아니면 대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는 직원 ID, 직원 이름, 식사 유형, 금액 및 HQ 통화로 표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을 받아
USD(미국) 달러인 HQ 통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지 통화로 된 입력 값을 HQ 통화로 환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의 수집 탭을 누릅니다.

3. 컬렉션을 선택하고 작업, 편집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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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성 탭에서 속성을 선택하고(예: 전 세계 다양한 팀의 식사 비용을 입력한 값인 금액)
작업, 편집 순으로 누릅니다.

5. 통화에서 엔티티 통화를 선택하면 이 속성(금액)은 양식이 배포된 엔티티의 통화를
상속합니다. 이 예에서는 "USD"(달러)입니다.

6. 계산된 속성, HQ 통화로 표시된 금액이 미국 통화(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

7. 계산에서 "평균" 환율 유형을 사용하여 "금액"의 값을 USD 통화로 환산하도록 환산
기능이 설정되었습니다.
 

 

8. 설정이 완료되면 배포된 양식에서 환산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통화가 있는 4개의 서로 다른 엔티티에 양식 템플리트가 배포되었습니다.
 

 
인도의 월별 식사 비용의 경우, 금액을 입력하면 저장한 후에 환산된 통화 값이
표시됩니다. 환산은 HQ 통화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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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충 데이터 분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열의 통화 기호와 "HQ 통화로 표시된 금액"
열의 환산된 값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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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upplemental Data Manager 팀 관리

팀은 소유자, 담당자 및 승인자 역할로 정의되고 프로비저닝됩니다. 태스크에서 지정된 사용자에게
이러한 역할을 지정하는 대신 팀에 역할이 지정됩니다. 관리자와 고급 사용자는 팀을 추가,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

개별 사용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대 1,000개의 팀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Supplemental Data Manager에 대해 팀 및 멤버 추가

• Supplemental Data Manager 팀 및 멤버 임포트와 익스포트

•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 익스포트

•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팀 및 멤버 편집

•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팀 삭제 및 멤버 제거

Supplemental Data Manager에 대해 팀 및 멤버 추가
특별히 보충 데이터에 대해 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예: 보충 데이터 양식 작업). 그런 다음 양식을
클레임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팀을 결정하고 [액세스]에서 워크플로우 단계에 대해 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팀에는 역할이 지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역할이 생성됩니다.

팀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자 ID 및 팀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자 ID와
이름이 동일한 팀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Supplemental Data의 팀 및 멤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르십시오.

2. 팀 탭을 누른 다음  새로 작성을 누르십시오.

3. 팀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보충 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5.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6. 멤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멤버 섹션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b. 부분 또는 전체 이름이나 성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선택하여 이름을 선택합니다.

c. 검색 결과 섹션에서 추가 또는 모두 추가를 선택하여 선택 항목을 선택됨 목록에
추가합니다.

d.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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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팀 정의] 대화상자에서 기본 사용자를 선택하여 태스크가 기본적으로 해당 사용자로
클레임됨 상태로 설정되게 합니다.

주:

그러면 다른 팀 멤버가 태스크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 팀 및 멤버 임포트와
익스포트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는 팀 및 멤버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익스포트하고, 내용을 변경하고, 파일을 다시 임포트하여 팀 및 멤버 대량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eams.csv 파일을 익스포트하면 팀 및 각 팀의 멤버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본 .csv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익스포트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아래 "Supplemental Data Manager 팀 파일 형식"의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 기존 팀에 대해 대량 편집을 수행하거나 teams.csv 파일을 편집하여 새 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임포트합니다.

팀 및 멤버 익스포트

팀 및 멤버를 대량으로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2. 팀 관리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선택합니다.

4. 파일 익스포트 아이콘( )을 누릅니다.

5. 저장을 눌러 teams.csv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은 모든 팀 및 각 팀의 멤버 목록을
제공합니다.

팀 및 멤버 임포트

팀을 임포트하면 시스템에서 팀 목록을 병합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 팀 1, 팀 2
및 팀 3이 정의되어 있고, CSV 파일에는 팀 2 및 팀 4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 임포트
프로세스 후에 팀 2가 업데이트되고 팀 4가 추가됩니다.

팀 멤버십은 CSV 파일의 콘텐츠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 UserA, UserB
및 UserC의 멤버십이 있는 팀 1이 있고, CSV 파일에 UserB와 UserD의 멤버십이 있는
경우, 임포트 프로세스 후에 팀 1 멤버십에 UserB 및 UserD가 포함됩니다.

팀 및 멤버를 대량으로 임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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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관리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선택합니다.

4. 임포트( )를 누르고 다음 정보를 완성합니다.

• 파일에서 익스포트된 .csv 파일을 찾습니다.

• 임포트 유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꾸기를 눌러 익스포트 .csv 파일에 있는 행을 바꿉니다.

– 모두 바꾸기를 눌러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수행합니다.

* 팀이 UI와 .csv 파일에 모두 있는 경우 임포트를 수행하면 UI에서 팁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덮어씁니다.

* UI에 추가 팀이 있지만 .csv 파일에는 없으면 해당 팀이 삭제됩니다.

* .csv 파일에 추가 팀이 있지만 UI에는 없으면 해당 팀이 삭제됩니다.

주의:

임포트 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항목은 삭제됩니다.

• 파일 구분자에서 쉼표 또는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쉼표입니다.

5. 임포트를 누릅니다.
임포트가 실행되어 임포트 진행상태에 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6. 임포트가 완료되면 팀 임포트 메시지 상자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 팀 파일 형식

팀을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할 .csv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CSV 요소 필수 설명

#team 예 팀 설명 및 역할이 있는 팀 목록

#team_children 아니요 팀 멤버 목록

역할 아니요 팀에 특정 역할이 있는 경우 허용된

값은 예 및 아니요입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허용되는 역할은 관리자, Power
사용자, 사용자 및 뷰어입니다.

id 예 팀 또는 팀 이름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Primary_user 아니요 허용되는 값은 예 및 아니요입니다.
열 또는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아래에서는 샘플 CSV 파일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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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 익스포트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는 사용자 목록을 CSV 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을 임포트할 수 없으나 사용자 로그인과 같은 사용자 정보는 팀 임포트 파일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 목록을 익스포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르십시오.

2. 사용자 관리를 누릅니다.

3. CSV로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4. 저장을 눌러 export.csv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름 사용자 로그인 상태 팀 설명

AppUser1 app1 사용가능 Team1, Team2 User1
AppUser2 app2 사용가능 Team1 User2
View User1 view1 사용가능 Team3, Team4,

Team5
Viewer1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팀 및 멤버 편집
Supplemental Data의 팀 또는 멤버를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을 누르고 액세스 제어를 선택합니다.

2. 팀 탭을 누릅니다

3. 팀을 선택하고 (Edit)을 누릅니다.

4. 팀과 멤버를 편집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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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Data Manager의 팀 삭제 및 멤버 제거
Supplemental Data의 팀 또는 멤버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툴, 액세스 제어 순으로 누르십시오.

2. 팀 관리를 누릅니다.

3. 팀을 삭제하려면 팀을 선택하고, X를 누르고, 확인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예를 누릅니다.

4. 멤버를 제거하려면 팀 이름을 두 번 누르고 팀 편집 대화상자에서 멤버를 선택하고 X(제거)를
누릅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Supplemental Data Manager 사용자 관리
액세스 제어 아래의 태스크 관리자 사용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필드는 사용자 목록에서 열 또는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열을 결정하고 목록을 필터링한 후 csv 또는 Excel 형식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사용자 이름을 두 번 누릅니다. 사용자 세부정보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 이름 - 사용자의 전체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 로그인 - 마지막 사용자 로그인 날짜 및 시간입니다.

• 시간대 - 개별 사용자의 사용자 환경 설정에 설정된 시간대입니다.

• 조직 - 사용자가 지정된 조직의 목록입니다.

• 양식 통합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추가 데이터 양식에서 통합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양식 승인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추가 데이터 양식에서 승인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양식 작성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추가 데이터 양식에서 작성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태스크 승인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에서 승인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백업 지정 및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태스크 지정 대상자 – (예/아니요) 사용자가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에서 지정 대상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룹과 팀을 사용한 백업 지정 및 간접 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워크플로우 역할 - 사용자가 태스크 또는 양식에서 지정되는 역할(태스크 담당자, 양식 승인자
1, 태스크 조회자 등)입니다.

• 역할 - 사용자에게 지정된 가장 높은 외부 역할입니다.

• 전자메일 -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입니다.

• 그룹 – 사용자가 속한 그룹 목록.

• 팀 - 사용자가 속한 팀의 목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 상태 - 사용자 상태(사용가능 또는 사용할 수 없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로그인 - 사용자 ID입니다. 기본적으로 열 및 필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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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용자에 대해 설정 지우기를 누르면 다음 설정이 이 사용자에 대해 설정된 기본값으로
되돌려집니다.

• 대시보드와 대부분의 대화상자(예: 속성 관리 대화상자)에서 선택된 열

• 대시보드의 정렬

• 대시보드의 적용된 필터

• 대시보드의 다양한 스위치 및 컨트롤 상태

• 임포트 대화상자의 기본 날짜 형식 지정

백업 지정 관리
기본 사용자가 팀 또는 그룹이 아니라 지정된 사용자인 경우에만 담당자 및 승인자 역할에
대해 백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기본 태스크(자동화된 태스크 아님)에 사용됩니다.

• 승인자: 기본 태스크 및 자동화된 태스크 둘 다에 사용됩니다.

주:

관리자는 템플리트, 스케줄 및 태스크의 소유자 지정을 백업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에 대해 백업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백업을 지정할 태스크를 여십시오.

2. 워크플로우 탭을 선택하고 담당자 및 백업 사용자를 모두 선택합니다.

3. 저장 및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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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Manager에서 재지정 요청
지정된 사용자로 기본 워크플로우 역할이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용자만 재지정 요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업 역할에 대해 또는 기본 역할이 지정된 팀/그룹의 멤버는 재지정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와 승인자는 태스크 재지정 요청을 제출하여 태스크 하나 이상의 담당자 또는 승인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작업] 대화상자에서 워크플로우 사용자(담당자 및 승인자)는 선택한 태스크 또는 선택한
태스크 및 미래 태스크에 대해 워크플로우 역할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와 스케줄/템플리트 소유자는 승인 없이 [태스크 편집]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태스크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해 재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태스크 탭을 선택합니다.

3. 작업에서 재지정 요청을 선택하십시오.

4. 재지정된 사용자를 알고 있는 경우  대상 사용자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이름을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주:

새 사용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요청을 제출합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완료하여 태스크를 재지정합니다.

• 선택한 태스크 - 스케줄 태스크만 재지정하려는 경우

• 선택한 태스크 및 미래 태스크 - 스케줄 태스크 및 소스 템플리트의 해당 태스크에 대해
태스크를 재지정하려는 경우

6. 재지정의 정당화를 입력합니다.

7.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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