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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Reporting 시작

Tax Reporting은 US GAAP 및 IFRS 보고 같은 표준을 충족하도록 재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방
및 현지 레벨에서 당기 및 이연 법인세를 계산하고, 보고하고, 승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인세
솔루션입니다.

Tax Reporting은 법인세 준비금을 소싱, 계산, 관리 및 승인하고 CbCR(국가별) 보고를 준비할 수
있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식, 논리, 준비금 패키지, 워크플로우 및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영구적 조정, 일시적 차이 및 유효 세율 검토와 같은 모든 법인세 준비 활동에 대해 순차 또는
논리적으로 그룹화된 태스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엔티티의 현재 및 이전 연도 세금 비용과 법정 및 유효 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 엔티티별 준비금 패키지를 사용하여 현재 및 미래 세금 비용 및 부채를 확인합니다.

• 국가 또는 지역 준비금 패키지에서 법정 유효 세율 분석을 사용하여 세전 수익에 대해 납부되는
유효 세율을 파악합니다.

• 지역 준비금은 미국의 특정 주 또는 지방에 대한 기존 및 이연 법인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연 법인세를 사용하여 미래 비용 및 부채를 봅니다. 마감 잔액에서 드릴다운하여 현재 연도
이동 및 발생 이익 조정을 비롯한 추가 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태스크를 보고 우선순위 및 워크로드를 검토합니다.

• 비즈니스 법인 계층을 반영하는 승인 단위를 사용하여 기업 재무 멤버 및 세금 컨트롤러가 법인
및 연결 레벨에서 제출된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일부 관할권이 집계 레벨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결합 레벨의 세금 신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bCR 보고를 사용하여 자기자본 이익률, 직원별 수익 등의 요소를 비롯한 여러 관할권의 세금
비용을 분석합니다.

Tax Reporting을 둘러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 개요: Tax Reporting Cloud
둘러보기.

주: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다른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연결 및 기능 포함)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기능이 이 가이드에 설명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탐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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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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IFRS) 및 현지 통화로 시작합니다.

다음 순서도에는 Tax Reporting 법인세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Tax Reporting으로 법인별 시산표 데이터 임포트

• 연결을 실행하여 준비금 스케줄을 로드하고 시산표의 데이터(예: 세전 순이익, 선택된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로 채웁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기 준비금 시작점과 법인의
재무제표 세전 수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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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역 법인세율

– 세전 수익 조정 또는 재분류 비자동화 금액

–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비자동화 금액

– 추가 준비금 항목

– 발생 이익 금액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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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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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서 계산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준비금

– 이연 준비금

–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

– 보고 통화 및 현지 통화의 법정 및 연결 유효 세율

– 세금 계정 롤포워드

• 국가 법인세 준비금 클러스터에서 다음 양식을 검토합니다.

– 당기 준비금

– 일시적 차이

– 이연 법인세

– 연결 ETR

– 국가 ETR

– TAR

• Smart View를 사용하여 다음 항목 및 각주를 생성합니다.

– 세금 분개 입력(세금 계정 롤포워드 기반)

– 세금 각주(당기 준비금 및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 기준)

먼저 수행할 태스크
모든 사용자는 Tax Reporting을 사용하여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에 이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 사용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내용을
숙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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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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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Tax Reporting Cloud의 보충 데이터

– 개요: Oracle EPM Cloud를 통한 국가별 보고

사전 정의된 사용자 역할
역할은 Tax Reporting에서 수행하도록 허용된 비즈니스 활동과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에
사용자를 링크합니다.

Tax Reporting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역할에 사용자를 지정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보고서를 보도록 허용하려면 인스턴스에 대한 조회자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 역할을 제외한 Tax Reporting 역할은 계층형입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사용자를 생성하고 비즈니스 기능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 정의된
역할에 지정합니다. 하위 레벨 노드에 부여된 액세스 권한은 상위 레벨 역할에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관리자는 고급 사용자 및 조회자 역할에 부여된 액세스 권한도
상속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다른 접근 권한 또는 추가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용가능한 사전 정의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    Tax Reporting

역할 설명

ID 도메인 관리자 My Services의 보안 페이지에서 사용자 생성 및
역할에 사용자 지정을 비롯한 모든 ID 도메인 관리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ID 도메인 관리자는 기능 역할이 아닙니다. 기능

역할을 통해 부여된 접근 권한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ID 도메인

관리자에게 Tax Reporting의 네 가지 기능 역할

중 하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에서 "사전 정의된 역할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관리자 모든 엔티티나 특정 그룹 또는 엔티티에 대해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콘텐츠를 읽고, 쓰고,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승인 카드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고급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이 역할은 여러

Tax Reporting 기능 영역에 대한 상위 레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승인

카드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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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Tax Reporting

역할 설명

사용자 다음 태스크를 포함하여 접근 권한이 지정된 세금

관련 양식만 읽고, 쓰고, 업데이트합니다.
• 승인을 위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출.

사용자는 승인 카드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임시 기능을 사용하여 양식 분석

• 액세스 권한이 있는 엔티티에 필요한 대로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조회자 양식 및 모든 데이터 접근 툴을 통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지정된 양식에 대한 읽기

전용 접근입니다. 데이터 접근 툴에는 보고서 및
임시 그리드가 있습니다.

주:

조회자 역할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쓰기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홈 페이지 정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한 후에는 홈 페이지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태스크에 액세스하는 실행
지점이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이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에 간편하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태스크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로 작업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보고서를 보고,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 및 사용자정의하며, 양식과 대시보드, 인포릿을 생성하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임포트 및 익스포트하고, 작업을 스케줄링하며, 적합한 교차점을 정의하고,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환경 간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 페이지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일반적인
모양과 느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양 페이지에서 Redwood 환경 또는 클래식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테마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 색상, 아이콘 스타일 등을 제공합니다. 홈 페이지에 브랜딩
로고 및 배경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의 룩앤필을 변경하려면 Tax Reporting
관리 에서 "애플리케이션 표시 형식 사용자정의"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Redwood 테마가 표시된 홈 페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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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머리글

글로벌 머리글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맨위에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네비게이션 아이콘이
포함되며 접근성 설정과 설정 및 작업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머리글에서
네비게이션 플로우 간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머리글 부분(왼쪽에서 오른쪽 순):

글로벌 머리글 부분 설명

네비게이터 아이콘을 누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사이트 맵 역할을 하며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페이지의 링크가

표시된 네비게이터 메뉴가 열립니다.

주:

네비게이터

메뉴의 일부
링크는
데스크탑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도중

홈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오라클 로고를 누릅니다.
모양 페이지에서 로고 이미지를 선택하여 오라클

로고 대신 사용자정의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름입니다. 모양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표시

옵션으로 아니요를 선택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을 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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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머리글 부분 설명

홈 아이콘은 홈 페이지를 새로 고치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도중 홈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접근성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접근성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러 그룹에 속해 있거나 네비게이션 플로우가

역할에 지정된 경우 네비게이션 플로우 아이콘을

눌러 런타임에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전환합니다.

설정 및 작업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누릅니다.

작업 영역

홈 페이지의 작업 영역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각 기능 영역(예: 재무,
대시보드, 데이터, 승인)에 링크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레이블 위의 세 점은 아이콘으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하위 아이콘 그룹이 열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카데미 아이콘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용에 대한 다양한 리소스로 연결됩니다.

인포릿 네비게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인포릿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필수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글로벌 머리글
아래에 표시되는 점을 눌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 측면에서 홈 페이지와 인포릿 대시보드
페이지 간의 편리한 탐색에 도움이 되는 화살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패널

공지사항 패널은 사용자 이름, 프로파일 사진(설정된 경우), 서비스 관리자가 입력한 시스템
공지사항을 표시하며 사용자 활동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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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페이지의 공지사항 패널 맨위에 표시할 프로파일 사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사진을 설정하려면 툴,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
프로파일 사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활동 - 시스템 공지사항을 요약하고(유효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최근 공지사항이
맨위에 표시됨) 미결 태스크를 표시합니다. 패널을 넘겨 공지사항을 보려면 공지사항을
누릅니다. 패널을 넘겨 태스크를 보려면 오늘 만기 태스크를 누릅니다.

• 최근 - 최근에 방문한 양식 및 대시보드에 대한 링크 목록(최대 15개 항목)을
표시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보조 창에서 항목이 실행됩니다. 링크 옆에 있는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로 태그가 지정됩니다.

• 즐겨찾기 - 즐겨찾기로 태그가 지정된 양식 또는 대시보드에 대한 링크 목록을 표시하고
덮어쓸 수 없게 합니다. 즐겨찾기의 링크를 누르면 보조 창에서 항목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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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최근을 눌러 최근 사용자 활동을 보고 해당 항목 오른쪽에 있는
별표를 누릅니다.

•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주요 기능에 대한 비디오를 실행하려면 둘러보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표 1-2    홈 카드

카드 이름 설명

태스크 홈 페이지의 태스크에서 다음 태스크 및 관련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작업 목록에는 볼 권한이 있는 지정된 POV에

대한 모든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 태스크에는 태스크 관리자의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는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 보충 데이터 분석 에는 Supplemental Data
Manager에 대해 선택된 필터에 대한 데이터

세트가 표시됩니다

"태스크 작업" 참조

작업 태스크 개요 대시보드는 모든 태스크 및 배포된 보충

데이터 양식의 상태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므로 정시에

완료된 태스크, 지연된 태스크를 해당 태스크 개수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법인세 준비금 국가 관할권은 연방 또는 국가 레벨에서 법인세

준비금을 분류합니다.
국세 프로세스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법인세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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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임시 법인세 준비금 세율은 분기별 또는 연도별 등의 요약 기간에 맞는

연도 시작 시 생성됩니다. 관리자 또는 파워 유저가

연간 예상 유효 세율(AEETR)을 기반으로 임시 기간

동안의 현재 및 지연 세금을 추정하기 위해 임시 세금

기간(예: 월별 또는 연말 이외 기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간 법인세 준비금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총 세금 총 세금 대시보드는 엔티티 및 관할권별로 현금

세금과 연결 유효 세율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각
엔티티 또는 관할권에 대한 세부정보로 드릴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합계 대시보드 검토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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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홈 카드

카드 이름 설명

CbCR 국가별 보고를 사용하여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서

관할권별 재무제표의 주요 요소가 자세히 설명된 연차

보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현지 조세

기관은 수익, 소득, 납부 세금, 발생 세금, 고용, 자본,
이익 잉여금, 유형 자산 및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bCR(국가별 보고)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승인 관리자가 데이터의 소유권을 전송하고 검토 제어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및
사용자는 승인 카드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검토 및 승인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Tax Reporting에서 다양한 양식 및
보고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중앙 위치를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양식 및 대시보드에 대한

권한 지정, 보고서 편집 및 생성과 같은 많은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라이브러리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결, 규칙, 구성, 설정을

지정하고,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에 대해

작업하며, 올바른 교차점을 설정하고, 작업을

실행하며,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관리 가이드에서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설정 관리

• 애플리케이션 관리

도구 도구에서는 Tax Reporting을 지원하므로, 모양,
변수, 공지, 아티팩트 레이블, 액세스 제어, 일별

유지관리, 네비게이션 플로우, 사용자 환경설정, 연결,
감사 및 마이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교육 개요 비디오 및 자습서로

연결됩니다. 아카데미에 접근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아카데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비디오

목표 이 비디오 보기

기본 Redwood 주제를 살펴봅니다.

 개요: Oracle Cloud EPM - 새 Redwood
테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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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비디오 보기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정의하여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요: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의 워크플로우 사용자정의

설정 및 작업 메뉴
[설정] 및 [작업] 메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표시하려면 사용자 이름 옆의 캐럿

( )을 선택합니다. 옵션은 지정된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플로우 재로드

네비게이션 플로우는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태스크를 제어합니다. 사용가능한
태스크는 특정 태스크 또는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개별 카드(예: 애플리케이션 또는 국세 조항)로
제공되며, 카드를 열면 그룹화 내의 추가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기본 설정을
수정하여 대체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활성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재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EPM Automate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내에서 원격으로
태스크를 수행하고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임포트/익스포트와 같은 반복 가능한 여러 태스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Smart View는 Oracle의 EPM(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및 Business
Intelligence에 맞게 특별히 디자인된 공용 Microsoft Office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Smart
View에서 Oracle Technology Network에서 다운로드, 지금 다운로드 순으로 누릅니다.

• 관리자용 Smart View 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Excel 인터페이스 내에서 차원 관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보충 데이터용 Smart View 확장을 사용하면 Excel 인터페이스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보충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제품 설명서, 비디오 및 기타 태스크 관련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는 Tax Reporting 시작하기
페이지를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도움말

이 옵션은 현재 항목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표시합니다(사용가능한 경우).

Cloud Customer Connect

Cloud Customer Connect는 멤버가 서로 교류하고 이슈를 논의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엄선된 커뮤니티입니다. Cloud Customer Connect에 대한 직접 링크를 통해 다음에 액세스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1장
설정 및 작업 메뉴

1-11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24876
https://apexapps.oracle.com/pls/apex/f?p=44785:265:0:::265:P265_CONTENT_ID:24876


•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보며 Oracle Applications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포럼

• 새로운 릴리스 기능, 업계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는 예정된 이벤트에 대한 뉴스

• 최신 릴리스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문서 및 비디오

• 즐겨찾는 제품에 대한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표하고, 의견을 달기 위한
아이디어 랩

로그인 후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
제품으로 바로 이동하고 릴리스 정보, 팁과 요령, 기타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이슈가 발생하면 [피드백 제공] 옵션을 사용하여 이슈의
내용과 재현 단계를 설명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한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출할 때 여러 스크린샷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스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연속 스크린샷을 추가하면 이슈를 재생성하는 방법을 Oracle에 보여 주는
스토리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Oracle에 피드백을 제출할 때마다 피드백 통지, 즉 사용자가 피드백 제공 기능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정보의 서브세트가 서비스 관리자와 피드백을 제출하는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통해 서비스 관리자가 제출된 이슈를 검토하고 정정 작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통지는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서비스 관리자가 전자메일에
포함된 구독 해제 링크를 눌러 통지를 끌 수 있습니다. 피드백 통지 사용 안함을
참조하십시오. 구독 상태와 상관없이 피드백을 제출한 사용자에게는 항상 통지가
전송됩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기 전에 문제가 관찰된 프로세스의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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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옵션을 사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면 제출 내용이 Oracle에 전송되지만 서비스 요청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이슈를 해결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제출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피드백 제공을 선택합니다.

2. 피드백에서 발생한 이슈를 설명합니다.

3. 선택사항: 다음 두 단계에서 화면의 영역을 강조표시하거나 어둡게 표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a. 예를 들어 오류나 이슈를 강조표시하기 위해, 강조표시를 선택한 다음, 화면을
누른 상태로 끌어 화면의 일부를 강조표시합니다.

b. 어둡게를 선택한 다음 화면을 누른 상태로 끌어 화면의 일부를 숨깁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스크린샷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4. 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처합니다.

5.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을 선택하여 다른 화면을 캡처합니다. 각
스크린샷마다 캡처된 이미지가 증분됩니다.

6. 추가로 캡처하려면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7. 화면 캡처를 모두 추가했으면 제출을 누릅니다.

8. 브라우저, 환경 및 플러그인 정보를 검토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눌러
스크린샷을 검토합니다.

9. 제출을 누릅니다.

10. 닫기를 누릅니다.

Oracle 지원

My Oracle Support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솔루션을 검색하고, 패치 및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정보

Tax Reporting 공지 및 버전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인아웃

Tax Reporting을 종료합니다.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교육 개요 비디오 및 자습서로 연결됩니다.

아카데미에 접근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아카데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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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터
네비게이터 메뉴는 별칭 테이블, 차원,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보충 데이터 및 Data
Management 관리 등의 고급 설정과 관리 태스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네비게이터에 접근하려면 홈 페이지에서 제품 이름 옆의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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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패널
홈 페이지에 있는 시작 패널은 사용자에게 지정된 태스크의 상태를 보여주는 태스크 페이지에 대한
빠른 접근을 제공합니다.

• 개설

• 지연

• 오늘 만기

• 7일(기한 경과)

 

 

시작 패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둘러보려면  둘러보기를 누릅니다.

사용자 도우미

사용자 도우미 아이콘 은 특정 양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 사용가능한
옵션을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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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제품 설명서, 비디오 및 기타 태스크 관련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는 Tax Reporting 시작하기
페이지를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도움말

이 옵션은 현재 항목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표시합니다(사용가능한 경우).

피드백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이슈가 발생하면 [피드백 제공] 옵션을 사용하여 이슈의
내용과 재현 단계를 설명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한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출할 때 여러 스크린샷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스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연속 스크린샷을 추가하면 이슈를 재생성하는 방법을 Oracle에 보여 주는
스토리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Oracle에 피드백을 제출할 때마다 피드백 통지, 즉 사용자가 피드백 제공 기능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정보의 서브세트가 서비스 관리자와 피드백을 제출하는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통해 서비스 관리자가 제출된 이슈를 검토하고 정정 작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통지는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서비스 관리자가 전자메일에
포함된 구독 해제 링크를 눌러 통지를 끌 수 있습니다. 피드백 통지 사용 안함을
참조하십시오. 구독 상태와 상관없이 피드백을 제출한 사용자에게는 항상 통지가
전송됩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기 전에 문제가 관찰된 프로세스의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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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옵션을 사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면 제출 내용이 Oracle에 전송되지만 서비스 요청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이슈를 해결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제출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피드백 제공을 선택합니다.

2. 피드백에서 발생한 이슈를 설명합니다.

3. 선택사항: 다음 두 단계에서 화면의 영역을 강조표시하거나 어둡게 표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a. 예를 들어 오류나 이슈를 강조표시하기 위해, 강조표시를 선택한 다음, 화면을
누른 상태로 끌어 화면의 일부를 강조표시합니다.

b. 어둡게를 선택한 다음 화면을 누른 상태로 끌어 화면의 일부를 숨깁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스크린샷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4. 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처합니다.

5.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을 선택하여 다른 화면을 캡처합니다. 각
스크린샷마다 캡처된 이미지가 증분됩니다.

6. 추가로 캡처하려면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7. 화면 캡처를 모두 추가했으면 제출을 누릅니다.

8. 브라우저, 환경 및 플러그인 정보를 검토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눌러
스크린샷을 검토합니다.

9. 제출을 누릅니다.

10. 닫기를 누릅니다.

Oracle 지원

My Oracle Support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솔루션을 검색하고, 패치 및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서비스 요청을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Cloud Customer Connect

Cloud Customer Connect는 멤버가 서로 교류하고 이슈를 논의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엄선된 커뮤니티입니다. Cloud Customer Connect에 대한 직접 링크를 통해 다음에 액세스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보며 Oracle Applications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포럼

• 새로운 릴리스 기능, 업계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는 예정된 이벤트에 대한 뉴스

• 최신 릴리스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문서 및 비디오

• 즐겨찾는 제품에 대한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표하고, 의견을 달기 위한 아이디어
랩

로그인 후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 제품으로 바로
이동하고 릴리스 정보, 팁과 요령, 기타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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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 탐색
관리자가 다른 EPM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면, 네비게이터의 내
연결 창에 해당 연결이 나열됩니다.

이 위치에서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토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열려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아티팩트는 역할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고 해당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내 연결 창에 연결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눌러 엽니다.

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 창에서 열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름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양식, 대시보드 및 인포릿 검색
특정 양식, 대시보드 및 인포릿을 해당 목록 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목록 페이지에서 검색 아이콘( )을 사용하면 평면 뷰 또는 트리 뷰의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해당 아티팩트 검색 간에 토글할 수 있습니다.

• 평면 뷰( ) - 평면 뷰는 뷰가 포함된 폴더가 아니라 검색 기준을 충족하는
아티팩트만 표시합니다.

• 트리 뷰( ) - 트리(또는 계층) 뷰는 아티팩트가 포함된 폴더 컨텍스트에 해당
아티팩트를 표시합니다.

다른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검색 상자에서 X를 눌러 검색 기준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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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설정 지정

관련 링크:

• 환경설정 지정

• 일반 환경설정 지정

• 표시 환경설정 지정

•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

• 임시 옵션 설정

• 사용자 변수 설정

• 보고 환경설정 지정

• 인쇄 환경설정 지정

환경설정 지정
프로파일 사진, 애플리케이션 내 숫자 표시 방법 등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측면을 제어하도록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지정한 환경설정은 관리자가 설정한 환경설정보다 우선합니다. 관리자 설정 사용을 눌러
관리자가 지정한 시스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 있는 탭을 눌러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 일반: 프로파일 사진, 시간대, 언어, 사용할 별칭 테이블, 멤버 이름과 별칭 표시 및 승인
옵션(예: 부재 중 메시지)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일반 환경설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표시: 숫자 형식 지정 방법,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의 멤버 표시 방법, 연결 연산자 표시 여부
및 날짜 형식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표시 환경설정 지정 참조

• 통지: 전자메일 주소를 설정하고 통지를 받으려는 활동(태스크 목록, 승인, 작업 콘솔)을
선택합니다.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임시 옵션: 임시 그리드 작업 옵션을 설정합니다. 임시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변수: 관리자가 설정한 사용자 변수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 보고서 표시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보고 환경설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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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인쇄: 양식에서 데이터를 PDF 파일로 인쇄하는 방법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인쇄 환경설정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일반 환경설정 지정
일반 탭에서 선호하는 시간대, 언어, 프로파일 사진, 부재 중 도우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일반을 누릅니다.
 

 

3. 다음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 시간대.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표준시의 경우 "PT"를
입력합니다. 지정하는 시간 형식은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새 사용자의
기본 시간대는 (UTC) Reykjavik - 그리니치 표준시입니다.

• 사용자 언어.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선택한 언어로
표시됩니다. 언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로케일이 사용됩니다.

• 프로파일 사진. 프로파일 사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할 별칭 테이블 및 멤버 또는 해당 별칭의 표시 방법.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별칭 표시 여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승인 단위 표시 여부 등 승인에 대한 환경설정.
또한 부재 중 도우미를 설정하고 부재 중에 적용할 승인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4. 저장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사진 설정

홈 페이지의 공지사항 패널에 표시할 프로파일 사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개인 프로파일 사진의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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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프로파일 이미지 옆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이미지 파일을 찾아보고 여십시오.
이미지 유형은 .png, .jpg, .jpeg 또는 .gif일 수 있습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면 프로파일 사진이 표시됩니다.

멤버 이름 또는 별칭 표시 설정

일반 페이지에서 사용할 별칭 테이블과 멤버 이름 또는 별칭의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별칭은 멤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대체로 보다 설명적입니다. 별칭 세트는 관리자가 생성하는 별칭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 영어 멤버 이름에 대한 별칭 테이블, 독일어 멤버
이름에 대한 별칭 테이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누른 다음 별칭 테이블에서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멤버 레이블 표시 형식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멤버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 멤버 이름

• 별칭

• 멤버 이름:별칭

• 별칭:멤버 이름

• 기본값. 기본값을 선택하는 경우, 양식, 그리드 또는 차원 설정에 따라 멤버 이름이
표시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승인 옵션 설정

승인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하십시오(예: 부재 중인 경우 승인 단위에서 수행할 조치). 대체
검토자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승인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일반 탭의 승인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 별칭 표시: 별칭을 표시하려면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멤버 이름이 모호할 때 유용합니다.

• 시작되지 않은 승인 단위 표시: 시작된 승인 단위와 함께 시작되지 않은 승인 단위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승인 통지에서 승인 단위를 별칭으로 표시: 통지에서 승인을 사용한 경우 승인 단위를
별칭으로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부재할 예정이면 현재 부재 중을 선택하여 부재 중인 동안 승인 단위에서 수행할
조치를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부재 중인 동안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됩니다.
부재 중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하면 미해결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와 보충 데이터 양식
항목의 기본 및 백업 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스크에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가 모두 있고
담당자가 부재 중 옵션을 선택하면 태스크는 백업 담당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면 백업
담당자가 태스크 제출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예약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재 중 수행할 조치를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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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격: 승인 단위를 승격합니다.

• 거부: 승인 단위를 거부합니다.

• 제출: 승인 단위를 제출합니다.

• 위임: 부재 중 검토 책임을 처리할 대체 검토자를 위임하려면 선택하십시오. 메시지
텍스트 상자에 검토자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표시 환경설정 지정
숫자 형식 지정 방법,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할 멤버 수, 멤버 들여쓰기 방식, 날짜
형식 지정 방식 및 연결 연산자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환경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표시를 누릅니다.
 

 

3. 환경설정 지정:

• 숫자 형식 지정에서 숫자 형식 지정 방법을 설정합니다. 선택사항은 액세스한 모든
통화와 데이터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단위 구분자와 소수 구분자에 대해
동일한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표 2-1    숫자 형식 지정 옵션

옵션 예

천단위 구분자 없음: 1000
쉼표: 1,000
점: 1.000
공백: 1 000
천단위 구분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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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숫자 형식 지정 옵션

옵션 예

소수 구분자 점: 1000.00
쉼표: 1000,00
소수 구분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음수 기호 음수 접두 기호: -1000
음수 접미 기호: 1000-
괄호: (1000)

음수 색상 검정색: 음수를 검정색으로 표시

빨간색: 음수를 빨간색으로 표시

• 페이지 옵션, 멤버 들여쓰기에서 페이지의 멤버 들여쓰기 방법과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할 항목 수를 설정합니다. 들여쓰지 않음을 선택하면 멤버가 순차적인 일반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페이지 드롭다운 목록에 너무 많은 항목이 표시되어 목록을 스크롤해야 하는
경우 페이지 드롭다운의 항목 수에서 표시할 항목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옵션에서 통합 연산자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예: 예, 아니요 또는 양식 설정 사용).
날짜 형식(예: dd/MM/yyyy)도 설정하십시오. 자동 감지를 선택하면 브라우저 로케일에
따라 날짜 형식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선택한 형식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
태스크 목록, 승인 및 작업 콘솔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활동에 대한 통지를 받도록
전자메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통지는 통지를 트리거한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 날에 뱃치로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에서 "통지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전자메일 통지를 설정하고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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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 관리자 통지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a. 선택사항: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사용자정의할 수 없게 하려면 관리자 설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관리자 설정이 모든 사용자 환경설정을 덮어씁니다. 즉,
사용자는 관리자가 설정한 환경설정을 상속합니다.

b. 전자메일 시작 시간 및 전자메일 종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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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통지 유형에서 통지 유형을 선택한 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확장하여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옵션(예: "태스크 승인자이며 태스크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을 선택합니다.

d. 나에게 통지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통지 전송 빈도를 선택합니다.

• 즉시: 나에게 통지를 즉시로 설정하면 사용자의 전자메일 시작/종료 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도 전자메일 통지가 즉시 전송됩니다.

• 하루 한 번

• 2시간마다

• 3시간마다

• 4시간마다

• 6시간마다

• 혼합

• 사용 안함: 통지를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통지 확인란을
선택취소하고 나에게 통지에서 사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 전자메일 통지 환경설정 사용자정의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이
탭의 모든 설정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새 사용자는 서비스 관리자가 정의한 기본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상속합니다. 여기에는
지연 통지, 상태 변경 통지, 만기 날짜 미리알림 통지 설정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전자메일 통지 설정의 사용자정의를 허용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리자가 정의한 기본 설정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후에 서비스 관리자가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업데이트하면 사용자 설정에 모두 반영됩니다.

• 전자메일 통지 설정을 하나 이상 사용자정의합니다. 특정 환경설정의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서비스 관리자가 설정한 기본값이 계속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통지가 전송됩니다.

• 지연 통지: 태스크 만기 일자 다음 날에 지연 통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 상태 변경 통지: 태스크 상태가 변경되면 태스크 작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지가
전송됩니다.

• 만기 일자 미리알림: 태스크 만기 일자를 기준으로 지정된 기간(일) 전에 미리알림이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사용자 환경설정이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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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옵션 설정
환경설정을 설정하여 임시 그리드의 표시 및 동작을 제어합니다.

임시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임시 옵션을 누르십시오.
 

 

3. 임시 옵션 섹션에서 멤버가 표시되는 방법을 설정하십시오.

• 멤버 포함:

– 선택항목 포함: 작업 결과로 검색된 멤버와 선택한 멤버를 둘 다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멤버 Qtr1을 확대하면 Qtr1, 1월, 2월, 3월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선택한 그룹 내: 선택한 멤버 그룹만 확대/축소, 선택하지 않은 셀을 현재 상태로 유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그리드에 행 방향 또는 열 방향으로 둘
이상의 차원이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확대/축소, 유지만 및
제거만에 관련됩니다.

• 확대: 확대할 레벨을 선택하십시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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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레벨: 선택한 멤버의 1차 하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선택합니다.

– 모든 레벨: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선택합니다.

– 맨아래 레벨: 차원의 최하위 레벨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선택합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작업에서 EPM Cloud의 공유 멤버 확대를
참조하십시오.

• 상위 멤버 위치: 계층에 상위 멤버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 상향식: 최상위 레벨에서 최하위 레벨 순서로 멤버 계층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하향식: 최하위 레벨에서 최상위 레벨 순서로 멤버 계층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멤버 레이블 표시 형식: 멤버 이름, 별칭 또는 둘 다 표시할지 설정합니다.

• 별칭 테이블: 사용할 별칭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들여쓰기: 멤버 계층 레벨의 들여쓰기 방법을 설정합니다.

– 안함: 들여쓰지 않으려면 선택합니다.

– 하위 항목: 하위를 들여쓰려면 선택합니다. 상위 멤버는 열에서 왼쪽
맞춤됩니다.

– 총계: 상위 멤버를 들여쓰려면 선택합니다. 하위는 열에서 왼쪽 맞춤됩니다.

•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탐색: 이 옵션을 선택하면 그리드 주위를 탐색할 때
성능이 향상됩니다.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새로고침됩니다.

4. 데이터 뷰를 간소화하려면 숨김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그리드 요소를 숨깁니다. 예를
들어 0이 있는 행이나 열을 숨길 수 있습니다.

• 0:

– 행: 0만 포함된 행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열: 0만 포함된 열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숨김:

– 반복 멤버: 그리드 방향에 관계없이 반복 멤버 이름을 포함하는 행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행의 누락된 블록: 데이터가 없는 행의 셀 블록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데이터 누락: 0이 있거나 데이터가 없는 행 또는 열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액세스 권한 없음: 액세스 권한이 없는 행이나 열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주:

임시 그리드에서 열 때 "적합한 데이터 행이 없으므로 임시 그리드를 열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표시되면, 위의 숨김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5. 정밀도에서 다음을 설정합니다.

• 통화 멤버 설정 사용: 통화 멤버의 정밀도 설정을 적용하려면 선택합니다.

• 통화 값, 비통화 값 및 퍼센트 값에 대해 셀에 표시할 최소 및 최대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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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셀 값이 100이고 최소 정밀도 "2"를 선택하면 값이 "100.00"으로 표시됩니다.

6. 대체에서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볼 액세스 권한이 없거나, 부적합한 데이터가 있는 셀에 대해
표시할 레이블을 설정합니다.

• 데이터 없음: 값이 #Missing 또는 #NoData인 셀에 대해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액세스 권한 없음: 볼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없는 셀에 대해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0 제출: 데이터 없음 또는 액세스 권한 없음 대체 옵션의 텍스트로 #NumericZero를
지정하고 0을 애플리케이션에 제출하려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임시 그리드의 등록정보 설정

• 데이터 항목 및 분석에 임시 사용

사용자 변수 설정
사용자 변수는 양식에서 필터로 작용하여 사용자가 부서, 특정 시간 프레임 또는 계정과 같은 특정
멤버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사용자는 기본 변수를 필요한 멤버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열려면 관리자가 설정한 사용자 변수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bCR
상위 엔티티의 경우 기본 FCCS_Total_Geography 멤버를 United States 같은 특정 멤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멤버는 모든 대시보드 및 양식에 적용되며, 데이터는 선택된 사용자 변수
멤버에 따라 채워집니다.

사용자 변수 멤버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환경설정 페이지에는 관리자가 각 차원에 대해 설정한 사용자 변수가 나열됩니다. 멤버 아래에
각 변수의 현재 선택된 멤버가 표시됩니다.
 

 

2. 변경할 변수 옆의 멤버 선택기( )를 누릅니다. 차원의 멤버 열에 직접 멤버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3. 멤버를 누르거나 멤버 앞에 있는 확인 표시를 눌러 새 멤버 값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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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환경설정 지정
보고서 보기 및 작업을 위한 사용자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ports 및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 미리보기, 표시, 작업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Financial Reporting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보고 환경설정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보고서를 누릅니다.

3. 보고서 작업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하려면 페이지 맨위에서 보고서 탭을 누르고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 POV 미리보기 - 보고서 POV에 사용되는 차원 멤버를 미리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측정 단위 - 드롭다운 목록에서 페이지 여백 크기를 인치 또는 센티미터로
표시하도록 선택합니다. 기본 측정 단위는 인치입니다.

4. 페이지 맨위의 보고서에서 주석 인쇄 환경설정을 누르고 보고서에서 주석을 인쇄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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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인쇄 환경설정 옆에서 세부정보를 선택한 다음 각주 세부정보 사용에서 시스템 정의
각주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형식 지정이 적용되며 시스템 정의 크기와
글꼴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목, 설명, 범주, 날짜, 작성자, 첨부파일 및 회신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회신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회신, 초기 회신부터 시작하여 지정된 수의 맨
위 회신 또는 초기 주석과 지정된 수의 마지막 회신을 인쇄하는 지정된 수의 맨
아래 회신을 포함할지 선택하십시오. 제공된 공란에 인쇄할 회신 수를
입력합니다.

• 주석 인쇄 환경설정 옆에서 텍스트 객체를 선택하여 Financial Reporting 텍스트 기능
각주를 포함하는 저장된 텍스트 상자를 저장소에서 선택하십시오. 각주 사용 텍스트 객체
텍스트 상자에, 노트를 인쇄하기 위해 보고서 텍스트 객체의 각주 함수에 사용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보고서 디자이너에서 각주 함수를 생성합니다. 이 옵션은 노트 형식 지정 및
인쇄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각주 기능에서 그리드 노트만 인쇄하고 머리글과
콘텐츠에 다른 크기, 글꼴 및 색상을 적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석 인쇄 환경설정에서 없음을 선택하면 주석을 인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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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6. 동일한 프롬프트 병합을 선택하면 한 번만 응답하거나 반복되는 프롬프트와 변수에
연속적으로 응답합니다.

7. 보고서에 주석을 포함하려면 주석 표시를 선택하십시오.

8. 쿼리 준비 익스포트에서 보고서를 Excel에 익스포트하는 방법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 Smart View:는 보고서를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 Excel 그리드: 익스포트한 보고서를 Microsoft Excel에서 엽니다. 그런 다음
익스포트 대상 위치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 새 워크시트: 익스포트한 보고서를 기존 Excel 워크북의 새 시트로 엽니다.

– 새 워크북: 익스포트한 보고서를 새 Excel 워크북의 sheet1로 엽니다.

• 사용 안함: HTML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표시할 때 쿼리 준비 링크를
숨깁니다.

9. 익스포트 대상 위치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새 워크시트: 익스포트한 보고서를 기존 Excel 워크북의 새 시트로 엽니다.

• 새 워크북: 익스포트한 보고서를 새 Excel 워크북의 sheet1로 엽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인쇄 환경설정 지정
양식 및 해당 데이터가 PDF 파일로 인쇄되는 방법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디자인할 때 관리자가 양식의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PDF 파일을 인쇄할 때 기본
설정을 수락하거나 고유한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PDF 파일로 인쇄하려면 Adobe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양식 인쇄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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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 설정에서 용지 크기, 레이아웃, 맞춤 및 플로우의 환경설정을 지정합니다. 흑백으로
인쇄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옵션에서 다음의 적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형식 지정

• 설명(셀과 연계된 텍스트 메모)

• 양식에서 선택한 경우 속성 멤버

• 양식에서 엔티티에 대해 여러 통화를 지원하는 경우 통화 코드

• 양식 이름

• 페이지 전체에 반복되는 행 및 열 머리글

• POV/페이지

• 격자선

• 바닥글

5.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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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operation) 관련 작업

관련 링크:

• 작업 개요 보기

• 통합 프로세스

• 외국 통화 환산

작업 개요 보기
태스크 개요 대시보드는 모든 태스크 및 배포된 보충 데이터 양식의 상태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므로
정시에 완료된 태스크, 지연된 태스크를 해당 태스크 개수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우선순위, 스케줄, 태스크 유형 또는 조직 구성 단위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태스크 보기

모든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작업, 개요 순으로 누릅니다.

2. 모든 태스크를 보려면 모두 탭을 선택합니다.

 

 

3. POV를 선택합니다.

4. 상태를 볼 태스크 그룹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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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태스크

• 지연

• 정시

5. 정렬 기준을 선택하여 태스크를 필터링한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개수(내림차순)

• 개수(오름차순)

• 알파벳(오름차순)

• 알파벳(내림차순)

• 속성 순서(오름차순)

• 속성 순서(내림차순)

태스크 보기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Oracle Tax Reporting Cloud를 실행하면 홈 페이지에 사용자에게 지정된 태스크의 요약 및
해당 상태(예: 개설, 지연, 오늘 만기 또는 7일 이내 만기)가 표시됩니다. 상태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상태의 태스크 수를 나타냅니다. 연도와 기간별로 태스크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요약 패널에서 링크를 누르면 태스크 목록을 추가로 필터링할 수 있는
[태스크] 페이지가 열립니다.

스케줄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태스크 탭에서 태스크를 검색하고 태스크 목록을 필터링하며 목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를 변경하여 더 많은 열 또는 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창에서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의 스케줄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뷰 선택기 를 사용하여 뷰 사이에 이동하십시오.

• 목록 뷰
목록 뷰에는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의 모든 태스크가 나열됩니다. 태스크 목록 뷰는
태스크를 계층(상위-하위) 뷰로 보여줍니다. 태스크 목록을 필터링하여 관심 있는
태스크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록은 [시작 날짜] 열을 기준으로 정렬되지만, 원하는 열 제목을 눌러 해당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 태스크는 화살표로 표시되며, 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하위 태스크 표시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 간트 뷰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에 시간 표시줄을 표시하여 태스크의 기간과 태스크 간의
종속성을 그래픽으로 나타냅니다. 막대는 기간을, 화살표는 종속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A를 태스크 B 이전에 완료해야 함을 나타내는 태스크 간 선행 태스크
관계를 보고 선행 태스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층에서 상위-하위 태스크
관계(집계)를 볼 수 있습니다(예: 태스크 A가 2개의 하위 태스크(태스크 B와 태스크 C)
으로 구성됨).

태스크 간의 선행 태스크 관계를 보거나 스케줄에 태스크를 추가한 후 우선순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템플리트를 생성할 때 간트 뷰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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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사용하여 다른 태스크의 선행 태스크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그룹 멤버 태스크의 선행
태스크인 태스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간트 차트 뷰에서는 많은 태스크가 포함된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를 보는 경우 뷰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뷰에서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를 검토하는
경우 뷰를 적은 수의 태스크로 필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태스크를 간트 뷰로 끌어와 마우스 두 번 누르기 또는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태스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새 시작 날짜로 끌어와 태스크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필터링을 통해 태스크 계층을 플랫화하고 태스크 상태별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태스크가 있는 태스크는 화살표가 표시되며, 화살표를 누르면 태스크 계층 구조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 그룹 뷰
속성 값별로 숫자 속성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압축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압축 뷰는 목록 뷰 또는 그룹 뷰보다 많은
정보 행을 표시합니다.

작업 목록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작업 목록에서는 작업 중인 태스크의 목록과 상태를 보여줍니다. 작업 목록에서 태스크를 검색하고
태스크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예정 태스크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예정 워크플로우의 항목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가능 태스크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상태 요약은 모두, 지연, 오늘 만기 또는 7일 이내 만기 기준별로 볼 수 있습니다.

• 필터 모음을 사용하여 이름, 유형 또는 상태와 같은 속성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 옆의 작업 아이콘을 눌러 목록에서 태스크 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의 태스크 탭을 눌러 작업 목록을 표시합니다.

3. 내 태스크만 표시하려면 내 태스크 표시( )를 누릅니다.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태스크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제외하고 작업 목록에서
임의 필드(텍스트 또는 숫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름에 채무 계정 또는 수취 계정과 같은 계정이 있는 모든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필드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원하는 필터를 설정하여 특정 태스크 목록에 관한 필터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작업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전자메일 통지의 링크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작업]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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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데이터 태스크 보기

보충 데이터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누릅니다.

2. 개요를 누릅니다.

3. 보충 데이터 탭을 선택하여 모든 태스크를 봅니다.

 

 

4. POV에서 연도, 기간 및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5. 원형 차트에서 태스크의 다른 상태 조각을 누릅니다. 태스크에 대해 다음 상태가 원형
차트에 표시됩니다.

• 완료된 태스크 수

• 정시에 준비된 태스크의 백분율

• 정시에 승인된 태스크의 백분율

• 거부된 태스크

• 알림

6. 보기 기준을 선택하여 엔티티 유형을 필터링한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엔티티

• 양식

• 데이터 세트

• 빈도

7. 정렬 기준을 선택하여 태스크를 필터링한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개수(오름차순)

• 개수(내림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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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오름차순)

• 알파벳(내림차순)

8. 상태를 볼 태스크 그룹을 누릅니다.

• 미해결 태스크

• 지연

• 정시

태스크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9. 각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 이름

• 태스크 코드

• 스케줄

• 설명

10. 선택사항: 파일을 Excel로 익스포트하려면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11. 닫기를 누릅니다.

3장
작업 개요 보기

3-5



통합 프로세스
연결은 여러 하위 멤버 엔티티의 데이터를 상위 엔티티의 단일하고 일관된 전체로 결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양식에서 연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bCR 요약

• CbCR 세부정보

• 국가 및 지역 당기 준비금

• 국가 및 지역 일시적 차이

• 국가 및 지역 이연 법인세

• 국가 및 지역 RTA

• 국가 및 지역 TAR

연결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연결이 필요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3. 엔티티 입력 옆의 멤버 선택기( )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이 선택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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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티티 검색에서 사용할 연결 레벨을 누릅니다.

5. 생성할 연결에 도달할 때까지 멤버 선택을 계속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실행을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에서 연결 성공을 확인합니다.

외국 통화 환산
다국적 그룹의 일부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현지 통화로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모든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모기업의 재무제표로 통합되는 경우 다중 통화가 모기업의 보고 통화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다중통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설정된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설정된 보고 통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통화 환산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환율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상위 엔티티가 통합되지 않았거나 영향받음 상태인 경우 시스템은 항상 보고 통화에 환산을
적용하기 전에 첫번째 상위에 대해 통합을 수행하여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세금 계정의
기초 잔액은 이전 연도 P12의 기말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양식에서 환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bCR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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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R 세부정보

• 국가 및 지역 당기 준비금

• 국가 및 지역 일시적 차이

• 국가 및 지역 이연 법인세

• 국가 및 지역 RTA

• 국가 및 지역 TAR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에서 외국 통화 환산
수행

보고 통화로 환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환산이 필요한 양식을 선택합니다.

2. 작업에서 환산을 선택합니다.
 

 

3. 보고 통화 입력 옆의 멤버 선택기(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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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 통화에서 환산할 보고 통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실행을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에서 환산 성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 값은 선택한 보고 통화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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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식 작업

관련 링크:

• 양식 소개

• 데이터 입력 양식 접근

• 데이터 입력 양식에 대한 접근 권한 지정

• 양식 사용자정의

• Redwood 환경에서 동적 탭 사용

양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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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부여된 사용자 및 그룹에 선택한 양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데이터 입력 양식에 대한 접근 권한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주: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셀(흰색 배경이 있는 셀)에서만 데이터를 입력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설정합니다.

양식 목록에 접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양식 탭을 선택하여 사용가능한 양식을 표시합니다. 양식은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관리자가 아닌 경우 최상위 레벨 폴더에 파일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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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콘텐츠를 보려면 양식을 확장합니다.

사용가능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1    사용가능한 양식

양식 폴더 탭

장부 데이터 대차대조표

"데이터 입력"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소스별 대차대조표

관리형 데이터, 보충 데이터, 데이터 입력을 비롯한 총 데이터 소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수동으로 로드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소스별 손익계산서

관리형 데이터, 보충 데이터, 데이터 입력을 비롯한 총 데이터 소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수동으로 로드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CbCR(국가별) 보고

• 테이블 3 정보

• 구성 엔티티 정보

• 관할권 문서 지정

• 메시지 지정

• 보고 엔티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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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사용가능한 양식

양식 폴더 탭

위험 평가

• 자산 비율

– JD별 자산 비율 YoY
– 자산 비율 YoY

• 직원 비율

– JD별 직원 비율 YoY
– 직원 비율 YoY

• 자기자본 비율

– JD별 자기자본 비율 YoY
– 자기자본 비율 YoY

• 소득세 미지급 비율

– JD별 소득세 미지급 비율 YoY
– 소득세 미지급 비율 YoY

• 소득세 납부 비율

– JD별 소득세 납부 비율 YoY
– 소득세 납부 비율 YoY

• 수익 비율

– JD별 수익 비율 YoY
– 수익 비율 YoY

• 수익 비율

– JD별 수익 비율 YoY
– 수익 비율 YoY

테이블 1
• 테이블 1
• 관할권별 테이블 1
• 테이블 1 데이터 입력

테이블 2
• 테이블 2
• 테이블 2 데이터 입력

테이블 3
• 테이블 3
• 추가 정보

현재 법인세 준비금 - 당기 준비금

당기 준비금

지역 당기 준비금

세액 공제

지역 법인세 공제

세금 손실

지역 법인세 손실

이연 법인세 준비금 - 대차대조표 접근법

- 고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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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사용가능한 양식

양식 폴더 탭

- 이연 준비금

• 이연 법인세

• 지역 이연 법인세

- 이연 준비금 IFRS
•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 DTNR

- 일시적 차이 - 일시적 차이

• 국가 일시적 차이

• 지역 일시적 차이

ETR - 현금 세금 ETR
• 엔티티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백분율

• 엔티티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관할권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백분율

• 관할권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연결 ETR
• 엔티티별 CETR 세금 전년 동기 대비

• 엔티티별 CETR 세금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관할권별 CETR 세금 전년 동기 대비

• 관할권별 CETR 세금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연결 ETR
• 엔티티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 엔티티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관할권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 관할권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연결 ETR IFRS
• 엔티티별 CETR IFRS 세금 전년 동기 대비

• 연결 ETR IFRS
• 엔티티별 환율 IFRS 전년 동기 대비

-국가 ETR
• 국가별 법정 ETR 전년 동기 대비

• 법정 세율 대비 국가별 법정 ETR
• 국가별 법정 ETR

- 지역 ETR
• 전년 동기 대비 지역 법정 ETR
• 법정 세율 대비 지역 법정 ETR
• 지역 법정 ETR

발생 이익 • RTA(국가별 발생 이익)
• 지역별 RTA(지역별 발생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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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사용가능한 양식

양식 폴더 탭

TAR • 현재 미지급 세금

•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 TAR 이연 법인세

• 지역 TAR 이연 법인세

• TAR(국가별 세금 계정 이월)
• 지역별 TAR(지역 법인세 계정 이월)

세금 관리 • CbCR 자동화

• 연결 세율

• 연결 세율 IFRS
• 데이터 상태

• 데이터 상태 CbCR
• FX 환율 전체 연도

• FX 환율 대체

• FX 환율 검토

• FX 환율 단일 기간

• NIBT FX 환율 대체

• 백분율 연결

• RTA 자동화

• 세금 자동화 거주지

• 세금 자동화 거주지 지역

• 세금 자동화 엔티티

• 세금 자동화 엔티티 모든 지역

• 세금 자동화 엔티티 지역

• 세금 자동화 글로벌

• 세금 자동화 글로벌 지역

• 세율

• TRCS_Opening Balance Override 구성 양식

• TRCS_Ownership Detail
• CbCR FX 환율 대체

• 손실 엔티티

• TRCS_NIBT FX 환율 대체 - WAR
• TRCS 기초 잔액 대체

• TAR 자동화

• FX 환율 계산된 가중 평균

검증 • 총 세금 검증

• 국가 법인세 합계 검증

• 지역별 총 세금 검증

Oracle Smart View for Office(Mac 및 브라우저) 작업 에서 변동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입력 양식 접근
데이터 입력 양식에 접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양식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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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양식 순으로 선택합니다.

• 국가 법인세 준비금, 양식 순으로 선택합니다.

• 지역 법인세 준비금, 양식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목록을 확장하고 열려는 양식을 선택합니다.
양식이 바로 열리며 입력 또는 검토에 사용가능합니다.

3. 확인,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데이터 입력 양식에 대한 접근 권한 지정
데이터 입력 양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양식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접근 권한을 지정할 양식을 강조 표시하고 작업( )을 눌러 권한 지정을 선택합니다.
 

 
.

3. 권한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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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사항: 기존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한 권한을 선택합니다.

• 읽기

• 쓰기

• 없음

5. 선택사항: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a. 사용자/그룹 추가를 누릅니다.

b. 사용자 또는 그룹 탭을 선택합니다.

c. 접근 권한을 지정할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d. 확인,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e. 선택된 사용자 또는 그룹에 적합한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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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양식 사용자정의

POV 선택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각 세금 계정에 적합한 POV(Point Of View)가 데이터
입력 양식 및 재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구성됩니다. 그러나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네비게이션에 대해 사용자정의된 그리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정의된 그리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POV에 포함되는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 연도

• 기간

• 엔티티

• 통합

• 관할권

• 멀티 GAAP

• 통화

POV를 변경하는 데 사용가능한 옵션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4장
양식 사용자정의

4-8



• 개별적으로 POV 옵션 변경

• 한 번에 여러 POV 옵션 변경

개별적으로 POV 옵션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입력 양식 또는 재무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표시된 POV에서 시나리오, 기간 등 선택된 옵션을 누릅니다.
 

 

3. 멤버 선택기에서 POV에 대해 새 멤버(예: 다른 연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이동( )을 눌러 POV를 재설정합니다.

한 번에 여러 POV 옵션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데이터 입력 양식 또는 재무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멤버 편집( )을 누릅니다.
 

 

3. POV에 대해 변경할 멤버(예: 다른 연도)를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 POV를 재설정합니다.

형식 지정을 사용하여 데이터 강조

단순 양식 및 임시 그리드에서 다양한 형식 지정 옵션을 통해 특정 데이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 글꼴 색상 및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설정된 형식 지정을 저장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셀에서 텍스트를 줄
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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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형식 지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 - 상태(예: 셀에 지원 세부정보가 있음)를 나타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하는 형식 지정입니다.

• 사용자정의—사용자가 적용한 형식 지정입니다.

주:

형식 지정 스타일이 충돌하면 기본 형식 지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셀
형식을 지정하고 해당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었으나 아직 저장되지 않은
값의 기본 형식 지정은 사용자가 해당 셀에 적용한 형식 지정을 대체합니다.

데이터 형식 지정

데이터 대화상자의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 양식 또는 재무 보고서의 데이터를 형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그리드의 [데이터] 탭을 눌러 데이터를 조작, 노트 추가 및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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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표시될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면 행 또는 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필터에서 연산자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다음 유지 또는 제외를 누릅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편집에서 항목을 잘라내거나, 복사하거나, 붙여넣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 세부정보에서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의견을 작성하거나 변경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작업에서 다음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백분율 또는 더하기/빼기 값으로 값 조정

– 그리드 분산을 설정하여 특정 셀 값을 조정하거나 새 값 입력

– 할당

– 셀 잠금 또는 잠금 해제

– 항목 실행취소

– 양식 또는 보고서 인쇄

• 필터에서 유지하거나 제외할 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 대해 필터 비교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정렬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렬에 대해 계층 무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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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차원 계층 사용자 정의

이동 차원 아래에 추가 사용자 정의 멤버를 생성하여 해당 멤버에 대한 연결 및 변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잔액 이동 또는 CTA(통화 환산 조정) 계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정의 이동 차원 멤버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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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원에서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3. FCCS_Movements를 펼치고 1차 하위 추가 를 누르십시오.

4. 1차 하위 추가 화면에서 새 이동 멤버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예:
IncomeSegments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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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제한사항에 따라 1차 하위 추가 화면 화면에서 새로운 사용자정의 이동 멤버에 대한
필드를 입력하십시오.

표 4-2    이동 멤버 등록정보 제한사항

등록정보 기준 멤버 상위 멤버 설명

이름 이름이 다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 "TRCS_"
• "FCCS_"
• "PBCS_"

이름이 다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 "TRCS_"
• "FCCS_"
• "PBCS_"

예약된 키워드:
• "TRCS_"
• "FCCS_"
• "PBCS_"

별칭 별칭은 차원 멤버

전체에서 고유합니다.
별칭은 차원 멤버

전체에서 고유합니다.
별칭이 고유하지 않으면

보고서 또는 Smart
View에서 별칭을 사용할

때 오류가 생성됩니다.

데이터 저장영역 저장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저장

• 공유 안함

동적 계산을 사용하지
않음

2단계 계산 선택 취소됨 선택 취소됨

계획 유형 연결 연결 다른 계획 유형을
선택취소

데이터 유형 미지정 미지정

4장
양식 사용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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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순으로 누르십시오.

7. FCCS_Movements의 이동 계층 구조를 완료하도록 4 - 6단계를 반복하여 모든 멤버를
추가하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4-3    이동 계층 예제

FCCS_Movements 상위 엔티티 1차 하위 엔티티

IncomeSegmentsTotal -
소득 세그먼트 - 총계

• TBClosing(공유)
• RecExp - 회수된 경비

• UnExp - 일반적이지 않은

소득 및 경비

• ProfitBrands - 로컬

브랜드를 통해 얻은 이익

• ProfitRelParties - 관련

당사자의 이익

8. 차원으로 계정을 선택하고 FCCS_Income Statement을 펼친 다음 1차 하위 추가

를 누르십시오. 계정 계층에 필요한 1차 하위를 추가합니다.

9.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선택하고 생성 및 관리에서 양식을 선택하십시오.

10. 생성한 멤버를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양식을 생성하고 연결하십시오.

a. 양식에서 추가 를 누르고 새 사용자정의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b. 등록정보 탭에서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c. 레이아웃 탭에서 보고서에 대해 POV, 행 및 열 순으로 선택하십시오.

d. 비즈니스 규칙 탭에서 다음 규칙을 추가하십시오.

• Consol - 규칙 - 연결

• Consol - 규칙 - 환산

11. 새 보고서에 대해 저장을 누르십시오.

12.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르고 새 양식을 선택하십시오.

13.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14. 연결을 누릅니다. 상위 엔티티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선택사항: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환산을 누르십시오. 상위 엔티티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dwood 환경에서 동적 탭 사용
상위 아티팩트를 벗어나지 않고도 탭 내에서 관련 아티팩트에 대해 작업합니다.

동적 탭 정보

동적 탭을 사용하면 단일 페이지에서 여러 아티팩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양식이 열려 있는 경우 다른 관련 양식과 대시보드도 열 수 있습니다. 추가 아티팩트는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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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맨아래에 가로 탭으로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여러 개의 브라우저 창을 열지 않고 여러
아티팩트를 동시에 보려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동적 탭 기능은 Redwood 주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시 형식 페이지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환경의 주제를 Redwoo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적 탭 용어:

• 동적 탭: 관련 아티팩트를 실행할 때 페이지 맨아래의 소스 탭 오른쪽에 추가되는 탭입니다.
동적 탭에만 닫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소스 탭: 동적 탭이 실행된 페이지입니다.

EPM Cloud 환경에 다른 EPM Cloud 환경의 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차 환경 탭에 대해
동적 탭이 지원됩니다.

동적 탭 사용 시 고려 사항

• 동적 탭을 사용하려면 Redwood 테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Redwood
이외의 테마를 사용하는 경우 동적 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 페이지에서 최대 30개의 탭을 열 수 있습니다. 탭을 30개 넘게 열려고 하면 몇 개의 탭을
닫은 후 새 탭을 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긴 아티팩트 이름은 탭에서 잘립니다.

동적 탭 작업

소스 탭 및 동적 탭은 작업 중인 페이지 맨아래에 표시됩니다.

기존 탭 또는 목록 페이지에서 새 동적 탭을 실행하면 기존 탭 오른쪽에 새 탭이 추가되고 포커스가
새로 실행된 탭으로 이동합니다.

동적 탭은 현재 세션에서만 유지됩니다. 동일한 세션 내에서 다음에 페이지에 액세스하면
마지막으로 표시된 탭이 유지됩니다.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하거나,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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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로드하거나, 다른 네비게이션 플로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적 탭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먼저 데이터를 저장해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새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새 동적 탭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Form1에서 드릴스루를 수행한
후 Form2에서 드릴스루를 수행하면 두 개의 동적 탭이 열립니다. Form1에서 다른
드릴스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열린 탭이 다시 실행됩니다.

동적 탭에서 실행된 아티팩트도 공지사항 패널의 최근 내역에 나열됩니다. 공지사항 패널의
즐겨찾기에 동적 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 탭에는 닫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탭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탭을 닫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탭을 닫으면 닫힌 탭 왼쪽에 있는 탭으로
포커스가 이동합니다. 포커스가 없는 탭을 닫는 경우 현재 뷰에 있는 탭에 포커스가
유지됩니다. 모든 동적 탭을 닫으려면 페이지 맨아래에 표시된 가로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모든 탭 닫기를 누릅니다.

비디오

목표 이 비디오 보기

동적 탭을 사용하여 여러 다른 아티팩트가 있는

다중 태스크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동적

탭을 사용하면 원래 아티팩트를 연 상태로 관련

아티팩트를 열 수 있습니다.

 동적 탭으로 이동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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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규칙 작업

비즈니스 규칙은 구성요소로 그룹화된 계산으로 구성됩니다. 규칙에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
템플리트 또는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태스크 또는 계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여러 비즈니스
규칙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규칙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규칙을 누릅니다.
 

 

2. 비즈니스 규칙 화면에서 모든 큐브를 눌러 비즈니스 규칙을 적용할 큐브를 선택합니다:

• 모두

• 연결

• 비율

• CbCR

3. 모든 규칙 유형을 눌러 사용할 규칙 유형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 모두

• 스크립트

• 규칙

• 규칙 세트

•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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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할 규칙을 선택합니다(예: 연결 또는 환산). 참조

5. 실행( )을 눌러 비즈니스 규칙을 적용합니다.

사용가능한 비즈니스 규칙 목록
비즈니스 규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태스크 또는 계산을 쉽게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가능한 Tax Reporting 비즈니스 규칙 목록은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용가능 비즈니스 규칙 중 대부분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음"으로 태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에 따라 규칙이 자동으로 호출되어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부 규칙이므로 사용자가 이 규칙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규칙을 "독립형 실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규칙을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실행(예: 연결)할 수 있습니다.

표 5-1    Tax Reporting 비즈니스 규칙

비즈니스 규칙 이름 설명

연결 지정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에 대해

재무 연결을 실행합니다. 엔티티 연결 상태를

기반으로 지능적으로 연결을 수행합니다.

손실 엔티티 규칙 복사 이 규칙은 손실 엔티티 설정 복사에서 사용됩니다.

세금 자동화 규칙 복사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

매핑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핑을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세율 규칙 복사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세율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강제 연결 내부 처리 플래그를 무시하여 연결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오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관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5장
사용가능한 비즈니스 규칙 목록

5-2



표 5-1    (계속) Tax Reporting 비즈니스 규칙

비즈니스 규칙 이름 설명

강제 환산 내부 처리 플래그를 무시하여 환산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오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관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가 있는 엔티티에 영향을 줌(폐기) 이 규칙은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이전에 사용한 경우 '연결 큐브에 데이터가 있는

엔티티에 영향을 줌'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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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 자동화 규칙 복사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Tar 자동화 규칙

매핑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핑을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세금 손실/세액 공제의 만료 연도 선택한 타겟 POV에 만료 연도 복사.

연결 큐브에 데이터가 있는 엔티티에 영향을 줌 이 규칙은 세금 자동화 양식에 사용자가 정의한

매핑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엔티티의 데이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내부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TAR 자동화 기본 매핑 이 규칙은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기본 tar
자동화 규칙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TAR 자동화 모든 매핑 이 규칙은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기본 tar
자동화 규칙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자동화 빈 규칙 추가 이 규칙은 세금 자동화 빈 규칙 추가에

사용됩니다.

세금 자동화 글로벌 저장 이 규칙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모든 기본

엔티티에 대한 글로벌 세금 자동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TAR 매핑 검증 이 규칙은 세금 자동화 양식에 사용자가 정의한

매핑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엔티티의 데이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내부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환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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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환율 규칙 복사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FX 환율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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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Tax Reporting 비즈니스 규칙

비즈니스 규칙 이름 설명

SDM 환율 새로고침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데이터 로드, 양식 저장에

대한 사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bCR 자동화 양식 검증 이 규칙은 세금 자동화 양식에 사용자가 정의한

매핑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엔티티의 데이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내부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bCR 연결 이 규칙은 데이터 양식 저장에 대한 사전 처리

작업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자동화 규칙 복사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CbCR 자동화

규칙 매핑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핑을 이전

기간에서 대상 기간으로 복사합니다.

CbCR 데이터 복사 이 규칙은 롤오버 프로세스에서 CbCR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 선택항목에 따라 타겟 기간

및 소스 기간으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bCR 강제 연결 내부 처리 플래그를 무시하여 연결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오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관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bCR 강제 환산 내부 처리 플래그를 무시하여 환산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오류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관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bCR 큐브에 데이터가 있는 엔티티에 영향을 줌 이 규칙은 CbCR 자동화 양식에 사용자가 정의한

매핑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엔티티의 데이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내부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bCR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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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R 자동화 빈 규칙 추가 이 규칙은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빈 CbCR
자동화 규칙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bCR 자동화 규칙 추가 이 규칙은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CbCR 자동화

규칙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독립형

실행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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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포릿으로 키 정보 보기

인포릿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사 결정 및 작업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인포릿에서는 집계된 대략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개요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비즈니스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최근에 변경된 주요 정보는 무엇입니까?

• 상태별로 나열된 주문 중 위험한 주문 수는 몇 개입니까?

주요 정보의 즉각적인 개요를 이용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차트, 양식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또는 전체 양식을 표시하도록 인포릿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뒤집거나 확장하면 점진적으로 더 자세히 표시하도록 인포릿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인포릿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관리자가 홈 페이지에 직접 표시되는 인포릿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 인포릿 페이지:

 

 
홈 페이지 상단의 점을 눌러 인포릿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릿 점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인포릿 콘텐츠가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오른쪽의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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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네비게이션 플로우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관리자가 홈 페이지에서 최대 7개의
인포릿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다른 EPM Cloud 구독에 대한 연결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인포릿에서 다른 EPM Cloud 구독의 인포릿 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포릿 뷰 정보
관리자는 인포릿에서 최대 3개의 뷰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면 페이지에서
키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포릿에 뒷면 뷰가 있으면 맨 아래 오른쪽 모서리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고 플립 화살표를
표시한 후에 누릅니다. 뒷면 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프와 같은 분석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 뷰를 다시 뒤집으려면 하단 왼쪽 화살표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누릅니다. 인포릿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확장 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른쪽 아래의 이중 화살표
위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에 눌러 확장 뷰를 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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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뷰에서 앞면 또는 뒷면 뷰로 돌아가려면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이중 화살표를 누릅니다.

주:

인포릿 뷰에서는 기본 양식 및 차원에 지정된 액세스 권한을 따릅니다. 따라서 인포릿
뷰는 동일한 인포릿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포릿 점 정보
관리자가 홈 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점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인포릿을 엽니다.

• 첫번째 점은 홈 페이지에 연결됩니다.

• 두번째 점은 기본 또는 즐겨찾기 인포릿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본 인포릿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세번째부터 아홉번째까지의 점은 관리자가 생성한 다른 인포릿에 연결됩니다.

기본 인포릿 설정
가장 자주 액세스하는 인포릿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점을 클릭하면 기본
인포릿이 표시됩니다.

기본 인포릿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인포릿을 누릅니다.

2. 기본값으로 지정할 인포릿에 대한 작업 메뉴에서 기본값을 누릅니다.
기본값 설정을 실행취소하려면 표시 해제를 누릅니다.

대시보드와 인포릿을 둘 다 기본값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만 적용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한 값에 상관없이 최신 값이 현재 기본값입니다.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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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 프로세스 작업

관련 링크:

• 국가 당기 준비금

• 국가 당기 준비금에 대한 세금 자동화 사용

•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작업

• 취득 작업: 국가별

• 국가 이연 법인세 작업

• 세율 작업

• 국가 FX 환율 작업

• RTA(발생 이익) 작업

•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 법정 및 연결 유효 세율 작업

• IFRS 보고를 사용하여 법정 및 연결 유효 세율 작업

• 연결 세율 IFRS 입력

•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세율 재정의

• 고정 자산 양식 작업

• 데이터 상태 및 검증

• 기초 잔액을 대체하여 예측 및 예산 시나리오 생성

국가 당기 준비금

국세 조항 개요 대시보드 검토

[국세 조항 개요] 대시보드에는 다음 막대 차트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 법정 세율 및 법정 ETR--선택된 엔티티에 대해 현재 연도의 국가 법정 세율과 유효 세율을
비교합니다.

• 법정 ETR 전년 동기 대비--선택된 엔티티에 대해 지난해와 당해의 국가 법정 ETR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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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개요 탭에서 법정 세율 및 법정 ETR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예: 총 지역)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지역 이름을 눌러 계속 드릴다운합니다.

3. 개요 탭에서 법정 ETR 전년 동기 대비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지역 이름을
눌러 계속 드릴다운합니다.

국가 당기 준비금 양식 작업

국가 당기 준비금 양식은 국가 준비금에 대해 현재 세금 비용을 조정하고, 검토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양식의 다른 비규정 금액은 물론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조정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양식으로 작업하려면 먼저 엔티티를 연결하여 자동화 열에 결과를 생성하고 당기 준비금
시작점이 법인 재무제표의 세전 수익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IFRS의 경우에만 이연 법인세의 마감 잔액에서 과세 소득을 인식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IFRS에 대한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작업

• IFRS에 대한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작업

국가 준비금에 대해 현재 세금 비용을 계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에서 당기 준비금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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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멤버 편집( )을 눌러 POV를 수정합니다.

4. 자동화 열에서 자동화 값을 봅니다. 세금 자동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연결을 수행하는 중
시스템에서 자동화 값이 계산됩니다. 자동화 열에 값이 표시되지 않으면 장부 데이터가
임포트된 후 엔티티가 연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선택사항: 조정에서 자동화 금액에 대한 조정을 입력합니다.

6.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여 당기 준비금 데이터 양식을 다시 계산합니다.

주:

특정 계정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등록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계정에 대해 다음 속성이 설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세금 데이터 유형을 PreTax로 설정합니다.

• 세금 유형을 NationalAndRegional로 설정합니다.

차원 편집기에서 등록정보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멤버 등록정보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7. 계산된 국가 현재 세금 비용에 대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전 순이익

NIBT(세전 순이익)는 세금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당기 준비금 양식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러
기존 세전 순이익 조정을 위해 제공하며 세전 순이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예: 지연 조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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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조정을 구성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전 순이익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 조정

• 장부 재분류

세전 순이익 자동화 프로세스는 일반 원장에서 현지 통화로 당기 준비금을 채웁니다. 자동
구성에서는 세전 순이익이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가능한 지역 및 기타 세금

당기 준비금 양식의 이 섹션은 국가 레벨에서 공제 가능한 다른 세금에 대한 수동 조정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구성된 지역 법인세에 대한 자동 공제를 위해
제공됩니다.

• 지역 법인세—지역 공제가 국가 준비금 프로세스에 대해 공제 가능하도록 구성된 경우
지역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값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는 연방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기타 공제 가능 법인세—국가 레벨에서 동일하게 공제 가능한 기타 세금에 대한 수동
입력입니다.

• 공제 가능 법인세

세부 국세 손실 및 세액 공제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는 비즈니스 엔티티에서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를 차기 이월하여
미래 과세 소득 및/또는 법인세대를 오프셋하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손실 및
공제는 상세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양식에 캡처되며 시작 연도와 만료 연도로 자세히
설명됩니다. 세부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양식은 현재 준비금 및 일시적 차이 양식과
통합됩니다.

국가마다 회사에서 차기 이월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세금 규칙이 다르며, 만료 연도에
캡처됩니다. 이 데이터와 연결 기준에 대한 세부정보는 세금 각주에 포함되거나 재무제표와
함께 공개됩니다.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손실

• 국세 공제

주:

애플리케이션에서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 양식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양식의 열은 동일합니다. 각 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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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열 설명 기타 양식에 미치는 영향

시작 연도 POV에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회계연도가 시작 연도 아래에

FY17, FY18, FY19 등으로

표시됩니다.

만료 연도 드롭다운 목록에서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가 만료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국가마다 회사에서

손실을 차기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세금 규칙이 다릅니다.
연결 후에는 만료 연도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만료 연도가 선택되어 있지

않고 마감 차기 이월에 값이

있으면, 만료 연도가 자동으로

만료 없음으로 설정됩니다.
• 만료 연도가 선택되었으며

마감 차기 이월에 값이 없거나

0과 같으면, 만료 연도가

지워집니다.

기초 차기 이월 기초 차기 이월은 읽기 전용이며,
이전 연도의 마감 차기 이월에서

채워집니다. 이 값은 연결 후에

채워집니다.
이전 연도의 마감 차기 이월 값이

0과 같으면 현재 연도의 기초 차기

이월이 비워집니다.

7장
국가 당기 준비금

7-5



표 7-1    (계속)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열 설명 기타 양식에 미치는 영향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이전 연도 조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
시작
연도의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조정 합계는 다음 위치에

복사됩니다.
• 세금 손실 양식

• 일시적 차이 양식에서 해당

손실/공제 계정 아래의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 마감 차기 이월의 값은 다음

연도로 이동합니다.

조정된 기초 이 금액은 기초 차기 이월 및 이전

연도 조정의 합계 상위입니다.

생성된 손실/공제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이연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입니다.
현재 연도의 이연 세금 손실에서,
이 금액은 조정이 입력된 경우 현재

준비금 양식의 조정된 세금 손실

계정, 총 국세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에서 전송됩니다.
참고: 공제는 현재 연도의 세액

공제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는 공제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연 세금 손실은 일시적 차이의

자동화 열에 복사됩니다.
세금 손실 세부 스케줄에서 양식의

다음 위치에 이연 금액이

표시됩니다.
• 선택한 연도의 생성된 손실/

공제

• 기초 차기 이월

연결 후에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양식의 자동화 열에 복사됩니다.

발생 이익 조정 세금 환급 신청 결과로 인한 발생

이익 조정에 따른 현재 기간의

조정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RTA 스케줄에서 일시적

차이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타 조정 기타 조정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결 후에 다른 모든 조정의 합계는

일시적 차이 양식의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 아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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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열 설명 기타 양식에 미치는 영향

사용가능 손실/공제 이 열의 합계는 다음의 요약입니다.
• 조정된 기초

• 생성된 손실/공제

• 발생 이익 조정

• 기타 조정

CY 활용 현재 연도(CY)에서 이 손실을

사용하려면 음수 금액을

입력합니다.

CY 합계가 다음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 현재 준비금 양식의 자동화 열,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 일시적 차이 양식의 자동화 열,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조정됨 이 열은 다음 열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사용가능 손실/공제

• CY 활용

만료 현재 연도에 특정 금액의 만기를

지정하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의 만료 및
기타 조정 합계가 일시적 차이의

기타 조정(이연 전용) 아래로

이동합니다.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 또는 보고 통화로의

환산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 또는 보고 통화로의

환산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 연도의

차이입니다.

환율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환율 기초

잔액 및 환율 합계입니다.
이 세 개의 열은 통화 환산 자동화

값이며, 일시적 차이에서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소유권 기초

잔액 및 소유권 합계입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 연도의

차이입니다.

마감 차기 이월 (a) 마감 차기 이월은 마감 차기 이월을

생성하기 위해 만료 연도를 제외한

모든 열의 요약을 표시합니다.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b)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b)는
일시적 차이의 마감 잔액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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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열 설명 기타 양식에 미치는 영향

차이(a - b) 이 금액은 다음 값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 마감 차기 이월 (a)
• -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b)

국세 손실

국세 손실은 다음 범주의 차기 이월 자동화 아래에 캡처됩니다.

• 세금 손실 - 현재 연도 과세 소득에 대한 당기 순손실 차기 이월 사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자본 분실

• 자선 기부금

• 국세 손실 - 현재 연도에 차기 이월해야 할 손실이 있는 엔티티의 과세 소득이 0이
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 총 국가 세금 손실

세금 손실 양식은 세금 손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래 기간으로 손실을 이연하는
경우, 현재 준비금 보고서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연결 후에는 이연 금액이 세금 손실 세부
스케줄로 이동합니다.

미래 기간으로 손실을 이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누릅니다.

2. 현재 준비금 양식의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조정 열에 이연 손실 값을
입력합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4.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5. 현재 준비금 보고서에서 세금 손실 탭을 누릅니다.
세금 손실 세부 스케줄의 기초 차기 이월 아래에 이연 금액이 표시됩니다. 세금 손실
양식의 다른 모든 조정은 연결 후에 일시적 차이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국가 일시적 차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7장
국가 당기 준비금

7-8



 

6. 필요에 따라, 선택한 연도의 세금 손실을 입력합니다. 세금 손실 양식의 모든 열에 대한 설명은 
세부 국세 손실 및 세액 공제에서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을 참조하여 데이터
입력을 완료합니다. 일부 열은 현재 준비금 양식의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8.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국세 공제

시스템은 다음 범주를 비롯하여 총 세액 공제에 대한 세액 공제 효과를 추적합니다.

• 현재 연도 총 세액 공제, 외국 세액 공제 - 현재 연도 포함

• 총 세액 공제 차기 이월

– 외국 세액 공제

– 일반 회사 신용

– 고용 감세

주: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양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미래 기간으로 공제를 이연하는 경우 세액 공제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결 후 이연된
금액은 기타 조정 - 자동화 - 이연 전용 열의 일시적 차이 양식으로 이동됩니다. 시스템은 일시적
차이 이월에서 세액 공제 차기 이월을 추적합니다.

미래 기간으로 공제를 이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누릅니다.

2. 세액 공제 양식에서 현재 연도의 생성된 손실/공제 열에 이연된 공제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현재 준비금 보고서를 통해 채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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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 공제 양식의 다음 열에 값을 입력합니다.

• 만료 연도

• 생성된 손실/공제

• 기타 조정

주:

POV에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회계연도가 시작 연도 아래에 FY19
등으로 표시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5.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다음 열의 합계는 일시적 차이 양식에서 해당 세액 공제 계정의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에 표시됩니다.

• 생성된 손실/공제

• 기타 조정

• 만료

 

 
국가 일시적 차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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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추가 당기 준비금

시스템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자동화되는 추가 준비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세율 또는 재무제표(예: FIN48)의 당기 준비금에 보고된 다른 조정과 곱하거나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세금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추가 준비금 항목은 총 법인세 준비금에
영향을 주며 ETR(유효 세율) 보고서에 세율 조정으로 반영됩니다.

추가 준비금 항목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당기 준비금 - 소스

• 현재 세금 부대 조항

• 원천징수 세금

추가 당기 준비금 - 수동

• 감사 조정—현재 세금 비용

• 텍사스 한계 세율

• 현재 세금 비용

추가 당기 준비금 - 계산

• 발생 이익 현재 세금 비용—자동화

• 국가 자기자본 역분개

• 주식 보상 당기 세금 비용 RTA 조정

국가 당기 준비금에 대한 세금 자동화 사용
국가 당기 준비금 프로세스는 세금 자동화를 바탕으로 NIBT와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의 자동화된
금액을 채웁니다. 연결 프로세스 중 지역 준비금 계산 전에 국가 준비금 계산이 수행됩니다. 세금
자동화 논리는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당기 준비금 테이블의 소스 및 대상 멤버를 정의하고 연결을 실행하여 당기 준비금
시작점이 법인 재무제표의 세전 수익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당기 준비금 양식의
세전 순이익 행에 결과가 복사됩니다.

엔티티 손익계산서의 NIBT(세전 순이익)가 당기 준비금 양식의 세전 순이익 행에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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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데이터는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를 채우는 데 사용되므로 일반 원장에서
자동화되어 조정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가 실행되면 NIBT와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에 대한 자동화된 수치가 표시됩니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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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porting 관리 에서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작업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엔티티의 GAAP 및 법정 보고 요구사항
간 차이를 나타냅니다.

• GAAP - 법정 조정—현지 세금 규정에 따라 상위 멤버에서 사용하는 GAAP - 법정
조정의 회계 기준과 다른 회계 기준이 필요한 법인입니다.

• 법정 - 세금 조정—GAAP - 법정 영구적 차이 또는 일시적 차이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고 표준 및 현지 세금 규정이 법정 - 세금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 섹션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엔티티입니다.

주:

일시적 차이는 대차대조표에 사용되도록 비유동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영구적 차이

• 일시적 차이 관련 작업

• 국가 일시적 차이 입력

영구적 차이를 구성하는 데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의 영구적 차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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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차이

장부 및 세금 기준 간 영구적 차이는 반대로 설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구현하는 동안 또는 진행 중인 세금 보고의 일부로 영구적 차이에 대한 계정을
추가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 차이는 연방 정부, 지역별 또는 시/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비공제하거나 포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조정 금액입니다.

예로는 과태료 및 벌금, 최대 50%의 식사 및 접대비, 특정 생명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다음 범주 아래에 있는 TRCS 계정 차원의 멤버에 저장됩니다.

• TRCS_PermGSTotal(영구적 차이(GAAP - 법정))

• TRCS_PermSTTotal(영구적 차이(법정 - 세금))

 

 
국가 레벨에서 영구적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보고 표준이나 법정 표준으로 조정할 때 또는 법정
표준에서 세금 보고 표준으로 조정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 표준이 IFRS이고
영국의 소득 신고 기준이 UK GAAP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영구적 차이는 GAAP - 법정 상위
항목 아래의 계정에 입력됩니다. UK GAAP에서 과세 소득으로 조정할 경우 이러한 영구적 차이는
법정 - 세금 상위 항목 아래에 입력됩니다.

영구적 차이를 구성하는 데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자습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에서 영구적 차이 구성 .

일시적 차이 관련 작업

장부 및 세금 기준 간 일시적 차이는 반대로 설정되지 않으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과세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일시적 차이의 예로는 장부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세금 감가상각 누계, 대손 충당금,
별도 적립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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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설정하거나 구현하는 동안 또는 진행 중인 세금 보고의 일부로 일시적 차이에 대한
계정을 추가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차이에는 자산/부채의 세금 보고 기준 및 재무
보고 기준의 차이로 인해 미래 연도에 과세 금액이나 공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
간에 발생한 모든 차이가 포함됩니다.

공통 시간 차이에는 감가상각법, 이연 보상 계획, 계약, 대손 등과 관련된 차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다음 범주 아래에 있는 계정 차원의 멤버에 저장됩니다.

• TRCS_TempGSTotal

• TRCS_TempSTTotal

국가 레벨에서 임시적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보고 표준에서 법정 표준으로 조정할 때 또는
법정 표준에서 세금 보고 표준으로 조정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
표준이 IFRS이고 영국의 소득 신고 기준이 UK GAAP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임시적 차이는 GAAP - 법정 상위 항목 아래의 계정에 입력됩니다. UK GAAP에서 과세
소득으로 조정할 경우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법정 - 세금 상위 항목 아래에 입력됩니다.

일시적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습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의 일시적 차이 구성

국가 일시적 차이 입력

일시적 차이 양식은 시스템에서 자동화되지 않은 일시적 차이를 입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시적 차이, 세금 손실, 세액 공제, 국가 또는 지역 공제, 관련 가치 평가 충당금이 금액에
포함됩니다. 현재 연도 및 이전 연도 조정, 비규정, 자기자본 항목 등 활동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일시적 차이가 대차대조표 분류를 위해 비유동으로 설정됩니다. 일시적 차이, 세금
손실, 가치 평가 충당금 조정(예: 비유동 및 세금 손실)이 세전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세액
공제 및 가치 평가 충당금–세액 공제는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계정 가치 평가 충당금 계정이 제공됩니다.

• 비유동 일시적 차이

• 세금 손실

• 세액 공제

현재 연도 또는 가치 평가 충당금을 줄이기 위한 기타 조정 금액을 제외한 모든 가치 평가
충당금은 음수 값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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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국가 일시적 차이

범주 설명

기초 잔액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입니다. 이 값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초 잔액 조정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기초 잔액이 준비금에 대한

영향 없음으로 재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이 열이

사용됩니다. 이 조정은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의 시작 잔액에만 영향을 주고 이연 준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액이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조정 합계가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 일시적 차이

양식의 해당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정으로

복사됩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조정된 기초 잔액 조정이 계산된 후 연초 잔액입니다.

자동화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입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로 전달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자동화되기만

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화 금액 역분개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의 역분개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계정의

자기자본 역분개 설정에 따라 자동화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화 금액 합계 자동화 금액 및 조정 역분개의 합계입니다.

조정 당기 준비금에서 입력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입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로 전달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조정 역분개 당기 준비금에서 수동으로 입력된 현재 연도 장부-
세금 차이의 역분개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계정의 자기자본 역분개 설정에 따라 자동화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조정 합계 조정 및 조정 역분개의 합계입니다.

CY 합계 자동화 금액 합계와 조정 합계의 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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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계속) 국가 일시적 차이

범주 설명

발생 이익(이연 전용) 발생 이익 양식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발생 이익 양식에서

자동화되며 이연 세금 비용 영향을 줍니다.

감사 정산(이연 전용) 감사 정산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 세부적으로 스케줄링된 세금 손실을 연결하면 만료 및
기타 조정의 합계가 일시적 차이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기타 조정(이연 전용) 다른 유형의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기타 조정 합계(이연 전용) 기타 조정 - 자동화 및 기타 조정의 합계입니다.

이전(이연 전용) 자산/부채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전 연도 조정(이연 전용) 이전 연도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부대 조항(이연 전용)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세금 부대 조항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P & L 합계 다음 범주의 합계입니다.
• 조정

• 발생 이익

• 감사 정산

• 기타 조정

• 이전

• 이전 연도 조정

• 부대 조항

인수 자산 및 부채 인수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금액은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 자산/부채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자본 자동화 금액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자동화 규칙을 기반으로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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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계속) 국가 일시적 차이

범주 설명

자기자본 조정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총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동화 및 자기자본 조정의 합계입니다.

이전 연도 자기자본 자기자본 트랜잭션 및 이익 신고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계정 레벨에서

자기자본 일시적 차이 설정에 따라 자동화되며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자기자본 모든 다른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되며 이연

세금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합계 자기자본 합계, 이전 연도 자기자본, 기타 자기자본의

합계입니다.

대차대조표 합계 인수, 처분 및 자기자본 총 조정 합계입니다.

환율 기초 잔액 시작 및 종료 F/X 현물 환율에서 차이로 계산된 일시적

차이의 기초 잔액에 대한 변환 변경입니다.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외화 환율 현재 연도 조정 - 평균 및 종료 F/X 현물

환율에서 차이로 계산된 일시적 차이의 현재 연도

조정에 대한 변환 변경입니다.

외화 환율 환율 기초 잔액과 환율 - 현재 연도의 합계입니다.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소유권 기초 잔액 및 소유권

합계입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소유권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입니다.

예: 일시적 차이의 기초 잔액 입력

다음 예제를 사용하여 기초 잔액으로 일시적 차이를 초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연도 FY17, P1에 대해 일시적 차이를 초기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Y15(즉, 2015)부터 시작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일시적 차이, 이연 법인세 및 환산된 값을 제대로 초기 설정하려면 시작 연도 전에 2년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시작 연도보다 1년 전인 2016년에는 이연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FY16의 종료 세율과 FX 환율을 FY15, P12 및 FY16, P12 둘 다에 입력합니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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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Y15, P12 및 FY16, P12에 대해 동일한 환율을 입력합니다.

3. 저장하고 FY15, P12를 연결합니다.

4. 국세 조항 아래의 일시적 차이 양식에 있는 기초 잔액 조정 열에 FY16, P12의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을 입력합니다.
 

 

5. 저장하고 FY16, P12를 연결합니다.

6. FY16, P12에서 FY17, P1로 세율과 FX 환율을 롤오버합니다.

7. FY17, P1을 연결합니다.

취득 작업: 국가별
Tax Reporting에는 국가별 레벨과 지역별 레벨 모두에서 일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세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득이 이미 있으며(일시적 차이 관련 작업 및 지역 일시적 차이
입력 참조), 이제 사용자는 세금 적용 기반으로도 취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입력이
없는 취득은 금년 세율을 사용하여 세금이 적용됩니다. 즉, 일시적 차이 계정에 취득 세전
데이터만 입력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금년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의 이연 세금 영향을 관리하려면 취득과 지역별 취득 양식을 사용하여 취득된 이연 세금
자산/부채의 세율 변경 금액에 대한 세전, 세금 적용 및 수익과 손실(P&L) 조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인수한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수 세율로 기록하고
적절한 경우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세율 변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차이 취득 이동에서 취득 금액을 입력하는 이전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이연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 또는 대체 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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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취득 카드에 액세스

• 국가별 취득 양식 사용

취득 카드에 액세스

홈 페이지와 네비게이터 둘 다에서 취득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취득 카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을 누릅니다.

2. 취득 카드가 표시됩니다.

3. 취득 카드를 눌러 국가별 취득 양식을 엽니다.

네비게이터를 통해 취득 카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눌러 네비게이터 창으로 이동합니다.

2. 국가 법인세 준비금에서 취득을 눌러 국가별 취득 양식을 엽니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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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취득 양식 사용

이 양식을 사용하여 인수한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세율 변경 금액에 대한 세전, 세금 적용,
수익 및 손실(P&L) 조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의 취득은 취득 양식의 일시적
차액과 이연 법인세 열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취득 금액으로 인한 모든 비율 변경은
시스템에서 계산합니다.

시스템의 세율 변경 조정은 수익 및 손실(P&L)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P&L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세율 변경의 P&L을 조정하려면 취득 양식에 변경사항을 입력합니다.

예제 시나리오

1. 홈 페이지에서 취득 카드를 눌러 국가별 취득 양식을 엽니다. 2개의 새 취득 열, 취득 -
세금 입력과 세율 변경이 미치는 영향 - 취득 총계가 표시됩니다.

2. POV를 정의합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3. 임시 1 시나리오에서 세전, 세금 입력 및 세율 변경 열에 취득 값을 입력합니다. 임시 2와
임시 3 시나리오에 비슷하게 값을 입력하거나 빈 상태로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세전 금액으로만 값을 입력하고 세금 입력에는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동일한 계정에 이연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마감 잔액이 마감률과
일치하도록 세율 변경을 계산합니다.

4. 저장을 눌러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양식의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5. 네비게이터 > 패키지 > 임시 차이를 누릅니다.

6. 필요한 행과 열을 확장합니다. 취득 열에 데이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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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연 세금 탭을 눌러 세금 적용 데이터와 세율 변경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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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연 세금 게시 DTNR 탭을 눌러 동일한 값을 확인합니다.

9. 네비게이터 창의 국가 법인세 준비금에서 TAR을 누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취득 세율 변경의 영향은 이연 비용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 부채로 역분개됩니다.

• 취득 및 취득 세율 변경 조정은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 부채로
시작되어야 하며 취득 총액 열에서 역분개되어야 합니다.

10. 네비게이터 창의 ETR > 국가 법인세 준비금에서 국가별 ETR을 누릅니다.

a. 이연 세금 비용 총계 행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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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율 변경 총계 행을 확장하여 세율 변경 - 취득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11. 마찬가지로 연결된 ETR 탭을 눌러 세율 변경 - 취득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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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국가 이연 법인세 작업

•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 법정 및 연결 유효 세율 작업

• IFRS에 대한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작업

국가 이연 법인세 작업
이연 법인세 양식은 이연 법인세 계산을 보는 데 사용됩니다.

Tax Reporting에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연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자산 및 부채의 장부 및
세금 기준을 계산 시 입력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Tax Reporting에서 장부와 세금 기준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 금액을 판별하기 위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 7-3    이연 법인세의 예

예: 부동산, 공장 및 장비

장부 기준 1,000,000
세금 기준 900,000
차이 (100,000)
세율 20%
이연 법인세대 (20,000)

주:

납세 용도로 가속화된 감가상각 때문에 세금 기준이 장부 기준보다 적으므로, 이연
법인세대가 늘어납니다.

이연 법인세 설정을 분류하려면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 분류를 참조하십시오.

국가별 이연 법인세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을 누릅니다.

2. 패키지를 누르고 이연 법인세를 선택합니다.

3. 모든 범주를 보려면 열 및 행 제목을 확장( )합니다.

주:

일부 범주에서는 다음 약어가 사용됩니다.

• DTNR -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 NBR - 지역 순이익 미국 관할권의 경우 이 약어는 연방세에서 공제 가능한
주세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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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제목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국가 이연 법인세 행 제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양식의 열에 있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4    국가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조정된 기초 잔액 주세,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이전 연도 조정을 연합한 이익의

기초 잔액 세금 효과를 포함한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의 세금

효과입니다.

이전 연도 순 조정 이전 연도 조정 및 이전 연도 조정 -
NBR의 합계입니다.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조정 합계가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

일시적 차이 양식의 해당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정으로

복사됩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이전 연도 조정 - NBR 연방세에 대해 지역 법인세(예:
미국 주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이전 연도 조정에 대한 지역

이연 법인세의 순이익입니다.

기초 잔액 조정 총 기초 잔액 및 이전 연도 순
조정의 합계입니다.

기초 순 잔액 총 기초 잔액 및 기초 잔액 - NBR의
합계입니다.

기초 잔액 - NBR 연방세에 대해 지역 법인세(예:
미국 주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 기초 잔액에 대한 지역(NBR)
이연 법인세의 순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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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기초 잔액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의 세금

효과입니다.

현재 연도 합계 자동화 금액 및 조정 합계입니다

자동화 금액 합계

조정 합계

발생 이익(이연 전용) 발생 이익 양식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감사 정산(이연 전용) 감사 정산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조정 합계(이연 전용) 다른 유형의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조정(이연 전용) 다른 유형의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조정 자동화(이연 전용) 법인세 준비금에서 다른 유형의

조정 자동화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이전(이연 전용) 자산/부채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이전 연도 조정(이연 전용) 이전 연도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부대 조항(이연 전용)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세금 부대

조항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세율 변경의 영향 기초 잔액 및 현재 연도 이동에

대한 세율 변경의 영향입니다.

세율 변경의 영향 - 현재 연도 합계 현재 연도 활동과 관련된 세율

변경의 세금 효과입니다.

세율 변경의 영향 - 취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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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세율 변경의 영향 - NBR 계산:
NBR 세율 변경 현재 잔액

(TRCS_NBRRCCY):
마감 잔액 = 0이면 0
마감 잔액이 <> 0이면

이연된 모든 지역 법인세, 현재

연도의 모든 이동

(TRCS_Mvmts_Subtotal) * (연도

종료 세율

(TRCS_TaxRateNoncurrentClosing)
- 현재 연도 세율

(TRCS_TaxRateCY) * -1)

세율 변경의 영향 - - RCCY 계산:
세율 변경 현재 잔액

(TRCS_RCCY):
마감 잔액 = 0이면 0
마감 잔액이 <> 0이면

일시적 차이, 현재 연도의 모든

이동(TRCS_Mvmts_Subtotal) *
(연도 종료 세율

(TRCS_TaxRateNoncurrentClosing)
- 현재 연도 세율

(TRCS_TaxRateCY) )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합계 세율의 유효 세금은 기초 잔액

총계와 관련되므로 변경됩니다.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NBR 계산:
NBR 세율 변경 기초 잔액

(TRCS_NBRRCOpening):
마감 잔액 = 0이면

이연 법인세 - 모든 지역, 조정된

기초 잔액

(FCCS_TotalOpeningBalance)
*(현재 연도 세율

(TRCS_TaxRateCY) – 기본 세율

(TRCS_TaxRatePY) ) * -1
마감 잔액이 <> 0이면

이연된 법인세 모든 지역, 조정된

기초 잔액

(FCCS_TotalOpeningBalance)
*(연도 종료 세율

(TRCS_TaxRateNoncurrentClosing)
– 기본 세율(TRCS_TaxRatePY)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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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계산:
세율 변경 기초 잔액

(TRCS_RCOpening):
마감 잔액 = 0이면

일시적 차이, 모든 지역, 조정된

기초 잔액

(FCCS_TotalOpeningBalance)
*(현재 연도 세율

(TRCS_TaxRateCY) – 기본 세율

(TRCS_TaxRatePY) )
마감 잔액이 <> 0이면

일시적 차이, 모든 지역, 조정된

기초 잔액

(FCCS_TotalOpeningBalance)
*(연도 종료 세율

(TRCS_TaxRateNoncurrentClosing)
– 기본 세율(TRCS_TaxRatePY))

지역 순이익 현재 연도 활동과 관련된 지역 이연

세금 비용 순이익의 세금

효과입니다.

총 이연 세금 비용 모든 이연 세금 비용의 합계입니다.

인수 자산 및 부채 인수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세율 변경 조정 - 취득

처분 자산/부채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총 자기자본 자기자본 조정 합계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자기자본 자동화 합계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이전 연도 자기자본 자기자본 트랜잭션 및 이익 신고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자기자본 모든 다른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되며 이연 세금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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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
현재 연도 합계

계산:
세율 변경 현재 잔액

(TRCS_RCCY):
마감 잔액 = 0이면 0
마감 잔액이 <> 0이면

일시적 차이, 현재 연도의 모든

이동(TRCS_Mvmts_Subtotal) *
(연도 종료 세율

(TRCS_TaxRateNoncurrentClosing)
- 현재 연도 세율

(TRCS_TaxRateCY) )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합계

계산:
세율 변경 기초 잔액

(TRCS_RCOpening):
마감 잔액 = 0이면

일시적 차이, 모든 지역, 조정된

기초 잔액

(FCCS_TotalOpeningBalance)
*(현재 연도 세율

(TRCS_TaxRateCY) – 기본 세율

(TRCS_TaxRatePY) )
마감 잔액이 <> 0이면

일시적 차이, 모든 지역, 조정된

기초 잔액

(FCCS_TotalOpeningBalance)
*(연도 종료 세율

(TRCS_TaxRateNoncurrentClosing)
– 기본 세율(TRCS_TaxRatePY))

총 자기자본 조정 자동화 금액 및 자기자본 조정

합계입니다.

비규정 - NBR 주세 조정으로 인한 연방 이익에서

파생된 대차대조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대차대조표 합계

환율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기초 잔액에 대한 총 통화

환산입니다.
계산:
엔티티 통화 데이터 * ( 마감 FX
세율 - 기본 FX 세율 )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현대 연도 이동에 대한 총 통화

환산입니다.
계산:
엔티티 통화 데이터 * ( 마감 FX
세율 - 평균 FX 세율 )

소유권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소유권 기초

잔액 및 소유권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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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값은 현재 세금의 소유 지분을

나타냅니다.

마감 잔액 - 세금 기초 잔액 및 현재 이동의 세금

효과 합계입니다.

마감 잔액 - 비유동 자산 순 이연 법인세 자산 및 이연

법인세 부채 합계의 세금 효과

분류입니다. 총 세금 효과가

양수이거나 자산인 경우 모든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마감 잔액 - 비유동 부채 순 이연 법인세 자산 및 이연

법인세 부채 합계의 세금 효과

분류입니다. 총 세금 효과가

음수이거나 부채인 경우 모든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부채로

분류됩니다.

국가 이연 법인세 행 제목

다음 항목은 국가 이연 법인세 양식에 표시되는 행에 나열됩니다.

표 7-5    국가 이연 법인세 행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총 일시적 차이(GAAP - 법정)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총 일시적 차이(법정 - 세금)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총 일시적 차이

총 국가 세금 손실 이연된 세금 손실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정의되며 두 개의 계정,
현재 연도 및 차기 이월이

제공됩니다.

총 국가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총 세액 공제 차기 이월 이연된 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시스템 제공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세액 공제

일반 회사 신용

고용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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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행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총 법인세 속성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서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되며 이연

법인세에 대한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이연 법인세 부대 조항

국가 법인세 속성 2

총 국가 일시적 차이, 손실, 공제

및 속성

총 가치 평가 충당금 이 범주는 필요에 따라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충당금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개의

계정, 비유동, 공제 및 세금

손실이 제공됩니다.
공제는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되고 다른 계정에 입력되는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이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분류도

제공합니다.
• 마감 - 유동 부채

• 마감 - 비유동 자산

• 마감 - 비유동 부채

가치 평가 충당금 - 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 - 세금 손실

국가 이연 법인세

총 지역 일시적 차이

총 지역 세금 손실 이 범주는 이연된 지역 세금

손실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정의되며 두 개의 계정, 현재

연도 및 차기 이월이 제공됩니다.
차기 이월은 세금 손실 양식에

연결됩니다.

총 지역 세금 손실 사전 분담

총 지역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총 지역 세금 손실 사전 분담

총 지역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사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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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행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총 지역 세액 공제 - 차기 이월 이 범주는 이연된 세금 손실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정의되며 두
개의 계정, 현재 연도 및 차기

이월이 제공됩니다. 차기 이월은

세금 손실 양식에 연결됩니다.

주 세액 공제

지역 세액 공제 2

지역 세액 공제 3

지역 법인세 속성 이 범주는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서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되며 이연

법인세에 대한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지역 법인세 속성 1

지역 법인세 속성 2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 공제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 비유동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 세금
손실

지역 이연 법인세 합계

총 이연 법인세 - 국가

총 국가 이연 법인세 - VA 없음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 분류

기본적으로 이연 법인세는 총 이연 법인세 금액(TRCS_NDefTaxNetVA)에 따라 각 일시적
차이 계정을 분류합니다.

• 총 이연 법인세가 양수인 경우(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모든 일시적 차이 계정이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총 이연 법인세 금액이 음수인 경우(0보다 작은 경우) 각 일시적 차이 계정이 비유동
부채로 분류됩니다.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하는 경우 분류 속성을 사용하여 국가 및 지역 계정을 모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시스템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TRCS_Classify_ATACCOUNT: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에 지정되는 경우 해당 마감
잔액 값에 따라 분류됩니다.

•TRCS_Classify_ASSET: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에 지정되는 경우 항상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마감 잔액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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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S_Classify_LIABILITY: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에 지정되는 경우 항상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며 해당 마감 잔액은 무시됩니다.

위의 기본 제공 분류 속성 멤버(예: 총 고정 자산) 외에도 추가 사용자정의 속성 멤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속성이 여러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에 지정된 경우 해당 계정의 총 마감
잔액에 따라 해당 사용자정의 속성이 지정된 모든 계정의 분류가 결정됩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분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차원 순으로 누릅니다.

2. 큐브에서 모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원 탭에 분류가 표시됩니다.

3. 이름에서 분류를 선택합니다.
 

 

4. 멤버 등록정보 편집: 분류(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제공 분류 속성 멤버가 표시됩니다.
•TRCS_Classify_ATACCOUNT: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에 지정되는 경우 해당 마감 잔액
값에 따라 분류됩니다.

•TRCS_Classify_ASSET: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에 지정되는 경우 항상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마감 잔액은 무시됩니다.

•TRCS_Classify_LIABILITY: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에 지정되는 경우 항상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며 해당 마감 잔액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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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정의 분류 그룹 이름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멤버 등록정보 편집: 분류(계정)에서 1차 하위 추가 아이콘( )을 누릅니다.

b. 1차 하위 추가 대화상자에서 추가할 멤버 수를 입력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상위
멤버는 분류로 표시됩니다.

c. 사용자정의 분류 그룹의 멤버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d. 선택사항: 별명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차원, 계정 순으로 누릅니다.

7. 멤버 등록정보 편집: 계정 화면에서 멤버 이름으로 이동한 후 각 열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필요한 분류 그룹을 구성합니다.
 

 

8. 분류 열로 스크롤하여 멤버와 연계될 레벨 0 일시적 차이 계정(기본값 또는 사용자정의)
을 선택합니다.

9. 분류 열에서 적절한 분류 그룹 이름을 선택하고 계정에 지정합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11. 분류 그룹을 지정한 후 작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선택합니다.

12. 홈 페이지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 법인세 준비금 또는 지역 법인세 준비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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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14. 홈 페이지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 법인세 준비금 또는 지역 법인세 준비금을 선택한 후 패키지,
일시적 차이 보고서 순으로 선택합니다.

15. 총 일시적 차이 계정을 강조 표시하고 보고서 맨 오른쪽의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열로
스크롤하여 마감 잔액을 확인합니다.

16. 패키지 탭에서 이연 법인세 보고서를 선택하여 구성에 따른 이연 법인세 자산 및 이연 법인세
부채 분류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17. 홈 페이지에서 TAR(세금 계정 이월 보고서)을 누르고 총 이연 법인세에서 구성에 따른 이연
법인세 자산 및 이연 법인세 부채 분류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IFRS에 대한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작업

IFRS 보고 표준인 경우에만 Tax Reporting에서 세금 관련 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액을 P&L 금액 또는 비P&L 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음수 값이어야
합니다.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양식에는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이전의 이연 법인세액과 조정된
이월 금액이 포함됩니다. 개별 일시적 차이 계정마다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이월의 영향은 이연 법인세 이후 DTN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RS에 대한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이 옵션은 지역별 세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다음 양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 ETR 아래의 연결 DTNR 및 국가(법정) ETR 스케줄에는 이연 법인세 비용 합계 아래에 "DTNR
현재 연도 P&L 합계"가 포함되므로 인식 취소된 부분의 세금 합계가 공제로 표시됩니다.

• TAR 아래의 스케줄에는 인식 취소된 금액을 표시하도록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P&L 및
비P&L 행이 포함됩니다.

모든 범주를 보려면 열 제목( )을 확장합니다.

이 양식의 열에 있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6    국가별 DTNR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마감 잔액 주세,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이전 연도 조정을 연합한 이익의

기초 잔액 세금 효과를 포함한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초 잔액 - DTNR 기초 잔액에 대한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입니다.

DTNR 현재 연도 P&L 합계 현재 연도의 P&L 합계에 대한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입니다.

DTNR 현재 연도 P&L

DTNR 현재 연도 관련 P&L 현재 연도의 P&L에 대해 사용된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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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계속) 국가별 DTNR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DTNR 현재 연도 비P&L 합계 DTNR 현재 연도 비P&L

DTNR 현재 연도 관련 비P&L

외화 환율 - DTNR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잔액의 외화 환율입니다.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DTNR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기초 잔액의 외화 환율입니다.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DTNR 현재 연도에 대한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잔액의 외화

환율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값은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기초 잔액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값은 현재 연도의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 이동 소유권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기초 잔액의 소유권입니다.

마감 잔액 DTNR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의 마감 잔액입니다. 이 값은 항상

음수 값입니다.

마감 잔액 포함 DTNR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및 모든 조정이 포함된 마감

잔액입니다.

IFRS에 대한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작업

IFRS 보고 표준인 경우에만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양식에 이연 법인세의 금액, 세부정보
및 이동이 표시됩니다. 이연 법인세 이월은 DTNR과 결합된 기준에서 표시됩니다.

모든 범주를 보려면 열 제목( )을 확장합니다.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순으로 누릅니다.

2. 이연 법인세 이후 DTNR의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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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의 열에 있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7    국가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조정된 기초 잔액

주세,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이전 연도 조정을

연합한 이익의 기초 잔액 세금 효과를 포함한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초 순 잔액

기초 잔액에 대한 DTNR(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입니다.

기초 잔액

기초 잔액 - NBR

기초 잔액 - DTNR

이전 연도 순 조정

기초 잔액 조정

이전 연도 조정 - NBR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현재 연도 합계

자동화 금액 합계

조정 합계

발생 이익(이연 전용)

감사 정산(이연 전용)

기타 조정 합계(이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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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감사 정산(이연 전용)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

기타 조정(이연 전용)

이전(이연 전용)

이전 연도 조정(이연 전용)

부대 조항(이연 전용)

세율 변경의 영향

세율 변경의 영향 - 현재 연도 합계

세율 변경의 영향 - RCCY

세율 변경의 영향 - NBR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합계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NBR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세율 변경의 영향 - 취득 합계

지역 순이익

DTNR 현재 연도 P&L 합계

DTNR 현재 연도 관련 P&L

총 이연 세금 비용

인수

세율 변경 조정 - 취득

처분

총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동화 합계

자기자본 조정 합계

이전 연도 자기자본

기타 자기자본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합계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 현재 연도 합계

총 자기자본 조정

비규정 - NBR

DTNR 현재 연도 비P&L 합계

DTNR 현재 연도 관련 비P&L

DTNR 현재 연도 비P&L

총 대차대조표 이동

총 외화 환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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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계속) 국가 이연 법인세 이후 DTNR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합계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합계

마감 잔액(세금)

마감 잔액(비유동 자산)

마감 잔액(비유동 부채)

구성 가능한 이연 이동 멤버 작업
이동 차원은 계정의 이동 세부정보를 캡처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데이터를 이동할 이동
차원의 멤버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면 초기 설정된 멤버가 있는 이동 차원이
기본적으로 생성되고, 사용하도록 설정한 기능에 따라 시스템 멤버가 선택적으로 추가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의 초기 설정 차원 멤버을 참조하십시오.

이동 차원 아래에 추가 사용자 정의 멤버를 생성하여 해당 멤버에 대한 연결 및 환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이동 차원 계층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를 참조하여 이연 이동 멤버에 대한 열을 새로 추가하십시오.

1. 네비게이터→ 생성 및 관리 → 차원 → 이동으로 이동합니다.

2. TRCS_CYDTNRTotal(P&L 섹션) 아래에 IntercompanyTransfers 멤버를 생성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의 멤버 추가 또는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3. IntercompanyTransfers 아래에 IntercompanyTransfers1 및 IntercompanyTransfers2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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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CS_NPDTNRTotal(대차대조표 합계) 아래에 AcquisitionsManual 멤버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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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6. TRCS_TempDiffCYTotal 및 TRCS_TempDiffCYTotalTR 아래에
IntercompanyTransfers의 공유 멤버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TRCS_TempDiffNPTotal, TRCS_RegionalNPTotal 및 TRCS_NPTotal 아래에
AcquisionsManual의 공유 멤버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TRCS_CYDTNRTotal 아래에 있는 새로 생성된 멤버의 공유 멤버

TRCS_NPDTNRTotal 아래에 있는 새로 생성된 멤버의 공유 멤버

Note:

TRCS_CYDTNRTotal 및 TRCS_NPDTNRTotal 계층 안 또는 밖으로 멤버를 이동
(잘라내어 붙여넣기)하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새로 생성된 구성 가능한
이연 이동 멤버를 생성/삭제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관리 의 멤버 삭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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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CS_DefTaxETRTotal 아래에 내부거래 이전의 해당 ETR 계정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VA 계정은 TRCS_VAETRTotal 아래에 생성됩니다.

Note:

이동 멤버의 해당 ETR 및 VA 계정은 TRCS_CYDTNRTotal 아래에만
생성됩니다.

8. 일시적 차이 양식을 열고 IntercompanyTransfers 열을 확장합니다.
IntercompanyTransfers1 및 IntercompanyTransfers2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저장합니다.

9. 일시적 차이 양식에 AcquisitionsManual 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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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시적 차이 양식에 가치 평가 충당금 증감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저장합니다.

11. 예를 들어 엔티티 몬트리올(CAD)에 대한 세율을 확인합니다. 현재 연도 현재 세율은 40%이고
현재 연도 지역 법인세 분담은 5%입니다.

12. 일시적 차이를 선택하고 연결(작업 → 연결)을 실행합니다.

13. 이연 법인세를 누릅니다. 이연 법인세 양식에서 IntercompanyTransfers,
AcquisitionManual 및 가치 평가 충당금 증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IntercompanyTransfers, AcquisitionManual,가치 평가 충당금 증감에 대한 계산된 값을 보여
줍니다. 아래 예에서는 1000의 40%인 400이며 다른 값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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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9000(AcquisitionManual에 대해 입력한 값)의 40%인 3,600입니다.

공제 및 세금 손실에 대한 가치 평가 충당금은 비과세지만 가치 평가 충당금 - 비유동은
과세입니다. 가치 평가 충당금 - 비유동은 5000의 40%인 2000입니다.

14. ETR을 눌러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15. 연결 ETR 및 연결 ETR IFRS 양식의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연결 유효 세율 입력 및 
연결 ETR IFRS 개요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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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TR 양식

IntercompanyTransfers의 계산된 값 -4000(10,000의 40% 음수 값)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 증감에서 음수 값 -2400(400+5000의 40%)을 확인합니다.

연결 ETR IFRS 양식

모든 국세의 계산된 값 -4000 및 모든 지역 법인세의 계산된 값 -100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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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_Blended의 현재 연도 세율은 10%이고, 현재 연도 지역 분담 세율은 5%이므로
계산은 10,000*10%*5%=50입니다.

모든 지역에 적용되므로 50+50=100입니다.

16. 세율 변경 합계를 확인합니다. 이연 법인세 양식에 있는 국가 VA가 없는 이연 법인세
합계 계정에 대한 세율 변경의 영향 - 현재 연도 합계는 연결 ETR 양식에 있는 세율 변경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 예에서 이연 법인세 및 연결 ETR 양식의 계산된 값
(14398)을 확인합니다. 국가 이연 법인세 작업 및 연결 유효 세율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이연 법인세 양식

연결 ETR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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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총 세금 검증 양식을 확인합니다. 라이브러리→검증→총 세금으로 이동합니다. 차이 값이 0인
것을 확인합니다.

18. 이제 지역별 양식에서 지역별 일시적 차이 양식에 IntercompanyTransfers1(MACRS – 연방
역분개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저장합니다. 지역 일시적 차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19. 예를 들어 엔티티 몬트리올(CAD)에 대한 세율을 확인합니다. CA 혼합의 현재 연도 세율은
10%이고 현재 연도 지역 법인세 분담은 5%입니다. 지역 세율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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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역별 이연 법인세 양식을 확인합니다. 계산된 값은 5000*10%*5%인 25입니다. 지역
이연 법인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1. 지역별 ETR 양식을 확인합니다. 지역 법정 유효 세율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2. 지역별 총 세금 검증 양식을 확인합니다. 라이브러리→검증→지역별 총 세금으로
이동합니다. 차이 값이 0인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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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성 이연 이동에 대한 세금 자동화 지원

세금 자동화를 사용하여 장부 데이터/고정 자산 데이터를 새로 구성된 이연 이동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이연 이동 멤버를 추가한 후에는 이동 멤버 작성 기능을 사용하여 세금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구성된 이연 이동을 세금 자동화 타겟 이동으로 지정합니다. 사용자정의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정의 이연 이동과 속성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자동화 양식에
사용자정의 이연 이동을 세금 자동화 타겟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용가능한 세금 자동화 논리(즉, 추출/이동/압축/연기준/연기준 해제)를 지정합니다.

구성된 이연 이동의 경우 이전 연도/국가별 조정 세금 자동화 규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성 가능한 이연 이동 멤버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사용 사례

아래 예제에서는 세금 자동화가 지원되는 구성된 이연 이동 "PYAutomated"를 생성합니다.

1. 네비게이터→ 생성 및 관리 → 차원 → 이동으로 이동합니다.

2. TRCS_CYDTNRTOTAL 아래에 1차 하위 멤버 두 개를 생성합니다. 이름(PYAutomated(세금
자동화용) 및 PYnoAuto(데이터 입력용)) 및 별칭을 입력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에서 멤버
추가 또는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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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성 값으로 탭을 전환하여 새 속성 TaxAutoTargetMovement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추가(>) 아이콘을 눌러 TaxAutoTargetMovement를 지정합니다.

속성이 이동 멤버에 지정되었습니다. PYnoAuto는 데이터 입력용이므로 속성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Note:

이동 멤버는 자동화된 이동이거나 데이터 입력용일 수 있습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6.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7. 구성 카드로 이동합니다.

8. 세금 자동화를 누릅니다.

9. 글로벌 규칙 탭을 누릅니다. 이제 세금 자동화 양식에 "PYAutomated"가 세금 자동화
타겟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거주지 규칙, 엔티티 규칙, 지역별 세금 자동화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예제에 적용된 논리는 "연기준"입니다.

7장
구성 가능한 이연 이동 멤버 작업

7-50



10. 규칙을 저장하고 연결을 실행합니다.

11. 장부 양식을 열어 값을 확인합니다. 홈 페이지 -> 라이브러리 -> 장부 데이터 순으로
이동합니다.

연기준 값은 P1value *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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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예제에서는 연기준 값이 일시적 차이 양식의 20,000*12=240,000입니다.

12. 일시적 차이 양식을 엽니다.

13. 장부 계정의 추출 값으로 채워진 "PYAutomated" 열을 확인합니다. 두 개의 열
PYAutomated 및 PYnoAuto(자동화 사용 안함)가 있습니다. PYAutomated는 자동화로
태그가 지정되었고 세금 자동화에만 사용되므로 읽기 전용 열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PYnoAuto는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을 조정할 수 있는 편집가능한 열입니다.

이 예제에서 240,000은 연기준 추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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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YAutomated 이동의 세금 자동화 타겟 이동 속성을 제거하고(차원 > 이동 멤버 >
멤버 선택 > 속성 값 > 제거)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실행하면 연계된 규칙이
무효화되고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멤버에서 세금 자동화 타겟 이동 속성을 제거하기 전에 이동 멤버의 연계된 세금
자동화 규칙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세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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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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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세율 유형

세율 유형 설명

이전 연도 당기 법인세율 이전 연도의 국가 법정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정보용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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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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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입력

세율 양식에는 시스템에서 특정 엔티티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준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국가 및
지역 세율과 분담률이 있습니다.

세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에서 세율 탭을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멤버 편집( )을 누르고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 차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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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활성 지역 플래그 열에서 활성을 선택하여 선택된 엔티티 멤버의 해당 지역에 대해 법인세
준비금 계산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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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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역 상위 세금 계산

세금 계산을 상위 레벨에서 상위 세율을 사용하여 실행하거나 엔티티 기준 레벨에서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위 세금 계산은 단일 및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 희소 및
밀집 성능 설정 모두에 대해 작동합니다. 상위 세금 계산은 연결 큐브에만 적용됩니다.

주:

CbCR에 대해서는 상위 세금 계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세 계산에서는 서로 다른 레벨의 서로 다른 거주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법인세
계산에서는 해당 지역 상위 아래의 모든 1차 하위에 상위와 동일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위 세금 계산은 여러 상위 계층에서 사용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SDM 및 FDM 데이터를
상위 멤버에 직접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상위 엔티티 세금 계산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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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르고 생성 및 관리, 차원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차원] 탭의 차원에서 엔티티 차원을 선택합니다.

3. 엔티티에서 세금 계산을 사용으로 설정할 상위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위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4. 편집( )을 누릅니다.

5. 멤버 등록정보 탭에서 상위 엔티티에 대한 다음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위 엔티티에 대해 상위 레벨 엔티티 입력 허용 옵션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 저장영역을 공유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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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성 값 탭을 누르고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상위 엔티티에 대해 TaxCalcYes 속성을 선택합니다.

• 세금 계산이 필요한 상위 엔티티에서 거주지 속성을 설정합니다.

• 지역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만 지역 공제를 지정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8. 필요에 따라 상위 엔티티에 1차 하위 멤버를 추가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지역 상위 세금
계산의 경우 1차 하위 엔티티에 상위 엔티티와 동일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9. [차원] 탭에서 작업,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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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또는 지역 법인세 준비금을 누르고 패키지, 세율 탭 순으로
누릅니다.

11. POV의 엔티티에서 상위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12. 상위 엔티티(예: 미국)에 적합한 거주지의 세율을 입력합니다. 부적합한 거주지는 숨겨집니다.

국가의 경우 각 1차 하위에 대해 다음 세율을 입력합니다.

• 이전 연도 당기 법인세율(이전 연도에서 롤오버됨)

• 현재 연도 당기 법인세율

• 기초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이전 연도에서 롤오버됨)

•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지역의 경우 각 1차 하위에 대해 다음 세율을 입력합니다.

• 기초 지역 법인세 분담(이전 연도에서 롤오버됨)

• 현재 연도 지역 법인세 분담

• 마감 지역 법인세 분담

• 활성 지역 플래그에서 엔티티 1차 하위마다 활성을 선택하여 데이터가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합니다.

13. 저장을 누릅니다.

14.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또는 지역 법인세 준비금을 누르고 패키지, 당기 준비금
순으로 누릅니다.

15. 편집( )을 누르고 POV를 설정합니다.

• 엔티티는 상위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 연결은 엔티티 합계를 선택합니다.

16. 기본 엔티티 또는 상위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17. 상위 레벨에서 연결합니다. 기본 세전 데이터는 상위로 롤업되며 상위에 대해 설정된 세율에
따라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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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택사항: 필요에 따라 상위 엔티티에 대해 세금 자동화 규칙을 생성합니다.

19. 선택사항: 상위 세금 계산에 대한 롤오버를 준비합니다. 상위 세금 사용 엔티티에는 다음
롤오버 규칙이 지원됩니다.

• 세금 자동화 규칙

• 세율

• FX 환율

• 세금 손실/세액 공제 YOE

국가 FX 환율 작업
FX 환율(외화 환율)은 두 통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값을 정의합니다. 환율 값을 소수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통화가 동일한 모든 기본 및 상위 엔티티에 대해 FX 환율을 적용하거나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마다 다른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통화 안에서도 엔티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의 경우 뉴욕, 로스앤젤레스 및 시카고에 대한 엔티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FX 환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FX 환율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 CbCR FX 환율관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CR FX 대체 환율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주:

CbCR FX 환율에 대한 별도의 환율 입력 양식은 없습니다. FX 환율 단일
기간 및 FX 환율 전체 연도에 입력된 환율은 CbCR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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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에서 외국 통화 환산율
구성.

FX 환율 단일 기간

[FX 환율 단일 기간] 화면에서는 지정된 기간 동안 선택한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에 대해
사용가능한 모든 통화의 평균 및 기말 FX 환율을 입력합니다.

단일 기간에 대한 FX 환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입력] 화면에서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 FX 환율 단일 기간을 누릅니다.
 

 

3. [편집] 아이콘 을 눌러 POV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통화를 입력하려는 기간

• 연도

• 시나리오

• 엔티티(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

4. 애플리케이션 통화 열 누릅니다. 양식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통화가
표시됩니다.

5. 필요한 통화가 포함된 행을 선택한 후 평균 환율 및 종료 환율 값을 소수점 단위의 백분율로
입력합니다(예: 1.00 또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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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사항: 이 기간에 사용되는 각 통화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모든 큐브에서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FX 환율 전체 연도

[FX 환율 전체 연도] 화면에서는 선택한 통화에 대한 FX 평균/마감 환율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 연도의 각 기간에 대한 POV를 입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화가 표시됩니다.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를
선택하는 경우 연계된 통화에 대한 특정 환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단일
통화에 대해 엔티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예: CAD의 경우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전체 연도에 대한 FX 환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입력] 화면에서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 FX 환율 전체 연도를 누릅니다.
 

 

3. [편집] 아이콘 을 눌러 통화 및 POV를 선택합니다.

• 통화 - 1년 동안의 각 기간에 대한 통화를 선택합니다.

• 연도

• 시나리오

• 엔티티(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

4. 선택한 엔티티에 대한 통화가 포함된 행을 선택합니다.

5. 선택한 기간에서 평균 환율 및 종료 환율 값을 입력합니다. 환율이 소수점 단위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예: 1.00 또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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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사항: 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각 통화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모든 큐브에서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FX 환율 검토

이 읽기 전용 형식을 사용하여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FX 환율(외화 환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값은 소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각 통화의 경우 기간마다 다음 환율이 표시됩니다.

• FX 환율 - 기초

• FX 환율 - 종료

• FX 환율 - 평균

모든 환율을 수정하려면 [구성] 페이지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FX 환율로 이동해야 합니다.

 

 
FX 환율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X 환율 화면을 보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FX 환율 순으로 선택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양식, 세금 관리, FX 환율 검토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환율을 수정하려면 다음 위치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세금 관리 순으로 선택하고 FX 환율 양식 중 하나를 직접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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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하고 환율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FX 환율 단일 기간 양식을 엽니다.

NIBT FX 대체 환율 입력

NIBT에 적용된 평균 FX 환율을 대체하여 필요한 경우 연결 시스템의 환산된 NIBT에
연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NIBT FX 환율은 연결 큐브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NIBT 대체 환율과 평균 환율 * NIBT 간의 차이는 현재 조항의 영구적 차이이자 연결 및 법정
유효 세율 조정으로 분류됩니다.

NIBT 대체가 작동하려면 계정 차원에서 다음 사용자정의 속성을 둘 다 정의해야 합니다.

• TRCS_NIBT Override Rate Accounts - 사용자는 이 사용자정의 속성을 사용하여
TRCS_NIBT Adjusted 계층의 기준에 환율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TRCS_NIBT Override Rate Accounts 계층 아래에 생성된 멤버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멤버 기반 사용자정의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NIBT 대체 환율 계정 하나가 TRCS_NIBT Override Rate Accounts
아래에 생성됩니다.

• NIBT FX 대체 차이 계정 - 사용자는 이 사용자정의 속성을 사용하여 FX 차이(즉, NIBT
대체 환율과 FX 평균 환율 간의 차액)를 게시할 영구적 차이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NIBT FX 대체 계정 사용자정의 속성이 지정된 멤버(즉, TRCS_NIBT
Adjusted의 기준)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은 TRCS_PERMGSTOTAL 및 TRCS_PERMSTTOTAL 계층 아래에 생성된
멤버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계층 기반 사용자정의 속성입니다.

FX 대체 차이는 환산된 통화로 게시됩니다.

모든 보고서 및 선택한 데이터 양식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통화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 엔티티 통화(현지 통화)

• 보고 통화

NIBT FX 환율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비게이터에서 차원, 계정 순으로 선택합니다.

2. TRCS_TaxAccounts, TRCS_NIBTLS, TRCS_NIBTAdjusted 순으로 확장합니다.
사전 초기 설정된 멤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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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툴바에서 [편집] 을 누른 후에 [멤버 편집] 화면에서 속성 값을 누릅니다.

4. NIBT FX 대체 계정 및 NIBT FX 대체 차이 계정에서 지정된 환율에 대해 환산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각 계정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 추가,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각 차이 계정이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하지 않으면 다른 차이 계정을 덮어씁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대체 계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구성에 대해 특정 차이 계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

차이 계정에 자동화된 세금 또는 조정을 게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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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을 선택하고 양식 아래의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에 NIBT FX
환율 대체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시나리오, 연도 및 엔티티(기본 또는 상위)가 표시되고, 환율 계정(NIBT 대체
환율) 및 사용가능한 모든 입력 통화가 표시됩니다.

 

 

6. [엔티티 통화]에 대해 선택한 기간의 NIBT 대체 환율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7. 홈 페이지에서 국세 조항, 패키지, 현재 조항 순으로 선택하여 양식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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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OV를 엔티티 통화로 설정하여 NIBT에 대한 통화 데이터의 값을 표시한 후에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영구적 차이(GAAP - 법정) 또는 영구적 차이(법정 - 세금)에서 선택한 멤버는 차액을 환산된
통화로 게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엔티티 통화 아래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보려면 환산된 통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9. 편집에서 보고 통화를 선택합니다.

10. 작업에서 환산을 선택합니다.
NIBT 대체 환율을 사용하여 값이 환산됩니다.

11. 현재 조항 보고서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가중 평균 기능 사용

애플리케이션 생성 중에 또는 이후에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되면 FX 환율 계산된 가중 평균 양식이
생성됩니다.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Oracle Tax Reporting Cloud 관리 가이드의 다음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계정 차원의 환율, TRCS_Weighted Average Rates 아래에 다음 항목이

생성됩니다.

• TRCS_Weighted Average FX Rate Calc
• TRCS_Weighted Average FX Rate Override
• TRCS_NIBT Weighted Average FX Rate Calc
• TRCS_NIBT Weighted Average FX Rate Override
• TRCS_TotalTaxExpenseNIBT
FX 환율 계산된 가중 평균 및 TRCS_NIBT FX 환율 대체 - WAR 양식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우선순위부터 가장 높은 우선순위까지 NIBT 계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7-9    FX 환율 우선순위

우선순위 FX 환율 유형

가장 낮은 우선순위 글로벌 평균 FX 환율

엔티티 평균 FX 환율

계산된 가중 평균 FX 환율 - 세금 비용

가중 평균 FX 환율 대체 - 세금 비용

NIBT FX 환율 대체 - NIBT 세금 계정만 해당

NIBT의 계산된 가중 평균 FX 환율

NIBT의 가중 평균 FX 환율 대체 - 사용자 입력별

가장 높은 우선순위 과거 금액/환율 대체 - 세금/장부 계정만 해당

계정/DS/이동/MG/제품별 과거 금액/환율 대체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NIBT 계정에 대한 가중 평균 FX 환율 대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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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 및 장부 계정에 대한 가중 평균 FX 환율 대체 계산.

NIBT 계정에 대한 가중 평균 FX 환율 대체 계산

이 옵션을 사용하면 특히 NIBT 계정에 대해 가중 평균 FX 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
통화에 대한 NIBT 환산 금액을 입력하면 가중 평균 FX 환율이 계산됩니다. NIBT에 대해
계산된 가중 평균 환율은 TRCS_NIBT 세금 계정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가중 평균
FX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NIBT FX 환율은 연결 큐브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NIBT FX 대체 환율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하지 않으면 NIBT WA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NIBT 대체 환율과 평균 환율 *
NIBT 간의 차이는 현재 조항의 영구적 차이이자 연결 및 법정 유효 세율 조정으로
분류됩니다.

NIBT 계정에 대해서만 가중 평균 FX 환율을 계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르고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2. [차원] 탭에서 계정 차원을 선택하고 TRCS_TaxAccounts를 확장하여 TRCS_NIBT
멤버를 선택합니다.
 

 

3. 작업 툴바에서 편집( )을 눌러 멤버 편집 화면을 열고 속성 값을 누릅니다.

4. 속성 값 탭에서 다음 속성을 선택하고 추가,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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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BT FX 대체 계정

• NIBT FX 대체 차이 계정

주:

엔티티 통화의 데이터가 차이 계정에 없어야 합니다. 환산된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5.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양식, 세금 관리, TRCS_NIBT FX 환율 대체 - WAR 양식 순으로
선택합니다.

6. TRCS_NIBT FX 환율 대체 - WAR 양식에서 POV를 선택합니다. NIBT의 엔티티 통화는 연결
후에 당기 준비금 보고서의 NIBT 소스에서 가져옵니다.

주:

엔티티 통화에 대해 표시되는 금액은 POV에서 선택한 해당 통화 아래에도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가 CAD 통화를 사용하는 몬트리올에 있으면 동일한
금액이 CAD에 대해 표시되며 계산된 가중 평균 FX 환율이 1로 표시됩니다. 다른
입력된 통화는 해당 통화에 대해 계산된 가중 평균 FX 환율을 표시합니다.

7. 선택사항: 환산된 금액을 USD 또는 EUR과 같은 해당 통화로 로드합니다.
 

 

8. 계산된 NIBT 가중 평균 FX 환율 열에 각 통화의 파생 환율이 표시됩니다. 계산된 환율은 NIBT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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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선택하고 당기 준비금 탭을 선택하여
보고서에 대해 연결 을 실행합니다.

10. POV를 엔티티 통화로 설정합니다.

11. 당기 준비금 보고서의 합계 열에는 환산된 값이 표시됩니다. 세전 순이익 계정 아래
Perm 3 - XXXXX 계정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POV에서는 통화를 환산된 값을 볼
각각의 통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 및 장부 계정에 대한 가중 평균 FX 환율 대체 계산

소스 계정을 선택하여 세금 및 장부 계정에 대해 가중 평균 환율을 계산합니다. 이 환율은
해당 시간 균형이 플로우인 모든 계정에 적용됩니다.

계산된 가중 평균 FX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중 평균 환율은 기본 및 상위 엔티티 둘 다에 사용할 수 있으나, 상위 엔티티의 경우
등록정보에서 상위 데이터 입력을 허용해야 합니다.

세금 및 장부 계정에 대한 가중 평균 FX 환율을 계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르고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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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 탭에서 계정 차원을 선택하고 FCCS_Income Statement를 확장하여 가중 평균 FX
환율을 계산하는 데 소스로 사용할 계정(예: 40001)을 선택합니다.
 

 

3. 작업 툴바에서 편집( )을 눌러 멤버 편집 화면을 열고 속성 값 탭을 누릅니다.

4. 속성 값 탭에서 WARExpSrcAccount 속성을 선택하고 추가, 저장 순으로 누릅니다. 이
작업은 가중 평균 환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법인세 비용 계정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여 여러 장부 계정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양식, 세금 관리, FX 환율 계산된 가중 평균 양식 순으로
선택합니다.

6. FX 환율 계산된 가중 평균 양식에서 POV를 선택합니다. 총 법인세 비용/NIBT에서 엔티티
통화는 연결 후에 당기 준비금 보고서에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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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엔티티 통화에 대해 표시되는 금액은 POV에서 선택한 해당 통화 아래에도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가 CAD 통화를 사용하는 몬트리올에 있으면
동일한 금액이 CAD에 대해 표시되며 계산된 가중 평균 FX 환율이 1로
표시됩니다. 다른 입력된 통화는 해당 통화에 대해 계산된 가중 평균 FX
환율을 표시합니다.

7. 선택사항: 환산된 금액을 USD 또는 EUR과 같은 해당 통화로 로드합니다.
 

 

8. 계산된 가중 평균 FX 환율 열에 각 통화의 파생 환율이 표시됩니다. 계산된 환율은 NIBT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9.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순으로 선택하고 당기 준비금 탭을 선택하여
보고서에 대해 연결 을 실행합니다.

10. POV를 엔티티 통화로 설정합니다.

11. 당기 준비금 보고서의 합계 열에는 환산된 값이 표시됩니다. 세전 순이익 계정 아래
Perm 3 - XXXXX 계정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POV에서는 통화를 환산된 값을 볼
각각의 통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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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계정에 대한 외화 환율 및 금액 대체 입력

환율 및 금액을 대체하도록 과거 계정의 멤버 등록정보를 편집하여 과거 장부 계정의 환율 및 금액
대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과거 환율이 필요한 계정에 대해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현재 기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환율 대체 - 통화 환산 중 현재 기간 환율 대신 과거 환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계정
환율 대체는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 계정 멤버 계층 아래 계정인 장부 계정에만
사용됩니다.

• 과거 금액 대체 - 현재 기간 환산 값에 대해 과거 환산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화
환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 환율 및 금액은 연결 큐브에 저장됩니다. 과거 계정의 대체 환율을 로드하는 경우 환율 큐브가
아닌 연결 큐브로 로드해야 합니다.

선택한 환율 유형에 따라 계정의 과거 환율 또는 금액 대체를 선택하는 경우 계정이 자동으로
FCCS_Historical 계정 계층에 공유 멤버로 추가됩니다. FCCS_Historical 계정의 기준 레벨 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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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입력에 사용되는 FX 환율 대체 양식에 표시됩니다. Oracle Tax Reporting Cloud의
과거 환율이 모든 이동 멤버에 적용됩니다.

다음 비디오를 확인해보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에 과거 계정에 대한 외화 환율
및 금액 대체 구성.

과거 외화 환율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요, 차원 순으로 누릅니다.

2. 계정, 멤버 등록정보 편집 탭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멤버 이름에서 FCCS_Balance Sheet를 확장하고 과거 외화 환율 또는 금액을 적용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4. 환율 유형 열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환율 유형을 선택합니다.

• 과거 환율 대체

• 과거 금액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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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본적으로 사용가능 열에 대해 기본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며 선택한 적절한 열만
표시됩니다. 환율 유형 열이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모든 등록정보 열이
표시되도록 기본 모드를 설정 해제해야 합니다.

a. 열 머리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사용가능한 열 목록을
표시합니다.

b. 목록 맨아래로 스크롤해서 기본 모드를 선택취소하여 모든 열을 추가합니다.

c. 환율 유형 열을 찾아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저장,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6.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차원 탭에서 새로고침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7.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르고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 FX 환율 대체 양식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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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OV에서 과거 환율 또는 금액을 추가할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FCCS_Historical 계정 계층의 모든 계정이 표시됩니다.

주:

선택한 환율 또는 금액 대체와 연계된 열만 데이터 입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환율 대체 계정을 선택하는 경우 환율 대체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 대체를 입력하려면 과거 금액 대체 계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9. 선택사항: 과거 환율 대체 계정의 경우 환율 대체 열 아래에 POV의 엔티티 기준
통화에서 행의 통화로 환산할 각 기간의 과거 환율을 입력합니다. 비율은 백분율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85를 입력합니다.

10. 선택사항: 과거 금액 대체의 경우 금액 대체 열 아래에 각 기간의 계정에 사용할 환산
값을 입력합니다.

11. 저장을 누릅니다.

주:

삼각 분할과 관련이 없으므로 대체 환율 및 금액을 입력한 후 환율 계산
규칙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계정의 금액 대체 및 환율 대체 작업

관련 항목:

• 금액 대체 및 환율 대체 사용

• 대체 양식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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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또는 세금 계정에 FX 환율 계정 적용

• 세금 계정에 금액 또는 환율 대체 적용

• 금액 및 환율 FX 대체 마이그레이션 후 사용자정의 아티팩트 업데이트

Note:

다음 계정에서는 FX 환율/금액 대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TAR 계정(이연 법인세 스케줄 및 TAR 비교 시 환산된 숫자가 일치하지 않음)

• BVT/보충 계정(손실/공제 세부정보/고정 자산/현재 미지급 세금)

• CbCR 계정

가중 평균 기능 사용의 FX 환율 우선순위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금액 대체 및 환율 대체 사용

관련 항목:

• 대체 변수 사용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대체 변수 사용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대체 변수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툴에서 변수를 선택합니다.

3. 대체 변수로 전환하고 추가(+ 아이콘)를 누릅니다.

4. 변수를 추가하려면 다음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의 대체 변수 생성 참조).

• 큐브: 연결

• 변수 이름: FxOverrideByConsolidationDimensionMembers

• 값: true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성 카드 아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사용하여 기존 NIBT FX 환율 대체/NIBT WAR 및 비용 WAR 데이터를 새
연결 멤버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면 연결 차원의 다음 교차점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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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CS_NIBT Override Rate Accounts의 1차 하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 TRCS_NIBT Weighted Average FX Rate Override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Amount override로

• TRCS_NIBT Weighted Average FX Rate Calc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 TRCS_Weighted Average FX Rate Override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Amount override로

• TRCS_Weighted Average FX Rate Calc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 구성을 선택합니다.

3. NIBT FX 환율, NIBT WAR 및 비용 WAR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누릅니다.

4. NIBT FX 대체 환율, NIBT WAR 및 비용 WAR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상자를
선택합니다.

5.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 양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Note:

• 기능 플래그가 true인 경우 NIBT FX 환율 대체/NIBT WAR 및 경비 WAR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연결에 실패합니다.

• 엔티티는 사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태스크 중 장부 계정에 대한 과거 FX 금액/환율 대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

대체 양식 액세스

이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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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관리 폴더를 선택합니다.

4. 세금 관리 아래의 FX 환율 폴더를 선택합니다. 모든 환율 양식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부 또는 세금 계정에 FX 환율 계정 적용

관련 항목:

• FX 환율 대체 계정 설정

• FX 환율 - 글로벌 계정 대체 양식 작업

FX 환율 대체 계정 설정

이 기능을 사용하여 FX 환율 대체 계정에 대해 입력한 환율이 지정된 계정에 적용되도록 계정에 FX
환율(외화 환율) 대체 계정이 지정되도록 합니다. 사용자정의 속성 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
(장부 또는 세금 계정에 대해 FX 환율 계정을 구성하도록 생성)를 사용하여 기본 계정에 환율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는 멤버 기반 사용자정의 속성이며
TRCS_FX Rates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 계층 아래에 생성된 멤버를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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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제에서는 일시적 차이 계정(예: ARO)에 대해 FX 환율 대체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차원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의 계정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2. 계정을 누릅니다.

3. 환율 계층을 확장합니다.

4. 멤버 등록정보 편집: 계정 창이 열립니다.

5. TRCS_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 계층을 선택합니다.

6. TRCS_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 계층 아래에 계정을 생성하고 FX Rate –
ARO로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7. 일시적 차이 계정 TempST0002(ARO)를 선택하고, 편집
(

) 아이콘을 누르고,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8. 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를 확장하고, FX 환율 - ARO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9. 나열된 FX 환율 ARO 계층 아래 생성한 계정이 표시됩니다. 또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FX 환율 계정 목록을 새로고칩니다.

10.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을 실행합니다.

11. 라이브러리로 이동 → 세금 관리 확장 → FX 환율 폴더로 이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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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RCS_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 양식을 엽니다.

13. 기간의 FX 환율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14. 연결/환산을 실행하여 TempST0002(ARO) 계정에 FX 환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Note:

• FX 환율 – ARO 계정(위의 예)에 대해 입력한 FX 환율을 사용하여 TempST002
계정/모든 이동을 환산합니다. 기초 잔액 멤버, 기초 잔액 조정 멤버 및 세금 손실
기초 조정은 제외합니다.

• FX 환율 계정을 여러 계정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FX 환율 계정과 연계된 모든
계정이 FX 환율 계정에 대해 입력한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FX 환율 - 글로벌 계정 대체 양식 작업

양식에서 작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X 환율(외화 환율) 폴더로 이동합니다(대체 양식 액세스 참조).

2. 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를 선택합니다.

3. FX 환율 - 글로벌 계정 환율 대체 양식이 열립니다. 이 양식은 시나리오/연도/기간 및
엔티티별로 FX 대체 환율을 입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FX 환율 ARO 계정 P12 기간의 환율이 1.2입니다. 따라서 이 사용자정의 FX 환율
ARO를 사용하는 계정은 모두 환율이 1.2가 됩니다.

4. 일시적 차이 아래에 있는 ARO 계정의 환산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감사
정산(이연 전용)이 1000, 기타 조정(이연 전용)이 2000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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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지만 1.2 환율을 적용한 후에는 감사 정산(이연 전용)이 1000 * 1.2 = 1200으로
표시되고 기타 조정(이연 전용)이 2000 * 1.2 = 2400으로 표시됩니다.

세금 계정에 금액 또는 환율 대체 적용

이 기능을 사용하여 이동, 관할권, 멀티 GAAP, 사용자정의 차원별로 세금 계정에 대해 금액
또는 환율 대체를 입력합니다. 다음 두 개의 새 계층이 FCCS_Historical Accounts 아래에
생성됩니다.

• FCCS_Amount Override Accounts

• FCCS_Rate Override Accounts

계정 환율 등록정보가 과거 금액 대체 또는 과거 환율 대체로 설정된 경우 시스템에서 각
계층 아래에 계정의 공유 멤버를 생성합니다.

Note:

• 계정이 장부 계정인 경우 FCCS_Rate Override Accounts 및
FCCS_Amount Override Accounts 계층에 공유 멤버가 생성됩니다.

• 계정이 세금 계정인 경우 TRCS_Tax Rate Override Accounts 및
TRCS_Tax Amount Override Accounts 계층에 공유 멤버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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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계정이 세금 속성(세금 데이터 유형/세금 유형)으로 설정된 경우 세금 계정으로 취급되며 "환율
유형"이 과거 금액 대체로 지정되면 "TRCS_Tax Amount Override Accounts" 계층에서
공유됩니다.

• 계정이 세금 계정이 아니고 "환율 유형"이 과거 금액 대체로 지정되면 "FCCS_Amount
Override Accounts" 계층에서 공유됩니다.

관련 항목: 양식: FX 환율 - 장부 대체 및 세금 대체 양식 작업

양식: FX 환율 - 장부 대체 및 세금 대체 양식 작업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FX 금액/환율 대체를 입력합니다.

• FX 환율 - 장부 대체 - 이 양식을 사용하여 이동, 데이터 소스, 관할권, 멀티 GAAP 및
사용자정의 차원을 기준으로 장부 계정의 FX 대체 환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FX 환율 - 세금 대체 - 이 양식을 사용하여 이동, 관할권, 멀티 GAAP 및 사용자정의 차원을
기준으로 세금 계정의 FX 대체 환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양식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예: 세금 계정에 대해 FX 환율 대체 구성

아래 예제에서는 NIBT 계정에 대해 FX 환율 대체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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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예에서는 몬트리올(CAD) 엔티티가 미국 상위 엔티티로 롤업된다고
가정합니다.

1. 차원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의 계정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2. TRCS_NIBT 계정을 선택하고 편집
(

) 아이콘을 누릅니다.

3. 환율 유형을 과거 환율 대체로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5.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6. 세금 관리 폴더를 확장합니다.

7. TRCS_FX 환율 - 세금 대체 양식을 엽니다. 양식에는 NIBT 계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8. 기간의 FX 환율 대체 값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이 예에서는 1.5를
입력합니다.

9. 연결/환산을 실행하여 NIBT 계정에 환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10. 현재 준비금 양식을 열어 환산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조정의 TRCS_NIBT/엔티티 통화에 10000이 있고 상위 통화가 10000 * 1.5
= 15000임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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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IBT 계정의 세전 및 세금 데이터 소스 멤버 둘 다 동일한 FX 대체 환율을 사용합니다.

예: 세금 계정에 대해 FX 금액 대체 구성

아래 예제에서는 PermGS0002 계정에 대해 FX 금액 대체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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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ermGS0002는 계정 예입니다.

1. 차원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의 계정 차원을
참조하십시오.

2. PermGS0002 계정을 선택하고 편집
(

) 아이콘을 누릅니다.

3. 환율 유형을 과거 금액 대체로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5.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6. 세금 관리 폴더를 확장합니다.

7. TRCS_FX 환율 - 세금 대체 양식을 엽니다. 양식에는 PermGS0002 계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8. POV의 FX 금액 대체 값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이 예에서는
10000을 입력합니다.

9. 연결/환산을 실행하여 PermGS0002 계정에 금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10. 현재 준비금 양식을 열어 환산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조정의 PermGS0002/엔티티 통화에 2000이 있고 USD가 10000임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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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금액 대체는 세전 입력 멤버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데이터 소스 멤버는 엔티티 통화
값으로 나눈 제공된 FX 대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FX 환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PermGS002, 엔티티 통화, 세전 입력 → 2,000

• PermGS002, 엔티티 통화, 세금 → 700(2,000 * .35)

다음은 환산 시 수치입니다.

• PermGS002, USD, 세전 입력 → 10,000(제공된 금액 대체 기준)

• PermGS002, USD, 세금 → 3500(700 * (10,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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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및 환율 FX 대체 마이그레이션 후 사용자정의 아티팩트 업데이트

금액 및 환율 FX 대체 마이그레이션 이후 필요한 몇 가지 수동 단계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다음 기능 중 하나가 이미 포함된 경우에만 이러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NIBT FX 대체 환율

• FX 환율 대체(과거 대체 계정)

• 가중 평균 환율

위 기능을 사용하여 통합의 수동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통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포트/익스포트(플랫 파일 또는 Data Management)

• Smartview(양식, 공식, 임시 그리드, 임포트/익스포트)

• 사용자 정의 웹 양식

• 사용자 정의 보고서

관련 링크:

• NIBT FX 대체 환율 양식 업데이트

• FX 환율 대체(과거 대체 장부 계정) 양식 업데이트

• NIBT FX 대체 WAR 양식 업데이트

• FX 환율 - 비용 대체 - WAR 양식 업데이트

NIBT FX 대체 환율 양식 업데이트

TRCS_NIBTOverride 계정 멤버와 결합된 연결 차원 멤버를 참조하는 모든 통합의 NIBT
FX 대체 환율에 대해 연결 차원 멤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예: 사용자정의 양식 업데이트

기존 차원 멤버 FCCS_Entity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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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S_Rate_Override로 변경:

예: 데이터 로드 파일 업데이트(.csv, .txt 및 기타)

FX 환율 대체(과거 대체 장부 계정) 양식 업데이트

FCCS_Amount Override Accounts의 모든 하위 계정 연결 차원을 참조하는 모든 통합의 FX 환율
대체(과거 대체 계정)에 대해 연결 차원 멤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소스 차원 멤버를 FCCS_AmountOverride에서 FCCS_No Data
Source로 업데이트합니다.

FCCS_Rate Override Accounts의 모든 하위 계정에 대해 연결 차원 멤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소스 차원을
FCCS_AmountOverride에서 FCCS_No Data Source로 업데이트합니다.

예: 사용자정의 양식 업데이트

이 새로운 기능은 이동/멀티 GAAP/데이터 소스/내부 거래/관할권별 FX 금액/환율 대체를
지원하므로 양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을 모두 사용하여 사용자정의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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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변경:

• 이동: [FCCS_Movements].[TRCS_BookClosing],[FCCS_Movements].
[TRCS_TBClosing]

• 데이터 소스: ILvl0Descendants([FCCS_Total Data Source].
[FCCS_TotalInputAndAdjusted])

• 멀티 GAAP: ILvl0Descendants(Multi-GAAP)

• 내부거래: ILvl0Descendants(Intercompany)

• 관할권: ILvl0Descendants(Jurisdiction) 제외 선택항목: [Jurisdiction].[TRCS_No
Jurisdiction],[TRCS_Total Jurisdiction].[TRCS_No Jurisdiction]

예: 데이터 로드 파일 업데이트(.csv, .txt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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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Book은 과거 환율 대체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었고 ProfitsBook은 과거 금액 대체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NIBT FX 대체 WAR 양식 업데이트

TRCS_NIBT 계정 연결 차원을 참조하는 모든 통합의 NIBT FX 대체 WAR에 대해 연결 차원
멤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Amount Override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소스 차원
멤버를 FCCS_AmountOverride에서 FCCS_No Data Source로 업데이트하십시오.

TRCS_NIBT Weighted Average FX Rate Calc 및 TRCS_NIBT Weighted Average FX Rate
Override 계정에 대해 연결 차원 멤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업데이트하십시오.

Note: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중 평균 환율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중 평균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예: 사용자정의 양식 업데이트

기존:

다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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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데이터 로드 파일 업데이트(.csv, .txt 및 기타)

FX 환율 - 비용 대체 - WAR 양식 업데이트

TRCS_TotalTaxExpenseNIBT 계정 연결 차원을 참조하는 모든 통합의 FX 환율 - 비용
대체 - WAR에 대해 연결 차원 멤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Amount
Override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소스 차원 멤버를 FCCS_AmountOverride에서
FCCS_No Data Source로 업데이트하십시오.

TRCS_Weighted Average FX Rate Calc 및 TRCS_Weighted Average FX Rate
Override 계정에 대해 연결 차원 멤버를 FCCS_Entity Input에서 FCCS_Rate
Override로 업데이트하십시오.

Note: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중 평균 환율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중 평균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예: 사용자정의 양식 업데이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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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변경:

예: 데이터 로드 파일 업데이트(.csv, .txt 및 기타)

RTA(발생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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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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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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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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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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RTA(발생 이익) 금액은 당해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RTA 금액에 이전 연도
세율을 사용하려면 RTA 금액에 이전 연도 세율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게시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익 연도의 RTA 양식을 완성해야 합니다.

• 이익 연도의 RTA 기간을 연결해야 합니다. RTA(발생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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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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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시 기간의 드롭다운에서 이익 조정을 게시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5. 이익 연도 1, 이익 연도 2 및 이익 연도 3의 드롭다운에서 조정을 가져올 이전 이익 연도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타겟 준비금 연도에 최대 3년 전까지의 이익 조정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익 연도 1, 2
및 3을 사용하여 조정을 가져올 이전 이익 연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FY14 및 FY15에서
FY16의 P10으로 이익 조정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7. RTA 자동화를 수정한 모든 시나리오, 연도, 엔티티 및 기간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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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 이동 순으로 선택합니다.

3. FCCS_Movements에서 FCCS_ClosingBalance를 확장하고 TRCS_RTADO로
이동합니다(발생 이익 이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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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에서 편집을 선택한 후 속성 값 탭을 선택합니다.

5. 사용가능한 속성 값에서 RTA 이전 연도 세율을 확장하고 ApplyTaxReturnRate를
선택합니다. 추가를 눌러 지정된 속성 값으로 이동합니다.

6. 차원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새로고침 아이콘을 누릅니다

주:

RTA 조정을 게시하려면 RTA 자동화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RTA 자동화
규칙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시스템은 연초 및 기말 일반 원장 잔액을 자동으로 세금 계정 롤포워드 및 시스템 계산
준비금으로 로드합니다.

기본 제공 TAR 양식은 현재 및 이연 법인세 비용,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IFRS 전용 DTNR,
현재 미지급/미수 세금, 자기자본 계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링크된
양식을 사용하여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임포트하거나 입력하고 계정 잔액에 대한 조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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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추가 일반 원장 계정 열이나 이동 세부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정의 TAR 양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조

TAR 양식의 데이터는 세금 분개 입력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반

원장 계정에 대해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범주를 보려면 열 제목( )을 확장합니다.

조정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TAR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필요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임포트하거나 입력하고 계정 잔액에 대한 조정을
입력합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4. 다음을 검토합니다.

• 기말 잔액(기초 잔액 기준, 모든 활동 포함)

• 장부별 기말 잔액(일반 원장, ERP 또는 연결 애플리케이션). Tax Reporting 관리에서 
사용자정의 매핑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차이(JE)

5. 양식의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6.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차이에 대해 분개 입력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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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세금 계정 롤포워드

범주 설명

현재 비용 당기 준비금에서 계산된 현재 국가

법인세액입니다.

이연 비용 이연 준비금에서 계산된 이연 국가

법인세액입니다.

총 준비금 현재 비용 및 이연 비용의 합계입니다.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 국가 이연

법인세액입니다.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로 분류된 국가 이연 법인세액입니다.

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 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로 분류된 국가 이연

법인세액입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총 이동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세금의 소유권 이동 합계입니다.

총 이연 법인세 국가 유동 자산/부채, 비유동 자산/부채 및 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의 합계입니다.

미지급 법인세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해야 할 지역(예: 미국 주)을
식별합니다.

미수 법인세 현재 국가 미수 법인세입니다. 금액은 세금 계정

롤포워드에서 재분류 계정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게시됩니다. 납부 및 환급은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장기 미지급 장기 미지급 국가 법인세입니다. 금액은 세금 계정

롤포워드에서 재분류 계정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게시됩니다. 납부 및 환급은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순(미지급) 미수 미지급/미수 국가 법인세 합계입니다.

총 취득 자산 및 부채 인수로 인한 취득 총계 및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상세 금액은

일시적 차이 양식의 취득 세부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총계 자산 및 부채 처분으로 인한 처분 총계 및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상세 금액은

일시적 차이 양식의 처분 세부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합계 취득 및 처분 총계가 대차대조표 총계에

표시됩니다.

자기자본 조정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에 대한 비규정 조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자기자본 거래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를 통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조정 합계 총 국가 및 지역 자기자본 조정입니다.

TAR 계정 수익이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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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 작업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에서는 각 연도에 대한 준비금 분석을 캡처하여 준비금이 지불 및 환불 또는
RTA와 같은 조정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분석에서는 TAR의 기말 잔액
(추가된 경우)과 일치하는 최대 7개의 이전 연도 기말 잔액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새 연도를
추가하면 7년 한도를 초과하는 연도가 내역 연도의 합계에 누적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현재 미지급 세금

•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미지급 세금(국가별) 양식 입력
참조). 그러나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과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을 사용하려면 자동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미지급 세금(국가별) 양식 입력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GAAP 및 IFRS 보고 표준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의 지난해 기말 잔액 데이터가 당해의 기초 잔액이 됩니다. 열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다음 제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도 P&L 비용

• 현재 연도 OCI/자기자본

• 납부

• 환급

• 총 납부 및 환급

• RTA(P&L)

• 이전

•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 현재 미지급 외화 환율(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가능)

• 소유권

• 소유권 - 기초 잔액

• 소유권 - 현재 연도

• 미지급 마감 잔액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에 세부정보를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TAR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현재 미지급 세금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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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필요에 따라 POV를 수정합니다.
새 연도를 시작하는 경우 POV에 대해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기존 현재 연도에서
현재 연도 - 1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이전 현재 연도 - 6의 데이터가 내역 연도 아래
표시된 합계 값에 누적됩니다.

POV에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회계연도가 시작 연도 아래에 FY17, FY18,
FY19 등으로 표시됩니다.

4. 다음 열에 대한 세부 금액을 입력합니다.

• 현재 연도 P&L 비용

• 현재 연도 OCI/자기자본

• 납부

• 환급

• 총 납부 및 환급

• RTA(P&L)

• 이전

•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 소유권

• 소유권 - 기초 잔액

• 소유권 - 현재 연도

• 현재 미지급 외화 환율(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가능)

5. 작업에서 연결을 누릅니다.

6. 미지급 마감 잔액에서 결과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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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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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양식에 액세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TAR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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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지급, 환불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입력
양식입니다. 현재 준비금에서 현재 미지급 세금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려면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일 교차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P1에서 P12까지
모든 연도에 대해 수행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 경우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과 비슷하지만, 세 개의 추가 열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이동
멤버에 자동화가 제공됩니다.

• CYPL 비용 자동화

• CY OCI/자기자본 자동화

• RTA(P/L)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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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지급 및 환불 자동화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연도 마이너스 20까지 멤버는 TRCS_OriginationYears 아래에 있기
때문에, TRCS_OriginationYears의 멤버를 공유 멤버로 사용하여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양식에 새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화 열로 데이터를 가져올 소스 계정을 지정하려면 매핑을 생성해야 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에서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세부정보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에서 특정 연도의 환불 또는 지급 세부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서
데이터 주기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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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열 순서를 변경하거나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에서 추가할 열이
있으면 Tax Reporting 관리 에 있는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 양식에서 작업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양식을 수동으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새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고 양식 없이 새 카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TAR(세금 계정 이월) 사용자정의

세금 보고 기본 제공 계정이 아닌 다른 일반 원장 계정 구조를 사용하는 회사는 이제 TAR
자동화 보고서에 열을 추가하고 데이터를 열에 매핑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TAR 자동화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R 자동화 보고서에는 기본 제공 TAR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열과 행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사용자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일반 원장 계정 차트와 일치하도록 열에 G/L 계정을 더 추가합니다.

• 각 이동 합계의 복합 세부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이동 멤버 행을 더 추가합니다.

특정 POV에 대해 사용자가 매핑을 정의한 경우, 연결 시 매핑이 고려됩니다. 매핑이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경우 기본 매핑이 사용됩니다.

TAR 자동화 보고서를 사용자정의하려면 TAR 자동화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법정 및 연결 유효 세율 작업
Tax Reporting은 국가별(법정) 세율 및 연결 세율로 ETR(유효 세율) 조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및 연결 세율 조정 양식은 세전 및 세금 적용 기준에서 다음 항목을 캡처합니다.

• 세전 순이익

• 영구적 차이(GAAP - 법정)

• 영구적 차이(법정 - 세금)

• 총 영구적 차이

• 총 공제 가능 세금 CETR

• 특별 공제

• 총 세액 공제 현재 연도

• 가치 평가 충당금에서의 변경

• 외국 세율 차이

• 추가 당기 준비금 - 소스

• 추가 당기 준비금 - 수동

• 추가 총 준비금 - 당기부터

• 발생 이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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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정산 조정

• 기타 조정(이연 전용)

• 이전(이연 전용)

• 이전 연도 조정(이연 전용)

• 부대 조항(이연 전용)

• 환율 변경 - 합계

• 이연 법인세 대체 비율 조정

• DTNR 현재 연도 P&L

• DTNR 현재 연도 합계 P&L

• 총 이연 세금 비용

연결 세율 조정은 글로벌 법정 세율로 시작되어 위에 설명된 범주를 사용하는 엔티티 세율로
조정됩니다. 법정 세율 조정 계산은 연결 세율 조정과 유사하지만 시작점이 엔티티 법정 세율을
기반으로 하므로 외화 환율 차이가 없습니다.

세율 조정은 자동으로 조정 항목에 대한 세금 영향을 세전 순이익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시스템은
위 조정 항목 각각의 세부정보 최하위 레벨로 드릴다운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입력된 정보 레벨에
따라 전체 유효 세율에 대한 각 항목의 기여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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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세율 차이는 연결 세율과 법정 세율 간 차이를 구하고 세전 순이익 조정, GAAP - 법정
영구적 차이 및 법정 - 세금 영구적 차이만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결 유효 세율 입력

연결 유효 세율 조정을 생성하려면 적절한 연결 법인세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결 유효 세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연결 세율 양식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멤버 편집( )을 누르고 시나리오, 연도, 기간 및 엔티티 차원에 대해
멤버를 선택하여 POV를 설정합니다.

3. 각 유형의 연결 세율을 입력합니다.
세율 백분율을 소수 형식으로 입력하고 입력을 눌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05를
입력하여 5%를 표시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IFRS 보고를 사용하여 법정 및 연결 유효 세율 작업

연결 ETR IFRS 개요 대시보드

연결 ETR IFRS 개요 대시보드에는 다음 막대 차트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전년 동기 대비

• 엔티티별 외화 환율 차이 IFRS 전년 동기 대비

개요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ETR IFRS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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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탭에서 각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예: 총 지역)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지역
이름을 눌러 계속 드릴다운합니다.

IFRS 보고를 사용하여 연결 유효 세율 작업

Tax Reporting은 IFRS 보고 표준을 기반으로 ETR(유효 세율) 조정을 계산합니다. 연결 ETR IFRS
양식에서는 양식에 세전, 세금 및 백분율을 표시하며 국가별/지역별 연결 세율을 모두 적용합니다.
세율은 글로벌 세율입니다.

주:

엔티티 CETR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계정을 표시하기 위해 연결 ETR IFRS 세율 양식
및 엔티티별 연결 세율 IFRS 양식을 표시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IFRS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가이드의 다음 절차를 참조하여 IFRS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시작하기 전에 국가별/지역별 연결 세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가별/지역별 NIBT 각각에 대한 연결
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추가 준비금 항목, 이연 법인세 등과 같은 잔액은 국가별 당기
준비금 및 이연 준비금으로 가져옵니다.

계산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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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CETR IFRS 공식

계산 공식 예

국가별 세율 차이 현재 연도 거주지 세율 * (NIBT 조정) -
국가별 연결 ETR IFRS 세율 * (NIBT
조정)

.40(207040)
- .40(207040)=82816-82816=0

현지 세율 차이

각 지역별 엔티티에

대한 현지 세율

현지 세율 차이 = (((세전 순이익

Entity1)* 현재 연도 분담률))*현재

연도 관할권 세율) + (((세전 순이익

Entity2)* 현재 연도 분담률))*현재

연도 관할권 세율)- 현지 연결 ETR
IFRS 세율 * (세전 순이익)

현지 세율 차이 =
(((517600)*.05))*.10)+
(((517600)*.05))*.10)-.05*(517600)
현지 세율 차이 = ((25880)*.10)+
(25880 *.10)) – .05*517600
현지 세율 차이 = (2588 + 2588) –
25880 = -207400

NIBT에 대한 CETR
IFRS %

총 국가 및 총 지역의 세금 효과 IFRS /
모든 국가에서 조정된 세전 NIBT

23155/517600=0.4485=44.85%
232920/517600=45%

연결 ETR 세율 IFRS 보고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국가별/지역별 연결 세율을 설정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b. 구성 페이지에서 연결 세율을 누른 다음 연결 세율 IFRS 탭을 선택합니다.
 

 

c. 국가별 및 현지 세율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세율을 소수점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0에는 1을 입력하고 50%에는 .5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세율이 GAAP
세율(%)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NIBT(세전 순이익)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필드는 단순히 데이터 이동을 나타냅니다.

d. 저장을 눌러 총 연결 세율을 채우고 닫기를 누릅니다.

2.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ETR IFRS 순으로 누릅니다.

3. 연결 IFRS ETR 탭을 누릅니다. 다음 열이 표시됩니다.

• 세전 - 모든 국가

• 세금 효과 IFRS - 모든 국가

• 세금 효과 IFRS - 모든 지역

• 세금 효과 IFRS - 총 국가 및 총 지역

• 연결 ETR IFRS 백분율 - 관할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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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사항: 편집 아이콘 을 누르고 POV를 선택합니다.

5. 작업, 연결 순으로 선택합니다.

6. 계산을 실행할 차원을 입력합니다. 기본 차원은 현재 POV이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세율 IFRS 입력
IFRS의 연결 세율을 입력하고 국가 또는 지역/로컬 레벨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옵션은 단일 및
다중 통화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에서 IFRS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관리 가이드에서 다음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연결 ETR IFRS 세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2. [구성] 화면에서 연결 세율을 선택하여 연결 세율 양식을 표시합니다.

3. 연결 세율 IFRS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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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티티를 포함하여 POV를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국가별 연결 세율에서 IFRS의 대체 국가별 세율 값을 입력합니다.

6. 선택사항: 로컬 연결 세율에서 IFRS의 대체 지역별/로컬 세율 값을 입력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세율 재정의
선택한 엔티티의 연결 ETR IFRS 글로벌 세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레벨 세율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컬 레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단일 및 다중 통화와 밀집 및
희소 조합 둘 다에 적용됩니다.

주:

엔티티 CETR IFRS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계정을 표시하기 위해 연결 ETR
IFRS 세율 양식 및 엔티티별 연결 세율 IFRS 양식을 표시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IFRS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가이드의 다음 절차를 참조하여 IFRS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

•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

시작하기 전에 선택한 기본 레벨 엔티티의 국가별/지역별 연결 세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가별/지역별 NIBT 섹션 각각에 대한 연결 세율에 따라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추가
준비금 항목, 이연 법인세 등과 같은 잔액은 국가별 당기 준비금 및 이연 준비금으로
가져옵니다.

주:

엔티티별 연결 유효 세율이 엔티티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양식에서 연결 후 유효 세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연결 ETR IFRS
양식에서 글로벌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엔티티별 연결 세율 IFRS는 세율 이월을 사용하여 연도 사이 또는 기간 사이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별 연결 ETR 세율 IFRS 보고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특정 엔티티의 연결 ETR IFRS 세율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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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성 페이지에서 연결 세율을 눌러 연결 세율 양식을 표시합니다.

c. 엔티티별 연결 세율 IFRS 탭을 선택합니다.
 

 

d. 선택사항: 편집 아이콘 을 누르고 글로벌 세율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기본 레벨
엔티티를 포함하여 POV를 선택합니다.

e. 국가별 연결 세율 및 로컬 연결 세율에서 대체 국가별 및 지역별/로컬 세율 값을
입력합니다. 세율을 소수점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0에는 1을 입력하고 50%
에는 .5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세율은 NIBT(세전 순이익)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필드는 단순히 데이터 이동을 나타냅니다.

f. 저장을 눌러 엔티티별 전체 연결 세율을 채운 다음 닫기를 누릅니다.

2.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ETR IFRS 순으로 누릅니다.

3. 엔티티별 연결 IFRS ETR 탭을 누릅니다. 다음 열이 표시됩니다.

• 세전 - 모든 국가

• 엔티티별 유효 세금 CETR IFRS - 모든 국가

• 엔티티별 유효 세금 CETR IFRS - 모든 지역

• 엔티티별 유효 세금 CETR IFRS - 총 국가 및 지역

• 엔티티별 연결 CETR IFRS 지분 - 관할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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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사항: 편집 아이콘 을 누르고 글로벌 세율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엔티티를
포함하여 POV를 선택합니다.

5. 작업, 연결 순으로 선택합니다. 양식은 선택한 엔티티의 국가 및 로컬 ETR IFRS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엔티티별 CETR IFRS 세율은 NIBT 섹션에만 적용됩니다.

6. 맨 아래 행의 세금 총액 및 연결 ETR IFRS 값은 연결 ETR IFRS 양식과 엔티티별 연결
ETR IFRS 양식 둘 다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고정 자산 양식 작업
고정 자산 양식은 IFRS 보고 기업의 고정 자산에 대해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고정 자산 양식은 재산, 관련 시설, 설비, 투자, 투자 재산, 운영 임차 등 고정 자산 범주의
장부(IFRS) 및 세금 가치를 이월합니다. 장부 데이터는 회계 레코드에서 파생되고 세금
데이터는 세금 분석가에 의해 판별됩니다. 이러한 세부정보는 선택한 기간에 대해
엔티티별로 캡처됩니다.

고정 자산 데이터를 Tax Reporting에 로드하여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또는 Supplemental Data Manager에 보충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로드된 후에 세금
자동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자동화하거나 보충 데이터에서 매핑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에서는 대차대조표 접근법(즉, 장부 및 세금 기준 분석) 또는 장부 감가상각을
다시 더하고 세금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P&L 접근법을 모두 지원합니다.

고정 자산 양식에 액세스할 때 고정 자산/부채에서 사용할 BVT(장부 및 세금) 계정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총 무형 비용' 같은 상위 항목을 선택하고 아래 행에 해당 하위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잔액은 항상 이전 연도의 마감 잔액으로 채워집니다.

다음의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 값을 입력합니다.

• 장부 기준은 자산의 장부 가치와 US GAAP 및 IFRS에 따른 다른 요소(예: 개선 또는
감가상각)에 대한 조정을 기반으로 한 자산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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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기준은 과세를 위한 자산 가치이며 관할권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과 같은 세금 관련
충당금에 대해 조정됩니다.

• IRE(Initial Recognition Exempt) --입력된 값이 회계 원칙/세금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UK GAAP 같은 회계 원칙에 따라 면제됩니다.

• 순 BVT 계정 - 순 BVT(장부 및 세금) 값으로, 세금 기준에서 장부 기준을 빼고 IRE를 뺀 값과
동일합니다.

환산된 값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 환산 순으로 선택합니다.

2. 보고 통화 및 기타 필요한 차원(예: 시나리오,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스케줄은 전적으로 환산된 값을 계산합니다.

• FX 환율 - 기초, 평균 환율 및 종료 환율 열은 기초 환율로 환산됩니다.

• 모든 이동 열(예: 현재 연도, 이전 연도 등)은 평균 환율로 환산됩니다.

• 마감 잔액은 종료 환율로 환산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고정 자산 입력

• 고정 자산이 있는 세금 자동화 사용

고정 자산 입력

고정 자산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고정 자산 양식을 엽니다.

• 국가 법인세 준비금, 고정 자산 순으로 선택합니다.

• 라이브러리, 이연 법인세 준비금, 대차대조표 접근법, 고정 자산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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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처음으로 액세스할 때 사용자 변수를 생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처음인 경우):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변수 순으로 선택하고 멤버 선택기 를
눌러 고정 자산 양식의 차원 계정에 대한 고정 자산/부채를 선택합니다.
 

 

3.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고정 자산 순으로 선택합니다. 고정 자산/부채 상위
선택 항목이 POV의 일부로 표시됩니다. 스케줄에 있는 행에 상위 항목의 하위 항목이
표시됩니다.
 

 

4. 각 고정 자산에서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장부 기준, 세금 기준
및 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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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고정 자산 이동

범주 설명

기초 잔액 기초 잔액은 항상 이전 연도의 마감 잔액으로

채워집니다.
데이터 로드를 수행하여 이전 연도의 마감 잔액을

로드한 후 현재 연도에서 연결을 실행하여 값을

가져옵니다.

기초 잔액 조정 현재 연도에 장부에 기입된 이전 연도 조정입니다.

기초 리매핑 기초 잔액 + 기초 잔액 조정

현재 연도 현재 연도 이동에 대해 자산 가치를 입력합니다.

이전 연도 이전 연도 이동에 대해 자산 가치를 입력합니다.

인수 선택된 자산의 인수 가치를 입력합니다.

처분 선택된 자산의 매각 가치를 입력합니다.

그룹 구조 변경 선택된 자산의 이전 가치를 입력합니다.

기타 선택된 자산의 기타 조정을 입력합니다.

외화 환율 FX 환율의 전체 변경 영향이 표시됩니다.
열을 확장하여 다음을 표시합니다.
•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 현재 연도 이동에 대한

FX 환율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표시됩니다.
•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 기초 잔액에 대한 FX

환율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표시됩니다.

주:

외화 환율 값에는 다음 환산만

표시됩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 연도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소유권 기초 잔액 및 소유권

합계입니다.

마감 장부 및 세금 기준 자산의 마감 잔액을 표시합니다. 기초 리매핑 및
현재 이동의 합계입니다.

BVT 계정 순 "BVT"(장부 및 세금) 값으로, 세금 기준에서

장부 기준을 빼고 IRE를 뺀 값과 동일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6. 연결을 눌러 결과를 계산합니다.

고정 자산이 있는 세금 자동화 사용

세금 자동화에서는 고정 자산 같은 보충 데이터를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 없이 프로비저닝 시스템에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 양식에서 규칙을 설정한 후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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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 값이 계산되어 복사됩니다. 지정된 대상 계정 및 이동 멤버가 있는 모든 양식에
이동 결과가 표시됩니다.

세금 자동화 논리는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주:

TRCS_BVTAccounts 계층에서 공유 계정을 생성한 경우 세금 자동화 규칙을
생성하는 동안 상위 이동을 소스 이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예제에서 세금 자동화 규칙은 소스 공유 계정의 상위 소스 이동에서 읽기를 수행합니다.
이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 자동화가 작동하도록 하려면
TRCS_BVTAccounts 아래에 기본 PPEAccount1 인스턴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또는 지역별 계정에 대해 세금 자동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자산에 세금 자동화 규칙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데이터 입력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 아래에서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 적절한 세금 자동화 양식을 선택합니다.

표 7-14    세금 자동화 양식

세금 자동화 탭 선택 양식 설명

세금 자동화 세금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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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계속) 세금 자동화 양식

세금 자동화 탭 선택 양식 설명

거주지 규칙 세금 자동화 거주지 글로벌 세금 자동화 규칙(거주지의 모든

엔티티에 적용)

거주지 지역 규칙 세금 자동화 거주지 지역 글로벌 세금 자동화 규칙(거주지 지역의

모든 엔티티에 적용)

엔티티 규칙 세금 자동화 엔티티 특정 엔티티에 대한 세금 자동화 규칙

지역별 엔티티 규칙 세금 자동화 엔티티 지역 글로벌 세금 자동화 규칙(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엔티티에 적용)

엔티티 및 지역 규칙

(지역별만 해당)
세금 자동화 엔티티 모든
지역

특정 엔티티에 대한 세금 자동화 규칙(모든

지역에 적용)

글로벌 규칙 세금 자동화 글로벌 글로벌 세금 자동화 규칙(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엔티티에 적용)

지역별 글로벌 규칙 세금 자동화 글로벌 지역 지역별 글로벌 세금 자동화 규칙(거주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엔티티에 적용)

3. 선택한 세금 자동화 양식에서 규칙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a. 사용 안함 아래에서 사용으로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 중에 규칙이 무시됩니다.

b. 논리 아래에서 셀을 눌러 엔티티 대화상자를 활성화한 후 소스 계정 및 소스 이동에 적용할
논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 추출은 소스 계정과 소스 이동의 지정된 백분율을 가져와 이를 교차점에 적용합니다.

주:

기초 잔액, 기초 잔액 조정 및 기초 재매핑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이동은 소스 계정의 당기 금액과 소스 계정의 이전 연도 마지막 기간 금액 간 차이를
가져와 해당 금액을 대상 계정에 적용합니다.

• 압축 - 장부 또는 모든 보충 스케줄을 통해 압축할 경우 소스 계정 및 소스 이동의
교차점 값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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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과 현재
연도 이동의 교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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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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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계정/이동 = -8110(장부 기준 - 부동산 및 관련 공장에 대한 세금
기준과 현재 연도 이동의 교차점)

* 대상 계정에 대한 일시적 차이에서 조정된 기초 잔액 = 1000

* 대상 계정/이동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기말 잔액이 -8110으로 유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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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백분율에서 소수로 계산할 소스 계정의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0%는
1로, 50%는 .5로 입력합니다.

d. 소스 계정 셀을 누르고 [검색] 대화상자에서 [소스]를 선택합니다.

e. 소스 이동 셀을 누르고 소스 이동(예: 시산표 마감 또는 처분)을 선택합니다.

f. 대상 이동에서 계산된 값에 대한 대상 이동을 선택합니다.

• 자동화

• 자기자본 자동화 금액

•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

4. 저장, 닫기 순으로 누릅니다.

데이터 상태 및 검증

계산 상태 검토

[데이터 상태] 양식의 [계산 상태] 탭에 접근하여 각 프로세스 단위(시나리오, 연도, 엔티티,
기간)의 처리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

이 양식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상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데이터 상태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계산 상태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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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엔티티에 대해 보려는 엔티티가 있는 열을 선택합니다.

4. 승인 상태에서 필요한 기간(P1, P2 등)의 항목 승인 상태를 봅니다.

5. 계산 상태에서 필요한 기간(P1, P2 등)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 시작되지 않음

• 시스템 변경

• 데이터 없음

• 영향받음

• OK

국가 ETR 검증

당기 준비금 - 이연 법인세가 시스템에서 계산된 법정 ETR과 동일한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분개 입력에 해당 금액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주:

이 양식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 ETR 계산을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데이터 상태( )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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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ETR 탭을 선택합니다.

3. 국가 법인세 합계 결과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당기 준비금

• 이연 법인세

• 합계

• 총 유효 세율 SETR

• 차이

4. 차이에 표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 Smart View로 분개 입력을 생성하여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ETR 계산 검증

지역 당기 준비금 - 이연 법인세가 시스템에서 계산된 지역 법정 ETR과 동일한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분개 입력에 해당 금액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주:

이 양식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법인세 합계 양식을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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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데이터 상태( )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에서 지역 ETR 탭을 선택합니다.

3. 지역 법인세 합계 결과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당기 준비금

• 이연 법인세

• 합계

• 총 유효 세율 SETR

• 차이

4. 차이에 표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 Smart View로 분개 입력을 생성하여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합 법인세 합계 검증

연결 ETR 계산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총 세금 비용이 시스템에서 계산된 유효 세율 보고서와 잔액이 맞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의 분개 입력에 해당 금액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주:

이 양식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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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법인세 합계를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데이터 상태( )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에서 연결 ETR 탭을 선택합니다.

3. 적합한 열에서 다음에 대해 연결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국가

• 모든 지역

• 연결

4. 차이에 임의의 법인세 합계 범주에 대해 표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 Smart View로 분개
입력을 생성하여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초 잔액을 대체하여 예측 및 예산 시나리오 생성
예측 및 예산 편성은 현재 비용을 관리하고 내년도에 대한 향후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측, 예산 또는 가정 시나리오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생성하여 상황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잔액의 시스템 기본 동작은 데이터가 기록되는 기초 잔액과 동일한 시나리오의 마감
잔액을 차기 이월하는 것입니다. 기초 잔액에 대해, 각 연도의 마감 잔액 데이터를 소싱할
다른 시나리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계획 또는 예산과 같은 계획된 미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보고된 기초 잔액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계획된 기간의 마감 잔액이 결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

시나리오의 기초 잔액 대체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선택사항: 타겟 시나리오(예 예측)의 세율 및 FX 환율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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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입력

• 국가 FX 환율 작업

시스템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는 구성 복사를 사용하여 실제에서 예측으로 기초 세율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 간에 구성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2.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릅니다.

3. 기초 잔액 대체를 선택하여 TRCS_Opening Balance Override 양식을 엽니다.
 

 

4. 연도를 눌러 설정할 타겟 연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예산 또는 예측과 같이 생성할 시나리오가 포함된 행을 선택합니다.

6. 선택사항: 새 시나리오(예: 가정 시나리오)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네비게이터의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 시나리오 차원 순으로 선택합니다. 모든 사용가능한
시나리오가 TRCS_Opening Balance Override 양식에 표시됩니다.

b. 1차 하위 추가( )를 누르고 새 시나리오의 세부정보를 추가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주:

시작 잔액을 포함하도록 BegBal을 기간으로 포함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c. 데이터베이스를 새로고칩니다.

7. 기초 잔액의 소스 시나리오에서 실제를 선택하여 기초 잔액 소스로 사용합니다.
소스 기간은 항상 고정이어서 예를 들어, 기초 잔액 및 기초 FX 환율의 경우 P12이고 RTA의
경우 P13입니다.

8. 선택사항: RTA의 소스 시나리오에서 RTA 데이터를 추출할 소스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실제
RTA 소스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으면 RTA가 타겟 시나리오에서 선택됩니다(예: 데이터가
정의된 경우 예측 또는 예산 시나리오).

9. 선택사항: 기초 FX 환율의 소스 시나리오에서 FX 환율을 추출할 소스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실제 FX 환율 소스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으면 FX 환율이 타겟 시나리오에서 선택됩니다(예:
데이터가 정의된 경우 예측 또는 예산 시나리오).

10. 저장을 누릅니다.

11.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연결을 실행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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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홈 페이지에서 국가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당기 준비금 순으로 선택합니다.

13.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타겟 시나리오 POV를 선택하고 일시적 차이 및 이연 법인세 양식의 기초 잔액 아래
결과를 검토하여 연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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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 법인세 프로세스 작업

관련 링크:

• 지역 당기 준비금에 대한 세금 자동화 사용

• 지역 현재 준비금 작업

• 지역 RTA(발생 이익) 작업

• 취득 작업: 지역별

• 지역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 지역 법인세 TAR(세금 계정 이월) 사용자정의

• 지역 법정 유효 세율 작업

지역 당기 준비금에 대한 세금 자동화 사용
서비스 관리자는 세금 자동화에서 지역 당기 준비금 시작점이 법인 재무제표의 세전 수익과 같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스 및 대상 멤버를 정의하고 연결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세금 자동화 논리는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지역 준비금 프로세스는 세금 자동화를 기반으로 NIBT,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대한
자동화된 금액을 채우는 국가 준비금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연결 프로세스 중 지역 준비금 계산
전에 국가 준비금 계산이 수행됩니다. 국가 당기 준비금에 대한 세금 자동화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엔티티 손익계산서의 NIBT(세전 순이익)가 당기 준비금 양식의 세전 순이익 행에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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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데이터는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를 채우는 데 사용되므로 일반 원장에서
자동화되어 조정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자동화가 실행된 후 NIBT,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대한 자동화된 수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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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porting 관리 에서 "세금 자동화 추적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현재 준비금 작업
관련 항목:

• 지역 개요 대시보드 검토

• 지역 당기 준비금 양식 작업

• 지역 일시적 차이 입력

• 지역 이연 법인세 작업

• 지역 세율 작업

• 지역 FX 환율 작업

지역 개요 대시보드 검토

지역 준비금 개요 대시보드에는 다음 막대 차트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 법정 세율 및 법정 ETR - 선택된 엔티티에 대해 현재 연도의 지역 법정 세율과 유효
세율을 비교합니다.

• 법정 ETR 전년 동기 대비 - 선택된 엔티티에 대해 지난해와 당해의 지역 법정 ETR을
비교합니다.

개요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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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개요 탭에서 법정 세율 및 법정 ETR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예: 총 지역)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지역
이름을 눌러 계속 드릴다운합니다.

3. 지역 개요 탭에서 법정 ETR 전년 동기 대비 대시보드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예: 총 지역)를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지역
이름을 눌러 계속 드릴다운합니다.

지역 당기 준비금 양식 작업

지역 당기 준비금 양식을 사용하여 지역 준비금에 대해 현재 세금 비용을 조정하고, 검토하고,
계산합니다.

양식의 다른 비규정 금액은 물론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조정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당기 준비금 양식 작업도 참조하십시오.

지역 준비금에 대해 현재 세금 비용을 계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지역 당기 준비금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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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멤버 편집( )을 눌러 POV를 수정합니다.

4. 선택사항: 조정에서 조정을 입력합니다.

5.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여 당기 준비금 데이터 양식을 다시 계산합니다.

주:

특정 계정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등록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지역별 계정에 대해 다음
속성이 설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세금 데이터 유형을 PreTax로 설정합니다.

• 세금 유형을 Regional로 설정합니다.

차원 편집기에서 등록정보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멤버 등록정보 편집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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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부 세금 차이 계정의 경우 국가별 데이터가 지역 준비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등록정보 중 일부가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속성이 세금
차이 계정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세금 유형을 NationalAndRegional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계정의
국가별 데이터가 지역/시/도에 전달됩니다. 계정 멤버 속성에 대한 설명은 Tax
Reporting 관리 의 계정 속성 정의에서 계정 등록정보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 차원 편집기에서 등록정보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합니다. 간소화된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멤버 등록정보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 세율 스케줄에서 지역/시/도가 활성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활성 지역
플래그 구성은 Tax Reporting 관리 의 세율 설정에서 세율 유형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6. 계산된 지역 당기 준비금 비용에 대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전 순이익

NIBT(세전 순이익)는 세금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당기 준비금 양식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러
기존 세전 순이익 조정을 위해 제공하며 세전 순이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예: 지연 조정 등)에
대해 조정을 구성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전 순이익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 조정

• 장부 재분류

세전 순이익 자동화 프로세스는 일반 원장에서 현지 통화로 당기 준비금을 채웁니다. 자동
구성에서는 세전 순이익이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엔티티의 GAAP 및 법정 보고 요구사항 간
차이를 나타냅니다.

• GAAP - 법정 조정—현지 세금 규정에 따라 상위 멤버에서 사용하는 GAAP - 법정 조정의 회계
기준과 다른 회계 기준이 필요한 법인입니다.

• 법정 - 세금 조정—GAAP - 법정 영구적 차이 또는 일시적 차이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고
표준 및 현지 세금 규정이 법정 - 세금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 섹션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엔티티입니다.

영구적 및 일시적 차이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될 수도 있고 자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동 입력에는
필요할 수도 있는 자동으로 계산된 값에 대한 조정도 포함됩니다.

공제 가능한 지역, 기타 세금 및 역분개

당기 준비금 양식의 이 섹션은 국가 레벨에서 공제 가능한 다른 세금에 대한 수동 조정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구성된 지역 법인세에 대한 자동 공제 및 역분개를 위해 제공됩니다.

• 지역 법인세—지역 공제가 더하기/빼기를 통해 공제 가능하도록 구성된 경우 지역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값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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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제 가능 법인세—국가 레벨에서 동일하게 공제 가능한 기타 세금에 대한 수동
입력입니다.

• 공제 가능 법인세

세부 지역 법인세 손실 및 세액 공제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는 비즈니스 엔티티에서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를 차기 이월하여
미래 과세 소득 및/또는 법인세대를 오프셋하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손실 및
공제는 세부 지역 세금 손실 및 지역 세금 공제 양식에 캡처되며 시작 연도와 만료 연도로
자세히 설명됩니다. 세부 지역 법인세 손실 및 지역 법인세 공제 양식은 지역별 현재 준비금
및 지역별 일시적 차이 양식과 통합됩니다.

국가마다 회사에서 차기 이월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세금 규칙이 다르며, 만료 연도에
캡처됩니다. 이 데이터와 연결 기준에 대한 세부정보는 세금 각주에 포함되거나 재무제표와
함께 공개됩니다.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법인세 손실

• 지역 법인세 공제

주:

애플리케이션에서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 양식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 패키지 순으로 선택합니다.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양식의 열은 동일합니다. 각 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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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열 설명 기타 양식에 미치는 영향

시작 연도 POV에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회계연도가 시작 연도 아래에

FY17, FY18, FY19 등으로

표시됩니다.

만료 연도 드롭다운 목록에서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가 만료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국가마다 회사에서

손실을 차기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세금 규칙이 다릅니다.
연결 후에는 만료 연도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만료 연도가 선택되어 있지

않고 마감 차기 이월에 값이

있으면, 만료 연도가 자동으로

만료 없음으로 설정됩니다.
• 만료 연도가 선택되었으며

마감 차기 이월에 값이 없거나

0과 같으면, 만료 연도가

지워집니다.

기초 차기 이월 기초 차기 이월은 읽기 전용이며,
이전 연도의 마감 차기 이월에서

채워집니다. 이 값은 연결 후에

채워집니다.
이전 연도의 마감 차기 이월 값이

0과 같으면 현재 연도의 기초 차기

이월이 비워집니다.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이전 연도 조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

애플리케이션
시작
연도의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조정 합계는 다음 위치에

복사됩니다.
• 세금 손실 양식

• 일시적 차이 양식에서 해당

손실/공제 계정 아래의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 마감 차기 이월의 값은 다음

연도로 이동합니다.

조정된 기초 이 금액은 기초 차기 이월 및 이전

연도 조정의 합계 상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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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계속)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열 설명 기타 양식에 미치는 영향

생성된 손실/공제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이연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입니다.
현재 연도의 이연 세금 손실에서,
이 금액은 조정이 입력된 경우 현재

준비금 양식의 조정된 세금 손실

계정, 총 국세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에서 전송됩니다.

주:

공제는
현재
연도의
세액
공제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는
공제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연 세금 손실은 일시적 차이의

자동화 열에 복사됩니다.
세금 손실 세부 스케줄에서 양식의

다음 위치에 이연 금액이

표시됩니다.
• 선택한 연도의 생성된 손실/

공제

• 기초 차기 이월

연결 후에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양식의 자동화 열에 복사됩니다.

발생 이익 조정 세금 환급 신청 결과로 인한 발생

이익 조정에 따른 현재 기간의

조정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RTA 스케줄에서 일시적

차이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타 조정 기타 조정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결 후에 다른 모든 조정의 합계는

일시적 차이 양식의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 아래로

이동합니다.

사용가능 손실/공제 이 열의 합계는 다음의 요약입니다.
• 조정된 기초

• 생성된 손실/공제

• 발생 이익 조정

• 기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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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계속)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

세금 손실 및 세액 공제 열 설명 기타 양식에 미치는 영향

CY 활용 현재 연도(CY)에서 이 손실을

사용하려면 음수 금액을

입력합니다.

CY 합계가 다음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 현재 준비금 양식의 자동화 열,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 일시적 차이 양식의 자동화 열,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조정됨 이 열은 다음 열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사용가능 손실/공제

• CY 활용

만료 현재 연도에 특정 금액의 만기를

지정하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 손실 또는 세액 공제의 만료 및
기타 조정 합계가 일시적 차이의

기타 조정(이연 전용) 아래로

이동합니다.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 또는 보고 통화로의

환산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 또는 보고 통화로의

환산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 연도의

차이입니다.

환율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환율 기초

잔액 및 환율 합계입니다.
이 세 개의 열은 통화 환산 자동화

값이며, 일시적 차이에서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기초 잔액

및 소유권 차이입니다.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소유권 기초

잔액 및 소유권 합계입니다.

마감 차기 이월 (a) 마감 차기 이월은 마감 차기 이월을

생성하기 위해 만료 연도를 제외한

모든 열의 요약을 표시합니다.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b)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b)는
일시적 차이의 마감 잔액을

표시합니다.

차이(a - b) 이 금액은 다음 값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 마감 차기 이월 (a)
• -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b)

지역 법인세 손실

지역 법인세 손실 양식은 지역 법인세 손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래 기간으로 손실을
이연하는 경우, 지역별 현재 준비금 보고서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연결 후에는 이연 금액이 지역
법인세 손실 세부 스케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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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간으로 손실을 이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패키지 순으로 누릅니다.

2. 지역 당기 준비금 양식의 총 지역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아래에 있는 지역 세금
손실 2 – 차기 이월 자동화의 조정 열에 이연 손실 값을 입력합니다.
세금 손실 계정의 조정 값이 세금 손실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세액 공제 계정의 값을
입력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 양식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4.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5. 지역별 현재 준비금 보고서에서 지역 법인세 손실 탭을 누릅니다.

지역 법인세 손실 세부 스케줄의 기초 차기 이월 아래에 이연 금액이 표시됩니다. 세금
손실 양식의 다른 모든 조정은 연결 후에 일시적 차이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지역 일시적
차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6. 필요에 따라, 선택한 연도의 지역 법인세 손실을 입력합니다. 지역 법인세 손실 양식의
모든 열에 대한 설명은 세부 지역 법인세 손실 및 세액 공제에서 "지역 법인세 손실 및
세액 공제 세부 스케줄"을 참조하여 데이터 입력을 완료합니다. 일부 열은 지역별 현재
준비금 양식의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8.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지역 법인세 공제

시스템은 지역 법인세 공제 효과를 추적합니다.

현재 연도에 사용된 지역 법인세 공제가 지역별 세액 공제 양식에 입력되고, 지역별 일시적
차이 양식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개별 세액 공제에 대한 상세 구성(예: 연도, 만료)은 세액
공제 지역 양식에서 추적될 수 있습니다.

미래 기간으로 공제를 이연하는 경우 세액 공제 지역 보고서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일시적 차이 이월에서 세액 공제 차기 이월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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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 법인세 손실 및 법인세 공제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법인세 손실 및 지역
법인세 공제 양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미래 기간으로 공제를 이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패키지 순으로 누릅니다.

2. 지역 세액 공제 양식에서 현재 연도의 생성된 손실/공제 열에 이연된 공제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현재 준비금 보고서를 통해 채우지 않습니다.

3. 세액 공제 탭의 다음 열에 값을 입력합니다.

• 만료 연도

• 생성된 손실/공제

• 기타 조정

주:

POV에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회계연도가 시작 연도 아래에 FY19 등으로
표시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5.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다음 열의 합계는 지역 일시적 차이 양식에서 해당 세액 공제 계정의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에 표시됩니다.

• 생성된 손실/공제

• 기타 조정

•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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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시적 차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준비금 항목

시스템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자동화되는 추가 준비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세금 기준, 세율 또는 재무제표(예: FIN48)의 당기 준비금에 보고된
다른 조정과 곱하는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세금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추가 준비금
항목은 총 법인세 준비금에 영향을 주며 ETR(유효 세율) 보고서에 세율 조정으로
반영됩니다.

지역 일시적 차이 입력

일시적 차이 양식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자동화되지 않은 일시적 차이를 입력합니다.
일시적 차이, 세금 손실, 세액 공제, 국가 또는 지역 공제, 관련 가치 평가 충당금이 금액에
포함됩니다. 현재 연도 및 이전 연도 조정, 비규정, 자기자본 항목 등 활동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일시적 차이를 대차대조표 분류를 위해 비유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보려면 일시적 차이 속성 보고서를 여십시오. 일시적 차이, 세금 손실, 가치 평가
충당금 조정(예: 비유동 및 세금 손실)이 세전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세액 공제 및 가치 평가
충당금–세액 공제는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계정 가치 평가 충당금 계정이 제공됩니다.

• 비유동 일시적 차이

• 세금 손실

• 세액 공제

현재 연도 또는 가치 평가 충당금을 줄이기 위한 기타 조정 금액을 제외한 모든 가치 평가
충당금은 음수 값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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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시적 차이 양식의 열에 포함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8-2    지역 일시적 차이 열

범주 설명

기초 잔액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입니다.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초 잔액 조정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기초 잔액이 준비금에 대한

영향 없음으로 재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이 열이

사용됩니다. 이 조정은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의 시작 잔액에만 영향을 주고 이연 준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액이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조정 합계가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 일시적 차이

양식의 해당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정으로

복사됩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조정된 기초 잔액 조정이 계산된 후 연초 잔액입니다.

자동화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입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로 전달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자동화되기만

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화 금액 역분개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의 역분개입니다. 이 금액은 계정 레벨에서

자기자본 일시적 차이 설정에 따라 자동화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화 금액 합계 자동화 금액 및 자동화 금액 역분개의 합계입니다.

조정 당기 준비금에서 입력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입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로 전달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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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계속) 지역 일시적 차이 열

범주 설명

조정 역분개 당기 준비금에서 수동으로 입력된 현재 연도 장부-
세금 차이의 역분개입니다. 이 금액은 계정 레벨에서

자기자본 일시적 차이 설정에 따라 자동화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조정 합계 조정 및 조정 역분개의 합계입니다.

CY 합계 자동화 금액 합계와 조정 합계의 총액입니다.

발생 이익(이연 전용) 발생 이익 양식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발생 이익 양식에서

자동화되며 이연 세금 비용 영향을 줍니다.

감사 정산(이연 전용) 감사 정산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기타 조정 - 자동화(이연 전용) 다른 유형의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자동화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당기 준비금의 보충

스케줄을 통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기타 조정(이연 전용) 다른 유형의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기타 조정 합계(이연 전용) 기타 조정 - 자동화 및 기타 조정의 합계입니다.

이전(이연 전용) 자산/부채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전 연도 조정(이연 전용) 이전 연도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부대 조항(이연 전용)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세금 부대 조항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P & L 합계 다음 범주의 합계입니다.
• 조정

• 발생 이익

• 감사 정산

• 기타 조정

• 이전

• 이전 연도 조정

• 부대 조항

인수 자산 및 부채 인수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인수

양식으로부터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금액은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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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계속) 지역 일시적 차이 열

범주 설명

처분 자산/부채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자본 자동화 금액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계정 레벨에서

자기자본 일시적 차이 설정에 따라 자동화되며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조정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총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동화 및 자기자본 조정의 합계입니다.

이전 연도 자기자본 자기자본 트랜잭션 및 이익 신고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계정

레벨에서 자기자본 일시적 차이 설정에 따라

자동화되며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자기자본 모든 다른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되며 이연 세금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합계 자기자본 합계, 이전 연도 자기자본, 기타 자기자본의

합계입니다.

대차대조표 합계 마감 잔액

환율 기초 잔액 시작 잔액에서 통화 환산의 세금 효과입니다.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현재 연도 이동에서 통화 환산의 세금 효과입니다.

외화 환율 기초 잔액 및 현재 연도 이동에서 통화 환산의 세금

효과 합계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소유권 기초 잔액 및 소유권

합계입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소유권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일시적 차이 마감 잔액

지역 일시적 차이 양식의 열에 포함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8-3    지역 일시적 차이 행

범주 설명

총 일시적 차이(GAAP - 법정)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총 일시적 차이(법정 - 세금)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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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계속) 지역 일시적 차이 행

범주 설명

총 일시적 차이 총 일시적 차이(GAAP - 법정) 및 총 일시적 차이(법정

- 세금)의 합계입니다.

총 국가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지역 법인세 손실은 다음 범주의 차기 이월 자동화

아래에 캡처됩니다.
• 세금 손실 - 현재 연도 과세 소득에 대한 당기

순손실 차기 이월 사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자본 손실

• 자선 기부금

• 국세 손실 - 현재 연도에 차기 이월해야 할 손실이

있는 엔티티의 과세 소득이 0이 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 국가 세금 손실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입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로 전달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자동화되기만

하고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총 세액 공제 차기 이월 당기 준비금에서 자동화된 현재 연도 장부-세금

차이의 역분개입니다. 이 금액은 계정 레벨에서

자기자본 일시적 차이 설정에 따라 자동화됩니다. 이
열의 금액은 이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총 법인세 속성 자동화 금액 및 자동화 금액 역분개의 합계입니다.

총 국가 일시적 차이, 손실, 공제 및 속성

총 가치 평가 충당금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국가 일시적 차이

총 지역 일시적 차이

총 일시적 차이 - 지역

총 지역 법인세 손실 - 차기 이월 - 사전 분담

총 지역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총 지역 세금 손실

총 지역 세액 공제 - 차기 이월 이연된 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시스템 제공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총 지역 법인세 속성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총 지역 일시적 차이, 손실, 공제 및 속성

총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지역 일시적 차이

지역 이연 법인세 작업

지역 이연 법인세 양식은 이연 법인세 계산을 보는 데 사용됩니다.

Tax Reporting에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연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자산 및 부채의 장부 및
세금 기준을 계산 시 입력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Tax Reporting에서 장부와 세금 기준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 금액을 판별하기 위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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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이연 법인세의 예

예: 부동산, 공장 및 장비

장부 기준 1,000,000
세금 기준 900,000
차이 (100,000)
세율 20%
이연 법인세대 (20,000)

주:

납세 용도로 가속화된 감가상각 때문에 세금 기준이 장부 기준보다 적으므로, 이연
법인세대가 늘어납니다.

이연 법인세 설정을 분류하려면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 분류를 참조하십시오.

지역별 이연 법인세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패키지 순으로 누릅니다.

2. 지역 이연 법인세 탭을 선택합니다.

3. 모든 범주를 보려면 열 제목( )을 확장합니다.

지역 이연 법인세 양식의 열에 포함되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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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지역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조정된 기초 잔액 주세,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이전 연도 조정을 연합한 이익의

기초 잔액 세금 효과를 포함한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초 잔액 주세, 인식되지 않는 이연 법인세,
이전 연도 조정을 연합한 이익의

기초 잔액 세금 효과가 발생하기

전 이전 연도말 일시적 차이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초 잔액 조정 총 기초 잔액 및 이전 연도 조정

합계입니다.

이전 연도 조정 - 손실 및 공제 조정 합계가 현재 준비금 양식에서

일시적 차이 양식의 해당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정으로

복사됩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현재 연도 합계 자동화 금액 및 조정 합계입니다.

자동화 금액 합계

조정 합계

발생 이익(이연 전용) 지역 발생 이익 양식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감사 정산(이연 전용) 지역 감사 정산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조정(이연 전용) Tax Reporting에서 다른 유형의

조정 자동화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지역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조정(이연 전용) 다른 유형의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조정 자동화(이연 전용) 법인세 준비금에서 다른 유형의

조정 자동화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이전(이연 전용) 자산/부채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이전 연도 조정(이연 전용) 이전 연도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부대 조항(이연 전용)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세금 부대

조항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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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계속) 지역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지역 세율 변경의 영향 기초 잔액 및 현재 연도 이동에

대한 지역 세율 변경의

영향입니다.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세율 변경의 영향 - - RCCY

세율 변경의 영향 - 인수 합계

총 이연 비용 이연 이전, 이전 연도 조정, 부대

조항 및 세율 변경의 영향

합계입니다.

인수 자산 및 부채 인수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세율 변경 조정 - 취득

처분 자산/부채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총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동화 금액 및 조정

합계입니다.

자기자본 자동화 합계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자기자본 조정 합계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이전 연도 자기자본 자기자본 트랜잭션 및 이익 신고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의

세금 효과입니다.

기타 자기자본 모든 다른 자기자본 트랜잭션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금액은 수동으로

입력되며 이연 세금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자기자본으로 식별된 계정에 대한

세율 변경의 세금 효과입니다.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 기초 잔액

자기자본에서 세율 변경의 영향

총 자기자본 조정 자동화 금액 및 자기자본 조정

합계입니다.

대차대조표 합계

환율 기초 잔액 및 현대 연도 이동에

대한 총 통화 환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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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계속) 지역 이연 법인세 열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기초 잔액에 대한 총 통화

환산입니다.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현대 연도 이동에 대한 총 통화

환산입니다.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연도의 소유권

기초 잔액 및 소유권 합계입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 연도의

차이입니다.

지역 마감 잔액 - 세금 기초 잔액 및 현재 이동의 세금

효과 합계입니다.

지역 마감 잔액 재분류 - 현재

자산이 아님

순 이연 법인세 자산 및 이연

법인세 부채 합계의 세금 효과

분류입니다. 총 세금 효과가

양수이거나 자산인 경우 모든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지역 마감 잔액 재분류 - 현재

부채가 아님-
순 이연 법인세 자산 및 이연

법인세 부채 합계의 세금 효과

분류입니다. 총 세금 효과가

음수이거나 부채인 경우 모든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부채로

분류됩니다.

다음 항목은 지역 이연 법인세 양식에 표시되는 행에 나열됩니다.

표 8-6    지역 이연 법인세 행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총 일시적 차이(GAAP - 법정)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총 일시적 차이(법정 - 세금)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총 일시적 차이

총 국가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이연된 세금 손실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정의되며 두 개의 계정,
현재 연도 및 차기 이월이

제공됩니다. 차기 이월은 세금

손실 양식에 연결됩니다.

총 세액 공제 차기 이월 이연된 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시스템 제공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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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계속) 지역 이연 법인세 행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일반 회사 신용

고용 감세

총 법인세 속성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서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되며 이연

법인세에 대한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이연 법인세 부대 조항

국가 법인세 속성 2

총 국가 일시적 차이, 손실, 공제

및 속성

총 가치 평가 충당금 이 범주는 필요에 따라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충당금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유동,
공제 및 세금 손실 계정이

제공됩니다.
공제는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되고 다른 계정에 입력되는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이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분류도

제공합니다.
• 마감 - 유동 자산

• 마감 - 유동 부채

• 마감 - 비유동 자산

• 마감 - 비유동 부채

마감—총 마감 잔액 값과 함께

비유동이 설정되면 금액이

표시되는 열을 정의합니다.
잔액이 양수인 경우 금액이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잔액이

음수인 경우 금액이 부채로

분류됩니다. 가치 평가 충당금은

인수 -1(예: 마감*-1)을 사용하여

분류되므로 항상 자산 평가로

반영됩니다.

가치 평가 충당금 - 공제

가치 평가 충당금 - 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 - 세금 손실

국가 이연 법인세

총 지역 일시적 차이 이연된 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시스템 제공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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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계속) 지역 이연 법인세 행 제목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설명

총 일시적 차이 - 지역

총 지역 세금 손실 이 범주는 이연된 지역 세금

손실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정의되며 두 개의 계정, 현재

연도 및 차기 이월이 제공됩니다.
차기 이월은 세금 손실 양식에

연결됩니다.

총 지역 세금 손실 사전 분담

총 지역 세금 손실 - 차기 이월
자동화

총 지역 세금 손실

총 지역 세액 공제 이연된 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시스템 제공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총 지역 세액 공제 - 차기 이월 이 범주는 이연된 세금 손실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정의되며 두
개의 계정, 현재 연도 및 차기

이월이 제공됩니다. 차기 이월은

세금 손실 양식에 연결됩니다.

주 세액 공제

지역 세액 공제 2 - XXXX

지역 세액 공제 3 - XXXX

지역 법인세 속성 이 범주는 구현 시 사용자

정의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차이 롤포워드에서 세금

적용 기준으로 입력되며 이연

법인세에 대한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지역 법인세 속성 1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지역 법인세 속성 2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구현 시 사용자정의된 기준

계정의 상위입니다.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 공제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 비유동

지역 가치 평가 충당금 - 세금
손실

총 지역 일시적 차이, 손실, 공제

및 속성

총 이연 법인세 - 지역

총 국가 이연 법인세 - VA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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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율 작업

지역 세율 및 분담률 양식에는 시스템에서 특정 엔티티에 대해 지역 준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지역 세율 및 분담률이 있습니다.

 

 
각 관할권에 사용가능한 세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8-7    세율 유형

세율 유형 설명

이전 연도 당기 법인세율 이전 연도의 법정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정보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현재 연도 당기 법인세율 현재 기간의 법정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다음

계산에서 사용됩니다.

기초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된 일시적 차이에 사용할 연초 이연

법인세율입니다.

마감 이연 법인세율 - 비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된 일시적 차이에 사용할 연말 이연

법인세율입니다.

기초 지역 법인세 분담 시스템에서 이연 준비금의 기초 세금 잔액 계산에

사용할 이전 연도 분담 백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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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계속) 세율 유형

세율 유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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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지역(예: 미국 주)
을 확인하는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팁:

국가 및 지역 관할권

간에 데이터가
올바르게

플로우되려면, 지역

법인세율의 각 활성

관할권에 대한 활성

지역 플래그를

활성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역 FX 환율 작업

FX 환율(외화 환율)은 두 통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값을 정의합니다. 환율 값을 소수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통화가 동일한 모든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에 대해 FX 환율을 적용하거나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마다 다른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통화 안에서도 엔티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의 경우 뉴욕, 로스앤젤레스 및 시카고에 대한 엔티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사용가능한 FX 환율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FX 환율 전체 연도 입력 - [FX 환율 전체 연도] 화면에서는 선택한 통화에 대한
FX 평균/마감 환율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 연도의 각 기간에 대한 POV를
입력합니다.

• 지역별 FX 환율 단일 기간 입력 - [FX 환율 단일 기간] 화면에서는 지정된 기간 동안
선택한 엔티티에 대해 사용할 모든 통화의 FX 평균/마감 환율을 입력합니다.

• 지역별 FX 환율 검토 - 이 읽기 전용 형식을 사용하여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FX 환율(외화 환율)을 검토합니다.

외국 통화 환율을 구성하는 데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에서 외국 통화 환산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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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FX 환율 단일 기간 입력

[FX 환율 단일 기간] 화면에서는 지정된 기간 동안 선택한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에 대해
사용가능한 모든 통화의 평균 및 기말 FX 환율을 입력합니다.

단일 기간에 대한 FX 환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입력] 화면에서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 FX 환율 단일 기간을 누릅니다.
 

 

3. [편집] 아이콘 을 눌러 POV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통화를 입력하려는 기간

• 연도

• 시나리오

• 엔티티(기본 또는 상위)

4. 필요한 통화가 포함된 행을 선택한 후 평균 환율 및 종료 환율 값을 소수점 단위의 백분율로
입력합니다(예: 1.00 또는 .98).

5. 선택사항: 이 기간에 사용되는 각 통화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6. 저장을 누릅니다.
모든 큐브에서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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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FX 환율 전체 연도 입력

[FX 환율 전체 연도] 화면에서는 선택한 통화에 대한 FX 평균/마감 환율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 연도의 각 기간에 대한 POV를 입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화가 표시됩니다. 기본 또는 상위 엔티티를
선택하는 경우 연계된 통화에 대한 특정 환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단일
통화에 대해 엔티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예: CAD의 경우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전체 연도에 대한 FX 환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입력] 화면에서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 FX 환율 전체 연도를 누릅니다.
 

 

3. [편집] 아이콘 을 눌러 통화 및 POV를 선택합니다.

• 통화 - 1년 동안의 각 기간에 대한 통화를 선택합니다.

• 연도

• 시나리오

• 엔티티(기본 또는 상위)

4. 선택한 엔티티에 대한 통화가 포함된 행을 선택합니다.

5. 선택한 기간에서 평균 환율 및 종료 환율 값을 입력합니다. 환율이 소수점 단위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예: 1.00 또는 .98)

6. 선택사항: 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각 통화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모든 큐브에서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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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FX 환율 검토

이 읽기 전용 형식을 사용하여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FX 환율(외화 환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값은 소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각 통화의 경우 기간마다 다음 환율이 표시됩니다.

• FX 환율 - 기초

• FX 환율 - 종료

• FX 환율 - 평균

모든 환율을 수정하려면 [구성] 페이지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FX 환율로 이동해야 합니다.

 

 
FX 환율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FX 환율 화면을 보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패키지, FX 환율 순으로 선택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양식, 세금 관리, FX 환율 검토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선택사항: 환율을 수정하려면 다음 위치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세금 관리 순으로 선택하고 FX 환율 양식 중 하나를 직접
엽니다.

– FX 환율 전체 연도

– FX 환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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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환율 단일 기간

•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선택하고 환율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FX 환율 단일 기간 양식을 엽니다.

3. 수정된 환율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지역 RTA(발생 이익) 작업
Tax Reporting은 이전 연도 준비금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양식에서 법인세
준비금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익 데이터는 수동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되거나 로드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여러 연도를 분석하여 당기에 게시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스케줄에 대한 데이터 변경은 자동 계산을 시작하여 당기 법인세 준비금에
지역 발생 이익 조정이 필요한지 판별합니다(예: 당기 준비금, 이연 준비금 등). 계산된
금액이 당기 준비금에 추가 준비금 항목으로 전달되고 일시적 차이 양식으로 전달되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모든 발생 이익 조정이 이연 세금 비용에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합니다.

주:

시스템은 기간 13 또는 P13의 발생 이익을 처리합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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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기입을
위한 기간 및 연도를 설정하고, 양식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지역 발생 이익 차이를 계산하도록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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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포함되는 롤포워드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8-8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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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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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차이 총 준비금 및 총 이익 간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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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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RTA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의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3.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간 또는 범주의 조정에서 계정 잔액에 대한 조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실행] 을 누릅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취득 작업: 지역별
Tax Reporting에는 국가별 레벨과 지역별 레벨 모두에서 일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세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득이 이미 있으며(일시적 차이 관련 작업 및 지역 일시적 차이
입력 참조), 이제 사용자는 세금 적용 기반으로도 취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입력이
없는 취득은 금년 세율을 사용하여 세금이 적용됩니다. 즉, 일시적 차이 계정에 취득 세전
데이터만 입력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금년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의 이연 세금 영향을 관리하려면 취득과 지역별 취득 양식을 사용하여 취득된 이연 세금
자산/부채의 세율 변경 금액에 대한 세전, 세금 적용 및 수익과 손실(P&L) 조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인수한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수 세율로 기록하고
적절한 경우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세율 변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차이 취득 이동에서 취득 금액을 입력하는 이전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이연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 또는 대체 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지역별 취득 카드에 액세스

• 지역별 취득 양식 사용

지역별 취득 카드에 액세스

홈 페이지와 네비게이터 둘 다에서 지역별 취득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취득 카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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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취득 카드가 표시됩니다.

3. 지역별 취득을 눌러 지역별 취득 양식을 엽니다.

네비게이터를 통해 취득 카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네비게이터 아이콘

을 눌러 네비게이터 창으로 이동합니다.

2. 지역 법인세 준비금에서 지역별 취득을 눌러 지역별 취득 양식을 엽니다.

지역별 취득 양식 사용

스케줄은 국가별(국가별 취득 양식 사용 참조)과 지역별 계정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취득
양식에서 지역별 계정은 국가별 계정과 함께 표시되며, 국가별 계정은 각 주에서 적용하는 세율이
서로 다르므로 세금 적용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여 인수한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세율 변경 금액에 대한 세전, 세금 적용, 수익
및 손실(P&L) 조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의 취득은 취득 양식의 일시적 차액과 이연
법인세 열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취득 금액으로 인한 모든 비율 변경은 시스템에서 계산합니다.

시스템의 세율 변경 조정은 수익 및 손실(P&L)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P&L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세율 변경의 P&L을 조정하려면 취득 양식에 변경사항을 입력합니다.

예제 시나리오

1. 홈 페이지에서 취득 카드를 눌러 국가별 취득 양식을 엽니다. 3개의 새 취득 열, 국가별
양식에서 매핑된 데이터, 세금 입력 및 세율 변경이 미치는 영향 - 취득 총계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취득 양식의 세전 열에 입력한 값은 지역별 양식의 국가별 양식에서
매핑된 데이터 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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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V를 정의합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3. 임시 1 시나리오에서 세금 입력 및 세율 변경 열에 취득 값을 입력합니다. 임시 2와 임시
3 시나리오에 비슷하게 값을 입력하거나 빈 상태로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양식의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5. 지역별 패키지 > 지역별 임시 차이를 누릅니다. 필요한 행과 열을 확장합니다. 취득 열에
데이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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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연 세금 탭을 눌러 지역별 세율 변경의 영향 열에서 세금 적용 데이터 및 세율 변경을
확인합니다.

7. 네비게이터 창의 지역별 법인세 준비금에서 지역별 TAR을 누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취득 세율 변경의 영향은 이연 비용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
부채로 역분개됩니다.

• 취득 및 취득 세율 변경 조정은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 부채로 시작되어야 하며
취득 총액 열에서 역분개되어야 합니다.

8장
취득 작업: 지역별

8-33



8. 지역별 ETR 탭에서 지역별 ETR을 누릅니다. 지역별 법정 ETR 양식이 열립니다.

• 지역별 이연 세금 비용 총계 행을 확장합니다.

• 세율 변경 총계 행을 확장하여 세율 변경 - 취득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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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지역 이연 법인세 작업

• 지역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 지역 법정 유효 세율 작업

지역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시스템은 연초 및 기말 일반 원장 잔액을 자동으로 세금 계정 롤포워드 및 시스템 계산 준비금으로
로드합니다. 지역 TAR 양식은 현재 및 이연 법인세 비용,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현재 미지급/미수
세금, 자기자본 계정에 대한 현재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링크된 양식을 사용하여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임포트하거나 입력하고 계정 잔액에 대한 조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 TAR 양식의 데이터는 세금 분개 입력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반 원장 계정에 대해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TAR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양식의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3. 필요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임포트하거나 입력하고 계정 잔액에 대한 조정을
입력합니다.

4. 다음을 검토합니다.

• 기말 잔액 (기초 잔액 기준, 모든 활동 포함)

• 장부당 기말 잔액(General Ledger, ERP 또는 연결 애플리케이션) Tax Reporting 관리의 
사용자정의 매핑 생성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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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JE)

5. 양식의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6.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분개 입력을 생성하여 차이를 설명합니다.

7. 저장을 누릅니다.

표 8-9    세금 계정 롤포워드

범주 설명

현재 비용 당기 준비금에서 계산된 현재 지역

법인세액입니다.

이연 비용 이연 준비금에서 계산된 이연 지역

법인세액입니다.

총 준비금 현재 비용 및 이연 비용의 합계입니다.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 이연 법인세액입니다.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로 분류된 이연 법인세액입니다.

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 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로 분류된 이연

법인세액입니다.

총 이연 법인세 유동 자산/부채, 비유동 자산/부채 및 유동/비유동

가치 평가 충당금의 합계입니다.

미지급 법인세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해야 할 지역(예: 미국 주)을
식별합니다.

미수 법인세 현재 미수 법인세입니다. 금액은 세금 계정

롤포워드에서 재분류 계정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게시됩니다. 납부 및 환급은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장기 미지급 장기 미지급 법인세입니다. 금액은 세금 계정

롤포워드에서 재분류 계정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게시됩니다. 납부 및 환급은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순(미지급) 미수 미지급/미수 법인세 합계입니다.

총 이동 소유권 이 금액은 현재 세금의 소유권 이동 합계입니다.

소유권 - 기초 잔액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소유권 - 현재 연도 이 금액은 상위에 대한 소유권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 잔액의 차이입니다.

총 취득 자산 및 부채 인수로 인한 취득 총계 및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상세 금액은

일시적 차이 양식의 취득 세부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총계 자산 및 부채 처분으로 인한 처분 총계 및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상세 금액은

일시적 차이 양식의 처분 세부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합계 취득 및 처분 총계가 대차대조표 총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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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계속) 세금 계정 롤포워드

범주 설명

자기자본 조정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에 대한 비규정 조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자본 트랜잭션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연 법인세 롤포워드를 통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조정 합계 총 지역 자기자본 조정입니다.

TAR 계정 수익이 0임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 작업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에서는 각 연도에 대한 준비금 분석을 캡처하여 준비금이 지불 및
환불 또는 RTA와 같은 조정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분석에서는
지역별 TAR 양식의 기말 잔액(추가된 경우)과 일치하는 최대 7개의 이전 연도 기말 잔액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새 연도를 추가하면 7년 한도를 초과하는 연도가 내역 연도의 합계에
누적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과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을 사용하려면 자동화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 입력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GAAP 및 IFRS 보고 표준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의 지난해 기말 잔액 데이터가 당해의 기초 잔액이 됩니다. 열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다음 제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CY P&L 비용

• CY OCI/자기자본

• 납부

• 환급

• RTA(P&L)

• 이전

•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 소유권

• 소유권 - 기초 잔액

8장
지역 TAR(세금 계정 롤포워드) 작업

8-37



• 소유권 - 현재 연도

• 현재 미지급 외화 환율(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가능)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에 세부정보를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지역별 TAR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탭을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필요에 따라 POV를 수정합니다.
새 연도를 시작하는 경우 POV에 대해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기존 현재 연도에서
현재 연도 - 1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이전 현재 연도 - 6의 데이터가 내역 연도 아래
표시된 합계 값에 누적됩니다.

POV에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회계연도가 시작 연도 아래에 FY17, FY18,
FY19 등으로 표시됩니다.

4. 다음 열에 대한 세부 금액을 입력합니다.

• CY P&L 비용

• CY OCI/자기자본

• 납부

• 환급

• RTA(P&L)

• 이전

• 외화 환율 - 기초 잔액

• 외화 환율 - 현재 연도

• 소유권

• 소유권 - 기초 잔액

• 소유권 - 현재 연도

• 현재 미지급 외화 환율(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가능)

5. 작업에서 연결을 누릅니다.

6. 미지급 마감 잔액에서 결과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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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및 세부정보 양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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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양식에 액세스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지역 법인세 준비금, TAR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현재 지역별 미지급 세금 자동 탭을 선택합니다.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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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은 지급, 환불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입력
양식입니다. 현재 준비금에서 현재 미지급 세금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려면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일 교차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P1에서 P12까지
모든 연도에 대해 수행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 경우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양식과 비슷하지만, 세 개의 추가 열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이동
멤버에 자동화가 제공됩니다.

• CYPL 비용 자동화

• CY OCI/자기자본 자동화

• RTA(P/L)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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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지급 및 환불 자동화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연도 마이너스 20까지 멤버는 TRCS_OriginationYears 아래에 있기
때문에, TRCS_OriginationYears의 멤버를 공유 멤버로 사용하여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 양식에 새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화 열로 데이터를 가져올 소스 계정을 지정하려면 매핑을 생성해야 합니다. Tax
Reporting 관리 에서 현재 미지급 세금 자동화를 위한 매핑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세부정보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에서 특정 연도의 환불 또는 지급 세부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서
데이터 주기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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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열 순서를 변경하거나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에서 추가할 열이
있으면 Tax Reporting 관리 에 있는 현재 미지급 세금 세부정보 양식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 양식에서 작업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양식을 수동으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새 네비게이션 플로우를 생성하고 양식
없이 새 카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지역 법인세 TAR(세금 계정 이월) 사용자정의
세금 보고 기본 제공 계정이 아닌 다른 일반 원장 계정 구조를 사용하는 회사는 이제 지역별
TAR 자동화 보고서에 열을 추가하고 데이터를 열에 매핑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TAR 자동화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R 자동화 보고서에는 기본 제공 TAR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열과 행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사용자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일반 원장 계정 차트와 일치하도록 열에 G/L 계정을 더 추가합니다.

• 각 이동 합계의 복합 세부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이동 멤버 행을 더 추가합니다.

특정 POV에 대해 사용자가 매핑을 정의한 경우, 연결 시 매핑이 고려됩니다. 매핑이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경우 기본 매핑이 사용됩니다.

TAR 자동화 보고서를 사용자정의하려면 TAR 자동화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법정 유효 세율 작업
Tax Reporting은 법정 세율로 ETR(유효 세율) 조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세율은 현재 연도 법정 세율과 현재 연도 분담률을 곱한 결과입니다.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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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조정은 자동으로 조정 항목에 대한 세금 영향을 세전 순이익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을 눌러
항목을 확장하고 위 조정 항목 각각의 세부정보 최하위 레벨로 드릴다운하여 입력된 정보 레벨에
따라 전체 유효 세율에 대한 각 항목의 기여금액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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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간 법인세 준비금에 관한 작업

관련 링크:

• 중간 법인세 준비금 개요

• 중간 법인세 준비금 생성

• 임시 준비금에서 손실 엔티티 제외

중간 법인세 준비금 개요
세율은 분기별 또는 연도별 등의 요약 기간에 맞는 연도 시작 시 생성됩니다. 관리자 또는 파워
유저가 연간 예상 유효 세율(AEETR)을 기반으로 임시 기간 동안의 현재 및 지연 세금을 추정하기
위해 임시 세금 기간(예: 월별 또는 연말 이외 기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중간 준비금 전체 AEETR 및 상세 AEETR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간
준비금을 아직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생성된 경우에도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생성 마법사에서 중간 준비금 기능이 사용된 경우 전체 AEETR 또는 상세 AEETR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 준비금을 사용하려면 AEETR 계산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중간 준비금에서 예측에 사용할 TRCS_Interim Forecast 시나리오

멤버도 생성됩니다.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당기 준비금 양식에 NIBT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예상 유효 세율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나면 시나리오 차원의 TRCS_InterimForecast 멤버에서

예상 세율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TRCS_InterimForecast는 다음 양식에서 사용됩니다.

• 당기 준비금 예측

• 이연 세금 예측

• 연결 ETR 예측

TRCS_InterimForecast 시나리오에 사용할 현재 및 이연 세금의 세율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유효 세율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선택된 옵션에 따라 AEETR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 AEETR - 예측 시나리오의 통합 유효 세율에서 총 세금 AEETR의 값을 가져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전체 AEETR에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총 세금 AEETR(%) = 예측 시나리오의 연결 유효 세율

• 상세 AEETR - 현재 세금 및 이연 세금을 추가하여 예측 시나리오의 총 세금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현재 및 이연 세금을 조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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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부사항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W(애플리케이션 생성 마법사)의 임시 법인세 준비금 계정 또는 임시 준비금 기능 사용은
다음에 표시된 대로 계정 차원에 저장됩니다.
 

 

중간 법인세 준비금은 국세 준비금 및 지방세 준비금 둘 다에 적용됩니다. 연간 예상 유효
세율(AEETR)은 연결 세율 조정에서 가져오며 지방세 및 지방세 연방 혜택(해당되는 경우)
을 고려합니다. 모든 엔티티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영향을 받는 세금에 따라 추가 개별 조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손실 엔티티가 임시 준비금에 대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시 준비금에서 손실 엔티티 제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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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법인세 준비금 개요

9-2



계산된 세금 및 개별 항목의 순익은 프로비저닝된 세액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중간 법인세 준비금에 대한 연결을 실행하여 총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계산하십시오.

중간 법인세 준비금 생성에 개요된 대로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생성하십시오.

중간 법인세 준비금 생성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생성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중간 법인세 준비금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당기 준비금 양식에 NIBT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중간 준비금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중간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예측 및 세율 예측 순으로 선택하십시오. 세율
화면에서 현재 및 이연 세율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십시오.
 

 

2. 패키지 예측에서 당기 준비금 예측 탭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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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 준비금 예측 탭에서 편집 을 눌러 필요한 POV를 선택하십시오. 시나리오가
중간 준비금 예측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NIBT(세전 순소득)를 펼치십시오.

5. NIBT에 맞게 장부 조정의 조정에서 NIBT 조정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십시오.

주:

NIBT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당기 준비금 양식에서 가져옵니다.

6. 연결을 누른 다음 계산된 결과를 보십시오.

7. ETR 예측 탭을 선택하여 연결된 ETR의 계산된 결과를 검토하십시오. 임시 ETR은 연결
ETR 백분율을 위해 세전 순소득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8. 선택사항에 따라 임시 탭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을 표시하고 Actual 시나리오를
선택하십시오.

• 임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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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세부정보
 

 

9. 선택사항: 조정된 AEETR에서 총 세금에 필요한 조정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십시오.

10. 선택사항: 개별 총 준비금의 값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십시오. 여러 개의 개별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항목은 개별 항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당기 세금 중간 준비금과 이연된 세액을 더하면 총 세금 중간 준비금과 같아집니다.

현재 세금 중간 준비금을 계산하기 위해 개별 항목의 값을 개별 항목 AEETR 이전의 세금
경비에 추가됩니다.

12. 다음에 대한 현재 세금, 이연 세금 및 총 세금 결과를 검토합니다.

• 예상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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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품목 이전의 세금 경비

• 개별 항목

• 중간 준비금

임시 준비금에서 손실 엔티티 제외
중간 법인세 준비금은 국세 준비금 및 지방세 준비금 둘 다에 적용됩니다. 연간 예상 유효
세율(AEETR)은 연결 세율 조정에서 가져오며 지방세 및 지방세 연방 혜택(해당되는 경우)
을 고려합니다. 모든 엔티티는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효 세율 계산에서 손실 엔티티를
제외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 엔티티 예측 양식을 사용하여 제외할 손실 엔티티를 표시한 후 양식을 연결합니다. 임시
준비금 양식에서 결과를 확인한 다음, 롤오버 양식을 사용하여 제외를 복사합니다.

다음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임시 준비금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생성 중에 사용으로 설정하거나 [기능 사용]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손실 엔티티 양식 및 손실 엔티티 롤오버에서는 중간 예측 시나리오만 고려합니다.

• 손실 엔티티 계산은 중간 세부정보 양식이 아닌 중간 합계 양식에 대해서만 자동화된
AEETR에 영향을 줍니다.

임시 준비금에서 손실 엔티티를 제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중간 법인세 준비금, 패키지 예측, 손실 엔티티 예측 순으로 누릅니다.
세전 순이익, 연결 ETR 및 연결 ETR 퍼센트의 세전 및 세후 값은 양식의 양쪽 모두에서
동일합니다.
 

 

2. 계산에서 제외할 엔티티의 경우 손실 엔티티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주:

기본 엔티티에서는 손실 엔티티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작업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세전 순이익, 연결 ETR 및 연결 ETR
퍼센트의 사후 손실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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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 아이콘, 중간 합계 순으로 눌러 중간 합계 양식을 검토합니다. 세후 손실, 자동화된
AEETR 행은 손실 엔티티로 설정되었으므로 비어 있습니다.

5.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순으로 누르고 롤오버를 선택합니다.

6. 롤오버 화면에서 선택 항목 아이콘( )을 눌러 손실 엔티티가 적용될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7. 태스크 선택에서 손실 엔티티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상태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시나리오, 연도 및 기간의 데이터만 복사되고 롤오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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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세 합계 대시보드 검토

총 세금 대시보드는 엔티티 및 관할권별로 현금 세금과 연결 유효 세율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각 엔티티 또는 관할권에 대한 세부정보로 드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총 세금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티티별 연결 ETR - 총 세금 엔티티별 연결 ETR 검토 참조

• 관할권별 연결 ETR - 관할권별 연결 ETR 검토 참조

• 엔티티별 현금 세금 - 엔티티별 현금 세금 검토 참조

• 관할권별 현금 세금 - 관할권별 현금 세금 검토 참조

현재 연도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사용자 변수를 누릅니다.

2. 사용자 변수 화면의 멤버 선택기( )에서 현재 연도를 선택합니다.
 

 

3. 저장을 누릅니다.

총 세금 엔티티별 연결 ETR 검토
연결 ETR은 엔티티별 국가 및 지역 ETR, 총 법인세 준비금, 외화 환율 차이를 계산합니다.

다음 막대 차트가 표시됩니다.

• 엔티티별 연결 ETR 전년 동기 대비

• 엔티티별 연결 ETR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엔티티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 엔티티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금액

엔티티별 연결 ETR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총 세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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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티티별 연결 ETR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POV를 조정합니다.

4. 막대 차트 결과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총 지역을 누릅니다. 사용가능한 지역 이름을 눌러 계속
드릴다운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화면 캡처에서 미국(USD)을 누르면 차트가 확장되어
선택된 지역의 추가 엔티티를 표시합니다.

관할권별 연결 ETR 검토
관할권별 연결 ETR은 관할권별 국가 및 지역 ETR 합계, 총 법인세 준비금, 외화 환율
차이를 계산합니다.

다음 막대 차트가 표시됩니다.

• 관할권별 연결 ETR 전년 동기 대비

• 관할권별 연결 ETR 전년 동기 대비 금액

• 관할권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 관할권별 외화 환율 차이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관할권별 연결 ETR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총 세금을 선택합니다.

2. 관할권별 연결 ETR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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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POV를 조정합니다.

4. 막대 차트 결과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예: 모든 국가)를 눌러 국가 관할권으로
드릴다운합니다.

엔티티별 현금 세금 검토
엔티티별 현금 세금 대시보드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된 자금을
계산합니다.

다음 막대 차트가 표시됩니다.

• 엔티티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

• 엔티티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금액

엔티티별 현금 세금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총 세금을 선택합니다.

2. 엔티티별 현금 세금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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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POV를 조정합니다.

4. 막대 차트 결과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예: 총 지역)를 눌러 추가 엔티티를
표시합니다. 계속 눌러 드릴다운합니다.

관할권별 현금 세금 검토
관할권별 현금 세금 대시보드는 선택된 관할권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된 자금을 계산합니다.

다음 막대 차트가 표시됩니다.

• 관할권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

• 관할권별 현금 세금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관할권별 현금 세금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총 세금을 선택합니다.

2. 관할권별 현금 세금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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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POV를 조정합니다.

4. 막대 차트 결과를 검토합니다.
대시보드로 드릴다운하려면 최상위 레벨 엔티티(예: 모든 국가)를 눌러 추가 관할권을
표시합니다.

10장
관할권별 현금 세금 검토

10-5



11
세금 분석 구성

관련 링크:

상수 통화 분석

상수 통화 분석
재무제표에서 재무 성과 수치를 계산할 때 상수 통화를 고정 환율로 사용하여 통화 변동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Tax Reporting에서 현재 연도 환율과 이전 연도 환율 간 상수 통화 분석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도(FY21) 환율과 이전 연도(FY20) 환율 간에 상수 통화 분석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나리오(예: PriorYearConstantCurrency)를 생성합니다.

2. FY20 - Actual에서 FY20 - PriorYearConstantCurrency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3. FY21 - Actual에서 FY20 - PriorYearConstantCurrency로 환율을 복사합니다.

4. FY20 - PriorYearConstantCurrency에서 연결을 실행하여 상수 통화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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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R(국가별 보고) 작업

국가별 보고를 사용하여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서 관할권별 재무제표의 주요 요소가 자세히 설명된
연차 보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현지 조세 기관은 수익, 소득, 납부 세금, 발생 세금,
고용, 자본, 이익 잉여금, 유형 자산 및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에서는 CbCR 보고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합할 수 있습니다.

CbCR 보고서는 다음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데이터 항목 - 테이블 1, 2, 구성 엔티티 정보 및 추가 정보

• 전체 회사 엔티티에 대한 요약 테이블

• 현지 조세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특정 연락처 및 회사 정보를 설명하는 제출
보고서

CbCR 옵션을 선택하여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경우 연결 및 비율 큐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CbCR 큐브가 생성됩니다. CbCR 큐브에는 국가별 보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과 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 큐브 및 CbCR 큐브 간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연결 큐브에는 CbCR 정보가 없습니다. 모든 차원이 연결 큐브에서 미러링되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CbCR 큐브의 계정 차원에서는 TRCS_CountryByCountryReporting 아래에 CbCR 계정만
있습니다. 장부 계정은 없습니다.

• 이동 차원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데이터 소스 차원에서는 CbCR을 보다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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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R 자동화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CbCR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데 관한 정보는 Tax Reporting 관리 의 새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주:

소유권은 현재 국가별 보고(CbCR)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100% 롤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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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보고 계정은 엔티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간에 계산되고 장부에 기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력 연도 중 모든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국가별 보고 계정에 대해 계산하고
CbCR 보고는 해당 기업의 재량에 따릅니다.

보고서가 준비되면 다음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조세 기관에 제출할 정식 XML 파일

• 모든 오류가 나열된 검증 .TXT 파일

모든 오류를 수정해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보고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개요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개요: Oracle
EPM Cloud를 통한 국가별 보고.

 Tax Reporting Cloud에서 국가별 보고 설정.

CbCR 상위 엔티티 설정
기본적으로 CbCR 요약 및 위험 평가 양식은 FCCS_Total Geography(총 지역) 아래 모든

엔티티에 대해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선호하는 사용자의 경우, 선택된 CbCR 상위 엔티티를
가리키는 사용자 변수를 설정하여 모든 CbCR 요약 및 위험 평가 양식에 대해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지역을 사용하지 않고 CbCR 상위 엔티티를 United State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bCR 상위 엔티티가 설정되면 선택된 CbCR 엔티티 상위에 대해 다음 보고서의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 CbCR의 요약:

– 테이블 1

– 관할권별 테이블 1

– 테이블 2

• CbCR의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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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비율

– 수익 비율

– 이익 비율

– 소득세 납부 비율

– 소득세 미지급 비율

– 자산 비율

– 지분 비율

CbCR 엔티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CbC 보고 데이터 입력 테이블
[데이터 입력] 테이블에서는 엔티티에 관한 재무 및 세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 1에는 개별 엔티티에 대한 기본 레벨의 재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테이블 1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 테이블 2에서는 엔티티가 관련된 비즈니스 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예: 연구 및 개발, 제조 및
개발). 범주가 엔티티와 일치하지 않으면 테이블 3을 완료하여 관련된 비즈니스 유형을
설명해야 합니다. 데이터 입력 테이블 2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 구성 엔티티 정보에서는 구성 엔티티의 국가 및 주소를 포함한 엔티티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엔티티 정보 준비.

• 추가 정보는 테이블 2에서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만 완료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자유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ax Reporting Cloud에서 국가별 보고서 생성.

데이터 입력 테이블 1 준비

CbCR 테이블 1 - 데이터 입력에서는 기본 레벨 엔티티의 국가별 재무 세부정보에 대한 상세 분석을
표시합니다. 조세 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전 가격책정의 위험을 평가하고 세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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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를 할당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소스 재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합할 수 없는
데이터는 Tax Reporting의 기본 데이터 수집 기능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재무 정보로 해당 소스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이블 1 보고서의 다음 위치에서 자동화된 데이터가 임포트됩니다.

• 매핑된 데이터에는 데이터 소스 차원에 있는 매핑된 데이터의 CbCR 값이 포함됩니다.

• 관리형 데이터는 Data Management에서 푸시됩니다.

• 보충 데이터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입력은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값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

CbCR 테이블 1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보고서에서 특정 열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임포트할지 또는 조정을 수동으로 입력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 정보 자동화를 제어하려면 CbC 보고의 자동 입력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직원 수를 제외한 CbCR 테이블 1의 각 계정에서 모든 수익/비용 열은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통화 환산을 수행하고, 자산/부채 열은 종료 환율을 사용합니다. 직원 수는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 평균 또는 종료 환율 이외의 환율을 사용하려면 CbCR FX 환율 대체 양식을
사용하여 다른 환율을 입력합니다. CbCR FX 대체 환율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1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순으로 선택하여 엔티티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CbCR 테이블 1 양식을 엽니다.
 

 

2.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POV와 통화를 편집합니다.

3. 작업에서 연결 CbCR을 선택하여 자동화된 값을 채웁니다.

4. 선택사항: 작업에서 환산 CbCR을 선택합니다.

5. 자동 입력 항목을 검토합니다.

6. 조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을 입력합니다.

7. 합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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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정이 수행된 경우 작업에서 연결 CbCR을 선택합니다.

CbC 보고의 자동 입력 작업

CbCR 자동화 규칙 설정 및 추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 Reporting 관리 의 CbCR 자동화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CbCR FX 대체 환율 입력

직원 수를 제외한 CbCR 테이블 1의 각 계정에서 모든 수익/비용 열은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통화
환산을 수행하고, 자산/부채 열은 종료 환율을 사용합니다. 직원 수는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 평균
또는 종료 환율 이외의 환율을 사용하려면 CbCR FX 환율 대체 양식을 사용하여 다른 환율을
입력합니다.

또한 각 CbCR 열에 대체 환율을 사용하면 VAL 또는 PVA 환산 방법의 환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ax Reporting은 VAL 방법을 사용합니다.

차원의 TRCS_CBCR Override FX Rate Accounts 아래에 CbCR 테이블1 계정이 공유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계정은 TRCS_Table1 아래에 지정된 계정을 이중화합니다.

CbCR 큐브를 사용하면 다음 계층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환산의 평균 환율을 지정합니다.

표 12-1    TRCS_CBCR Override FX Rate Accounts

계정 기본 별칭

TRCS_CBCRRevenuesRelatedParties(공유) 수익 관련 당사자

TRCS_CBCRRevenuesUnrelatedParties(공유) 수익과 관련 없는 당사자

TRCS_CBCREBIT(공유) 소득세전 수익(손실)
EBIT(이자 및 세전 수익)는 이자 및 소득세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회사 수익

측정값입니다. 이 값은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EIBT FX 대체 환율은 CbCR
큐브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TRCS_CBCRNationalIncomeTaxPaid(공유) 납부한 국가소득세(현금 기준)

TRCS_CBCRRegionalIncomeTaxPaid(공유) 납부한 지역소득세(현금 기준)

TRCS_CBCRNationalIncomeTaxAccrued(공유) 미지급 국가소득세(현재 연도)

TRCS_CBCRRegionalIncomeTaxAccrued(공유) 미지급 지역소득세(현재 연도)

TRCS_CBCRStatedCapital(공유) 법정 자본

TRCS_CBCRAccumulatedEarnings(공유) 누적 수익

TRCS_CBCRNetTangibleAsssets(공유) 순 유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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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 엔티티

• 글로벌 가정

환산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득세전 수익(손실) 열(TRCS_CBCREBIT)의 경우 계정 레벨 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NIBT 대체 환율이 적용됩니다.

CbCR FX 대체 환율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을 선택하고 양식 아래의 세금 관리를 확장한 후에
TRCS_CbCR FX Rates Override를 선택합니다.
직원 수를 제외하고 CbCR 테이블 1의 모든 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2. [편집] 을 누른 후에 사용할 POV 및 엔티티 통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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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티티 입력 아래에 선택한 계정의 CbCR FX 대체 환율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필요한
각 계정에 대해 반복합니다. 모든 환율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를 수 있습니다.

주:

자산/부채 계정의 경우 대체 환율을 지정하지 않으면 종료 환율이 사용됩니다. 수익/
비용 계정의 경우 대체 환율을 지정하지 않으면 평균 환율이 사용됩니다.

4.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테이블 1 순으로 선택하여 테이블 1 데이터 입력 양식을
엽니다.

5. 편집에서 보고 통화를 선택합니다.

6. 작업에서 CbCR 환산을 선택합니다.
아래 요약된 대로 CbCR FX 대체 환율을 사용하여 값이 환산됩니다.

• CbCR의 경우:

– 계정 레벨 대체 환율이 적용됩니다.

–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정 등록정보에 설정된 환율, 평균 환율 대비 수익/비용 계정,
엔티티 레벨의 마감 환율 대비 자산/부채에 따라 기본 환율을 사용합니다.

–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정 등록정보에 설정된 환율, 평균 환율 대비 수익/비용 계정,
글로벌 가정에서의 마감 환율 대비 자산/부채에 따라 기본 환율을 사용합니다.

– I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산되지 않습니다.

• EBIT 열(TRCS_CBCREBIT - 소득세전 수익(손실))의 경우:

– 계정 레벨 대체 환율이 적용됩니다.

– 사용할 수 없는 경우 NIBT 대체 환율을 사용하십시오.

–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정 등록정보에 설정된 환율, 평균 환율 대비 수익/비용 계정,
엔티티 레벨의 마감 환율 대비 자산/부채에 따라 기본 환율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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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정 등록정보에 설정된 환율, 평균 환율 대비 수익/비용
계정, 글로벌 가정에서의 마감 환율 대비 자산/부채에 따라 기본 환율을
사용합니다.

– I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산되지 않습니다.

7. CbCR 테이블 1 데이터 입력 양식에서 결과를 검토합니다.

CbCR 테이블 1 사용자정의

보다 세분화된 레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세부정보 또는 그룹화 열을 추가하여
조직의 보고 기능을 향상하도록 CbCR 테이블 1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을 나누어
관할권 및 지역에 대해 보고하거나 열을 확장하여 선택한 계정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없는 제3자 수익 합계 열에서 제3자 수익, 기타 수익
등의 항목을 조직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CbCR 테이블 1의 각 계정에 대해 조직의 1차 하위 계정을 추가하여 TRCS_Table 1 아래의

합계 테이블을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계정을 추가합니다. 새로
생성한 1차 하위를 장부 계정에 지정해야 하므로 연결을 실행할 때 지정된 멤버가 매핑된
데이터 아래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위 멤버에만 1차 하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TRCS_CBCRTotalRevenuesRelatedParties

• TRCS_CBCRTotalRevenuesUnrelatedParties

• TRCS_CBCRTotalEBIT

• TRCS_CBCRTotalTax

• TRCS_CBCRCurrentProvisionTotal

• TRCS_CBCRTotalStatedCapital

• TRCS_CBCRTotalAccumulatedEarnings

• TRCS_CBCRTotalNumberOfEmployees

• TRCS_CBCRTotalNetTangibleAssets

TRCS 테이블 1에 대해 다음 계층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표 12-2    TRCS_Table 1 Total Accounts

총 계정 상위 계정 기본 별칭

TRCS_CBCRTotalRevenue 총 수익

12장
CbC 보고 데이터 입력 테이블

12-8



표 12-2    (계속) TRCS_Table 1 Total Accounts

총 계정 상위 계정 기본 별칭

TRCS_CBCRTotalRevenuesRelatedParties수익 관련 당사자

TRCS_CBCRTotalRevenuesUnrelatedParties수익과 관련 없는 당사자

TRCS_CBCRTotalEBIT 소득세전 수익(손실)
EBIT(이자 및 세전 수익)는
이자 및 소득세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회사

수익 측정값입니다. 이 값은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TRCS_CBCREBIT EBIT(이자 및 세전 수익)

TRCS_CBCRTotalTax 납부한 종합소득세(현금

기준)

TRCS_CBCRNationalIncomeTaxPaid 납부한 국가소득세(현금

기준)

TRCS_CBCRRegionalIncomeTaxPaid 납부한 지역소득세(현금

기준)

TRCS_CBCRCurrentProvisionTotal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TRCS_CBCRNationalIncomeTaxAccrued미지급 국가소득세(현재

연도)

TRCS_CBCRRegionalIncomeTaxAccrued미지급 지역소득세(현재

연도)

TRCS_CBCRTotalStatedCapital 법정 자본

TRCS_CBCRStatedCapital 법정 자본 - 입력

TRCS_CBCRTotalAccumulatedEarnings 누적 수익

TRCS_CBCRAccumulatedEarnings 누적 수익 - 입력

TRCS_CBCRTotalAccumulatedEarnings 누적 수익

TRCS_CBCRAccumulatedEarnings 누적 수익 - 입력

TRCS_CBCRTotalNumberOfEmployees 직원 수

TRCS_CBCRNumberOfEmployees 직원 수 - 입력

TRCS_CBCRTotalNetTangibleAssets 순 유형 자산

TRCS_CBCRNetTangibleAssets 순 유형 자산 - 입력

CbCR 테이블 1에 대한 사용자정의 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를 누릅니다.

2. 생성 및 관리에서 차원을 선택합니다.

3. TRCS_CountryByCountryReporting 아래에서 TRCS_Table1을 확장합니다.

4. 1차 하위를 추가할 총 상위 멤버를 선택하고 [1차 하위 추가]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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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멤버 등록정보 탭에서 새 멤버의 이름 및 별칭을 입력하고 기본 등록정보를 설정한 후에
저장을 누릅니다.
상위 멤버에 1차 하위를 추가하는 경우 다음 위치에도 1차 하위 멤버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모든 CbCR 1 세금 자동화 양식(예: 테이블 1 데이터 입력)

• TRCS_CbCR Override Rate Accounts 아래에 공유 멤버로 추가되어 사용자가
TRCS_CbCR FX Rates Override 양식에 FX 대체 환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CR FX 대체 환율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 새 멤버를 매핑하여 장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새 멤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용자정의 속성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TRCS_TotalEBIT 아래에 EBIT1 멤버를

추가하면 "EBIT1"이라는 새 사용자정의 속성 멤버가 CBCR 사용자정의 속성 상위

아래에 생성되어 열을 소스 장부 계정에 매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CbCR 테이블 1 데이터 입력 양식에서 추가된 열을 검토합니다.
 

 

데이터 입력 테이블 2 준비

테이블 2 보고서에서 엔티티와 연계된 비즈니스 활동을 지정합니다. 여러 비즈니스 활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및 개발

• 지적 재산권 보유/관리

• 구매 또는 구매조달

• 제조 또는 생산

• 판매, 마케팅 또는 배포

• 관리(Administrative), 관리(Management) 또는 지원 서비스

• 관련 없는 당사자에게 서비스 프로비저닝

• 내부 그룹 재무

• 규제된 재무 서비스

• 보험

• 보유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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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

• 기타

테이블 2 데이터 입력 보고서를 완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테이블 2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POV를 편집합니다.

4. 연계된 활동에서 적용되는 모든 활동의 드롭다운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5. 활동이 엔티티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선택한 다음 추가 정보를 완료하십시오. 추가 정보
입력를 참조하십시오.

6. 저장을 누릅니다.

추가 정보 입력

테이블 2에 나열된 엔티티에 적합한 비즈니스 활동이 없으면 추가 정보만 완료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보고서에서는 선택된 엔티티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설명을 자유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보고서를 완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추가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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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POV를 편집합니다.

4. 구성원 엔티티와 연관된 추가 관련 정보에서 항목의 행을 누른 다음, 선택한 엔티티에
적용되는 관련 정보나 추가 세부정보에 관한 자유 형식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5. 저장을 누릅니다.

구성 엔티티 정보 준비

구성 엔티티 정보는 제출하는 보고서의 구성 엔티티에 대한 이름 및 주소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엔티티 정보 보고서를 준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데이터 입력 순으로 누릅니다.

2. 구성 엔티티 정보를 선택합니다.

3. 보고서의 POV를 선택합니다.

4. 국가 코드/조세관할권에서 선택된 구성 엔티티와 연계된 세금 관할 법원의 국가 코드를
선택합니다.

5. TIN 코드에 TIN(법인등록번호)을 입력합니다.

6. TIN 발급자에서 TIN을 발급한 국가 또는 관할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7. IN 코드에 IN 코드(엔티티 또는 조직 식별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가능한 다른 IN(예: 회사 등록 번호 또는 전역 엔티티 식별 번호(EIN))이 있는 경우
이 데이터 요소를 제공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8. IN 발급자에서 IN을 발급한 국가 또는 관할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9. 구성 엔티티의 전체 법적 이름에서 회사 문서에 표시된 대로 구성 엔티티의 전체 법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10. 주소 유형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주거 또는 비즈니스

• 주거

•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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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 미지정

11. 국가 코드에서 선택된 엔티티의 비즈니스 주소와 연계된 국가 코드를 선택합니다.

12. 번지에 전체 번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13. 선택사항: 건물 식별자에 건물 이름을 입력합니다.

14. 선택사항: 호수(Suite) 식별자에 호수(Suite) 번호를 입력합니다.

15. 선택사항: 층 식별자에 사무실의 층 번호를 입력합니다.

16. 선택사항: 구역 이름에 구역 이름을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17. 선택사항: POB에 사서함을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18. 선택사항: 우편 번호에 관련 우편 번호를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19. 시에 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20. 국가 하위 엔티티에 연계된 국가 하위 엔티티(예: 시/도, 구/군, 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1. 역할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역할을 선택합니다.

• 최종 상위 엔티티

• 보고 엔티티

• 둘 다(최종 상위 엔티티 및 보고 엔티티)

22. 세금 관할 법원이 구성 엔티티의 거주지 세금 관할 법원과 다른 경우, 회사 국가 코드에서 MNE
그룹의 구성 엔티티가 구성되거나 설립될 때 적용되는 법률의 세금 관할 법원에 대한 국가
코드를 선택합니다.

23. 저장을 누릅니다.

CbC 보고 요약
다음 [요약] 화면에는 이미 입력된 데이터의 다양한 보기가 표시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테이블 1은 회사 또는 국가 엔티티에 대한 회사 레벨의 재무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요약 테이블
1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관할권별 테이블 1 세부정보는 회사 엔티티와 함께 각 관할권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관할권별 요약 테이블 1 세부정보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 테이블 2 - 엔티티가 관련된 비즈니스 라인을 선택합니다(예: 연구 및 개발, 제조 및 개발).

요약 테이블 1 생성

CbCR 테이블 1 - 요약에서는 회사 레벨 엔티티의 국가별 재무 세부정보에 대한 상세 분석을
표시합니다.

테이블 1 데이터는 그룹의 보고 통화로 보고해야 합니다.

테이블 1 요약을 완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요약 순으로 선택하여 회사 레벨의 엔티티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CbCR
테이블 1 요약 양식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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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POV와 통화를 편집합니다.

3. 작업에서 연결 CbCR을 선택하여 자동화된 값을 채웁니다.

4. 합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조정합니다.

5. 작업에서 환산 CbCR을 선택하여 테이블 1 데이터를 그룹의 보고 통화로 환산합니다.

관할권별 요약 테이블 1 세부정보 준비

관할권별 테이블 1 세부정보 보고서는 선택된 POV에 대해 관할권 및 엔티티별 요약 결과를
보여 줍니다. 여러 관할권이 회사 레벨의 합계로 집계됩니다.

이 데이터는 차원 아래 네비게이터의 장부 및 세금 계정에 CbCR 속성 값을 지정하여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관할권별 테이블 1 세부정보 보고서는 그룹의 보고 통화로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권별 테이블 1 세부정보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요약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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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권별 테이블 1 세부정보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POV를 편집합니다.

4. 작업에서 연결 CbCR을 선택하여 세부정보 요약을 업데이트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연결 CbCR을 실행하십시오.

6. 작업에서 환산 CbCR을 선택하여 테이블 1 데이터를 그룹의 보고 통화로 환산합니다.

요약 테이블 2 준비

테이블 2 보고서에서 국가 또는 회사 레벨과 연계된 비즈니스 활동을 지정합니다. 여러 비즈니스
활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및 개발

• 지적 재산권 보유/관리

• 구매 또는 구매조달

• 제조 또는 생산

• 판매, 마케팅 또는 배포

• 관리(Administrative), 관리(Management) 또는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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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없는 당사자에게 서비스 프로비저닝

• 내부 그룹 재무

• 규제된 재무 서비스

• 보험

• 보유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상품

• 휴면

• 기타

테이블 2 요약 보고서를 완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요약 순으로 선택합니다.

2. 테이블 2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POV를 편집합니다.

4. 연계된 활동에서 적용되는 모든 활동의 드롭다운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CbC 보고서 제출
전체 엔티티 및 엔티티가 운영되는 각 세금 관할 법원에 대해 CbC(국가별) 보고를 위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현지 조세 기관은 수익, 소득, 납부 세금, 발생
세금, 고용, 자본, 이익 잉여금, 유형 자산 및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출] 탭에는 XML 파일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기본 엔티티 레벨에서 수집되지 않은 추가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국가별 제출] 탭에서는 원본 보고서의 제출 및 수정 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 이외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예: 문서 ID,
관할권, 특정 연락처 및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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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제출용 보고서를 준비하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메시지 지정 준비

• 보고 엔티티 정보 준비

• 관할권 문서 지정 준비

• 보고용으로 테이블 3 준비

메시지 지정 준비

메시지 지정은 메시지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정보의 적용 기간, 보고서 상태
(원본, 수정본, 보충 데이터 등) 같은 전송 중인 메시지의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메시지 지정을 준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제출 순으로 누릅니다.

2. 메시지 지정을 선택합니다.
 

 

3. 보고서의 POV를 선택합니다.

4. 전송 엔티티 식별 번호에 전송 엔티티 식별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전송 국가에서 보고서를 보내는 국가 또는 관할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국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수신 국가에서 보고서를 받는 국가 또는 관할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보고서에 설명된 대로
엔티티가 거주하는 각 관할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

11개 이상의 국가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7. 메시지 유형에서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유형인 CBC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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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언어에서 준비된 보고서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언어는 발신 관할권의 현지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9. 선택사항: 정보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표시하는 자유 형식 텍스트에 보고서 생성 또는
보고서 콘텐츠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경고나 고려 사항을 자유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10. 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역 조세 기관에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데이터 처리
담당자나 관련자에 관한 연락처 정보에 메시지 전송자의 전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11. 이 메시지의 전송자 고유 ID에 보고서 전송자가 생성한 고유 ID를 입력합니다.

12. 전송된 메시지 유형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당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 메시지에 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시지에 이전에 보낸 정보에 대한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선택사항: 정정해야 하는 전송자 고유 ID에서 정정 메시지 참조 ID를 입력하십시오.

주:

문서 참조 ID는 시간과 공간에서 고유하므로 이 요소는 DocSpec 레벨의
CbC 보고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14. 보고 기간에서 보고 기간(예: 회계 연도)의 마지막 날짜를 입력합니다. 로케일 형식에
맞는 날짜를 입력할 수 있지만 XML 파일을 생성하는 동안 필요한 날짜 형식(YYYY-
MM-DD)으로 날짜가 자동 변환됩니다.

주:

보고 기간의 길이가 12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경고] 아래에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15. 저장을 누릅니다.

16. 작업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선택한 후 다음 비즈니스 규칙 모두를 실행하십시오.

• Consolidate_CbCR

• Translate_CbCR

보고 엔티티 정보 준비

보고 엔티티 정보는 제출하는 보고서의 보고 엔티티에 대한 이름 및 주소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고 엔티티 정보를 준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제출 순으로 누릅니다--.

2. 보고 엔티티 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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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의 POV를 선택합니다.

4. 국가 코드/조세관할권에서 선택된 보고 엔티티와 연계된 세금 관할 법원의 국가 코드를
선택합니다.

5. TIN 코드에 TIN(법인등록번호)을 입력합니다.

6. TIN 발급자에서 TIN을 발급한 국가 또는 관할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7. IN 코드에 IN 코드(엔티티 또는 조직 식별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가능한 다른 IN(예: 회사 등록 번호 또는 전역 엔티티 식별 번호(EIN))이 있는 경우 이
데이터 요소를 제공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8. IN 발급자에서 IN을 발급한 국가 또는 관할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9. 구성 엔티티의 전체 법적 이름에서 회사 문서에 표시된 대로 구성 엔티티의 전체 법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10. 주소 유형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주거 또는 비즈니스

• 주거

• 비즈니스

• 등기소

• 미지정

11. 국가 코드에서 선택된 엔티티의 비즈니스 주소와 연계된 국가 코드를 선택합니다.

12. 번지에 전체 번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13. 선택사항: 건물 식별자에 건물 이름을 입력합니다.

14. 선택사항: 호수(Suite) 식별자에 호수(Suite) 번호를 입력합니다.

15. 선택사항: 층 식별자에 사무실의 층 번호를 입력합니다.

16. 선택사항: 구역 이름에 구역 이름을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17. 선택사항: POB에 사서함을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18. 선택사항: 우편 번호에 관련 우편 번호를 입력합니다(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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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에 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20. 국가 하위 엔티티에 연계된 국가 하위 엔티티(예: 시/도, 구/군, 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1. MNE 그룹 이름에 MNE(다국적 기업)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유 재량 텍스트
필드이므로 여기에서는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2. 보고 역할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보고 역할을 선택합니다.

• 최종 상위 엔티티

• 대체 상위 엔티티

• 외국환 프레임워크에서 로컬 제출

•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로컬 제출

23. 보고 기간 - 시작 날짜에 보고 기간의 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24. 보고 기간 - 종료 날짜에 보고 기간의 종료 날짜를 입력합니다.

25. 제출될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는 요소에 제출할 데이터 유형에 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26. 이 문서의 전송자 고유 ID에서 문서의 ID를 입력하십시오.

27. 정정해야 하는 전송자 고유 ID에서 정정 메시지 참조 ID를 입력하십시오.

28. 정정사항인 경우 참조되는 문서의 참조 ID에 선택된 보고서에 대해 작성된 고유 ID를
입력하십시오.

29. 저장을 누릅니다.

관할권 문서 지정 준비

관할권 문서 지정은 전송 중인 CbC 메시지 내의 특정 보고서를 파악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보고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문서 지정을 준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제출 순으로 누릅니다.

2. 관할권 문서 지정을 선택합니다.
 

 

3. 보고서의 POV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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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할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는 요소에서 이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유형을 선택합니다.

• 재전송된 데이터(Cbc XML 스키마에서 사용되지 않음)

• 새 데이터

• 수정된 데이터

• 데이터 삭제

• 재전송된 테스트 데이터(Cbc XML 스키마에서 사용되지 않음)

• 새 테스트 데이터

• 수정된 테스트 데이터

• 테스트 데이터 삭제

5. 이 문서의 전송자 고유 ID에서 선택된 보고서에 대해 작성된 고유 ID를 입력하십시오.

6. 선택사항: 이 문서의 전송자 고유 ID에서 정정 메시지 참조 ID를 입력하십시오.

7. 선택사항: 정정해야 하는 전송자의 고유 ID에서 정정 보고서 전송자의 고유 ID를 생성하십시오.

8. 정정사항인 경우 참조되는 문서의 참조 ID에 정정된 보고서에 대해 작성된 고유 ID를
생성하십시오.

9. 국가 코드에서 선택된 구성 엔티티와 연계된 국가를 선택합니다.

10. 저장을 누릅니다.

보고용으로 테이블 3 준비

[보고 테이블 3] 화면에서는 보고서에 대해 제출된 각 제출 작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데이터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데이터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제출할 때마다 해당 자료가 올바른 이유로 평가되도록 적절한
세부정보를 추가합니다.

테이블 3을 완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제출 순으로 누릅니다.

2. 테이블 3을 선택합니다.
 

 

3. 보고서의 POV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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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테이블 3 요소(요소 1, 요소 2 등)에 대해 다음 필드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제출된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는 요소에서 이 보고서 버전에 포함될 정보 유형을
선택합니다.

– 재전송된 데이터(Cbc XML 스키마에서 사용되지 않음)

– 새 데이터

– 수정된 데이터

– 데이터 삭제

– 재전송된 테스트 데이터(Cbc XML 스키마에서 사용되지 않음)

– 새 테스트 데이터

– 수정된 테스트 데이터

– 테스트 데이터 삭제

• 이 문서의 전송자 고유 ID에서 이 보고서 버전에 대해 작성된 고유 ID를
입력하십시오.

• 정정해야 하는 전송자 고유 ID에서 정정 메시지 참조 ID를 입력하십시오.

• 선택사항: 정정사항인 경우 참조되는 문서의 참조 ID에 정정된 보고서에 대해
작성된 고유 ID를 입력하십시오.

• 제공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추가 정보에 이 문서 버전에 적용되는
세부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추가 정정임을 나타내거나 특정 필드가
조정되었다는 내용의 노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코드에서 이 보고서가 적용되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 요약 요소 목록에서 강조표시할 정보 유형을 선택합니다.

– 수익 - 관련 없음

– 수익 - 관련 있음

– 수익 - 합계

– 이익 또는 손실

– 납부 세금

– 미지급 세금

– 자본

– 수익

– 직원 수

– 자산

5. 저장을 누릅니다.

CbCR 위험 평가 대시보드
관련 항목:

• 위험 평가 대시보드 사용

• 위험 평가 비율 검토

• 사용가능한 위험 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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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평가 대시보드 사용

위험 평가 대시보드는 CbCR 큐브의 CbCR 테이블 1 데이터 입력에 캡처된 모든 재무 및 비재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를 검토하면 운영 회사에서 보고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보려면
대시보드 위로 커서를 가져갑니다. 데이터가 예기치 않게 급증하거나 위반을 발견했으며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려는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양식을 선택하고 연계된 양식을 드릴다운하여 원본
데이터를 검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 플래그를 확인하거나 세무서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 값은 테이블 1 데이터 입력 양식에서 추출됩니다. 값을 보려면 테이블 1 데이터 입력을 열고
합계 행과 선택한 비율의 열 머리글(예: 수익 관련 당사자 및 직원 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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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평가 비율 검토

비율 대시보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CbCR, 위험 평가 순으로 누릅니다.

2. 현재 연도, 시나리오, 기간, 멀티 GAAP 및 통화를 포함하여 POV를 선택합니다.

3. 위험 평가에서 검토하려는 비율 대시보드의 탭을 선택합니다.

• 직원 비율

• 수익 비율

• 수익(또는 손실) 비율

• 소득세 납부 비율

• 소득세 미지급 비율

• 자산 비율

• 자기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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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비율 대시보드의 계정에서 검토하려는 비율(예: 수익 관련 당사자 / 직원 수)을
선택합니다.
비율 계산은 비율의 첫번째 값을 두번째 값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수익 관련 당사자 / 직원 수의 비율을 생성하려면 테이블 1 데이터 입력의 수익 관련
당사자 합계를 테이블 1 데이터 입력의 직원 수로 나눕니다.

사용가능한 비율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사용가능한 위험 평가 비율을 참조하십시오.

5. 실행 을 눌러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6. 대시보드를 검토하고 변형, 최대 또는 위반을 찾습니다.

7. 자세한 결과를 보려면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양식 탭 순으로 누릅니다.

8. 양식에서 CbCR, 위험 평가 순으로 선택합니다.
 

12장
CbCR 위험 평가 대시보드

12-25



 

9. 보려는 비율 양식(예: 자산 비율 또는 직원 비율)을 확장하고 검사할 양식을 선택합니다.

• 관할권별 비율 전년 동기 대비

• 비율 전년 동기 대비

 

 

10. 작업에서 CbCR 연결을 선택하고 총 지역에 연결합니다.

11. 보고서의 수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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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위험 평가 비율

각 대시보드에 대해 선택한 POV의 비율 범주가 포함된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시보드에 대해 각각 일련의 위험 평가 비율 선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비율

• 수익 비율

• 수익(또는 손실) 비율

• 소득세 납부 비율

• 소득세 미지급 비율

• 자산 비율

• 자기자본 비율

직원 비율

적절한 계정/비율을 선택합니다.

• 수익 관련 당사자 / 직원 수

• 수익과 관련 없는 당사자 / 직원 수

• 총 수익 / 직원 수

• 소득세전 수익(손실) / 직원 수

• 법정 자본 / 직원 수

• 누적 수익 / 직원 수

• 법정 자본 + / 누적 수익 / 직원 수

• 순 유형 자산 / 직원 수

• 납부한 종합소득세(현금 기준) / 직원 수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직원 수

수익 비율

적절한 계정/비율을 선택합니다.

• 수익 관련 당사자 / 총 수익

• 수익과 관련 없는 당사자 / 총 수익

• 소득세전 수익(손실) / 수익 관련 당사자

• 소득세전 수익(손실) / 수익과 관련 없는 당사자

• 소득세전 수익(손실) / 총 수익

• 납부한 종합소득세(현금 기준) / 수익 관련 당사자

• 납부한 종합소득세(현금 기준) / 수익과 관련 없는 당사자

• 납부한 종합소득세(현금 기준) / 총 수익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수익 관련 당사자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수익과 관련 없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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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총 수익

• 순 유형 자산 / 총 수익

• 법정 자본 + / 누적 수익 / 총 수익

수익 비율

적절한 계정/비율을 선택합니다.

• 법정 자본 / 소득세전 수익(손실)

• 누적 수익 / 소득세전 수익(손실)

• 법정 자본 + / 누적 수익 / 소득세전 수익(손실)

• 납부한 종합소득세(현금 기준) / 소득세전 수익(손실)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소득세전 수익(손실)

• 소득세전 수익(손실) / 총 수익 - 소득세전 수익(손실)

소득세 납부 비율

적절한 계정/비율을 선택합니다.

• 미지급 국가소득세(현재 연도) / 납부한 종합소득세

• 미지급 지역소득세(현재 연도) / 납부한 종합소득세

• 미지급 종합소득세(현재 연도) / 납부한 종합소득세

• 법정 자본 / 납부한 종합소득세

• 누적 수익 / 납부한 종합소득세

• 법정 자본 + / 누적 수익 / 납부한 종합소득세

• 순 유형 자산 / 납부한 종합소득세

소득세 미지급 비율

적절한 계정/비율을 선택합니다.

• 미지급 국가소득세(현재 연도)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미지급 지역소득세(현재 연도)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납부한 종합소득세 / 미지급 종합소득세

• 법정 자본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누적 수익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법정 자본 + / 누적 수익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 순 유형 자산 / 미지급 종합소득세 - 현재 연도

자산 비율

적절한 계정/비율을 선택합니다.

• 자산 회전율(수익 / 자산)

• 법정 자본 + / 누적 수익 / 순 유형 자산

• 소득세전 수익(손실) / 순 유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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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비율

적절한 계정/비율을 선택합니다.

• 소득세전 수익(손실) / 법정 자본

• 소득세전 수익(손실) / 법정 자본 + 누적 수익

• 총 수익 / 법정 자본

• 총 수익 / 법정 자본 + 누적 수익

CbCR 데이터 상태 검토
[데이터 상태 CbCR] 양식에 액세스하여 각 프로세스 단위(시나리오, 연도, 엔티티, 기간)의 처리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

이 양식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상태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데이터 상태를 눌러 데이터 상태 CbCR 보고서를 엽니다.
 

 

2. 선택사항: 을 눌러 보려는 POV를 선택합니다.

3. 보려는 엔티티가 있는 행을 선택합니다.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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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상태에서 필요한 기간(P1, P2 등)의 항목 승인 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되지 않음

• 잠금 해제됨

• 잠김

5. 계산 상태에서 필요한 기간(P1, P2 등)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되지 않음

• 시스템 변경됨

• 데이터 없음

• 변경

• 확인

CbC 보고서 검증 및 제출
전체 엔티티 및 엔티티가 운영되는 각 세금 관할 법원에 대해 CbC(국가별) 보고를 위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ax Reporting을 사용하여 CbC 보고서에 필요한 재무 데이터 및 추가 제출 정보를 취합한
후, Tax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에서 CbCR 데이터를 추출하여 현지 조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CbCR XML 파일로 변환하는 추가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Narrative Reporting을 사용하여 다음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 현지 조세 기관에 제출할 XML 파일

• 오류 또는 누락된 항목이 포함된 .TXT 검증 파일

주:

모든 오류를 수정하고 검증이 끝나야 조세 기관에서 XML 파일을 수락합니다.

Oracle Cloud Marketplace에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Reporting Cloud용
"국가별 보고 XML 파일 채우기 및 검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데이터 소스 및 보고서 템플리트 임포트에 대해 설명하는 readme가 들어
있습니다.

XML 및 .TXT 검증 파일을 제출하려면 현지 조세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각 세무서에는
고유 제출 메커니즘이 있으므로 현지 조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12장
CbC 보고서 검증 및 제출

12-30

https://cloudmarketplace.oracle.com/marketplace/en_US/listing/31261060


13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관리

세금 손실/세액 공제 양식에는 금액에 대한 재무제표 각주 공개와 세액 공제 만료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경우). 세금 손실/세액 공제 - 만료 연도별
양식을 사용하여 엔티티, 멀티 GAAP, 계정별 연결 레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세액 공제 만료 및 금액에 관한 각주 공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Tax Reporting 관리 에서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사용" 참조) 데이터 소스 멤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에 따라 멤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멤버 이름에 권장되는 형식은 FY<yearName>입니다.

Tax Reporting 관리 에서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양식 액세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양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손실/세액 공제 양식의 컨텍스트 메뉴/작업 메뉴에서 액세스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손실
양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을 선택합니다. 세액 공제
양식의 경우 마찬가지로 만료 연도별 세액 공제가 표시됩니다.

• 라이브러리 > 현재 법인세 준비금 > 현재 준비금 폴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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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porting 관리 에서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양식 작업
세금 손실/세액 공제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 손실/세액 공제 스케줄의 세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마감 차기이월에는 해당 만료 연도가 있습니다. 양식에서 만료 연도별로
마감 차기이월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스크린샷에서는 행 8개에 만료 연도 및 해당 마감 차기이월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료 연도 행 4개는 만료 없음이며 행 2개는 2023, 행 1개는 2025, 행
1개는 2040이 만료 연도로 있고 각각 고유한 마감 차기이월 값이 있습니다. 만료 연도별
세금 손실/세액 공제 양식(국가 및 지역 둘 다)은 다양한 데이터를 만료 연도별로 그룹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apter 13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양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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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세금 손실/세액 공제 계정별 만료 연도뿐만 아니라 상위 계정, 상위 멀티 GAAP, 상위
엔티티별 만료 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손실/세액 공제 만료 양식 액세스 및 예제 사용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손실/공제 계정의 만료 연도를 기반으로 마감 차기이월을 보려면 다음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

• 세액 공제 - 만료 연도별

• 지역 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

• 지역 세액 공제 - 만료 연도별

예제 사용 사례
데이터가 있는 사용 사례는 세금 손실용이나 국가 및 지역 둘 다에서 세액 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hapter 13
예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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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아래의 사용 사례 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연도는 2020입니다.

사용 사례 1: 만료 없음 만료 연도

만료 없음의 마감 차기이월 값은 800 + 1,000 -500 + 6,000 = 7,300입니다.

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 양식에는 만료 없음의 만료 연도별 차기이월이 7,300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사례 2: 1년 미만 만료 연도(애플리케이션 시작 연도 +
20년)

2023의 마감 차기이월 값은 - 4,000 + 5,000 = 1,000입니다.

2025의 마감 차기이월 값은 2,000입니다.

Chapter 13
예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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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 양식에는 2023 및 2025의 만료 연도별 차기이월이 각각 1,000 및
2,000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사례 3: 1년 초과 만료 연도(애플리케이션 시작 연도 + 20년)
연도 시작 = 2020 + 20년 = 2040

2040의 마감 차기이월 값은 7000, 즉 분류되지 않음이 7,000입니다.

Chapter 13
예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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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 양식에는 분류되지 않음의 만료 연도별 차기이월이 7,000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사례 4: 상위 계정 만료 연도

세금 손실 - 차기이월 자동화 계정에서 만료 연도 2025의 마감 차기이월은 26,000입니다.

자본 세금 손실 - 차기이월 자동화 계정에서 만료 연도 2025의 마감 차기이월은
6,000입니다.

Chapter 13
예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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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정의 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 양식에는 2025의 만료 연도별 차기이월이
32,000(26,000+6,000)으로 표시됩니다.

만료 없음 및 분류되지 않음에도 동일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사용 사례 5: 상위 멀티 GAAP 만료 연도

멀티 GAAP MultiGaap1의 마감 차기이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료 없음 = 30,000

• 분류되지 않음 = 20,000

멀티 GAAP MultiGaap2의 마감 차기이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료 없음 = 10,000

• 분류되지 않음 = 60,000

Chapter 13
예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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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MultiGaap의 세금 손실 - 만료 연도별 양식에는 만료 없음의 만료 연도별
차기이월이 20,000(30,000 -10,000)으로 표시됩니다. 분류되지 않음에도
80,000(60,000+20,000)으로 동일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Chapter 13
예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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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 항목 및 분석에 임시 사용

임시 그리드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임시 쿼리는 특정 정보 또는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검색하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요청입니다. 임시 쿼리를
사용하면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쓰지 않고도 데이터 소스에서 특정 차원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시 그리드를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포커스가 설정된 데이터 슬라이스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 특정 엔티티 세트에 대한 데이터 작업을 수행합니다.

• 지역에서 신속하게 유효 세율(ETR)을 검토합니다.

• 임시 그리드에서 다른 사용자가 설정하는 계정 세트를 변경합니다.

• 임시 그리드의 데이터를 보고서로 저장하고 Tax Reporting 및 Oracle Smart View for
Office에서 봅니다.

• Tax Reporting에서 설정한 임시 그리드를 Smart View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을 참조하십시오.

임시 수행 시작하기
임시 그리드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Table 14-1    임시 그리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목표 자세히 알아보기

임시 시작하기 임시 그리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분석을 위한 그리드 디자인 임시 그리드 디자인 참조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 확인(분할 분석) 피벗을 통해 POV, 열 또는 행으로 차원을 이동하여

분석을 세분화합니다. 차원 피벗를 참조하십시오.

임시 그리드를 빠르게 이동하고 단축키를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

임시 그리드 키보드 단축키 및 빠른 데이터 입력

명령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집중 • 선택한 항목 유지와 선택한 항목 제거를

사용하여 그리드를 사용자정의합니다.
• 확대를 사용하여 차원에서 다음 레벨의

세부정보를 보거나 축소를 사용하여 요약 레벨을

봅니다.

다른 데이터 작업 다목적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여 다른 멤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속성, 하위, 레벨 또는 분기에

따라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시 그리드에서

멤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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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1    (Cont.) 임시 그리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목표 자세히 알아보기

기본 데이터 보기 Data Management로 드릴스루합니다. Oracle
Enterprise Data Management Cloud 관리 및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크기만큼 값 변경 조정을 사용합니다. 값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값에 대한 논리를 작성합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사용합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 사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적용되는 가정 설명 설명을 추가하거나 외부 파일을 첨부합니다. 설명 및
첨부파일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임시 그리드의 표시 및 동작 제어 등록정보 패널, 임시 옵션 탭을 눌러 임시 그리드의

표시와 동작을 관리합니다.

자유 양식 임시 수행 비어 있는 그리드에 멤버 이름을 입력하고 값을

검색합니다. 자유 양식 임시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임시로 데이터를 변경한 후 비즈니스 규칙 실행 규칙을 눌러 비즈니스 규칙을 검색하고 실행합니다. 
임시 그리드에 규칙 적용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for Office로 전환 제출 버튼 왼쪽에 있는 글로벌 작업

을 누른 다음 Smart View에서 열기를 누릅니다.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임시 그리드 생성
임시 그리드를 생성하여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Note:

임시 그리드를 생성할 수 있으려면 관리자가 임시 그리드 생성자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역할이 없으면 기존 임시 그리드에서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양식이나 대시보드의 양식에서 임시 그리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dwood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 대시보드나 양식에서 연 임시가 동적 탭에 열립니다.

임시 그리드를 처음부터 새로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릅니다.

2. 양식 탭을 누릅니다.

3. 생성과 임시 그리드를 순서대로 누른 다음, 큐브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정과 엔티티는 행에 있고 연도 및 기간은 열에 있습니다. 기타 차원은
그리드 위쪽의 POV(Point of View)에 있습니다. 임시 그리드에서 작업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임시 그리드에서 멤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4. 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여 기존 양식에서 임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독립형 양식에서 임시 그리드를 생성하려면 조치와 분석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이제
임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그리드는 양식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합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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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의 양식에서 작업 공간을 채우도록 대시보드 양식을 최대화하고, 작업과 분석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또는 Redwood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할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셀에 대해 분석을 선택합니다.

5. 그리드 정의 저장을 선택하여 임시 그리드를 저장합니다. 임시 데이터 제출 및 그리드 정의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임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집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임시 수행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Tip:

그리드에 관한 상위 레벨 정보를 보려면 등록정보 패널

을 누릅니다. 일반 탭에서 멤버 이름을 표시하고 별칭 테이블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그리드의 등록정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임시 데이터 제출 및 그리드 정의 저장
임시 그리드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제출하여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Note:

임시 그리드에서 데이터를 열거나 제출하면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그리드의 기존
형식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Smart View의 형식을 사용하여 저장된 그리드는 Smart
View에서 다시 열면 해당 형식을 유지합니다.

데이터 제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만 제출—그리드 디자인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수정(더티로 설정)한 셀의 데이터만
제출합니다.

• 새로고치지 않고 데이터 제출—명시적으로 수정(더티로 설정)한 데이터 셀과 수정하지 않은
데이터 셀 모두를 제출합니다. 모든 데이터 셀이 더티로 표시되고 제출됩니다. 제출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그리드가 새로고쳐집니다.

• 데이터 범위 제출—선택한 셀에서 셀 데이터만 제출합니다. 선택한 셀 범위를 벗어난 그리드에
더티 셀이 있으면 수정된 값이 제출되지 않고, 해당 셀은 마지막으로 저장된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드 정의 저장은 임시 그리드를 저장합니다.

임시 그리드 액세스
임시 그리드를 열어 보기를 개인화하고 양식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독립형 양식이나 대시보드의 양식에서 임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dwood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 대시보드나 양식에서 연 임시가 동적 탭에 열립니다.

저장된 임시 그리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릅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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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 탭에서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임시 그리드를 누릅니다.

3. 독립형 양식에서 임시를 수행하려면 양식을 열고 작업, 분석을 누릅니다.

4. 대시보드의 양식에서 임시를 수행하려면 작업 공간을 채우도록 대시보드 양식을
최대화하고, 작업과 분석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또는 Redwood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할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셀에 대해 분석을 선택합니다.
Redwood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 대시보드의 양식에 있는 셀에서 임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셀에 대한 분석을 선택하여
동적 탭에서 임시를 엽니다.

임시 그리드 디자인
관련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임시 그리드를 사용자정의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사용하면 초점을 맞춘 데이터 조각을 디자인하고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Table 14-2    이 기능을 사용하여 임시 그리드 사용자정의

목표 이 주제 참조

작업할 데이터 세분화 임시 그리드에서 멤버 선택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차원 이동 차원 피벗

멤버 계층 레벨을 들여쓰는 방법과 같은 옵션 설정 임시 그리드의 등록정보 설정

셀 데이터를 계산하는 논리 정의 라인 항목 세부정보 사용 정보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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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그리드에서 멤버 선택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작업 중인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POV, 행 및 열의 멤버를
선택하면 분석 중인 데이터를 빠르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면 사용자 변수, 대체 변수 및 임시 그리드 정의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툴바에서

을 누릅니다.

• 페이지 맨 위 오른쪽에서 글로벌 메뉴 링크

를 누른 다음, 멤버 선택기를 누릅니다.

• POV의 차원에 커서를 놓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 목록에서 멤버를 선택하거나 멤버
선택기를 누릅니다. POV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멤버를 찾거나 돋보기를 눌러 멤버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행 또는 열 머리글을 누른 다음,

을 누릅니다.

• 행 또는 열 머리글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멤버 선택을 누릅니다.

• 차원을 두 번 눌러 임시 그리드에 하위 항목을 포함하도록 차원을 확장합니다.

멤버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멤버를 선택한 경우

을 눌러 선택한 멤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Tip:

열 또는 행 머리글을 누른 다음 이동을 선택하여 차원을 재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하게 위쪽, 아래쪽,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릅니다.

멤버 선택 옵션

먼저 임시 그리드에서 멤버 선택에 설명된 대로 멤버 선택 페이지를 엽니다. 그런 다음 멤버 선택
사항을 세분화합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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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컨텍스트에 따라 멤버 선택 대화상자는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옵션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을 눌러 멤버를 선택하고 선택취소할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는 선택한 멤버를
나타냅니다.

• 한 번에 하나의 차원씩 작업의 멤버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을 눌러 단일 열 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중 열 뷰로 다시 전환하려면

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특정 멤버를 찾으려면 검색 엔티티 필드에 멤버 이름을 입력한 후 다시 누릅니다.
검색을 세분화하려면

을 누르고 필터 추가를 누른 다음, 필터를 선택합니다. (필터 옵션은 컨텍스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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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3    임시 검색의 필터 옵션

필터 설명

함수별 선택한 항목만 유지 선택한 멤버의 관계를 기준으로 멤버를 선택하는 관계 옵션을

표시합니다. 관계 및 설명 목록은 아래 함수별 선택한 항목만

유지 필터 옵션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속성을 기준으로 필터링 선택한 멤버의 속성, 연산자 및 변수 값을 선택하는 속성별로

선택한 항목만 유지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레벨을 기준으로 필터링 멤버의 계층에 레벨을 입력하는 레벨을 기준으로 필터링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필터링 멤버의 계층에 세대를 입력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필터링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Table 14-4    함수별 선택한 항목만 유지 필터 옵션

관계 포함된 멤버

멤버 선택한 멤버

상위 멤버 선택한 멤버의 모든 상위 멤버(선택한 멤버 제외)

하위 선택한 멤버 바로 아래에 있는 레벨의 모든 멤버

하위 멤버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 멤버(선택한 멤버 제외)

동위 멤버 선택한 멤버와 같은 레벨에 있는 계층 내 모든 멤버

(선택한 멤버 제외)

상위 선택한 멤버 위에 있는 레벨의 멤버

레벨 0 하위 멤버 1차 하위 구성요소가 없는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
멤버

왼쪽 동위 멤버 상위가 같은 선택한 멤버 앞에 나타나는 멤버

오른쪽 동위 멤버 상위가 같은 선택한 멤버 뒤에 나타나는 멤버

이전 동위 멤버 상위가 같은 선택한 멤버 바로 앞에 나타나는 멤버

다음 동위 멤버 상위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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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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열 머리글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을 눌러 열 멤버를 정렬하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열 멤버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열 멤버 필터링

강력한 필터 옵션을 사용하여 임시 그리드에서 열 멤버 표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열 이름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고 열 이름 오른쪽에 있는 깔때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작업을
선택합니다.

 

 
정렬 옵션을 사용하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멤버 계층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필터 기준 옵션을 사용하면 조건(예: 보다 큼 또는 보다 작음)이나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 옵션을 제거하려면

을 누릅니다.

차원 피벗

차원을 피벗하면 그리드의 데이터 방향이 변경되어 다른 각도에서 데이터를 보거나 정보를
분할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끌어서 차원을 피벗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행에서 열로 차원을 끌거나 열에서 행으로 끕니다.

• POV와 행 또는 열 간에 차원을 끌어옵니다.

• 동일한 축에서 멤버를 끌어 순서를 재지정합니다.

• 등록정보 패널의 레이아웃 탭에서/으로 차원을 끌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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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열 축에 단일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행이나 열에 마지막으로 남은 차원은 피벗할 수 없습니다.

임시 그리드의 등록정보 설정

등록정보 패널을 통해 환경설정을 지정하여 임시 그리드의 표시 및 동작을 제어합니다.

일반 임시 등록정보 설정

일반 임시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임시 그리드에서 등록정보 패널 아이콘

을 누르고 일반을 누릅니다.

2. 그리드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이름

• 설명

• 큐브

• 멤버 레이블 표시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고유 멤버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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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이름 또는 별칭

• 별칭 테이블

임시 사용자 옵션 설정

임시 사용자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임시 그리드에서 등록정보 패널 아이콘

과 임시 옵션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2. 그리드에서 멤버가 표시되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 멤버 포함:

– 선택항목 포함—작업 결과로 검색된 멤버와 선택한 멤버를 둘 다 표시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멤버 Qtr1을 확대하면 Qtr1, 1월, 2월,
3월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선택한 그룹 내—선택한 멤버 그룹만 확대/축소, 선택하지 않은 셀을 현재
상태로 유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그리드에 행
방향 또는 열 방향으로 둘 이상의 차원이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확대/축소, 유지만 및 제거만에 관련됩니다.

• 확대— 확대할 레벨을 선택합니다.

– 다음 레벨: 선택한 멤버의 1차 하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모든 레벨: 선택한 멤버의 모든 하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맨 아래 레벨: 차원의 최하위 레벨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상위 멤버 위치:— 계층에 상위 멤버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 상향식—최상위 레벨에서 최하위 레벨 순서로 멤버 계층을 표시합니다.

– 하향식—최하위 레벨에서 최상위 레벨 순서로 멤버 계층을 표시합니다.

• 들여쓰기— 멤버 계층 레벨의 들여쓰기 방법을 설정합니다.

– 없음—멤버를 들여쓰지 않습니다.

– 하위 항목—하위를 들여씁니다. 상위 멤버는 열에서 왼쪽 맞춤됩니다.

– 총계—상위를 들여씁니다. 하위는 열에서 왼쪽 맞춤됩니다.

데이터를 새로고치지 않고 탐색—아니요를 선택하면 그리드 주위를 탐색할 때(예:
피벗, 확대/축소) 성능이 향상됩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면 새로고침만 누르면
됩니다. (이 옵션으로 예를 선택하면 임시에서 작업할 때 데이터를 새로고칩니다.)

3. 데이터 뷰를 간소화하려면 숨김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그리드 요소를 숨깁니다. 예를
들어 0 값이 있는 행이나 열을 숨길 수 있습니다.

• 0 값:

– 없음—0만 포함된 행과 열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행—0만 포함된 행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열—0만 포함된 열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행과 열—0만 포함된 행과 열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반복 멤버—그리드 방향에 관계없이 반복 멤버 이름을 포함하는 행을 숨기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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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누락— 0이 있거나 데이터가 없는 행 또는 열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없음—0이 있거나 데이터가 없는 행과 열을 표시합니다.

– 행—0이 있거나 데이터가 없는 행을 숨깁니다.

– 열—0이 있거나 데이터가 없는 열을 숨깁니다.

– 행과 열—0이 있거나 데이터가 없는 행 또는 열을 숨깁니다.

• 행의 누락된 블록—데이터가 없는 행의 셀 블록을 숨기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 액세스 권한 없음—액세스 권한이 없는 행이나 열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 없음—액세스 권한이 없는 행과 열을 표시합니다.

– 행—액세스 권한이 없는 행을 숨깁니다.

– 열—액세스 권한이 없는 열을 숨깁니다.

– 행과 열—액세스 권한이 없는 행과 열을 숨깁니다.

Note:

임시 그리드에서 열 때 "적합한 데이터 행이 없으므로 임시 그리드를 열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표시되면, 위의 숨김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4. 정밀도 값에서 통화 값, 비통화 값 및 퍼센트 값에 대해 셀에 표시할 최소 및 최대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셀 값이 100이고 최소 정밀도 "2"를 선택하면 값이 "100.00"으로
표시됩니다. 최대 정밀도 "3"을 선택하고 셀 값이 100.12345이면 값은 "100.123"으로
표시됩니다. 통화 멤버 정밀도 사용을 선택하여 통화 멤버의 정밀도 설정을 적용합니다.

5. 대체에서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볼 액세스 권한이 없거나, 부적합한 데이터가 있는 셀에 대해
표시할 레이블을 설정합니다.

• 데이터 없음— 값이 #Missing 또는 #NoData인 셀에 대해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액세스 권한 없음—액세스 권한이 없는 셀에 대해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0 제출—데이터 없음 또는 액세스 권한 없음 대체 옵션의 텍스트로 #NumericZero를
지정하고 애플리케이션에 0을 제출하려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6.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환경설정 지정의 임시 옵션 설정도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 옵션 설정

임시 그리드의 레이아웃 옵션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임시 그리드에서 등록정보 패널 아이콘

과 레이아웃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2. 차원 피벗을 참조하십시오.

임시 그리드 키보드 단축키 및 빠른 데이터 입력 명령

키보드 단축키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임시 그리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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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또는 키 조합 결과

탭 행의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포커스가 행의 마지막

셀에 있을 때 Tab을 누르면 다음 행의 첫 번째

셀로 이동합니다.
Shift+Tab 행의 이전 셀로 이동합니다. 포커스가 행의 첫

번째 셀에 있을 때 Shift+Tab을 누르면 이전 행의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동일한 열에서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이전 또는

다음 행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행에서 다음 셀 또는 이전 셀로 이동합니다.
Ctrl+Home 그리드의 첫 번째 셀로 이동합니다.
Shift+End 그리드 첫 번째 행의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Ctrl+End 그리드의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Ctrl+Right Arrow 현재 행에서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Ctrl+Left Arrow 현재 행에서 첫 번째 셀로 이동합니다.
Shift+Space 행을 선택합니다.
Ctrl+Space 열을 선택합니다.
Ctrl+위쪽 화살표 열의 맨 위 행으로 이동합니다.
Ctrl+아래쪽 화살표 열의 맨 아래 행으로 이동합니다.
Ctrl+Shift+위쪽 화살표 현재 셀에서 시작하여 열의 맨 위 행까지 열의

셀을 선택합니다.
Ctrl+Shift+아래쪽 화살표 현재 셀에서 시작하여 열의 맨 아래 행까지 열의

셀을 선택합니다.
Shift+왼쪽 화살표 행의 시작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왼쪽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행에서 현재 셀의 왼쪽에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Shift+오른쪽 화살표 행의 끝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행에서 현재 셀의 오른쪽에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Shift+위쪽 화살표 열의 맨 위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위쪽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열에서 현재 셀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Shift+아래쪽 화살표 열의 맨 아래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아래쪽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열에서 현재 셀 아래에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Shift+누르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그리드의 다른 열이나 행에서 셀을 선택하여 여러

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기 위한 명령

이 단축키를 사용하여 임시 그리드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 또는 기호를
입력하고 Enter 또는 Tab 키를 누릅니다.

키 또는 기호 결과 예

K 값을 천 단위로 입력합니다. 5,000의 경우 5K를 입력합니다.

M 값을 백만 단위로 입력합니다. 5,000,000의 경우 5M을
입력합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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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또는 기호 결과 예

Add 또는 + 셀 값에 수를 더합니다. 셀 값이 100일 때 100 뒤에

Add10을 입력하면 110이
됩니다.

/ 셀 값을 숫자로 나눕니다. 셀 값이 100일 때 100 뒤에 /2을
입력하면 50이 됩니다.

Sub 또는 ~ 셀 값에서 수를 뺍니다. 셀 값이 100일 때 100 뒤에

Sub10을 입력하면 90이 됩니다.

Percent 또는 per 셀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백분율로 곱합니다.
셀 값이 100일 때 100 뒤에

per10을 입력하면 현재 셀 값의

10% 또는 10이 됩니다.

Increase 또는 inc 셀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백분율만큼 늘립니다.
셀 값이 200일 때 200 뒤에

inc10을 입력하면 셀 값이

200의 10%(20)만큼 증가하여

220이 됩니다.

Decrease 또는 dec 셀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백분율만큼 줄입니다.
셀 값이 200일 때 200 뒤에

dec10을 입력하면 셀 값이

200의 10%(20)만큼 감소하여

180이 됩니다.

Power 또는 pow 셀 값을 지수로 추가된 수로

변경합니다.
셀 값이 100일 때 100 뒤에

pow2를 입력하면 셀 값에 지수

2를 곱하여 10,000이 됩니다.

gr 백분율에 따라 셀을 늘립니다. 셀 값이 200일 때 200 뒤에

gr50을 입력하면 셀 값이

100만큼 증가하여 300이
됩니다.

임시 그리드에 규칙 적용
새 데이터 또는 변경된 데이터를 제출한 후 데이터를 계산할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임시 그리드를 엽니다.

2. 규칙( )을 누릅니다.

3. 런타임 프롬프트와 함께 제공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규칙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경우 메시지가 표시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설명 및 첨부파일 추가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셀에 설명과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첨부파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된 이미지 유형: .jpg, .gif, .png, .7z
• 허용된 비이미지 파일

유형: .csv, .xls, .xlsx, .txt, .zip, .jlf, .doc, .docx, .ppt, .pptx, .rtf, .pdf, .gdoc, .gsheet, .gslides, .msg

14장
임시 그리드에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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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또는 첨부파일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셀을 누르고

을 선택합니다.

2. 설명을 입력합니다. 파일을 첨부하려면

을 누르고 파일을 찾아봅니다.

3. 게시를 누릅니다.
셀의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은 설명이나 첨부파일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설명을 읽거나 첨부파일을 보려면 1단계를 수행하십시오.

값 조정
임시 그리드에서 셀 값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셀의 값을 조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셀을 누릅니다.

2. 조정

을 누릅니다.

3. 조정 기준에서 양수, 음수 또는 퍼센트 값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 사용 정보
셀 값이 계산되는 방식에 관한 논리를 구축하려면 라인 항목 세부정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제공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사용하면 셀 값을 개발하고 값 뒤에 가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의 라인 항목 세부정보로 볼펜, 만년필, 마커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펜
멤버가 모든 펜 유형의 합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유 논리를 사용하여 다음 분기의
여행 경비를 계획하려 합니다. 이 예에서는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여행 경비를
계획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세부사항은 그리드 아래 표시됩니다.

14장
값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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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생성하려면 행 머리글을 누른 다음

을 누릅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 그리드의 맨 위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접습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에 관한 정보:

• 데이터 계산 방법을 정의하는 텍스트, 숫자 및 연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셀 위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라인 항목 세부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라인 항목 세부정보는 임시 그리드에 멤버를 추가하거나 조직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생성하는 셀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라인 항목 세부정보가 있는 셀의 집계 값은 읽기
전용입니다.

• 기준 기간(레벨 0 멤버)에만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분기 등의 요약
기간에는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숫자와 정밀도 형식 지정은 라인 항목 세부정보 창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연산자 순서는 복잡한 계산에서 여러 연산자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로직과 같습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순서를 참조하십시오.

라인 항목 세부정보 추가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사용하여 세부정보 항목이 셀 값에 집계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개는 라인 항목 세부정보 사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라인 항목 세부정보에 대해 작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행 머리글을 누른 다음 임시 라인 항목 세부정보 아이콘을 누릅니다.

2. 새 그리드가 임시 그리드 아래 표시됩니다. 이 그리드에서 원하는 구조를 나타내는 행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을 누른 다음, 1차 하위 추가를 눌러 선택한 행 바로 아래 행을 추가합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구조에 대해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3. 텍스트 상자에 최대 1,500자의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각 행의 기본 더하기 기호를 누른 다음, 연산자를 선택하여 행 간의 수학적 관계를 설정합니다.
다음 연산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5. 라인 항목 세부정보 구조를 생성한 경우 설정하거나 계산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양식에
설정된 것과 동일한 스케일링을 사용하여 숫자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라인 항목 세부정보로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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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을 누릅니다. 값은 동적으로 계산되고 집계되고 나서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구조에 대해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구조에 대해 작업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구조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추가할 행을 선택한 다음

을 누릅니다.

2.
과 1차 하위 추가를 순서대로 누른 다음 제목 없음을 눌러 이름을 지정합니다.

3. 원하는 구조를 나타내는 행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동위 멤버 추가 또는 복제를
누릅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 그리드 위의 툴바에서 다음 옵션을 사용합니다.

Table 14-5    라인 항목 세부정보 옵션

옵션 결과

라인 항목 세부정보 그리드를 새로고칩니다.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예를

누릅니다. 삭제하지 않으려면 아니요를

누릅니다.

선택한 셀 아래에 1차 하위 또는 동위 멤버를

추가합니다. 추가할 수 있는 하위 멤버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된 행을 바로 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선택된 행을 바로 아래 레벨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행을 바로 앞 동위 멤버의 앞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행을 바로 앞 동위 멤버의 뒤로

이동합니다.

삭제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 삭제는 선택된 행을 제거합니다.
• 모든 행 삭제는 모든 행을 제거합니다.

4. 적용을 누릅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순서

라인 항목 세부정보 순서는 저장된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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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순서를 알면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의 계산 순서를 활용합니다. 간단한 수량
*단가의 예는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부정확한 입력 및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정확한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부정확한 입력

이 예에서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행 순서를 보여줍니다.

다음 테이블에 있는 급여는 단항 연산자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더한 다음 단위로
곱하는 계산 순서는 2월과 3월에 부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정확한 입력

이 예에서는 올바른 값을 생성하는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다음 표에서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단위 곱하기 급여 계산의 정확한 순서를 보여 줍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추가할 때 올바른 값이 계산되고 저장되도록 행의 순서를 검증합니다.

라인 항목 세부정보 셀이 공백인 경우 합계 계산

라인 항목 세부정보의 셀이 비어 있으면 값을 집계할 때 무시됩니다(빈 셀이 0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라인 항목 세부정보를 정의하여 강사를 고용하려는 월별 일수(1월에는 4일, 2월에는
없음)에 강사 고용 일 급여($250)를 곱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월에 강사를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2월의 강사 총액은 250입니다.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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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셀이 비어 있을 때 * 승수로 집계한 값의 총계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급여 셀을 비워
두거나 일수 셀을 비워두지 않고 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250)에 0이 곱해져 2월의 값이 0이 됩니다.

자유 양식 임시 사용
데이터베이스의 차원 및 멤버에 익숙하면 차원과 멤버 이름을 임시 그리드의 셀에 직접
입력하여 자유 양식 임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양식 그리드에서 계속 POV, 멤버 선택 및 기타 임시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양식 임시 가이드라인

자유 양식 임시에서 작업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십시오.

• 그리드에는 행 차원과 열 차원이 각각 한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각 행 차원은 한 차원의 멤버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열 차원은 한 차원의 멤버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한 차원의 멤버는 다음 지역 중 하나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행

– 동일한 열

• 단어 사이에 공백이 포함된 멤버 이름 앞에는 작은따옴표가 있습니다.

• 현재 별칭 테이블의 별칭은 자유 양식 그리드에서 허용되지만, 다른 별칭 테이블의
별칭은 설명으로 처리됩니다.

14장
자유 양식 임시 사용

14-18



15
데이터 검토 및 승인

참조:

• 승인 정보

• 승인 단위 보기

• 템플리트별 승인 단위 작업

• 승인 사용자 및 사용가능 작업

• 승인 단위 상태

• 승인 단위 검증

• 승인 단위 상태 변경

• 승인 단위 소유권

• 승인 단위 노트 추가 또는 보기

• 승인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

• 대체 검토자 선택

승인 정보
관리자가 데이터의 소유권을 전송하고 검토 제어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및 사용자는 승인 카드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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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는 승인 단위 계층을 정의하여 검토 프로세스 이관 경로를 보여주고, 소유자 및 검토자를
지정합니다. 승인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검토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한 검토자에서 다른
검토자로 승인 단위가 이동합니다. 검토 프로세스 종료 시, 승인 단위가 [승인됨] 상태로 변경됩니다.
승인 단위가 [승인됨]이면 추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의 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 단위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보안 역할

• 승인 단위의 현재 검토 레벨

• 승인 단위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 및 검토자 역할

홈 페이지의 승인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데이터 검토 및 승인

• 데이터 진행 상태 추적

• 데이터 이관 경로 보기

15-1



• 노트를 통해 검토자 주석 보기

• 검토 프로세스에서 이슈 확인

승인 단위 보기
승인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지정된 승인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승인 상태 정보를
보고 목록 뷰 또는 그래픽 뷰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인 경우 승인 단위 계층 내의 모든 승인 단위 및 모든 엔티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모든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 시스템에서 읽기 또는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엔티티만
표시됩니다. 또한 고급 사용자와 사용자는 모든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단위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승인를 누릅니다.

2.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필터( )를 누른 후 시나리오, 연도, 기간, 승인 상태 또는 승인
단위별로 필터링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 내 승인 단위만 보려면 내 승인 단위 표시( )를 누릅니다.

• 기타 등록정보별로 승인 단위를 필터링하려면 대화상자 맨아래에서 더 보기를
누르고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오른쪽 맨위의 뷰 드롭다운 메뉴에서 승인 단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목록 뷰( )

• 그래픽 뷰( )

4. 선택사항: 오른쪽의 정렬 기준 드롭다운 목록에서 엔티티를 정렬할 옵션을 선택합니다.

• 승인 상태

• 현재 소유자

• 승인 단위

• 계층 순서

템플리트별 승인 단위 작업
승인 단위 계층에 지정된 승인 템플리트에 따라 검토 경로와 작업이 달라집니다.

• 연결 - 잠금에만 사용됨

• 상향식 연결 - 프로세스 관리에 사용됨

15장
승인 단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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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두 승인 템플리트 모두 최종 상태는 항상 잠금이 됩니다.

표 15-1    잠금 전용

작업 상태

<작업 전> 시작되지 않음

시작 잠금 해제됨

잠금 잠금

잠금 해제 잠금 해제됨

제외 시작되지 않음

표 15-2    프로세스 관리

작업 상태

<작업 전> 시작되지 않음

시작 검토 중
승격 검토 중
거부/단일 거부 사인오프 안됨

사인오프 사인오프됨

승인 승인됨

다시 열기/단일 다시 열기 검토 중
위임 검토 중
잠금 잠금

잠금 해제 검토 중
시작 검토 중
제외 시작되지 않음

소유권 확보 검토 중

승인 사용자 및 사용가능 작업
승인 단위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승인 단위의 소유권과 상태, 사용자에게 지정된 보안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15장
승인 사용자 및 사용가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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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승인 사용자 및 사용가능 작업

사용자 사용가능 작업

관리자 • 시작

• 제외

주:

관리자는 모든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승인에서

관리자와 동일한

보안 권한이

있으며 시작 및
제외를 뺀 모든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urrent Owner> • 사인오프

• 승격

• 시작

• 위임

이관 경로에서 <Current Owner>보다 높은

레벨의 모든 사용자

• 소유권 확보

• 위임

<Current Owner> 또는 이관 경로에서

<Current Owner>보다 높은 레벨의 모든 사용자

• 거부

• 단일 거부

• 위임

관리자, 고급 사용자 또는 이관 경로의 최종
소유자

• 승인

• 다시 열기

• 잠금

• 잠금 해제

승인 단위 상태
승인 단위는 승인 프로세스 중에 여러 레벨을 통해 전달되며, 상태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표 15-4    승인 단위 상태

레벨 설명

시작되지 않음 모든 승인 단위의 초기 상태입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시작 작업을 통해 승인 단위를

시작하여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상태가 검토

중으로 변경됩니다.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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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4    (계속) 승인 단위 상태

레벨 설명

검토 중 승격 또는 제출 작업 후에 발생하며, 사용자가

승인 단위를 검토 중임을 표시합니다. 현재

소유자나 서비스 관리자만 승인 단위에서 검토 중
상태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인오프 안됨 거부를 선택하면 발생합니다. 현재 소유자나

서비스 관리자만 사인 오프되지 않은 승인

단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됨 승인이 선택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관 경로의

마지막 사용자(승인 단위의 소유자)는
소유자이거나 검토자인지 관계없이 소유자가

됩니다.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엔티티 소유자만

데이터가 승격될 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으며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엔티티에

대한 쓰기 또는 읽기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승인 단위가 승인되면 승인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잠금 승인 단위가 잠겨 있으면 추가 프로세스 검토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승인 단위가

승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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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8년
1월을 잠그려는 경우 기간이 2017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면 2017년의 모든 기간이 잠겨야

2018년 1월을 잠글 수 있습니다.

참고:

시작되지 않음 상태를 제외한 모든 레벨에서, 읽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 승인 상태
및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검토 프로세스는 상위 승인 단위가 있는 상위 레벨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승인 단위 검증
관리자는 승인 단위에 적용되는 데이터 검증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에서는 승인 단위에
정의된 모든 데이터 검증 규칙을 실행하고 승인 단위 이관 경로의 모든 데이터 오류 또는 변경을
보고합니다.

승인 프로세스에서 검증은 다음 작업에 대해서만 실행됩니다.

• 승격

15장
승인 단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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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 잠금

• 잠금 해제

• 제외(현재 기간이 잠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관리자 작업)

다음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검증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사인오프

• 거부

• 다시 열기

• 시작

• 소유권 확보

• 시작(관리자 작업)

승인 단위를 검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승인를 누릅니다.

2. 승인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승인 단위와 연계된 모든 데이터 검증 규칙을 실행하려면 검증을 누릅니다.

모든 연계된 데이터 검증 규칙의 조건이 충족되면 하위 상태에 추가 승인 필요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승인 단위를 승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

시작되지 않은 승인 단위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승격을 선택해도 승인 단위에 대해 정의된 검증 규칙이 실행됩니다. 모든
연계된 데이터 검증 규칙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관 경로에 정의된 다음
소유자에게 승인 단위가 승격됩니다.

승인 단위 상태 변경
검토자가 데이터를 다른 검토자에게 전송할 때마다 승인 단위의 상태가 변경됩니다.
검토자가 데이터를 다른 검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승인 단위에
상태가 지정됩니다.

주:

상위 승인 단위의 상태를 변경하면 해당 1차 하위도 모두 변경됩니다. 단,
제외되었거나 승인된 1차 하위는 예외입니다.

서비스 관리자, 고급 사용자, 소유자 또는 검토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이관 경로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단위 상태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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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승인를 누릅니다.

2. 승인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작업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 원본: 모든 하위 멤버를 비롯하여 선택한 모든 승인 단위의 소유권을 계층에서 해당 승인
단위에 대해 정의된 첫 번째 소유자로 변경합니다.

• 시작(Start): 승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트리 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승격: 검토할 다른 사용자에게 승인 단위를 전달합니다. 이 작업에서 승인 단위의 소유자가
처음으로 지정되며, 이후부터는 승인 단위의 소유권이 한 검토자에게서 다른 검토자로
이전됩니다. 승격하면 현재 소유자에 의한 암시적 가승인이 발생하며 승인 단위 상태가
검토 중으로 변경됩니다.

• 제외: 승인 프로세스에서 승인 단위를 제외합니다. 이 작업은 트리 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승인 단위에 이전 소유자의 추가 작업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거부]를
선택하면 이전 소유자가 또 다른 반복을 생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부는 승인 단위
소유권을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만 다음 소유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면
상태가 사인오프 안됨으로 변경됩니다.

• 승인: 승인 단위를 승인하고 해당 상태를 승인됨으로 변경합니다.

• 소유권 확보: 승인 단위의 소유자 및 선택된 상위 단위 아래에 있는 단위가 됩니다. 현재
사용자 및 계층에서 현재 승인 단위 소유자 위에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사용자가 이관 경로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전달합니다.
위임된 사용자는 승인 단위를 이관하거나, 거부하거나, 사인오프하거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사용자는 완료 시 [이관]을 선택하여 [위임]을 선택한 사용자에게
프로세스 단위를 반환합니다. 거부를 선택하여 이관 경로의 이전 사용자에게 프로세스
단위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검토 중, 사인오프 또는 사인오프 안됨 상태인
엔티티에만 허용됩니다. 위임은 프로세스 단위 상태를 검토 중으로 변경합니다.

• 사인오프: 승인 단위를 사인오프합니다. 사인오프 작업을 수행해도 승인 단위의 소유권은
이동하지 않지만 해당 상태가 사인오프로 변경됩니다.

• 다시 열기: 승인된 승인 단위를 다시 엽니다.

4. 상태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5. 소유자에서 이관 경로의 사용자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선택하거나 자동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경로의 다음 검토자에게 단위를 전달합니다.

승인 단위 소유권
승인 단위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승인 단위의 소유권과 상태, 사용자에게 지정된 보안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엔티티 승격

상위 엔티티는 1차 하위를 해당 레벨로 승격하는 경우에만 승격할 수 있습니다. 상위와 소유자가
동일하도록 모든 1차 하위 엔티티를 승격하는 경우 상위를 승격할 수 있으므로 해당 1차 하위도
모두 승격됩니다.

상위 엔티티를 해당 1차 하위와 함께 승격하는 경우 다음 레벨로 승격되려면 먼저 모든 엔티티가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엔티티가 검증에 실패하면 아무 엔티티도 승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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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소유권 확보

이관 경로 내에서 엔티티와 동일한 레벨의 소유자 또는 검토자가 아닌 경우 소유권 확보를
제외한 어떤 승인 작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엔티티 상위의 이관 경로에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여 엔티티를 사용자 레벨로
가져오면 엔티티에 대한 승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위 엔티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해당 1차 하위와 레벨이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1차
하위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관 경로에 없는 승인 사용자

사용자가 승인 단위 이관 경로에 없는 경우 읽기 또는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승인
페이지에서 엔티티 목록을 볼 수는 있으나 엔티티에 대한 승인 작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없음

엔티티에 지정된 소유자가 없으면 사용자가 엔티티 위의 이관 경로에 있더라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만 승인 단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거부

상위 엔티티를 거부하면 해당 1차 하위도 모두 거부되고 해당 상태가 "사인오프 안됨"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경로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상위 엔티티와 동일한 소유자를 갖게
됩니다.

상위 엔티티는 거부하지만 해당 1차 하위는 거부하지 않으려면 단일 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위 엔티티가 거부되고 해당 상태가 "사인오프 안됨"으로 변경되면 소유권이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되지만 해당 1차 하위에 대해 수행되는 작업은 없습니다. 1차 하위는
"검토 중"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소유자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승인 단위를 거부할 때 기본 소유자는 "자동"입니다. 즉, 이전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반환됩니다. 승인 단위를 거부하면 앞의 이관 경로에 있는 사용가능 소유자 목록에서 다른
소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시작

필요한 경우 검토가 처음 시작될 때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작업을 수행하면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상태는 "검토 중"이 됩니다.
시스템에서 검토 프로세스 내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작 작업은 기본 엔티티에만 영향을
주고 상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위 엔티티를 시작하면 해당 1차 하위도 모두
시작하며 이관 경로의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주:

시작(Originate) 작업은 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는 제외 및 시작(Start) 작업과
다릅니다. 제외 작업은 모든 검토 프로세스 내역을 지우고 시작 작업은 소유자를
이관 경로의 첫번째 소유자로 설정합니다.

엔티티 승인

이관 경로의 끝에 도달한 경우에만 엔티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승인하면 해당
상태가 "승인됨"으로 변경되지만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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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엔티티만 승인하는 경우 상위 엔티티의 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위 엔티티를 승인하는 경우 모든 해당 1차 하위가 검토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검증에
실패하면 아무 엔티티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엔티티 다시 열기

엔티티가 승인된 후에는 엔티티를 잠그거나 검토를 위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다시 열 때
상태가 "검토 중"으로 변경되며 소유권은 이관 경로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승인 단위를 다시 열 때 기본 소유자는 "자동"입니다. 즉, 이전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반환됩니다.
승인 단위를 다시 열면 앞의 이관 경로에 있는 사용가능 소유자 목록에서 다른 소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잠금

승인 프로세스의 최종 상태는 "잠금"입니다. 시스템에서 현재 기간을 잠그기 전에 모든 이전 기간이
잠겨 있는지 확인됩니다. 이관 경로의 최종 소유자만 엔티티를 "승인됨"에서 "잠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잠금 해제

엔티티를 잠근 후 추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엔티티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먼저 엔티티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현재 기간을 잠금 해제하기 전에 모든 이후 기간이 잠기지 않도록
확인됩니다.

상위 엔티티 잠금을 해제하면 모든 1차 하위도 프로세스의 일부로 잠금 해제됩니다. 상위 엔티티만
잠금 해제하려면 단일 잠금 해제를 선택하여 시스템이 선택된 엔티티만 잠금 해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에서 사인오프

이 작업을 통해 엔티티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사인오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사인오프됨"으로 변경됩니다.

승인 단위 노트 추가 또는 보기
노트는 시작된 승인 단위의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승인 단위에 대하여 최소한 읽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노트를 추가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승인 단위 노트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승인를 누릅니다.

2. 승인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주석 추가를 누릅니다.

4. 노트를 입력하고 게시를 누릅니다.

노트가 링크 아래에 표시됩니다. 회신을 눌러 노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

노트가 표시될 때 하이퍼링크로 표시되는 URL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완료를 누릅니다.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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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통지용 전자메일 설정
소유자와 검토자가 승인 상태 또는 승인 소유권이 변경될 때 전자메일 공지를 받으려는 경우
승인 통지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승인 통지는 애플리케이션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승인 통지 전자메일에는 다음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상태 확인 URL

• 애플리케이션 이름

• 승인 단위

• 현재 소유자

• 이전 소유자

• 최종 작업

• 현재 상태

• 시간

• 노트 제목

• 노트 텍스트

승인 통지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 설정을 누릅니다.

2. 통지에서 승인을 선택합니다.

3. 전자메일 주소에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대체 검토자 선택
검토자가 승인 프로세스 동안 부재 중인 경우 사용자가 부재 중인 동안 검토 책임을 처리할
대체 검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재 중이던 사용자가 돌아오면 부재 중 도우미을
사용하여 검토 책임을 반환합니다.

대체 검토자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도구, 사용자 환경설정 순으로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3. 승인에서 현재 부재 중입니다.를 선택합니다.

4. 부재 중일 때 수행할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 승격: 승인 단위를 승격합니다.

• 거부: 승인 단위를 거부합니다.

• 제출: 승인 단위를 제출합니다.

• 위임: 부재 중 검토 책임을 처리할 대체 검토자를 위임하려면 선택하십시오. 다음
검토자 또는 특정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텍스트 상자에 검토자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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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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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라이브러리 작업

관련 링크:

• 라이브러리 사용

• 양식 접근

• 대시보드 접근

• 양식 및 대시보드에 대한 권한 지정

• 보고서 작업

라이브러리 사용
라이브러리는 Tax Reporting에서 다양한 양식 및 보고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중앙 위치를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양식 및 대시보드에 대한 권한 지정, 보고서 편집 및 생성과 같은 많은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양식 접근
라이브러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양식에 접근하고 권한부여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양식에 접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양식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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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목록을 확장할 양식 옆의 캐럿( )을 누릅니다.

4. 직접 열어서 볼 양식의 이름을 누릅니다. 평소처럼 양식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접근
라이브러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대시보드에 접근하고 권한부여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양식에 접근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주:

관리자만 라이브러리 루트 폴더에 파일(예: 대시보드, 인포릿, 양식, 보고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대시보드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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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열어서 볼 대시보드의 이름을 누릅니다. 평소처럼 대시보드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양식 및 대시보드에 대한 권한 지정
권한부여된 사용자에게 라이브러리의 양식 및 대시보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양식 또는 대시보드 탭을 선택합니다.

3. 권한을 지정할 양식 또는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4. 작업에서 권한 지정을 선택합니다.

5. 권한 지정 대화상자에서 권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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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사항: 사용자/그룹 추가를 눌러 사용가능한 사용자 목록에 새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7. 선택된 사용자 또는 그룹에 적용할 권한 레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읽기

• 쓰기

• 없음

• 삭제

보고서 작업
Tax Reporting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ports.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의 Management Reporting 개요 및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 작업 의 Management Reporting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 Financial Reporting.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Financial Reporting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 Reports에서 장부에 추가할 수 있는 문서. 장부의 문서를 보거나 열 수 있습니다.
버스팅의 CSV와 장부의 Word 및 PDF 문서를 열 수도 있습니다. Reports 솔루션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 보충 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가 표시된 보충 데이터 보고서. 보충 데이터 보고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연결 중에 제거되어야 하는 내부거래 트랜잭션이 표시된 내부거래 보고서. 내부거래
보고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ports 솔루션 작업

이전에 Narrative Repor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Management Reporting으로 제공된
Reports가 이제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플랫폼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애플리케이션(Planning,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Tax Reporting,
무형식)에 함께 포함되었으며 결국 Financial Reporting을 대체합니다. Reports는 강화된
보고서 조회자 환경과 함께 사용자에게 친숙한 보고서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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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에는 장부와 버스팅도 포함됩니다. 장부는 하나 이상의 보고서, 장부, 기타 문서를
그룹화하여 단일 PDF 출력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버스팅 기능을 사용하면 동일한 데이터
소스의 단일 차원에 있는 둘 이상의 멤버에 대해 단일 보고서 또는 장부를 실행하고 각 멤버의 PDF
출력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버스팅 정의를 스케줄링된 작업으로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장부 및 버스팅 정의는 보고서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문서의 장부 및 버스팅을 통해
생성되고 사용되는 타사 문서(예: 장부에 삽입된 MS Word 및 PDF 문서, 버스팅 정의에 사용된
CSV 파일, 버스팅 정의에 따라 생성된 PDF 파일)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저장소를
보려면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 보고서를 누르고 페이지 왼쪽의 문서 탭을 누릅니다.

모든 보고서 또는 개별 보고서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현재 위치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거나
탐색 저장소에서 로컬로 익스포트된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 파일을 임포트하여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를 Reports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시 최대한 많은 원본
보고서 요소가 동등한 Reports 요소로 변환됩니다. 그러나 두 솔루션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두
솔루션에 모든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보고서와 동등한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 보고서를
마이그레이션한 후 특정 요소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Financial Reporting에서 Reports로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할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Financial Reporting은 결국 제거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Reports를 보려면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른 다음, 페이지 왼쪽에 있는 보고서 탭을
누릅니다.

주:

관리자만 라이브러리 루트 폴더에 파일(예: 대시보드, 인포릿, 양식, 보고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ports를 디자인하고 작업하려면 가이드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olink:UMEPR-GUID-C2BA4EA9-D316-4B7D-B3F5-DD72CC9E1FC5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 작업 의 Reports 개요

• olink:DMEPR-GUID-4109AFEC-7496-49B4-8DD2-718CF6DBCFD2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용 Reports로 디자인 의 보고서 개요

폴더 및 보고서 관리

홈 페이지의 라이브러리 카드에서 보고서를 관리하고 보고서 목록의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아래에서 장부 및 버스팅을 통해 생성되고 사용되는 타사 문서에 액세스하여 타사
문서를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삽입된 MS Word 및 PDF 문서와 버스팅 정의에
사용된 CSV 파일은 버스팅 정의에 따라 생성된 PDF 파일과 같이 저장됩니다.

보고서 및 문서는 폴더로 그룹화됩니다. 보고서 및 문서 목록을 볼 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아티팩트 또는 문서별 검색

• 폴더 기준 필터링. 보고서 아티팩트의 경우 유형(보고서, 스냅샷, 장부, 버스팅 정의)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폴더 트리 뷰( ) 또는 플랫 목록 뷰( ) 간 전환

보고서 디자이너는 폴더 또는 개별 보고서의  아이콘을 눌러 다음과 같은 폴더, 보고서 및
문서 관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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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의 경우:

– 파일 업로드(문서만 해당)

– 폴더 생성

– 삭제

– 이름 바꾸기

– 이동

– 권한 지정

• 보고서, 장부 및 버스팅 정의의 경우:

– 열기(보고서 및 장부만 해당)

– 편집

– 이름 바꾸기

– 복사 형식

– 삭제

– 이동

– 권한 지정

• 문서의 경우:

– 등록정보

– 복사 형식

– 삭제

– 이동

– 권한 지정

문서 목록에서는 다음 파일 유형 및 확장자가 지원됩니다. 기본 파일 크기 한도는
5mb입니다. 단, PDF는 100mb를 지원합니다.

• Word(.DOC, .DOCX)

• Excel(.XLS, .XLSX)

• 쉼표로 구분된 값(.CSV)

• PDF(.PDF)

• Text(.TXT)

• PowerPoint(.PPT, .PPTX)

문서에서 타사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문서 목록에서 대상 폴더를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문서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서 업로드를 누릅니다.

•  아이콘을 누르고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2. 파일 업로드에서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파일이 선택한 폴더로 업로드됩니다.

문서 목록의 문서에서 타사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원하는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다운로드할 파일 이름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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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Cloud에서 폴더 또는 보고서 검색

1. 폴더 또는 보고서를 검색하려면 창 맨위에 있는 검색 텍스트 상자에 검색 텍스트를 입력하고

검색(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검색 결과가 콘텐츠 영역에 표시됩니다.

3. 폴더 검색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려면

을 선택합니다.

4. 을 선택하여 보고서 또는 스냅샷별로 검색합니다.

5.  또는  중에서 표시 방법을 선택합니다.

Financial Reporting에서 보고서 마이그레이션

Financial Reporting에서 보고서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서비스에서 라이브러리 카드를 선택한
다음 재무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탐색 저장소에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2. 저장소에서 마이그레이션할 보고서를 선택하고 (재무 보고서 마이그레이션)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마이그레이션 대화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파일을 저장할 대상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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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된 보고서는 해당 위치에 저장됩니다.

재무 보고서 보기

라이브러리의 재무 보고서 탭에서는 데이터 입력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재무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하려는 경우, Oracle Marketplace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 템플리트용 TRCS 보고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보고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릅니다.

2. 재무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 POV가 있는 보고서에 대한 POV를 선택하려면 POV 옵션 표시를
선택취소합니다. 이 확인란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실행되면 P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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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선택기 창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POV는 POV가 있는 목록의 모든 보고서에
영향을 줍니다.

4. 보고서를 표시할 보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평면 뷰

• 트리 뷰

5. PDF, HTML 또는 XLS 형식의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 템플리트용 TRCS 재무 보고서 사용
30개 이상의 사용자정의 다중 통화 재무 보고서를 쉽게 생성하기 위해, Oracle Marketplace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정의 재무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템플리트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Cloud Marketplace를 선택하여 다중 통화 애플리케이션용 TRCS 보고서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2. TRCS용 표준 보고서 페이지에서 앱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3. 세부정보에서 지침에 따라 패치를 다운로드한 다음,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패치에는 TRCS FR 보고서, 임포트 지침 및
Readme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차원 및 멤버는 TRCS(Tax Reporting Cloud) 및 HTP(Hyperion Tax Provisioning)
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경사항에 맞게 HTP에서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표준 보고서만 Oracle Marketplace의 다운로드에 제공됩니다.

보고서에 대한 POV 멤버 선택기 표시

보고서 페이지에서 POV 옵션 표시 옵션을 선택하면 POV가 있는 다른 멤버를 보고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누르면 표시할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페이지에서 POV 옵션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고 POV가 있는 보고서를 선택하면 POV 멤버 선택기
창이 표시됩니다. 멤버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이 확인란에 대한 선택사항은 POV가 있는 목록의 모든 보고서에 적용되며 로그아웃할 때까지 현재
세션 동안 유지됩니다.

POV 옵션 표시 확인란 선택을 취소하면(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음) POV 멤버 선택기 창을
표시하지 않고 보고서가 바로 실행됩니다. 보고서의 POV 멤버는 양식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된
멤버이거나, 최근에 사용된 멤버가 없을 경우 차원의 루트입니다.

보고서를 바로 실행하고 POV 멤버 선택기 창을 건너뛰는 경우에도 보고서가 표시될 때 POV에서
링크를 누른 다음 다른 멤버를 선택하여 POV의 멤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 생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SV,
XLSX, HTML 및 PDF와 같은 보고서 형식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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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누릅니다.

2. 태스크 관리자 보고서를 누릅니다.

3. 생성을 누릅니다.

4.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스케줄 드롭다운 목록에서 보고서의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6. 기간에서 기간을 선택합니다.

7. 보고서의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8. 선택사항: 사용자가 변경한 태스크를 포함시키려면 변경자 옆의 선택기를 누르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9. 선택사항: 다른 변경사항을 포함시키려면 필드 변경됨에서 필드(예: 알림)를
선택합니다.

10. 선택사항: 태스크 ID에 특정 태스크의 태스크 ID를 입력합니다.

11. 생성을 누릅니다.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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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특정 기간 또는 스케줄에 대해 표준 보고서인 태스크 설명을 실행하여
태스크에 입력된 모든 설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태스크 ID

• 태스크 이름

• 태스크 상태

• 설명 텍스트

• 사용자

• 설명 날짜

보충 데이터 보고서 생성

보충 데이터 보고서를 생성하여 보충 데이터 세부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CSV, XLSX,
HTML 및 PDF와 같은 보고서 형식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만 보충 데이터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누릅니다.

2. 보충 데이터 보고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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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 형식을 선택합니다.

• XLSX - 그래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HTML - 그래프와 차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DF

• CSV - 템플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더 빨리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보다 효과적입니다.

주:

10,000개가 넘는 레코드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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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은 CSV 형식과 비교하여 템플리트 형식을 준수하기 위해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CSV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성하거나 CSV(형식화됨)를 선택하여 형식이 지정된
템플리트 기반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4. 생성을 누릅니다.

5.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생성을 누릅니다.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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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보고서 관리

내부거래 매칭 보고서는 분석 및 감사 용도로 내부거래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내부거래 속성이 설정된 내부거래 파트너 차원 및 엔티티의 일치 항목이 표시됩니다.

통합 프로세스의 일부로 회사가 관련 엔티티와 파트너 사이의 트랜잭션을 상쇄합니다. 내부거래
매칭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엔티티 및 파트너 내부거래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보고서를 실행할 때 차원 멤버 및 특정 차이와 연계된 데이터 셀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보고서를 실행하려면 서비스 관리자여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내부거래 보고서 설정

• 내부거래 보고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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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보고서 설정

내부거래 보고서를 설정하려면 표시할 POV 멤버, 계정 및 매칭 계정을 선택합니다. 또한
차원 멤버 및 특정 차이와 연계된 데이터 셀의 표시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보고서의 POV 선택

POV 차원은 생성된 보고서의 머리글 섹션에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각 차원에 대해
하나의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 연도

• 기간

• 뷰

• 통합

• 통화(보고 통화여야 함)

내부거래 보고서의 계정 선택

플러그 계정을 선택하여 트랜잭션과 일치시킬 일치 계정 및 계정을 결정합니다.

플러그 계정은 상쇄가 완료될 때 두 내부거래 계정 간의 차이를 저장하는 계정입니다.
보고서의 플러그 계정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플러그 계정을 정의할 때 관리자가 지정한
일치 계정 및 계정을 사용합니다.

각 플러그 계정에는 해당 계정과 연계된 계정 및 계정 유형이 동일한 계정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과 비용 계정 유형이 연계되고 부채, 수익 및 주식 계정 유형이 연계됩니다.

제외 차원 선택

데이터 소스, 이동 및 사용자정의 차원은 제외 차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차원을 사용하면
멤버 선택기를 사용하거나 각 멤버 이름을 쉼표로 구분해서 텍스트로 멤버 이름을 지정하여
여러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외 차원은 생성된 보고서 머리글에 나열됩니다.

멤버 선택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멤버 범주를 제공합니다.

• 상위 멤버

• 하위

• 하위 멤버

• 동위(모두, 왼쪽, 오른쪽, 이전, 다음)

• 상위

• 레벨 0 하위 멤버(모두, 이전, 다음)

• 왼쪽 동위 멤버

• 세대(이전, 다음)

다음 제외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안됨—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차원이 보고서 그리드의 열로 포함됩니다. 제외
안됨 차원의 각 멤버에 대한 외부 차원(왼쪽에 있는 차원) 멤버가 모두 조합되어 있는
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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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됨—차원이 보고서 그리드의 열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행의 데이터 포인트는 지정된
제외 차원에 선택된 모든 멤버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제외된 모든 차원은 그리드의 마지막
(오른쪽의 가장 안쪽) 차원에 있는 것처럼 처리됩니다.

• 그룹—제외 안됨과 동일하지만 합계 행이 추가됩니다. 모든 외부 차원(왼쪽 차원)과 그룹화된
차원이 함께 그룹을 형성합니다. 모든 내부 차원 멤버(그룹의 오른쪽에 있는 모든 멤버)에 대해
그룹이 표시되면 값 합계가 다음 행으로 추가됩니다.

주:

그룹 옵션을 사용하면 차원 선택 멤버가 기준 멤버로만 제한됩니다. 내부거래 차원
(파트너 차원)은 자동으로 그룹화되며, 각 엔티티/파트너 조합에 대한 값의 합계가
파생됩니다.

제외 일치 사항 선택

조건 세트를 충족하면 내부거래 보고서에서 특정 차이와 연계된 데이터 셀 외에도 차이 자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셀에서 데이터를 제외하면 시스템이 해당 셀에 값을 표시하지 않습니다(빈 값).
두 차이가 모두 행에서 제외되면 시스템에서 전체 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허용오차 값(금액) 또는 백분율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 금액이
299이고 파트너 엔티티가 200이면 차이는 99입니다. 이 예와 같이 일치 허용오차가 100이고
엔티티와 파트너의 차이가 100 미만이면 일치 허용오차 내에 있으므로 트랜잭션이 제외됩니다.

엔티티/파트너 트랜잭션을 제외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엔티티 및 파트너 금액이 일치 허용오차
금액이나 백분율 내에 있어도 트랜잭션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앞의 예를 사용하면 차이 금액이
99이고 일치 허용오차 내에 있어도 트랜잭션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치 허용오차는 단위로
표시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사용하여 일치 사항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허용오차 값 - 허용오차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은 양수여야 합니다. 지정된 차이의
절대값이 허용오차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시스템에서 해당 행에 지정된 차이의 차이, 계정 및
일치하는 계정 데이터 셀을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허용오차 값은 0입니다.

• 허용오차 퍼센트 - 허용오차 퍼센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은 100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여야
합니다. 계정에 고려되는 차이 부분의 절대값을 결정합니다. 일치 계정에 고려되는 차이 부분의
절대값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값 중 최소값을 사용하고(일치 계정이 없으면 계정의 부분만 사용)
허용오차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이 값은 허용오차 퍼센트 값입니다. 허용오차 퍼센트 값이
차이의 절대값보다 크면, 해당 행에 지정된 차이의 차이, 계정 및 일치 계정 데이터 셀이
제외됩니다.

주:

두 트랜잭션 모두의 데이터가 없는 행은 제외 옵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제외 옵션은 생성된 보고서의 머리글 섹션에 표시됩니다.

표시 옵션 선택

보고서의 기본 표시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스케일 요소 - 0 - 9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스케일 요소는 각 데이터
셀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값이 1000이고 스케일 요소가 3이면 값은 1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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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 셀을 스케일 요소로 곱합니다. 스케일 요소를 적용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계산 및 제외 작업을 수행합니다.

• 소수점 대체 - 소수 자릿수의 소수 부분에 표시되는 숫자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0 -
6의 정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 멤버 표시 - 이름, 설명 또는 둘 다를 사용하여 멤버를 표시할지 지정합니다.

• 보고서 유형 - HTML, PDF, XSL 또는 XSLX 형식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목 - 보고서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목은 Intercompany
Report입니다.

내부거래 보고서 생성에 설명된 대로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내부거래 보고서 생성

내부거래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릅니다.

2. 내부거래 보고서를 누릅니다.
 

 

3. POV에서 시나리오, 연도, 기간, 뷰, 연결 및 통화 차원의 단일 멤버를 선택합니다.
통화는 보고 통화여야 합니다. 선택하는 차원 멤버가 생성된 보고서의 머리글 섹션에
표시됩니다.

팁:

기본적으로 차원 이름(통합, 뷰 등)이 표시됩니다. 차원 이름은 숨기고 멤버만

표시하려면 작업 아이콘 을 누르고 차원 이름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4. 엔티티 및 파트너에서 엔티티 이름을 입력하거나 멤버 선택기를 누르고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엔티티에는 ICP와 비ICP가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플러그 계정에서 포함할 계정을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합니다.

6. 제외 차원에서 멤버를 선택하고 제외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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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안됨

• 제외됨

• 그룹

7. 제외 옵션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일치 항목 제외 - 이 확인란을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 허용오차 값 - 값을 입력합니다.

• 허용오차 퍼센트 -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값은 100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여야 합니다.

제외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부거래 보고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8.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보고서 제목 - 보고서 제목을 입력하거나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 스케일 요소 - 0 - 9의 값을 입력합니다.

• 소수점 대체 - 0 ~ 6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 멤버 표시 - 이름, 설명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9. 보고서 유형에서 사용할 형식을 선택합니다.

• HTML

• PDF

• XLS

• XLSX

10. 보고서 실행을 누른 다음 보고서를 열거나 저장하도록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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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태스크 관리자를 사용하여 작업

관련 항목

• 태스크 관리자 개요

• 태스크 작업

• 알림 작업

• 스케줄을 사용하여 작업

• 대시보드 모니터링

태스크 관리자 개요
태스크 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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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통지합니다.

• 대시보드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태 모니터.

•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류 및 지연 수정.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유효성 분석.

Example 17-1    비디오

목표 이 비디오 보기

Oracle Cloud EPM 태스크 관리자의 기능,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표준 Oracle Cloud EPM 태스크

관리자 프로세스 플로우를 알아봅니다.
 개요: Oracle Cloud EPM의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 작업
관련 항목:

• 태스크 액세스

• 태스크 정보 업데이트

• 태스크 관리

• Smart View에서 태스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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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7-2    비디오

목표 비디오 자료

태스크 섹션을 탐색하여 Oracle Cloud EPM
태스크 관리자의 기능을 알아봅니다.

 개요: Oracle Cloud EPM 태스크

관리자에서 태스크 탐색

태스크에 액세스

관련 항목:

•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 스케줄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작업 목록 보기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홈 페이지에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태스크의 요약 및 해당 상태(예: 미해결, 지연, 오늘 만기
또는 7일 후 만기)가 표시됩니다. 상태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상태의 태스크 수를
나타냅니다. 관리자가 예정 태스크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한 경우 예정 워크플로우의
항목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가능 태스크도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 요약 패널에서 링크를
누르면 태스크 목록을 추가로 필터링할 수 있는 [태스크] 페이지가 열립니다.

태스크 목록을 연도 및 기간별로 필터링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작업 목록에 연도 또는
기간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의 태스크에서 다음 태스크 및 관련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작업 목록에는 볼 권한이 있는 지정된 POV에 대한 모든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알림 및
해당 상태도 [작업 목록] 페이지와 [요약] 패널의 목록 맨 위에 표시됩니다.

•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는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 스케줄 태스크에는 태스크 관리자의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 알림에서는 알림 목록을 표시하고 알림을 생성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작업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전자메일 통지의 링크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보고 및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 페이지에는 상태 아이콘 및 현재 태스크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알림
페이지에는 상태 아이콘 및 현재 알림 상태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작업 목록 보기

작업 목록에는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관리자 용 태스크를 포함하여, 볼 권한이 있는
지정된 POV에 대한 선택한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의 모든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태스크가
나열되며 간단히 이 목록을 필터링하여 관심 있는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날짜가 포함된 태스크 스케줄은 관리자가 생성합니다.

태스크/양식의 소스를 나타내는 대시보드와 함께 모든 태스크/양식 또는 내 태스크/양식의
상태 요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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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목록에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cel로 익스포트

• 미해결 태스크

• 태스크 제출

• 태스크 강제 마감 및 중단

• 태스크 재지정

검색 및 필터 기능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목록에서 항목을 간편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아이콘 기반 열을
제외하고 목록에서 표시된 열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태스크 관리자의 경우) 및 준비자 또는 승인자(보충 데이터 관리자의 경우)로 지정된
모든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검색어가 표시된 열에서 발견된 모든 항목을 반환합니다.

특정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필터 막대로 특정 항목에 액세스하거나 필터 추가를 누르고 속성별로
원하는 필터를 설정합니다.

작업 목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작업 목록을 누릅니다.

2. 선택사항: 검색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태스크를 찾습니다.

• 모든 태스크 또는 내 태스크 간에 표시를 전환하려면 태스크 아이콘 을 누릅니다.

• 필요한 태스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작업 목록에서 날짜를 제외하고 모든 필드(텍스트
또는 숫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선택사항: 검색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눌러 필터 막대를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필터 막대의

오른쪽에 있는 을(를) 눌러 모든 필터를 지웁니다.

4. 선택사항: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작업 목록 관리에 사용할 필터를
선택합니다.

• 유형

• 이름

• 설명

• 상태(세부)

• 상태

• 내 종료 날짜

5. 선택사항: 다음 차원 이름을 눌러 POV를 수정합니다.

• 연도

• 기간

• 만기: (선택되지 않음, 지연, 7일 또는 오늘)

• 상태: (선택되지 않음, 마감, 미해결 또는 대기 중)

• 소스: (알림, 태스크, 양식, 분개 또는 재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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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여러 옵션을 추가하려면 여러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된 항목을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6. 선택사항: 태스크 옆에 있는 을 눌러 선택된 태스크를 열고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옵션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아이콘은 선택합니다(예: 등록정보, 지침, 알림 등).

7. 작업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태스크 제출. 태스크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 작업 중단: 강제로 마감하는 것과는 반대로 후행 작업에서 프로세스가 계속되지
않도록 태스크를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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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관리자가 후속 작업을 강제로
닫아야 합니다.

• 태스크 강제 마감: 미해결 또는 오류 상태가 마감 상태가 되도록 태스크를 강제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재지정 요청: 임시로 또는 영구적으로 태스크를 다른 사용자에게 재지정합니다.

• 새로고침

스케줄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 보기

스케줄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검색하고, 태스크 목록을 필터링하고, 목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를 변경하여 더 많은 열 또는 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르고 왼쪽의 스케줄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2. 선택사항: 검색에 필요한 태스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날짜와 아이콘 기반 열을 제외하고
목록에서 열을 검색합니다.

3. 선택사항: 목록에서 저장된 목록을 선택합니다.

4. 선택사항: 다음과 같이 목록에 대한 뷰를 선택합니다.

• 요약을 눌러 모든 현재 태스크의 개요 목록을 확인합니다.

• 세부정보를 누르고 검색 목록에서 객체를 선택하여 선택된 태스크의 세부정보(예:
승인자1의 정보), 모든 지연 태스크, 우선순위 등을 확인합니다.

5. 태스크의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POV를 사용하는 스케줄을 여러 개 선택하면 해당 POV의 모든 스케줄에 관련된
태스크가 모두 표시됩니다.

6. 선택사항: 목록에 대한 필터를 생성합니다.

a. 필터 추가에서 객체 또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b. 필터 대화상자에서 필터 생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자
종료 날짜 필터에서는 피연산자 및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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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장할 필터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제 필터 막대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필터 저장을 누릅니다.

d. 필터의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e. 확인을 누릅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에서 "필터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7. 선택사항: 적합한 값을 표시하려면 차원 이름 아래의 선택 항목을 눌러 POV를 변경합니다.

• 연도

• 기간

• 만기(선택되지 않음, 지연, 7일 또는 오늘)

• 상태(선택되지 않음, 마감, 미해결 또는 대기 중)

• 소스(알림, 태스크, 양식, 분개 또는 재지정 요청)

주:

여러 옵션을 추가하려면 여러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된 항목을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8. 선택사항: 화면 오른쪽에서 보기 메뉴 를 눌러 보기를 선택합니다.

• 목록 뷰: 객체에 대한 정보를 열과 행으로 표시합니다(기본값).

• 간트 차트: 스케줄에 시간 표시줄을 표시하여 태스크의 기간과 태스크 간의 종속성을
그래픽으로 나타냅니다. 간트 차트를 사용하여 다른 태스크에 대한 선행 태스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달력 뷰: 스케줄 태스크를 월, 주 또는 일 단위의 일반 달력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달력
보기를 선택한 후, 달력 아이콘을 사용하여 월, 주 또는 일을 선택합니다. 달력 뷰에서는
일자 머리글의 일자 레이블을 볼 수도 있습니다.

• 그룹 뷰: 태스크 및 사용자 조합의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압축: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토글 옵션으로, 목록 뷰나 그룹 뷰에서 더 많은 정보 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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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택한 태스크를 검토합니다.

태스크 정보 업데이트

개설 상태의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거나 참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태, 우선순위, 소유자, 담당자, 스케줄, 시작 및
종료 날짜, 지침, 지원 문서나 웹 링크, 워크플로우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는
태스크 승인 체인이 표시되며 사용자 이름, 액세스 역할(담당자 또는 승인자), 상태 및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한 날짜 등이 표시됩니다. 관리자가 링크가 있는 참조와 함께 지침을
포함한 경우 해당 태스크에 직접 링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 태스크 등록정보 보기

• 지침 보기

• 태스크 알림 보기

• 태스크의 태스크 워크플로우 보기

• 태스크 속성 보기

• 태스크 질문 보기

• 태스크 설명 추가

• 관련 태스크 보기

• 매개변수 보기

• 태스크 내역 보기

태스크 등록정보 보기

특정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등록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등록정보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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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기

특정 태스크의 태스크 지침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지침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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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알림 보기

특정 태스크에서 알림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알림 탭을 누릅니다.
알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태스크의 태스크 워크플로우 보기

특정 태스크에서 워크플로우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워크플로우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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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태스크 관리자에 정의된 멤버 목록입니다. 팀을 태스크 역할에 지정하면 팀의 모든 사용자가
해당 태스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클레임

팀에 담당자 역할이 지정된 경우 멤버가 태스크를 클레임한 후에만 팀의 모든 멤버가 태스크를
수행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전에는 멤버에게 암시적 조회자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팀에 승인자 역할이 지정된 경우 먼저 클레임하지 않아도 팀의 모든 멤버가 태스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팀 멤버가 태스크를 클레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될 때까지 다른 팀
멤버는 태스크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가 클레임된 후에도 팀의 다른 멤버가 태스크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사용자의 클레임이 종료되어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권한이 취소되고 가장 최근에 클레임한
멤버에게 이 권한이 부여됩니다. 클레임이 발생했지만 클레임한 사용자가 예기치 않은 부재 등의
이유로 역할 기능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다른 팀 멤버의 태스크를 클레임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작업 실행 담당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 역할을 지정할 때 태스크 실행 담당 옵션을 사용하여 태스크에 대한
가승인 요구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가 제출 또는 승인되기 전에 모든 팀 멤버가
태스크를 사인오프하도록 요청하거나 임의 팀 멤버가 태스크를 제출 또는 승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용자

선택적으로 하나의 팀 멤버를 팀의 기본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용자를 지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팀이 담당자 또는 승인자로 지정된 태스크에 대한 클레임 권한이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태스크 속성 보기

특정 태스크에서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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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속성 탭을 누릅니다.

태스크 질문 보기

특정 태스크의 질문을 보거나 질문에 답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질문 탭을 누릅니다.

태스크 설명 추가

특정 태스크에서 주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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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주석 탭을 누릅니다.

주석 추가

태스크 페이지에서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참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
페이지에서 한 번에 여러 태스크에 참조 파일 또는 URL을 추가하고 주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상태 및 역할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설명된 테이블입니다.

Note:

태스크에 대한 역할이 동일한 사용자는 서로의 설명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17-1    역할 및 상태 기반 권한

역할 상태: 미해결(지정
대상자에게 있음)

상태: 미해결(승인자에게
있음)

상태: 마감

지정 대상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해당 레벨에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승인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해당 레벨에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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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1    (Cont.) 역할 및 상태 기반 권한

역할 상태: 미해결(지정
대상자에게 있음)

상태: 미해결(승인자에게
있음)

상태: 마감

관리자, 스케줄 소유자

또는 태스크 소유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조회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Note:

• 첨부파일이 태스크 관리자의 설명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여러 태스크에 로컬
파일 또는 URL을 대량 업로드하면 설명이 생성됩니다.

• 관리자가 설명 삭제 허용 설정을 허용해야만 사용자가 자신의 설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한 역할이 동일한 사용자는 서로의 설명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관리에서 설명 삭제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을 추가하려면

다음은 설명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선택하여 태스크 및 해당 세부정보를 봅니다.

2. 작업 목록 또는 스케줄 태스크 내에서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작업을 누르고 열기를
선택하거나 목록 페이지의 태스크를 두 번 누릅니다.

Note:

선택한 태스크는 대기 중이 아니라 열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설명 탭을 누릅니다.

4. 텍스트 상자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Note:

주석을 삭제하려면 주석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거나 작업을 선택한 다음,
주석 삭제를 누릅니다.

5. 선택사항: 외부 문서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설명에 웹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 첨부(종이 클립 아이콘)를 누르고 파일을 찾아 첨부파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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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첨부(링크 아이콘)를 누르고 첨부파일의 URL 및 이름을 추가합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Note:

첨부(파일 또는 URL)를 한 번에 여러 태스크에 추가하려는 경우 스케줄 태스크 뷰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행을 강조 표시하거나 Shift 키를 통해 태스크를
선택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작업, 참조 추가 순으로 누르고 파일
또는 URL을 선택합니다.

관련 태스크 보기

관련 태스크 섹션에서는 태스크의 선행 태스크와 후행 태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작업/후행
작업 태스크에는 종속 태스크의 태스크 담당자 및 태스크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관련 태스크에서는 다른 스케줄에서의 이전 태스크 실행도 표시합니다. 이 탭을 통해 이전 태스크의
설명 또는 참조를 보고 현재 태스크 실행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 태스크
목록에서 태스크 이름을 눌러 해당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작업] 대화상자를 실행하고 태스크를
다른 사용자에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태스크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관련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4. 표시에서 선행 작업 또는 후행 작업을 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 이전 태스크 실행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이전 태스크 목록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6. 선택사항: 태스크를 다시 지정하려면 재지정을 누르고 태스크를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7. 완료되면 닫기를 누릅니다.

매개변수 보기

특정 태스크에서 매개변수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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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매개변수 탭을 누릅니다.

태스크 내역 보기

시스템에서 태스크 활동 내역이 유지관리되며, 내역 페이지에서 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 내역에는 업데이트된 구성요소, 수정 유형(추가, 생성 또는 변경), 기존 값과 새 값,
변경한 사용자 및 변경 날짜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특정 태스크의 태스크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 스케줄 태스크 순으로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3. 오른쪽의 내역 탭을 누릅니다.

4. 페이지 맨위 오른쪽에서 기록에 대한 뷰를 선택합니다. 목록 뷰에는 기본 사항만 나열된

기록 타임라인( )이 표시되거나, 테이블 뷰( )에는 모든 값이 표시됩니다.

5. 모든 활동, 오늘 또는 최근 7일 내역을 표시하도록 시간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6. 완료되면 닫기를 누릅니다.

Chapter 17
태스크 작업

17-14



태스크 관리

관련 항목:

• 태스크 제출

• 태스크 승인 또는 거부

• 태스크 재지정

• 태스크 취소

• 마감 상태를 적용하도록 태스크 설정

태스크 제출

태스크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면 워크플로우를 통해 다음 담당자에게 이동하도록 태스크를
제출합니다.

태스크를 제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제출해야 하는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여러 태스크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 태스크를 선택하거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범위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을 누릅니다.

2. 제출을 누르거나 작업, 제출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예를 눌러 제출을 확인합니다. 태스크를 제출한 후에는 더 이상 편집할 수 없습니다.

4. 오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태스크 승인 또는 거부

태스크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스케줄 태스크 를 누릅니다.

2. 태스크를 두 번 눌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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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태스크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승인 또는 거부를 선택합니다.

• [작업] 패널: 상태 설정에서 승인 또는 거부를 선택합니다.

• [작업] 메뉴: 승인 또는 거부를 누릅니다.

확인 대화상자에서 예를 누릅니다.

4. 오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태스크 재지정

태스크 담당자는 태스크를 다른 사용자에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 대상자가
휴가로 사무실을 비울 계획인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태스크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가 재지정되면 재지정된 사용자에게 즉시 전자메일 통지를 전송합니다.

주:

관리자나 태스크 소유자는 태스크를 편집하여 다른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에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요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를 재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작업 목록을 누릅니다.

2. 작업 목록에서 책임을 재지정할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태스크 페이지에서 작업을 선택한 다음 재지정 요청을 누릅니다.

4. 대상 사용자에서 사용자 선택을 눌러 태스크를 담당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5. 재지정에서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태스크만

• 선택한 태스크 및 미래 태스크 - 책임을 영구적으로 이전합니다.

• 책임 이전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입력합니다(예: 휴가, 역할 이전 등).

6. 확인을 누릅니다.

태스크 취소

태스크 소유자와 서비스 관리자는 실행 중인 태스크를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취소하면 태스크 상태가 [마감]으로 변경됩니다. 선행 태스크로 태스크가 있는 대기
중인 태스크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 시퀀스가 있는 경우 전체 시퀀스를 취소하려면
시퀀스의 첫번째 태스크를 취소하면 됩니다.

실행 중인 태스크를 취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태스크 목록에서 중지할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2. 등록정보 탭에서 작업, 중단 순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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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상태를 적용하도록 태스크 설정

태스크를 중지하지만 다른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허용하려면 태스크 소유자나 서비스 관리자가 열림
또는 오류 상태의 태스크에 마감 상태를 강제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발생한 자동화
태스크가 있고 해당 태스크의 오류를 검토했으나 후속 태스크를 실행하려면 마감 상태를 적용하면
됩니다.

팁:

후행 태스크를 시작하지 않으려면 태스크를 강제로 닫기 전체 선행 태스크 링크를
제거합니다.

마감 상태를 적용하도록 태스크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태스크 목록에서 마감할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2. 등록정보 페이지에서 작업을 선택한 다음 태스크 강제 마감을 누릅니다.

태스크 상태가 마감으로 변경됩니다.

Smart View에서 태스크 작업

관련 항목:

• Smart View 확장에 대한 연결 생성

• Smart View에서 태스크 업데이트

Smart Vie 확장에 대한 연결 생성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사용하여 작업 목록에 연결하고 Excel에서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태스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확장과 함께 사용하려면 개인 연결을 생성해야 합니다.

주:

시작하기 전에 Smart View와 태스크 관리자용 Smart View 확장과 보충 데이터 관리용
Smart View 확장을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확장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Smart View 패널에서 개인 연결을 선택한 후 패널 아래쪽에서 새 연결 생성을 선택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Smart View HTTP 제공자를 선택하여 연결 추가 마법사를 표시합니다.
마법사에서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연결 추가 - URL에서 개인 연결에 대해 다음 구문을 사용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태스크 관리자의 경우:
http(s)://serviceURL/HyperionPlanning/cm/s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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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경우:

http(s)://serviceURL/HyperionPlanning/sdm/svp
• 메시지가 표시되면 로그인 인증서(도메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로그인합니다.

• 연결 추가 - 애플리케이션/큐브에서 작업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연결 추가 - 이름/설명에서 연결에 대한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 완료를 누릅니다.

• 다른 연결을 생성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Smart View에서 태스크 업데이트

– 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 업데이트

Smart View에서 태스크 업데이트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사용하여 직접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 및 스케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간에 대한 스케줄 및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권한 있는 태스크 및 스케줄만 볼 수만
있습니다. 작업 목록의 내 태스크 표시 뷰이므로 볼 수 있는 태스크 중 일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역할(예: 지정 대상자, 준비자 또는 승인자)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 같은
사용가능한 옵션이 연계 역할에 맞게 변경됩니다. 역할이 여러 개인 경우 특정 역할로
로그인하여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

시작하기 전에 Smart View 및 Smart View Extension for 태스크 관리자를
설치하고 확장과 함께 사용할 개인 연결을 생성해야 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 섹션과 "Smart View 확장에 대한 연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목록에서 스케줄을 누르면 현재 작업 중인 태스크 목록이 표시됩니다. 태스크가 제출되거나
승인되면 더 이상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한 작업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 담당자: 태스크 제출

• 승인자: 태스크 승인 및 거부

• 담당자 또는 승인자: 태스크 재지정

완료되지 않은 태스크를 제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하는 경우 태스크를
제출하면 검증 오류가 표시됩니다. 태스크 또는 행을 두 번 눌러 태스크를 열고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Smart View 작업에 대한 정보는 Oracle Smart View for Office 사용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Smart View에서 태스크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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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cel을 실행하고 Smart View 탭을 선택한 다음, 패널을 선택합니다.

2. Smart View 패널에서 개인 연결을 선택합니다.

3. 개인 연결 패널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태스크 관리자 연결을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로그인 인증서(도메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로그인합니다.

5. 개인 연결에서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6. 이름에서 보려는 태스크를 두 번 눌러 태스크 관리자 태스크 대화상자를 엽니다.

7. 선택한 태스크에 대해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태스크 제출

• 승인

• 거부

• 태스크 재지정

알림 작업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 오류,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표시하는 알림을 생성하고. 이 알림을 태스크 또는 스케줄에
첨부하고, 알림을 처리하는 빠른 워크플로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로 지정되어 있는 알림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목록의 태스크 또는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보고, 알림을 드릴다운하여 알림 세부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알림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알림 생성

• 알림 업데이트

• 알림 작업

• 알림 목록의 알림 보기

• 알림 삭제

알림 생성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태스크, 스케줄 또는 양식과 같은 태스크 관리자 또는 보충 데이터
관리자의 객체에서 알림을 생성하거나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 유형 및
기타 정보를 지정하고 [작업] 대화상자에서 제출하면 알림이 생성됩니다.

필요한 경우 알림에 대한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및 전원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업하도록 "시스템 작동 중지"의 하위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체에 대한 알림을 생성할 때 해당 개체에 고유한 알림 유형 및 일반 알림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기본 알림). [알림] 목록에서 직접 알림을 생성할 때 일반 알림 유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생성하면 처음에는 미해결(소유자에게 있음)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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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알림이 잠긴 객체(기간, 스케줄 등)와 연계된 경우에도 알림이 미해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표 17-2    알림 워크플로우

역할 작업

소유자(알림을 시작한 사용자) 제출

다시 열기(알림을 소유자에게 다시 전송)

담당자 제출

정보 요청(알림을 다시 소유자에게 보냄)

Approver1 승인

거부(알림을 다시 지정 대상자에게 보냄)

승인자N 승인

거부(알림을 다시 지정 대상자에게 보냄)

알림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아티팩트(태스크 또는 알림)로 이동하고 아티팩트를 연 다음, 알림 탭을 누릅니다.

• 스케줄의 경우 스케줄을 편집하고 알림 탭을 누릅니다.

• 보충 데이터 양식에서 양식을 편집하고 알림 탭을 누릅니다.

• 알림 목록에서 연도 및 기간과만 연계된 일반 알림을 발생시킵니다.

2. 새로 작성 (+)을 누릅니다.

3. 알림의 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손상된 데이터).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유형의 [관리자 정의 알림 유형] 목록에서 알림 유형을 선택합니다(예: 데이터 문제).

알림 유형을 선택하면 알림에서 해당 유형에 정의된 모든 지침, 워크플로우 사용자,
속성, 질문 및 조회자를 상속합니다.

소유자는 알림을 생성하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지정 대상자는 알림 해결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 그룹 또는 팀일 수 있습니다.
기본 지정 대상자는 알림 유형에서 상속됩니다.

승인자도 알림 유형에서 상속됩니다.

5. 연도에서 연도를 선택합니다. 이미 연도가 연계되어 있는 개체에서 알림을 생성하는
경우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기간에서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미 기간이 연계되어 있는 개체에서 알림을 생성하는
경우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종료 날짜의 경우 알림의 만기 날짜를 지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림이 생성된
개체를 기반으로 채웁니다. 종료 날짜를 설정해야 합니다.

8. 우선순위 목록에서 알림의 우선순위, 높음, 중간 또는 낮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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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경우 시스템에서 알림 유형에 포함된 지침을 표시합니다. 이는 읽기 전용입니다.

기본 알림에는 지침이 없습니다.

9. 설명에 알림에 대한 설명(예: "데이터가 손상됨")을 입력합니다.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 선택사항: 알림 설명을 지원하는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파일 첨부를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b. 링크 첨부를 누르고 URL 이름을 입력한 다음 URL(예: Oracle, http://www.oracle.com)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1. 알림을 생성하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알림 생성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누르면 알림 작업 대화상자가 미해결(소유자에게 있음) 상태로
열립니다. 그런 다음 소유자가 제출을 눌러 지정 대상자를 통해 열림 상태 또는 닫기(X)
대화상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림 업데이트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열면 지침을 보고 필요한 질문에 답변하며 주석이나 조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알림에 대한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및 전원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업하도록 "시스템 작동 중지"의 하위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 정보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역할 및 알림 상태에 따라 알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르고 왼쪽에서 알림 탭을 눌러 알림 기본 페이지를 엽니다.

2.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선택하여 엽니다.

3. 선택사항: 알림 등록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등록정보 드로어 를 선택하
고 필요한 대로 등록정보를 편집합니다.

소유자인 경우 이름, 우선순위, 소유자, 종료 날짜 및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이면 이름과 우선순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선택사항: 오른쪽에서 지침 드로어 를 선택하고 지침이 알림에 첨부되어 있으면 필요한
지침을 수행합니다.

5. 선택사항: 오른쪽에 있는 워크플로우 드로어 를 눌러 지정된 사용자가 작업 중인
태스크의 현재 진행상태를 봅니다.

6. 선택사항: 오른쪽에 있는 연계된 개체 드로어 를 선택하여 알림과 연계된 개체(예:
태스크, 알림 또는 연계된 알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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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사항: 오른쪽에 있는 알림 드로어 를 눌러 기존 알림을 생성하거나
선택합니다.

• 알림의 새 알림을 생성하려면 알림 생성을 누르고 알림 정보를 입력합니다. 알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기존 알림을 개체와 연계시키려면 기존 알림을 누르고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기간의 알림이 표시됩니다. 필터를 변경하여 임의 기간에서 알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선택사항: 오른쪽에 있는 속성 탭 을 눌러 알림에서 사용자의 역할과 관련된
속성을 확인합니다. 속성 목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알림의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선택사항: 오른쪽에 있는 질문 탭 을 눌러 알림에 필요한 질문을 보고
답변합니다.

소유자(알림을 생성한 사용자)이면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로부터 주요 세부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0. 선택사항: 오른쪽에 있는 주석 탭 을 눌러 새 주석을 입력한 다음 게시를
누릅니다.

저장된 주석이 있으면 입력 영역 아래 시간순으로 표시되며, 최신 주석이 먼저
표시됩니다. 네 개 이상의 주석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모든 주석 표시 링크를 표시합니다.

파일 또는 링크를 URL에 참조로 첨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파일 첨부를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 링크 첨부를 누르고 URL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11. 선택사항: 오른쪽에 있는 조회자 탭 을 눌러 알림에 조회자를 추가합니다.

• 멤버 선택기에서 조회자를 선택하려면 추가( )를 누른 후 알림에 대한 보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그룹 또는 팀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알림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 외부의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외부 사용자

추가 를 누릅니다.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통지 우선순위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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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외부 사용자는 알림을 보거나 액세스할 수 없으며, 통지만 받습니다.

우선순위 레벨 이상에 대해 통지가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높음으로 설정되면,
알림이 높음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통지를 보냅니다. 낮으로 설정되면 모든
우선순위 유형(낮음, 중간, 높음)에 대한 통지를 보냅니다.

12. 선택사항: 내역 탭 을 눌러 알림을 생성한 이후로 수행된 모든 작업을 봅니다. 이는 읽기
전용 탭입니다.

13. 알림 작업을 선택하려면 알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스케줄에 따라 알림 생성

스케줄에 따라 작업할 때 진행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서 알림을 생성하려면 소유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로서 스케줄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에 따라 알림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편집 아이콘이 아니라 등록정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4. 알림 탭을 누릅니다.

5. 알림 생성을 눌러 알림을 생성하거나 기존 알림을 눌러 [알림] 목록의 기존 알림과
연계시킵니다.

알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보충 데이터 양식에서 알림 생성

양식에 대해 작업 중인 경우 진행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에서 알림을 생성하려면 소유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로 양식을 편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림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작업 목록이나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양식 오른쪽의 알림 탭을 누릅니다.

4. 알림 생성을 눌러 알림을 생성하거나 기존 알림을 눌러 [알림] 목록의 기존 알림과
연계시킵니다.

알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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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작업

알림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해당 소유권과 상태, 사용자에게 지정된 보안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역할과 액세스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고 알림을 제출, 승인, 클레임 또는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에는 사용가능한 작업 및 필수 역할이 나열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표 17-3    알림 작업 및 사용가능한 역할

작업 설명 역할

정보 요청 지정 대상자가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다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담당자

알림 제출 소유자 또는 지정 대상자가

알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지정 대상자

알림 승인 승인자가 알림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

알림 거부 승인자가 알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

알림 클레임 알림에 지정된 팀 멤버가 알림을

클레임하도록 허용합니다. 알림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가

개인이 아니라 팀에 지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그룹 멤버가 알림을

클레임한 경우에도 클레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자 팀 멤버

알림 해제 팀 멤버가 현재 클레임된 알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레임된 지정 대상자 팀
멤버

재지정 관리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알림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알림 강제 닫기 관리자가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알림 상태를 닫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새로고침 최신 주석, 상태 등의 알림을

업데이트합니다.
모두

알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르고 왼쪽에서 알림 탭을 눌러 알림 기본 페이지를 엽니다.

2.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선택한 후 열어 필수 정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작업 메뉴에서 사용가능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 정보 요청

• 제출

• 승인

• 클레임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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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

• 요청 재지정

• 강제 닫기

• 새로고침

알림 목록의 알림 보기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알림 이름, 상태, 우선순위, 종료 날짜,
알림 유형 및 기타 정보가 표시됩니다.

알림 목록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알림을 누릅니다.
알림 페이지는 지정된 기간 동안 기존 알림을 표시합니다. 알림을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필터링하고 표시할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 알림 및 해당 상태도 작업 목록 탭의 목록 맨위에 표시됩니다.

• 이전에 알림 목록에 액세스한 경우 연도 및 기간 필터 등 선택한 필터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연도 및 기간 필터 막대를 제거하고 다른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알림 목록에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필터 표시줄에 연도 및 기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 필터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알림과 연계된 기간과
관계없이 확인해야 할 모든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 알림 작업 배너에는 상태 아이콘과 알림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알림을 열면 시스템에 알림 정보와 작업 영역이 표시됩니다. 맨 위 표시줄은 개체 이름을
표시합니다. 알림 이름이 상위 개체(태스크, 스케줄 등) 위에 표시됩니다. 작업 메뉴에는 사용자
역할 및 알림의 워크플로우에 따라 사용가능한 작업 옵션이 포함됩니다. 알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작업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면 맨 위 표시줄에 별도의 버튼으로 표시됩니다.

• 제출

• 승인

• 거부

• 클레임

• 해제

• 정보 요청

• 다시 열기

[요약] 보드에는 알림 상태의 그래픽 요약이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항목은 워크플로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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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일수 - 알림을 해결해야 하는 기한까지 남은 일수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알림에
대해 작업 중이면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남은 일 수를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전체 일 수를 표시합니다.

몇 시간만 남은 경우 남은 시간 또는 남은 분 수로 표시됩니다. 종료 날짜 값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지난 일 수를 표시합니다.

• 우선순위 - 알림의 현재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 새 주석 - 아직 확인하지 않은 주석 수를 표시합니다.

• 질문 - 알림을 제출 또는 승인하기 전에 답변해야 하는 질문 수를 표시합니다.

• 속성 - 알림을 제출 또는 승인하기 전에 설정해야 하는 속성 수를 표시합니다.

• 알림 - 이 알림과 연계된 열려 있는 알림 수를 표시합니다.

알림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태스크에서 오른쪽에 있는 알림 탭을 누릅니다.

2. 알림 이름을 눌러 드릴다운하고 알림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를 보거나 알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3. 선택사항 알림을 검색하려면 검색 상자에서 검색 기준을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표시할 열을 선택하려면 알림 탭의 작업에서 열 선택을 누르고 표시할 열을
선택하거나 모두 표시를 선택합니다.

5. 알림을 생성하려면 알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6. 알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알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7. 알림 목록을 새로고치려면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알림 삭제

관리자 또는 알림 소유자인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알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림과
연계된 개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알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르고 왼쪽에서 알림 탭을 눌러 알림 기본 페이지를 엽니다.

2. [알림] 목록에서 알림을 선택하여 엽니다.

3. 작업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누르거나 행 작업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4. 확인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스케줄을 사용하여 작업
참조:

• 스케줄 정보
스케줄은 특정 비즈니스 기간 동안 실행되어야 하는 태스크 세트를 시간순으로
정의하며, 템플리트를 달력에 적용한 것입니다.

• 스케줄 속성 보기

• 스케줄 지침 보기

• 스케줄 조회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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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속성 보기

• 스케줄에서 일 레이블 보기

• 스케줄 규칙 보기

• 스케줄 알림 보기

• 스케줄 내역 보기

스케줄 정보

스케줄은 특정 비즈니스 기간 동안 실행되어야 하는 태스크 세트를 시간순으로 정의하며,
템플리트를 달력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템플리트를 1사분기에 대한 Q119 스케줄로 적용한 후 2사분기에 대한 Q219로
템플리트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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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속성 보기

스케줄을 열면 이름, 설명 및 기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등록정보를 누릅니다.

스케줄에 대한 편집 기능이 있으면(소유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인 경우) 등록정보 아이콘이
아니라 편집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스케줄 지침 보기

스케줄 지침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지침 탭을 누릅니다.

스케줄 조회자 보기

조회자 권한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조회자 탭을 누릅니다.

스케줄 속성 보기

속성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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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Task Manager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속성 탭을 누릅니다.

스케줄에서 일 레이블 보기

달력 일자의 활동에 영업일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레이블은 마일스톤 일자를 표시하거나
일자의 목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리트에 일자 레이블을 추가하면 해당 템플리트에서 생성된 스케줄에 복사됩니다.

스케줄이 열리면 태스크의 시작 또는 종료 날짜에 있는 태스크 목록 보기 및 간트 보기에
날짜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스케줄 규칙 보기

규칙 탭에는 스케줄에 적용하는 규칙, 해당 이름, 우선순위 순서 및 규칙을 실행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나열됩니다.

스케줄 규칙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규칙 탭을 누릅니다.

스케줄 알림 보기

스케줄의 알림 탭에서 스케줄과 연계된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알림에 대해 작업하려면 소유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로서 스케줄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알림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 알림 탭을 누릅니다.

스케줄 내역 보기

스케줄 작업 내역이 시스템에 유지되며, 이 내역을 [스케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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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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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관리자 순으로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스케줄 탭을 누릅니다.

3.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4. 내역 탭을 선택하고 스케줄 내역을 검토합니다:

• 수정 유형: 변경 유형을 나타냅니다. 생성됨, 변경됨, 추가됨 또는 제거됨.

• 수정 날짜: 수정 날짜.

• 수정자: 스케줄을 수정한 사용자의 이름.

• 이전 값

• 새 값

5. 확인을 누릅니다.

대시보드 모니터링

관련 항목

• 대시보드 개요

• 태스크 개요 대시보드

• 준수 대시보드

• 재무 대시보드

대시보드 개요

다음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태스크 관리자 , 보충 데이터 관리 정보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 태스크 개요

• 준수 개요

• 재무 대시보드

대시보드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대시보드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대시보드 소개는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개요

태스크 개요 대시보드

태스크 개요 대시보드에는 전체 상태, 태스크 관리자, 보충 데이터 상태에 대한 상태 대시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요

전체 개요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의 대시보드에서 태스크 개요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전체 개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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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V에서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 열린 태스크, 지연 및 정시 태스크 수를 표시합니다.

4. 상태를 눌러 해당 상태의 태스크 목록을 드릴다운합니다.

태스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태스크 목록에서 태스크 이름을 눌러 직접
태스크를 열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선택사항: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태스크 목록을 정렬합니다.

• 개수(오름차순)

• 개수(내림차순)

• 알파벳(오름차순)

• 알파벳(내림차순)

태스크 관리자 개요

태스크 관리자 개요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의 대시보드에서 태스크 개요를 누릅니다.

2. POV에서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3. 태스크 드롭다운 목록에서 태스크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모든 태스크를
봅니다.

시스템에서 열린 태스크, 지연 및 정시 태스크 수를 표시합니다.

4. 상태를 눌러 해당 상태의 태스크 목록을 드릴다운합니다.

태스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태스크 목록에서 태스크 이름을 눌러 직접
태스크를 열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보기 기준을 선택하여 태스크를 필터링한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우선순위

• 스케줄

• 태스크 유형

• 조직 구성 단위

6. 선택사항: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태스크 목록을 정렬합니다.

• 개수(오름차순)

• 개수(내림차순)

• 알파벳(오름차순)

• 알파벳(내림차순)

• 속성 순서(오름차순)

• 속성 순서(내림차순)

보충 데이터 개요

보충 데이터 상태 개요 대시보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의 대시보드에서 태스크 개요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개요를 누릅니다.

3. 수집 간격 드롭다운 목록에서 수집 간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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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V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POV 차원은 선택한 수집 간격의 빈도 차원 선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5. 양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양식을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모든 양식을 봅니다.

시스템에서 열린 양식, 지연 및 정시 양식 수를 표시합니다.

6. 상태를 눌러 해당 상태의 양식 목록을 확인합니다.

양식 목록에서, 양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양식 이름을 눌러 직접 양식을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7. 보기 기준을 선택하여 태스크를 필터링한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워크플로우 차원

• 양식

• 수집

• 빈도

8. 선택사항: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태스크 목록을 정렬합니다.

• 개수(오름차순)

• 개수(내림차순)

• 알파벳(오름차순)

• 알파벳(내림차순)

준수 대시보드

준수 대시보드에서는 회사가 준수 목표를 얼마나 우수하게 달성하는지를 측정하는 메트릭을
제공하여 정시에 완료된 태스크와 지연된 태스크를 구분하고 승인된 태스크의 수와 거부된
태스크의 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단위 및 조직 구성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자 성과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준수] 대시보드

태스크 관리자 준수 대시보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의 대시보드에서 준수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태스크 관리자 준수를 누릅니다.

3. POV에서 연도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4. 태스크 드롭다운 목록에서 태스크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모든 태스크를 봅니다.

원형 차트에는 완료된 태스크 수, 정시에 준비된 태스크 백분율, 정시에 승인된 태스크 백분율,
거부된 태스크 수 및 알림 수 등의 태스크 상태가 표시됩니다.

5. 상태 차트 중 하나를 눌러 해당 상태의 태스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태스크 목록에서 태스크 이름을 눌러 직접 태스크를 열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보기 기준을 선택하여 태스크를 필터링한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사용자 이름을 눌러 사용자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조직 구성 단위

7. 성과에서 태스크 성과 메트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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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 승인

8. 선택사항: 나열된 태스크 순서를 변경하려면 정렬 기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 정시

• 지연

• 거부

보충 데이터 준수 대시보드

보충 데이터 준수 대시보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대시보드를 누르고 준수 개요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준수를 누릅니다.

3. 수집 간격 드롭다운 목록에서 수집 간격을 선택합니다.

4. POV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POV 차원은 선택한 수집 간격의 빈도 차원 선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5. 양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양식을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모든 양식을 봅니다.

원형 차트에는 완료된 양식 수, 정시에 준비된 양식 백분율, 정시에 검토된 양식 백분율,
정시에 게시된 양식 백분율 및 거부된 양식 수 등의 양식 상태가 표시됩니다.

6. 상태 차트 중 하나를 눌러 해당 상태의 양식 목록을 드릴다운합니다.

양식 목록에서, 양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양식 이름을 눌러 직접 양식을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7. 성과에서 양식 성과 메트릭을 선택합니다.

• 준비

• 검토

• 게시

8. 선택사항: 나열된 양식 순서를 변경하려면 정렬 기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 정시

• 지연

• 거부

재무 대시보드

재무 대시보드에서는 회사의 결과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
대시보드, 현금 흐름 대시보드 또는 수익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추가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에서는 다음 데이터가 있는 FCCS_Income
Statement 대시보드라는 사전 정의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 FCCS_Income Dashboard Tile Chart 양식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주요 수익 계정

• FCCS_Quarterly Sales by Entity 양식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엔티티 기준 분기별 판매

Chapter 17
대시보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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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S_Monthly Sales by Entity 양식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엔티티 기준 월별 판매

• FCCS_Quarterly Net Income by Entity 양식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엔티티 기준 분기별 순수익

• FCCS_Monthly Net Income by Entity 양식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엔티티 기준 월별 순수익

관리자는 데이터 양식 및 외부 아티팩트를 선택하고 차트 유형을 지정하여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에서 "대시보드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재무 대시보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의 대시보드에서 재무 대시보드를 누릅니다.

2. 기존 대시보드를 검색하려면 검색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Chapter 17
대시보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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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충 데이터 작업

참조:

• 보충 데이터 프로세스 개요

• 보충 데이터 양식 관련 작업

• 보조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보기

• 컬렉션으로 데이터 대량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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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목록(홈 페이지 -> 태스크 -> 작업 목록)에서 양식을 열기 시작할 수 있으며 다음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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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인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여러 레벨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3. 사용자는 워크플로우 옵션에 따라 데이터가 승인된 후 요약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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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양식 관련 작업
관련 항목:

• 보충 데이터 양식에 액세스

• 보충 데이터 양식 업데이트

• 보충 데이터 양식 관리

• 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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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데이터 양식에 액세스

관련 항목:

• 홈 페이지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 보기

•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작업 목록 보기

•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양식 보기

홈 페이지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 보기

홈 페이지에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양식의 요약 및 해당 상태(예: 미해결, 지연, 오늘 만기
또는 7일 후 만기)가 표시됩니다. 상태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상태의 태스크 수를
나타냅니다.

태스크 목록을 연도 및 기간별로 필터링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작업 목록에 있는 모든 연도
또는 기간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의 태스크에서 다음 태스크 및 관련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작업 목록에는 볼 권한이 있는 지정된 POV에 대한 모든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알림 및
해당 상태도 [작업 목록] 페이지와 [요약] 패널의 목록 맨 위에 표시됩니다.

•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는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 스케줄 태스크에는 태스크 관리자의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 알림에서는 알림 목록을 표시하고 알림을 생성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작업 목록 보기

작업 목록에는 태스크 관리자 및 보충 데이터 관리자 용 태스크를 포함하여, 볼 권한이 있는
지정된 POV에 대한 선택한 스케줄 또는 템플리트의 모든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태스크가
나열되며 간단히 이 목록을 필터링하여 관심 있는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날짜가 포함된 태스크 스케줄은 관리자가 생성합니다.

태스크/양식의 소스를 나타내는 대시보드와 함께 모든 태스크/양식 또는 내 태스크/양식의
상태 요약이 표시됩니다.

작업 목록에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cel로 익스포트

• 미해결 태스크

• 태스크 제출

• 태스크 강제 마감 및 중단

• 태스크 재지정

검색 및 필터 기능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목록에서 항목을 간편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아이콘 기반
열을 제외하고 목록에서 표시된 열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지정 대상자 또는 승인자(태스크 관리자의 경우) 및 준비자 또는 승인자(보충 데이터
관리자의 경우)로 지정된 모든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검색어가 표시된 열에서
발견된 모든 항목을 반환합니다.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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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필터 막대로 특정 항목에 액세스하거나 필터 추가를 누르고 속성별로
원하는 필터를 설정합니다.

작업 목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작업 목록을 누릅니다.

2. 선택사항: 검색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태스크를 찾습니다.

• 모든 태스크 또는 내 태스크 간에 표시를 전환하려면 태스크 아이콘 을 누릅니다.

• 필요한 태스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작업 목록에서 날짜를 제외하고 모든 필드(텍스트
또는 숫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선택사항: 검색 옆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눌러 필터 막대를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필터 막대의

오른쪽에 있는 을(를) 눌러 모든 필터를 지웁니다.

4. 선택사항: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작업 목록 관리에 사용할 필터를
선택합니다.

• 유형

• 이름

• 설명

• 상태(세부)

• 상태

• 내 종료 날짜

5. 선택사항: 다음 차원 이름을 눌러 POV를 수정합니다.

• 연도

• 기간

• 만기: (선택되지 않음, 지연, 7일 또는 오늘)

• 상태: (선택되지 않음, 마감, 미해결 또는 대기 중)

• 소스: (알림, 태스크, 양식, 분개 또는 재지정 요청)

주:

여러 옵션을 추가하려면 여러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된 항목을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6. 선택사항: 태스크 옆에 있는 을 눌러 선택된 태스크를 열고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옵션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아이콘은 선택합니다(예: 등록정보, 지침, 알림 등).

7. 작업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태스크 제출. 태스크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 작업 중단: 강제로 마감하는 것과는 반대로 후행 작업에서 프로세스가 계속되지 않도록
태스크를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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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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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완료 또는 완료-오류-완료 선행 작업이 취소된 경우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려면 태스크 소유자, 스케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후속 작업을 강제로
닫아야 합니다.

• 태스크 강제 마감: 미해결 또는 오류 상태가 마감 상태가 되도록 태스크를 강제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재지정 요청: 임시로 또는 영구적으로 태스크를 다른 사용자에게 재지정합니다.

• 새로고침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양식 보기

보충 데이터 태스크 페이지에서 양식을 검색하고, 양식 목록을 필터링하고, 목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를 변경하여 더 많은 열 또는 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 태스크 페이지에서 양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선택사항: 검색에서 필수 양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날짜와 아이콘 기반 열을 제외하고
목록에서 열을 검색합니다.

4. 선택사항: 목록에서 저장된 목록을 선택합니다.

5. 양식의 수집 간격, 연도, 기간 및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POV를 사용하는 값을
이 항목에서 여러 개 선택하면 해당 POV의 모든 템플리트에 관련된 양식이 모두
표시됩니다.

6. 선택사항: 다음과 같이 목록에 대한 필터를 생성합니다.

a. 필터 추가에서 객체 또는 상태를 선택하여 필터를 생성합니다.

b. 필터 대화상자에서 필터 생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자
종료 날짜 필터에서는 피연산자 및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c. 저장할 필터 조건을 설정하고 필터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필터 저장을 누릅니다.

d.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e. 확인을 누릅니다.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관리 에서 "필터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7. 사용자 설정: 각 워크플로우 레벨에 대한 사용자를 준비자, 승인자 또는 통합자로
설정합니다(보충 데이터 태스크 → 작업 → 사용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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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태 설정: 양식의 상태를 다음으로 설정합니다. 제출, 승인, 거부 또는 게시(보충 데이터 태스크
→ 작업 → 상태 설정)

보충 데이터 양식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보충 데이터 양식 업데이트

관련 항목:

• 양식 등록정보 보기

• 지침 보기

• 알림 보기

• 워크플로우 보기

• 양식 질문 보기

• 주석을 양식에서 보기 및 추가

• 양식 내역 보기

양식 등록정보 보기

양식 등록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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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4. 오른쪽의 등록정보 탭을 누릅니다.

지침 보기

특정 양식에서 지침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4. 오른쪽의 지침 탭을 누릅니다.

알림 보기

특정 양식에서 알림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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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쪽의 알림 탭을 누릅니다.
알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워크플로우 보기

특정 양식의 워크플로우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4. 오른쪽의 워크플로우 탭을 누릅니다.

양식 질문 보기

특정 양식에서 질문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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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쪽의 질문 탭을 누릅니다.

주석을 양식에서 보기 및 추가

특정 양식에서 주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4. 오른쪽의 주석 탭을 누릅니다.

주석 추가

태스크 페이지에서 추가 데이터 양식에 대한 주석을 추가하고 참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 페이지에서 한 번에 여러 양식에 참조 파일 또는 URL을 추가하고 주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Note:

홈 페이지 → 태스크 →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추가 데이터 양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상태 및 역할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설명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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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양식에 대한 액세스 역할이 동일한 사용자는 서로의 설명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18-1    역할 및 상태 기반 권한

역할 상태: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 미해결(승인자/
통합자에게 있음)

상태: 마감

준비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해당 레벨에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승인자/통합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해당 레벨에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관리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조회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주석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에서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2. 작업 목록이나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설명 탭을 누릅니다.

4. 텍스트 상자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Note:

주석을 삭제하려면 주석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거나 작업, 주석 삭제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5. 선택사항: 외부 문서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설명에 웹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 첨부(종이 클립 아이콘)를 누르고 파일을 찾아 첨부파일로 선택합니다.

• 링크 첨부(링크 아이콘)를 누르고 첨부파일의 URL 및 이름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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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누릅니다.

양식 내역 보기

양식 작업 내역이 시스템에 유지되며, 이 내역을 [양식] 대화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역]
에는 사용자, 날짜, 작업 및 양식 변경사항의 차이가 표시됩니다.

양식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특정 양식의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4. 오른쪽의 내역 탭을 누릅니다.

주석을 양식에서 보기 및 추가

특정 양식에서 주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4. 오른쪽의 주석 탭을 누릅니다.

주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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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페이지에서 추가 데이터 양식에 대한 주석을 추가하고 참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 페이지에서 한 번에 여러 양식에 참조 파일 또는 URL을 추가하고 주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Note:

홈 페이지 → 태스크 →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추가 데이터 양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상태 및 역할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설명된 테이블입니다.

Note:

양식에 대한 액세스 역할이 동일한 사용자는 서로의 설명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18-2    역할 및 상태 기반 권한

역할 상태: 미해결(준비자에게
있음)

상태: 미해결(승인자/
통합자에게 있음)

상태: 마감

준비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해당 레벨에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승인자/통합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해당 레벨에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관리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조회자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 생성한 설명을

삭제할 수 있음

설명을 볼 수 있음

주석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홈에서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2. 작업 목록이나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설명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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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 상자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Note:

주석을 삭제하려면 주석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거나 작업, 주석 삭제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5. 선택사항: 외부 문서에 첨부파일을 추가하거나 설명에 웹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 첨부(종이 클립 아이콘)를 누르고 파일을 찾아 첨부파일로 선택합니다.

• 링크 첨부(링크 아이콘)를 누르고 첨부파일의 URL 및 이름을 추가합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양식 내역 보기

양식 작업 내역이 시스템에 유지되며, 이 내역을 [양식] 대화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역]
에는 사용자, 날짜, 작업 및 양식 변경사항의 차이가 표시됩니다.

양식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특정 양식의 내역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왼쪽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 탭을 누릅니다.

3. 양식을 두 번 눌러 엽니다.

4. 오른쪽의 내역 탭을 누릅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 관리

관련 항목:

• 보충 데이터 임시 양식 생성

• 보충 데이터 양식 제출, 승인, 거부 또는 게시

• 보충 데이터 양식 보기

• 보충 데이터 뷰 저장

• 보충 데이터 양식에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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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데이터 양식에서 레코드 검색

• 세부정보 섹션에서 모든 레코드 삭제

보충 데이터 임시 양식 생성

보충 데이터 양식 템플리트를 생성하는 경우 관리자는 임시 양식 생성에 템플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하고 양식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 또는 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보안 권한이 지정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템플리트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충 데이터 임시 양식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2. 수집 간격을 선택한 다음 POV의 멤버를 선택합니다.

POV 차원은 선택한 수집 간격에 따라 다릅니다.

3. 템플리트에서 임시 양식을 생성해야 하는 템플리트를 선택합니다.

4. 임시 양식 생성(+) 아이콘을 눌러 임시 양식을 생성합니다.

주:

템플리트가 배포되어 있어야 임시 양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각 워크플로우 차원의 멤버를 선택하고 워크플로우 옵션(준비, 준비-승인, 준비-승인-게시)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주:

임시 양식 생성의 경우 양식 준비자 및 승인자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임시 양식이 생성되어 데이터 입력을 위해 열립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 제출, 승인, 거부 또는 게시

양식의 데이터를 입력한 후 사용가능 작업(예: 제출, 승인 또는 거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상태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보충 데이터 태스크 목록에서 양식을 다중 선택하고 선택사항에 대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한 다음, 선택한 모든 양식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작업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작업 목록이나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사용가능 작업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 승인 또는 거부.

상태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작업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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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식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 양식을 선택하거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범위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을 누릅니다.

2. 작업 드롭다운에서 상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상태 드롭다운에서 필요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사용가능한 상태는 제출, 승인, 거부 및
게시입니다.

4. 설정을 누릅니다.

[양식 작업 결과] 대화상자에 상태 결과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완료 상태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있으면 완료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함 상태가 오류 메시지와 함께 표시됩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 보기

보충 데이터 양식에 여러 섹션이 있는 경우 각 섹션은 양식 머리글 내의 탭으로 표시됩니다.
하위 컬렉션은 가로 탭에 표시됩니다. 하위 컬렉션 이름은 최대 30자까지 표시되고 그 뒤에
줄임표(...)가 옵니다. 텍스트를 마우스로 가리켜 전체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머리글 또는 세부정보 섹션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섹션 및 하위 섹션이 있는 양식의 예제입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작업 목록이나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양식에 여러 섹션이 있는 경우 각 섹션은 양식 머리글 내의 탭으로 표시됩니다. 섹션
탭을 눌러 양식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4. 머리글 또는 세부정보 섹션을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 머리글 섹션 오른쪽의

아이콘을 눌러 섹션을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 화살표를 눌러 세부정보 섹션을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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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양식 보기

보충 데이터 뷰 저장

보충 데이터에 대해 작업할 때 필터를 적용하고 열을 지정한 후 정렬한 다음 조정된 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 관리 메뉴에서 저장된 모든 뷰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가 개인 버전의 뷰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뷰가 복제되므로 이제 개인용 버전과 공용 버전이 있습니다. 공용 버전은 [공용] 열에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게시되어 저장된 뷰의 경우 관리자나 고급 사용자가 해당 뷰를 기본 뷰로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뷰 유형의 모든 사용자가 저장된 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뷰 유형을 열 때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뷰를 저장하고 관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충 데이터 순으로 누릅니다.

2. 원하는 데이터를 보려면 뷰를 조정하십시오. 뷰를 저장하려면 대화상자의 맨 위에서 뷰 저장을
누릅니다.

3. 뷰 저장 대화상자에서 이름,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저장된 뷰를 모두 보려면 뷰 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5. 뷰를 게시하고 개인 버전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게시를 누르거나 작업을
선택한 다음 게시를 누릅니다.

6. 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기본값 설정을 누르거나 작업을 선택한 다음 기본값 설정을
선택합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에 데이터 입력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보충 데이터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입력

• 파일에서 임포트

• Excel을 사용하여 입력

입력 세부정보에 따라 데이터가 기본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소수 자릿수가 2이고 천단위
구분자가 없는 형식의 통화 필드에 $123,456.789를 입력하는 경우 숫자는 123456.789로
저장되지만 $123456.79로 다시 표시됩니다.

양식 열 및 행이 데이터 입력 모드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입력을 위해 POV 막대에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식 템플리트에서 여러 데이터 입력 섹션이 정의된 경우 각 섹션에 해당하는 데이터
입력 탭이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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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데이터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작업 목록이나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18장
보충 데이터 양식 관련 작업

18-15



3. 다음과 같이 양식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양식에 헤더 섹션이 있으면 머리글의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양식에 세부정보 섹션이 있으면 추가(+)를 눌러 세부정보 행을 추가하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 새로고침을 눌러 양식 데이터를 새로고칩니다.

5. 데이터 입력을 완료한 후 사용가능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 승인 또는
거부.

6. 선택사항: 세부정보 섹션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인쇄를 선택하여 양식을 인쇄합니다.

7. 선택사항: 머리글 섹션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임포트를 선택하여 양식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a. 찾아보기를 누르고 가져올 파일을 탐색합니다.

b.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꾸기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소스 파일의
데이터로 바꿉니다. 업데이트는 소스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만 업데이트합니다.

c. 허용된 날짜 형식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d. 임포트 파일의 파일 구분자로 쉼표, 탭, 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기타를 선택하는
경우, 텍스트 상자에 구분자를 지정합니다.

e. 임포트를 누르고 결과 화면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정보를 선택취소하고 임포트할 다른 파일을 선택하려면 재설정을 누릅니다.

8. 선택사항: 양식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려면 세부정보 섹션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Excel로 익스포트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따릅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에서 레코드 검색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보충 데이터 양식의 세부정보 컬렉션 및 하위 컬렉션 섹션에서
레코드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그리드에서 날짜 및 시간을 제외한 모든 필드
(텍스트, 목록 또는 숫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단순 이자 또는 미지급 이자와 같이 값에 이자가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작업 목록 또는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세부정보 섹션의 검색 필드에 검색 기준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목록을 재설정하려면 검색 기준을 삭제합니다.

세부정보 섹션에서 모든 레코드 삭제

보충 데이터 양식의 세부정보 섹션 또는 하위 컬렉션에서 모든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코드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페이지에서 태스크를 누릅니다.

2. 작업 목록이나 보충 데이터 태스크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세부정보 섹션의 작업 드롭다운에서 모두 삭제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삭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양식 섹션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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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 누릅니다.

그리드의 모든 레코드가 삭제되고 양식이 저장됩니다.

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 작업

관련 항목:

• Smart View 확장에 대한 연결 생성

• 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 업데이트

Smart View 확장에 대한 연결 생성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사용하여 작업 목록에 연결하고 Excel에서 태스크 관리자 및
Supplemental Data Manager 태스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확장과 함께 사용할 개인 연결을 생성해야 합니다.

Note:

시작하기 전에 Smart View와 태스크 관리자용 Smart View 확장과 보충 데이터 관리용
Smart View 확장을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확장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Smart View 패널에서 개인 연결을 선택한 후 패널 아래쪽에서 새 연결 생성을 선택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Smart View HTTP 제공자를 선택하여 연결 추가 마법사를 표시합니다.
마법사에서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연결 추가 - URL에서 개인 연결에 대해 다음 구문을 사용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태스크 관리자의 경우:
http(s)://serviceURL/HyperionPlanning/cm/svp

• Supplemental Data Manager의 경우:
http(s)://serviceURL/HyperionPlanning/sdm/svp

• 메시지가 표시되면 로그인 인증서(도메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로그인합니다.

• 연결 추가 - 애플리케이션/큐브에서 작업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연결 추가 - 이름/설명에서 연결에 대한 이름 및 설명(선택사항)을 입력합니다.

• 완료를 누릅니다.

• 이 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연결을 생성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작업의 Smart View에서 태스크 업데이트

–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lose 작업의 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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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View에서 보충 데이터 양식 업데이트

Oracle Smart View for Office를 사용하여 Supplemental Data Manager 양식을 직접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간에 대한 스케줄 및 태스크가 표시됩니다. 권한 있는 양식만 볼 수만 있습니다.
현재 역할에 따라 데이터 저장, 승인 또는 거부 같은 사용가능 옵션이 연계된 역할에 맞게
변경됩니다. 역할이 여러 개인 경우 특정 역할로 로그인하여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

시작하기 전에 Smart View 및 Smart View Extension for Supplemental Data
Manager를 설치하고 확장과 함께 사용할 개인 연결을 생성해야 합니다. 관리자용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Cloud 시작하기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및 설치" 섹션과 "Smart View 확장에 대한 연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주:

비 영어 로케일의 경우, Smart View에 있는 언어 드롭다운 목록의 기본 옵션은
보충 데이터의 Smart View 확장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Smart View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보충 데이터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승인 및 게시를 위해 작업해야 하는 양식의 작업 목록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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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안 액세스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양식 및 옵션만 표시됩니다.

보충 데이터 양식 관련 작업

Smart View를 사용하여 Supplemental Data Manager 작업을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xcel을 실행하고 Smart View 탭을 선택한 다음, 패널을 선택합니다.

2. Smart View 패널에서 개인 연결을 선택합니다.

3. [개인 연결] 패널의 드롭다운에서 Supplemental Data Manager 연결을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로그인 인증서(도메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로그인합니다.

5. 보충 데이터 리본을 선택한 후 새로고침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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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목록 및 컬렉션 노드가 표시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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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정보 섹션 또는 하위 컬렉션이 별도의 워크시트에 표시됩니다.

7. 컬렉션 아래 수집 간격 목록에서 간격을 선택합니다.

각 리프 노드에는 수집 간격과 컬렉션 및 하위 컬렉션이 차례로 나열됩니다.

주:

각 데이터 수집 기간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컬렉션만 표시됩니다.

8. 완료하면 선택한 양식에 대해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 저장

• 데이터 제출

• 승인

• 거부

• 데이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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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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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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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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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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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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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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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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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