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M의 성숙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우수한 경영계획 결과 도출

요약
최근까지 상당히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클라우드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로 전환 중인 기업은 특히 기업 성과 관리(EPM,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의 

영역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라클의 EPM 솔루션인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계획, 예측을 능률화하고, 배포를 가속화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프레드시트에서 보이지 않는 핵심 정보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면, 의사결정은 더 빠르고 개선되며 

결국 전체 기업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큰 변화가 발생 할만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저항…

스프레드시트에 빠져있다

2011년도에 실행된 계획과 예측에 대한 오라클 설문조사1 에 

따르면 재무 관리자의 93%가 스프레드시트 작업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응답자의 75%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한다고 답한 예산, 계획, 예측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스프레드시트가 사용하기에 쉬울지는 모르나 개별 문서로 

존재하기에 계획 용도로 뛰어나지는 않다.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버전 관리 문제로 인하여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최악의 

경우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또한 감사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아쉽게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든 기업이 계획을 위한 

새롭고 더 우수한 접근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16년 초 오라클이 전세계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클라우드 EPM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단순히 “기업 문화와의 이질감”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1)

1. Performance Management: An Incomplete Picture. 오라클 의뢰 하에 Dynamic Markets에서 2011년 4월 실행한 조사

“2016년 1월과 2월에 오라클은 전 세계 수백 명의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EPM에 대한 그들의 
계획과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오라클 기존 고객 및 업계 전반에서 선정되었다.”

오라클은 과거, 현재, 미래의 클라우드 기반 EPM 기술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그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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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시작…

경영계획과 예산: 교두보 애플리케이션

그림 1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 문화와의 이질감” 

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응답률을 보였으나, 이는 단지 변화에 

계속해서 저항해온 그룹의 답변이며, 클라우드 기반 접근법의 

혜택이 점차 극명해짐에 따라 이 그룹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EPM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오라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는 EPM 중 계획과 예산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입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손꼽으며 그 다음으로 

인기있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사용량이 

거의 두 배에 가깝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계획과 예산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EPM 도입으로 향하는 교두보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인력 계획 영역이며 영업 계획과 예측이 

그 뒤를 잇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상위 

3대 애플리케이션 모두 계획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알 수 있는 점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스프레드시트에서 진정한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으로 빠르고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도입으로 신속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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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Kraft의 
합병 당시 예산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를 
2개월 내에 600명의 신규 사용자 
대상으로 확산 해야만 했습니다. 
오라클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Julian Sherwin, The Kraft Heinz 
Company, 제로 베이스 예산 총괄

“저희는 새로운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제공에 대하여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즉각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시작하고 계획, 예산, 예측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도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솔루션 대비 초기 비용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Neil Sellers, Qubix, Director



중요한 질문: 왜?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계획과 

예산을 이동하는 것일까? 주요 답변 중 하나는 클라우드가 

스프레드시트로는 거의 불가능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준의 직원 참여(engagement)를 전체 프로세스에 

가져옴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 기업 중 

40%가 EPM 프로세스에 150명 이상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고 이 40% 중에서 절반 이상의 기업에는 500명 이상이 

종사한다고 한다. (그림 3) “대중의 지혜”라는 주장을 

적용해보면 더 많은 사용자가 개입될 수록 집합적 통찰력과 

최종 결정이 나아지는 것이다. 

사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조사 대상 기업이 

기존에 EPM을 – 심지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 

미구축한 상태였다. 이는 아마도 EPM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이 지나치게 고비용이거나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구축의 단순성, 유연성, 

저렴한 총 소요비용으로 인하여 놓치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의 EPM을 도입하는 다른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훨씬 더 우수한 업무경험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의 50% 이상은 클라우드 기반 EPM 솔루션의 도입 이후 여섯 개 중 

다섯 개의 카테고리에서 향상을 경험하였고 이 중에는 구축 시간의 단축, 확장성과 

성능의 향상, 신규 기능의 활용도 개선 등이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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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의 실현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가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2월에 출시된 이 서비스는 

시장 선도적인 Oracle Hyperion Planning 솔루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매우 높은 채택율을 보이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는 

웹 또는 엑셀 연동, 강력한 워크플로우, 기민한 예측, 

드라이버(driver) 기반 계획, 예측적 모델링, 세부 예산 

수립, 풍부한 시나리오 분석 및 양방향 대시보드 등 

Oracle Hyperion Planning의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한 Oracle Hyperion Planning의 전체 인프라, 리포팅, 마

이그레이션, 데이터 통합 구성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클

라우드 상의 가용성 덕분에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의 도

입 장벽을 제거할 수 있으며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세계

적 수준의 계획 및 예산 솔루션을 수 주 내에 구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짐으로써 예산 및 예측 주기 단축에 기여하

고,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할 수 있으며, 예

측의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Oracle Cloud 기반 구축

가장 완전하고, 모던하며, 유연성과 보안을 지
니는 기업용 클라우드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는 강력한 

Oracle Cloud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앞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기타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된다. 

모든 클라우드가 동일하게 탄생하지 않았으며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도 없다. 불행하게도 많은 기업은 낮은 

초기 비용의 가치가 상당한 통합관련 문제점으로 인하여 

퇴색된다는 점을 나중에야 어렵게 알아차리곤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라클은 완전히 통합된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풀 스위트를 제공한다. Oracle Cloud

를 선택함으로써 기업은 상이한 벤더가 제공하는 다수의 

사일로 환경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단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맞춤형 클라우드

오라클의 목표는 고객들에게 가장 유연한 배포 

관련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온-프레미스 

구축, 순수한 클라우드 기반 배포, 또는 개발은 

클라우드에서, 테스트와 운영 구축은 온-프레미스에

서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접근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는 여러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비즈니스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의 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역량을 

희망함을 발견하였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로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었고 핵심 정보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도출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운영 지표에 
대한 가시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운영 계획 프로세스의 간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Tim Oakes, Edgewater Technology, Inc., CFO 



인식의 전환

기대를 뛰어넘는 현실

설문 대상자가 기존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의 사용자이건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자이건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업에서 EPM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한 주요 이유를 비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림 5) 

그러나 일단 이전한 후에는 조직의 인식이 현저히 변화하여, 비용은 실현된 이점 중 1위가 아닌 4위로 순위 하락을 

보였다. (그림 6) 1위와 2위의 이점은 더 빠른 결과와 보다 우수한 서비스가 차지했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 계획 솔루션의 황금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야심찬 글로벌 
확장 시기와 맞물려 계획 시스템과 예측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서 
신속하게 배포가 가능한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Elaine McKechnie, Baxters Food Group 그룹 관리 정보 시스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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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히 기술 바람

보안 향상

보다 정확한 수치

마음의 평화

이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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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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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 

2/3는 도입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대치의 상회로 기업은 더 큰 도전을 시도하도록 

고무되었다. 오라클은 기업이 EPM 클라우드 전략에 더 

많은 계획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시야를 확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7)

예상대로 제 1의 애플리케이션은 재무 계획 및 예산이다. 

그러나 영업, 인력 계획, 자본 계획을 향후 이 년 내에 

클라우드로 전환할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목했다. 오라클의 

경험에 의하면 LOB(현업 부서)를 위한 계획 영역으로의 

확대는 전체 계획 업무 전반에서 통합의 수준을 상승시킴

으로써 정확도와 기민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짧게 말하자면 EPM의 클라우드 이전에 대하여 기업들이 지닐 수 있는 의구심은 이전의 결과로 인하여 해소되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 보다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을 단행한 후 의구심이 해소된 기업의 비율이 73%까지 상승하는 결과는 놀랄 일이 아닌 셈이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를 
통해 당사는 핵심 리테일 비즈니
스에 집중하고 재무 분석가와 컨
트롤러가 과거를 분석하느라 고
분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액션을 취하여 의사결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
게 되었습니다.”

Bertrand David, Cama eu 
S.A. CFO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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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갈 길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용’ EPM 솔루션의 제공은 다수의 기업이 EPM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종래에 불가능했거나 

어려웠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기업이 실제 이점을 체감하게 되면, 클라우드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변하게 되며 우려사항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 

오라클의 설문조사는 계획이 EPM 프로세스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이상적인 시작점임을 보여준다. 계획이 가장 앞서는 

클라우드 기반 EPM 애플리케이션임은 놀랄 일이 아니며 특히,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가 

매우 높은 도입 성공률을 보이는 것 역시 그러하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의 도입으로 
당사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관리 업무인 일일 P&L 예측 프로세스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Oracle PBC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시간 분석 
데이터와 포괄적인 리포팅은 더 나은 기업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실시간의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Paul Cardell, CTDI, 기업 운영 부사장

“점점 더 많은 고객은 강력한 계획 및 예산 기능을 원하지만 동시에 관리의 필요성과 
인프라 투자가 적은 솔루션을 바라고 있습니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는 모든 규모와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 강력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제시하며 이는 지금까지 경험한 놀라운 수준의 채택에서 입증되었습니다.”

Hari Sankar, Oracle 제품 관리 부사장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의 특징
- 유연한 워크플로우, 계획 관리 및 리포팅 기능

- ‘전통적’에서 ‘고급’ 시나리오 모델링으로의 발전

- 수정 예측 (rolling forecast)나 다중 화폐(multi-currency)와
같은 베스트 프랙티스의 기본 지원

- 강력한 MS Office 통합

- 클라우드 내부 및 외부에서 온-프레미스 옵션

- 드릴 쓰루(drill through) 기능 및 소스 통합

- 애플리케이션 진단

- 안내형 데모 애플리케이션

- 안내형 구축 네비게이션

- 스타터 키트 탑재

- 엑셀 기반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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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는 
사용이 매우 용이하며 스프레드시트의 관리에 소요되는 
수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의 
오라클 솔루션은 강력한 계획 및 예산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관리 공수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줄었습니다.”

Ed Abell, Racepoint Global CFO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www.oracle.com/epm

http://www.oracle.com/e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