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 소개 

세계 최강의 계획 기능과 
클라우드의 단순성 겸비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 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계획 및 전망 수립을 간소화하고 구축을 
가속화하며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스프레드시트로 인해 예측 정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까 ? 

역동적인 시장에서 정확한 계획 및 전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 수익성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75% 재무 관리자 중 75%는 재무 계획 및 예산 제어를 40% 전체 조직 중 40%는 단 3개월 전
예측만 할 수 있습니다. 위해 여전히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0% 75%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 소개 

Oracle Hyperion Planning 의 모든 기능과 함께 서브스크립션 기반 가격 체계 및 보다 빠른 구축 지원 

프라이빗 ,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Oracle Hyperion Planning 구축 

60% 의 CFO 들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광범위한 채택이 고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IT 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전 세계 3,800 여 개사 고객들이 이미 Oracle Hyperion Planning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간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Oracle Enterprise Planning Cloud 는 Oracle Hyperion 의 모든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IT 리소스를 확장하지 않고도 보다 정확하고 동적이며 유연한 계획 및 전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계획 , 예산 책정 및 전망 가속화 

Oracle 및 기타 ERP 시스템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통합 

세계 최강의 계획 기능과 신속한 
개선 효과 달성 시간 제공 

38% 전망 프로세스 소요 
시간 38% 단축 ** 

온 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모델 전반 
에 걸쳐 손쉽게 전환 

최신 기능으로 최신 상태 유지 

23% 데이터 수집 시간 
23% 단축 ** 38% 데이터 분석 시간 

35% 증가 ** 

광범위하게 셀프 서비스 , 통합 계획 및 
경영진 리포팅 구축 

유연한 구축 

가치 실현 시간 가속화 

탁월한 기능 활용 

클라우드 환경의 계획 솔루션으로 
EPM 구축 가속화 

오라클의 클라우드 기반 EPM 솔루션들이 귀사에 어떤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임원 브리프 " 클라우드 환경의 계획 솔루션으로 
EPM 구축 가속화 " 읽기 

* 

재무 부문을 넘어 전사적 차원의 계획 수립 

운영 가정을 재정적 성과에 연결 

기존 IT 투자 활용 

보다 신속하게 솔루션을 구축하는 
동시에 IT 에 대한 부담 경감 

* CFO Research, 고위 재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즈니스 가치 조사 2012 년 6 월 

** Oracle Business Analytics, Customer Value Index - 2012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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