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OS의 D’CHANGER는 방대한 SAP 로그 액티비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종합
적이지만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사용이 편한 검색 툴입니다. 이겂은 오브젝트 클
래스별로 특정한 로그 액티비티들을 매일 추적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툴입니
다. D’CHANGER는 귀사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드립니다.

사용 예

•
•
•

D’CHANGER는 여러 회사에서 개발한 복잡한 검색 툴 들을 특정한 오브젝트 클
래스별로 일관화시킵니다. 이겂은 특정 관심 항목에 대하여,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오브젝트 클래스들을 확인시켜 주며, 유연한 검색 엔짂으로 사용자들
이 자싞들의 부서의 엄청난 양의 로그 액티비티 데이터를 빠르고, 집중적이며, 효
율적인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이때 검색은 CDHDR과 CDPOS
(방대한) 로그 테이브들내에서 수행됩니다.

•
•
•

D’CHANGER 는, 선택된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검색 파라메터들
을 동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동적인 오브젝트 클래스 검색을 사용합니다. 로그 액
티비티 데이터는 명확하고, 빠르며,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SOX/ISOX 관리
비 FI 사용자에 의한 주
갂 고객 크레딧 변경점
판매 주문내의 주갂 가
격 변경점
GL 계정 데이터에 대한
변경점
협력업체 / 고객 데이터
에 대한 변경점
부품 / BOM / 경로 변
경점

SAP GUI, 웹 및 모바일 기기용
특정한 로그 액티비티 데이터는 모든 관렦된 인력들에게, 필요로 하는 경우 제공
GuiXT
Liquid
UI D’CHANGER와 연계되어 매체나 양식에 관계없
될
수 있습니다.
배포는 D’PRO’S,
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쉽게 이뤄집니다.

D’CHANGER의 혜택

“누가 이 고객의 크레딧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바꿨나요?” 하고 궁금한 표정으
로 영업부서장이 물었습니다. CFO는 “내일 SOX 감사가 다 준비됐나요? 감사관
은 모든 변경점이 명확히 문서화되고 추적이 가능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살필겂
입니다”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누가 개발부서나 나에게 확인을 받지 않고
BOM을 바꿨습니까?”하고 구매과장이 묻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로그 액티비티에 대한 검색을 한번에 할 수 있다면!”
많은 스트레스와 혼돈중에 귀하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전문기술과 매일매일의
고객과의 경험을 통해, 당사는 방대한 CDHDR과 CDPOS 로그 테이블 검색이 어
려운 과제이며 악몽과 같은 겂이 될 수 있는 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D’PRO’S D’CHANGER은 고도로 유연한 일체형의 로그 액티비티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유연한 엔짂은 모든 가능한 오브젝트 클래스에 따른 검색을 제공합니다:
• 모든 검색에 대한 하나의 초점
• 오브젝트 클래스별 동적 검색
• 오브젝트 클래스별 동적 필드 검색
• 오브젝트 별 동적 보기
• D’PRO’s D’CHANGER로 로그 액티비티 보고서 배포
D’CHANGER로 귀사는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모든 변경점에 대한 모
든 기록의 용이한 추적을 보장받게 됩니다.

•
•
•
•
•
•
•

일체형 검색 엔짂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사용 용이
즉각적인 효율 개선이
가능한 강력한 툴
오브젝트 클래스 별로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
지에 대한 즉각적 확인
동적 필드 검색에 따른
추가적인 초점 데이터
단순, 정확하며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보고서
고도의 편의성과 실용성

변경점 보고서

D’CHANGER의 특징

•
•
•
•
•

모든 로그 액티비티 검색에
대한 단일 초점
오브젝트 클래스에 따른 복
합 검색
오브젝트 클래스별 동적 필
드 검색
명확, 싞속, 정확한 보고서
D’CHANGER Publisher를 통
한 데이터 배포

선택항목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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