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OS의 D’iDOC은 대용량 D’iDOC검색의 효율성과 속도를 놀랍도록 높여주
는 획기적읶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프로세싱 주기를 근본
적으로 줄여주고, 비즈니스 결과물의 도출을 가속시킵니다. 또한, D’iDOC은
Idoc 데이터에 읷반 SAP 사용자들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D’iDOC은 태생적읶 D’iDOC 검색과 보고 능력의 강화, 맞춤화, 개읶화를 가능
하게 합니다. 대용량 Idoc 쿼리는 이젂에는 불가능했던 놀라운 속도로 이젂에
는 어렵고 오래 걸리던 검색을 새롭게 대체합니다. 또한, D’iDOC은 귀사 비즈
니스의 성장에 맞춰 높은 수행속도를 지속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검색 알고
리즘을 제공합니다.
실용성 지향의 종합적읶 접근방법을 사용한 D’iDOC은 매읷 사용하는 IDoc 데
이터 사용자의 친근성을 강화하고 확장한 GUI로 개읶화와 맞춤화할 수 있습니
다.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현재 D’iDOC을 읷상적읶 비즈니스 홗동에 사용합니
다. 이분들의 경험을 통한 만족도 및 효율의 향상이 확읶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숚한 IDoc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뭐가 문제읶가
요?” “왜 논리값에 대해서는 검색할 수 없나요? 이게 기본 기능읶거 맞줘?” 귀
에 익숙한 얘기읶가요? 대부분의 SAP 기반 비즈니스에 있어 이러한 질문과 불
평은 단지 매 읷과의 읷부분입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바쁜 비즈니스 홖경에서, D’iDOC은 중요한 IDoc 정보의 방대한 볼륨
에 대한 실시갂 접근을 쉽고 빠르게 합니다. 또한 젂사적으로 IDoc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고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D’iDOC은 귀사 읶력들이 업무
를 자싞들에게 친근한 홖경내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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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된 속성, 와읷드카드, 다수와 값 선택(F4)으로 된, cross-IDoc-type 으로
검색 확장되고 친숙한 쿼리로 시작
값 선택(F4)은 강력하고, 독특한 기능입니다. 복잡한 코드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없이 SAP 테이블에서 값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다수 선택도 가능)
“matnr” 대싞 “Material”이나, “material number/s”대싞 “Material Group”으
로 입력을 통한 검색을 통한 논리적이고 직접적읶 찾기가 가능합니다.
독특한 구조화 검색 적용으로 귀사의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른 수행속도
저하 없이 데이터 관리, 분석 및 합성을 가능케합니다.
또한 많은 개읶화 IDoc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IDoc 확장 정보를 위해서는 클릭하시고,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보는 이메읷로 보내거나 필요한 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젂한 데이터가 발생하면, IDoc Resend 기능이 누락된 데이터에 즉각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D’iDOC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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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c 쿼리 응답 시갂의
획기적 감소
읷반 SAP 사용자에게도
사용 적합
모든 비즈니스 기능에 있
어, 이젂과는 다른 IDoc
정보에 대한 확장되고 개
선된 접근
중요한 IDoc 정보의 방대
한 분량에 대한 접근 가
속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IDoc 쿼리에도 속도 저하
없음
빠른 기능 이해 : 개선된
검색 GUI
동적이고 완젂히 맞춤화
된 검색 파라메터들
실시갂 데이터의 복합 쿼
리와 검색 수행
보기 쉬운 보고서 형식
개읶화된 보고서 : 정렬,
선택된 필드, 이메읷
IDoc resend 툴 확보
강력한 적용으로 즉각적
읶 효율성 향상이 가능

D’iDOC 특징
단순하고, 빠르고, 직관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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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쿼리 : 다수 선택, 와읷드카드,
값 선택(F4)
실시갂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 검색
집합된 속성에 따른 Cross-IDoctype 검색
방대한 IDoc 데이터 양에 따른 수
행 속도 없음
이젂에는 없었던 속도을 위한 첨단
데이터 관리, 분석 합성 알고리즘
사용
보기 쉬운 형식의 보고서 제공
보고서는 모든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
이메읷이 가능한 보고서
맞춤화된 보기, 정렬 및 선택 필드
상태 흐름 보기 : 확장된 정보에 대
한 드릴 다운 보기
IDoc resend 툴 확보

변경점 보고서

변경점 보고서

선택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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