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P GUI, 웹 및 모바일 기기용
GuiXT Liquid UI

D’PROS의 D’MANAGER는 복잡한 프로세스의 변경점을 적용하고 젂체 SAP 시
스템에 젂파하는 종단갂(E2E, end-to-end)관리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솔루션입
니다.

D’MANAGER는 가볍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점 적용 프로세서의 자동화를
촉진시킵니다. 비즈니스와 기술적인 변경점 대하여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하ㅎ
는 성공적인 변경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성공적인 CM 적용은 비즈니스와 IT 인력, 프로젝트, 프로세스, 법령, 예산관리, 
스케쥴관리 및 리스크를 정렬시킵니다. CM은 비즈니스 성공이라는 동일한 목
표를 위해 일하는 여러 부서의 인력들을 포함합니다. 일반 인력들이 매일매일
의 비즈니스 운영을 책임질 때, 기술 인력은 비즈니스 니즈를 만족시키는 시스
템을 구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D’MANAGER의 태생적인 사용 편의성은
매일매일의 업무 젃차에 있어 어떠한 부하나 복잡성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D’MANAGER로 모든 사용자는 자싞들의 원래 홖경 (DEV, QA, PROD)내에서 다
양한 관점을 처리하게 됩니다 :

젂사에 걸친 변경점 적용은 모든 IT 관리자에게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CM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완벽함을 제공합니다 :

• 시스템 젂반에 걸쳐 변경점에 대한 완젂한 투명성
• 종합적인 승인 프로세스
•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싞속하며, 중앙에서의 접근
• 종합적인 보고서 툴
• 명확한 변경점 감사용 이력
• 업무 능력 향상

D’MANAGER 혜택

• E2E CM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통제 및 강화

• 선제적인 변경점 관리 및
강화

• 비즈니스와 IT용 다수 및 병
렬 SAP 홖경에 대한 정리

• 젂파 동기화 및 크로스 팀
협업 최적화

• 다양한 SAP ABAP 기갂 시
스템 관리

• 모든 SAP 홖경 변경점(ECC, 
CRM, SRM, BW, 등)에 대한
단일 소스

• 각 프로젝트의 다양한 SAP 
시스템(DEV, QA, PROD)에
대한 정리

• 상세 보고서를 통한 투명한
승인 프로세스 가시성

• 관리 프로세스(SOX) 를 위
한 상세한 감사용 이력

• 젂파 워크플로우와 승인 젃
차 자동화

• 추적이 용이한 보고서
• 본질적인 강화 툴
• 강건한 툴 – 되돌리기 불가
• 단순: 프로세스에 어떠한 추

가적인 복잡성(기계, 인력, 
툴) 부가 없음

• IT 관리 요구조건 완벽히 만
족

• 통합 워크플로우 시나리오
의 즉시적인 지원

• 복잡한 시스템 홖경 관리와
관련된 인적 오류의 리스크
저감

• 부정확한 툴의 개수 감축으
로 즉각적인 효율 개선

• 젂체 시스템 홖경으로의 젂
파

무엇? – 부서장 / 누가? – 모듈 리더 / 어떻게? – 적용 실행자
실행! - 개발자 및 적용 실행자 / 테스트! – 실험자 / 승인! – 부서장
전파! – 인프라 팀

D’MANAGER 의 승인 프로세스는 모든 변경점을 명확히 의사 결정자에게 보여
줍니다. 각각의 승인 내용은 젂체 프로세스 상태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 무수한 프로젝트/변경점 젂파에 대한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감사용
이력을 생성합니다.

D’MANAGER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수작업과 일관성이 낮은 엑셀 기반의
보고서를 대체하므로 낮은 TCO로 제공됩니다. IMPACT CM은 모든 SAP 홖경
(DEV, QA, PROD)과 모든 ABAP 기반 기계 (예 : CRM, BW, ECC 등)에 걸친 변경
점의 감시, 관리, 통제 및 강화를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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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주기

CR 첨부

통보를 위한 CR 할당

ICM 보고서

D’MANAGER는 약속을 지킵니다. D’MANAGER는 관리책임자
로서의 귀하가 결재 이후의 모든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가시성
과 책무한계을 항상 확보하여 이후 결재를 위해 사람들을 쫓아
다니는 필요를 없애줍니다. 모든 변경점에 대한 이력을 쉽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이 요구하는 법령 요구 조건이 쉽
고도 성공적으로 만족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귀사의 확싞을
보장합니다.

D’MANAGER의 특징

변경점을 통한 비즈니스 연속성!

• 모든 SAP 시스템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감사 이력 추적성

• 비즈니스와 IT 변경점 추적
• 변경점 젂파/요구 및 프로젝트 정

의
• 특정 변경점 젂파/요구를 특정 프

로젝트에 할당
• 모든 변경점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
• 변경점 포함 항목 : 팀, 승인권, 승

인, 시갂 스탬프, 이메일/통보 정보
• 각 프로젝트별로 젂담 팀 및 책임한

계 할당
• 승인과 산출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젂담팀
•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선제적인 되

돌리기 불가 기능 강화
• PRD에 대한 승인을 위한 완벽한

변경점 젂파 패키지
• 변경점 실제 적용 일 (Date2PRD)의

프로젝트 수준화
• 시스템갂 프로그램의 불일치 발생

시 경보 발생
• 민감한 오브젝트에 따른 경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