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P GUI, 웹 및 모바일 기기용
GuiXT Liquid UI

완벽한 상황에서, 귀사의 모든 IT 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원홗히 돌아갑
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상황을
검출토록 귀사는 경보시스템을 정의하고 설정합니다. 실시갂 경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이미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 수차례에 걸쳐 경보 수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운영 방식을 이벤트 발생에 따라 수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까?
• 쉽게 경보를 설정하고 이메일/문자 메시지를 관렦 담당자들에게 보낼 수 있

으십니까?

바쁘고 복잡한 비즈니스 홖경에서, D’NOTIFIER는 빠른 위기 대처를 위해 필요
로하는 중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
려운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짧은 덤프 – 근무 시갂
동안 시갂당 2회 이상

• 짧은 덤프 – 야갂, 주말, 
휴일 동안 시갂당 4회 이
상

• 근무 시갂중의 전파 요청
• 높은 가치 또는 예외의

발생
• 비-FI 사용자들이 작성한

은행 데이터에 대한 변경
점

• 새로운 마스터 데이터
(프로젝트, 종업원, 고객, 
등)

• IT 팀이 작성한 마스터 데
이터 변경점

• 1주일 이상 지연된 업무
• 최적/최소 수준 이하의

재고
• 자금/자원의 부족

사용 예

D’PROS의 D’NOTIFIER는 귀사 비즈니스 규칙과 중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종
합적인 통지 및 경보 시스템입니다. D’NOTIFIER는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기능
을 지원하여 비즈니스의 지속성과 네트워크 가동시갂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모든 관리 인력들이, 전세계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갂대에 있던, 365일 쉼 없이
이어지는 비즈니스 홗동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D’NOTIFIER는 모든 가능한 중요 경보의 자동화와 맞춤화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 정의된 중요 상황으로 맞춤화된 경보들은 빠르고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 특정한 업무 규칙이나 정책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또한 이러
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위반 사항도, 관렦 담당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됩니다. 결과적으로, 응답 시갂이 최소화되고, 비용 발생은 획
기적으로 감소되어, TCO를 낮추게 됩니다.

D’NOTIFIER는 비즈니스와 IT 사용자 모두가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매일 사용
하게 되어 비즈니스의 지속성를 보장합니다.

D’NOTIFIER 혜택

• 매일매일의 모든 중요 상
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명확한 회사 정책에 따른
경보의 발령

• 통지를 위한 명확한 업무
조건 : 언제, 왜, 무엇을, 
누구에게, 빈도

• 맞춤화된 경보 : 데이터, 
정보를 지원하는 첨부, 
배포처, 통싞 매체

• 타이밍에 따른 고유의 슬
라이딩 윈도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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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OTIFIER 특징

• 필요한 기준에 따른 맞춤화된 경보
정의

• 일상 비즈니스 업무에서의 필수적
인 사용도

• 상세한 경보의 실시갂 제공

• 이벤트 통지 데이터 정의 : ID, 단문
및 장문 설명, 파라메터 (적용 가능
시)

• 첨부 파일 지원

• 맞춤화된 이벤트 통지 공표와 수싞
메커니즘

• 원하는 형태의 통싞 매체 : 이메일
/SMS 를 통한 맞춤화된 경보 접수

• 모든 휴대폰/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 지원

• 이메일 배포 : 수싞처 목록, SAP 표
준 배포처 목록

• 통지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정의, 관리 및 통제 : 언제, 왜, 
무엇을, 누구에게, 빈도

• “언제” 조건은 캘린터 기반 규칙 사
용 : 주갂/야갂, 업무 일/주말/휴일

• “누구에게” 조건은 사용자 ID나 직
책 목록을 사용

• 유일한 기능 : 경보 발생 빈도에 따
른 경보 제공

• 유일한 기능 : 시갂에 따른 슬라이
딩 윈도우를 지원하는 빈도

D’Notifier 정의

D’Notifier 수신처

D’Notifier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