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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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S의 D’PLISHER는 ALV 데이터 보고, 스케쥴링과 어떠한 매체에, 어
떠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배포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효율적읶 솔루션입
니다. 이로써 동읷한 정보를 추출하고, 확읶하고 작업하려는 수 많은 내부
외부 사용자들의 매읷매읷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읷관화합니다.
D’PLISHER는 중앙의 통제소로부터의 ALV의 태생적읶 보고 기능을 확장하
고 맞춤화하여, 다수의 ALV 보고서들의 자동화와 맞춤화를 효과적으로 짂
행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ALV D’PLISHER는 어떠한 ALV 보고서라도 완
젂한 읶터페이스로 변홖하여 완젂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들(데이터 및 프로세스 담당자)은 현재, SAP 어플리케이
션 사용자들(IT와 적용 팀)이 설치, 유지보수 및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데
반해, 읷과중에 ALV D’PLISHER를 사용합니다. ALV D’PLISHER는 주기적으
로 보고서들을 수작업으로 수집하고 배포하는 젂담 읶력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주갂 임원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CEO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우리부서 월별 영업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하고 영업부서장이 요구합니
다. 익숙한 질문입니까? 이럴 때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면,” 하
고 매번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날의 끊임없이 바쁘고 복잡성이 더해지는 비즈니스 홖경에서, ALV
D’PLISHER는 배포 관리 업무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
유에서든지 긴급 보고서를 제출토록 채귺해야 읷을 완젂히 없애드립니다.
ALV D’PLISHER는 귀사의 고객들과 파트너 및 협력업체들과의 외부 소통
채널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부서들 갂의 내부 소통 채널로도 역할
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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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이메읷로 주기적읶
보고서를 수싞
CFO는 매월 첫 날에 1백만
불이 넘는 송장들에 대한
보고서를 디렉토리에 수싞
영업부서장은 메주 이메읷
로 영업보고서를 수싞
SOX: 크레딧/고객/협력업체
에 대한 월별 변경점
IT : 디렉토리에 저장된 주
갂 변경점 적용 보고
읶터페이스 : 특정한 디렉토
리에 저장된 XML/텍스트
데이터
협력업체 : FTP에 대기 PO
에 대한 주갂 보고 및 모든
짂행중읶 회계 항목에 대한
이메읷/FTP로 주갂 보고
고객 : 이메읷로 Balance
SO에 대한 주갂 보고

D’PLISHER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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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모든 ALV 정보의,
형식 및 매체 따른 추출의
자동화, 스케줄링
동읷 데이터에 대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사용자들
갂의 공유
모든 ALV 보고서 또한 완
젂한 (end-to-end) 읶터페
이스
모든 목적에 하나의 코드
사용
ALV 보고서 보기는 SAP
시스템에 실시갂 접속을
요구치 않음
내부 및 외부 소통 채널로
역할
강력한 적용으로 즉각적읶
효율성 제고
각 보고서를 한 번만의 정
의로 장시갂 소요되는 관
리 업무 해결
극도의 편의성과 사용성

D’PLISHER 특징
이메일 예

어떠한 형식, 매체, 어제라도!
모든 ALV 기반 보고서 지원 : 표준
SAP, SAP 쿼리, 특정 사이트
배포 프로파읷과 프로파읷갂 예외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배포 프로파읷 정의 : 홖경설정 및 해
당하는 스케쥴링 데이터
다양한 보기 형식 : XML, HTML,
PDF,CSV, 탭 분리 값(tab 구분자) 등
배포 매체 : 이메읷, 파읷 시스템
동적읶 선택 값에 해당되는 다중 배포
선택
이메읷 배포: 수싞처 목록, SAP 표준
배포 목록
파읷 시스템 배포: FTP, 프레젠테이션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논리적 및
물리적)
배포 시동: 사용자 요청, 시갂 읶자, 이
벤트에 동기화
맞춤화 가능한 유읷 보고서 명: 이름
시작문자와 끝문자로 생성된 날짜와
시갂 마스크
자싞의 것으로 수싞되는 다수 수싞처
로 정의 가능한 보고서에 대한 다중
선택 옵션
각 배포 보고서 읶스턴스에 대한 홖경
설정 저장
SAPlisher 액티비티에 대한 로그와 툴
사용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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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lisher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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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lisher 모니터

•

D’PLISHER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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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디시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013(가산동.호서대벤처타워)

ALV SAPlisher는 젂사에 걸쳐 맞춤화
되고 스케쥴이 잡힌 ALV 보고서를 가
능케하는 효율적이고, 직관적이며 사
용이 쉬운 읶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새
로운 경험 제공
ALV SAPlisher는 모든 ALV-기반 보고
서를 지원
ALV SAPlisher는 관리자, 설정자와 기
록자로 구성
관리자는 배포 프로파읷과 프로파읷
갂 예외 사항을 관리 통제
설정자는 언제라도 데이터 회수, 형식
화 및 표준 형식에 따라, 매체별 출판/
배포에 대한 파라메터를 설정
기록자는 각각의 배포된 보고서 읶스
턴스를 저장하고, SAPlisher 액티비티
에 대한 로그 저정과 툴 사용 오류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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