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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SAP와 OEM 관계를 맺은 회사로서 SAP® 솔루션 및 플랫
폼을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내장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최종 고
객은 두 회사의 장점을 통합하여 뛰어난 SAP 소프트웨어 기능을
귀사의 풍부한 산업 전문 지식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장을 선도하는 SAP 소프트웨어 내장을 통해 개발하게 되
어 엔지니어링 팀은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는 양측에 모두 혜택으로 작용하며, 귀사의 시장 전문 지
식은 SAP 제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혁신을 실현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SAP와의 협력은 출시 일정 단축, 개발 비용 절감, 수
익 흐름 창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SAP 플랫폼 및 포함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귀사의 고객이 더 나
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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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AP Crystal Reports® 솔루션
완벽한 리포트 디자인과 제공 기능
SAP Crystal Reports® 솔루션 제품군은 사실상 리포팅 표준으로
서, 조직이 통찰력 있는 정보를 내/외부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포트 작성자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작업하여 가이드 기반 상호작용을 통해 완벽한 리포트를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군에는 맞춤화된 리포트를 안전하게 게시
하거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리포트를 내장할 수 있는 옵션
도 있습니다.
다음은 SAP Crystal Reports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손쉬운 대화식 기능으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세련되고 전
문적인 리포트로 전환
•• 매우 단순한 리포트에서부터 최대의 통찰력과 영향력을 갖춘
뛰어난 리포트까지 디자인
•• 단 몇 분 만에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환경 옵션 활용
•• 최종 사용자가 어디 있든지 원하는 형식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식 리포트 제공
•• 조직 내/외부에 대량으로 리포트 제공
고객은 SAP Crystal Report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모양과 느낌의 보기 좋고 우수한 품질의 프레젠테이션
과 정보가 풍부한 문서의 필요성
•• 기업 및 운영 리포트의 필요성

•• 비즈니스 수요 충족을 위한 리포트 내에서의 집중적인 데이터
조작 필요성 - 비즈니스 논리와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 레이아웃, 형식을 사용하는 데이터 변환
•• 사내 리포팅 솔루션을 관리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문
서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높은 소유 비용
•• 대량의 글로벌한 리포팅 수요
SAP Crystal Reports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비즈니스 사용자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활
용하기 쉬운 완벽한 리포트 사용
••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리포팅 솔루션 활용
•• 정보를 조직 전체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전파
•• 완벽하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관점
••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내장된 리포트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리포팅 요구사항 충족
•• 최소한의 기술 리소스 사용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사용자 집단
의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
SAP Crystal Reports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 외부 고객을 위해 리포트를 작성하는 IT 직원
및 리포트 작성자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작성된 활용하기 쉬운 리포트를 이
용해야 하는 최종 사용자

SAP와의 협력은 출시 일정 단축, 개발 비용 절감,
수익 흐름 창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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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SAP인가?

관련 SAP 솔루션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Crystal Reports를 선택해야 하는 강
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선도적인 SAP Crystal Reports 솔루션:
–– 800개 이상의 OEM 기업에서 채택
–– 분기마다 리포트를 조회하는 1,750만 사용자
–– 188개국에서 사용
–– 25년에 이르는 역사
•• 운영 리포트와 외부 고객용 문서를 포함한 기업 리포팅을 위
한 이상적인 솔루션
•• 빠른 리포트 개발을 위한 완벽한 WYSIWYG 리포트 디자인
•• 수십만 사용자를 위한 대량 맞춤화
•• 고성능 확장형 리포트 뷰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AP Crystal Reports Server, OEM 버전
•• SAP Crystal Reports 런타임 서버 라이센스
••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 소프트웨어
•• SAP BusinessObjects Mobile 소프트웨어
••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SAP Crystal Reports 솔루션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
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sap-crystal-solutions/index.epx를 방문
하십시오.

SAP Crystal Reports 솔루션 제품군은 사실상
리포팅 표준으로서, 조직이 내/외부 사용자에게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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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AP Crystal Server 및 SAP Crystal Reports Server,
OEM 버전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기능 내장, 지원 및 확장
SAP® Crystal Reports® Server, OEM 버전의 최신 기능으로 귀사
의 솔루션을 확장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에 다
양한 기능의 동적 보고 기능을 필요로 하는 ISV(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위한 경제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용
리포트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직관적으로 수백 명의 최종 사
용자에 대해 리포트 제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작업을 통해 OEM용 SAP Crystal Reports Server 소프트
웨어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AP Crystal Reports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하여 강력한 대
화형 리포트 작성
•• 리포트 처리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통해 작업 처리에 집중하는
리포트 애플리케이션 서버 서비스
•• 단일 전용 리포트 처리 서비스를 통해 유연하고 가벼운 환경에
배포
•• Java 및 Microsoft .NET 솔루션에서 직관적인 통합으로 대화형
웹 보기, 내보내기, 인쇄, 리포트 생성 및 수정
••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포괄적인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
션으로 마이그레이션
고객은 SAP Crystal Reports Serv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발 노력과 라이센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문적인 보고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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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 클라이언트 환경에서의 처리 한계
•• 웹 서비스와 호스팅 환경 또는 SaaS(Software-as-a-Service)
환경을 위한 확장성
•• 고품질 리포트 및 대시보드에 대한 안정적인 최종 사용자 접근
SAP Crystal Reports Server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고객을 위한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
오를 확장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 제공
•• 설계 시간이 짧고 비용 대비 가치 비율이 높은 고품질 내장형
리포트 제공
•• 독점적인 가격결정 및 유연한 라이센스 옵션 활용
•• 조직의 향후 성장을 위해 현재 투자한 BI 기술의 활용 보장
SAP Crystal Reports Server, OEM 버전은 조직 내 다른 최종 사용
자가 SAP Crystal Report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IT 직원 및 개
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추가 정보
SAP Crystal Reports 솔루션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
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sap-crystal-solutions/index.epx를 방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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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통찰력을 위한 대화형 분석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셀프서비스, 비정형 방식의 리포팅 및 직관적인 대화
형 분석이 모두 통합된 하나의 제품으로 제공합니다. 그 결과, 비
즈니스에서 모든 수준의 사용자가 그때그때 생기는 반복적인 비
즈니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비즈니스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조직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의 주요 기능과 특
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처음부터 직접 쿼리를 작성하거나 기존 리포트를 분석
•• 사용자 친화적인 대화형 툴바, 세련된 차트, 컨텍스트 관련 메
뉴, 드래그 앤 드롭 기능, 다국어 기능 활용
•• 문서 필터 정의, 리포트 개체, 변수, 데이터 수정과 같은 데이터
계보 조회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질문, 데이터 결합, 동향 확인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답변과 백로그 IT 리포트 작성에 대한 IT
직원에 대한 의존성
•• 다양한 데이터 소스 유형에 대한 분석 필요성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데이터 분석, 동향 파악, 비즈니스 문
제 해결 필요성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
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
입니다.
••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소스에 대한 셀프서비스 액세
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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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분석 및 정보 소비자가 데이터에 관한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비즈니스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분석 가능
•• IT 조직이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
니다.
•• 최고 레벨(C-level) 임원
•• 사업부 관리자와 비즈니스 분석가
•• CIO와 IT 직원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단한 워크플로와 리포팅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
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 비정형 방식의 쿼리, 리포팅, 분석을 위한 단일 툴
•• 검색 기능 내장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 소프트웨어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공
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large
/business-intelligence/reporting-analysis/web-intelligence
/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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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파악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강력
한 맞춤식 대시보드로 바꿀 수 있는 대화형 분석을 생성하도록 설
계된 드래그 앤 드롭 시각화 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드롭다운
메뉴와 슬라이더를 통해 복잡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
시할 수 있어, 의사결정자는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를 쉽게 활용
하고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하여 귀사의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what-if 분석 기능이 포함된 대화형 대시보드
•• 모든 데이터 소스 사용 가능
•• 유연한 배포 옵션 – SAP BusinessObjects Business Intelligence
플랫폼, Adobe PDF 파일, Microsof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대시보드 디자인을 위한 드래그 앤 드롭 사용자 환경
•• 자주 사용하는 시각화 요소 라이브러리(게이지, 트리 맵, 맵 등)
•• 대시보드를 더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는 샘플 템플릿
•• 쿼리 작성을 위해 의미 계층("유니버스")에 직접 접근하는 통합
BI 쿼리 패널
•• 더욱 많은 사용자로 확장하기 위해 서버를 캐싱하고 프로세싱
하는 전용 대시보드
•• 다국어 지원
•• 사용량 추적 및 서버 모니터링과 같은 대시보드 관리

•• 즉시 what-if 기능을 사용한 시나리오 계획을 포함하여 심층
분석 및 추가 분석이 가능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비
즈니스 성과관리 개선
••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요 데이터를 보
호함으로써 기업 보안 강화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영업 담당자
•• 최고 레벨(C-level) 임원
•• 운영 관리자
•• 현장 사용자(보험 상담사, 영업 및 운영 관리자 등)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를 선택
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대시보드 공급업체와 차별화되는 충성도 높은 사용자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와 이전의 Xcelsius® 소프트
웨어 사용자)와 전문가 커뮤니티
•• What-if 분석 제공
•• 광범위한 시각화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 제공
•• KPI 관리, 실시간 데이터 및 복잡한 비즈니스 이벤트 데이터
지원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KPI(핵심 성과 지표) 모니터링
•• 이해하기 쉬운 대화형 프레임워크로 데이터 시각화
•• 적절한 컨텍스트와 함께 모든 사용자에게 중요 정보 제공
•• 코딩 없이 대화형 대시보드 개발 및 유지
•• BI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시보드 생성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시각적 단순성을 통한 의사결정 개선으로 민첩성과 경쟁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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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또한 관련 SAP 솔루션, 특히 SAP BusinessObjects BI 솔
루션의 혜택을 활용하여 기존 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
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
/large/business-intelligence/dashboards
/sapbusinessobjects-dashboards/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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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usinessObjects Explorer® 소프트웨어
강력한 BI를 통한 간편한 검색
SAP BusinessObjects Explorer® 소프트웨어는 BI의 분석력을 통
해 검색 및 탐색의 단순성과 속도를 결합하여, 비즈니스 질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사
용자는 친숙한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데이터 소스에 숨겨진 정
보를 찾은 다음 직접 이동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
존 리포트와 지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의 의미 계층, 보안, 관리 서비스를 활
용함으로써 IT 백로그를 줄이고 며칠 내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SAP BusinessObjects Explorer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사용자가 데이터 소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숨겨진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데이터의 위치와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키워드 검색 기능(인터넷 검색과 유사)
•• 기존 리포트 및 지표가 필요 없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데이
터 탐색
•• BI 소프트웨어의 기존 투자를 활용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즉시 공유가 가능한 정보
•• 상황에 맞게 관련성이 높은 세부 정보와 차트 표시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Explor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직 전반의 낮은 사용자 BI 채택률
•• 일반 정보 근로자를 위한 BI 기능이 없거나 제한적임
•• 비즈니스에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직감에 의존하여 의사
결정
SAP BusinessObjects Explorer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
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모든 정보 근로자가 즉시 비즈니스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단순
하고 빠른 검색
•• 변화하는 비즈니스 과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BI의 분석
기능
•• 몇 개월이 아닌 며칠 내에 가치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신속한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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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I를 빠르게 실현하는 모든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셀프서
비스 BI
SAP BusinessObjects Explorer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IO와 IT 직원
•• 사업부 관리자
•• 비즈니스 분석가
•• 감독자, 팀 리더, 개별 기여자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BusinessObjects Explorer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분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
다.
•• 관련 데이터 집합을 찾고 데이터의 초기 분석과 하위 선택을 이
끄는 키워드 검색 중심 분석
•• 관련성 알고리즘을 통한 통합 탐색과 분석을 제공하는 관련성
중심 가이드 기반 탐색
•• 자동으로 즉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각화 기술
•• 선택한 데이터와 입력한 키워드 기반의 최적의 차트를 선택하
고 표시하는 기능
•• 통합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BI 플랫폼 생성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 소프트웨어
•• SAP BusinessObjects Dashboards 소프트웨어
•• SAP BusinessObjects Mobile 소프트웨어
•• SAP Crystal Reports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SAP BusinessObjects Explorer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
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large/businessintelligence/data-exploration/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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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usinessObjects Business Intelligence 플랫폼
비즈니스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비즈니스 컨텐츠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더 쉽게 찾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구축
된 이 소프트웨어는 단일 플랫폼에서 포괄적인 BI 제품군을 지원
합니다. IT 부서는 의사결정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
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기존 애플리케이션, 정보 소스, 기술 투자
와 통합된 단일의 신뢰할 수 있는 BI 인프라를 통해 통찰력을 확
대할 수 있습니다.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으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데이터 위치에 관계없이 사실에 기반한 고품질 정보를 제공
•• 필요할 때 필요한 위치에 관련 정보를 제공
•• 유지보수 및 관리 옵션을 간소화하여 IT 업무량 감소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은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IO
•• IT 경영진
•• IT 담당자 및 관리자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을 제
공합니다.
•• 정보 액세스 –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셀프서비스 액세스
•• 정보 디자인 – 풍부한 의미 계층 생성을 위한 시각적 디자인 툴
(유니버스)
•• 게시 – 맞춤 BI 컨텐츠를 대규모 대상에게 배포
•• 수명 주기 관리 – 개발, 테스팅, 생산 수명 주기 전체에서 BI 컨
텐츠 관리
•• 플랫폼 관리 – 중앙 콘솔에서 BI 배포 관리, 제어, 구성

왜 SAP인가?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BI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
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가시성이 낮음
•• 기업 전반에서 여러 BI 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IT 지
원, 교육, 유지보수의 증가
•• 조직 내/외부에서 계속 증가하는 사용자 수에 맞는 적절한 정보
를 기하급수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
•• 리포트와 분석 백로그로 인해 비즈니스 수요에 대한 IT 직원의
대응력 감퇴

고객은 기업 정보 관리를 위한 SAP 솔루션의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을 선택해
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I 플랫폼 시장 선도
•• BI 및 EIM(기업 정보 관리)를 위한 단일 인프라
•• 고객 사례를 통해 확인된 플랫폼 확장성
관련 SAP 솔루션

추가 정보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
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large
/business-intelligence/BI-platform/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은 더 나
은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더욱 쉽게 찾고 공유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소프트웨어는 단일 플랫폼에서 포괄적인 BI 제품군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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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 Edge 버전
종합적인 BI 솔루션
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 Edge 버전은 더욱 뛰어난 효
율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
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다용도 소프트웨어는 유연한 비정형 방
식의 리포팅과 분석부터 대시보드, 가상화, 강력한 데이터 통합
및 품질에 이르기까지 패키지 형태의 데이터 마트 솔루션과 함께
어떤 BI 요구 사항이라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는 표준 패키지, 데이터 통합 포함 버전, 데이터 관
리 포함 버전, 분석 버전의 4개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판매 효율성 개선
••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 비용 및 현금 흐름에 대한 통제력 강화
•• 공급망과 자본 자산 관리 개선
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 Edge 버전은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부서 관리자
•• 비즈니스 사용자
•• 성장 중인 기업의 CIO, CFO, CEO

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 Edge 버전의 주요 기능과 특
징은 귀사의 고객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분석가를 위한 비정형 방식의 리포팅, 쿼리 및 분석
•• 비즈니스 분석가를 위한 Microsoft Office 내 라이브 데이터 액
세스
•• 경영진 및 관리자를 위한 대화형 대시보드 보기
•• 셀프서비스 검색 및 탐색
••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품질 기능이 포함된 하나의 패키지

왜 SAP인가?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 Edge 버전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라인, 지역, 기간에 걸친 동향 파악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비즈니스 가시성과 통찰력
•• 비즈니스 상황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어렵게 하는 부실한 조
직 연계와 책임 경영
•• 비즈니스 사용자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는 BI
구현의 높은 IT 업무량과 비용

관련 SAP 솔루션

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 Edge 버전으로 작업할 때, 고
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판매, 재무, 운영에 대한 가시성, 통찰력, 연계, 책임 경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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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
과 같습니다.
•• BI 분야의 선도업체
•• 쉽게 배포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데이터 통합(DI),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분석을 통해 단일 버전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
니다.
추가 정보
SAP BusinessObjects BI 소프트웨어, Edge 버전 기능이 제공하
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
의하거나 www54.sap.com/solutions/sme/software
/analytics/edge-medium-business.html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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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 솔루션
모두를 위한 즉각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 솔루션은 안전한 탐색, 리포
팅,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한 즉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구매, 학습 및 사용이 간단
하므로 고객이 즉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 플랫폼은 다음 대상에게 유
용합니다.
•• 판매, 마케팅, 운영, 구매 등
•• IT 관리자 또는 비즈니스 분석가
왜 SAP인가?

다음은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의 주요 기능과 특징
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SaaS(Software-as-a-service) 솔루션
•• 단일 솔루션에서 원활한 탐색, 리포팅, 데이터 조합 및 공유
•• 기존의 온프레미스 및 온디맨드 투자와 호환
•• Salesforce.com CRM(고객관계관리)을 위한 강력하고 빠른 리
포팅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SAP
가 기존의 온디맨드 및 온 프레미스 투자와 함께 사용 가능한 완
전히 통합된 BI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SAP는 2006년 이
후 온디맨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혁신 업체이자 시장 선도 업체
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배우고 사용하기 어려운 기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 BI를 효과적으로 시험 사용, 구매, 구현,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리소스와 예산의 부족
•• 장기적인 IT 프로젝트 없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직원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
•• 중소/중견기업용 Edge 솔루션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
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
니다.
•• 즉각적인 통찰력으로 스마트한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운영 개선
•• 온디맨드 및 온프레미스 투자 확장
•• BI 경험이 없어도 빠르게 구현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 솔루션 기능이 제공하는 고
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
/ondemand/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관련 SAP 솔루션

추가 정보

SAP BusinessObjects BI OnDemand 솔루션은 안전한 탐색,
리포팅,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한 즉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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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AP BusinessObjects Mobile 소프트웨어
어디서든 더 스마트한 기업 경영
SAP BusinessObjects Mobile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직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즉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및
정보 담당 직원은 최신 정보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및 현장 서비스 직원은 필요한 장
소와 시기에 적합한 고객, 제품, 작업 오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이 모든 것은 판매 주기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는 친숙한 리포트와 지표를 분석하고 활용
하며, 기본 데이터를 변경하고, 원격 작업을 시작하거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BusinessObjects Mobile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BlackBerry, Symbian, Windows Mobile 및 iPad 같은 모바일 기
기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 및 탐색
••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 및 SAP Crystal Reports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문서 뷰 최적화
•• 리포트 분석, 즉각적인 선택, 리포트 간 탐색 지원
•• 직접 대응하고 원격 프로세스 시작 가능
•• 리포트 갱신 알림 시 오프라인 액세스
••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검색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보
수집

SAP BusinessObjects Mobile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
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모바일 분석
•• 기기에서 작업 수행
•• 빠르고 안전한 배포
SAP BusinessObjects Mobile은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모든 산업 및 시장
•• 최고 레벨(C-level) 임원
•• 영업, 운영, 사업부 관리자
왜 SAP인가?
SAP는 주요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모바일 B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SAP 솔루션
또한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BI 플랫폼의 혜택을 누릴 수 있
으며, 이는 SAP BusinessObjects Web Intelligence와 SAP Crystal
Reports의 기존 투자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정보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Mobile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
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외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고객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객 문의에 답변하지 못함
•• 시급한 정보에 대한 가시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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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AP AG 또는 SAP 계열사. 모든 권한 보유.

SAP BusinessObjects Mobile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
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large
/business-intelligence/mobile/sap-businessobjects-mobile
/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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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Data Services 소프트웨어
민첩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기반 사용
SAP Data Services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통합, 데이터 품질 관리,
텍스트 분석,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위
한 단일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업 정보에서 가치를 끌어내고, 관리하고, 이동함으로써 운
영 및 분석 추진 과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Data Services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폭넓은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지원 – 데이터 소스와 대상에
대한 액세스 및 통합
•• 기본 텍스트 처리 – Twitter, CRM의 통화 기록 또는 전자메일로
부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여 비즈니스 통찰
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능
•• 직관적인 비즈니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 데이터 표준화, 수정,
일치 프로세스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중복 데이터를 줄이고 관
계를 확인
•• 데이터 품질 대시보드 – 데이터 품질 문제가 모든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생산성 극대화와 유지 관리 단순화 – 업종 또는 데이터 도메인
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 유형의 변환 및 정리, 중앙 집중식 비
즈니스 규칙 저장소를 활용하고 개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 고성능 및 확장성 – 병렬 처리, 그리드 컴퓨팅 및 벌크 데이터
로드 지원을 통해 대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를 활용
고객은 SAP Data Service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통합,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한 통합되지 않은 많은 복
잡한 툴 필요, 높은 설치, 유지 관리, 배포 비용
••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불완전한 데이터로 기업 전체에 대한 가
시성 저하
•• 부실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부정확한 데이터
••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한 데이터 감사 또는 분석 불가
SAP Data Services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데이터 통합(DI), 데이터 품질, 텍스트 분석, 데이터 프로파일링,
메타데이터 관리의 핵심적인 공동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
솔루션을 통해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하고 TCO(총소유비용)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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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전사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단일 솔루션을 통해 완벽한 정보 가시성 제공
•• 데이터 정리 기능을 통해 업종 또는 운영 도메인과 관계없이 자
유형,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품질 향상
•• 정보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
한 정보 거버넌스 개선
SAP Data Services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EMI 전략 지원을 위한 핵심 정보 관리 기능의 기반으로 재사용
이 가능한 통합 솔루션으로 표준화를 원하는 회사
•• 비즈니스 분석을 위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해가 쉬운
정보 소스가 필요한 회사
•• BI 전략을 구현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고객
•• 다양한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의미 계
층을 사용하는 고객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Data Services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정보 관리 툴을 위한 단일 솔루션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
•• Gartner의 데이터 품질 툴에 대한 Magic Quadrant(2011년 7
월)와 데이터 통합 툴에 대한 Magic Quadrant(2011년 10월)에
서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품질 시장의 선도업체로 선정1
•• 이기종 데이터 환경 지원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SAP Data Services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large
/information-management/data-services/index.epx를 방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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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Data Integrator 소프트웨어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프로세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SAP Data Integrator 소프트웨어는 조직이 기업 전반과 방화벽 외
부에서 어디서나 어떤 빈도로든지 데이터를 추출, 변형 및 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결과 IT 조직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하고,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데이터 통합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Data Integrator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포괄적인 데이터 통합 기능 – 모든 소스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통합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를 설계
•• ETL(추출, 변환, 로드) 기능 – 배치 단위 또는 실시간으로 데이
터 이동 및 통합
•• 유연한 정보 관리 – 분산 시스템에서 변경 사항 및 메타데이터
관리
•• ETL 및 데이터 품질을 위한 단일 솔루션(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엔진) - 혁신적인 사용 편의성으로 데이터 통합과 품질이 우수
한 프로젝트의 신속한 개발
고객은 SAP Data Integrato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고립, 데이터 비일관성, 숨겨진 자산 등의 데이터
문제 극복
•• 전자메일, 웹, 리포트, 설문조사, 계약서, 다양한 내부/외부
츠와 같은 비정형 정보 소스 활용
•• 고객 관계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 BI, 데이터 웨어하우징,
터 마이그레이션 및 마스터 데이터 관리와 같은 운영 및
추진 과제를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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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Data Integrator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
••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생산성 향상
•• 시기적절한 정보 이용으로 추세 파악 및 분석
SAP Data Integrator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IT 및 기술 직원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또는 리포팅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개발
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데이터 통합 또는 데이터 관리 전문가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Data Integrator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편이성
•• 더 신속한 가치 창출
•• 단일 솔루션으로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과제

관련 SAP 솔루션

통합

고객은 SAP BusinessObject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텐
추가 정보
데이
분석

SAP Data Integrator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
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large/
information-management/data-integration/dataintegrator/
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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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관리

SAP Data Quality Management 소프트웨어
정확하고 일관되며 완벽한 데이터
조직은 SAP Data Quality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스
나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 전반에서 데이터 품질 문제의 검색, 수
정 및 예방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데이
터의 무결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운영, 분석 또는 거버넌스 추진
과제를 위한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적시에 제공되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SAP Data Quality Management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
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모든 데이터 소스나 유형을 표준화, 분석, 정리, 강화, 연결할 수
있는 기능
•• 기업 전체에서의 재사용과 거버넌스를 위한 중앙 집중식 비즈
니스 규칙 저장소
•• 2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세계적인 주소 검증 엔진
•• 실시간 데이터 품질 검증의 입력 시점
고객은 SAP Data Quality Management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레코드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데이터 신뢰성
결여
•• 마케팅 캠페인의 적합한 수신자 결정의 어려움
•• 배송 지연 또는 누락과 낮은 고객 만족도의 원인이 되는 부정확
한 주문 정보
•• 계정 중복으로 인해 응답률이 낮을 때에도 높은 비용
•• 낮은 리포팅 품질로 인해 장부 마감에 긴 시간 소요

SAP Data Quality Management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
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더 나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 효율성을 개
선하고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
•• 감사를 위한 데이터 계보를 통해 직원들이 데이터의 정확도와
관련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
•• 일관된 고품질 정보 활용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
대화
•• 드래그 앤 드롭 UI를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통합 처리
•• 개발 협업을 위한 중앙 집중식 공유 저장소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합 프레임워크의 용도 변경
SAP Data Quality Management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IO
•• IT 직원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Data Quality Management를 선택해
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편의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현 시간 단축, 사
전 정의된 비즈니스 규칙
•• 글로벌 데이터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기업 정보 관리용 SAP 솔루션
•• SAP BusinessObject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추가 정보
SAP Data Quality Management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
거나 www.sap.com/solutions/sapbusinessobjects/large
/eim/data-quality-management/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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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관리

SAP Information Steward
프로파일링 및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단일 솔루션
SAP Information Steward 소프트웨어는 기업 정보의 품질을 이해
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통합
데이터 프로파일링과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으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SAP Information Steward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데이터 프로파일링 – 정보 신뢰성을 높이고 잘못된 데이터가
전파될 위험을 줄임
•• 메타데이터 관리 – 모든 관련 소스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고
감사
•• 장애 진단 분석 및 영향 분석 – 데이터 품질 문제의 근원과 이 문
제가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나 정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검증 규칙 관리 – 데이터 소스에 대해 데이터 검증 규칙을 정의
하고 규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모니터링
•• 메타데이터 비즈니스 용어집 생성 –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일
반적인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문서를 작성
•• 정리 패키지 개발 – 데이터 정리 패키지를 구성하는 규칙, 패턴,
사전을 만들고 재사용

•• 더 나은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툴을 사용하여 데이터 관리 프로
세스를 개선
•• 데이터의 안정성, 출처, 계보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데이터 품
질을 개선
SAP Information Steward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IO
•• IT 부문 VP
•• 데이터 담당자
•• 비즈니스 분석가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Information Steward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타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용어집, 데이터 품질 평가,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정리 솔루션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 데이터 담당자와 비즈니스 분석가가 협력하고 데이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
•• 데이터 품질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SAP Information Steward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와 IT 직원 간 협업 지원
••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의 거버넌스 개선
•• 기업 정보에 대한 가시성 향상
•• 간결한 대시보드 및 성과표를 통한 데이터 품질 지표에 대한 이
해 개선
••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검증 규칙을 위한 중앙 리포지토리
구축
SAP Information Steward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데이터 담당자가 기업 데이터 자산을 검색, 평가, 정의, 모니터
링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단일 환경을 제공
•• IT와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협업 환경 조성
•• 정보 거버넌스 및 품질 향상
••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단일 솔루션을
활용하여 IT 환경의 복잡성을 줄임
•• 비즈니스 사용자와 IT 사용자의 협업 효율을 높이는 환경을 통
해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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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솔루션에는 운영 및 분석 EIM에서 사용하는 SAP Rapid
Marts 패키지, SAP Data Services, Edge 버전 및 SAP Data Quality
Management, Edge 버전이 있습니다.
선행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 SAP Information Steward는 SAP BusinessObjects Business
Intelligence 플랫폼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 여러 메타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려면 MITI(CPU)를 통한
Metadata Management Multi-Source Integrators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SAP Information Steward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54.sap.com/solutions/tech/enterprise-information
-management/software/data-integrity-steward/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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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애플리케이션

SAP Business One
경제적이고 확장 가능한 중소기업용 소프트웨어
SAP Business One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효율
성을 극대화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중소기업용으로 설계된 이 소프트웨어는 판매, 고객
관계에서 재무 및 운영에 이르는 기업의 모든 측면을 더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온프레미스, 온디맨드
로 제공되고 인메모리 컴퓨팅을 위한 SAP HANA®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제 선택은 귀사의 몫입니다.
다음은 SAP Business One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모든 비즈니스 정보를 확장 가능한 단일 애플리케이션에 캡처
••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가속화
•• 실시간 통찰력으로 의사결정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
•• 인메모리 기술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분석을 극대화
•• 모바일 앱을 통해 직원이 이동 중에도 SAP Business One에 접
근 가능
•• 2~8주 만에 설치와 가동을 마치고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솔루
션을 맞춤 설정
고객은 SAP Business One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관리 및 이윤 보호 - 여러 경기 순환에서 회사의 생존과 번
영에 있어 필수적임
•• 최고의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고객 요
구 사항 및 동향 파악과 빠른 대응의 필요성
•• 모든 비용에 대해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현금 흐름 및
운전 자본 통제
•• 제한된 운전 자본, 직원, 자산의 이용을 최적화하여 부족한 자
원으로도 결과 극대화
SAP Business One으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회사의 자산, 직원, 고객을 연결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
시에 오류와 비용을 줄임
•• 고객에 대한 완벽한 관점을 제공하여 고객 수요에 맞게 서비스
를 맞춤화하고 기대치를 초과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 기업 전반에서 중요 데이터를 캡처하고 완벽한 투명성을 제공
하여 더욱 효과적인 우선순위 관리와 리소스 최적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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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 통제를 개선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하며, 변화를 더욱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
SAP Business One은 중소/중견기업(SME)의 IT와 최고 레벨
(C-level) 임원에게 유용합니다.
왜 SAP인가?
•• SAP는 전 세계에서 82,000개 이상의 성공적인 SME 고객과 협
력하고 있습니다.
•• SME 고객은 전체 SAP 고객 기반의 78%를 차지합니다.
•• SAP는 SME 고객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10,000개 이상의 현지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Business One을 선택해야 하는 강력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재무, 판매, 서비스, 고객관계, 창고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전체 비즈니스 관리를 위한 경제적인 단일 솔루션
•• 중소기업이 엔드 투 엔드 운영을 능률화하고 완벽한 정보에 즉
시 액세스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
••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유연하게 맞춤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합
된 완벽한 전사적 리소스 계획 애플리케이션
•• 경험이 풍부한 공인 파트너사가 현지에서 지원하는 전 세계 적
용 범위의 유연한 플랫폼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SAP BusinessObjects BI 솔루션
•• SME를 위한 Edge 솔루션
•• 기업 모빌리티를 위한 SAP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SAP Business One 제품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54.sap.com/solutions/sme/software/erp
/small-business-management/overview/index.html을 방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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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애플리케이션

SAP Convergent Charging
청구 및 수익 혁신 관리 솔루션
SAP Convergent Chargin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격결정, 평가,
패키징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성능이 높고 총소유비용이 낮
은 검증된 운영 및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Convergent Charging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
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자유로운 가격결정 기능 – 성능이 우수하고 타협이 없는 완벽
한 가격결정 유연성
•• 가격결정 및 수익 시뮬레이션 – 최적의 가격 구조와 고객 세그
먼트를 위한 번들 정의
•• 고급 평가 기능 - 단일 계획 내에서 다양한 평가 유형의 조합
•• 실시간 잔고 관리 – 서비스 및 번들 가격결정의 전체적인 관리
•• 가입자 관리 – 서비스당 기준으로 지출 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익화하는 새로운 방법
고객은 SAP Convergent Charging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가격결정, 패키징, 새로운 통합 서비스의 빠른 시장 도입
••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
리스크를 방지
•• 혁신적인 혼합 지급 방식 제안으로 서비스 차별화
•• 많은 거래 수와 고객 수 처리
•• 여러 관계자로부터 서비스를 수익화하고 번들화하는 동시에 모
든 파트너에게 적절히 보상 제공

SAP Convergent Charging으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
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서비스 수익화를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향상
••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가격을 결정
하고 더욱 쉽게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상
향 및 교차 판매
•• GUI를 통해 가격결정 및 홍보 계획을 더 쉽게 설계하고 출시 전
에 수익성 테스트
•• 로열티 및 수수료 계산
•• 경제적으로 대량의 거래 관리
SAP Convergent Charging은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TO(최고 기술 책임자)
•• 제품 관리 담당자
•• 제품 마케팅 담당자
•• 마케팅, 가격결정 및 수익 정산 관리자
•• 가격결정, 평가 및 과금, 서비스 수익화, 서비스 교차 판매에
관계된 모든 사람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Convergent Charging을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편의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현 시간 단축,
사전 정의된 비즈니스 규칙
•• 글로벌 데이터
추가 정보
SAP Convergent Charging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1.sap.com/lines-of-business/sales/next-generation-billing
/convergent-charging-solution.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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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애플리케이션

AccAD(더 빨라진 애플리케이션 제공 속도)
네트워크 성능 문제 극복
AccAD(더 빨라진 애플리케이션 제공 속도)를 통해 사용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WAN(인터넷)을 통한 SAP 애플리케이션을 LAN
급 속도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ccAD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
니다.
•• SAP의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액세스를
LAN급 속도로 제공
•• 일반 타사 웹 사이트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
고객은 AccAD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 느린 성능, 탐색, 로그인 응답 시간
•• 길어진 네트워크 대기 시간
•• 낮은 대역폭과 네트워크 혼잡

AccAD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
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증대
•• SAP 애플리케이션별 가속을 크게 개선하고 웹 기반 SAP 애플
리케이션에서 최대 40%의 평균 성능 개선 달성2
AccAD는 IT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유용합니다.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속 툴보다 우수한 성능 확보
•• SAP GUI 압축 사용
추가 정보
고객이 AccAD 기능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
면 OEM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SAP는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 파트너 업체와 2,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
를 포함하여 17개 이상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분야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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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애플리케이션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구축
직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SAP 최종 사용자 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컨텍스트 기반 사용자 도움
말, 트랜잭션 문서, 시뮬레이션, 테스트 스크립트 및 신속한
e-Learning 자료를 쉽게 작성, 편집, 배포,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직관적인 사용자 도움말 작성 기능 – 트랜잭션 레코딩만큼이나
간편함
•• 다양한 형식으로 직원에게 배포할 수 있는 단일 소스 레코딩
•• 레코딩의 즉각적인 게시와 이용
•• 추가 텍스트, 리치 미디어 또는 사용자 정의 서식을 포함하는
수정된 출력
•• 자동으로 여러 언어의 텍스트와 화면으로 재생성되는 레코딩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
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
니다.
•• 잘 설계된 툴 덕분에 ROI를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인력 개발
•• 정확한 최신 프로세스 설명서와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통해 사
용자 오류를 줄이고 헬프 데스크 비용 절감
•• 변경 관리, 교육, 지원, 문서화 및 사용자 승인 테스트를 통해 상
당히 절감된 총소유비용 실현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
다.
•• CIO
•• IT 관리자
•• 서비스 및 교육 관리자
왜 SAP인가?

고객은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SAP 솔루션으로 신속한 ROI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
하고 발전시킴
•• 컨텐츠 개발, 프로세스 문서화 및 교육 비용 절감
•• 최종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도움말, 정확한 문서 및
e-Learning 과정 제공
•• 신속한 정보 개발 및 배포를 통해 변경 관리 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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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를 선
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기존 SAP 투자와의 통합을 제공하여
총소유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정보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
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training-and-education/learning-software
-and-services/workforce-performance-builder/index.epx를 방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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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빌리티

SAP 모바일 플랫폼
SAP의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MEAP)은 이기
종의 모바일 기기에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업계
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확장성이 우수한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SAP 모바일 플랫폼은 여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고 배포해야 하는 복잡성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정보에 연결되어야 하는 작업 및 지
식 근로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롤아웃할 수 있는 포괄
적인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 기존 개발 전문 분야에 대한 시장 출시 기간 단축과 빠른 ROI
실현
•• 확장 가능한 기업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적 접근 실현

다음은 SAP 모바일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공통 IDE(통합 개발 환경)와 통합된 강력한 4GL 툴 환경
•• 다양한 백엔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원활한 통합과 온라인 및 오
프라인 데이터 액세스
•• 중앙에서 모바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기를 관리, 보안, 배
포하는 단일 관리 콘솔
•• SAP Business Suite 애플리케이션과의 긴밀한 통합

왜 SAP인가?

고객은 SAP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백엔드 시스템을 여러 기기 유형에 배포
••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워크플로 등)의 모바일화
•• 모바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보안과 관리 필요성
SAP 모바일 플랫폼으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실시간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을 무선화
•• 고객 투자에 대한 "미래 보장"으로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모바
일 기기로 확대하는 복잡성 절감

SAP 모바일 플랫폼은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IT 부문 VP
•• 사업부 관리자
•• 프로젝트 리더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해야 하는 강력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화하는 기기 유형과 데이터 소스 필요성에 전략적으로 대응
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프라
•• 개발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모바일 비즈니스 워크플로
•• 통합 모바일 기기 관리와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 SAP Business Suite와의 긴밀한 통합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SAP Afaria® 모바일 기기 관리 솔루션
•• 모바일 생산성 및 사업부 애플리케이션
추가 정보
SAP 모바일 플랫폼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
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
mobile/sup를 방문하십시오.

SAP는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MEAP)을 통해 이기종의 모바일 기기에 기업용 애플리
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확장성이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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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빌리티

SAP Afaria
SAP Afaria 모바일 기기 관리 솔루션은 기업 전반에서 모빌리티
를 관리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연하며 안전한 방법입니다. SAP
Afaria는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광범위한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복
잡성을 단순화합니다.
SAP Afaria는 어느 네트워크에서나 배포 규모에 관계없이 모바일
기기의 관리와 보안을 돕습니다. 또한 특정한 요구 사항에 맞게
맞춤화가 용이하며, 호스팅 구현 또는 온프레미스 구현이 모두 가
능합니다.

••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이기종 모바일 기기로 확대하는 데 따
르는 복잡성을 줄이는 확장 가능한 미래 보장 투자를 활용
SAP Afaria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IT 부문 VP
•• CIO
•• 최고 보안 책임자
•• IT 관리자 및 프로젝트 리더
왜 SAP인가?

다음은 SAP Afaria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
업입니다.
•• 보안 책임을 최종 사용자가 아닌 IT 직원의 통제 내에서 유지
•• 단일 웹 기반 콘솔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유형 지원
•• 단일 콘솔에서 모든 모바일 기기,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
•• 업무상 중요한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해 사용자의 개
입 없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기에 배포 및 설치
할 수 있는 기능
고객은 SAP Afaria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iOS(iPhone 및 iPad) 또는 Android 배포를 포함한 여러 모바일
기기 유형 관리에 대한 필요성
•• 직원 모바일 기기의 업무용 활용에 따르는 보안 문제
SAP Afaria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기업 데이터 보안
•• 직원 친화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모바일 기기 정책 지원
•• 모바일 사용자 다운타임 최소화

OEM을 위한 SAP 임베디드 솔루션 및 플랫폼: 솔루션 가이드
© 2013 SAP AG 또는 SAP 계열사. 모든 권한 보유.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Afaria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소유 및 기업 소유 기기를 모두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관
리할 수 있는 기능(전자메일 포함)
•• 광범위한 모바일 기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
•• 어느 네트워크에서나 배포 규모에 관계없이 온프레미스 또는
호스팅된 "관리형 모빌리티 솔루션" 구현을 포함하여 어떤 조
직의 요구 사항이라도 충족하는 제공 모델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SAP 모바일 플랫폼
•• 모바일 생산성 및 사업부 애플리케이션
추가 정보
SAP Afaria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mobile/
afaria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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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
실시간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통찰력
조직은 SAP HANA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러한 현대적인 플랫폼은 어플라이언스로서 구현되거나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HANA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
업입니다.
•• 데이터 소스를 가리지 않는 유연한 다용도 인메모리 어플라이
언스
•• 대량의 상세한 정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분석하여 거
의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모든 트랜잭션 및 운영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
•• 선도적인 SAP 기술 파트너가 제공하고 배포하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SAP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통합
•• 운영 데이터가 생성되는 대로 메모리에 캡처되고 매우 빠른 속
도로 분석 정보가 유연한 뷰에 표시됨
•• SAP ERP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운영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영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여, 조직이 주요 트랜잭션
테이블을 거의 실시간으로 메모리에 동기화할 수 있으므로 테
이블을 분석과 조회에 즉시 이용 가능
•• 비즈니스 사용자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는 사용이 편리한 모델
링 환경
•• SAP BusinessObjects 솔루션과의 완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 통합으로 SAP HANA 인메모리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완전한 범위의 통찰력과 분석 기능 제공
•• 빠른 배포를 통한 빠른 ROI

SAP HANA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대용량 운영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을 확보하여 시기적
절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 데이터 인프라의 구매와 유지에 따르는 IT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향후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
션 기반 활용
SAP HANA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SAP ERP 또는 기타 non-SAP 데이터 소스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조직
•• CIO와 IT 전문가
•• 비즈니스 사용자
•• 비즈니스 분석가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HANA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러그 앤 플레이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고성능 분석
•• SAP ERP가 지원하는 SAP ERP 환경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
한 심층적인 통합을 제공하는 능력
•• 고객의 기존 IT 환경을 가리지 않는 개방형 표준
•• 원활한 구현을 보장하면서 산업 전문 지식을 활용하도록 완비
된 파트너 커뮤니티
관련 SAP 솔루션

고객은 SAP HANA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통찰
력의 부족
••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 볼륨 처리를 위한 현재 데이터 환경 유
지에 따르는 높은 총소유비용
•• 중요한 분석 수행에 필요한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
•• 저장된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스토리지 비용과 성능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SAP BusinessObject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과 기업 정보
관리용 SAP 솔루션
•• SAP의 분석 애플리케이션
추가 정보
SAP HANA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
/technology/in-memory-computing-platfor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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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Sybase® IQ
더 스마트한 답변
SAP Sybase® IQ 서버는 전 세계의 기업이 고급 분석, 예측적 모
델링, 엄격한 규제 준수와 신속한 리포팅에 사용하는 고도로 최적
화된 분석 엔진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부터 가장 까다로운 분석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대규모 데이터 집합과 다수 사용자에 대한 최
고의 쿼리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SAP Sybase IQ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
는 작업입니다.
•• 기존 시스템에 대해 10~100배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분
석
•• 대규모의 비정형 방식의 쿼리와 다수 사용자를 위한 아키텍처
•• 데이터 저장을 70% 이상 줄이는 압축 기능
•• 관리 비용을 최대 75% 절감 가능
•• 빠른 배포를 통한 빠른 ROI
•• 거의 모든 하드웨어 및 OS 구성 지원
•• 합리적인 비용으로 독립적인 컴퓨팅 성능과 스토리지 용량으로
확장성 제공

SAP Sybase IQ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다음이 필요한 기업:
–– 대량의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으로 비즈니스 성과 개선
––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
–– 리포트 유형과 요구 사항이 계속 변화해도 시기적절한 리포
팅에 의지
•• CIO와 IT 전문가
•• 비즈니스 사용자
•• 비즈니스 분석가
왜 SAP인가?
SAP는 아키텍처 개선에 20년 이상을 투자하여 3,600개 기업 이상에
서 거대한 설치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Sybase IQ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 지원
•• 경쟁 솔루션 대비 데이터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압축 기능
•• 간편한 데이터 관리

고객은 SAP Sybase IQ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느린 리포트 제공 속도
•• 데이터 제공 서비스 수준 계약 불이행
•• 분석가에게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 실패
•• 저장된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스토리지 비용과 성능

관련 SAP 솔루션

SAP Sybase IQ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10~100배에 달하는 성능 개선으로 이전에는 답할 수 없었던 분
석 문제 답변
•• 통합 압축으로 스토리지 비용 절감
•• 비즈니스 리포팅에서 비즈니스 예측으로 전환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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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SAP BusinessObject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 기업 정보 관리용 SAP 솔루션

SAP Sybase IQ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
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54.sap.com
/solutions/tech/database/software
/sybase-iq-big-data-management/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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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Sybase ASE 데이터베이스
정교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SAP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SAP Sybase ASE) 데이
터베이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트랜잭션 처리 데이터베이스로, 기
업 신뢰성과 확장성을 전반적으로 낮은 TCO로 해결하는 업무상
중요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SAP Business Suite
애플리케이션과 맞춤형 개발의 배포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Sybase ASE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
는 작업입니다.
•• 대량의 동시 사용자 지원
•• 분당 수백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는 테
라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베이스 지원
•• 관계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압축하여 스토리지 요
구사항을 획기적으로 축소
•• 암호화 및 디렉터리 서비스를 통해 성능 영향 없이 내부 및 외
부 보안 침해와 데이터 손실로부터 데이터 보호
•• 통합 관리 툴로 리소스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를 단순화
고객은 SAP Sybase ASE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인건비를 포함하여 리스크 축
소와 비용 절감 지원
•• 선택권의 제한으로 비싼 하드웨어 비용 지급
•• 일반적으로 매년 50%씩 상승하는 애플리케이션 부하와 그에
비례하는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용량 오버로드

•• SAP HANA 및 SAP Sybase Replication Server® 소프트웨어와
의 상호 운용 기본 지원
•• 데이터 압축으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대를 관리하여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고 검색 시간 단축
•• 표준 SAP 툴을 통한 통합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더 적은 스토리지와 서버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매우 효율적인
처리 및 스토리지 능력
SAP Sybase ASE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IO
•• 데이터 관리 담당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SAP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왜 SAP인가?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Sybase ASE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낮고 예측 가능한 TCO(라이센스, 지원 요금, 유지관리 노력)
•• 계약 통합을 통해 포함된 지원 요금 없음
••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인 단일 공급업체를 통해 비즈
니스 및 배포 계획 간소화
•• SAP 애플리케이션과의 제품 수명 주기 및 유지관리 정책 동기
화로 불필요한 업그레이드 방지
•• SAP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 검증되고 부담이 적은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마이그레
이션
추가 정보

SAP Sybase ASE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SAP 애플리케이션과 기술 솔루션 모두를 위해 최적화된 데이
터베이스

SAP Sybase ASE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
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
/technology/database/adaptive-server-enterprise/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SAP Sybase ASE는 기업 신뢰성과 확장성을 전반적으로
낮은 TCO로 해결하는 업무상 중요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트랜잭션 처리 데이터베이
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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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Sybase SQL Anywhere®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 온디맨드 애플리케이션용
SAP Sybase SQL Anywhere® 제품군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애플리
케이션의 신속한 개발과 배포를 지원하는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교환 기술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입니다. SAP Sybase SQL
Anywhere는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을
재판매하는 OEM에게 이상적인 내장된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
다. SAP Sybase SQL Anywhere는 온프레미스, 온디바이스, 온디
맨드 (Saa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관리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솔루션은 또한 SAP Sybase SQL Anywhere에 캡처된 어떤
데이터라도 주요 기업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동기화 기술을 제
공합니다.

•• 저렴한 하드웨어에서 인상적인 성능 발휘
•• 수천 명의 사용자, 수백 GB의 데이터로 확장 가능
•• 쿼리 최적화, 인터쿼리, 인터쿼리 병렬화, 스냅샷 격리와
같은 자체 조정 기능으로 쿼리 속도 향상

SAP Sybase SQL Anywhere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IO
•• IT 부문 VP
•• 비즈니스 분석가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왜 SAP인가?

OEM은 기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최고의 구성 요소를 모색
하고 있습니다. OEM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을 원합
니다.
•• 낮은 개발 비용
•• 낮은 유지관리 비용과 높은 신뢰성
•• 유연한 배포
•• 광범위한 기능 세트
•• 미래를 보장하는 수명
다음은 SAP Sybase SQL Anywhere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
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환경 지원으로 기존 투자 활용
•• IT 직원이 필요 없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 원자재부터 하이엔드 컴퓨터까지 거의 모든 하드웨어에서 실행
가능
•• 고유한 기능 구현을 위한 유연성
•• 대기업 시장에서의 주요 플랫폼은 물론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플랫폼과 편리한 데이터 센터 통합을 위한 개방형 환경 지원
SAP Sybase SQL Anywhere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과도한 특징이나 부자연스러운 메모리, CPU 또는 데이터베이
스 파일 크기 제한이 없는 기업용 기술
•• 리소스 효율성: 최소 메모리 공간, 적은 디스크 공간 요구 사항,
컴퓨팅 리소스(메모리, CPU)의 스마트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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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는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 파트너 업체와 2,000만 명의 사용
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를 포함하
여 17개 이상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분야
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Sybase SQL Anywhere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
습니다.
•• 1명~150,000명의 사용자로 확장이 검증된 솔루션
•• 자체 관리 및 자체 조정 데이터 관리
••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와 통합할 수 있는 검증
된 성능
관련 SAP 솔루션
귀사와 귀사의 고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SAP 솔루션의 혜택
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AP Sybase PowerBuilder®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
•• SAP BusinessObjects BI 솔루션
•• SAP 모바일 플랫폼
추가 정보
SAP Sybase SQL Anywhere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technology/database
/sql-database-management-software/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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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Sybase Event Stream Processor
경쟁력 있고 대응이 빠른 비즈니스를 위한 실시간 민첩성
SAP Sybase ESP(SAP Sybase Event Stream Processor)는 스트리
밍 이벤트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끌어내어 변화하는 상황에 대
한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SAP Sybase ESP는 다음 대상에게 유용합니다.
•• CIO
•• IT 부문 VP
•• IT 직원
•• 사업부 관리자
왜 SAP인가?

다음은 SAP Sybase ESP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사용해서 할 수 있
는 작업입니다.
•• 대용량의 고속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여 중요한 이벤트를 감
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CEP(complex event processing)
엔진
•• 신속한 개발과 배포를 위한 Visual Studio – SAP 고객에 따르면
개발과 배포 시간의 67%~85% 단축
•• 다양한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어댑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SAP Sybase ESP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과 확장성
•• 복잡한 실시간 분석 지원
•• 개발 속도
•• 다른 SAP 실시간 기술과의 통합

추가 정보
고객은 SAP Sybase ESP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요구 사항 예측 필요성
•• 기존 시스템을 압도하는 높은 (내/외부) 데이터의 양과 속도
•• 복잡한 분석을 실시간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현재의 실시간 분석 접근 방식 고유의 긴 개발 주기

SAP Sybase ESP(Event Stream Processor) 기능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EM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www.sap.com/solutions/technology/database
/complex-event-processing/index.epx를 방문하십시오.

SAP Sybase ESP로 작업할 때, 고객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자본 시장의 실시간 분석 분야에서 시장 선도업체
•• 극단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능력과 짧은 대기 시간의
성능 부문에서 선도적임
••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
•• 단순하고 강력한 개발 환경

각주
1. Gartner는 연구 간행물에서 설명한 어떠한 공급업체, 제품 또는 서비스도
지지하지 않으며 기술 사용자에게 최고 등급의 공급업체만 선정하도록 조언
하지도 않습니다. Gartner 연구 간행물은 Gartner 연구 조직의 의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실에 대한 기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Gartner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2. http://scn.sap.com/people/eneko.bilbao/blog/2010/06/16
/an-argument-for-accad-improving-the-consistency-of-your-user-experience

28

OEM을 위한 SAP 임베디드 솔루션 및 플랫폼: 솔루션 가이드
© 2013 SAP AG 또는 SAP 계열사. 모든 권한 보유.

www.sap.com/korea/contactsap

CMP18113 koKR (13/07)
© 2013 SAP AG 및 SAP 계열사. 모든 권한 보유.
본 발행물의 어떠한 부분도 SAP AG 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목적으로도 재생산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AP AG 및 그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일부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제품 명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AP AG 및 계열사(“SAP 그룹”)에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어떠한 것도 진술 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SAP 그룹은 본
문서의 오류나 누락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AP 그룹 제품 및
서비스 대한 유일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보증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본 문서의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의 근거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SAP 및 본 문서에서 언급된 기타 SAP 제품, 서비스와 해당 로고는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SAP AG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추가 상표 정보 및 통지는 http://www.sap.com/corporate-en/legal/
copyright/index.epx#trademark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