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 SHEET

SAP BusinessObjects BI
SAP BusinessObjects BI 는 리포팅, 정형 분석 보고서, 비정형 분석 보고서, 대시보드 등을 통하여 비즈니스 통찰력을 위한
통계/분석 정보를 조직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Business Intelligence 분야 최고의 제품 입니다.

Web Intelligence & Crtstal

SAP Analytics Cloud
SAP’s Premiere Anayltics
Self Service Platform

Adhoc and Production Reporting
정형 서식 및 대화형 보고서
자동 및 예약 게시

특징
다양한 end-to-end 분석 지원

SAP S/4HANA, SAP BW/4HANA, SAP HANA, SAP
Cloud Platform에 대한 네이티브 연결을 제공합니다.

SAP Lumira Designer

모바일
기기

Analytic Applications

대시 보드, 템플릿 및 계획 응용 프로그램

온 프레미스 BW, HANA 및 유니버스에
대한 라이브 연결

SAP Analysis Office
MS Office

웹브라우져

통합 분석 및 계획

온디맨드
서비스

내장된
컨텐츠

셀프 서비스

BusinessObjects 기대효과

MS Office 엔터프라이즈
포털

대시보드 및 앱

리포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BI 컨텐츠 접근성 향상 및 BI 활용도 증진

유니버스(의미 계층)

모바일

MS Office

위젯

BI
Mobile

브라우저

App Store

ERP SAP Business Suite
S4 HANA
Oracle E-Business Suite
PeopleSoft
JD Edwards
EDW SAP NetWeaver BW
TeraData
기타 데이터 웨어하우스
Oracle, IBM DB2,
Microsoft SQL Server
및 기타 관계형 데이터

셀프 서비스

대시보드 및 앱

리포팅

SAP HANA MS Excel
플랫폼

소셜 미디어 및
Hadoop의
비정형 데이터

OLAP
Cubes

SAP BusinessObjects BI

BusinessObjects BI 기능

파악, 예측, 생성
• 비즈니스 최적화가 필요한 영역 파악
•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데이터 조정
• 전문적 시각화를 통해 스토리 전달

각각의 업무에 적합한 최고의 툴

사용자 중심의 경험 제공
• 어디서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핵심 성과 지표 및 요약 데이터 추적
•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경험 제공

대시보드
및앱

정보 배포

셀프
서비스

리포팅

• 정보 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정보 배포
• 사전 정의된 보고서에서 interactive한 질의 응답
• 인쇄용 보고서 생성 및 배포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간헐적 BI 사용자들을 위한 데이터 탐색 툴

BEx Analyzer 대체 다차원 분석 툴

• 키워드 기반의 검색으로 데이터 정보에 대한 지식 없이 활용 가능

• SAP BW Business Explorer(BEx)의 유지 보수 만료(End of Support)*
Analysis

- BW 업그레이드 시 발생하는 추가 기능/성능 활용 제약 발생 가능,

Explorer

• 원천 데이터까지 상세한 분석 가능
• 인 메모리 기술을 활용한 빠른 데이터 분석

MS Office/web browser 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문제 발생 가능
• 기존 BW자산을 보호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체 가능
•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된 UI/UX 제공 및 HANA에 대한 직접 연결 지원

Analysis, edition for OLAP

Analysis, edition for Office

① 검색

② 탐색

③ 시각화

④ 공유

개발 생산성/유지 보수 용이성이 높은 대시보드 개발

대용량 인쇄용 보고서/전문적인 형식의 보고서 개발

• 코딩이 필요없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식으로 추후 유지 보수가 용이한
Dashboards

Crystal
Report

HTML 5 방식으로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 보고서 조회 조건 제공 및 다양한 배포 기능을 통해 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공유 가능
• ERP등 어플리케이션 내의 표준 보고서

대용량 인쇄용 보고서/전문적인 형식의 보고서 개발
Web
Intelligence

• 비즈니스 용어로 변환된 분석차원/속성/측정치로 SQL 지식 없이 쿼리 생성 가능
•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컴포넌트와 템플릿 제공
• 드릴다운/드릴업/드릴쓰루, 슬라이스&다이스 등 다양한 보고서 내 분석 기능 제공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① Wizard 실행

② BI 메타 데이터/DB 선택

③ 분석 항목 및 차원 선택

④ 분석 변수 선택 및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