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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172 - 향후 필요한 수의 라이센스 수를 결정
하기 위해 SAP S 4HANA를 위한 디지털 액세스
툴
컴포넌트: XX-SER-LAS(라이센스 감사 서비스) 버전: 17, 릴리스일: 23.05.2019

주의:
이 문서는 기계 번역된 것으로 정확성이 검토된 것이 아닙니다.

기계 번역 결과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XX-TRANSL-NOTE-FDBK로 인시던트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
다.

SAP Note

증상
문서(Digital Access)를 통해 SAP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라이센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필요한 측정 기능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SAP Note는 라이센스될 수 있는 문서 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라이센스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이
보고서는 지원 패키지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실제 측정 기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용어
DACS4_COUNT_DOCUMENTTYP_ITEM

원인 및 선행조건
SAP 시스템에 대한 간접 액세스는 라이센스 에 적용됩니다. 2018년 이후 "Digital Access"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이
액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디지털 액세스 의 주요 개념은 SAP S/4HANA Cloud, SAP S/4HANA On
Premise, SAP ERP(ECC)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량 기준 라이센스이며, 간접 액세스를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SAP ERP(ECC)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특정 문서를 생성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식별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전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엔트리입니다. SAP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문서
는 디지털 액세스 라이센스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전표는 무료입니다.

SAP 어플리케이션 또는 SAP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문서 간 구분에는 관련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 SAP Note는 고객에게 예상 수의 문서(예: 실제 구현 완료 전)의 예상 수를 처음으로 추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보고서의 선행조건 및 제한:

각 문서에 대해 보고서가 현재 데이터베이스 엔트리의 수를 결정합니다. 이 번호는 고객 고유 상황이 발생하면 미래
데이터베이스 엔트리만 표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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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전표와 비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전표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문서에 대해 전송된 번호를 현재 설치 환경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1. 트랜잭션 SE80("오브젝트 내비게이터")을 호출하고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를 "디지털_Access" 이름으로 생성
합니다.

이름: Digal_Access

간단한 설명: 디지털 액세스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CA-GTF(사용 가능한 경우 CA-GTF-EI)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S4CORE

전송 계층: SAP(사용 가능한 경우 SCE1)

패키지 유형: 개발 패키지

패키지 캡슐화: X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2. 트랜잭션 SNOTE를 사용하여 관련 시스템에서 첨부된 수정 지시를 구현하고 "Digal_Access" 패키지에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리포트 DAC_S4_COUNT_DOCUMENTTYP_ITEM 을 실행합니다.

리포트를 실행하려면 두 가지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a) 기간: 이 값이 가능한 상태로 되게 하려면 기간은 정산 기간(1년)과 일치해야 합니다.

b) 고급 사용자: SAP S/4HANA Cloud, SAP S/4HANA On Premise 또는 SAP ERP(ECC)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기술 사용자를 비SAP 어플리케이션에서 입력합니다. 향후 SAP S/4HANA Cloud, SAP S/4HANA On Premise 또는
SAP ERP(ECC)에 액세스하는 기술 사용자는 나중에 라이센스될 문서에 대한 값을 최대한 현실적인 항목으로 인식
하도록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술 사용자를 사용하여 SAP 어플리케이션 및 타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의 솔
루션에 액세스할 경우 모든 고급 사용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현재 지정된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있는 문서 수를 읽습니다. 데이터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되
며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a) 기술 사용자만 SAP S/4HANA Cloud, SAP S/4HANA On Premise 또는 SAP ERP(ECC)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
용한 경우에만 SAP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에서 SAP S/4HANA Cloud, SAP S/4HANA Cloud, SAP S/4HANA On
Premise 또는 SAP ERP(ECC)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각 문서에 대해 표시된 번호는 미래에 라이센스될 문서 수
를 의미합니다.

b) SAP 애플리케이션 및 타사 어플리케이션 모두에서 SAP S/4HANA Cloud, SAP S/4HANA On Premise 또는 SAP
ERP(ECC)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술 사용자를 입력한 경우 SAP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문서 수를 추
정해야 합니다. 예: SAP S/4HANA Cloud에 대한 모든 간접 액세스의 반, SAP S/4HANA On Premise 또는 SAP
ERP(ECC)는 SAP 이외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사용할 문서 수에 대한 벤
치마크로서 표시된 문서 수의 5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값은 현재 시스템 환경과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래에 대해 계획된 변경은 이후에 라
이센스될 문서 수를 결정하는 동안 고려해야 합니다. 예: 비SAP 어플리케이션을 SAP 어플리케이션으로 교체할 계
획인 경우, 라이센스가 있는 디지털 액세스 문서의 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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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액티비티

------------------------------------------------------------------------
|수동 사후 구현                                                |
------------------------------------------------------------------------
|유효(FOR                                                             |)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S4CORE                                           |
| 릴리스 100          모든 지원 패키지 레벨                       |
| 릴리스 101          모든 지원 패키지 레벨                       |
| 릴리스 102          모든 지원 패키지 레벨                       |
| 릴리스 103          모든 지원 패키지 레벨                       |
------------------------------------------------------------------------

주의: 각 시스템에서 수동 및 별도로 이 수동 조정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구현할 노트 를 임포트한 상태여야
합니다.

트랜잭션 SNOTE를 사용하여 리포트를 생성한 후 트랜잭션 SE38을 호출하고 리포트 DAC_S4_COUNTYP_ITEM 을 입력한
후 "텍스트 요소"를 선택하고 "변경"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1. 텍스트 기호:

001 선택 기준
002 문서 유형
003 문서 유형
004 문서 영역
005 문서 품목
006 개수
007 총계
008 판매 문서
009 판매 오더 개별 항목
010 판매 계약 개별 항목
011 판매 일정 계약 릴리스
012 판매 견적 개별 항목
013 구매 문서
014 구매 오더 개별 항목
015 구매 일정 계약 릴리스
016: 구매 요청 개별 항목
017 송장 문서
018 대금청구 문서 개별 항목
019 청구 문서 요청 개별 항목
020 공급업체 송장 개별 항목
021 제조 전표
022 생산 오더
023 프로세스 오더
0224 반복 제조 확정
025 자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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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자재 전표 개별 항목
027 품질 관리 문서
028 결함
029 품질 통지
030 검사 결과
031 검사 포인트 결과
032 서비스 & 유지보수 문서
033 서비스 오더
034 유지보수 오더
035 서비스 통지
036 유지보수 통지
037 서비스 확인
038 유지보수 확인
039 보증 청구
040 재무 문서
04별 분개 항목
042 시간 관리 전표
043 타임 시트 레코드
044 급여
045 휴무
046 근무
047 대체
049 고객 노트
050 다음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051 모든 전표 금액은 간접 사용을 통해 생성되지만 다음에 차이가 없습니다.
SAP 또는 비SAP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052 전표. SAP는 문서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053 은(는) 라이센스 볼륨이 다를 수 있습니다.
054 ECC: 사용자별 다른 전표 유형에 대한 전표 항목 수
05 표시 옵션

2. 선택 텍스트:
P_NEW     기술 사용자 조회
SO_CDC    문서 유형
SO_DATE   생성일
SO_USER   기술 사용자

변경사항을 활성화합니다.

속성
키 금액



2/25/2020 2644172 - 향후 필요한 수의 라이센스 수를 결정하기 위한 SAP S 4HANA를 위한 디지털 액세스 툴

https://apps.support.sap.com/sap/support/notes/translate/0002644172?targetLanguage=KO 5/6

마스터 언어 독일

범주 특별 개발

우선순위 권장 사항/추가 정보

릴리스 상태 고객을 위해 릴리스됨

책임자 메인 언어(D034754)

처리자 국가 - 엔진(C022009)(D022009)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릴리스 및 이후

S4CORE 100 - 100

S4CORE 101 - 101

S4CORE 102 - 102

S4CORE 103 - 103

수정 지시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

시
작

종
료

상태

S4CORE 100 103 0000375713
(https://launchpad.support.sap.com/#/corrins/0002644172/0000375713)

선행조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시
작

종
료

SAP Note/KBA 제목 구
성
요
소

S4CORE 100 103 2644172
(https://launchpad.support.sap.com/#/notes/2644172
)

디지털 액세스: 향후 필요한
수의 라이센스 수를 결정하기
위한 SAP S/4HANA 툴

전
체

https://launchpad.support.sap.com/#/corrins/0002644172/0000375713
https://launchpad.support.sap.com/#/notes/26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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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ivacy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privacy.html) |

Terms of use (https://support.sap.com/support-programs-services/about/terms-of-use.html) |
Legal Disclosure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impressum.html) |

Copyright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copyright/index.html) |
Trademark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copyright/index.html#trademark)

Follow
 (https://www.facebook.com/SAPDigitalBusinessServices)   (https://twitter.com/SAPSupportHelp)  

(https://www.youtube.com/user/SAPSupportInfo)   (https://www.linkedin.com/groups/138840)  

(https://plus.google.com/+SAPCloud)

SAP ONE Support Launchpad
Home (https://launchpad.support.sap.com) | My Favorite Notes (https://launchpad.support.sap.com/#/mynotes?tab=Favorites) |

Expert Search (https://launchpad.support.sap.com/#/mynotes?tab=Search)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privacy.html
https://support.sap.com/support-programs-services/about/terms-of-use.html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impressum.html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copyright/index.html
http://www.sap.com/corporate-en/about/legal/copyright/index.html#trademark
https://www.facebook.com/SAPDigitalBusinessServices
https://twitter.com/SAPSupportHelp
https://www.youtube.com/user/SAPSupportInfo
https://www.linkedin.com/groups/138840
https://plus.google.com/+SAPCloud
https://launchpad.support.sap.com/
https://launchpad.support.sap.com/#/mynotes?tab=Favorites
https://launchpad.support.sap.com/#/mynotes?tab=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