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Objects Reporting
강력한 개방성 및 확장성을 갖춘 리포팅 제품군

기업을 위한 리포팅 운영과
Embedded Reporting 구축

많은 기업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리포팅 스타일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를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그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간의 격
▶ 엔터프라이즈 리포팅은 중앙 아키텍처로서 직원, 고

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귀사의 BI

객 및 공급자에게 보안 및 필요한 형식(웹, 포탈, 프린

Framework는 엔드유저의 필요에 따라, 리포팅, 질의

트, 이메일)으로 정보전달을 합니다.

및 분석, 퍼포먼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 Embedded Reporting은 서로 다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리포트 통합할 수 있는 리포

Reporting을 통해 데이터로의 접근, 서식작성 및 기

트 컴퍼넌트 재사용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 내외부로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BI 전략으로써 기
본적인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웹, 혹은
기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리포팅과 Embedded 리포트가 다른 요구 사
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 요구 사항은 동일합니다.

Query and Analysis툴은 엔드유저에게 사업 정보
Business Objects는 Crystal Reports 및 Crystal

를 상호작용으로 지원하여, 데이터 소스와 구조에 대한

Analysis와 웹 기반 리포트 관리 및 전달을 위한 Crystal

최소한의 지식으로 Ad Hoc 질의에 대한 응답을 얻을

Enterprise와 같은 강력한 개방성 및 확장성을 갖춘 리포팅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erformance Management는 Dashboard,
Scorecard 및 Alerting을 통하여 핵심 비즈니스 지표
를 추적,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리포팅 기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이점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대한 요구 해결
▶현존하는 IT 투자에 대한 효율성 확대
▶정보 활용도 확대

Busienss Objects의 제품군으로 Business Intelligence를 주도하는 Suite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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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웹리포팅 솔루션으로
리포팅 요구 충족

Crystal Enterprise는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등 다양한 리포트 서식 제작이 가능하며 풍부한 포뮬러 언어

고품격 그래픽 서식 리포트를 지원하는 리포팅 플랫폼입니다.

및 레이아웃 제어기능은 리포트 디자인과 데이터 관리를 광범
위하게 지원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액세스
가장 가치 있는 리포트는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복합적인 데이

상호작용

터를 한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Crystal Reports는

Crystal Reports는 보고서 프린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IT 환경에서 쉽게 기업 데이터소스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

복잡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합니다. 관리자는 Crystal Enterprise로 여러 시스템의 복
합적인 데이터로부터 리포팅 데이터 소스를 추출 할 수 있습니

리포트 디자이너로 네비게이션 패스를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다. Crystal Reports는 사용자 정의된 SQL 문서 및 운영체계

사용자에게 드릴 다운 혹은 관계형 리포트 간에 네비게이션을

로부터 직접 데이터로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품격 리포트 서식

사용자는 또한 Microsoft Office 문서로 정보를 분류하고 필

리포팅은 명확하고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화된

터링하여 넣을 수 있고, 리포트를 생생한 최신의 데이터로 새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사용자가 기대 하고 있는 만큼 만족

로 고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포트 서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Crystal Reports의 리포트 디자이너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포트, 폼, 집계, 크로스탭 및 Top N 혹은 Bottom N 리포트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 소스로의 접근 지원
복잡한 SQL을 통하여
전체적인 제어

리포트 레이아웃 및 서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작

시각화된 데이터를 위해 다양한
차트와 그래픽 요소 지원

Crystal Reports는 거의 모든 데이터 소스로의
접근을 지원하며 고품격의 리포트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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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아키텍처로
기존 IT 투자의 효율성 확대

및 정보전달의 거의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원

“우리는 Crystal Reports와 Crystal Enterprise의

합니다. 개발자는 리포트 리스팅, 프로세싱, 수정, 보기 및 관

간편한 사용 및 개방된 아키텍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 등의 복잡한 제어를 고품격의 개발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것으로 우리는 기존의 테크놀로지 투자를 확장하고

모든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방적인 표준 지원
Lyndal Hanna, Information Technology 부사장,

Crystal Enterprise는 중요 플랫폼인 COM, .NET, Java

Grubb & Ellis

Software Developer Kits (SDKs)를 지원 합니다. 완벽한
컴포넌트, 샘플 어플리케이션 및 문서의 제공과 함께, SDKs
는 BEAWeblogic, IBM Websphere 혹은 MS Internet

Crystal Enterprise는 쉽게 데이터로의 접근을 할 수 있게 하

Information Server (IIS)로 직접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IT 투자를 보다 가치 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인 Java, C# 및 Visual

게 할 것입니다. Crystal Enterprise는 사업 표준 데이터, 웹,

Basic을 사용하여 Crystal Enterprise로 다양한 요구를 충

다른 어플리케이션 및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한 통합이 가능합

족 시킬 수 있도록 고품격 API를 제공 합니다. 또한 LDAP,

니다.

Active Directory, Windows NT 및 SAP등 Third-Party
보안 시스템과의 긴밀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통합
Crystal Reports 및 Crystal Enterprise는 거의 모든 웹 어

혼합 플랫폼 지원

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 프레젠테이션

대부분의 기업은 IT 인프라스트럭처로 여러 운영체제, 데이터
베이스 및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rystal Enterprise는 이러한 혼합된 IT 환경을 지원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Crystal Enterprise는 Windows

화면 제어

2000/NT, Sun Solaris 및 IBM AIX를 지원하여 표준 아키
핵심 시스템 기능
액세스

텍쳐로서 다양한 리포팅 프로젝트에 도입 되고 있습니다. 혼
합 플랫폼 지원은 여러 IT 자원을 상세한 프로젝트의 요청 사
항에 맞게 향상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UNIX 어플리케이션 서

시각적 컴포넌트
드래그 앤 드롭

버에서 자바로 개발 완료를 하였으며, Windows NT 운영체
계에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로 SQL Server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Crystal Enterprise의 유연한 접근성은
기존의 IT 인프라스트럭처에 Crystal Enterprise를 쉽게 적
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rystal Reports는 이미 많은 주요 개발 환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Crystal Enterprise SDK를 사용을 하여 보다 향상된 기능 및 리포트 통합,
프로세스 및 관리등의 복잡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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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안정성을 위한 확장적인
인프라스트럭쳐

Crystal Enterprise는 핵심 비즈니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

퍼포먼스 튜닝

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rystal Enterprise는 단일 머신 혹은 여러 머신를 제어, 확
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rystal Enterprise에 포함된 배포 기능은 자동적으로 중요

Crystal Enterprise로 리포트를 원하는 시간에 스케줄링 기

정보를 이메일, 포탈 혹은 다양한 리포트 포맷으로 특정한 수

능을 통하여 전달을 할 수 있으며, 엔드유저에게 각각의 리포

신자로 전달을 합니다.(예, 이메일, FTP 사이트, 네트워크등)

트 항목을 나누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게 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규모의 제어 옵션을 통하

Fault-Tolerant 아키텍쳐

여 각각의 서버와 리포트 배포에 대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

자동 로드밸런스, 8세대 클러스터링 기술 및 완벽한 Fault-

니다.

Tolerant 아키텍처로, 다양한 리포트 배포에 대한 대처가 가
능합니다. Third-Party의 테스트를 통하여 Crystal

효율적인 프로세스

Enterprise는 99.999%의 안정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Crystal Enterprise의 확장성으로 신뢰성이 있게 하드웨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된 메모리 관리 기

유연한 운영 및 관리

능 및 인텔리전트 리포트 프로세스로 대용량 데이터 혹은 예

Crystal Enterprise는 기업 컨텐츠를 위한 중앙 Repository

상치 못한 사용자 폭주등에도 대기 시간을 안전하게 유지 합

를 제공을 하여 가장 최근의 정보와 히스토리로 용이한 접근

니다.

이 가능합니다.

리포트 관리 및 운영

다른 리포팅 시스템과는 달리, Crystal Enterprise는 리포팅

배포 설정 및 변경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중앙관리하게 됩니다.

단일 인프라스트럭처 아래 구동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Crystal Enterprise는 데이터 액세스 모델을 단일화하여 대
표 관리자로 하여금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를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Crystal Management Console은 웹 베이스 관리자 인터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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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사용자, 데이터
레벨로 보안 설정

검증된 리포팅 솔루션

표준 플랫폼

“1500만 이상의 라이센스를 공급함으로써,

Crystal 테크놀로지는 강력한 리포팅 및 정보전달 솔루션을

Crystal 제품은 Business Intelligence 시장에서

통합하여 기업 데이터에 대해 보다 깊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Mike Schiff,

Business Objects는 강력한 개방성과 확장성을 갖춘 리포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Business Intelligence 부사장

팅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 소스로

Current Analysis, Inc.

의 접근과 관계형 및 OLAP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호연계
리포팅을 지원하며, Crystal 솔루션으로 리포팅 및 정보전달
솔루션을 단일하고 유연한 표준 솔루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
다. 웹기반 솔루션 및 제로 클라이언트로, 사용자 교육 등의

업계 선두의 리포팅 솔루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

Business Objects는 대기업의 다양한 리포트 제작, 관리 및

도록 서버측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전달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고객과 리

효율적인 IT 투자와 IT 인원으로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더욱 효

포트 및 정보전달을 위하여 1500만 이상의 라이센스를 전세

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계적으로 공급했습니다. Business Objects는 스스로 가야
할 길과 고객의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Business Objects의 입증된 Crystal Reporting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개발 경험으로 Business Objects는

Technology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탄한 기초를 토대로 Crystal Reports 및 Crystal
Enterprise를 제공 합니다

리포팅 요구에 대한 충족
▶ 기존 IT 투자의 효율적인 활용
▶ 기업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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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표준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검증된 리더쉽

Business Objects의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로 BI 툴,

1990년도에 설립된 Business Objects는 데이터 베이스의

리포팅 및 분석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관리 배포 서비스

복잡성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연구투자 함

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관리 보안, 스케줄링, 배포, 운영,

으로써 현대의 BI 시장의 개척했습니다. 현재 Business

관리 및 퍼포먼스 튜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준 BI 솔루

Objects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으며, 13

션을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인포메

개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80개국에서 24,000의 기업 및 수백

이션 인프라스트럭처로 현재 및 앞으로의 데이터소스로의 접

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서비스 및 기업 어플리케이션 환경
에 직접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

Business Objects의 전세계 수백의 파트너사들은 고객의

처는 Stand Alone으로 가능하며, 데이터마트, 데이터 웨어

Business Intelligence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하우스 혹은 직접 트랜젝션 시스템으로의 완전한 End-to-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End BI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Business Objects의 리포팅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

Business Intelligence 표준화

항 은 Business Objects의 웹 사 이 트 (www.

오늘의 선두 기업은 많은 비용과 복잡성으로 인해 표준화된

businessobjects.com)를 방문을 해주십시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정 한 벤더가 기
업 내 하나의 특정 부서에 용인될 만한 수준의 테크놀러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의 통합 및 지원 비용을 고
려한다면 완전한 BI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단일 벤더 선정
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DM Review Magazine 독자 설문에 의하면,
시장점유율, 제품 품질 및 고객 만족도에서
Business Objects는 상위 5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표준화된 BI 인프라스트럭처로 기업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
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배포 및 교육비용의 절감

Intelligence Enterprise로부터 3년 연속으로
최고의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으로
Business Objects가 선정되었습니다.

▶ 향상된 관리체계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정보 저장소 제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기

업 데이터의 공유 및 접근 제공
▶ 신속성 및 높은 비용효율로 새로운 요구에 대한 유연

성 증가

제 5회 Java Technology Achievement Awards에서
Crystal Reports9는 최고의 자바 리포팅 솔루션으로
자바 전문 독자들에게 선정되었습니다.

왜 Business Objects가 표준인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Business Objects는 검증된 리더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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