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P 제품 개요
SAP Education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구현

기업의 당면 과제
 • SAP 솔루션으로 신속한 ROI를 달성하
고, 장기적으로 SAP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

 • 컨텐츠 개발, 프로세스 문서화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해야 함.

 • 최종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도움말, 정
확한 문서 및 e-learning을 제공해야 함.

 • 신속한 정보 개발 및 배포를 통해 변경 
관리 작업을 지원해야 함.

주요 기능
 • 강력한 컨텐츠 작성 기능 – 도움말 문서, 
신속한 e-learning 및 시뮬레이션을 개
발, 편집, 배포

 • Manager – 사용자 및 그룹 관리, 컨텐츠 
수명 주기 관리, 작업 및 워크플로우 관
리, 학습 관리 및 리포팅 기능 활용

 • Navigator – 현장 수준의 상황에 맞는 
도움말 및 프로세스 지침 제공

비즈니스 측면의 도입효과
 •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인력이 ROI를 실
현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사용자 실수가 줄고 지원 비용이 절감됨.
 • 프로세스 문서화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
로 유지하여 효율성이 향상됨.

 • 변경 관리, 교육, 지원, 문서화 및 사용자 
승인 테스트를 통해 SAP 솔루션의 총소
유비용이 감소됨.

자세한 정보
해당 지역의 SAP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당사 웹 사이트(www.sap.com/services
/education/softwareproducts/
performance-builder)를 방문하십시오.

요약
SAP® 솔루션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설치
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최종적인 가치는 이
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SAP 고객은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 커뮤니
티에 통찰력과 가치를 구현할 기술을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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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역량: 
가치 실현의 핵심 

SAP 솔루션은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
치와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정확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현하거나 업그레이
드한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 방법 
또한 최대한 빠르게 학습해야 합니다. 

SAP Education은 사용자의 역량을 계발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
어를 10년 이상 제공해 왔습니다. 
SAP는 이번에 직원 업무 성과 지원 분야에
서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라
는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를 통한 가치 창출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는 고
객이 SAP 솔루션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도
록 지원한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
니다.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로 인해 이제 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상황에 맞는 사용자 도움말, 시뮬레이션, 
신속한 e-learning, 테스트 스크립트 및 프
로세스 문서를 작성, 편집, 배포할 수 있습
니다. 고급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지원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요구사항
이 까다롭지 않고 신속하게 배포 옵션을 활
용할 수 있어서 IT 비용을 절감하고 램프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는 해
당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에 속

하면서도 쉽게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성과 지원 기능 개발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는 진
정한 확장성을 지닌 제품으로서, 핵심 기능
과 선택적 익스텐션을 함께 활용하여 해당 
전문가, 컨텐츠 개발자, 프로젝트 책임자 
및 변경 및 학습 관리자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에 
이상적인 솔루션이며, 귀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Enterprise 및 Desktop 에디션이 제공
됩니다.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ENTERPRISE EDITION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Enterprise Edition에는 Producer와  
Manager라는 2개의 역할 기반 옵션이 있
습니다. 이 둘은 긴밀하게 통합되고 확장되
어 전체 컨텐츠 수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참고로 Producer와 Manager는 각각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Producer
Producer는 원하는 컨텐츠와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생성, 편집,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roducer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하나
의 트랜잭션을 진행하는 것만큼 간단합니
다. 각 단계를 매우 정확하게 자동으로 글
로 기록하고, 스크린샷과 설명 텍스트를 추
가하며, 각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편집이 가
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문서가 만들
어집니다. 

또 컨텐츠를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
어 권한도 독립 실행형 도구와 비슷하거나 

훨씬 많습니다. Producer의 최신 기능에는 
TTS 전환, 오디오 녹음 및 편집, Microsoft 
PowerPoint 가져오기 및 광범위한 미디어 
추가 등이 있으며, WYSIWYG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이러한 제어 권한을 손쉽게 실
행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는 감사 및 규정 준수 문서를 비롯
해 여러가지의 표준 출력 결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손쉽게 맞춤형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Producer를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완
벽하고 정확하게 Recording할 수 있습니
다. 화면에 있는 항목들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Recording할 수 있을 정도의 오브젝
트 인식 기능이 SAP 소프트웨어에 맞게 최
적화되었으며,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 줍니다. 심지어 선택적 
서비스 계약을 통해 Recording 전용 애플
리케이션에 맞게 성능을 강화할 수도 있습
니다. 그 결과 SAP 애플리케이션과 뛰어난 
호환 능력을 갖추게 되고, 편집과 서식 재
설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며, 시뮬레이션과 
문서를 더 정확하게 작성하고, 더 안정적인 
성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Producer의 True Rerecording 
기능은 규모가 큰 다국적 내지는 다문화 기
업에 특히 이상적입니다. True Rerecording 
기능은 한 언어로 작성된 Recording 내용
을 작성자의 추가적인 작업없이 자동으로 
다른 언어로 다시 생성하며 그 결과, 2차 
언어로 작성된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True 
Rerecording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작은 변경사항을 문서화할 때도 매우 유용
합니다. 그저 문서를 다시 Recording해서 
게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가이드 기
반 Rerecording" 기능만 제공하는 경쟁 제
품들은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Recording하는 것이
나 다름 없습니다. 37개의 언어로 자동 
Rerecording이 가능한 SAP 소프트웨어는 
명실공히 이 분야의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
고 있습니다. 

Producer에는 또한 컨텐츠를 상황에 맞
는 사용자 도움말로 쉽게 변환하는 
"context configurator" 기능이 있습니다. 
SAP 솔루션에 대한 컨텍스트가 설정되어 
컨텐츠에 배포되면, 최종 사용자는 SAP 도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문서, 상황에 맞는 도움말, 테스트 스크립트 및 신속한 
e-learning을 매우 쉽게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그 결과 SAP 솔루션 소유 비용을 절감하고 SAP 솔루션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움말 메뉴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
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roducer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로젝트
가 요구하는 만큼의 Producer 사본만 있으
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 500명
당 컨텐츠 작성에 필요한 권장 사본 수는
2개입니다.

Manager
Manager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서버 기반
의 컨텐츠 수명 주기 협업 및 관리 시스템
입니다. 컨텐츠 작성, 편집 및 승인과 관련
된 모든 이에게 정교한 워크플로우와 프로
젝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단 몇 번
의 클릭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
니다.
 • 사용자, 역할, 권한 및 조직 단위를 생성
하고 관리

 • 선진 사례 개발 워크플로우 및 우선순위
를 설정

 • 마일스톤과 프로젝트 상태를 설정
 • 팀에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함 

이 모든 작업이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직관
적인 웹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Manager는 또한 정교한 버전 관리 기능
도 제공하여 누가 어떤 컨텐츠를 언제 사용
했으며 어떻게 변경했는지를 정확하게 기
록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전 사용 버전
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Manager는 워크플로우와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넘어 Producer로 작성한 e-learning 
과정에 대한 호스트 역할을 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Manager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
여, 제공되는 수업 내용을 살펴보고 한 곳
에서 이러한 모든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learning manager가 로그인
하여 학습 기록을 선택하고 수업이나 시뮬
레이션의 개별 단계에서 보여 준 사용자의 
학습 성과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에 대한 상
세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소
프트웨어를 SAP User Experience  
Management application by Knoa(별도 
판매)와 함께 사용하면, 기업은 교육기간 
동안의 실제 성과면에서 사용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부서에서는 교육 내용을 세밀하게 조
정하고 사용자의 역량을 계발하는 데 필요
한 확실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용 Instant Producer를 통해 
녹음
해당 전문가가 컨텐츠 작성자와 마주 앉아 
사용자 트랜잭션을 문서화할 시간을 마련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가 상
당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라이센스에 포함된 Instant 
Producer를 통해 해당 전문가는 편리한 시
간에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컨텐츠 작성으

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stant Producer는 
이러한 전문가와 기타 최종 사용자에게 
Producer 사용 방법에 대한 별도의 학습 
없이도 매우 정확한 문서화와 시뮬레이션
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
롬프트 중심의 철저하게 직관적인 환경으
로, 즉각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문 개발자에
게 추가 편집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 수
준의 서식이 지정된 출력물을 작성합니다. 
또 해당 전문가가 Recording 시 개발자와 
학습자에게 보내는 메모를 포함할 수도 있
습니다.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DESKTOP EDITION

현지화 컨텐츠를 만드는 팀과 함께 더 많은 
고객을 위해 SAP Education은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 Desktop Edition을 
제공합니다. 이 에디션에는 하나 이상의 
Producer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구사
항에 따라 각 기명사용자에 대해 Instant 
Producer용 라이센스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Navigator의 출력 내용을 특정 사용자에 알맞게 대상화
하여 상황에 맞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중요한 
정보, 조사 결과 또는 애플리케이션별 메시지를 사용자 
커뮤니티에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www.sap.com/korea/contactsap

이터 관계와 관련해서도 사용자에게 메시
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상
황에 맞게 중요한 규정 준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는 
S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 
유지, 발전시키려는 기업에 이상적입니다. 
SAP Workforce Performance Builder를 사
용하여 Best-Run 기업이 되어 보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SAP 담당자에게 문의
하거나 www.sap.com/services/education
/softwareproducts/performance-builder를 
방문하십시오.

사용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최상의 선택: 
NAVIGATOR

규모가 큰 기업이나 규제가 많은 기업의 경
우, 최종 사용자 수준에서 상황에 맞는 세
부 정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를 제공하는 Navigator를 선호할 것입니다. 
Navigator는 어느 소프트웨어 버전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컨설팅 계약을 
통해 구성 또는 설정되었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옵션은 새로운 프로세스, 복잡한 
프로세스, 변경된 프로세스 또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안전
하게 안내합니다. 심지어 신규 사용자마저
도 신속하게 기본적인 프로세스 수행 방법
을 습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움말 메뉴
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Navigator를 통해 중요 필드에 유효한 
값을 추천하고 필드, 양식 및 테이블에 가
능한 입력값의 예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는 숙련된 트랜잭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
니다. 필수 필드, 가이드라인 및 중요한 데

www.sap.com/korea/contactsap
TEL. +82.2.219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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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R/3, SAP NetWeaver, Duet, PartnerEdge, ByDesign, 
SAP BusinessObjects Explorer, StreamWork, SAP HANA 및 본 문서에 
언급된 기타 SAP 제품, 서비스와 해당 로고는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SAP AG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Business Objects, Business Objects 로고, BusinessObjects, Crystal 
Reports, Crystal Decisions, Web Intelligence, Xcelsius 및 본 문서에 
언급된 기타 Business Objects 제품, 서비스와 해당 로고는 Business 
Objects Software Lt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Business 
Objects는 SAP 회사 중 하나입니다.

Sybase, Adaptive Server, iAnywhere, Sybase 365, SQL Anywhere 및 
본 문서에 언급된 기타 Sybase 제품, 서비스와 해당 로고는 Sybase,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Sybase는 SAP 회사 중 하나입니다.

Crossgate, m@gic EDDY, B2B 360° 및 B2B 360° Services는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 Crossgate AG의 등록 상표입니다. Crossgate는 
SAP 회사 중 하나입니다.

기타 언급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각각의 해당 기업의 상표입
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
다. 국가별 제품 명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SAP AG 및 계열사(“SAP 그룹”)에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어
떠한 것을 진술 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SAP 그룹은 이 문서의 오
류나 누락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AP 그룹 제품 및 서비
스 대한 유일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보증서
에 명시된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의 
근거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www.sap.com/services/education/softwareproducts/performance-builder
http://www.sap.com/korea/contactsap
www.sap.com/services/education/softwareproducts/performance-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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