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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AP 시스템 복사 추가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AP용 시스템 복사 자동화 팩에는 SAP용 Cisco 추가 기능을 SAP 대상 시스템에 설치해야 하는
RFC 호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Cisco 소프트웨어 추가 기능은 이러한 RFC를 사용할 모든 SAP 시
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확인하려면 System > Status를 선택하고 CISCO 애드온의 소프
트웨어 구성 요소 버전을 검토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Tidal Enterprise Orchestrator 2.1 이상, SAP 및 SAP System Copy Content for
Tidal Enterprise Orchestrator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절차

SAP 추가 기능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TEO 설치 중에 ABAP 전송 데이터가 추출된 위치로 이동합니다.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Documents and Settings\user\My Documents\Cisco\Tidal Enterprise

1.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Orchestrator\Extracted Data\ABAP Transports\SAP System Copy
SAP 추가 기능 패키지 파일(.pat)을 SAP 서버의 이 위치(대상 SAP 시스템의 EPS 받은 편지
함)에 복사합니다.usr\sap\trans\EPS\in

2.

관리자 계정(*NOT* DDIC 또는 SAP*)을 사용하여 SAP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000에 로그인하
고 트랜잭션 코드 SAINT를 실행합니다.

3.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시작 단추를 클릭한 다음 SAP 가져오기 마법사의 지시에 따
라 단계를 수행합니다
.

Cisco의 추가 기능이 나타납니다.표시되지 않으면 파일이 EPS 받은 편지함 폴더에 없거나 로
그인 클라이언트가 000이 아닙니다.

4.

CISCO를 표시하는 행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필요한 대상 지원 패키지는 없지만 다음
화면에서 제공(필요한 경우)

5.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6.
패키지를 검토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7.
아니요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수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8.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작 옵션을 조정합니다.9.
설치를 계속하려면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이 단계는 대화 모드에서 최대 5분 정도 걸
릴 수 있습니다.SAP 대상 시스템에 이전 전송 전용 버전의 Cisco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다
음 창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10.



트랜잭션 코드 SAPU를 호출하고 /CISCO/ 네임스페이스 개체에 대해 원래으로 재설정을 선
택합니다.이 단계는 기존 Cisco 소프트웨어를 덮어씁니다.

11.

SPAU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창에서 실행한 다음 추가 기능 설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참
고: SPAU를 실행하려면 /CISCO/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시스템 수정 설정을 SAP
Transaction SE03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2.

설치를 계속하려면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상태/설명 상자에 적절한 메시지가 표시되
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13.

System > Status를 선택하고 Component version 아이콘(돋보기)을 클릭하여 설치를 확인합
니다.SAP 트랜잭션 SE80에는 /CISCO/TEO와 같이 /CISCO/*로 시작하는 패키지가 있어야
합니다
.

1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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