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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Review
ALV GRID 컨트롤 생성 과정

•

ALV 목적 : 리스트 화면에 데이터를 조회, 조회된 데이터를 수정/변경하는 목적

•

•

Function ALV, GRID ALV, SALV

1.

스크린에서 Customer Control 생성 (MY_CONTROL)

2.

SAP 컨테이너 참조 변수 생성

ALV 생성 : 화면에 추가할 ALV GRID Control Instance 생성

3.

SAP 컨테이너 오브젝트를 스크린의 Customer Control과 연결하여 생성

-> CREATE ALV Field, 화면에 보여줄 Data SELECT

4.

ALV GRID 참조 변수를 생성하여 SAP 컨테이너 위에 올린다.

•

-> CALL <set_table_for_first_display method>
•

ALV 화면에 보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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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 GRID 컨트롤 생성 과정

1주차 Review
- SAP Container 생성
: 스크린 209에 Custom Control 생성 ,

1.

스크린에서 Customer Control 생성 (MY_CONTROL)

2.

SAP 컨테이너 참조 변수 생성

3.

SAP 컨테이너 오브젝트를 스크린의 Customer Control과 연결하여 생성

Container 인스턴스 생성. 스크린에 생성한

4.

ALV GRID 참조 변수를 생성하여 SAP 컨테이너 위에 올린다.

Custom Control 지정. + 에러 메세지)

SAP Container 생성
( 18- cl_gui_custom_container 호출 -> SAP

- ALV GRID Control 생성
( 31- CREATE OBJECT 구 문

이 용 하 여

cl_gui_alv_grid 참조하는 ALV GRID Control 인스
턴스 생성, 33- i_parents는 화면 조회되도록 스크
린과 연결하는 sap 컨테이너 지정 + 에러 메세지 )

- ALV display method 호출
( 42 – CALL METHOD. 파라미터 지정, 화면
에 나타낼 데이터 테이블 지정 + 에러 메세

ALV GRID 컨트롤 참고하는 객체 변수 선언
화면에 보여줄 요소 선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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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 기능구현

1주차 Review


DATA SELECT (New Open SQL 사용)

프로그램 실행 후 왼쪽 상단 실행 마크 클릭 -> ALV 실행
Statu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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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 DESIGN ( ALV Method / Grid )

2주차 Review

ALV Method : ALV 조회, ALV Refresh, ALV Sort처럼 객체의 행위 수행

<set_table_for_first_display> METHOD

: ALV GRID 컨트롤 인스턴스를 아웃풋 테이블에 조회하게 함

<주요 PARAMETER>
- i_structure_name 파라미터 : 구조체 지정
- is_variant 파라미터 : ALV LIST Variant(변형), 필드 순서나 정렬 관련_레이아웃
- i_save 파라미터 : 옵션 X; Global 레이아웃 세팅 가능
U; 특정 사용자에 의해 세팅 가능
A; X와 U 모두
- i_default 파라미터 : 사용자가 Default 변형 저장 유무 결정(X)
- is_layout 파라미터 : ALV GRID 컨트롤의 화면 속성 정의
- it_outtab 파라미터 : 조회될 데이터의 아웃풋 테이블 정의

- it_fieldcatalog 파라미터 : 조회될 데이터 타입 및 테이블의 구조 결정
- it_toolbal_excluding 파라미터 : 버튼 숨기는 기능

24~26라인: ALV 매서드(레이아웃, SORT기능)

- it_sort 파라미터 : ALV 실행시 데이터가 정렬이 된 상태로 조회되도록 설정

위한 필드 추가

38 라인: 레이아웃 저장 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위해 소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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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V 매서드 (38라인~)
구조체 ‘SBOOK’지정

- 레이아웃 세팅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
레이아웃 변형 기능을 위해 소스 추가
is-layout, it_outtab 기술

14 라인: 레이아웃 선택 기능을 위한 필드 추가

Sort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

27~36 라인: 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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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 DESIGN ( ALV Method / Gr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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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V GRID Element
- Output of Exception : 신호등 표시
- Coloring Row : 라인 색상 지정

- Coloring Cell : 셀 색상 지정
- Displaying cell as Pushbutton : 셀을 버튼으로 보이게 함

• 인터널 테이블 (OUTPUT)에 기능 표시할 필드를 TYPE C로 추가
-> 필드 설정 -> 색 지정과 같은 기능 지정

- ALV GRID Element

8~9, 15라인: Output of Exception, Coloring Row, Coloring Cell을 위한 필드 추가
인터널 테이블 (OUTPUT)에 기능 표시할 필드를 TYPE C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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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 DESIGN ( ALV Method / Grid )

- ALV GRID Element (Loop)
15~21라인: 정해진 수에 따라 신호등 색의 변화 기술
23~25라인: 색의 변화 기술

27~41라인: Cell 색의 변화 기술
-> MODIFY, CALL SCREEN 209

2주차 Review

Output of Exception, Coloring Row, Coloring Cell을 위한 소스 추가
_Subroutine으로 따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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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설정

프로그램 실행 후 왼쪽 상단 실행 마크 클릭 -> (오른쪽) ALV 실행

ALV Disign 변경. 레이아웃 변경/저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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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ing Using Subroutines

• Modularization :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들을 특정한 단위(모듈)로 쪼개어 디자인
하는 기술
-> 공통적인 부분을 재사용 -> 유지보수 쉬워지고 가독성이 향상
•

2주차 Review
- Call by Value : Actual Parameter와 Formal Parameter가 물리적으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위치 -> Actual Parameter와 Formal Parameter의 값만 복사 받
아 사용.

Modularization 방식

Subroutine, Function Module, BAPI, Class & Method

•

Subroutine (PERFORM, FORM~ENDFORM)

: PERFORM 구문으로 호출 -> FORM 구문으로 프로그램 내/외부에서 호출
- Subroutine Parameter
: 호출하는 구문과 호출받는 구문 사이의 주고 받는 값. 일반적인 Local 변수와 같음.
호출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Actual Parameter, Subroutine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는 Formal Parameter. PERFORM의 USING, CHANGING 구문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Subroutine과 그 순서를 같게 지정해야 한다.
- Subroutine Parameter 전달방법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and Result

글로벌 변수 gv_val의 현재 값이 서브루틴 내의 파라미터 p_val에 복사된다. 변수와
파라미터는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있으며, 값만 복사된 것이다. FORM 구문에
TYPE을 명시하는 것을 Exact Typing이라고 하며 ‘TYPE ANY’와 같은 구문으로 파
라미터 타입이 런타입 시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Generic Typ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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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Review

- Call by Reference

- Call by Value and Result

: 물리적으로 같은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여 넘겨주며 같은 주소이다. (주소만 참조)

: 변수의 값을 넘겨주고 받는 구문에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변경된
값을 되돌려 준다. 물리적으로는 다른 영역을 사용한다.

첫 번째 WRITE 구문: gv_val 변수를 선언할 때 지정 VALUE 값이 출력
두 번째 WRITE 구문: FORM 구문에서 변경한 문자열이 출력
CHANGING이나 USING 이후에 VALUE()를 쓰지 않음. 주소만을 참조.

정수 타입 변수 3개를 선언하고, FORM 구문 내에서 더하기를 수행 후 출력
하는 프로그램.
서브루틴이 종료되면 결과값을 다시 Actual Parameter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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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 Event

• ALV EVENT : ALV GRID에서 사용자의 액션에 반응하는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

3주차 Review

<Event>
• DOUBLE_CLICK

<클래스 간에 이벤트 등록하는 순서>

: ALV 화면을 조회하여 셀을 더블클릭하여 이벤트 실행

1. 이벤트 선언

• HOTSPOT_CLICK

;클래스 빌더(SE24) - CL_GUI_ALV_GRID 조회 – 선언할 이벤트 확인가능

: Hotspot으로 선언된 칼럼을 마우스로 클릭할 때에 반응하는 이벤트. 해당 칼럼은 필

2.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드 카탈로그 선언 시 Hotspot 속성으로 선언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내에서 이벤트 발생했을 때 반응하기 위한 클래스 정의, 이벤트 핸들러 메서 • Toolbar
드 선언

: ALV 기본 제공 아이콘 이외의 아이콘 추가 (Refresh버튼)

3.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등록

• USER COMMAND

;이벤트 실행을 위한 등록 -> 이벤트 호출 -> 이벤트 실행

: Toolbar에서 추가된 아이콘에 기능을 추가하는 이벤트 (Refresh버튼에 기능부여)
• onDrag, onDrop
: ALV GRID 내에서 Drag&Drop 수행할 때 작동하는 Drag 관련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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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 Event

3주차 Review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기술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DEFINITION)

(INPLEMENTATION)

PUBLIC SECTION에 메서드를 선언한다.
클래스를 참고하는 객체 참조 변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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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아이콘 구현

CREATE OBJECT 구문으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등록.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액션을 취할 경우 프로그램 수행
<프로그램 실행 화면>

프로그램 실행 후 왼쪽 상단 실행 마크 클릭 -> (오른쪽) ALV 실행

셀 두번 클릭 ->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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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_Function Module

• Function Module
: SAP 시스템의 Function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서브루틴.
목적은 재사용성(Resuability)과 기능별로 모듈화에 있음. 데이터를 Import하고
Export할 수 있는 파라미터와 Changing 파라미터, 인터페이스가 있음.

3주차 Review
Function Group ZFG01_09, Function Module ZFM01_09 생성.
Import 파라미터 생성
(사용자로부터 입력받

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라미터)

Export 파라미터 생성
(Function Module 에
• Function Group
: Function Module을 모아 놓은 Container. 직접 실행할 수 없고 Function을 호출하
였을 때, 시스템은 호출한 프로그램의 Internal 세션 안으로 전체를 로드한다. 이것은

서 abap 프로그램으로
값을 전달하는 목적으
로 사용 되는 파라미터)

Function Group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스크린을 생성해서 호출하고, PERFORM
Subroutine 등으로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처리 (0으로 나누

(se37로 가서 Goto - Function Groups - Create group 선택)

는 경우 에러 방지)

• Function 호출할 때 Input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Function 수행 결과를 Output 파
라미터로 받게 된다. Function은 Function Group에 소속되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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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zation_Function Module

3주차 Review
생성한 Function Module은 Program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립트 작성, Activation.
(Function Module 전 에
Function

Group

먼 저

Activation 필수.)

Function Module 실행 테
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Impotr 파라미터 입력 후
왼쪽 상단 실행 마크 클릭
하면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
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