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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 SCREEN
-

SELECTION SCREEN : 유저와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화면이
다.

-

SELECTION SCREEN은 사용자와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한 INPUT 필드와 같이
선택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 PARAMETERS
-

PARAMETERS :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도록 Input 필드를 정의한다.

-

TYPE을 정의하지 않으면 기본 CHAR 1자리 TYPE이 정의 된다.

-

PARAMETERS에 입력된 값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SELECT 구문의 조건 등에

파라미터 옵션

사용된다.
-

파라미터는 1개의 값만 입력 받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다.

실행 결과

파라미터 옵션

① DEFAULT ‘A’ : 기본값을 세팅함.
② TYPE CHAR10 : Data Type을 정의함.

⑥ AS CHECKBOX : CHECK BOX로 표현함.

①
②
③
⑤
⑥

⑦ RADIOBUTTON GROUP radi : 라디오 버튼으로 표현함. ( 두개 이상의 필드를

⑦

③ LENGTH N : TYPE C, N, X or P에만 적용되며, 길이를 정의함.
④ NO-DISPLAY : 화면에 보이지 않음.

⑤ OBLIGATORY : 필수 필드로 지정함.

Radio Group으로 선언해야 함 )

④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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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OPTIONS

- 선택 테이블 '<seltab>'의 각 행은 관계 연산자 중 하나를 사용하여 조건을 공식화
한다.
- 이 내부 테이블에는 다음과 같은 열이 있다.

- SELECT-OPTIONS는 2개의 입력 필드를 통해 다양한 조건 값을 입력 받을 수
있다.
- SELECT-OPTIONS은 FOR 구문과 항상 함께 사용해야 하며, FOR 문 다음에 올
수 있는 값은 TABLES로 선언된 테이블 필드명이나 DATA로 선언된 변수이어야

한다.

- Goto

Text Elements

Selection Texts를 선택하면 파라미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

택 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

✓ Possible Values for SIGN and OPTION

- SELECT-OPTIONS 는 이름 제한이 매개 변수와 8자로 동일한 선언적 언어 요소
이다.
- SELECT-OPTIONS 는 단일 입력 필드 대신 값 범위 및 복합 선택 항목을 사용
할 수 있다.

- 이 키워드는 표준 구조 및 헤더 줄이 있는 내부 테이블 <seltab>을 생성한다.

- Selection set은 모든 제외 항목을 뺀 값을 포함한 모든 항목의 조합이다.
- SELECT-OPTION에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행을 반환
한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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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OPTIONS 옵션
① DEFAULT g : 기본 값을 세팅함.
② DEFAULT g .. OPTION op .. SIGN s : OPTION과 SIGN을 지정함.

{ OPTION : EQ(같다), BT(사이 값), NB(사이 값 제외), GE(이상), LE(이하),
GT(초과), LT(미만), NE(같지 않다)
SIGN : Inclusive(I), Exclusive(E)

}

③ DEFAULT g TO h : SELECT-OPTION의 LOW 값에서 HIGH 값을 지정 구간 값을 지정함.
실행 결과

④ OBLIGATORY : 필수 필드로 지정함.
⑤ NO-EXTENSION : 버튼을 제거함.
⑥ NO INTERVALS : HIGH 값을 제거함.
⑦ VISIBLE LENGTH vlen : 필드의 일부 길이 까지만 화면에 보이게 설정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3

- 01주차

Programming ABAP Reports

• SELECTION-SCREEN
- PARAMETER와 SELECTION-OPTION을 사용하면 ABAP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필드 내역과 길이를 조절하여 화면(SELECTION SCREEN)을 생성한다.
• SELECTION-SCREEN 옵션

- 시스템이 생성하는 화면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화면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고 싶
으면 SELECTION-SCREEN구문을 이용하면 된다.

SELECTION-SCREEN 옵션

① SELECTION-SCREEN BEGIN OF LINE : 파라미터를 여러 개 묶어서 한 라인으로
SELECTION-SCREEN END OF LINE

생성함.

② SELECTION-SCREEN POSITION pos : SELECTION-SCREEN BEGIN OF LINE 블록 안에서 파

• 실행 결과

라미터의 위치를 지정함.
③ SELECTION-SCREEN SKIP n : 빈 라인을 n개 삽입함.

④ SELECTION-SCREEN BEGIN OF BLOCK b : PARAMETER, SELECT-OPTIONS 등
SELECTION-SCREEN END OF BLOCK b.

블록 형성

①, ②

③

( 뒤에 WITH FRAME 붙이면,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고, Title을 붙이면, 프레임의
TITLE을 추가할 수 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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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 Screens as Subscreens

Tabstrips on Selection Screens

- Selection Screens를 Subscreens 로 정의한 다음, 다른 화면에 탭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시스템은 각 subscreen 과 주변 selection screen 에 대해 'AT SELECTION-SCREEN
- Tabstrips 를 사용하면 필드를 논리적으로 더 잘 그룹화할 수 있으므로 대형
Selections Screens 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
- Tabstrips 으로 Selection Screen 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의 해야 한다.
✓

Tabstrips이 있는 Selection Screen의 Subscreen 영역

✓

개별 tab 타이틀

✓

Selection Screens의 각 탭에 대해 서브스크린으로 사용

OUTPUT' 및 'AT SELECTION-SCREEN' 이벤트를 처리한다.
- sy-dynnr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현재 처리 중인 선택 화면 또는 구독 화면 확인할
수 있다.
- subscreen 으로서의 selection screen 의 정의는 'SELECTION-SCREEN BEGIN OF
SCREEN <dynnr> AS SUBSCREEN [NESTIONG LEVEL <m>] [NO INTERVALS]’ 으로
시작한다.

- 동일한 정의는 'SELECTION-SCREEN END OF SCREEN <dynnr>'으로 끝난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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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 Screen Versus Dynpro Events에 대한 ABAP Events

Selection Screen의 Buttons

- Selection Screen 에서 버튼을 생성하려면 SELECTION SCREEN PUSH BUTTON
문을 사용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버튼은 새 라인에 배치되지 않는다.
- 명시적인 줄 바꿈을 삽입하려면 위치 및 길이 사양과 함께 슬래시를 추가하면
된다.
- 버튼의 이름과 사용자 명령을 지정해야 한다.
- 버튼에 표시될 텍스트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 이 작업은 INITIALIZE(초기화) 중에 버튼에 지정하는 텍스트 기호를 사용하여 수
행할 수 있다. 또한 'ICON_CREATE' 기능 모듈을 사용하여 텍스트와 아이콘을 생
성할 수 있다.
- 사용자가 버튼을 선택하면 시스템은 할당된 사용자 명령을 트리거하고
sscrfields-ucomm 필드에 사용자 명령을 배치한다. 이 필드에 액세스하려면 프

로그램에 sscrfields 문을 포함해야 한다.

- Selection Screen 은 ABAP 문을 기반으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특수 화면이다.
- 표준 화면 프로그래밍의 경우, 프로세스 로직은 각 화면에 대해 다음 이벤트에서 구현될
수 있다.

❖ Process Before Output (PBO)

- 화면이 표시되기 직전이다.

❖ Process After Input (PAI)

- 화면이 표시된 직후이다.

- Selection Screen에 대한 이벤트와 동등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Process Before Output (PBO)

- AT SELECTION-SCREEN OUTPUT

❖ Process After Input (PAI)

- AT SELECTION-SCREEN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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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Display (ALV)
- ALV 는 SAP 쿼리와 같은 다양한 표준 보고서 및 보고 도구에 사용된다.

• ALV
- ‘ABAP List Viewer’ 의 약자로 리스트 화면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회된 데이터

를 수정/변경하는 목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 데이터 구조와 인터널 테이블만 활용해서 단시간 내에 리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ALV의 특징
- 정렬의 기능이 있다.

- 열의 크기 변경 가능하다.
- Layout 변경 가능하다. (원하는 데이터만 화면 출력 가능)

- ABAP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 ALV 에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쇄와 같은 여러 상호적인 표준 기능이 있
다.

- 프로그래머로서 이러한 표준 기능을 숨기거나 조정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 SAP NetWeaver 2004에 ALV Object Model (ALV OM)이 도입되었다.

- ALV OM 은 비계층적 목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출력 양식을 제공한다.

❖ Full screen

❖ Embedded in a container ( Subscreen 컨테이너의 일부만 채우기 )
❖ Classic ABAP list

- 더블클릭에 의한 추가 정보 제공할 수 있다.
- 기본적인 계산 수행 기능이 있다. (필드에 대해 데이터의 합, 최대/최소값 계산)
- Excel 등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Word, Spreadsheet, Local File로 저장)

• ALV 종류
- ALV에는 크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GRID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
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방식은 내부적으로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SALV (New ALV)도 존재한다.
- 개발된 순서는 Function ALV -> GRID ALV -> SAL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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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pplication toolbar

- 일부 표준 기능은 응용프로그램 도구 모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구현

할 필요가 없다.

1. Details
- Details 함수는 모달 대화 상자에 선택한 행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한다.

② List Header
② 클릭

① 행 선택

③ Data

출처 : https://sapforbeginner.wordpress.com/2014/09/02/add-title-header-to-alv-report/

1. Application toolbar
- Toolbar는 제일 맨 위의 영역에 표시된다. 호출 프로그램은 개별 기능 또는 전체 Toolbar
를 숨길 수 있다.

2. List Header

( 필수 X )

- 호출 프로그램은 Toolbar 아래에 단일 줄 목록 헤더를 표시할 수 있다.

3. Data
- Data 영역은 헤더 아래에 있다. 데이터 영역에는 자체 구조가 있다.

2. Sort ascending

or descending

③ 데이터 표시

-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한 열을 기준으로 목록의 내용을
표시한다.
- 대화 상자에서 여러 열을 정렬에 사용되는 순서대로 지정할 수 있다.

3. Search
- 검색 기능은 검색 용어와 검색 순서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Set filter
- Set filter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한 필터 기준에 따라 데이터 집합 표시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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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tal

8. Views: Output List
- Views: Output List 기능은 인쇄 미리 보기를 표시한다.

- Total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한 숫자 열의 총계, 산술 평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표시

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Subtotal
- Subtotal 기능은 사용자가 숫자가 아닌 열을 선택하여 정의하는 데이터 그룹의 소계
를 표시한다.

9. Export
- Export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치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

10. Layout
7. Print
- Print 기능을 누르면 표준 인쇄 대화 상자가 열린다.

- Layout 기능을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현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11. Graphic
- Graphic 기능은 목록의 데이터가 포함된 그래픽 편집기를 연다.
- 사용자는 다른 처리 옵션을 두 번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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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on of a GUI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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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 Status Creation

- Status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PBO 모듈에서 Status 이름을 두 번 클릭 하는
것이다.
- SET PF-STATUS 문에서는 Status 이름을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

- 상태 유형에 따라 Status의 기술적 특성이 결정된다.
- 일반 Screen Status 또는 Dialog box Status를 선택할 수 있다.
- 상황에 맞는 메뉴는 사용자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할 때 표시되는 특수 기
능 모음이다.

- GUI 상태는 메뉴 모음, 표준 도구 모음, 응용 프로그램 도구 모음 및 기능 키 설정
으로 구성된다.
- 메뉴는 화면 상단에 있으며 하위 메뉴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의 모든 화면에서 시
스템과 도움말 메뉴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메뉴에는 항상 동일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메뉴를 변경하거나 숨길 수 없다.
- 표준 도구 모음에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에 대한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다. 도구 모음

• Possible Minimal Status
- BACK, CANCLE, EXIT 기능을 활성화 해서, 이러한 기능을 표준 도구 모음에 포함시켜
해당 기능 키에 자동으로 할당하고 메뉴에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의 기능 코드에 대한 배열, 모양 및 할당은 SAP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되며, 비활성
함수가 회색으로 표시된다.

- 응용 프로그램 도구 모음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기능 키 설정은 특정 기능에 할당된 기능 키를 정의한다.
- 화면에 별도의 제목 표시줄 객체를 사용하여 설정된 제목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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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_VARIANT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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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V 메서드
❖ set_table_for_first_display
- set_table_for_first_display 메서드는 ALV GRID 컨트롤 인스턴스를 아웃풋 테이블
에 조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메서드이다.
- set_table_for_first_display 메서드를 호출할 때 다음 구문과 같은 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이전에 테이블을 정렬하거나 필터링하는 기능들을 사
용할 수 있다.

1) I_STRUCTURE_NAME 파라미터

- 리스트 변형은 조회된 화면에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고, 정렬하는 것과 같은 일련
의 작업을 하나의 변형으로 저장하여 다음 조회시에도 같은 포맷으로 조회될 수 있
도록 한다.

3) I_SAVE 파라미터
- ALV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사용자별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 기본 세팅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I_SAVE 매개 변수에 다음과 같은 값을 할당할 수 있다.
‘U’ : 사용자는 본인 ID의 레이아웃 변형만 저장할 수 있다.

‘A’ : 사용자가 글로벌 레이아웃 변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아웃풋 테이블의 형태를 만들려면 SFLIGHT와 같은 ABAP Dictionary 구조체 이름
을 입력하면 된다.
-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면 필드 카탈로그는 구조체에 맞게 자동으로 생성된다.
‘X’ : 사용자는 사용자별 및 글로벌 레이아웃 변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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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T_TOOLBAR_EXCLUDING 파라미터
Programming ABAP Reports

- IT_TOOLBAR_EXCLUDING 파라미터는 ALV GRID 컨트롤에서 숨기고 싶은 버튼이 있
는 경우에 사용한다.

4) I_DEFAULT 파라미터
- I_DEFAULT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Default(기본값) 변형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하게 한다.
❖ ‘X’ : Default 변형을 저장할 수 있다.

8) IS_LAYOUT 파라미터
- IS_LAYOUT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합계 금액을 보여주거나 줄무늬 패턴으로 조회 되
도록 하는 등 ALV GRID 컨트롤의 화면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IS_LAYOUT 옵션 (일부)

• CWIDTH_OPT : 칼럼의 길이를 지정한다.

❖ ‘SPACE’ : Default 변형을 저장할 수 없다.

➢ CWIDTH_OPT = ‘ ‘ 일 경우

5) IT_OUTTAB 파라미터
- IT_OUTTAB 파라미터는 ALV에 조회될 데이터를 가지는 인터널 테이블을 지정하는
파라미터이다.

➢ CWIDTH_OPT = ‘X‘ 일 경우

• GRID_TITLE : 타이틀 바의 내역을 지정한다.

Title Bar

6) IT_FIELDCATALOG 파라미터
- IT_FIELDCATALOG 파라미터는 조회될 데이터의 타입 및 아웃풋 테이블의 구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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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T_SORT 파라미터
Programming ABAP Reports

• SEL_MODE : Selection Mode를 세팅한다. (A, B, C, D, SPACE)

- ALV 실행 시 데이터가 정렬이 된 상태로 조회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 IT_SORT 파라미터는 LVC_T_SORT 타입으로 선언된 인터널 테이블을 선언하여 이
테이블에 정렬하고자 하는 필드를 추가하면 된다.

Selection Column

( LVC_T_SORT에서 ‘T’는 테이블을 의미하며, LVC_S_SORT에서 ‘S’는 구조체를 의미한다.)

- SORT 테이블의 옵션 중 Subtot는 정렬 필드 기준으로 합계 금액과 전체 합계 금

액을 보여주도록 해준다.
• IT_SORT의 주요 속성
➢ SEL_MODE= ‘A‘ 일 경우

➢ SEL_MODE= ‘B‘ 이거나, ‘SPACE‘ 일 경우

❖ SPOS : 정렬 순서를 지정한다.
❖ FIELDNAME : 정렬이 필요한 필드명을 지정한다.
❖ UP : 오름 차순 정렬을 설정한다.

❖ DOWN : 내림 차순 정렬을 설정한다.

➢ SEL_MODE= ‘C‘ 일 경우

➢ SEL_MODE= ‘D‘ 일 경우

• ZEBRA : 라인 단위별로 줄무늬 패턴을 세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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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호출

Programming ABAP Reports
by Pattern

5. 실제 파라미터를 완료하고 예외 처리를 프로그래밍한다.

• METHOD 호출

by Drag and Drop

- 전역 클래스를 표시한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메서드를 편집 영역으로
끌어다 놓는다.
- 글로벌 클래스에서 메서드 호출을 구현하려면 끌어서 놓기 또는 ABAP Object

Pattern을 사용하면 된다.
- ABAP Object Pattern 을 사용하여 호출 메서드 문을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
행하면 된다.

- 그러면 signature parameters 와 exceptions를 포함하는 호출 메서드 ABAP 문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서 현재 커서 위치에 삽입되고, 선택적 parameters 및
exceptions가 설명으로 삽입된다.
- 그런 다음 이 값 대신 참조 변수의 이름을 추가하고 실제 파라미터를 완성한 다음
예외 처리를 프로그래밍하게 된다.

1. Pattern을 고른다.
2. Insert Statement dialog box에서 ABAP Objects Patterns를 선택한다.
3. 다음 화면에서 호출 방법 radio button을 고른다.

4. Instance, Class or Interface, Method와 같은 데이터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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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V GRID에서 강조하고 싶은 라인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
다.

• ALV GIRD 요소
1. 신호등(Exceptions) 처리
- Exceptions는 경곗 값을 가지는 필드를 구간에 따라서 그래픽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게 한다.
➢

내부값 : 3

➢

내부값 : 2

➢

내부값 : 1

- ' ALV Grid '에서 선의 색상을 변경하려면 데이터 테이블에 선의 색상을 나타내는 코
드가 포함된 파일을 추가하면 된다.
- 위의 예시에서는 길이가 4인 문자 필드이다.
- 그 다음에 내부 테이블의 행 유형 끝에 필드를 추가하면 된다. Global structure type
을 사용하여 내부 테이블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색상 열이 표시되지 않는다.
- 대신, ALV는 이를 사용하여 선을 적절하게 형식화한다.
- Include type 또는 Include structure 문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에서 로컬로 데이터 테

이블에 필요한 선 유형을 쉽게 정의할 수 있다.
- 열의 색상을 지정하는 공식은 C<color constant>10이며, 여기서 <color constant>
- 레이아웃 구조의 excp_led 필드에 ‘X’를 입력하면 표준 신호등 아이콘 대신 컬러
LED가 표시된다.

는 COL 유형 그룹의 8가지 색상 상수를 나타낸다.
- info_fname 필드에 lvc_s_layo Global Type의 구조에 대한 색상 열의 구성 요소 이름
을 입력하고, 구조를 set_table_for_first_display 메서드의 is_parameter 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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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oring Cells

3. Coloring Options

Cxyz

1/0 : Inverse on/off

1/0 : Intensified on/off

Color

- 색상을 사용하여 개별 셀을 강조 표시하려면 출력 데이터 테이블의 라인 유형을
확장하고 lvc_t_scol 유형의 내부 테이블을 추가하면 된다.

- 내부 테이블의 내용은 표시되지 않으며 출력을 제어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데이터 테이블에서 셀을 색칠하려면 필드 이름과 색상 코드를 포함하는 내부 테이
블에 셀 항목을 작성하면 된다.
X

색상

사용목적

1

gray-blue

헤더

2

light gray

리스트

3

yellow

4

blue-green

5

green

6

red

7

orange

- 셀 색상은 행 색상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
- Coloring Rows 보다 Coloring Cells를 더 많이 사용한다.

Total
key 칼럼
양호한 값을 표현하는 목적

부정적인 값을 표현하는 목적
Control level

✓ sbook 테이블의 custtype이라
✓ sbook 테이블의 class라는 필드가 'Y'이

는 필드가 'B'이면, color는 5으

면, color는 6으로, intensified는 0으

로, intensified는 1으로, inverse

로, inverse는 1로 보이도록 설정.

는 0로 보이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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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V 이벤트
- ALV GRID에서 사용자 액션에 반응하는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

1. DOUBLE_CLICK 이벤트
- DOUBLE_CLICK 이벤트는 사용자가 선택한 셀을 두번 클릭할 때, 트리거 된다.

2. TOOLBAR 이벤트
- TOOLBAR 이벤트를 이용하면, ALV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 이외에 사용
현재 선택된 칼럼 이름
현재 선택된 라인 인덱스 번호

자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 TOOLBAR 이벤트는 ALV GRID에 단순히 아이콘만 추가하는 것이고, 아이콘을 클
릭했을 때의 동작은 user_command 이벤트에서 수행하게 된다.

➢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IMPLEMENTATION 한다. 여
기에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선언하고 기술하면 된다.

➢ TYPE-POOLS ICON을 선언하여 아이콘의 시스템 ID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준다.
•

➢ 클래스를 참고하는 객체 참조 변수를 정의한다.

Flag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벤트가 호출
될 때 set_toolbar_interactive 메서드를
호출하여 툴 바를 초기화함

Toolbar의 기능을 저장하는 테이블타입의 오브젝트

➢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등록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ALV GRID의 임의의 셀을 더블클릭 했을 때, SCREEN 0012번을 호출하게 된다.

➢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IMPLEMENT한다.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선언하고 기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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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ER COMMAND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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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 COMMAND 이벤트는 앞의 TOOLBAR 이벤트에서 추가된 아이콘에 기능을
추가하는 이벤트이다.

➢ 화면에 Refresh 아이콘을 추가하는 소스를 추가한다. ICON을 설정하기 위한 스
크립트 ls_toolbar-icon = icon_refresh. 구문을 이용하려면 앞서 말했던 TYPEPOOLS ICON을 전역 변수 선언 부분에 기술 해야 한다.

➢ Refresh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다시 SELECT하고, 만약 테이블 내용이 변경

되었으면, 새로운 내용을 ALV에 조회되도록 한다.
➢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
면에 Refresh 아이콘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Refresh 버튼

➢ refresh_table_display 메서드를 이용해서 ALV GRID를 재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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