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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yangworld 
 

 
 
 
 

 
 
 

웹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자주 popup 창을 사용하여 메세지를 뿌려주거나 필요한 

싸이트를 불러올수 있다. popup 창을 띄우는 방법에는 4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각 

Method 의 용도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다. 이 Method 들은  모두 

IF_WD_WINDOW_MANAGER 데이타 유형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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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Method - CREATE_POPUP_TO_CONFIRM 

 

용도: Method to create a popup for a confirmation dialog. 

 

결과 화면: 

 
 

Popup 창을 이루기 위한 소스코드: 

 

******************************************************************** 

DATA: l_cmp_api         TYPE REF TO  if_wd_component, 

      l_window_manager  TYPE REF TO  if_wd_window_manager, 

      l_popup           TYPE REF TO  if_wd_window, 

      lt_text           TYPE         string_table, 

      ls_text           LIKE LINE OF lt_text. 

 

  l_cmp_api = wd_comp_controller->wd_get_api( ). 

  l_window_manager = l_cmp_api->get_window_manager( ). 

 

  ls_text = 'Popup_TEXT'. 

  INSERT ls_text INTO TABLE lt_text. 

 

  l_popup = l_window_manager->create_popup_to_confirm( 

             text                   = lt_text 

             button_kind            = '4'     " YES  &  NO 버튼 

             message_type           = '1'     " Information 

             close_button           = 'X'     " Have Close Button 

             window_title           = 'Window_Title' 

**             window_left_position   = '1' 

**             window_top_position    = '1' 

**             window_position        = '1' 

**             window_width           = '1' 

**             window_height          = '1' 

***             default_button         = ' ' 

***             result                 = ' ' 

              ). 

 

  l_popup->open( ). 

 

******************************************************************** 

 

 



 

 

Popup 창의 속성 

 

매개변수 참조유형 기본값 내역 

TEXT STRING_TABLE                                                                                                                                      
Text to Be Displayed 

in Dialog Box 

BUTTON_KIND 

WDR_POPUP_BUTTON_KIND 

 

                                                                                                                                     

Web Dynpro: Button 

Combina tion of 

Popup 

MESSAGE_TYPE 

WDR_POPUP_MSG_TYPE 

 

                                                                                                                                     

Web Dynpro: 

Message Type of 

Popup 

CLOSE_BUTTON 

ABAP_BOOL 

 

ABAP_TRUE  

WINDOW_TITLE STRING                                                                                                                                      Window Title 

WINDOW_LEFT_POSITION I                                                                                                                                      Window Position  

WINDOW_TOP_POSITION I                                                                                                                                      Window Position  

WINDOW_POSITION STRING                                                                                                                                      Window Position  

WINDOW_WIDTH STRING                                                                                                                                      Width of Window 

WINDOW_HEIGHT STRING                                                                                                                                      Height of Window 

DEFAULT_BUTTON WDR_POPUP_BUTTON                                                                                                                                      
Web Dynpro: Buttons 

on Popup 

RESULT IF_WD_WINDOW                                                                                                                                      

Web Dynpro: Interface 

for Confirmation 

Popup 

 



 

 

 

추가지식: 

 

예(YES) 혹은 아니오(NO) 버튼을 누를때 ACTION 구현  

 

(위의 소스코드에서  l_popup->open( ). 의 바로위에 아래의 소스를 써넣으면 된다. ) 

 

******************************************************************** 

 
******* 예<YES> & 아니오<NO> 버튼 클릭시  *********** 

  DATA: l_api TYPE REF TO if_wd_view_controller. 

  l_api = wd_this->wd_get_api( ). 

 

** 예<YES>버튼 클릭시 액션(YES)을 실행 

  CALL METHOD l_popup->subscribe_to_button_event 

    EXPORTING 

      button            = if_wd_window=>co_button_yes 

      action_name       = 'YES' 

      action_view       = l_api 

      is_default_button = abap_true. " 초기값으오 <예>가 선택되여 나타난다. 

 

** 아니오<NO>버튼 클릭시 액션(NO)을 실행 

  CALL METHOD l_popup->subscribe_to_button_event 

    EXPORTING 

      button            = if_wd_window=>co_button_no 

      action_name       = 'NO' 

      action_view       = l_api 

      is_default_button = abap_false. 

 

  l_popup->open( ). 

 

******************************************************************** 

 

위의 소스코드가 실행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뷰의 action 에서 YES 와 NO 라는 액션을 

써주어야 한다. 각 ACTION 을 DOUBLE CLICK 하여 들어가서 필요한 소스를 코딩할수 있다. 

 

 

 

 

 

 

 

 

 



 

 

두번째 Method - CREATE_WINDOW 

 

용도: Method to create a modal popup. 

 

결과 화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임의로 디자인 할수 있다. 본 

구현 예제에서는 테이블 ZPERSON 안의 일부 필드를 출력용으로 사용했다.  

 

실현절차: 

먼저 웹딘프로그램을 만들고 VIEW_1, VIEW_2 두개의 뷰와 WINDOW, WINDOW_2 

두개의 윈도우를 만든다. 다음 WINDOW 에 VIEW_1 을 EMBED 시키고  

WINDOW_2에는 VIEW_2 를 EMBED 시킨다.  

 

 

VIEW_2 의 LAYOUT 에 필요한 내용을 그려넣는다. 

 
 



 

 

소스코드: 

 

VIEW_1 의 WDDOINIT 안에 아래의 소스를 붙여넣는다. 

 

******************************************************************** 

 
METHOD wddoinit . 

 

  DATA lo_window_manager TYPE REF TO if_wd_window_manager. 

  DATA lo_api_component  TYPE REF TO if_wd_component. 

  DATA lo_window         TYPE REF TO if_wd_window. 

 

  lo_api_component  = wd_comp_controller->wd_get_api( ). 

  lo_window_manager = lo_api_component->get_window_manager( ). 

 

  lo_window         = lo_window_manager->create_window( 

  window_name            = 'WINDOW_2' "WINDOW_2를 호출해 온다. 

  title                  = 'Title' 

* close_in_any_case      = abap_true 

  message_display_mode   = if_wd_window=>co_msg_display_mode_selected 

* close_button           = abap_true 

  button_kind            = if_wd_window=>co_buttons_ok 

  message_type           = if_wd_window=>co_msg_type_none 

  default_button         = if_wd_window=>co_button_ok 

                     ). 

 

  lo_window->open( ). 

 

ENDMETHOD. 

 

******************************************************************** 

 

 

의미:  

WINDOW_2 안의 내용을 POPUP 에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즉 WINDOW_2 에 VIEW_2 를 

EMBED 하고 있기에 VIEW_2 의 LAYOUT 안의 내용이 POPUP 창안에 보여지는 것이다. 

결과화면에서 빨간색 box 안의 부분은 VIEW_2 의 Layout 안에서 구현한 것이고 실행한 프로그램은 

WINDOW 안의 VIEW_1 이다.  

 

 

 

 

 

 

 

 

 

 

 

 



 

 

Popup 창의 속성 

 

매개변수 참조유형 기본값 내역 

MODAL ABAP_BOOL ABAP_TRUE 
Obsolete(더 이상 쓸모가 없는)! Only 

Modal(양식의) Popups Are Supported 

WINDOW_NAME STRING                                                                                                                                      Name of Window 

TITLE STRING                                                                                                                                      Title  

CLOSE_BUTTON ABAP_BOOL ABAP_TRUE Set a Button for 'Cancel'? 

BUTTON_KIND 
WDR_POPUP_BUTTON_KIN

D 
                                                                                                                                     

Web Dynpro: Button Combina tion of 

Popup 

MESSAGE_TYPE WDR_POPUP_MSG_TYPE 

IF_WD_WINDOW=>

CO_MSG_TYPE_NO

NE 

Web Dynpro: Message Type of Popup 

CLOSE_IN_ANY_CAS

E 
ABAP_BOOL ABAP_TRUE 

Automatically Close Popup via (통하여) 

Window Button? 

MESSAGE_DISPLAY_

MODE 

WDR_MESSAGE_DISPLAY_

MODE 
                                                                                                                                     Web Dynpro: Display Messages in Popup 

WINDOW IF_WD_WINDOW                                                                                                                                                                                                   

DEFAULT_BUTTON WDR_POPUP_BUTTON                                                                                                                                      Web Dynpro: Buttons on Popup 

IS_RESIZABLE ABAP_BOOL ABAP_TRUE 
Obsolete! Only Modal Popups Are 

Supported 

 

 

 

 

 

 

 

 

 

 

 

 

 



 

 

세번째 Method - CREATE_EXTERNAL_WINDOW 

 

용도: Method to create an external browser window. Calls in the external browser window are not 

possible if the application is running in the portal. 

 

결과 화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Search 버튼 클릭시 웹싸이트를 불러올수 있다. 

 

 

 

구현방법: 

먼저 웹딘 프로그램을 만들고 VIEW 를 만든다. VIEW 안에 Search 라는 버튼을 만들고 

버튼의 액션 SEARCH 를 생성한다. 액션 SEARCH 안의 소스코드는 아래와 같다.  

 

Popup 창을 이루기 위한 소스코드: 

 

******************************************************************** 

METHOD onactionsearch . 
  DATA lo_window_manager TYPE REF TO if_wd_window_manager. 

  DATA lo_api_component  TYPE REF TO if_wd_component. 

  DATA lo_window         TYPE REF TO if_wd_window. 

  lo_api_component  = wd_comp_controller->wd_get_api( ). 

  lo_window_manager = lo_api_component->get_window_manager( ). 

 

  CALL METHOD lo_window_manager->create_external_window 

    EXPORTING 

      url            = 'http://www.google.co.in/' " 버튼 클릭시 불러올 웹싸이

트의 주소를 써넣는다. 

      modal          = abap_false 



 

 

      has_menubar    = abap_true 

      is_resizable   = abap_true 

      has_scrollbars = abap_true 

      has_statusbar  = abap_true 

      has_toolbar    = abap_true 

      has_location   = abap_true 

    RECEIVING 

      window         = lo_window. 

 

  lo_window->open( ). 

 

ENDMETHOD. 

 

******************************************************************** 

 

Popup 창의 속성 

 

매개변수 참조유형 기본값 

URL STRING                                                                                                                                      

TITLE STRING                                                                                                                                      

MODAL ABAP_BOOL ABAP_FALSE 

HAS_MENUBAR ABAP_BOOL ABAP_TRUE 

IS_RESIZABLE ABAP_BOOL ABAP_TRUE 

HAS_SCROLLBARS ABAP_BOOL ABAP_TRUE 

HAS_STATUSBAR ABAP_BOOL ABAP_TRUE 

HAS_TOOLBAR ABAP_BOOL ABAP_TRUE 

HAS_LOCATION ABAP_BOOL ABAP_TRUE 

WINDOW IF_WD_WINDOW                                                                                                                                      

 

 

 

 

 

 

 

 

 

 

 

 

 

 



 

 

네번째 Method - CREATE_WINDOW_FOR_CMP_USAG 

 

용도: Method to display an interface view of a used component as a popup. 

 

결과 화면: 

 

 

구현절차: 

프로그램 ZWD_YANG02 생성한다. 다음 VIEW_02 와 WINDOW_2 를 생성하고 VIEW_02 를 

WINDOW_2에 EMBED 시킨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VIEW_02 에 필요한 내용을 그려넣는다. 

 

 

 

 

 



 

 

프로그램 ZWD_YANG02 을 만든다. 다음 VIEW_01 과 WINDOW 를 생성하고 VIEW_01 을 

WINDOW 에 EMBED 시킨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ZWD_YANG01 에 ZWD_YANG02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Component Usages아래에 COMP_USAGE가 나타난다.  

 

 

 

VIEW_01 에 버튼 Search 를 만들고 액션 SEARCH 를 생성한다. 즉 버튼 클릭시 

메소드 create_window_for_cmp_usage 을 호출시키기 위해서 이다.  

 

 

Popup 창을 이루기 위한 소스코드: 

 

******************************************************************** 

 
METHOD onactionsearch . 

  DATA: lo_window_ma TYPE REF TO if_wd_window_manager, 

        lo_api_com   TYPE REF TO if_wd_component, 

        lo_window    TYPE REF TO if_wd_window. 

 

  lo_api_com   = wd_comp_controller->wd_get_api( ). 

  lo_window_ma = lo_api_com->get_window_manager( ). 

 

  lo_window = lo_window_ma->create_window_for_cmp_usage( 

        interface_view_name  = 'WINDOW_2' 

        component_usage_name = 'COMP_USAGE' 



 

 

        title                = 'Create_window_for_cmp_usage Title' 

*      close_in_any_case = abap_true 

        message_display_mode = if_wd_window=>co_msg_display_mode_sel

ected 

        ). 

 

  lo_window->open( ). 

 

ENDMETHOD. 

 

******************************************************************** 

 

Popup 창의 속성 

 

매개변수 참조유형 기본값 내역 

INTERFACE_VIEW_NAME STRING                                                                                                                                      Name of Interface View 

COMPONENT_US AGE_NAME STRING                                                                                                                                      Name of Component Usage 

TITLE STRING                                                                                                                                      Heading 

CLOS E_IN_ANY_CAS E ABAP_BOOL ABAP_TRUE 
Automatically Close Popup 

via Window Button? 

MESSAGE_DISPLAY_MODE WDR_MESSAGE_DISPLAY_MODE                                                                                                                                      
Web Dynpro: Display 

Messages in Popup 

IS_RES IZABLE ABAP_BOOL ABAP_TRUE Name of Interface View 

WINDOW IF_WD_WINDOW                                                                                                                                       Name of Component Usage 

 

 

 

 

 

 

 

 

 

 

 

 

 

 

 

 

 

 

 

*********************************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