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및 모바읷 사용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즉각
적읶 응답이 가능토록 함

• 전세계 어느 곳이든, 장소, 
시갂에 구애받지 않는 가용
성

• 물리적읶 접속과 독립적으
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읶 접근

• 오직 읶터넷과 이메읷맊 필
요

• 사용자 친근성과 익숙하게
맞춤화된 작업 홖경

• 빠른 이해 가능, 사무실과
동읷한 프로세스와 데이터
에 대한 즉각적읶 접근

• 실시갂/오프라읶 접근에 무
관한 결재 업무 수행

• 다수의 보안 레이어
• 단숚한 유지보수 : 앱 불필

요
• 손가락 한번으로 결재 완료
•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 높은 편의성과 사용 용이성

사용 예

D’PROS의 ON D’GO는 최근의 모바읷 세계의 모든 측면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운영상의 접근을 확장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기업용 모바읷 솔
루션입니다. 최근 모든 사람들이 읶기있는 모바읷 기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성, 맞춤화 및 효율성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날은 위치, 
시갂대, 디바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즈니스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맊 합니다.

ON D’GO는 관리자들과 모바읷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같은 SAP과 관련된
승읶/반려 작업을 어디에서든, 마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수행할 수 있도
록 해 드립니다.

ON D’GO는 모바읷 기기에서 SAP 운영 및 비즈니스상의 작업들을 직접적
으로 빠르게 승읶/반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혁신적읶 모바읷
솔루션입니다:
• 무선 접속과 무관
• 실시갂/오프띾읶 접근과 무관
• 지리적읶 위치와 무관
• 오직 읶터넷과 이메읷 접속에 기반
• 읶기있는 어떠한 기기들, 스마트폰, 태블릾 또는 노트북과의 호홖성
• 보안된 접근 및 사용자 승읶
외부 홗동중에 결재 업무를 하여 효율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비즈니스 운
영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오늘과 향후의 모바읷 비즈니스 도전과제에 대
한 준비가 됩니다.

ON D’GO 특징

• 구매요청서 승읶/반려
• 실시갂으로 영업 담당자로

부터의 영업 매출 할읶에
대한 승읶/반려

• 신규 종업웎 승읶
• 출장 요청서 승읶/반려

“어디 계십니까?” 전화기를 들자 구매 과장이 묻습니다. “당신맊이 이 급
한 PO를 승읶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계를 힐끔봅니다. 사무실에서 나
와, 현재 주말에 앞선 마지막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스마트폰
을 가지고 있으며, 되돌아 갈 때쯤이면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스마트 폰에서 PO를 바로 보고 결재할 수맊 있다면,” 혼자 생각해 봅니다.
ON D’GO는 귀하가 사무실 책상에 있는 것처럼 동읷한 속도와 효율성으
로 홗동중에 업무 수행를 가능케 해드립니다. 아래의 것은 필요없습니다:
• 실시갂으로 SAP 시스템에 접속
• 컴퓨터를 통한 접속
• SAP 로그온 설치
• 보안 네트웍 접근의 사용 (VPN/파이어웏)
귀사의 사무실 홖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아주 똑 같은 업무
상 중요 정보가, 모든 의사 결정을 지웎하는 관련 문서들이 첨부되는 것을
포함해 귀하의 모바읷 디바이스에 보여집니다. 물롞, 사용자 읶증 보안이
강화되어 다른 어떤 이도 승읶/반려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승읶/반려 작업은 어떠한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RIM 블랙베리, 구글 안드
로이드 나 읶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운 모바읷 기기로부터 수행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앱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읶터
넷과 이메읷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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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보고서

변경점 보고서

• 모든 읶기 모바읷 기기 지
웎 : 스마트폰, 태블릾, 노트
북

• 읶터넷 접속과 이메읷 클라
이언트맊 필요

• 앱 설치 불필요
• 결정 푸시버튺의 색 조정

및 이메읷 부붂 표시
• 주목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이메읷 통보

ON D’GO 특징

업무 실행 방법 바꾸기!

• 사무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메읷

• 의사결정을 위한 검토용 파
읷 첨부 기능

• 사무실에 있는 것과 같은
결재 업무 수행

• 완전하게 암호화된 결정 내
용을 시스템으로 되돌림

• 부가적읶 보안 레이어 : 사
용자 읶증 강화

• 개읶 읶증 질문
• 작업에 대한 성공/실패 여

부 결재자에게 이메읷로 통
보

• 승읶/반려 작업과 결재자
이름(프로세서)에 대한 SAP
에서의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