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 ITS(이슈 트래킹 시스템) 는

업무 진행에 사용되는, 가장 진화된 커뮤니케이션 수단 입니다.
어떤 분야이건 프로젝트의 성패는 발생되는 이슈의 체계적 관리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입니다.
이것을 위해 BTS, PMS 와 같은 기존의 관리 SW를 사용하신 분들은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옹 ITS 를 사용해 보세요. 야옹 ITS 는 보다 전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진화된 업무관리 자동화 도구입니다

야옹 ITS 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한
품질 우수성을 입증하는 GS (Good Software)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번호 : 11-0095(야옹 v1.0 / Yaong v1.0)
야옹 ITS 는 발생된 품질이슈(결함) 정보를 감시 및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ISSUE MANAGEMENT METHOD)
특허 출원번호 10-2011-0093452

출근을 한 후, 새로 맡겨진 일이 있는지...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한 오전을 보내시죠?
이제 당신의 오전시간을 업무 순위 때문에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닝 티와 함께 야옹 ITS 를 실행해 보세요.
야옹의 [투데이] 가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이슈들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옹 ITS 의 특별하고 스마트한 [필터링] 기능이
당신에게 딱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자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슈 보고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결함이 발생한 시스템 환경 정보, 프로그램 버전, 결함 현상, 결함 재현 시나리오,
참조 화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등⋯
듣기만 해도 어렵고 방대한 양의 보고 데이터들입니다.
만약 단축키 하나로 이런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보고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야옹 ITS 를 사용하세요. 3초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분석하고, 통계자료 만들고, 예측하고 힘드시지요?
당신은 그냥 편하게 일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야옹 ITS 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들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치명적인 결함을 미리 예방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신의 상사나 고객에게, 지금의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는 마세요.
야옹 ITS 와 프린터를 켜시면,
나머지는 야옹 ITS 가 해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은 말로 상황을 전달할까⋯
어떻게 해야 정보를 빠른 시간에 누락 없이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전달 받은 쪽에서는 엉뚱하게 이해하는 바람에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야옹 ITS 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좋은 팀웍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야옹)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 있게 사는 늙은이의 모습

야옹 ITS 는 당신의 업무시간을 줄여주는 반면,
성과는 향상할 수 있는 방법만을 연구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입니다.
줄어든 시간만큼이나 당신의 아이들과
사무실 밖에서 큰 세상을 즐기는 여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SW 입니다.
편하게 일을 하려고 도입한 SW가 오히려 익히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내용을 인지하는데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옹 ITS 는
정말 쉽습니다. 이것 저것 입력하라고 귀찮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새 창을 띄웠다 닫았다 하며 정보를 찾을 필요도 없고, 따로 문서나 자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한 마디로 알아서 해주는 SW 입니다.

야옹ITS를 이용한 이슈관리로 성공적 프로젝트를 이끄십시오.
야옹ITS 는 50여 제품의 벤치마킹과 PC 기초사용 일반인부터, 전문가 그룹까지
다양한 사용 의견을 수렵하여 매우 간결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젠 어떤 분야
에서든지, 혹 컴퓨터를 두려워하는 초보자라도, 야옹 ITS 를 이용하시면 올바른
의사 결정과 빠른 이슈해결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할당공간

보고서 기능

무료사용

10 Users 까지

첨부파일당 10M
계정당 2G

샘플인쇄

유료사용

라이선스에 따름

무제한

무제한

국내 SW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최적화 / 이슈기반의 프로젝트 통합 관리 및 협업 /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UI 제공 / 다양한 통계 리포트
결함 정보 감시, 자동 추출 및 보고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알림 및 유형별 다양한 알림 / 개인화 맞춤 검색 필터 / MS Office 와의 연동
사용자 별 권한 관리 / 개인화 맞춤 대시보드 /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지원
주식회사 씽크포비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54 LS빌딩 6층 (우)135-080
Tel: 02-562-6545 / Fax: 02-562-6549 / E-mail: yaong@thinkforbl.com

CPU : INTEL / AMD 듀얼코어 이상 RAM : 1GB 이상
HDD : 200MB 이상의 여유 공간 OS : win XP sp3 이상

w w w.goya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