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Sparta Academy
Sparta Systems는 소프트웨어 설치 팀 구성원, 관리자 및 지원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parta

Academy는 Sparta Systems의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팀이 회사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강사 주도식 eLearning 또는 eLearning으로 제공됩니다. 강사 주도형 eLearning을 통해

데스크톱에서 바로 수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각 학생에게는 실습 경험을 위해 과정 세션동안 사용할

교육 매뉴얼과 실습 환경이 제공됩니다. eLearning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볼 수 있고시도할 기회가 있는

대화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스로 과정을 완료합니다.

솔루션 구현을 최대화하기 위해 귀하와 귀하의 직원에게 최상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수업 및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ourses include:

Course descriptions and outlines are detailed on the following pages. Click the Course Title to go directly to the details.

TrackWise

Course Title Days

Introduction to TrackWise TrackWise 소개 2

Technical Fundamentals of TrackWise TrackWise 기술의기초 2

Introduction to TrackWise Configuration and Administration TrackWise 설정 및 관리 소개 5

Intermediate TrackWise Configuration and Administration 중급 TrackWise 설정 및 관리 5

Crystal Reports Design for TrackWise TrackWise용 Crystal Reports 디자인 4

TrackWise QualityView for Report Developers 보고서 개발자를위한 TrackWise QualityView 4

TrackWise Digital

Course Title Days

TrackWise Digital Platform Management Administration TWD 플랫폼관리 행정 2

TrackWise Digital Complaints Management Administration TWD 불만관리 행정 1

TrackWise Digital Quality Management Administration TWD품질관리 행정 1

TrackWise Digital Supplier Quality Management Administration TWD 공급업체 품질관리 행정 1

TrackWise Digital Product Registration Tracking Administration TWD제품 등록 추적 관리 1

Course Title Access

TrackWise Digital Document Management TWD문서 관리 1-week

TrackWise Digital Training Management TWD 교육 관리 1-week

For further information and to obtain course schedules and locations visit us at: http://www.spartasystems.com/training

http://www.spartasystems.com/training


Introduction to TrackWise®

전제 조건 : None

교육 대상 :고급 과정을 수강하려는 TrackWise 신규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IT지원 담당자, TrackWise

최종 사용자

교육 기간 : 2 일

Course Description

본 ‘입문’ 과정은 이벤트 추적 및 작업 해결 도구로 활용되는  TrackWise 9.0에대하여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빈틈없는 개요를 제공합니다. 해당 과정은 TrackWise 경험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지만동시에 ‘설정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하려는 시스템 관리자에게도 권장됩니다. 본 커리큘럼은 관리 설정도구 및 통합

관리자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여 TrackWise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또한 TrackWise에 대한 실습과

시스템 기능 설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 교육 수강생은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TrackWise를사용법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Course Topics/Outline

Overview, benefits and usage of TrackWise tools, specifically:

▪ TrackWise 개념 및 용어, e.g., workflow,
states, activities, and locking

▪ 데스크탑 리뷰

▪ 새 레코드 만들기

▪ 데이터 입력 및 업데이트

▪ 수행 또는 예정 활동에 대한 진행
상황 기록

▪ 기록의 가계도 검토

▪ 레코드 워크플로의 다음 단계 식별

▪ 참조 레코드 기능을 사용하여 레코드
연결

▪ 활동 이력 검토

▪ 레코드를 찾기 위한 범위, 쿼리 및 View 만들기

▪ 보고서 및 내보내기

▪ 싱글 레코드 / 멀티 레코드

▪ 인쇄 가능(HTML)/ 스프레드시트/ PDF

▪ 보다 효과적인 작업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뷰
생성 및 활용

▪ TrackWise QualityView 검토



Technical Fundamentals of TrackWise®

Prerequisites: TrackWise 경험/OS/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지원에 대한기본 이해.

Audience:시스템 관리자, IT 및 IS 지원, 헬프 데스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uration: 2 Days

Course Description

‘기술 기초’ 과정은 IS 및 IT 지원 담당자가 TrackWise프로세스를 구현함에 있어 그들이 효율적이고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 커리큘럼은 TrackWise 프로덕션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관련하는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TrackWise의 기술 아키텍처, 시스템 요구 사항 및설치 프로세스를 배웁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TrackWise 웹 관리자 설정 마이그레이션 도구’(TrackWise Web Administrator Configuration Migrator

tool)의 설정 및 관리를 다룹니다. 학생들은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필요 단계를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Course Topics/Outline

▪ TrackWise 아키텍처 개요

▪ 데이터베이스 및 Windows 설정

▪ 데이터베이스 및 스키마 생성

▪ TrackWise 설치

▪ TrackWise 유틸리티 설치

▪ 웹 애플리케이션 및 기본 소프트웨어
설치

▪ TrackWise Configuration Migrator tool
용어 및 설치 개요

▪ 스냅샷을 사용하여 설정 통제

▪ 설정 변경, 마이그레이션 및 확인

▪ 마이그레이션되는 것과
마이그레이션되지 않는 것의 이해

▪ 마이그레이션 경로에 부가 환경
추가

▪ 마이그레이션 모범 사례 및 문제
해결

▪ 마이그레이션에 포함된 테이블

▪ TrackWise 코디네이터 서비스 설정
및 테스트

▪ 문제 해결/로그



Introduction to TrackWise® Configuration and Administration

Audience:시스템 관리자, IT 및 IS 지원 담당자, 비즈니스 소유자, 프로젝트관리자, 프로젝트 팀원

Duration: 5 Days

Course Description

‘TrackWise 구성 및 관리’ 는 간단한 TrackWise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기본적인 추적 프로세스 수립을 위해 TrackWise를 구성하는법을 사용자에게

소개합니다. 프로젝트가 구성되면 학생들은 TrackWise에서 테스트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구성 외에도 학생들은

TrackWise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실행할 수 있는 자동 서비스, ‘TrackWise Coordinator®’의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본 과정은 로그인 계정 생성, 헬프 데스크 및 모니터링 도구와 같은, TrackWise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될 역무들을 다룹니다.

Course Topics/Outline

▪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세스 그룹 생성

▪ 부서 및 프로젝트 개념 소개

▪ 14단계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생성

▪ 워크플로 만들기

▪ 구성 양식에 대한 데이터 필드 생성

▪ 그룹 범주를 기반한 필드 양식 및 활동에 대하여 프로젝트 구성원 액세스 정의

▪ 레코드 업데이트에 대한 감사 추적 모니터링 활성화

▪ 사용자의 기본 데스크탑 레이아웃 정의 및 추가 데스크탑 레이아웃 생성

▪ 프로젝트 워크플로에 대한 상태 및 활동 정의

▪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플로 구성

▪ 구성된 프로젝트 테스트

▪ 일반 기록 유지를 위해 TrackWise Coordinator구성

▪ 사용자 로그인 계정 생성

▪ 헬프 데스크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 관리

▪ "로그오프 모니터링" 요청 및 레코드 잠금 해제 사용

▪ TrackWise 통합 관리자를 통해 Web Admin으로 데이터 가져오기



Intermediate TrackWise® Configuration and Administration

Prerequisites: TrackWise 구성 및 관리 소개

Audience:시스템 관리자, IT 및 IS 지원 담당자, 비즈니스 소유자, 프로젝트관리자, 프로젝트 팀원

Duration: 5 Days

Course Description

‘중급 TrackWise 구성 및 관리’에서는 전략적, 비즈니스별 관점에서 프로젝트설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특정 과정은 산업별 추적 프로세스에 일반적으로 미리 설정된 비즈니스 규칙에 의존합니다.

학생들은 구성을 위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 계획 체크리스트를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프로젝트 구성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다양한 구성 가능한 설정을 다루고 구성과 관련된많은 규칙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는 TrackWise Coordinator의 추가 기능을 다룹니다.

Course Topics/Outline

▪ 비즈니스 요구 사항 수집 논의

▪ 워크플로 설계 사양을 정의하는 단계
식별

▪ 그리드를 포함한 소개 데이터 필드
유형

▪ 논의 및 구성: 예약 가능한 활동, 수행
전용 활동, 병렬 승인

▪ 알림 템플릿 만들기

▪ 조건부 필수 필드 클래스 구성

▪ 가상 그룹 카테고리 활용

▪ 수업 중 생성된 프로젝트 검증

▪ TrackWise Coordinator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십시오.

- 트리거 관리

- 문제 알림

- 반복 활동 확인

- 하위 레코드 생성 및 결정 매트릭스 사용

- 카운터와 함께 숨겨진 필드 사용

- 레코드 업데이트 시기(또는 여부) 결정

- 레코드 자동 할당

- 자동 보고서 생성

- 자동 내보내기 기록 데이터

- 쌓을 수 있는 관리 트리거 및

이벤트를 활용하여 가족

기록을 닫습니다.

- 카운터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구성원에게 자동 경고

(최소/최대)

- 동적 쿼리를 사용하여 참조

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진행

레코드

- 프로그램 순서 및 반복 활동 –

활동 일정 잡기

- 상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하위 값을 상위에 백업 복사



Crystal Reports Design for TrackWise®

Prerequisites: Sparta Systems recommends TrackWise또는 이전 TrackWise 경험 소개/TrackWise의 기술

기초/구성 및 관리 소개

Audience: TrackWise 구현을 위해 Crystal Reports를 디자인하고개발하게 될 모든 관련자. 여기에는

프로젝트 관리자, 팀 구성원, 고급 최종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관리자, IS 지원 담당자가포함될 수

있습니다.

Duration: 4 Days

Course Description

TrackWise용 Crystal Reports 디자인 과정은 보고서 작성자에게 Crystal Reports 응용 프로그램과 TrackWise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실습 과정에는 TrackWise구현을 위한

샘플 보고서 생성이 포함됩니다. FDA 규제산업 사례와 cGxP 규제 환경내 사용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Course Topics/Outline

▪ Reporting 개요

▪ TrackWise 웹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통합

▪ 조인을 사용한 테이블 연결

▪ 보고서에 테이블 추가

▪ 다중 레코드 보고서 디자인

▪ 보고서 내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 보고서 내 누계 활용

▪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보고서 내용 제어

▪ 공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조작, 제어 및
계산

- 날짜 및 시간 변환

- 두 데이터의 열 교환

- 영업일수 계산

- 데이터의 조건부 표시

- 구분 그룹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리

- null 데이터 결과 표시 관리

▪ 머리글 및 바닥글 활용(GxP 준수를 위한 머리글
및 바닥글 포함)

▪ 차트 및 그래프 개발

▪ 매트릭스 개발을 위한 크로스탭 활용

▪ Select Expert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세트
결과를 더욱 구체화

▪ 단일 레코드 보고서 작성

▪ 하위 보고서 작성

▪ 기록에 대한 감사 추적 검토를 위한 활동 이력
보고서 개발

▪ 부모-자식 보고서를 사용한 가족 기록에 대한
보고

▪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보고서 변환

▪ 예약 배포에 대한 자동 보고서 생성

▪ 문제 해결 보고서

▪ 보기를 통해 보고서에 대한 구성 변경의 영향
논의

▪ 보고서 검증 논의



TrackWise® QualityView for Report Developers

Audience: TrackWise QualityView 보고서 발행자 및 작성자

Duration: 4 Days

Course Description

본 TrackWise QualityView 과정은 유용한 보고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개발할 수 있도록 수강생이 TrackWise-

QualityView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도구에 익숙해지도록 해줍니다. 간단한 보고서및 고급 보고서 개발을 다루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산 및 연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시 및 형식 지정 옵션은 개발 전 계획의 이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수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과정의

대부분은 TrackWise QualityView의 유연성을 시연하고, 담당 개발자에게 보고서를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 외 포털 디자인 단계에서는 일정 생성, 보고서 배포, 경고보고 및 변경 관리(보고서

가져오기/내보내기)와 같은 QualityView 관리자 작업 교육이 포함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QualityView 권한 수준 개요

▪ 보고서 및 차트 개요

▪ 사용 가능한 보고서 출력 검토

▪ 개발자의 디자인 화면 및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토

▪ 보고서 연습:
- 템플릿에서 보고서 만들기

- 맨 처음부터 보고서 만들기

- 측정항목 보고서 만들기

- 차트 만들기

▪ 데이터 및 프롬프트 필터링

▪ 가상 필드 생성(데이터 정의), 공식 워크샵 및 계산

▪ 보고서 연습:
- 드릴다운으로 차트 조인

- 보류 파일을 사용하여 보고서 가입

- 문서 만들기

- 파레토 만들기

- 주기 시간 보고서 만들기

- 시각화 만들기(대화형 문서/대시보드)



TrackWise® QualityView for Report Developers (cont’d)

▪ 포털 디자인 개요

▪ 보고서 연습:
- 협업 포털 만들기

- 템플릿에서 포털 만들기

- 분기별 비교

- 3단계 보고서 만들기

- 다중 레벨 드릴다운 보고서

- 애니메이션 연체 보고서

- 자동 링크가 있는 보고서

▪ 출판/공유

▪ 관리 :
- ETL 서비스

- QualityView 보고 가능 클래스

- 사용자 권한

- 세션 타임 아웃

▪ 보고서 캐스터 :
- 일정 보고서

- 메일 그룹 생성 및 관리

- 경고 보고

변경 관리
- 보고서 내보내기

- 보고서 가져오기



TrackWise Digital Platform Management Administration

Prerequisites:초급/중급 Salesforce.com 관리자 교육 및 해당 경험

Audience: TrackWise Digital 구현의 구성,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시스템 관리자 또는 담당자.

Duration: 2 Days

Course Description

본 실습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플랫폼 및 TrackWise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을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강사가 진행하는 eLearning 과정은 TrackWise Digital Part 11 플랫폼을 구성, 구현 및 관리방법에 대한

개념을 이어주는 학습(end-to-end exercise)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TrackWise Digital 제품군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참가자는 Part 11 플랫폼의 선언적 "코드가 아닌 클릭"기능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이해하고,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완전히 호환되는 감사 추적을 설정하고,전자 서명 기능을

적용하고, 프로세스 자동화 등을 수행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TrackWise디지털 아키텍처 및
애플리케이션 제품군

▪ 플랫폼 개체 개요

▪ 애플리케이션 설정

- 권한 집합

- 플랫폼 사용자 지정 설정 구성

- 원격 사이트 설정 구성

- 전자 서명 설정

- 필수 개체 검색 허용

▪ 플랫폼 워크플로 기본 사항

- 상태 생성, 작업

- 워크플로 규칙 및 단계 생성

- 워크플로 단계에 권한 그룹 추가

- 워크플로 패널 설정 및 보기

- 워크플로 기록

- 다중 및 병렬 워크플로

- 워크플로 규칙 기능

▪ TrackWise디지털의  레코드 세부 구성 요소

▪ TrackWise디지털의 감사 추적

▪ 일반 Salesforce 구성

▪ 다중 레코드 링크

▪ 기록 접근 규칙

▪ 오토메이션:

- 123 Tasks/ 123 Jobs

- 프로세스 빌더

▪ TrackWise 디지털 사용자 정의 개체

▪ 의미 있는 데이터 변경

▪ 123 Task 대시보드

▪ 유틸리티

- 구성 배포

- 테스트 클래스 생성

- 보고서 템플릿 빌더

- 레코드 관리자



TrackWise Digital Complaints Management Administration

Prerequisites: TrackWise디지털 플랫폼 설치 및 구성 교육

Audience: TrackWise Digital Complaints Management응용 프로그램을 구성, 관리 및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담당자.

Duration: 1 Day

Course Description

이 실습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불만 관리’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사람들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강사가 진행하는 이 eLearning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불만 관리 응용 프로그램을구성, 구현 및 관리방법에 대한

개념을 이어주는 학습(end-to-end exercise)을 제공합니다. 수강생은 TrackWise디지털 불만 사항의 기능인 구성,

프로세스 안내 및 ‘안전 및 규제 보고’에 대한 지원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불만 관리 개요 및 구성

- User Setup/Permission Sets

- Permission Group Assignment

- Data Collection and Data Field Values

▪ 평가 관리자 구성

▪ 프로세스 검토 및 종단 간 연습: 생성, 편집 및 워크플로

- 문의

- 불평

- 연장 요청

▪ 추가 앱 구성

▪ 규제 및 안전 개요 및 구성

- EMDR 설정 및 구성

- EMDR 전자 제출 설정

- EU MIR 구성

▪ 규제 및 안전 프로세스 검토

- EMDR, VMSR, MEDDEV, EU MIR, HHE, TGA, CVR



TrackWise Digital Quality Management Administration

Prerequisites: TrackWise디지털 플랫폼 과정

Audience: TrackWise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 관리자

Duration: 1 Day

Course Description

본 실습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QMS) 응용 프로그램을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강사가 진행하는 이 eLearning 과정은 애플리케이션 구성, 관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각 개념을 이어주는 학습(end-to-end

exercise)을 제공합니다. 수강생은 EQMS 개체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품질 이벤트, CAPA, 감사 및 변경 제어의 구성 및

프로세스 안내를 다루는 TrackWise Digital EQMS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EQMS 개요 및 구성

- EQMS 개체 및 관계

- 사용자 설정/권한 집합

- 권한 그룹 할당

-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필드 값

- 평가 관리자

▪ 프로세스 검토 및 종단 간 연습: 생성, 편집, 관련 레코드 및 워크플로

- Quality Event 품질이벤트

- CAPA

- Audit

- Change Control 변경관리

- Nonconformance 부적합

- Out of Specification (OOS)

- Extension Requests 연장요청

▪ 추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TrackWise Digital Supplier Quality Management Administration

Prerequisites: TrackWise디지털 플랫폼 과정

Audience:새로운 TrackWise디지털 공급업체 품질 관리 시스템 관리자

Duration: 1 Day

Course Description

본 실습 과정은 TrackWise Digital 및 공급업체 품질 관리(SQM) 응용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강사

주도형 eLearning 과정은 공급업체, 재료, 감사, SCARS 등과 같은 SQM 개체에대한 end-to-end exercise를 통해 개념의

이해를 돕습니다 . 참가자는 응용 프로그램 관리 및 구성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정은

참가자가 SQM의 기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관점에서 개체에 관리자를 소개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SQM 개요 및 구성

- SQM 개체 및 관계

- 사용자 설정: 프로필 및 권한 집합

- 기록 접근 규칙

- 공개 그룹/권한 그룹 할당

-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필드 값

- 평가 관리자

▪ 프로세스 검토 및 종단 간 연습: 생성, 편집, 관련 레코드 및 워크플로

- Vendor / Supplier Sites

- Audit

- Audit Findings

- SCARs

- Change Requests

- Extension Requests

▪ 추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TrackWise Digital Product Registration Tracking Administration

Prerequisites: TrackWise 디지털 플랫폼 과정

Audience:새로운 TrackWise디지털 제품 등록 추적 관리자

Duration: 1 Day

Course Description

본 실습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제품 등록 추적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사람과 응용 프로그램 구성,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강사가 진행하는 이 eLearning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제품 등록 추적

기능의 이해를 돕고자  end-to-end exercise를 제공하며, 관련 문서 폴더 유지관리뿐 아니라 제품군, 국가 등록, 사용자

지정 및 프로세스 연습을 다루게 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제품 등록 추적 개요 및 구성

- 사용자 설정/권한 집합

- 공개 그룹/권한 그룹 할당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필드 값

- 자원 관리: 국기 이미지

▪ 제품 등록 개체

▪ 프로세스 검토 종단 간 연습: 생성, 편집 및 워크플로

- Product Family

o Product Family

o Product

- Country Registration/ Initial Registration

o Country Registration

o Registration Product

- Dossier Folder/ Dossier Document

- Country Registrations/ Child Registrations

▪ 대시보드 및 보고서 검토

▪ 추가 앱 구성



TrackWise Digital Document Management System

Prerequisites: None

Audience:새로운 TrackWise 디지털 문서 관리 관리자 및 최종 사용자

Course Duration: 0.5 Day

Access Duration: 1-week

Course Description

본 eLearning OnDemand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문서 관리 시스템(DMS)응용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문서 관리 도구로서의 DM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DMS 개체,응용 프로그램 관리 및 문서 수명

주기 탐색에 대한 수업을 포함합니다.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인 대화형 시뮬레이션을활용함으로써

수강생들은 DMS 관리자와 DMS 사용자의 관점에서 TrackWise Digital DMS응용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DMS Overview

▪ DMS User Overview

- DMS Roles

- DMS Permission Sets

▪ Login

▪ DMS Application Setup

- DMS Setup

- Create a DMS Admin (System
Permissions) Permission Set

- Assign Permission Sets

- Reconcile Users

- Custom Setting/ DMS Application Settings

- Upload Logo

- Create Document Types

- Create Document Departments

- Document Number Format Setting

- Cabinet Structure

▪ Flex Field Configuration

- Create and Configure Flex Field

▪ Flexible Permission Criteria

- Set Permission Criteria

- Create Public Group

- Setup Sharing Rules

- Create DMS Groups

▪ Additional Application Setup

- Audit Trail Setup (TrackWise Digital
Platform Audit Trail)

- QMS/DMS Integration

▪ My DMS

- My DMS

- The Cabinet

▪ Document Lifecycle Management

- Document Lifecycle Management

- Document Workflow Review



- Create a Corporate Document

- Prepare the Document Draft

- Submit a Corporate Document for Review

- Review a Corporate Document

- Submit a Corporate Document for
Approval

- Approve a Corporate Document

- Promotion of Document from Approved
to Effective

- Checkout a Corporate Document for
Revision

▪ Document Management Tasks

- Document Management Tasks

- Restoring Files

- Change Author/Owner of a Document

- Upload Workflow

- Cancel the Workflow of a Document

- Withdraw a Workflow for a Document

- Obsolete a Document

- Delete a Corporate Document

- Controlled Printing

- Controlled Download

- View Audit Report

▪ View Documents

- View Documents

▪ Print Approved, Effective, Obsolete

- Print Approved, effective,
Obsolete Documents

▪ TMS Integration Overview



TrackWise Digital Training Management System

Prerequisites: None

Audience:새로운 TrackWise 디지털 교육 관리 시스템(TMS) 관리자

Course Duration: 0.5 Day

Access Duration: 1-Week

Course Description

본  eLearning OnDemand 과정은 TrackWise 디지털 교육 관리 시스템(TMS)응용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보고 실습할 수 있는 대화형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TMS관리자 및 TMS 사용자

관점에서 TMS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라이브러리 항목, 퀴즈, 교육 계획을 관리하고 교육을 할당 및 완료하고 TMS대시보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학생들은 TrackWise 디지털 교육 관리 시스템과 TrackWise 디지털문서 관리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통합과 관련된 교육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Course Topics/Outline

▪ TMS 개요

▪ TMS 사용자 관리

- TMS User Setup

-

▪ TMS 관리: 활동 및 퀴즈 메뉴

▪ 교육 계획 생성

▪ 라이브러리 항목 관리

- 교육 수준 관리

- 새 문서 만들기

- 새 코스 만들기

- DMS에서 마이그레이션된 릴리스

라이브러리 항목

▪ 퀴즈

- 질문 만들기

- 퀴즈 은행 만들기

- 퀴즈 관리

- 라이브러리 항목에 퀴즈 첨부

▪ 교육 계획 관리 및 할당

- 교육 계획 관리

- 교육 계획 할당

- 대시보드 검토

- 내 프로필 섹션

- 팀 진행 섹션(관리자 전용)

- 내 팀 섹션(관리자 전용)

- 교육 추가

- 직원 상태 업데이트

- Delegates 대의원

▪ 교육 완료(사용자)

- 문서 교육 완료

- 퀴즈로 문서 완성하기

- 강사 주도 코스 교육 완료

▪ 재교육 할당

▪ 라이브러리 항목 수정

▪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라이브러리 항목

▪ 알림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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