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MS Package

문서관리

규제관리 출력물관리





문서, 워크플로우, 컬렉션 생성 및 대쉬보드 확인

일탈, 불만, CAPA(시정 및 예방조치), 변경관리 프로세스 생성

Workflows: 속성 확인 및 승인업무

Read & Understood: 읽기 및 이해함

Documents: 문서 내용 확인

Recent Documents: 최근 열람한 문서

Favorite Documents : 자주 열람하는 문서 목록

MyQUMAS를 통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eDMS/eQMS 업무 및 나에게 할당된 업무를 확인.

BIOVIA eDMS/eQMS는 MyQUMAS(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 

BIOVIA eDMS/eQMS는 모바일 및 윈도우 테블릿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

언제, 어디서나,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문서 열람 및 승인 업무 수행 가능

*Mobile Interface



eDMS와 eQMS 시스템간의 연계

eQMS패키지는 eDMS 패키지와 통합되어 제어된 문서에 접근 가능

Link to Document in DocCompliance 기능을 통하여 eDMS 패키지에 
접근하여 문서를 불러오기 가능

eDMS 패키지의 문서를 불러오기 위한 사용자 인증 필요

eQMS 불만관리

일탈관리

변경관리감사관리
CAPA

(시정 및 예방 조치)

eDMS

QA 문서

R&D 문서 관리

교육관리

문서관리 시스템문서관리 시스템

BIOVIA eDMS BIOVIA eQMS

품질관리 시스템

Dashboard
(정보 시각화)



*문서생성

제공하는 문서 타입

*워크플로우 생성 및 승인 *문서 확인

R&D 및 QA에서 사용하는 문서타입 제공

문서타입에 따라 위치 경로 자동/수동 지정 가능

Word, PPT, Excel, PDF와 같은 다양한 문서포맷 제공

문서타입에 맞는 워크플로우 구성
(문서타입별로 사전 구성한 워크플로우를 
지정함으로써 최적화 된 편집 및 승인 업무를 진행)

업무에 맞는 담당자 지정

문서 export 및 PDF자동 변환을 통하여 문서 열람
(eDMS에서 문서 열람할 때는 PDF로 열람을 하며 
export할 때 문서의 타입을 선택)

문서의 기본속성 확인
(문서타입, 문서포맷, 문서상태, 저장된 위치)

전자서명 및 서명의 의미 선택
(워크플로우 형태에 따라 서명의 의미 선택 가능)

문서 제목 및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 지원

문서 초기 버전 설정

BIOVIA eDMS(문서관리시스템) 프로세스



BIOVIA eQMS(품질관리시스템) 프로세스

*불만관리(Complaint)

불만 제목 기입

고객 명/ 전화번호/ 주소/ 필수항목(*) 기입

불만 상세내용 작성

불만을 야기한 분야 작성

담당자 지정(Supervisor)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일탈관리(Deviation)

일탈 제목 기입

일탈 번호, 프로세스 개시자, 발생 시설 및 부서 입력

발생날짜 및 발견자 입력

일탈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조치내용 작성

담당자 지정(Supervisor)

분석 및 실행 계획 수립

*CAPA

시정 및 예방조치 제목 작성

프로세스 개시자 및 발견자 입력

문제 식별

고객불만/QA 감사/내부조사/개발테스트
고객의견/외부 QA감사/일탈/변경관리

시설 및 부서 기입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가 개시된 문제 입력

*변경관리(Change Control)

변경 타입 설정

변경 관리 제목 입력

시설 및 부서 기입

긴급 안건 설정
minor change - unlikely to have detectable impact
major change - likey to have detectable impact
urgent change - impacting business continuity

변경해야 할 분야 설정

변경 필요한 설명 및 이유 기술

*감사관리(Audit)

감사 항목 설정
Internal Audit/ External Customer/ External Compliance
External ISO/ Vendor Audit/ Site Visit

감사 제목 기입

감사자 지정(Auditor)

감사 시작 날짜 지정

감사 보고서 납기 일자 지정

감사 마감선 지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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