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ART(Adoption Readiness Tool)
HP ART를 통한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선택

HP의 ART(Adoption Readiness Tool)
는 광범위한 IT 교육, 문서 및 성능지원등의
콘텐츠를 비용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단일 소스 개발 플랫폼입니다. ART는 고객이
쉽게 Customize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HP 소프트웨어의
사전 구축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과정들을
제공합니다. ART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HP
소프트웨어에서 보다 빨리 역량을 쌓을수
있습니다.
ART는 소프트웨어 롤아웃을 지원하는 생산성 강화 교육 내용을
생성, 배포 및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새로운 차원의 단순성 및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ART는 전문가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HP의 뛰어난 준비 기능을 통해 첫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HP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흐름 및 핵심 작업에 대해 고품질의
자가 학습 교육 과정을 지원합니다. ART는 보통의 교육 환경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자사의 전체 IT 환경에 자체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고 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저작
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뿐 아니라 비전문가도 ART를
사용해 기록 화면 작업을 단순화하고 이를 여러 형태로 게시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RT를 사용하면 30개의 언어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장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라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생성
HP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시작하고, 콘텐츠를 자사 소프트웨어의
고유한 구성에 맞추어 사용자를 정의하고 확장할수 있습니다.
ART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고 주석이나 프로세스
flow Diagram 및 평가 기능이 지원됩니다.
게시
ART는 단일 소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 단일 소스에서 사전
구성된 템플릿을 통해 즉각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서, 테스트 스크립트, 실무 실습
시뮬레이션, 업무 지원 자료, 강의실 교육 가이드, How-to 데모 등
다양한 자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참여
ART의 학습 및 지원 포털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과정이나
즉각적인 업데이트 기능 및 업무 지원 자료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학습 과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장
ART는 생산성 향상 기능을 IT 부서 전반에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든
Windows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료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T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최적화하는 데에는 역량 있는 사용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ART를 사용하면 보다 쉽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관련 시뮬레이션, 문서 및 학습 자료 생성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시뮬레이션 기반 콘텐츠
및 지원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분 만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콘텐츠 결과물을 단일 ART 소스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술을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점
성공
사전 생성된 HP 콘텐츠를 통해 새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전에 실습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설치 작업에서 몇 개월이나
앞서 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를 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고 신속하게 자체 콘텐츠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투자 최적화
팀의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TCO 절감
신속하게 사용자 시뮬레이션 및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합니다. 하나의 입력 내용에서 신속하게 여러 개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직원에게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팀들에 비해 4배나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본연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역량있는 직원만큼이나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원하신다면 오늘 HP로 연락해 ART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숙련도를 변화시켜 팀의 생산성을 최적화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추가 정보
HP AR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소프트웨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
hpse.sales.ams@hp.com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hpse.sales.apj@hp.com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sweducationbdm@hp.com

지원 비용 절감
ART의 업무 지원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헬프 데스크에서 즉시 대화형 How-to 데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 완화
부서, 언어 및 지역별로 일관된 Best Practice 콘텐츠를 제공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합니다.
관리에 대한 가시성
사용자의 숙련도, 조직의 준비성 및 향후 학습 기회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Get connected
hp.com/go/getconnected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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