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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는 부품, 구성 부품, 표준 부품, 서비스, 표준 시간 및 도구에 대한 정보를 정비소에 

제공하는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Volvo 그룹 내 각 브랜드에서 사용합니다. 

Release news는 Impact의 최신 버전의 새 기능과 변경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Impact의 기능과 대화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응용 프로그램의 Impact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이번 릴리스의 수정 개요 

이 섹션에는 모든 Impact 비즈니스 영역이나 트럭 부문에 영향을 주는 CORE 변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TPI 링크 및 내용 수정:  

기술 부품 정보(TPI)와 관련하여 두 개의 수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품 검색 후에 일부 

손상된 하이퍼링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준 부품 검색 후에 TPI 탭에 액세스할 

때 가끔 탭이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링크를 여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업데이트되었으므로 이제 이러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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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사항 보기 후 검색 결과 사라짐:  

섀시 고유의 부품 검색을 수행한 후 상세사항, 내용을 위 아래로 탐색하여 다시 결과로 

돌아올 때 결과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차량 익스플로러 버튼 수정:  

차량 익스플로러에서 부품을 클릭하고 일반 링크를 클릭한 후 검색 버튼이 초록색으로 

켜질 것입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바스켓에 저장 및 전송 오류:  
바스켓에 저장 및 전송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어댑션 부품을 포함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는 기대한대로 기능합니다. 

 

• 기능 삭제 수정:  
다양한 탭에 걸쳐 검색 기준 유지는 유용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을 빠르게 삭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따라서 부품, 구성 부품, 서비스, 표준 시간대 또는 도구 탭에서 내비게이트 

패널의 삭제 버튼을 클릭할 때, 입력한 검색 기준이 이들 탭의 모든 내비게이트 패널에서 

삭제됩니다. 

 

표준 부품 탭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내비게이트 패널이 해당 탭의 검색 기준만 

삭제합니다. 

 

• 탭 전반의 헤더 수정:  

일치하지 않는 검색 결과 헤더들이 이제 올바른 섀시 ID를 표시합니다. 헤더는 검색이 

실행된 후에만 변경되어야 합니다. 

 



 

Impact Release News  

  Version: 4.07.140 FEB 2022 
 

Aftermarket Systems, Service & Repair 

- 3 - 

 

 

• 도구 검색으로 부품 검색에서 브랜드 기준 유지:  

이전에는 기준의 일부로 브랜드 선택을 포함한 부품 검색을 수행한 후 브랜드가 도구 

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