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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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6%

49%
다른 부서들과 정보 공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찾음

잘못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갖고 작업

29%
데이터 재활용

프로세스 관리:

26%

29%

43%
변경사항 관리

설계 프로젝트 관리

여러 곳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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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부에서 정보 공유

a

소기업도 대기업이 겪는 문제를 대부분 
겪습니다.

관건은 제품의 복잡성입니다.

PDM은 일정 수준까지 모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Think of PDM as a business strategy for managing your product-related information and engineering processes in a single spot.

PDM으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팀원들이 각자의 주요 업무, 즉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재활용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 특성이 카탈로그화되어 단순히 파일 
이름만이 아니라 그 외의 정보로도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검색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대폭 
좁힐 수 있습니다.

공통 검색을 저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PDM을 이용하면 Windows 사용 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겪지 않고도 파일 폴더를 
드래그앤드롭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포함해 무엇이든 복사하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횡단구성요소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 
개선

BOM 정확도 
관리

변경사항 
관리로 전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설계도에 라이프사이클 기한을 정해 모두가 
상태를 추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ECO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협업 관계자들이 알맞은 액세스 권한을 
갖고 설계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DM을 이용하면 BOM을 설계 요소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계 파일과 동일한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BOM 버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RP 시스템에 BOM을 직접 입력하는 대신 
자동 데이터 전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개선

제품 품질 향상

공유가 
수월해집니다.

PDM을 확장하면 모든 부서의 파일/
데이터 공유가 수월해집니다.

장소에 관계 없이 모두가 가장 
최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를 편집하지 못하고 그냥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액세스 권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주요 업무에
 더 주력할 수 있습니다.

개발 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 모든 사항이
 제품 원가 절감에 기여합니다.

협업 개선

현재 PDM(Product Data 
Management)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중 

단 8%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필요 없어요.”

PDM의 효용성이 사실상 명확한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PDM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PDM을 도입한 제조업체의 비율

한 기업이 PDM을 도입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

예산 내에서 PDM을 도입한 제조업체 비율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설치 또는 전체 미설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생산성 향상
전체 개발 프로세스의 감사 
추적 제공

엔지니어링 정보의 저장소지적 재산 보호

PDM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o 질서로

PDM을 통해

무질서를

1. PDM 소개  |  2. PDM에 대한 오해  |  3.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4. 규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이런 문제점들이 유사해 보입니까?  |  6. 각자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  7. 훌륭한 제품 제작에 주력  |  8. PDM은 성공적인 관리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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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소개
1

도입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2

규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이런 문제점들이 유사해 보입니까? 
5

각자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6

훌륭한 제품 제작에 주력
7

PDM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제품 관련 정보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PDM을 고려하십시오.

3

$0$0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PDM을

1년 이내에
$100K 미만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용성이 저하되지 않습니다.실적 상위 기업의 50%가   제한적 범위에서 PDM을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제공: 
ADEPT Airmotive (Pty) Ltd.

PDM은 엔지니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에 착수할 때 각종 문서를 정리하거나 스프레드시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Windows Explorer가 엔지니어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일 관리:

0 90807060504010 3020 100

31%

34%

56%
비효율적 설계

오류로 인한 시간 낭비

낮은 품질 

프로세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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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4%

38%
만기일 경과

제품 원가 목표 달성 실패

제품 예산 초과

그런데도, 아직 망설이실 건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PDM은 효율성과 품질을 높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PDM과 관련해, Autodesk® Vault는 기업이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팀들을 

위해서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 문서화 프로세스를 체계화, 관리 및 추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www.autodesk.co.kr/campaigns/design-reuse

PDM은 성공적인 관리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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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o Beyond File Management (오토데스크 e-Book).

Windows Explorer Wasn’t Made for Engineers (오토데스크 e-Book).

Tech Clarity, Inc. (2015). Tech Clarity Perspective: The Facts About Managing Product Data.

PDM의 가치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사례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tech-clarity.com/pdm-facts/4276.

확인하십시오.
를 

http://tech-clarity.com/pdm-facts/4276
http://www.autodesk.com/campaigns/mfg-dm/cad-file-mgmt-form
http://www.autodesk.com/campaigns/mfg-dm/windows-explorer-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