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IDWORKS PDM

협업 향상 및 혁신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제어

설계 관리

SOLIDWORKS® 제품 데이터 관리(PDM) 제품들은 SOLIDWORKS 애플리케이션과
긴밀하게 통합되고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단일 솔루션을 사용하여 전사에 걸쳐 설계
데이터를 관리 및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 볼트를 활용하여 3D 설계 환경 및 관련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제조 부서까지 모든 부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설계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자동 버전 및 수정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지적
재산권을 자동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PDM을
사용하면 PDM 시스템에서
프로젝트 구조를 관리하는
동안 설계자들이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 Vincent Clerc, R&D 메카트로닉스 관리자,
Aldebaran Robotics

SOLIDWORKS PDM에서의 데이터 관리
SOLIDWORKS PDM은 모든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관련 파일
저장소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빠른 정보 검색을 위한 안전한 저장소
• 경미한 변경 및 중요 변경 사항의 관리를 통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 주는 버전 관리 기능
• 최종 설계의 보다 효율적인 검토 및 릴리즈를 위한 설계 및
승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주는 통합 워크플로
• 타사 제품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서 요구하는 시간의 극히
일부만을 소요
SOLIDWORKS PDM을 이용하면 부품, 어셈블리 및 도면의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뮬레이션,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는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의 일부인 SOLIDWORKS
PDM을 통해 설계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전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설계자들은 데이터 관리
작업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전환할 필요 없이 한 환경에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PDM STANDARD
작업그룹 환경에서 간편하게 SOLIDWORKS 데이터 관리
Microsoft® SQL Server Express에서 지원되는 SOLIDWORKS 3D
CAD와 Windows ® Explorer에 완벽하게 통합된 SOLIDWORKS
PDM Standard는 SOLIDWORK S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구성 가능한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검색 가속화
엔지니어 및 설계자들은 파일을 검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SOLIDWORKS PDM Standard는 보다 신속한
검색을 위한 다양한 검색 도구를 제공합니다.
• Windows Explorer 내 고급 검색 기능
• 구성 가능한 검색 형태를 통해 업체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SOLIDWORKS 파일 미리보기 기능으로 원하는
파일에 대한 액세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및 수정 기록 유지
올바른 버전 및 수정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중복 생성됩니다. SOLIDWORKS
PDM Standard를 사용하면 전체 설계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이러한 작업이 한층 더 수월해집니다.
•
•
•
•

버전 자동 생성 및 참조 파일 업데이트
업체 기준 준수를 위한 유연한 개정 계획
정의된 승인 과정을 기준으로 수정본 자동 증가
SOLIDWORKS에서 작업 시 부품, 어셈블리 및 도면의 이전
버전을 간편하게 복구

전자 워크플로
종이기반 또는 비효율적인 문서 승인 절차에 의존할 경우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SOLIDWORKS PDM Standard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면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워크플로 상태에 따라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액세스
제어
• 파일 상태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정된 사용자 및 그룹에
자동으로 알림
• 승인 과정에서 전자 서명 정보 추가 시 최대 10개의 설정
가능한 상태 활용
• 사용이 간편한 그래픽 워크플로 도구

SOLIDWORKS PDM PROFESSIONAL
기업 확장을 위한 강력한 데이터 관리 기능
Microsoft SQL Server Standard에서 지원되는 SOLIDWORKS
PDM Professional은 SOLIDWORKS PDM Standard의 기능을
한층 더 확장시킨 성능으로 전사적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설계 작업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업
제품 개발 조직이 여러 대륙 및 시간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PDM Professional은 거리 및 위치와 관계없이
협업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 문서나 파일 이름, 포함된 데이터 또는 파트 번호, 설명, 현재
워크플로 상태(예: 배포 중, 설계 중)와 같은 사용자 정의 속성
등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검색
• 볼트 복제를 통해 분산된 사용자가 설계, 사양 및 문서에
빠르게 액세스 가능
• 웹을 사용한 포털을 통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비롯한
다양한 연결 기기에서 직원과 파트너의 참여 활성화
• 보안 액세스를 통해 Active Directory(AD) 및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LDAP)과의 통합과 같은 특정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제어

간편하게 비 CAD 데이터 관리
핵심 제품 데이터가 기계 CAD 파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파일에서 활용되며 SOLIDWORKS PDM Professional으로
모든 설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부서별로 사용자 정의된 BOM을 손쉽게 생성
• 주요 CAD 형식, Microsoft Office 파일, 이미지 및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250개가 넘는 파일 형식의 문서에
대하여 관리, 보기 및 인쇄 가능
• PDF, eDrawingsTM 또는 STEP과 같은 중립 파일을 자동 생성
• 널리 사용되는 CAD 애플리케이션, SOLIDWORKS Electrical
및 Microsoft Office와의 통합을 활용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

SOLIDWORKS PDM은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워크플로를 매핑하고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승인 및 결재의 자동 추적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줍니다.

SOLIDWORKS 소프트웨어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리소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우수한 제품을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직관적인 3D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www.solidworks.co.kr/products2017에서 설계,
시뮬레이션,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SOLIDWORKS 전체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SOLIDWORKS PDM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olidworks.co.kr/pdm을 참조하거나 SOLIDWORKS
현지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SOLIDWORKS 시스템 요구 사항은 SOLIDWORK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solidworks.co.kr/systemrequirements

통합된 Windows Explorer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기 및 저장과 같은 기타
Windows 대화상자에서도 강력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12개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3DEXPERIENCE 플랫폼은 당사의 주력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산업솔루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EXPERIENCE®로 대표되는 다쏘시스템은 기업과 개인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가상세계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은
제품설계, 생산 및 지원 방식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협업솔루션은 가상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소셜 이노베이션을
촉진합니다. 다쏘시스템은 전 세계 140여 국가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21만 곳 이상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ko을 참고하십시오.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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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워크플로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서 유형 및 승인 절차
취급
• 수평적 전달을 통해 여러 명의 승인자에 대해 작업 편의
제공
• 일련번호 생성기를 활용하여 부품 번호, 프로젝트 번호, 문서
ID 등의 속성을 자동 생성 및 지정
• 프로젝트 폴더 구조 및 표준 문서의 생성을 자동화하여
데이터 일관성 및 완전성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