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Autodesk, Inc.

AUTODESK UNIVERSITY

제품개발협업시스템
PDM에서 PLM으로의확장

장원호(WonHo Jang)
Sr. Technical Sales Specialist | 오토데스크



Agenda
▪ PDM과 PLM 

▪ Fusion360 Manage의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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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과 PLM



PDM이란 ?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성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즉 > 설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다.

PLM이란 설계, 생산, 활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수명 전 기간에 거쳐 정보의
생성 및 공유,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고 사람과 프로세스 및 정보를 통합한

> 전략적 비즈니스 접근 방식이다. - CIMData



PLM은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시스템

견적, 
아이디어,요구
사항, 사양, 
일정…

✓ EBOM, MBOM, 변경관리, 품질관리, 구매, 가격, 거래처
관리, 데이터 교환, 공급처 감사, 외부 승인, 클레임, 규정
준수, 설계 검토, 유지 관리 및 수리, PQP, SCAR, ...

✓형상

✓ 도면

✓해석

✓ 계산식

✓ CAD 구조

CAD
ERP

CRM

영업 / 수주 제품 개발 구매/자재 생산/조립 서비스

PDM

Change Management

Non conformances

New Product Introduction

효율적 협업을 위한 시스템



제품개발데이터의중앙집중형관리

PDM



영업 / 상품기획 제품 개발 양산 준비 양산 서비스

CRM PDM ERP / MRP / MES

PRODUCT 
DATA

PROCESS 
MANAGEMENT

ENTERPRISE 
INTEGRATIONS

PLM



영업 / 상품기획 제품 개발 양산 준비 양산 서비스

CRM PDM ERP / MRP / MES

Problem 
Report

Change 
Request

Change 
Order

BOM

Service BOM and 
Service Activities

Change 
Task

Equipment

Item

Problem 
Report

Inventory

Supplier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End of Life

PLM



제조
프로세스

설계 협업

수주

협력사

Vault 영역

FUSION 360 Manage 
영역

도면관리 문서관리 제품정보 관리BOM 관리 설계 복사

사용자 보안 관리 검색 협업설계변경관리 연계성 관리

PDM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관리 협력사 관리워크플로우 관리 변경관리

규제관리 지표관리 BOM 관리 품질관리 레가시 연계

PLM

1. PDM은 설계로 부터 생성되는 설계데이터 즉, 모델, 도면, BOM 과 같은 산출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

2. PLM은 설계는 물론 제조, 판매 , 물류, 서비스에 이르는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영역으로 확대.

PDM과 PLM의기능적범위

영업

•고객미팅
- 사양검토
- 요구사항
- 제안

• 제품사양정의
• 개발방안수립
• 프로젝트계획수립
• 제품개발/설계

- 신규 개발
- 기존 설계데이
터 파생

• 장비 조립
- 자재입고
- 현장 조립
진행

• 부품구매
- BOM 작
성
- 구매진행

•장비 납품
- 장비입고
- 설치(Set
Up)

• 하자보수
- 유지보수
- 부품재고

연구 개발 자재/구매 생산 납품 A/S



변경관리, 워크플로우등의강력한도구와
기능을통한 제품설계 지식의재활용 및

효율성제공

Utilize flexible resources 
by connecting global sites 

as well as suppliers

관계부서와의효율적인협업을위한기업
시스템연계

PDM과 CAD의밀접한연계를통한
정확하고동기화된 효율적인제품설계

BEST PDM 
SOLUTION
Vault Professional

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CAD/CAE 

도구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중앙 집중형 저장소 제공

단절되지 않은 연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데이터 관리에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화

관계사 / 협력사의 지리적 원거리 협업을
위한 확장성 있는 유연한 도구 제공

Engineering 
Team

Other 
Departments



Product Data

Supplier 
Integration

Change 
Management

New Product 
Introduction

Quality 
Management

Bill of 
Materials

필요 비용, 품질, 기능을 확보한 제품을
적기에 출시

설계 변경 및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의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추적

단일하고 유일한 통합
BOM의 전사 활용
(Single source of truth)

외부 협력업체의 품질, 
물량, 납기 확보

ISO 표준에 기반한 품질계획, 
품질관리, 품질보증을 통한 추가 비용

방지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

CLOUD PLM
Fusion 360 
Mng.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준비된 사용자 환경을

이용하여 PLM의 핵심

기능을 빠른 시간내에 적용

쉽고 편리한 관리자 환경을

제공하여 회사의

프로세스와 가치를

최소한의 개발을 통하여

구현 가능



제품 데이터 관리

협력사 관리

설계 변경 관리

신제품 개발 관리

품질 관리

전사적 BOM 관리

설계 복사

3D Data 관리

라이브러리

도면

설계변경관리

이력 관리

BOM



On-Premise
Engineering Data

Cloud
Metadata & Processes

▪ AutoCAD & Inventor에 완벽하게 통합

▪ 최상의 성능을 위한 로컬 파일 스토리지

▪ CAD의 세부적인 기능을 지원

▪ CAD와 일치하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

▪

▪

▪

쉽게 접근 가능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설치 및 H/W 유지 관리 없음

유연하고 자동화 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Supplier

고유 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솔루션

인트라넷에 파일 유지. 글로벌 프로세스 효율성





Fusion360 Manage



제품 데이터

제품 개발 데이터의
중앙 집중형 관리

프로세스 관리

제품개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가속화

전사적 통합

제품 데이터 가치의 확장



신제품 개발 관리 BOM 관리 제품 변경 관리 품질 관리 협업 관리

영업 / 상품기획 제품 개발 양산 준비 양산 서비스

CRM PDM ERP / MRP / MES



신제품개발관리 (New Product Introduction)

제품 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통제
및 관리

제품 개발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안다. 
언제든지 진행상황과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 작업 할당은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실시간 작업관리 목록 및 즉각적인 통보 기능은 개인이
예정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표준화 되어 있다. 
구성 가능한 프로젝트 템플릿은 마일스톤, 결과물 및 작업을
표준화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적시에 예산에 맞게 출시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비효율적 요소 제거



신제품개발관리 (New Product Introduction)

실시간 개발 상황 및
대시보드

자사 개발의
제품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페이스 별 마일스톤
추적을 통한 지연 관찰

및 수정

표준화된 산출물과 작업
템플릿으로 구성 가능한

NPI/NPD



제품군관리 제품상세정보관리

신제품개발관리 (New Product Introduction)

프로젝트관리 워크플로우사용자화



PLM Vault

제품/프로젝트 – 설계 관련
파일들

폴더

프로젝트

조립품

도면

조립품

부품

부품

부품

제목
설명
수량

PROJECTS

FILES

설계 시작

과제관리에서프로세스관리중심으로



프로세스 진척 현황 대시보드



전사적 BOM 관리

기업 전체에서 구조화된 제품 BOM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여 최신의
정확한 정보 보장

항상 동기화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서 항목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리비전 제어는 모든 사용자가 올바른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BOM의 새 버전 또는 다른 버전 간의 변경 사항 확인, 제품
기록을 분석하여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간 흐름에 따리 관리 됩니다. 
특정 날짜에 BOM이 어떻게 변경 되는지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품목의 설계 제조 시기 추적에 추적성을 제공
합니다.

PDM에서 PLM으로, 그리고
전사적 데이터 확장



전사적 BOM (Bill of Materials) 관리

Vault PLM을 통하여
BOM 정보를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전사 부문으로 확대

시스템간 수동 입력
방식의 자동화 연계를
통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 사용자
실수 등을 방지하여
업무 효율화 증대

Vault에 체크인 하는
모든 정보가

구조화되며 최신 BOM 
정보가 사용됨

제품을 구성하는 BOM 
정보의 전 수명주기로의

확대



전사적 BOM (Bill of Materials) 관리
Item (항목) 생성

Inventor에서 CAD 모델 생성 Vault 에 Check In Vault에서 Item 생성



전사적 BOM (Bill of Materials) 관리

부품리스트 및 수량산정 BOM 비교 BOM Import/Export



제품변경관리

Managing enterprise-
wide changes 

제품 변경 활동의 전사적 관리 및
추적성 확보

정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한 구성 요소 또는 하위 어셈블리의 전체 세부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미치는 영향
파악 및 과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 가능 합니다.

병목 현상을 방지 합니다.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 모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변경 요청을
모니터링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변경사항이 하나의 협업 환경에서
완전히 정의되고 검토, 승인, 구현 됨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필터와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변경관리

제품 변경 관리



+ Create CCB Review CCB Review
Initiate

Return

Approved

Cancelled Fast Track

Submit
CCB

Approve 
Final

Approve 
Final

Approve

Return

Approve

Return

Fast Track Approve

Fast Track Approval FinalSubmit (Fast Track)

Cancel

PLM을통한 변경관리

제품 변경 관리



업무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의 비중

57%

변경 관리

48%

BOM 구성

33%

프로젝트별 설계
데이터 관리

30%

프로젝트 / 작업 시행
관리

Source: Extending PDM Beyond Design Data Management, Tech-Clarity, Inc. 2019.

제품변경관리
변경관리의어려움



Product

Items 
and BOMs

Supplier

Task ERP

Customers

Non-
conformance

Change 
Orders

Change 
Requests

CAPA

Audits

Problem 
Report

Deviation
and Waiver

RMA CRM

Classification 
Structure

Change 
Management

Items 
and BOMs

Change 
Orders

Change 
Requests

Problem 
Report

변경관리워크플로우

제품변경관리



문제리포트(PR) 생성 변경요청 (ECR)

제품변경관리

변경지시 (ECO) 변경관리워크플로우



병목 현상과 업무흐름 지연 제거

▪ 업무 흐름의 사용자화

▪ 통지 기능

▪ Reminders (상기) 기능

▪ Escalations (상신) 기능

▪ 위임 기능

▪ 결재 의견 기능

▪ 전자 결재

향상된업무 흐름기능

제품 변경 관리



품질관리

제품 품질 및 변경의 통제권 확보

관리 추적성을 확보 합니다.
변경, 품질 또는 기타 부문과 관련된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프로세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브랜드 입니다.
품질 데이터와 중요 프로세스를 전방위로 파악하여 품질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 합니다.

정규화 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워크플로우가 기능 간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추적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여 부적합 품목
식별 및 분석에서 RMA, CAPA 및 설계
변경까지의 품질 체인 관리



끊김 없는 협업 관리 시스템

규정 준수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제품의 BOM과 연결하여 규정 준수 표준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어떤 공급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족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할 때 중앙 집중화 된
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견적, 조달 및 공급업체 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

협업관리



FIREWALL

Engineering 
Manager

Mechanical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Analyst

Procurement 
Manager

고객

협력사

외주 설계

PLM을통한협업관리및배포



모던사용자환경

모바일장치



기여도가높은 PLM

PLM은사용자의 접근과구성, 적용이
쉬워야합니다.

▪ 즉시 구현 가능

▪ 유연하고 쉬운 조직 요구사항 현실화

▪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장비를 통한
접근

▪ 높은 사용자 인식성

▪ 별도의 비용이 불필요한 쉬운 확장성

▪ 기존 시스템과의 쉬운 연계성



ONLINE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데이터 접근

EASY

간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소한의 사용자 교육

APP STORE

무상 제공되는 추가 App 
적용을 통한 기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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