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설계 및 개발 부터 양산 후 폐기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관리, 연관 시스템과의 I/F 기능을 제공

하여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 맞는 제품정보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제품정보관리 스마트 팩토리 구성▷▶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모듈화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한, Add-On 모듈을

별도로 제공하여 추가적으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품정보관리 구성 모듈▷▶



yPLM 만의 특성화된 기능을 이용한 Cloud 방식의 사용환경 제공, 기술자료의 Upload 기능 강화 및 문서

복사 기능을 적용하여 기술자료 관리에 대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현실적인 기술자료 관리 방법 제시▷▶

사용자들이 다양환 디바이스에 의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스마트 기기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 승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 함으로서 편의성 높은 사용자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HTML5 의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자 환경 구현▷▶

yPLM



흔히 발생하는 속성정보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과 CAD Integration Version Upgrade시 발생하는 비용 투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yPLM만의 차별화된 도면 파일관리 방식을 제공한다.

편리한 CAD Data 관리 환경 구현▷▶

협력사간의 제품/부품개발 일정 공유 및 도면, 설계변경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업무 협업을

할 수 있는 협력사 정보전달 기능을 제공한다.

협력사 정보전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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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관리 솔루션들의 기능과 이를 사용하는 기업의 문제점은 대부분 동일하다 .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 주요 4항목에 대하여 yPLM은 해결점을 제시한다.

솔루션 도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4가지 문제점 해결▷▶

솔루션 도입시 가장 큰 남다른 효과▷▶

13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한 기술자료 및 전산업무 지원에 대한 Know-How 를 시스템으로 구축.

타사 솔루션 도입과의 차별화된 유지보수 방식과 사용 편리성을 제공한다.



유라 IT개발 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08 유라R&D센터 (☎ 070-7878-1734 /YE031500@yura.co.kr)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로 2003년 PDM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PLM 및 QMS등 제품/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설계,제조 업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라의 솔루션은

입니다.

다년간 제조업 지원 및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부품제조기업 맞춤형 솔루션

http://www.yurasolution.com 에서 제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