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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 배경 및 목적 

효율적인 제품 개발 업무 지원 

 

제품 개발 경쟁력 극대화 

제품 경쟁 심화 

부대비용 증가, 이익율 저하 현상 

R&D 효율화 요구 증가 

시스템 경영 요구 증가 

(Rule & System 기반의 

 R&D/젂사 프로세스 효율화) 

Global 경영 체계 가속화 

-음료 산업의 글로벌화 

-Market 의 글로벌화 

제품 개발 기간 단축 요구 

상품 개발 업무와 R&D 업무 

체계의 동기화/최적화에 의한 업무 

지원 기여도 제고 (BPM) 

제품의 개발 이력 관리 강화 및 

 정보 통합화 (ERP 연계)  

글로벌 언어 및 보안체계 지원 

제품의 Idea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의  

Lifecycle의 젂체적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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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 배경 및 목적 

EKM 

CRM 

SCM 

EAI Industry 

Standard 

Data/System & Business Integration 

Data/System Integration only 

Business 

Link 

PDM 

PMS 

Solution  

Coverage 

*EKM: Engineering Knowledge Management 

** PDM:Product Data Management,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LM 

ERP 

전사자원 

관리 

시스템 

Web 

Technology 

       -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 교육 

       - ERP, EIS 연계 

       - PLM 시스템 개발 
         eCPG template 적용 

       - 환경 분석 (AS-IS) 
       - 개발 업무 정의  
       - 구축 방향 설정 (TO-BE) 

추진 젂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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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 범위 

ERP 

제품 통합 이력관리 및 업무효율성 증대 

  A/S   영업  생산  개발  검토 상품 기획 

Business 
Value 
Chain 

Transaction Data 

디자인 관리 

작업공간 

배합비 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시스템관리 

제품정보 

지시/협조 

설비도면관리 

내부배포 

문서 관리 

G/W EIS 

기술지원   중앙연구소 

생산관리 

광고 

마케팅 

디자인 

eCPG tmp 

상품개발 

Wind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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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내용 

제품개발/변경 
(프로젝트,  문서,  디자읶) 

Know-How  
(컨셉,  템플릿) 

SKU/마케팅 
(SKU, 광고,  판촉,  BM) 

통합 정보 
(통합 검색,  ERP 연동) 

개발 진행관리 
(협업,  PMS, 산출물) 

공유/재활용 
(문서, 디자읶, 설비도면) 

  

PLM 
PDM (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에 관한 정보 관리 

제품 개발의 경쟁력 향상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제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 시스템 

협업, 진도, 문서 등 관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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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분석 

  중앙 집중식 도면, 디자인, 기술문서 관리 

    - 변경이력, 버전 관리 

    - 대용량 파일의 공유 및 협업 효율화 

산출물, 디자인, 기술문서 관리 효율화 

  제품 개발기간 단축 및 품질향상 

    - 성공한 제품 프로세스 재활용 

    - 개발 진행상황 관리 및 위험요소의  

      조기 파악 

제품 개발기간 단축 

  제품 정보와 개발 진행 정보의 연동 

    - 제품의 모든 정보는 기획부터  

      개발단계까지의 모든 이력 관리 

    - 관련 문서의 중앙집중적 통합 관리 

제품 정보의 일관된 관리와 진행 
ERP,  

EIS 연계 

디자인, 도면 

관리 프로젝트
관리 

문서 

관리 

협업 
제품정보
관리 

PLM 
(Product Lifecycle M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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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ps ㈜이쓰리피에스 
 정수환 부장 (kyle@e3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