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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 육 구사항PLM 교육 요구사항
• 산업 고도화로 제품 설계와 개발이 중요해짐
• 제품 개발은 복잡하고 비정형적 과정이 복합되어 있음
• 제품기능의 고도화 및 융합화로 제품 설계 및 개발이 더욱 복잡해짐• 제품기능의 고도화 및 융합화로 제품 설계 및 개발이 더욱 복잡해짐
• 단위 기술 보다 전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상관관계 이해 필요

• 제품 개발 과정과 자료를 관리하는 PLM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위한 많은 자원이 필요
짧은 시간에 쉽게 PLM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 짧은 시간에 쉽게 PLM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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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 목TEE 목표
• “PLM 에 대한 종합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입문 프로그램”

• 대학 신입생이 약 4주 수업(4x3시간)을 통하여 소화할 수 있는 기능• 대학 신입생이 약 4주 수업(4x3시간)을 통하여 소화할 수 있는 기능
• 효율적인 예제 제품 제작
• 쉬운 CAD 작업쉬운 작업
• 부품, CAD문서, 제품구조 등 제품자료 생성
• 제품개발 프로세스 교육과 동시 제공

• 설치와 사용이 쉬운 PDM 기능 – 부품, 문서, 제품구조, 설계 변경
• 수업을 위한 관리 기능 – 사용자 생성 프로그램 생성 상호 참조• 수업을 위한 관리 기능 – 사용자 생성, 프로그램 생성, 상호 참조

• KEDB TEE (Team Engineering Environment)는 PLM 입문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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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며 동시에 기반 웹 기반 PDM 시스템 이름



KEDB TEE 과정KEDB TEE 과정

• 사전 준비 단계• 사전 준비 단계
– 팀 구성
– 시스템 Tutorial - PLM 과 CAD Tutorial

• 5개 단계로 이루어진 제품개발 프로세스 소개 및 실습• 5개 단계로 이루어진 제품개발 프로세스 소개 및 실습
– 상품기획, 시스템 설계, 상세설계, 시제품 개발, 생산준비
– 이 중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생산준비 단계에 대한 실습

• 시스템 설계 단계• 시스템 설계 단계
– 제품구성(Product Configurations) 설계

• 상세설계
부품리스트 CAD 문서 제품구조 생성– 부품리스트, CAD 문서, 제품구조 생성

• CAD 작업
– 레고 CAD를 사용하여 제품 형상 생성

생산준비• 생산준비
– 공정 생성과 제품비용 계산



팀 구성팀 구성

역할 지식 도구

Designer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제품구성, 조립구조 Lego blocks

CAD engineer Lego CAD 사용법, 조립구조 Lego CAD

TEE engineer TEE 사용법, 제품구성, 조립구조 KEDB TEE

Cost engineer TEE 사용법 제품비용계산 KEDB TEECost engineer TEE 사용법, 제품비용계산 KEDB TEE

Communicator 발표 및 보고서 작성 기술 Power Point, 
Word ProcessorWord Processor



제품개발 프로세스제품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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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제품구성시스템 설계 – 제품구성

과제 개 이상의 제 성을 설계• 과제 – 2개 이상의 제품구성을 설계
• 레고 블록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구성 작업
• 추후 제품구성은 제품구조로써 KEDB TEE에 입력



상세설계상세설계

과제 B• 과제 B
– B1: 부품 리스트 – 제품구조에 포함된 부품의 목록(부

품번호 부품이름)품번호, 부품이름) 
– B2: 기술문서 – 부품형상 (레고 CAD 출력물)
– B3: 제품구조 – 제품구성(2개의 제품구성), 조립구조B3: 제품구조 제품구성(2개의 제품구성), 조립구조

• 결과형태: 기술문서는 Lego CAD 작성, 제품구조, 부품리
스트, 기술문서결과 TEE에 저장



생산준비 cost 계산생산준비 – cost 계산

과제• 과제 C
– C1: 선택한 제품의 각 제품구성에 관하여 공정을 정의
– C2: 재료비와 공정비용을 입력하고 제품비용을 계산

• 결과형태: 공정정의는 TEE에 저장, 제품비용 계산은 TEE 
기능 이용기능 이용



기능 및 특징(1) 레고 블록기능 및 특징(1) – 레고 블록

위에서 쉽게 할 있•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
• 친근하고 쉬운 제작 방법
• 특별한 공구나 시설이 필요 없는 제작
• 재 사용 가능
• 운반 및 데모 용이

• 단위 블록 형상 모델 Library를 제공하는 CAD 제공





기능 및 특징(2) 레고 CAD기능 및 특징(2) – 레고 CAD

• 레고 블록 전용 3D CAD 시스템 http://www.leocad.org

• 단품 레고 블록 3D 형상을 Library로 제공단품 레고 블록 3D 형상을 Library로 제공
• 사용자는 단순히 사용 레고 블록을 선택한 후 Mating 하

면 됨면 됨
• 레고 블록 조립 경험을 가질 경우, 이동, 회전 기능만 익

히면 직관적으로 사용가능
• 직접 만든 레고 블록과 비교 가능
• 다양한 출력물 제공





기능 및 특징(3) TEE PDM기능 및 특징(3) – TEE PDM

웹 기반 PDM 시스템• 웹 기반 PDM 시스템
• 자율적 로그인 생성

• 아이템 (아이템, 재료, 활동, 부산물), 과제, 문서, 아이템
구조 (product structure or BOM), 설계변경 객체 제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능

•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 부품리스트 문서관리 제품구조 설계변경 기능 제공• 부품리스트, 문서관리, 제품구조, 설계변경 기능 제공
• 비용 및 탄소 배출이력 계산 기능 제공

• 프로그램 내 상호 참조 기능
• 자료 생성 이력 보고서를 비롯한 강의자 관리 기능 제공

















추가 적용 가능 분야추가 적용 가능 분야

제 개발 육• 고급 제품개발 교육
• PLM 입문 워크 삽
• 연구 결과 구현
• Capstone Design 관리
• 선행 기능 시험



추후 확장 방안추후 확장 방안

d l ll• Product Development Intelligence – “COLA”
• Social Product Development – “Tag it”





결론결론

입 을 위한 육 램• “KEDB TEE” - PLM 입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관리와 준비의 편리
– 직관적이고 쉬운 예제, CAD, PDM 시스템
– 제품개발과정 중심, 상호 참조가능

• 정규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응용
• 차세대 PLM 연구를 위한 플랫폼

KEDB TEE http://tee.gnu.ac.kr
KEDB PLM bl h //f l i / lKEDB PLM blog http://fvortal.cimerr.net/plm
KEDB http://kedb.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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