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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vs. 중소기업  비율  

전체 총 3,125,457개 기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90% 



개발 구매 생산  A/S 

Products Lifecycle 관점에서의 ERP와 PLM의 차이점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ERP vs. PLM 

ERP Coverage 

PLM Coverage 



ERP !!! PLM !!! 



? ? 

?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개선 된다고? 
품질이 개선 된다고? 
생산 효율이 XX% 증가한다?? 
성공의 열쇠???!!!!!!!!!!!!!!!!!!!!! 

신문, 광고를 통해 소개되고 영업 사원이 누누이 어필하는 PLM의 필요성?? 

PLM 도입, 정말 필요한가? 



H/W 

개발 

S/W 

요구규격서, 개발계획서, 개발일정, 설계서, 회로도,  
PLD/FPGA 설계서, 소스파일, Binary 파일, 
F/W 소스파일, 바이너리 파일 
PCB ARTWORK, GERBER FILE, 사양승인서, 조립좌표 
기구 디자인 도면, 설계도면, 금형도면, 
E-BOM, ECR/ECO, 시험절차서 및 규격서, 기능 및 특성 시험결과서, 
EMI 시험결과서, 생산성 검토결과서, 신뢰도예측 결과,  
Edge-Pin Signal List, Strap Drawing,  
부품 datasheet, user’s manual, application notes, … 

요구규격서, 개발계획서, 형상관리 계획서, 개발일정,  
설계서, 소스파일, Binary 파일, Change Note, 릴리즈노트 
시험절차서 및 규격서, 기능 시험결과서, ….. 

기타 

부품 구매정보, 견적서, 제조사/거래처 정보 
E-BOM, M-BOM, 각종 계약서 
호환품/대체품 지정 요청서, ….. 

M-BOM, 부품정보 (사양승인서), 회로도,  
GERBER, 조립좌표, 프로그램 파일 
Assembly Drawing, 품질문제 보고서, 설계변경 요청서, ….. 

구매 

생산/품질 

사용자 

제품설명서, 설치 매뉴얼, 운용 매뉴얼, ….. 

제품 

전자 제품 관련 자료 



제품 1: 78종 
 
제품 2: 132종 



[사례]  제품관련 자료 관리체계 따른 문제 

• 자료 보관상의 문제 (개인 PC 또는 공유 폴더) 

• 개발부서/ 구매부서 / 생산부서 간의 자료 불일치 

• 자료의 공유와 검색의 비효율 

• 버전 관리 문제  

• 보안 문제 



= / 

[사례]  BOM 불일치 



= / 

[사례]  PCB Foot Print 불일치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udzl-QWyEcdJUM&tbnid=EQje19OumS6EXM:&ved=0CAUQjRw&url=http://www.dougburbidge.com/Fencing/FencingControlBox.html&ei=q6-SUbRkx4uQBf7ogaAE&bvm=bv.46471029,d.dGI&psig=AFQjCNHY8NuWYDc1R6jeYhSJuYW6y9Xd2w&ust=1368654111837894


COPY 

22nF/1005 

47pF/1005 

Prototype  

Test & Revision 

10nF/1005 

120pF 

= / 

[사례]  회로도와 BOM 불일치 



XXX 메모리는 단종 됐습니다. 
XXX-1 메모리로 구매하시죠?!  

[사례] 부품의 단종, 대체, 호환 품 발생 시  

대체품 선정 및 

부품정보 변경/추가 
관련부서 통보 

관련 BOM 변경 
ECO 발행 

관련 제품 
TEST 



[사례]  불량 발생 시 

품질 비용 
과가 증가 

What happened 

불량현장  
Feedback 

설계 변경 

일시, 라인, 공정, 
제품명, 제품 일련번호,  

BOM 버전, PLD/FPGA 버전, 
F/W 버전, S/W 버전,  

불량부품 명, 제조사, 구매업체, 
불량 위치, 불량현상, 불량유형, 불량원인 

수리방법, 수리결과 ….. 

What to do 

불량 분석 



CEO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 없어! 잘하고 있자나! 
전에 ERP 구입 했자나~ 

CTO 

새로운 Tool 도입하면 일이 많아진다. 
내가 가진 노하우만 있으면 돼!  

그건 아닌데 !!! 



대표이사도 임원진도 허락했으니 이제 도입만 하면 되는데…..?? 

PLM 도입 시 애로 사항, 하나! 



광고도 하고 평판 좋고 L대기업에서 도입한 제품으로 결정! 근데 가격이?! 

PLM 도입 시 애로 사항, 둘! 

1억??  vs. 10억!! 



훗날을 위해 겨우 대표이사 설득해서 비용 지불했네… 근데 뭐????? 

PLM 도입 시 애로 사항, 셋! 

도입 프로세스 

컨설팅 

Up Front 비용 ?? 

추가 비용!! 
안정화 기간? 

Customizing 



정평이 난 외산 제품 만이 답은 아니다.  

PLM,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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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생산 공정, 관리 체계, 업무 방식, 비용,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두 환경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다르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PLM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 

SMART BOM 



중소기업에 필요한 PLM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 

Gerber 
File 

부품  
Library 

PCB 사양
승인서 

호환품/대체품 

부품 조립
좌표 

부품 
datasheet 

RoHS 
성분정보 



• 부품 데이터베이스와 BOM의 실시간 동기화와 DETAIL 한 관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PLM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 

• 생산 및 현장 품질문제의 실시간 리포팅을 통한 신속한 대책수립 

• 각종 자료의 실시간 데이터 일치를 통한 품질사고 방지 

• 제품 관련자료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자원의 손실 방지와 정보보호 



중소기업에 필요한 PLM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 



Q & A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니컴㈜  

박영규 전무 

uygpark@ony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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