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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란 

•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 주기, 형식이 방대하여 기존 데이터 처리 기술로는 
처리와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 혹은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는 
새로운 접근방법 

• 메일, SNS, 그리고 센서에서 나오는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에 포함 

• 응용 측면에서 ‘기존의 자료 처리와 분석에서 불가능하였던 문제를 자료의 
량을 충분히 증가시켰을 때 가능하게 하는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으로 재
정의 가능 

 

• 예로 오랫동안 성과가 없었던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에서 방대한 사례에 대한 통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인식 정확도를 획기적으
로 높임  



제품개발자료 관리의 기회 

‘제품개발자료 관리의 새로운 차별화’ 요구 

 

• 많은 기업들이 장기간 CAD, CAM, CAE와 PLM 시스템 투자로 경쟁사와 차
별화가 어려움 – 일반화된 자원 

• 제품개발자료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차별화 방법이 요구됨 

– 기존의 제품자료 일관성유지와 자료공유 효과로는 차별화가 어려움 

• 축적된 제품개발자료에 Big Data 기술 적용을 통한 제품개발의 효율화와 
지능화가 경쟁사와 차별화 가능 

 



Big Data 관점에서 본 제품자료관리 

Big Data 특성과 일치하는 제품(설계)개발자료 관리의 특성 

 

• 오랫동안 축적된 방대한 양의 디지털화된 제품개발자료 

– 컴퓨터 태동 초기 단계부터 제품개발에 적용 

– 예) The First Database for BOM, An Expert System for Product 
Configurations, Mainframe based CAD Systems 

• 지식집약적이고 비정형화된 제품개발 프로세스 

– 제품개발자료를 생성하는 설계자와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한 가상실험이나 예측이 어려움 

– 설계과정 촬영과 Protocol Analysis 등의 방법 시도 

 

 



병원 이용자료와 제품개발자료의 차이 

log 

log 

log log 

• They have no patient data model. 

• They have explicit processes 

• They use simple log data. 

• They have standard product data model. 

• They have intangible dev. process. 

• They use complex product data model 

with log data. 



Big Data를 제품개발에 적용하는 방법 

• 예상 응용은 Big Data를 이용하여 고객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제품개발에 
적용 – 상품기획의 앞 부분으로 기존 제품개발자료관리에 영향이 적음 

• ‘Big Data를 제품개발 자체에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 

• 제품개발이 영향을 주는 조직의 범위와 적용 가능 기술이 다양함으로 이를 
통합한 로드 맵이 필요 

 

• 방대한 제품설계개발 자료 활용 

• 표현력이 풍부한 Product Data Model 활용 

• 유연하고 Interactive 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법 사용 

 



The Current (Research)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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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ata Analytics 란 

• Product Data Analytics(PDA)는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제품자료를 분

석하여 ‘현실의 설계 과정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 

• PDA는 분석을 위한 운영 데이터베이스로써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Product Data Management(PDM)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 분석 방법으로써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자
료 분석 기법(예- 다차원자료분석 혹은 Data Mining)을 사용 

 



PDA Approach 



PDA 구성요소 

• 적용 분야 및 평가 지표 Application Domains and Performance Indicators 

• 제품자료모델과 PDM 데이터베이스 Product Data Model in PDM 
Databases – 분석을 위한 제품자료모델 포함 

•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법과 도구 Database Analysis Methods and Tools 

 



적용분야 및 평가지표 

• PDM 데이터베이스가 요소임을 고려 

• 적용 계층과 범위 

– PDM/PLM은 기업 업무의 계층(Hierarchy)과 범위(Rage)로 나눌 경우 

– 범위는 설계, 생산, 고객지원 중 설계 

– 계층은 사업부의 제품개발 계층 – 최고 의사결정 지원 층은 아님 

– 예) 단일 혹은 전사적 제품개발 프로젝트와 PM이 주 대상 

– 보다 상위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자료 제공 가능 

• 적용분야에 대한 평가 지표 필요 

– PDM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료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지표 

– 주로 적용 계층과 범위에 관련 된 지표 

– 예) 제품개발 과제 평가 지표 – 아이템 당 3D CAD 문서 개수,  

 



현재 PDA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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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적용 분야(예) 

• 제품개발 모니터링 

– 제품개발 이상 현상 모니터링 

– 제품개발 설계부하 분석 

– 제품개발 특성 예측 

• 제품개발 성능 평가 

– 제품개발 성능 비교 

– 제품개발 특성 비교 

• 설계변경분석 

– 설계변경 평가 

– 설계변경 전달 예측 

– 설계변경 제약 조건 분석 



PDA 시스템 아키텍처 



General PDA Process 



KPI, Balanced Scorecard, Gate Way와 비교 



Example 



Analysis 1 기술문서 생성 분석 



Analysis 2 비용계산을 통한 진도 평가 



Analysis 3 설계자 별 부품설계 시간 분포 



Product Development Experiments 



KPI 주요 영향 요인 분석 



Comparisons between Passed and Failed 



필요한 인력과 조직 

 

• 업무영역 - Product Data Analysis for Engineering Domain , Performance 
Optimizations with Data Analysis Tools 

• 업무 프로세스 - Analysis and Improvement (or Innovation) of Processes - 
Review Product Data Model -> Prepare Data ->  Exploration Analysis -> 
Ad hoc Analysis Report -> Applications and Advanced Tools 

 

• 조직의 다른 계층과 협업 - PM, Business Division, Top Management 

• 조직의 다른 자료분석 부문과 협업 - Data Scientist for Manufacturing, 
Supply Chain, Manufacturing 

• 전사 자료분석 조직의 일원 - A Division in Data Analysis Center for 
Corporations 



결론 

• 차별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품개발자료관리에 Big Data 기술 적용 필요 

• 제품개발자료관리의 제품자료모델을 고려한 Big Data 기술적용 필요  

– Product Data Analytics 접근 소개 

• Product Data Analyst 육성과 Product Data Analysis 조직에 대한 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