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ABORATIVE INDUSTRY INNOVATOR
3DEXPERIENCE ROLE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멀티 CAD 데이터 관리 기능으로 SOLIDWORKS® 보완
전체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의 모든 제품 수명 주기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해져 제품 혁신과
출시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개요
Collaborative Industry Innovator는 클라우드 기반 3DEXPERIENCE® 플랫폼에서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협업하기
위한 기초 솔루션입니다. 엔지니어링, 설계, 제조, 마케팅, 영업 등 혁신 프로세스의 모든 관계자를 안전하게 연결하므로
모든 분야와 CAD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솔루션은 고급 제품 구조 탐색 및 필터링, 브라우저
기반 3D 시각화 및 지오메트리 해석 도구, 3D 이슈 및 결재 라인 관리, 변경 사항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 CAD 데이터, 시뮬레이션 모델 및 문서 등 콘텐츠의 생성,
검토, 배포 및 진부화를 캡처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협업이 간소화됩니다.
• 드래그 앤 드롭 Kanban 스타일 대시보드에서 작업을 생성,
할당 및 관리하고 우선 순위를 쉽게 설정하여 팀원들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3D 모델의 컨텍스트에서 이슈를 쉽게 캡처, 전달 및
• 변경 사항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2D 및 3D 모델 모두에서 설계 마크업을 이용해 검토
협업을 지원합니다.
• 사용하기 쉬운 대화형 환경에서 3D 콘텐츠를 시각화한 후
회사 전반에 걸쳐 공유할 수 있습니다.
• IT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설치나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
없이 어느 곳에서나 모든 콘텐츠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DEXPERIENCE 플랫폼의 기능
성장하고 있는 앱 포트폴리오와 보안 클라우드 기술을 갖춘
3DEXPERIENCE ® 플랫폼은 인프라 비용, IT 오버헤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복잡성을 줄이는 동시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3DEXPERIENCE 솔루션들이 원활하게 연동되므로 데이터
관리, 공유, 협업이 수월해집니다. Collaborative Industry
Innovator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도면을 보고, 공유하고,
주석을 달고, 협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기반 대시보드, 메시징, 연속성, 커뮤니티, 드래그
앤 드롭 작업 관리를 통해 모든 내부 팀원 및 외부
협력업체들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 설계를 안전하게 작성, 저장, 복제, 삭제, 교환, 잠금 및
관리하고, 원하는 것만 공유하고, 다른 팀 멤버가 설계
데이터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1개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3DEXPERIENCE ® 플랫폼은 당사의 주력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산업솔루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EXPERIENCE®로 대표되는 다쏘시스템은 기업과 개인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가상세계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은
제품설계, 생산 및 지원 방식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협업솔루션은 가상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소셜 이노베이션을
촉진합니다. 다쏘시스템은 전 세계 140여 국가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25만 곳 이상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ko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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