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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ePoint기반의 Microsoft 기업 제품
제
harePoint는 Microsoft의 "협업 인프라
라"
기본적인 기능인 Windows SharePoint Service(WS
SS)가 Microsoft 서버에 포함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MOSS) 및 Microsoft Project Server와 같은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기본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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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harePoint Services
협업 인프라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반

Windows
SharePoint
Services

웹 기반

웹 기반 작업 공간은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팀
은 브라우저 만으로 액세스 가능

협업

발표, 경보, 토론의 장, 블로그, 위키, 파일 기반 협업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SQL*Server, IIS, Internet Explorer, Outlook와의 긴
밀한 통합

낮은 총 운영비용

모든 Microsoft 서버 제품과 번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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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chill ProductPoint 소개

제품개발을 위한 PTC의 새로운 Microsoft SharePoint 기반 솔루션
Microsoft 기업 제품군 보완
제품 개발에 SharePoint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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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chill ProductPoint
harePoint를 제품 개발 영역까지 확장하
하는 Windchill ProductPoint
Pro/ENGINEER
o/ G
또는 기타 C
CAD 시스템의 지원
원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공유, 열람 및 마크 업 지원
제품개발 협업에 Windchill 기반 시
템 활용
시스템

Windchill
ProductPoint
Server

MultiCAD SharePoin
nt
Services

멀티 포맷의 CAD 파일, 구조 및 상관관계
관리

SharePoint를 위한 Windchill
W
웹 부분

SharePoint 브라우저에 Windchill 시스템
의 정보 제시

ProductView ShareP
Point
Services

검색할 수 있는 정밀한 경량 제품의 게시
및 가시화

Windchill PLM Conn
nector 통
합*

CAD 데이터를 다수의 PDM/PLM 시스템
서 공유

* Windchill ProductPoint 2.0

TC Windchill ProductPoint의 개념

Windchill ProductPoint는 SharePoint기반의
의 사용하기 쉬운 제품개발 솔루션

Windchill ProductPoint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 방식으로 패키지 구성한다.
SharePoint 솔루션
– Windows SharePoint Service(WSS)에 기반
확
기능하에서도 운영가능
– Microsoft Office SharePoint 서버(MOSS)의 확장된

SharePoint 솔루션에서 Windchill 정보의 이용
용
– SharePoint를 위한 Windchill 웹 부분에서 Windchill과의 연동
자립형이되, 광범위한 Windchill 제품군과 통합
합 가능

– SharePoint를 위한 Windchill 웹 부분에서 SharePoint의 Windchill 정보 연동(역방향 연계

– PLM Connector를 사용해 ProductPoint와
와 PDMLink/ProjectLink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

Wi d hill P
Windchill
ProductPoint는
d tP i t는 다음과 같은 성격
격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Pro/INTRALINK 대체품
Wi d hill PDMLi
Windchill
PDMLink
k 대체품
Windchill ProjectLink 대체품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Windch
hill ProductPoint

소기업
CAD 데이터 관리에 애를 쓰고 있지만 기존 PLLM 보다 근본적으로 단순한 솔루션을 원하는
다수의 공유 폴더 사용자
고객 및 공급업체와 협업해야 할 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
전사적 협업 기반으로 SharePoint에 기초한 표준화를
표
수행하는 기업
특수목적 워크그룹(예를 들어 CAE,
CAE 고급 검색)으로서,
으로서 필요한 경우 보다 광범위한 PLM
제품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SharePoint 차원
원의 성능이 필요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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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AD SharePoint 서비스

기종 CAD 파일, 구조 및 상관관계 관리

harePoint를
h
i 를 사용해 CAD
C
및 기타 구성
료된 데이터 직접 관리
PTC, AutoDesk, Dassault 및 Siemens와 같은
공급업체의 솔루션과 같은 다수의 CAD 솔루션을
지원하도록 설계
상호관련 파일 및 상호의존성 관리
자동 번호부여, 이름 변경, 복사와 이동 및 버전
관리 등의 기능 제공

harePoint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
모든 객체는 SharePoint 객체
SharePoint와 Office 응용프로그램의 익숙한
형태와 감각 활용

harePoint를 위한 Windchill 웹 부분
부
arePoint 브라우저에 Windchill 시스템의 정보
정 제시

Windchill과 SharePoint 통합지원
Windchill 9.0 플랫폼으로 지원
Windchill 사업 보고 모듈을 표준 SharePoint 웹
부분으로서
부분
서 SharePoint에
에 노출
출 가능

향후 릴리스에서 Windchill과 SharePoint 통합을
을
화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다음 내용 포함
다음과 같은 추가 웹 부분
– Windchill 할당
– Windchill 검색
– 가시화
– Windchill 문서

기타 기능성 계획 중

roductView SharePoint Services

색할 수 있는 정밀한 경량 제품의 게시 및 가시화
가

고도로 직관적인 그래픽 브라우즈 기능을
arePoint에 통합
2D 섬네일 및 3D 형상의 자동 생성
섬네일을 표준 SharePoint 컬럼으로 채택하고
모든 뷰에서 사용
아이콘 이동으로 신속한 항목 확인
임베디드 3D 형상을 위한 ProductView 웹 부분
제공

roductView Lite 및 Professional 지원
Microsoft 리본 UI
직관적, 사용 용이성, 확장성

Windchill PLM Connector 통한 통합*

AD 데이터를 복수 PDM/PLM 시스템에서 공유
공

ro/E 설계를 Windchill 기반 시스템 전체에서 교환
교
Pro/E 설계 라이브러리를 복수의 Windchill 시스템으로
로 게시
– 하나 이상의 Windchill 기반 시스템과 교환
– 변경된 Pro/E 파일만 업데이트

중요한 Pro/E 기준 모델을 파트너 Windchill 시스템과 공유
Pro/E 설계를 Windchill 시스템이 서로 공유

다양한 환경에서 공유 가능
시스템 환경
– Windchill ProductPoint 2
2.0부터
0부터 Windchill PDMLINK 9
9..0까지
0까지
– Windchill PDMLink 8.0부터 Pro/INTRALINK 9.0까지

각 시스템에는 고유의 Pro/E 사업 규칙이 있을 수 있음
음
– 고유 릴리스 계획 및 릴리스 수준 순서
– 고유 개정 순서(A, B, C)
– 상이한 폴더 구조/속성/소유권 매핑

각 시스템에는 고유의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유지 수준
준이 있을
수 있음

시: Windchill PDMLink 및 SharePoint와 ProductPoint 상호작용 시나리오

용자는 Windchill
MLink에 저장되어
는 CAD 모델을
델을
ndchill ProductPoint를
용해 검색

2
사용자는 속성과
형상을 검토해 정확한
부품 확인 가능

Windchill/Library/Fasteners
Windchill/Library/Fasteners
Windchill/Library/Fasteners
Windchill/Library/Fasteners
Windchill/Library/Fasteners
d h ll b
Windchill/Library/Fasteners
Windchill/Library/Fasteners
Windchill/Library/Fasteners

시: Windchill PDMLink 및 ProductPo
oint 상호작용 시나리오

사용자는 “Share from
Windchill” 선택
Windchill

AD 콘텐트가 Windchill
DMLink에서 Windchill
roductPoint로 복사

시: Windchill PDMLink 및 ProductPoiint 상호작용 시나리오

Windchill ProductPoint
사용자는 CAD 컨텐츠를
사용하고 부품을 조립하며
부품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
수행 가능
참여자는 기업 방화벽 내부와
외부에서 안전하게 액세스 가능

6

설계준비가 완료된 Windchill ProductPoint
사용자는 “Send To ► Windchill”로 작업 선택

원본 PDMLink 부품 및 Windchill
ProductPoint에서 새로 작성한 부품이 Windch
PDMLink로 다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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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chill ProductPoint 요약

신속한 검색
검색하 자 하는
검색하고자
하 파일의 최신 버전 찾기
팀 생산성 확대

액세스 확대
기업 전체의 엔지니어링 컨텐츠
재활용 수준을 높이고 의사결정 지원

신속하게 시작해 진행
새로운 또는 기존의 SharePoint Server를
사용해 신속하면서도 용이한 전개
총 운영비용 절감

최소한의 학습곡선으로 적응
친숙한 인터페이스 및 통합 환경

향후 제품 개발 로드맵

ProductPoint 1.0

응용프로그램 지원:

• Pro/ENGINEER Wildfire 4.0 M060
• ProductView 9
9.1
1
• AutoCAD 업로드

ProductPoin
nt 1.0
RTM/런칭
칭
2008년12월

사전 제작
2008년11월

“Preview"
Preview
활용도 시험
2007년9월

“Preview 2"
2008년3월

알파
진행 중

응용프로그램 지원:

베타
2008년8월

•
•
•
•

Mathcad 14 M030
Pro/ENGINEER Wildfire 5.0*
Bulk Load
Windchill PLM Connector**

ProductPoint 1.1

ProductPoint 1
1.1
1

RTM
2009년7월

응용프로그램 지원:

ProductPoint 2.0

2009년12월
RTM

•
•
•
•

Pro/ENGINEER Wildfire
Windchill PLM Connecto
AutoCAD
Solidworks

ProductPoint 3.0
2010년 봄
RTM

자체 개발 로드맵

•기본
기본 결제 기능(6개)

재기능 •하이컴파스 개발 전자결재

•InfoPath ( Enterprise Function )

식문서 •웹 에디터와 연동 – ECR, ECO 처리(하이컴파스 개발)

Excel

•Excel과 연동 ( Enterprise Function )

ervice
•Project Publisher (3rd Party) – EPM Live ( epmlive.com or projectpublisher.com )

로젝트 •Project Server ( Another SharePoint Solution )
관리

DRM

•파수닷컴 DRM 솔루션과 연동 – 9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