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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chill ProductPoint

™

제품 개발에서 Microsoft® SharePoint® 의존도 탈피

Windchill ProductPoint는 CAD 파일, 엔지니어링
계산, 기술 문서와 같은 구조화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icrosoft의 SharePoint 기술에
포함된 기능을 더욱 확장합니다.
M ic r o s of t S har ePoint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간단하게 파일
기반의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SharePoint는 Microsoft Office ® 및 Windows ®
환경과 긴밀하게 통합될 뿐 아니라 Windows Ser ver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ro/ENGINEER ® 및 AutoCAD ® 파일, 기술 문서,
엔지니어링 계산과 같은 복잡한 정보 자산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저작 도구가 필요하므로 제품 개발 팀에는 효율적인 솔루션이 되지
못합니다. Windchill ProductPoint는 이러한 다양한 저작 도구를
지원하고 강력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제품 개발 팀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Windchill ProductPoint는 다중 CAD 데이터의 공유, 버전 관리 및 보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이점
• 필요한 파일의 최신 버전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팀의 생산성

증대
• 엔지니어링 컨텐트를 기업 전체에서 참조할 수 있어 재사용 확대

및 의사결정 향상
• 기존 또는 새로운 SharePoint Server 위에 바로 구축한 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총 소유 비용(TCO) 절감
• 친숙한 인터페이스와 통합 환경 덕분에 빠르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어 채택이 용이

Windchill ProductPoint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현재 공유 드라이브에 다양한 제품 개발 데이터를 저장해 둔 소규모
기업의 경우 Windchill ProductPoint를 사용하여 여러 팀들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기업의 모든 부문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ndchill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거나 풍부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특히 SharePoint가 구축된 기업에서는 Windchill
P r oduc tPoint 를 사용하여 더 많은 팀에게 제품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업체와의 공동 작업을 강화함으로써 Windchill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Windchill ProductPoint는 순수 연구 또는 기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업 시스템과 분리된 프로젝트 환경을
쉽게 관리해야 하는 조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모든 UI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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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제품 개발 정보를 기초로 신속하게 공동 작업
• 웹 기반의 작업공간

• 공지 사항 및 알림
• 토론 포럼, 블로그 및 위키(wikis)
• 작업, 달력 및 MS Office 통합
사람, 문서 및 정보에 쉽게 액세스
• 문서 공동 작업

• 다중 CAD 지원(예: Pro/ENGINEER, AutoCAD)
• 간단한 3D 시각화
• 구조화된 정보 보기 및 보고(모델 구조 및 부품 목록(사용되는
Windchill ProductPoint의 표준 부품 설계 카탈로그

경우))
• 검색(서브 문자열, 와일드카드)
간편한 문서 저작 및 처리
• 자동 잠금 및 잠금 해제

플랫폼 및 언어 지원
• 클라이언트 지원: Windows 클라이언트 전용

• 이전 개정 버전 보기 및 복원

• 서버 지원:

• 문서별 보안 설정

- Windows Server 2003
- Windows SharePoint Services 3.0(필수 사항, Windows Server에

Windchill 상호 운용성

• Windchill 시스템과의 선택적 CAD 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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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숙한 SharePoint 브라우저 내에서 작업 목록과 같은 Windchill
3

정보의 선택적 표시 지원

포함)
• 기본 언어 지원:
-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한국어
• 선택 사항: 사용자정의 언어 지원

2 Windchill PLM Connector 필요
3 Windchill Portlets for SharePoint 필요
1 참고: 일부 특징과 기능은 Windchill ProductPoint의 향후 릴리즈에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PTC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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