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O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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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CAD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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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CAD 도구 사용 시의 문제
아침일찍 기상하여 굳이 시간을 내어

"내 스케줄을 모두 비워주세요! CAD 도구를 하나로 통일 해야하기 때문이에요!"
따로 시스템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CAD
도구가 제각각인가요?

> 산업 디자이너는 서피싱 기능이 좋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는 장점이 각기 다른 CAD 시스템

3개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전에 기업 합병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스템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제조 및 품질 관리 부서에서는 또 전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팀은 여러 파일 가져오기, 변환, 수정을 수행하고

교육을 받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 팀별로 각기 다른

워크플로를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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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서 외부에서는 IT 및 라이선스 관리 전문가가 이처럼

제각각인 시스템을 모두 지원하고 사내에서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면서 번거로운 라이선스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지적 재산(인기 제품의 토대가 되는 모델, 계산

결과, 데이터 등) 중 일부를 여러 CAD 시스템에 분산 보관하는 기업은

전략상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재작업과 데이터 변환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 오류의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AD 도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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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이점

CAD 도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이점이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업이든 디지털 혁신 계획에 CAD 도구 통합을 중요
요소로 포함해야 합니다. PTC가 제시하는 "디지털 혁신"의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CAD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 디지털 스레드 하나에서
전체 설계 및 프로덕션 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모든 환경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과 품질, 공동 작업 효율성은 높이고
시장 진입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전사적 통합

> MBD(모델 기반 정의) 도입을 고려

또는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CAD 통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적절하게 추진하면 비용은 줄이고

품질과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모든 직원이
사용 가능한 공통 CA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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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실무 분야에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관리하여 데이터 변환 및 레거시
데이터 재생성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가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CAD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가장 적합한 설계 엔지니어에게 프로젝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 시간 단축

여러 팀이 플랫폼 하나에서 아이디어를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면 설계 작업을 더욱
빠르게 완료할 수 있으며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품질 향상
중이거나 해당 모델을 구현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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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플랫폼이 하나이면 데이터 변환 및 모델 재생성 관련 인적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 및 설계 혁신 개선

CAD 도구를 통합하면 설계 팀이 공통 도구를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 의도를 더욱 쉽게
공유하고 가정에 의한 설계를 방지할 수 있으며, 팀원이 유용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설계와 프로세스를 완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및 라이선스 경비 절감

CAD 도구를 통합하면 회사 재정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IT 부서는 한
플랫폼의 교육과 지원만 집중 제공하면 되며, 라이선스 부서도 구독 및 영구 유지
보수 계약을 하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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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과정 관리

신규 소프트웨어 관련 신규 프로젝트만 시작하면 표준 3D CAD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CAD 통합의 이점

생산성

엔지니어는 기존 설계를 자주 수정하거나 활용하므로 새 CAD 시스템에서

통합 투자 후 단기간 생산성 감소
(교육,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전 시스템의 데이터에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다수 CAD 시스템과 형식의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열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 여러 CAD 시스템의 유용한 기능이 모두 포함된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으로 인한 장기적 이점
(공동 작업, 시장 진입 시간, 품질, IT 비용)

단일 CAD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경우 교육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이점을 감안하면 통합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팀에서 진행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교육 및 지원을 명확하게

계획하면 전환 단계를 최소화하고 통합 시의 장기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팀이 CAD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이전 데이터
파일에 액세스하여 해당 파일로 작업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최소한 여러 형식의 주문형 및 라이브 사용자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내에서 제공되는 도움말도 파악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표시되는 상황별 메뉴 등을 통해 도움말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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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

전환 단계

통합 관련 점검 목록
CAD 시스템 선택

o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구가 포함된 시스템

o 편리하게 액세스 가능한 자습서를
통해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시스템
o 기본 형식이 아닌 파일에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시스템

시간

이사진의 후원과 지원 확보

o 이사진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음
o 변화가 필요한 이유 제시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발
o 교육 계획 - 라이브 및 주문형

o 데이터 파일 마이그레이션 일정

o 기존 시스템 사용 중단 날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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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로 모든 CAD 도구 통합!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3D CAD 솔루션인 Creo에는 이미 효율성이
검증된 유용한 기능과 획기적인 신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TC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팀 교육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Creo를
사용해 CAD 도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CAD 전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CAD 통합의 장기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reo는 업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타 제품과 긴밀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PTC는 Windchill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Mathcad 계산

소프트웨어, ThingWorx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 솔루션, Vuforia 증강
현실 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품이 원활하게 통합되므로
효율성은 최대한 높이고 작업량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reo - 쉽게 사용 가능한
효율적인 CAD 도구
사용 편의성

새로운 릴리스가 출시될 때마다 Creo의 사용 편의성은 계속 개선되어 왔습니다. 현재
Creo에는 설계를 더욱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니 도구 모음과 컨텍스트 메뉴, 대칭 복사 및 패턴 인식, 개선된 모델 트리 관리 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설계 환경

Creo는 초기 개념 구상에서 CNC 도구 경로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
단일 통합 설계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 시뮬레이션, 제너레이티브 설계, 적층 가공,
MBD 등의 도구가 Creo에 직접 통합되므로 번거롭게 데이터 파일을 내보냈다가 다시
가져오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릴리스가 출시될 때마다 혁신 기능 추가

Creo의 주 릴리스는 매년 새로 출시되지만 사용자도, 기업도 사용법을 새로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모든 신규 릴리스에는 획기적인 설계 최적화 기능이 매번
추가됩니다. 최근 Creo에 추가된 몇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Windchill과 Creo

Creo와 Windchill은 매우 효율적으로 연동되어 CAD 및 PLM 요구 사항을
충족해 줍니다. PTC는 이 두 핵심 솔루션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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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o Simulation Live – 대화식 설계 지침이 즉시 제공됩니다.

> Creo Ansys Simulation – 설계를 매우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제너레이티브 설계 – AI 기반 설계 최적화 기능이 제공됩니다.

> 증강 현실 – 고객 및 공급업체와 설계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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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로 모든 CAD 도구 통합!
PTC는 제너레이티브 설계, Ansys 시뮬레이션, 증강 현실 등의 획기적인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일상적인 작업을 더욱 쉽게 처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CAD 도구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브스크립션 및 유지 보수 계약에서 가격에 비해 유용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CAD 제공업체에서 신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Creo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Creo의 효율적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
Creo를 사용하면 기존 CAD 데이터를 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Creo의 Unite Technology를 사용하면 Dassault CATIA 및

Creo에서 생성하지 않은 부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Creo는 요청 시
해당하는 컴포넌트만 자동으로 변환합니다. 따라서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걸리는 시간과 수행해야 하는 작업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소프트웨어, Siemens NX, Autodesk Inventor 등의

이처럼 Creo에서 제공되는 매우 유연한 모델링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Creo 라이선스에는 변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므로

사항을 충족하도록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가져와서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용 라이선스가 없어도

타사 어플리케이션 변환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객체를 설계에

가져온 형상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부품은 설계 요구

바로 통합할 수도 있고 파일을 Creo 객체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 및 파트너에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Creo Unite

Creo는 설계 인텔리전스를 자동 인식하여 추가해 주므로 설계를 간편하게

설계 수정 사항을 전달해야
Technolog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 Creo 파일을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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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 Unite Technology 데이터 시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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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로 모든 CAD 도구 통합!

Creo 교육 및 지원

모든 Creo 서브스크립션에는 모델링, 서피싱, 어셈블리, 시뮬레이션
등의 Creo 기본 사항을 배울 수 있는 eLearning이 포함되어

현재 시판 중인 모든 CAD 시스템은 기능, 사용법 등이 서로 다르지만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에 액세스하여 모델 기반 정의(MBD), 판금,

이러한 시스템의 근간인 매개 변수 모델링 방식은 동일합니다.

프레임워크 설계 등의 다양한 도구 관련 자습서도 바로 확인할 수

레이싱카의 핸들이 조금씩 달라도 엔지니어라면 운전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가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지원을 받으면 거의 모든 CA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PTCU Creo LEARN Online 서브스크립션

가입자는 라이브 가상 강사 진행 세션에 제한 없이 액세스할 수

PTC는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모든 엔지니어가 시스템 사용법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팀은 PTC

University(PTCU)에서 1:1로 진행되는 라이브 온라인 및 eLearning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TC는 공개 및 비공개 교육 옵션을

CREO
LEARN
SUBSCRIPTION
있습니다. 하루에 서로
다른 표준
시간대에서
여러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Creo 강사가 진행하는 이러한 실습 강의에서

Our Creo LEARN Online Subscription is best-in-class product training that allows you to take an unlimited number of half-d
대화식
학습을
live online 재미있는
from any location.
Each
class is 진행할
taught by수
one있습니다.
of our world-class instructors and is offered in three-hour time slot
is to make it easy and convenient for you to learn by providing you with an engaging, interactive learning experience. We've
this offering to ensure you have the most flexibility possible; learning on your own time and schedule. Head to our Creo Cu
Guide to view our many course offerings.

CREO LEARN SUBSCRIPTION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 지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 취득 기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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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U의 Creo Learn Online 서브스크립션 살펴보기

Our Creo LEARN Online Subscription is best-in-class product training that allows you to take an unlimited number of half-day classes
live online from any location. Each class is taught by one of our world-class instructors and is offered in three-hour time slots. Our goal
is to make it easy and convenient for you to learn by providing you with an engaging, interactive learning experience. We've engineered
this offering to ensure you have the most flexibility possible; learning on your own time and schedule. Head to our Creo Curriculum
Guide to view our many course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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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tuden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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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Class Schedule

인증with LEARN
GettingCertifications
Started

Getting Started with LEARN

Virtual Software Environments

Digital Student Guide

ptc.com

결론

CAD 도구를 통합하면 사용자와 조직이 여러 실무 그룹 간의 공동 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IT 간접비를 줄여 생산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Creo는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설계 엔지니어가 사용해야 하는 설계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PTC가 전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문의처

Creo는 제품 혁신을 가속화하여 더욱 뛰어난 제품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3D CAD 솔루션입니다. 손쉽게 익힐 수 있는 Creo를 사용하여 제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조 및 이후 과정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강력한 기능을 제너레이티브 설계, 증강 현실, 실시간
시뮬레이션, 적층 가공, IoT와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설계 반복 생성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제품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쟁 우위를 점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혁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오직 Creo뿐입니다.

© 2020, PTC Inc.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에 기술된 내용은 정보 제공 용도로만 제공된 것으로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PTC의 보증, 약속, 조건 지정 또는 제안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PTC,
PTC 로고 및 모든 기타 PTC 제품 이름과 로고는 미국,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에서 PTC 및 혹은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그 외 모든 제품 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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