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ODM 의류 제조업체를 위한 PLM 가이드
브랜드 및 리테일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

기술 정보의 정확성
향상 및 품질 유지

중복 작업 및 오류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

부가가치 작업에 대한
집중과 성장 주도

보다 빠른 샘플링
및 생산 타임 라인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PLM 스위트(Suite)

Centric PLMTM 은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관리하여 리드 타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상호 연결된 모듈
제품군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십시오.
제품 사양 :
자재 관리 :
일정 관리 :
품질 관리 :
제품 소싱 :
상품 계획 :

프로세스 관리 :

컬렉션 관리 :
최종 검사 :

고객의 작업지시서(tech pack)를 쉽게 불러오기 하여 원가 계산, BOM, 패턴 파일, 마커
파일 제작은 물론 시공, 패키징 및 라벨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술 정보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재 라이브러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제품 라인, 컬렉션 및 시즌에 걸친 사용량을 추적합니다.
BOM을 간편하게 업데이트하여 품질, 배송 및 마진을 보장합니다.
사전 생산(pre-production) 프로세스의 이전 또는 이후 일정을 통해 작업을 정의하고
추적합니다. 관리자는 마감일을 인식하고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작업 실행을 추적하고
모든 생산 마감일을 충족할 수있는 가시성을 보유합니다.

일관된 테스트 표준을 수립하여 품질 관리를 간소화하고 안전 및 준수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팀원들로 하여금 공급 업체를 비교하고 수천 개의 공급 업체 제안을 다루며 성능, 상태 및
문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소싱을 간소화합니다.
확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재무 계획 툴을 사용하여 목표 마진과 실제 마진을
측정 및 “샌드박스(sandbox)”화 하여 제품 계획을 현실과 일치시킵니다.
생산 자원 계획을 위해 SMV (Standard Minute Value) / SMH
(Standard Hour Value)를 기반으로 한 높은 수준의 생산능력
활용 계획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십시오.
개인을 프로젝트 및 작업과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작업 부하를 관리하는 동시에 생산성, 응답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팀원들에게는 개발 주기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맞춤화된 컬렉션 북
및 카탈로그를 구현합니다. 이는 생산 가능한
제품들을 소개(showcase)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품질 평가 기준은 원제품 사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품별로 고객에게 허용 가능한 품질 수준과 평가
요점을 충족하여 제품 품질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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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에 대한 모든 모듈과 커넥터,
모바일 앱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문의하십시오.

데모
신청하기

샘플 관리 역량 증대

가상 샘플 생성 및 모바일 샘플 추적을 통해 샘플 및 프로토 타입 제작을
간소화하고 제어하여 한 번에 모든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CLO, Optitex 및 Browzwear를 포함한 엔드 투 엔드 3D PLM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설계,
개발 및 검토하는 방식을 혁신하십시오.

완벽한 3D 워크플로우는 진정한 협업 제품 설계를 강화하고 물리적인 샘플 반복을 줄이며,
설계를 보다 빨리 명료화하고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공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여 재작업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3D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Centric PLM 샘플 리뷰(Sample Review) 및 핏 리뷰(Fit Review) 모바일 앱으로 샘플 추적
및 리뷰 기능을 손 안에 구현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세요.
샘플 검토 팀은 샘플 검토 세션 중에도 샘플 리뷰 모바일 앱으로 Centric PLM에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고 의견을 추가해 재작업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검토 세션 중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수행되므로 재작업 할 필요가 없으며 병목 현상이
제거됩니다!

핏 리뷰 모바일 앱은 핏(fit) 전문가가 모바일 기기를 핏 세션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PLM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입력하러 책상에 돌아가지 않고도 바로 치수 메모가
가능하므로 핏 리뷰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모든 팀이 작업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핏
리뷰 메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PLM 혁신을 불어넣다
작업지시서를 순서대로 쉽고 빠르게!

Centric의 제조 PLM 혁신은 작업지시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장 중심 솔루션입니다. 중앙 집중식 제품 작업지시서
데이터는 브랜드와 제조업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 정보가 보다 정확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직접 공유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 및 Centric PLM의 파워 활용

Centric AI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여 기존 자재, 트림, 색상 및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재 라이브러리를 신속하고 시각적으로 검색하여
재료를 쉽게 재정렬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Adobe Illustrator와 Centric 8 PLM의 직접 연결을
통한 창의성과 혁신 구현
기술 디자이너는 Centric PLM에 완벽하게 연결된 Adobe® Illustrator
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없는 작업을 최소화하여 디자이너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제품 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계획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사를 위해, Centric PLM은
전체 조직에 걸쳐 강력하고 통합 된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Brandix CIO (최고정보책임자),
Surendra Karunakaran

Centric PLM은 이미 우리의 업무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은
데이터 입력 대신, 제품과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업제조 #오류감소
#시간절약 #정확한정보
MAS Holdings, Brandix, Hirdaramani, Top Form, VT Garment,
Clover, Regina Miracle, Li & Fung, SC Fashion 등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Centric PLM을 신뢰하는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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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 PLM
고객들의 반응

VT Garment 제품개발부 책임자,
Mingkwan Lotharukpong

PLM에 대한 모든 모듈과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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