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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DS <> IMDS
전세계적으로 ELV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
2015년 말, 중국 당국은 자동차 OEM이 형식승인을 위해 제출

해야 하는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사양을 공표하였습니다. 따라

서 이제는 OEM이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외에도 CATARC(China Automotive Technology & Research 

Center)와 여러 중국 OEM이 개발한 자동차 데이터 관리 플랫

폼인 CAMDS(China Automotive Material Data System)를 위

한 재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과제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는 IMDS 데이터 외에도 CAMDS 데이터

를 고객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업체 데이터는 

입수할 수 없으며, 최하위에서 최상위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

이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IMDS가 도입되었을 때, 이 프

로세스의 학습 곡선은 5년 기간에 걸쳐 연장되었습니다. 비록 

CAMDS의 경우에는 IMDS 관련 활동 덕분에 모든 관련 데이터 

및 프로세스가 구비되어 있어 이 학습 곡선이 더 단축될 수 있

을지라도, CAMDS에 편리한 공급업체 데이터는 단기간에 입

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

다. 공급업체 데이터가 회사의 CAMDS에 없는 한, 이러한 데이

터를 수작업으로 IMDS에서 CAMDS로 전송할 수 밖에 없습니

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구현하지 않을 경우 오류 발생이 많

은 매우 성가신 프로세스입니다. 

솔루션 

iPoint의 CAMDS & IMDS 솔루션을 이용하면, 고도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데이터 시트를 iPCA/IMDS에서 iPCA/CAMDS로 전

환하고 익명화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공급업체 등에 관한 비

즈니스 기밀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iPoint의 솔

루션은 생성된 데이터 시트를 자동으로 CAMDS와 CAMDS의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iPoint의 CAMDS & IMDS 솔루션으로 CAMDS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자동화를 통한 효율 및 품질 향상

공급업체로부터 CAMDS 데이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기

존 IMDS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CAMDS 프로세스를 

처리 시간을 단축

CAMDS 데이터시트 생성의 번거로움 감소 – 당사 고객

의 피드백에 의하면, CAMDS 데이터시트 생성의 번거

로움이 수동 데이터 입력 프로세스의 20% 미만으로 감

소됩니다

iPCA 모듈의 IMDS 및 CAMDS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유

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교육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

니다 

기존 데이터 및 프로세스에 기반을 둡니다

세계 최고의 IMDS Inhouse 시스템 제공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MDS에서 IMDS의 공급업체 데이터를 사용할 때 비

즈니스 관계 및 비즈니스에 민감한 공급망 데이터의 기

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iPCA 사용자 

환경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ipoint-syst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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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기능

기존 IMDS 데이터를 CAMDS용으로 자동 전환

연결된 PDM 시스템으로부터 BOM 가져오기

규제 변경 시 컴플라이언스 확인 루틴의 자동 업데이트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기존 IT 환경에 통합 

필요한 iPOINT 소프트웨어 모듈

iMDS/IHS 주 모듈

CAMDS/IHS 주 모듈

IMDS-CAMDS 변환기

PDM 인터페이스 

서비스 

비고: 또한 iPoint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와 더불

어 데이터 입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옵션은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point-systems.com/services/

솔루션

다음 링크에서 저희 CAMDS 및 IMDS 솔루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ipoint-systems.com/integrated-solutions/camds/

ipoint-systems.com/integrated-solutions/elv-imds-

camds/

제품 컴플라이언스 문의
iPCA CAMDS 솔루션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의 전문가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Achim Schrempp   

achim.schrempp@ipoint-systems.de 

Jan Hospodarsky

jan.hospodarsky@ipoint-system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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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용 iPCA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CAMDS용 iPCA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유사하므로 솔루션 운용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