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데이터 시트

CONNECT Edition

ProjectWise® Deliverables Management
공급망과의 신속한 계약 논의
ProjectWise Deliverables Management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 일정, 계약 및 법률 준수에 관계된 위험 요
소들을 관리하고 완화합니다.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환
경에서 전송 정보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으며 제출물
및 RFI 프로세스 시간을 단축하여 긴급 사안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합니다.
통합 모델링 및 문서화 워크플로우
CONNECT 에디션은 종합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공통 환경을 제공
하고 사용자와 프로젝트 및 기업을 연결합니다. CONNECT 에디션
은 학습, 커뮤니티,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포털 역
할을 합니다. 데스크톱에 저장된 i-model PDF 등의 개인 파일을 다른
사용자와 직접 공유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Navigator Mobile 과 같은
Bentley 앱에서 편리하게 액세스하도록 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
포털을 통해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 세부사항과 상태를 검토하고
프로젝트 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CONNECT 에디
션을 통해 성과품 관리, 문제 해결 및 프로젝트 성과 대시보드를 포
함한 새로운 ProjectWise Cloud Services를 활용할 수 있습 니다.
컬러 코드 지표를 통해 긴급 사안을 초기에 식별하고 해결합니다.

"이 강력한 기능은 내부 검토 팀, 계약업체,
공급업체, 고객 간의 엔지니어링 작업과
계약 문서를 포함한 중요 프로젝트 정보의
문서 생성과 전송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Leah Mackay, 정보 시스템 관리 담당자,
Rail&Transit, Parsons Brinckerhoff

확신 있는 계약 논의
ProjectWise Deliverables Management는 계약상 의무 준수와
올바른 콘텐츠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 및 승인되고 오류와 누락을
최소화하면서 제때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특정 장소
의 모든 프로젝트 성과품과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게 언제 전송되
었는지,
승인이 되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와 같은 모든 사항을 추적
할 수 있습니다.

상태, 기한 및 프로세스 완료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 현재의 정
확한 버전 정보를 전송물 및 제출물 패키지에 권한을 가지는 계
약업체와 하청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밀한 통합을 통해
ProjectWise에서 직접 패키지를 생성하여 정보에 신속하게 액세스하
도록 할 수 있고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전송물, 제출물 및 RFI 관리
ProjectWise에서 직접 전송물 및 제출물 패키지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정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참조 파일을 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 웹 기반 포털을 사용하여 권한 있는 수
신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패키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이를 검
토하며 포털에서 직접 패키지를 승인하고 다운로드하며 검토 의견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문서가 첨부된 RFI를 생성하고 승인
과 응답을 모니터링하여 승인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
습니다.
ProjectWise Deliverables Management는 문서 관리 보안을 보장하기 때문
에 권한 있는 사용자만 패키지와 RFI를 생성, 보기, 다운로드하고 응
답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응답 상태에 직접 액세스해야만 프로젝
트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자의 문제 추적
및 진행 모니터링 능력이 개선됩니다.

1998년 첫 출시된 ProjectWise는
엔지니어링 문서 관리 애플리
케이션에서 엔터프라이즈급 가
상 및 종합 프로젝트 납품 솔루
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협업 및 콘텐츠 관리 플랫폼
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
공합니다.
• 설계 통합
• 성과품 관리
• 프로젝트 성과 대시보드

보다 효과적인 프로젝트 실행
ProjectWise Deliverables Management를 통해 사용자는
주요 프로젝트 정보를 검색하는 데 낭비되던 시간
을 단축해 효과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합니다. 필요
한 콘텐츠 협업을 단순화하고 완전한 정보가 전송
되도록 보장하여 프로젝트 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과품 대시보드는 미해결 사안의 상
태를 제공하고 긴급한 사안을 효과적으로 식별하
고 해결하여 프로젝트 일정을 단축시키는 효율적
인 프로세스를 실현합니다.

• 현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

101개국에 구축된
ProjectWise Design Integration
은 ENR 25개 설계 업체 중 25
곳, ENR 50개 설계 업체 중 44곳,
ENR 100개 설계 업체 중 81곳,
ENR 50개 설계-건설 업체 중 29
곳, Bentley Infrastructure 500 소
유자 중 249곳, 미국 교통부 중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
템입니다.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은 학습, 커뮤니티, 프로
젝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 포털 역할을
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 포털을 통해 프로젝
트 팀은 프로젝트 세부사항과 상태를 검토하고 다
음과 같이 다른 ProjectWise Cloud Service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entley에 대한 자세한
내용: www.bentley.com
Bentley 연락처
82-2-557-0555
Bentley 글로벌 지사 목록
www.bentley.com/contact

확장된 프로젝트 팀과의 정보 공유
확장된 프로젝트 팀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 번거롭게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동일한 정보
의 복사본을 불필요하게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작 투자 프로젝트 및 확장된 팀 구성원을 위한
ProjectWise와 ProjectWise 보안 연결을 사용하여 다
른 조직과 간편하게 정보 공유하고 액세스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과 대시보드

프로젝트 및 하청업체 성과를 파악해 보십시오.

정보 이동성
ProjectWise Cloud Services는 원격 사용자와 현장 작
업자가 멀티 프로젝트 데이터를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rojectWise WorkSite 및
ProjectWise Explorer를 사용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 열
람이 가능합니다. 가장 관련성 높은 최신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을지 모르는 인쇄 자료
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을 해소합니다. 멀티 프로젝
트 리포지토리 및 조사에 필요한 전자 문서에 안전
하게 직접 액세스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성과 대시보드로 투명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성과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쿼리, 성과 지표 및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는 데 필
요한 동향 정보를 통해 문서 및 성과품 상태는 물
론 하청업체 성과를 훨씬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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