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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과제
개인화된 주문 제작형 또는 맞춤 디자인형 신부복 및 정장에 
대해 점점 복잡해지는 제작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Atelier Emé는 자체 디자인 및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Lectra의 대응
Atelier Emé는 15년 된 PLM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선택 프로세스를 개시했습니다. 회사는 Kubix 
Link의 광범위한 기능 범위는 물론 이미 생산 설비에서 
사용되고 있는 Lectra의 Modaris 및 Diamino CAD/CAM 
패턴 메이킹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에 매료되었습니다.

ATELIER EMÉ
는 KUBIX LINK를 
통해 브랜드 약속을 
이행합니다.

결과 
6개월 간 성공적인 실행 기간을 거친 후 Kubix Link PLM 
솔루션은 현재 Atelier Emé의 팀이 데이터와 문서를 
쉽게 공유하고 단일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합니다.

유행하는 신부복과 스페셜 어케이전 드레스를 
만드는 하이엔드 메이커인 Atelier Emé
는 복잡한 주문 제작 및 맞춤형 주문 처리를 
관리하기 위해 Kubix Link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모든 이해 당사자가 간소하고 효율적인 
통합형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단일 솔루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전문 의류 
제조업체는 표준 사이즈의 대량 생산 드레스 
메이커가 지배하는 분야에서 시장 선도적 
지위를 굳힐 수 있습니다.

Lectra 솔루션



1961년 이탈리아 카스틸리오네에서 설립된 Atelier Emé는 높은 
수준의 수공예 솜씨와 수작업이 특징인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한 주문 
제작 신부복과 정장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개인화된 주문 제작형 
및 맞춤 디자인형 드레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꿈 꾸던 드레스를 
찾으시나요? 마치 당신과 같이 고유한 드레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브랜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일 브랜드 소매 유통 네트워크로 수직 통합된 Atelier Emé는 
고유한 자체 컬렉션을 모두 생산하고 이를 이탈리아 내 45개 매장을 
통해 유통합니다. 이는 대량 생산한 디자인을 다중 브랜드 아울렛을 
통해 유통하는 경쟁업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015년 이후 
Atelier Emé는 오랫동안 Lectra의 고객인 Calzedonia 그룹에 
소속되었습니다.

“꿈 꾸던 드레스를 찾으시나요? 마치 당신과 
같이 고유한 드레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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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서 유일하게 수직 통합된 회사

매년 고객 사양에 맞춰 2개의 신부 컬렉션과 2개의 스페셜 어케이전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면서, 회사가 브랜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의 직원 200명은 매년 300종의 서로 
다른 드레스 스타일을 만들고, 10,000벌의 웨딩 드레스와 40,000
벌의 정장을 생산합니다.

“예비 신부가 Atelier Emé 매장을 방문하여 개인화된 주문 
제작형 및 심지어 완전히 새로 디자인된 특별한 드레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드레스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Damiano Silli 
Atelier Emé, 생산 관리자

맞춤형 주문 이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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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 범위를 제공하려면 매우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과제는 낭비를 최소화하고 중복 데이터 입력을 
제거하면서 주문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Damiano Silli 
Atelier Emé, 생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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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Atelier Emé는 제품 개발을 간소화하고 회사의 
15년 된 제품 수명 주기 관리(PLM) 시스템을 대체할 
소프트웨어 선택 프로세스를 개시했습니다. 오래된 PLM 
시스템을 회사의 디자인 및 개발 활동에 더 알맞은 보다 
유연한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것 외에도 Atelier Emé는 
의사소통 및 협력을 위해 팀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메일, 전화 의사소통, 모바일 
메시지 플랫폼, 여러 파일 형식이 포함되었습니다.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합하는 단일 솔루션

“Kubix Link를 봤을 때 매우 유연하고, 
매우 단순하고, 매우 직관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꿈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자가 상호 작용할 단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amiano Silli 
Atelier Emé, 
생산 관리자

Silli의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자산은 이미 패턴 메이킹과 
네스팅에 사용되고 있는 Lectra의 Modaris 및 
Diamino CAD/CAM 소프트웨어와 Kubix Link의 
호환성이었습니다.

숫자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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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lier Emé의 
기술 발전 단계

6개월 동안 Atelier Emé는 기본 기능을 활성화하고 범위를 
더 넓은 기능 역량과 컬렉션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로 확장하는 새로운 솔루션(디자이너, 패턴 메이커, 생산 
직원의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워크플로우 관리 도구)을 
구현했습니다. 

Silli의 의견에 따르면, Kubix Link는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내부 프로세스를 신속히 처리하는 훨씬 더 큰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팀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맞춤 제작은 Kubix Link를 실행한 이후 가장 많이 변화했다고 
Silli는 생각합니다. 

가격도 관리 노동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BOM에 
들어가는 데 사용되는 컬렉션 가격이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Silli는 말합니다. “이제는 다운로드, 코드 교체, 재업로드만 하면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Kubix Link 역시 Atelier Emé가 이전 PLM 시스템에서 
처리하지 않은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illi는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결함을 보고하고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결함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진 다른 팀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커다란 이점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Kubix Link를 통해 진보했습니다.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하고,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시즌을 선택하고, 해당 
시즌에 대한 데이터와 시스템 업데이트를 어디서나 
Kubix Link에,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우리가 
계획중인 소프트웨어인 SAP 전부를 업로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이틀 
걸렸던 작업을 5분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miano Silli 
Atelier Emé, 생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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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ra의 프로세스 지향 클라우드 플랫폼인 Kubix Link는 조직 전체에서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을 통합하는 토대가 됩니다.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쉽게 실시간으로 필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Lectra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고객은 Kubix Link의 PLM, PIM 및 DAM 기능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여 비즈니스를 반영하는 

솔루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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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ix Link의 에코시스템(PLM, PIM, DAM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것은 매우 유연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에 기반하여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항목, 주기, BOM 등 한 
장소에서 항목을 불러오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항목을 가져오며, 새 
항목을 빠르게 생성하는 것이 정말로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게 개선한 부분은 새로운 항목, 특히 맞춤형 항목을 생성하는 
속도입니다.”

Damiano Silli 
Atelier Emé, 생산 관리자

제품 브로셔 다운로드 

https://www.lectra.com/en/products/kubix-link?CID=7010N0000015jeZQAQ&utm_source=CustomerStory&utm_medium=LastPageCTA&utm_campaign=FA_Kubix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