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January 20th, 2012 (Go-live of the Release planned for February 23rd, 2012)

Preliminary IMDS Release 7.2 Information
General
IMD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전에, 귀하 브라우져의 캐시(cache)를 삭제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특정 페이지를 볼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User Administration for Client Managers 1
a) 사용 유효 기간에 대한 기본값 변경
새로운 사용자 ID 의 사용 유효 기간의 기본값이 자동으로 (“ID 생성일자” + 1 년) 미리 설정될 것
입니다.
그 사용자 ID 가 11 개월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클라이언트 매니저와 사용자는 e-mail 를
수신하게 될 것 입니다. 클라이언트 매니저와 사용자는 30 일 이내에 해당 사용자 ID 의 사용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e-mail 을 통해 통보 받게 될 것 입니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한다면, 접근은 허용되지 않은채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보여질 것 입니다. : “허용되지 않은 로그인 입니다. 귀하의 IMDS ID 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귀사의 IMDS 관리자(클라이언트 매니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재 사용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기간 입력없이(즉, 어떤 날짜 설정없이),
만료일자는 “마지막 로그인 날짜 + 1 년”으로 업데이트 될 것 입니다.

b) 사용자 리스의 추가 필드
사용자 리스트는 (시스템관리 > 사용자 메뉴 화면에 포함) 전화번호, e-mail, 마지막 로그인 시도
날짜등의 필드가 추가될 것 입니다.

IMDS AI (Advanced Interface)-relevance? NO

1

still under approval process at the IMDS Steer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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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nge of the Recyclate Text Field
IMDS 재생재 정보 화면 정보의 현재 버전은 모든 OEMs 또는 지역 규정들이 허용하지 않는 재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e.g. US http://www.ftc.gov/bcp/grnrule/guides92.htm#G5 ).
국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 컨텐츠”에 의미가 무엇인지,
재생재 정보 화면의 텍스트 필드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Content of post-industrial/pre-consumer recyclate (see ISO 14021):
Post-Industrial Recyclate that has been diverted from the waste stream
during a manufacturing process. Excluded is reutilization of materials, such as rework, regrind or
scrap generated in a process and capable of being reclaimed within the same process that generated it
(home scrap recycling)
Content of post consumer recyclate (see ISO 14021):
Post-Consumer Recyclate has been generated by households or by commercial,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in their role as end-users of the product which can no longer be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This includes returns of material from the distribution chain

IMDS AI (Advanced Interface)-relevance? NO

3. Nissan-specific Enhancement
어떤 MDS가 닛산에 송신되었다면, 그 수신데이터는 추가 필드를 포함하게 됩니다. Joker로 숨겨진
GADSL 물질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닛산에 데이터를 송신하고자
하는 Tier1 공급업체가 이 필드를 작성해야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IMDS AI (Advanced Interface)-relevance? YES
Upload: In the Upload file in the recipient data area an additional field is introduced for the
Nissan Tier 1 suppliers to confirm that no GADSL substances are hidden within Jokers. This
field must be filled in to be able to send/propose to Nissan.

4. Additional Changes to IMDS-AI (Advanced Interface)
a) 데이터 다운로드 생성 3 개의 시간대 (Data Download Generation 3 Time Zones)
모든 AI 라이센스는 해당 회사의 데이터 다운로드 파일을 생성할 한개의 시간대(아시아, 유럽,
미국)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시스템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처리를 다른 지역의
근무시간과 맞출 수 있게 합니다..
b) 전달 M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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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데이터 시트의 전달은 이제 업로드 이용으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MS, CMS
그리고 MP 파일의 헤더에 MI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은 조직단위 ID 필드로 연장(전개)됩니다 . 만약
그 데이터 시트가 전달되었다면, 이 필드는 원본 데이터시트의 노드ID를 포함합니다.
어떤 수신 MDS의 전달이 수신자에 의해 허용되었다면, R-record(수신자 정보 데이터)의
마지막에서 ‘전달 허용’ 필드 표시가 추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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