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 사회와 커넥트 PLM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그리고 인더스트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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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과 PLM분야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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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은 사물 인터넷 (IoT)시대이다. 인간
과 인간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과 인간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인터넷 연결되고 소통하는 시대이다. 



사물인터넷의 분야사물인터넷의 분야



사물인터넷이란 무엇인가사물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사물 인터넷의 진화사물 인터넷의 진화



사물인터넷의 가능성



안두이노(Arduino)란 무엇인가?

IoT: Mechanical, Electrical, Sensor, Software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가능성

1. 상수도 관리 2. 제품추적 3. 스마트 조명 4. 
헬스 캐어 5. 운전자 안전 6. 보안헬스 캐어 5. 운전자 안전 6. 보안



IoT란 무엇인가? 



Connected Safety E-Call



가까운 미래의 업무 기술



사물 인터넷(IoT)과 PLM분야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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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PLM이란 무엇인가?

PLM 업계는 캐드, PLM이 성숙 시장으로 접어들면
서 새로운 시장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PTC는 CAX, PDM에 이어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시
장으로 ALM, SLM 시장을 공략해 왔고, 이와 연계한장으로 ALM, SLM 시장을 공략해 왔고, 이와 연계한
미래의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인터넷 (IoT)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Connected PLM이란 무엇인가?

그 동안 기업은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을 시도해 왔
다. 그러나 각 벤더들의 폐쇄적인 시장전략으로 대
부분은 실패하였다. 심지어 같은 벤더의 제품과의
통합도 복잡하고 비용 대 효과도 매우 낮았다통합도 복잡하고 비용 대 효과도 매우 낮았다. 

현재의 연결 PLM(Connected PLM)개념은 이전의현재의 연결 (Co ected )개념은 이전의
시스템과 시스템의 통합(integration)이나 연동
(interface)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 이며 스마트
전략이다.



Connected PLM이란 무엇인가?

연결 PLM 패러다임을 생각할 때 7가지의 티어
(Tier)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Tier)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영역(Domain) 
2. 전문분야 (Discipline)
3. 시스템 (System)
4 벤더 (V d )4. 벤더 (Vendor)
5. 장소 (Location)
6 협력사 (Partner)6. 협력사 (Partner)
7. 서비스 (Service)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1 영역(D i )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운영 생산 판매/1. 영역(Domain) :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운영, 생산, 판매/
서비스, 품질/규제, 공급처 유지보수/지원

2 전문분야 (Discipline): 제품설계 해석분야 생산기술2. 전문분야 (Discipline): 제품설계, 해석분야, 생산기술
,CAX, 시험분야, Safety, RMS…

3. 시스템 (System): CAD, PDM, CAD, ERP, MES, PMS, 시 템 ( y )
SDM, SLM, MRO, RM, SEM, DMS, SCM, ALM…

4. 벤더 (Vendor): Dassault, PTC, Siemens, Autodesk, 
SAP MSC A IBMSAP, MSC, Ansys, IBM,   ….

5. 장소 (Location): Domestic, Global, Anywhere
6 협력사 (Partner): Partner Supplier6. 협력사 (Partner): Partner, Supplier… 

7. 서비스 (Service):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Service, 3D Visualization, 3D PDF, New Computing p g

Service



연결 PLM이란 무엇인가?연결 PLM이란 무엇인가?

ORG AORG A

ORG BORG B

ORG CORG C SDM/CAE Systems
CAD and PLM 
Systems Testing

Engineering
Simulation Testing

Virtual Product
Design

Engineering and Simulation often exist in 
separated worldsseparated worlds



연결 PLM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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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과 PLM분야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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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란 무엇인가?



사물인터넷 자체만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물인사물인터넷 자체만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물인
터넷과 산업의 결합을 생각해 본다. 

가지 예로 제조업 강국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도 아
래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을 결합한 `인더스트리 4.0`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30% 이상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에 나섰국가전략으로 삼아 30% 이상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에 나섰
다. 

문화 금융서비스 강국인 영국은 IoT 혁명을 새로운 벤처를
키우는 계기로 삼기 위해 `브리티시 이노베이션 게이트웨이
(BIG)` 전략을 펴고 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뜻하는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해 보다 자율적이고
최적화된‘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시대를 말한다. 18세
기 중엽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은 수작
업으로 이뤄지던 많은 일들을 기계로 대체시켰다업으로 이뤄지던 많은 일들을 기계로 대체시켰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은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20세기 초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은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
고, 지난 몇십 년의 3차 산업혁명은 제조 자동화를 위한 전
자시스템 및 컴퓨터 기술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증기기관, 대량생산, 자동화에 이은 네 번째 산업혁명이 될
인더스트리 4 0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공장의 기인더스트리 4.0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공장의 기
계, 산업 장비, 부품들이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
고받을 수 있다.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되어 모든 작업고받을 수 있다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되어 모든 작업
과정이 통제되고 사람 없이도 수리가 가능하다.



인더스트리 4 0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대표적인 나라가 독인더스트리 4.0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대표적인 나라가 독
일이다.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평가 있 에 구하 세계 시 에서 쟁이 화
에 따라 2010년부터 독일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써 인더스트리 4.0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 4월 독일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2013년 4월 독일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스마
트 그린 및 도심형 생산으로 변화시키고 인력 교육과 전문트, 그린 및 도심형 생산으로 변화시키고, 인력 교육과 전문
성 개발도 기업별 개별 교육에서 공동 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생산 방식 및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
다. 독일 국가과학위원회는 이를 통해 산업 생산성이 30%
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의 혁신 단계 비교제조업의 혁신 단계 비교



INDUSTRY 4.0 = (THINGS + INDUSTRIAL 
INTERNET) X (IT + OT)INTERNET) X (IT  OT)



인더스트리 4,0란 Connected Factory



왜 전사적 시스템 엔지니어링인가? 





왜 시스템 엔지니어링인가?

 시뮬레이션 설계 환경이 필요한 경우

왜 시스템 엔지니어링인가?

 시뮬레이션 설계 환경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전문분야가 요구 되는 경우

많은 이해당사자( t k h ld ) 참여하는 경우 많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 참여하는 경우

 참여조직이 지역적으로 분산 되어 의사소통이 복잡

 관련된 H/W, S/W의 많은 부분이 동시개발

 운용 및 지원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한 경우

 많은 기능분야에 고도의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소형시스템도 긴급개발/ 저가 운용/ 신뢰성/ 고성능/ 유지보

수가 필요한 시스템

 스마트 제품 개발 경우 (IoT) 







새로운 PLM 메가 트렌드로 커넥트 PLM
과 4차 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의 생
존전략을 제시한다



질의 응답

페이 에 사 인터넷 인더 리 연결페이스북에 사물인터넷, 인더스트리 4.0, 연결 P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