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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맥킨지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노동가능인구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과거 50년 같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

려울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가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 필요.  

 

 



산업화 사회 고도 성장은 베이비 붐 시대를 가져 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 파워하

우스들이 점점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한국도 과거의 고도 성장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 모든 경제와 사회가 고도 성장에 적응해 있

다. 

  

매년 고도의 성장을 해서 베이비 부머들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지

난 30년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을 수 있다. 이런 시점은 우리는(에게) 2가지의 

선택이 있다. 



하나는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 모델을 버리고 긴축과 고통스러

운 적응을 하는 것. 다른 하나의 선택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경제

형태를 도입하여 다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잃어갈 것뿐이다.   



가트너는 세계는 이제는 디지털 산업 경제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산

업경제(Digital industrial economy)는 전의 어떤 경제 범위의 밖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는 만물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에 기초

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디지털 산업 경제 



이제는 디지털 사회이다. 디지털 사회는 그전의 정보화 사회와 다르다. 정보화 사

회는 컴퓨터가 생성하는 가상현실과 물리세계의 구분이 확실하지만 디지털 사회

는 컴퓨터의 가상세계와 현실의 물리세계와 통합되어 있는 사회이다. 그것은 중

심에는 사물인터넷(IoT), 만물인터넷(IoE), 인더스트리 4.0, 산업용 사물인터넷

(IIoT) 가상물리시스템(CPS)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기존의 경쟁환경과 시장과 다른 새로운 경제환경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면 모두사람은 그들의 디지털 비즈니

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 동안의 제품의 특성을 보면 일반 제품

(Products) 그리고 전기제품이나 자동차, 기계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제품

(Powered Products), 이제는 스마트하고 연결된 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제

품(Digital Products)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제품들은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센서, 유무선 연결, 클라우드 서비스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제품의 개발 환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Product Powered 

Product 
Digital 
Product 



2015년에 디지털 산업 경제사회가 진행되었다는 증거는 많다. 그 예로 로이터에 

따르면, S&P 다우 죤스 인덱스에서 애플을 3월 18일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다우 

공업주 30사에 포함시킬 것을 발표 하였다. 대신에 100년간 다우공업지수에 포

함되었던 AT&T가 제외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애플의 다우지수 채용은 통신과 테크놀로지의 진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AT&T가 최초로 채용된 것은 1915년의 최초의 대륙간 통화를 실현한 다음해의 

일어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애플과 AT&T가 서로 뒤바뀌는 것은 시대의 흐름 

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 하였다. 현재 Apple 의 시가총액은 7360억 달러 이며, 

AT&T는 1765억 달러 이다. 디지털 산업경제 사회는 일반 제조사나 석유회사, 

단순한 소프트웨어 IT 벤더, 유무선 통신사가 강자가 더 이상 강자가 아닌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태계, 브랜드를 모두 가지 기업이나 개인이다.  



3. PLM과 제품에 대해서 

제품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인 개발자, 생산자, 고객, 사용자, 

소유자, 용역제공자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러한 정의를 사용한다면 제품의 종류를 8가

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조품(Hardware), 소프트웨어

(Software), 인력자원(Personnel), 시설(Facilities), 자료(Data), 

재료(Materials), 용역(Service), 기술(Techniques) 이다 



경영층에서 볼 때는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스템이다. 기업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PLM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cycle)의 제품기

획, 제품정의, 제품생산, 서비스 및 지원 등 각 단계별 핵심 구조화 기

준정보인 요구사항, 개발, 생산, 서비스 BOM을 관리하고 제품과 관련 

자료와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단일저장고(Vault)에서 공통으로 액세스

하는 기반 환경 기업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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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M ROI 

초창기에는 제품 수명이 길고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항공산업과 무기를 만

드는 방위 산업에서 사용 되었으나 점

차 자동차와 기계 제조 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등에 사용 되었으며 조선과 

플랜트, 건설 산업과 현재에는 패션과 

식품 산업 등 소비재 산업까지 확산되

고 있다. 심지어 에너지, 의학, 금융 

등 전 산업으로 확산 되어 사용하고 

있다.  

 



5. PLM 사용 분야 

PLM은 제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자들에

게 시간과 노력을 경감 시킬 수 있다. 아마도 

현업에서 제품기준 정보인 개발 부품 목록

(E-BOM: Engineering BOM)을 수작업

이나 엑셀로 관리한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PLM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경영층에게는 제품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하

여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제

품개발 정보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생산성

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란 무엇인가? 

6. 인더스트리 4.0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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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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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시켰다.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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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계, 산업 장비, 부품들이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
고받을 수 있다.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되어 모든 작업 
과정이 통제되고 사람 없이도 수리가 가능하다. 



인더스트리 4.0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대표적인 나라가 독
일이다.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
에 따라 2010년부터 독일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써 인더스트리 4.0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 4월 독일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스마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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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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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스트리 4,0 = Smart Factory 



독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 산업국의 하나이며, 생산

장비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이다. 그들의 성공은 여러 가지 요인

이 있다.  

 

첫 번째는 연구, 개발 그리고 혁신적 제조 기술과 복잡한 산업 프로세

스의 관리에서 독일의 전문성에 기인한다.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협력업체들과 복잡한 산업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협

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기계 및 플랜트 제조 산업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탑재 소프트웨어 지식, 엔지니어링과 생산 공장의 자동화 등으로 새로

운 산업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7. 스마트 공장 



독일은 독일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화의 가능성인 4차 산업혁명 또는 인

더스트리(Industry) 4.0을 개척하는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앞선 

세 번의 산업 혁명은 기계화, 전기 그리고 정보기술(IT)의 결과로 발생

하였다. 이제 사물인터넷(IoT)과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은 4차 산업 혁

명으로 이끌고 있다. 미래의 비즈니스는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이 기계시설, 창고 시스템과 생산 설비를 통합하

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세울 것이다. 제조 환경에서 이러한 가상물리시

스템은 스마트 기계시설, 스마트 창고 시스템, 스마트 생산 시설이 가

능하다. 그리고 이 가상물리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상

호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컨트롤이 된다.  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제품(Smart Product) 또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출현도 변수이다.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미래 제조업에서 PLM의 역할은 무엇일까? 스마트 공장의 핵심요소는 가상물

리(CPS)생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와 무리적 하드웨어와 연계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 된다. 가상물리시스템

(CPS)은 두 가지의 커다란 가치사슬을 가지는데 하나는 서비스인터넷

(Internet of Services)이고 하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다.  여기서 PLM의 역할은 제품수명관리의 제품정보와 어플리케이션 가치사

슬이다. 미래의 제조전략에서 요구되는 것은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반

에 걸친 엔드-투-엔드(End-to-End) 제품개발이다   



Industry 4.0 



Cyber-Physical System 



여기서 우리의 경쟁국가들은 어떤 미래 산업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은 그 

동안 비용 때문에 해외로 이전되었던 제조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제조 르네상스 (Manufacturing Renaissance)라는 

문구아래 3D 프린팅 같은 첨단제조기술의 강점과 세계최고의 소프트웨어 기

술과 선도 IT 기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선점하려고 하

다. 세일가스 혁명을 통한 저비용 에너지 선행 전략도 완성하였다. 이런 제조 

전략을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전략 또는 선진제조 

(Advanced Manufacturing) 전략이라고 한다.  

  

독일 역시 민관 합동으로 인더스트리(Industry 4.0) 이라고 이름 지은 제4의 

산업혁명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산업 사물인터넷 (Industry IoT)기술인 

CPS(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을 가진 스마트 공장으로 현

재의 제조산업의 리더의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다.  



Smart Factory 



Smart Factory CPS 



Smart Factory 



스마트 시티 



여기서 우리의 경쟁국가들은 어떤 미래 산업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은 그 

동안 비용 때문에 해외로 이전되었던 제조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제조 르네상스 (Manufacturing Renaissance)라는 

문구아래 3D 프린팅 같은 첨단제조기술의 강점과 세계최고의 소프트웨어 기

술과 선도 IT 기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선점하려고 하

다. 세일가스 혁명을 통한 저비용 에너지 선행 전략도 완성하였다. 이런 제조 

전략을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전략 또는 선진제조 

(Advanced Manufacturing) 전략이라고 한다.  

  

독일 역시 민관 합동으로 인더스트리(Industry 4.0) 이라고 이름 지은 제4의 

산업혁명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산업 사물인터넷 (Industry IoT)기술인 

CPS(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을 가진 스마트 공장으로 현

재의 제조산업의 리더의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