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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의 변화 R&D IT의 역할

R&D는 그동안 경영 전략 실현과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나  기업의 경쟁요소 변화와 R&D의 역할 변화에 따라R&D는 그동안 경영 전략 실현과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나, 기업의 경쟁요소 변화와 R&D의 역할 변화에 따라
가치 창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R&D IT는 이러한 역할 수행의 핵심적 실행 수단입니다.

R&D 활동의 중심 R&D IT 구축 중점R&D Generation

가치창출가치창출 기술개발기술개발
새로운새로운 시장의시장의 창출창출

4세대 고객고객 NeedsNeeds의의 진정한진정한 이해이해

기술의기술의 융합을융합을 통한통한 시장시장 창출창출

기술기술 혁신의혁신의 가속화가속화

외부외부 변화의변화의 감지감지 및및 전파전파

지식의지식의 전파전파 및및 공유공유

직무직무 중심중심   성과성과 관리관리

현재현재

~~

20002000

경영경영 전략과전략과

새로운새로운 시장의시장의 창출창출
혁신형

3세대 기술과기술과 사업의사업의 동기화동기화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기술기술 로드맵로드맵 활용활용

기술기술 혁신의혁신의 가속화가속화

관련관련 부문부문 간간 유기적유기적 협업협업

연구개발연구개발 활동의활동의 극대화극대화

직무직무 중심중심, , 성과성과 관리관리20002000

현재현재

~~
기술기술 전략의전략의 연계연계

전략형

2세대
사업 전략과의 연계 시도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 기술기술 로드맵로드맵 활용활용

외부외부 자원자원 활용활용

행정 효율 및 보고 중심

연구개발연구개발 활동의활동의 극대화극대화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효과적효과적 통제통제19801980

사업 효율화 지향

세대

관리형

사업 전략과의 연계 시도

연구 개발 활동의 관리 도입

행정 효율 및 보고 중심

문서 작성 자동화
19701970

19501950

기술 성과 중심

1세대

연구형

순수 연구 (비즈니스와의 연계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음)

연구 활동 효율 향상 중심

핵심 연구 활동 중심

19501950

~~

196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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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

참고 : 4th Generation R&D (W.Miller & L.Morris, 1999), 3rd Generation R&D (러셀, 사드, 에릭슨 1991)



2. R&D IT의 핵심 실행도구 PLM

PLM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해 전략에서부터 지원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PLM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해 전략에서부터 지원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PLM Service Framework

신규투자및 지속적 투자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상품, 아이디어및
서비스의 Value를평가하고 Portfolio를구성하고서비스의 Value를평가하고 Portfolio를구성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투입 Resource 및 일정에
대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의일정, 비용, Resource 및 Risk를관리하며 제품개
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제품정보의생성(Execution)단계에서발생된 제품과 관련된 정보
(Data)들을관리하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제품과 관련된 각종 정보(Data)들의 생성과 관련된 제반 활동들이
이루어짐

PLM의 각 활동 및 R&D 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수행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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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M의 발전과가치

R&D의 기업내에서의 역할변화와 R&D IT의 역할 및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대하는 가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R&D의 기업내에서의 역할변화와 R&D IT의 역할 및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대하는 가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PLM의 발전과 가치

점

•표준화된 Process 및 IT Solution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조직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걸쳐
전사적인차원에서 제품 정보를
정의하고관리하며, 협업과 혁신을
통한 Product Leadership 확보

e/
방
법
론

관
점

PLMPLM
수행하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조직
역량을 향상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제점을 전후방에서
해결하는 지원 체계

제품개발 Lead Time단축
(Time to Market)과

Se
rv

ic

PDMPDM

•제품 개발 관련 전 조직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체계

•상품 기획에서 협력 업체까지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Throughput을 중시
하는 동시에 설계자의 업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Time to Market)과

Concurrent Engineering

io
n

 관
점

하는 동시에 설계자의 업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체계

표준화된표준화된 시스템시스템 업무업무 수행으로수행으로 개발개발 역량역량 강화강화

도면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

So
lu

t

EDBEDB

제품 개발 Leadership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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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M의 발전과 가치

PDM은 R&D 실행의 핵심 IT 인프라로서, 세부적으로는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대응, R&D 관리와의 연계성 등의PDM은 R&D 실행의 핵심 IT 인프라로서, 세부적으로는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대응, R&D 관리와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PDM의 역할 변화 및 실행 가치

Cope with Biz. 
Change

• 외부업체와의 협업을 위한 개발정보 배포 및 공유가
원활해야 한다

선행개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품개발

1
Strategy

Change • 선행개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품개발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C i h R&D • On-Time Visibility를 확보하기 위해 R&D 
2

Management

Connect with R&D 
Mgmt.

• On-Time Visibility를 확보하기 위해 R&D 
Management 에 제공해야 할 핵심정보는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3

Execution

Go to the Basic • 업무에서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R&D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3

Maximize 
Feasibility

• 시스템 기능은 실제 업무에 적합하도록 세부 운영
방식이 정해져야 한다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기능 제공

•R&D 개발 정보 통합 관리

•R&D Mgmt.에필요한 개발
정보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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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Study - PLM 활용 현황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PLM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PLM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구축 및 운영 현황 원인구축 및 운영 현황

• Tight한 CAD 연계를 고려하여甲 제품을 선택하였으나초기 계획과
달리 Workflow 기능이 미약하여 Process 관리 영역에 적용하여
프로젝트관리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을겪었음

• 낮은 System Performance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활용프로젝트관리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을겪었음

• 초기에 시스템을계획대로구축하였으나사용자 요구사항및
변경사항을지속적으로반영하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 사용이 불가

•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활용
불편성 초래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미비한 분석으로
부적합한 패키지 도입

• 초기 계획대로모든 기능을 도입한 패키지의 기능을
Customizing하여구축/성공적으로 도입하였으나버전
업그레이드에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겪고 있음

부적합한 패키지 도입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불명확한 Baseline 
설정

• 각종 결재 프로세스및 제품개발프로세스 전자화를추진 구축하였으나
상위 관리자의마인드 부족으로실제 사용되지못하고 있음

BOM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나 솔루션의

• PLM 솔루션의 정체성(CAD-PDM 연계
기술의 획기적 발전 미흡)으로 인한 시스템
활용의 어려움

• BOM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나 솔루션의
속도저하및 편집에 대한 편이성 부족으로 활용되지못하고 있음

• 국내에 PLM을 구축하고사용하다가중국공장진출로 PLM을 확장
사용하려하였으나 네트워크문제로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대응 미흡

• 현업 조직의 변화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스템
활용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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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하였으나 네트워크문제로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5. PLM 가치 달성 방안

자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 할 업무 영역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업무 분석을 통해 사용자자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 할 업무 영역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업무 분석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과 구축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기대가치 (기대효과) 및 구축 시 고려사항

개발투자효율 제고

개발생산성향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1. 자사현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잘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저 부가가치업무 및 중복업무 제거

개발진척내역의 파악 및 통제

설계변경정보의 효율적 관리

잘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2. 구축 목적 및 기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설정

산업

특성

설계변경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

종합적인의사결정 지원

3.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명확화

도면/문서의체계적인관리 및 전달

정확한 BOM 정보의 생성

설계변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

활용

저하

4. 최적 솔루션의 선정 및 최적 적용 방안

5. 전사관점의 정보활용에 대한 고려
설계변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정보의 정확한 확보 및 전달

Global환경에 효과적 대응

저하

원인 6. CAD 및 Legacy와의 연계방안 고려

7. 강력한 변화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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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M 가치 달성 방안

산업 특성 프로세스

전략

프로세스
R&D

성공사례

R&D
컨설팅

경험/역량

사업전략 및
Trends 분석 업무프로세스 분석

기대효과 분석

자사의 현황

축적된

Know-How조직 IT

프로세스성공사례

기본계획 수립 및
IT 현황 분석

분석 업무프로세스 분석

정보화 요구 조사
개념설계 작성 및
Solution 검토

상세설계 및
구축 범위/대상 설정

Value ChainValue Chain 선행개발 / 디자인 설계/Engineering Test상품 기획 Pre-Production

제도

Manufacturing …

•전체 Process에서 효율적인자원
활용이 되고 있는가?

•Process Workflow를 정의할 수

디자인 Concept

Idea Sketch

Rendering

시장조사

Needs 분석

상품 컨셉 설정 :

설계선행 검토

생산준비 계획

있는가?
•개별 프로세스와 Application이
효과적으로결합되었는가?

:

Packaging

Rendering

Digital Styling

:

기획 Cost 결정

상품 컨셉 설정

상품기획 결정

:

시험 생산

생산 준비

양산 대응

각 단계별 업무는 효율적으로
지원되고있는가?

Digital Styling상품기획 결정 양산 대응
• 현 Biz. Process가 최적인가?
• 중복과 지연(Redundancy & Delay)이
발생하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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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고있는가?



5. PLM 가치 달성 방안

프로세스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후, 도출된 기능 요구사항과 Solution 기능간의 GAP을 도출하고, GAP을 극복하기프로세스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후, 도출된 기능 요구사항과 o o 기능간의 G 을 도출하고, G 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합니다.

프로세스
사업전략 및
Trends 분석 업무프로세스 분석

기대효과 분석

시스템 구축 및
개념설계 작성 및
S l ti 검토

기본계획 수립 및
IT 현황 분석

정보화 요구 조사

상세설계 및
구축 범위/대상 설정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Solution 검토

요구기능대비 솔루션 GAP 분석 GAP 극복 방안 마련

• Solution 기능을 분석된 기능 요구사항에 투영 • 도출된 GAP 극복방안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GAP (솔루션기능>기능요구사항)

• Solution 기능을 분석된 기능 요구사항에 투영

• GAP 도출 (FIT & GAP 분석)

• 도출된 GAP 극복방안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 GAP 유형

1. New : 기능신규개발 필요

2 Customization : 기능수정필요
기능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

(솔루션기능 기능요구사항)

FIT

2. Customization  : 기능수정필요

3. Configuration : 일부 세팅 조정 후 조기 적용 가능

• GAP 극복방안

1 System적 접근(해결)

SolutionSolution
기능기능 GAP

(솔루션기능<기능요구사항)

1. System적 접근(해결)
- GAP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개발

- 솔루션에 Embedded 가능한 해결안 요구

2. Business적 접근(해결)
- PI(Process Innovation)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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