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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사업영역사업영역_ _ 사업영역사업영역회사소개회사소개회사소개회사소개

SI SI 서비스서비스SI SI 서비스서비스
ITO ITO 서비스서비스ITO ITO 서비스서비스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구축구축 서비스서비스

•• ERP / PLM / MES / CRM  / ...ERP / PLM / MES / CRM  / ...

•• UU--City / IT Convergence / ...City / IT Convergence / ...

SolutionSolution 적용적용 서비스서비스

SM SM 서비스서비스

BPO BPO 서비스서비스

Solution Solution 적용적용 서비스서비스

HW, SW, NW etc. HW, SW, NW etc. 공급서비스공급서비스

ITIT융합부품융합부품 개발개발 . . 제조제조ITIT융합부품융합부품 개발개발 . . 제조제조TotalTotal
조선조선 ITIT융합용융합용 InIn--vessel NW vessel NW 부품부품

자동차자동차 ITIT융합용융합용 InIn--vehicle NW vehicle NW 부품부품

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

융합부품융합부품 개발개발 제제
[R&BD]  [R&BD]  

융합부품융합부품 개발개발 제제
[R&BD]  [R&BD]  

TotalTotal
IT ServiceIT Service
Provider !Provider !

설계설계 개발개발 서비스서비스

· CAD· CAD관련관련 InIn--house Program house Program 개발개발

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

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

신규사업신규사업신규사업신규사업설계서비스설계서비스

•• 상세설계상세설계 / / 생산설계생산설계

•• 선체선체 / / 의장의장 / / 배관배관 // 전장전장 / / 기장기장 ......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분야분야((태양광태양광, , 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

그린그린IT IT 등등

신규사업신규사업신규사업신규사업



조선조선 PLM PLM 추진목표추진목표조선조선 PLM PLM 추진목표추진목표

장기목표장기목표장기목표장기목표

조선 경쟁력 세계 1위 지속을 위한 설계혁신 기반 구축0101

축조선 Digital Manufacturing, Digital Shipyard 구축0202

합 全조선 LifeCycle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全社 PLM)0303

합그룹사, 외부업체간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SCM, CRM)0404



조선조선 PLM PLM 추진목표추진목표조선조선 PLM PLM 추진목표추진목표

단기목표단기목표단기목표단기목표

BOM을 구축하여 설계 물량 전체를 통합 관리
0101

도면/자료를 BOM과 연계하여 통합 관리0202 도면/자료를 BOM과 연계하여 통합 관리0202

설계 Project 관리 자동화 구축
0303

설계 Process의 통합화와 자동화 구축0404

설계변경 정보를 공유하여 기술축적과 오류제거
0505

설계자 간의 협업 환경을 제공0606 설계자 간의 협업 환경을 제공0606

생산 Simulation 및 견적설계 Prototype 구축0707



조선과조선과 타타 산업의산업의 PLMPLM비교비교조선과조선과 타타 산업의산업의 PLMPLM비교비교

부품수와부품수와 제조방식에서제조방식에서 큰큰 차이를차이를 보이는보이는 조선산업의조선산업의 PLMPLM부품수와부품수와 제조방식에서제조방식에서 큰큰 차이를차이를 보이는보이는 조선산업의조선산업의 PLMPLM

조선산업항공산업자동차산업구분

250만 ~ 1000만개15만 ~ 150만개2500 ~ 1만개부품

주문 설계 생산 방식주문 생산 방식주문 조립 생산 방식제조방식 주문 설계 생산 방식주문 생산 방식주문 조립 생산 방식제조방식

UniqueVariantMore Variant제품특성

재활용비율이 낮음재활용비율이 높음재활용비율이 높음Data 재활용

설계, 생산 동시 실시Prototype 설계후 조립Prototype 설계후 조립개발 Process

참 선산업과 자 차산업의 성비참조 :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PLM특성비교



조선조선 PLM PLM 개발개발 중점항목중점항목조선조선 PLM PLM 개발개발 중점항목중점항목

기존기존 PLMPLM을을 조선산업의조선산업의 실정에실정에 맞게맞게 CustomizingCustomizing하여하여 조선전용조선전용PLMPLM구축구축기존기존 PLMPLM을을 조선산업의조선산업의 실정에실정에 맞게맞게 CustomizingCustomizing하여하여 조선전용조선전용PLMPLM구축구축

조선전용조선전용 PLMPLM

PLM Solution

조선전용조선전용 PLMPLM

CAD개인별 부하 Chart
일정변경 자동 Notice

생산설계 Rev. 관리

설계일정관리 설계변경관리

일정변경 자동 Notice
Visual한 도면공정 진행현황
수작업입력 최소화

개정도로 인한 이중작업 최소화
일정변경정보 실시간 제공

도면/문서관리

설계통합BOM(CAD/ERP) 협업정보를 CAD에서 Check

물량관리 설계협업관리기술자료기술자료 통합통합 DBDB구축구축
도면도면 FileFile통합관리통합관리
도면복사도면복사 자동지정자동지정

POR/MR/PL 자동발행
Activity별 물량정보 표준화

협업정보를 CAD에서 Check
참조도면과 Schedule의 통합관리
제작협력사 도면전송 System확대

그룹웨어 ERP



향후향후 추진방향추진방향향후향후 추진방향추진방향

PLM PLM 구축서비스구축서비스 경험을경험을 통한통한 조선조선 PLM Service PLM Service 전문회사로의전문회사로의 성장기반성장기반 마련마련PLM PLM 구축서비스구축서비스 경험을경험을 통한통한 조선조선 PLM Service PLM Service 전문회사로의전문회사로의 성장기반성장기반 마련마련

조선 PLM Service 전문 회사

조선조선 PLM Experience PLM Experience 

SI Service 설계 Service IT융합

ERP Consulting
SCM Consulting
CRM 구축

CAD Inhouse개발
상세/생산설계
선체/의장

조선/자동차
IT융합 Solution구축 선체/의장 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