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는 아마도 사물 인터넷을 시작하는 것과 이에 대한 ROI를 빨리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또는 IoT 프로젝트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나머지 포기해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IoT를 심플하게 만들어 주는 Cumulocity IoT를 만나보세요! 
Cumulocity IoT와 함께라면 단 몇 분 안에 그 어떤 “thing(사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엣지,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아키텍쳐를 사용함으로써, 쉽고 간편한 IoT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IoT 솔루션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Cumulocity IoT 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Open
일하는 방식과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선택한 클라우드 플랫폼(AWS, Azure® 및 Alibaba® 포함)을 통해 
그 어떤 디바이스도 제약 없이 연결하고 모든 엔터프라이즈 또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2. Fast start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장치를 연결하고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은 필요치 않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100개 이상의 플러그 앤 플레이
인증 디바이스 및 게이트웨이와, 300개 이상의 지원 프로토콜을 활용하십시오. LWM2M(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 프로토콜을 쉽게 구성하고
표준 디바이스 관리 프로세스와 통합하십시오. 버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솔루션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오늘 바로 기존 I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Cumulocity IoT가 처음부터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유연하게 맞출 수 있도록 구축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3. Simple
Cumulocity IoT는 클라우드, 엣지 및 온프레미스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단일 분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개발을 단순화하여, Cumulocity IoT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API, 데이터 및 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로컬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엣지에서 독립적으로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분석전문기관이 보는 Cumulocity

Cumulocity IoT

A Leader in the Gartner 
Magic Quadrant™ for 
IIoT Platforms, 2021

A Leader in The 
Forrester Wave™: 

Industrial IoT Software 
Platforms, Q3 2021

- A Leader in MachNation’s 2021 
IoT Device Management 

Scorecard

- A Leader in MachNation’s 2021 
IoT Edge Scorecard

- A Leader in MachNation’s 2021 
IoT Application Enablement 

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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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Fieldbus를 통한 산업용 자산과의 손 쉬운 연결
OPC UA, Modbus, CAN bus 및 Profibus 등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없이도 안전하게 산업용 장비에 대한 연결을 구성하고, 해당 장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중인 

Fieldbus 기반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경보의 기록, 기기 상태의 모니터링, 과거이력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변

경 사항에 대한 로그기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VPN 없이도 산업용으로 적합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통합 작업 및 전문가 훈련 같은 과정을 최소화해, 전환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초 저 대역폭 솔루션을 위한 LPWAN 
LPWAN (Low-Power, Wide-Area Network; 저 전력 광역망)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원격에서 연결하여 

해당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SigFox®와의 연결과 Activity LoRa 연결 관리 플랫폼을 이용해 

장치를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도 향상됩니다.

LPWAN 장치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얻은 데이터를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LPWAN 장치에 커맨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LWM2M 완벽 지원으로 모델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인증된 장치는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LWM2M (Lightweight M2M) 장치의 경우, 

장치를 정의하고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방형 에이전트는 설치하고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장치를 연결하거나, 기존 장치에 신규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해당 모델이나 

템플릿을 수동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련된 기능 인벤토리는 수 많은 장치 버전 및 모델을 지원합니다.

사전 구성된 데이터 모델을 장치 관리와 범용 센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리 
고장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구성 관리, 경보 관리, 성능 관리 등 캐리어 급(carrier-grade)의 장치 관리 기능

이 제공됩니다. 쌍방향 인터페이스와 원격 로그 조회 기능을 활용한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공합니다. 

대량 등록, 대량 업데이트 일정, 규칙 정의, 대량 롤-아웃(확산), 대량 모니터링 기능 등 다양한 대량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셀룰러 연결 시 주로 다크 디바이스(dark device)에 대한 플랫폼 기반 장치 상호작용

기능을 SMS를 통해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강력한 자체 서비스 분석 기 능
비즈니스 사용자는 스마트 규칙(Smart Rules) 마법사를 사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상태 모니터링 분석 모델을 

선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진단 및 예측 분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도구는 데이터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도메인 전문가를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지오 펜싱(geo-fencing) 및 측정 임계 규칙과 경보 상향 과정 등을 시각적으로 정의하여 이메일, SMS 및 음

성으로 전달합니다. 등록 시 규칙을 개별 장치 또는 장치 그룹에 전달하여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실시간의 혼합형 SCADA 프로세스 및 시스템 시각화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전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각화 하여 다양한 장치에서 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

니다.

수치, 게이지, 변화하는 이미지 등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평면도, 기계 그래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 구성을 위한 버튼, 드롭 다운 메뉴, 텍스트 상자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폰, 태블릿, 랩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신속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통합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 앱, 빅 데이터 앱,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및 서드 파티 에코 시스템과 장

치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미리 준비된 170개 이상의 커넥터와 "레시피"를 이용해 SAP®, AWS S3, Sales-

force®, ServiceNow®, Microsoft® Dynamics®, Zendesk®, Zuora® 등과의 일반적인 통합 작업을 빠르

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 흐름을 쉽게 구성하고 IoT 이벤트를 기반으로 작업을 시작, 자동화할 수 있습니

다.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 API 관리를 통해 개발자의 설계, 개발 및 (개발자 

및 파트너에 대한) 안전한 API 노출을 포함한 전체 API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관리하여 데이터로부터 수익

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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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자율 고성능 엣지 프로세싱 
이미 인정받은 Software AG의 클라우드 IoT 플랫폼을 단일 서버 형태로 제공하여 개발을 간소화하고, 

클라우드부터 엣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API, 데이터 및 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스트리밍 분석, 사전 구성된 스마트 규칙 및 Cloud Fieldbus를 이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수준에서 자율 제어 및 대량 데이터의 정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로컬 시각화 및 로컬 OT시스템의 통합을 위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도구들 
C ++, C # 및 Java®를 위한 포괄적인 장치 SDK를 제공하며, MQTT 및 REST 기반의 장치 통합을 위한 

완벽한 개발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장치 에이전트, 템플릿 및 예제를 이용하실 수 있게 Bitbucket 코드 저장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모듈 방식으로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용 필드 버스 프로토콜, IT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토

콜, 로컬 스크립트 실행 및 강력한 스트리밍 분석을 지원합니다.

자동화 구성, 대량 배포 등,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전문가를 위한 고급 분석 도 구
대화형 디버거, 구문 검사, 코드 적용 범위, 리소스 프로파일러 및 데이터 재생 기능을 갖춘 완벽한 분석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시간 실행 및 디버깅을 위해 오프라인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와 Cumulocity IoT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Python 또는 JAVA SDK를 

사용하여 고급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에지 또는 스탠드얼론(SA)으로 구축 

가능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를 통해 검증된 분석 솔루션 액셀러레이터, 템플릿 및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수명주기 관리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을 신속하게 배포, 실행,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또는 배치 모드에서 데이터를 스코어링합니다.

모든 산업 분야 및 응용 부문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공통 표준 기반 프레임 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예측하고, 예측 분석 도구를 이용해 정보에 근거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멀티 테넌트 완벽 지원 
공개 클라우드나 사설 클라우드에서 OEM이 가능하도록, 브랜드 변경이 가능한 턴키 방식의 IT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완전한 멀티 테넌트 구조: 100% 안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고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UI 템플릿이나 REST API를 사용하는 고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용량 통계를 보고합니다.

패키지형 솔루션을 통해 고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등급(carrier-grade)의 보안성 및 고가용성
보안, 개인 정보, 데이터 소유권은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안 평가를 통해 인증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sslabs.com은 당사의 암호화 수준이 일부 은행 사이트의 암호화 수준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독을 취소하시더라도 본인의 데이터는 본인의 소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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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분야 및 제품>

Software AG 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0길 24-2 오트리스빌딩 B동 3층 

ABOUT SOFTWARE AG

2019년에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Software AG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통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메인프레임 시대부터 분산 환경을 지나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과 IoT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에 따라 50년의 시간 동안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해 온 역동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전통적으로 강한 영역인 기업애플리케이션 통합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서 나아가 예측 분석 솔루션(Zementis), 시계열 분석 솔루션(TrendMiner), 그리고 통합 IoT 플랫폼 솔루션 
Cumulocity IoT를 합병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IoT 및 분석(Analytics) 영역의 Offering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9년 상반기 Gartner Magic Quadrant의 IIoT 부문에서 기존의 경쟁자들을 뒤로하고 업계 최고를 뜻하는 "Visionary"로 선정되

oT 플랫폼 영역에서 최고 업체로 평가받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당사가 Cumulocity IoT 플랫폼을 2017년면서, 사실상 I
에 인수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솔루션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Software AG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주십시오.

webMethods

API Economy 대응을 위한 API 관리 및 
클라우드/온프레미스 연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통합 플랫폼

Hybrid integration & API

ARIS & ALFABET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업 프로세스 관리 플랫폼

Business transformation

Cumulocity IoT

개방형 end-to-end IoT 플랫폼

IoT & Analytics

info.korea@softwareag.com 

02-2051-2051

www.softwareag.com

www.facebook.com/SoftwareAGKorea

www.twitter.com/SoftwareAGKorea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Cumulocity IoT 무료 체험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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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ocity IoT

Hybrid integration & API

webMethods ARIS & ALFABET Cumulocity IoT

Business transformation IoT & Analytics

o

o o

Software AG ?
      info.korea@softwareag.com

www.softwareag.com/kr
www.facebook.com/SoftwareAGKorea
www.twitter.com/SoftwareAG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