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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스템

디지털자료
관리시스템

아카이브/
3D/미디어 DB

다양한 컨텐츠 보관 장소

3D 데이터 및 주요 컨텐츠 정보

2D/3D 형상제작
(CAD Tool)

Animation Builder
(illustrator)

▪ Creo (PTC)

▪ CADDS 5

▪ CATIA

▪ Solid works

▪ Unigraphics

▪ Autodesk Inventer

▪ STEP

▪ JGES

▪ JT

✓ 2D/3D 형상 신규 작성
✓ 기존 CAD 파일 Convert

✓ CAD 파일 경량화(Filtering)

✓ 3D 일러스트레인션 생성
✓ 여러 CAD 시스템 지원
✓ 단계별 절차 안내
✓ 절단면 보기 생성

개발자

AR Experience

(제작 도구)

사용자

다양한 3D 데이터

IoT

Thingworx

Platform

Univ. IoT/AR(증강현실) LAB 적용 아키텍처

PTC
Experienc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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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교육내용)

가상/증강현실과 IoT, Enterprise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제작 솔루션 대한 이해 및 실습을 통한

경험(Experience) 구현

강의개요

가상/증강현실 솔루션에 대한 이해

- VR/AR/MR 기술을 사용한 시각화 요건 및 트렌드

- IoT(사물인터넷) 환경 과 가상/증강현실을 연계하기 위한 기술구성 요소

- 기업용 가상/증강현실을 적용한 실증(Real Use Case) 사례

실습을 통한 가상/증상현실 경험

- 기업내 환경 및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일반화된 플랫폼 구성 요소

- Example 경험(Experience) 구현을 통한 기본 제작과정 이해

- Team별 과제 수행 : 새로운 가상/증강현실 경험(experience) 시나리오 작성

- IoT(사물인터넷) Platform 사용방법 소개 및 실습

- 가상/증강현실 제작 도구 활용 Lab

교육목표
범용적인 기업용 가상/증강현실 기술 도구를 사용 다양한 사례를 직접 개발하여 기업 비즈니스

및 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증강현실활용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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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IoT/AR Lab - Academic License 제안 ( 1 year)

#Academy Lab 구성 예시 [단위: 원, VAT별도]

Division Description List Price Q'ty ERP Remark

AR

AR Experience Server

<AR 컨텐츠 저장 서버>
ㆍAR Vuforia Studio Academic On Premises
- Professor 10 User (기본제공)
- 2,500 Pubic View (기본제공) 

3,350,000 1 3,350,000 

기존 교내 장비에 설치
H/W, Network 필요
(*MS Azure 구성
가능/비용별도)
사용자별 ID 부여
교내 사용으로 제한

CREO Illustrate
<3D Data Animation>
ㆍCreo Illustrate University Bundle
- 50 seat bundle 

1,184,000 1 1,184,000 

IoT

ThingWorx Core

<IoT 데이터 연결 서버>
ㆍThingWorx SCO Academic Teaching License
- 15 unique users
- 2,500 max connected assets
- Utilities  

6,029,000 1 6,029,000 

ThingWorx Industrial Connectivitiy ThingWorx Industrial Connectvitiy Manufacturing Suite 2,680,000 1 2,680,000 

Sub-Total 13,243,000 

Tech-Support 설치 및 기술 QnA 3,000,000 1 3,000,000 별도 협의

Total 16,243,000 

*상기 라이선스는 아카테미 적용 금액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시 별도 라이선스 구성이 적용 됩니다.

*상기 라이선스는 연단위 갱신하는 subsciption 계약으로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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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학 교육 과정



#University IoT/AR Curriculum

Chapter 2 : 6H

Chapter 5 : 3H

Chapter 1 : 3H Chapter 3 : 9H

Chapter 4 : 9H Chapter 6 : 6H

Total : 
64H/Semester

Introduction to ThingWorx ThingWorx Function Data Model Design

ThingWorx Experience Introduction to Vuforia Studio Vuforia Studio Experience

Additional Cours

ㆍGroup Task 24H

ㆍe-learning (PTCU 4H)

AR(증강현실) 교육 과정

*상기 교육과정은 제품의 변경 및 Update, 요청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실습1 : IoT 플랫폼 (Raspberry Pi 2 Model B 연결설정 및 구현)

The Raspberry Pi 2 is a single board computer that runs on a quad core Broadcom BCM2836 CPU with a
1 GB RAM. The Raspberry Pi 2 Model B is a second generation Raspberry Pi with 4 USB ports, 40 GPIO,
Full size HDMI port, Ethernet port, composite video port, CSI camera port and DSI display port.

라즈베리파이는 교육용 목적으
로 개발된 초소형 컴퓨터다



Introduction

▪ Raspberry Pi 2 기본 구성요소 소개
▪ Open Linux 사용(Arch)

Installation
▪ Raspberry Pi 와 개발자 컴퓨터 연결
▪ ThingWorx C SDK Package 다운로드 및 설치

Configuration and Setup
▪ Steam Sensor 예제 테스트
▪ Application 설정 및 실행
▪ 직렬 포트 를 사용한 통신 구성

실습1 : IoT 플랫폼 (Raspberry Pi 2 Model B 연결설정 및 구현)



Project 생성

▪ Raspberry Pi 내부에 Project directory 생성

ThingWorx 관련 Asset 설정
▪ 최근의 Java SDK / Apache Maven download
▪ 개발자 컴퓨터 개발환경 설정

ThingWorx 연결 설정 및 개발
▪ ThingWorx 프로젝트 정의
▪ Thing 정의 (Shape, Template)
▪ Value Stream 정의
▪ Mash-up 개발 및 View

실습1 : IoT 플랫폼 (Raspberry Pi 2 Model B 연결설정 및 구현)



실습2 : AR(증강현실) : Vuforia Studio 구현 (4개중 1개 선택 적용)



실습2 : AR(증강현실) : Vuforia Studio 구현

PTC Vuforia Studio 에서 생성한 다양한 AR 경험(Experience) 을 개발자 환경에서 직접 개발 및 테스트 해 볼수
있는 다양한 Asset 을 제공 합니다.



온라인 참고자료 : PTC University Self-Paced Online Courses 

Our free beginner courses help you get up-to-speed on PTC products with engaging videos, hands-on 
projects, technical exercises, and short quizzes.
https://www.ptcu.com/catalog

과정 시작전 Pre-work 내용 study 동영상 형태의 온라인 학습
(영문 자막 제공)

https://www.ptcu.com/catalog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