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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와 relayr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 자동차 산업과 공급업체의 로봇기반 생산 라인용 예측 유지보수 

솔루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 기존 기계 및 설비의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시간 감소 및 포괄적인 

공정 분석 및 최적화 

뉘른베르크/베를린/하노버, 2019.04.04 - 자동차 업계와 기타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관리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인 Leoni와 

사물 인터넷(IoT)을 이용한 산업용 솔루션 전문기업인 relayr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하노버 박람회에서 이들 기업은 지능형 케이블 및 자동화 

시스템에 혁신적인 IoT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공동 개발 활동에 대해 발표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인 솔루션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로봇기반 

생산라인의 의도치 않은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설비종합효율(OEE), 즉 설비 전체에 걸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Leoni와 relayr는 퍼트너십의 틀 안에서 LEONiQ 기술과 relayr의 IoT 

포트폴리오에 기반하여 자동차 업계의 로봇기반 생산 라인에 대한 예측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비 운영자는 라인 전체에 걸쳐 

주요 영역과 구성품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다. 이로써 Leoni 

고객은 시스템 전체의 상태와 공정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모니터링을 

실현하게 된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에 제조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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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복합적인 자동차 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수적인 유연성과 

민첩성을 협력 업체에 제공한다.  

올해 안에 테스트용 최초 설치 시행 

Leoni는 이 파트너십에 로봇기반 생산라인의 IoT 지원 지능형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이에 따른 데이터 분석 역량, 자동차 산업의 자동화 및 공정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제공한다. Relayr는 산업 생산 분야의 IoT 기술과 데이터 분석, 

공정 최적화에 관한, 업계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두 기업은 

2020년부터는 넓은 고객층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9년 내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테스트용으로 최초 설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yr와 같이 Munich 

Re 그룹의 계열사인 HSB(Hartford Steam Boiler)도 파트너십에 합류한다: 그 

결과 피트너십 체결에 따른 기술적 IoT 포트폴리오가 금융 서비스와 위험 

관리까지 확장되어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이 재정 및 보안 측면에서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Leoni에게 이 파트너십은 시스템 제공업체로 나아가는 일보 전진을 의미한다. 

기업의 최고 솔루션 책임자인 토스텐 쉬어홀쯔는 하노버 박람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IoT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relayr를 파트너로 갖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이 기업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무엇보다 생산 시스템 

자동화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relayr의 CEO인 요셉 브룬너 역시 이 

협력관계에 커다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분야입니다. IoT로 이 산업을 최대한 지능형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Leoni는 자동차 생산과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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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F 관련 이미지 자료는 이 언론보도 밑 참조   

https://www.leoni-factory-automation.com/ko/뉴스/세부-사항/leoni-and-relayr-to-
raise-the-automotive-industrys-production-efficiency/ 
 

Leoni 그룹 소개 

Leoni는 자동자 업계 및 그 외 다른 산업분야의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가치사슬은 전선과 광섬유, 규격 케이블, 

특수 케이블, 고객 맞춤형 시스템, 지능형 제품, 스마트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Leoni는 

탁월한 개발 및 시스템 역량을 갖춘 혁신 파트너이자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고객을 

지원한다. 상장 기업인 Leoni의 직원 수는 32개국에 걸쳐 92,000명 이상에 달하며 

2018년 기업 매출액은 51억 유로를 기록했다. 
 

   

relayr 소개 

relayr는 산업 기업에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업은 고객의 사업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설비와 기계, 생산 라인의 데이터 

지식을 사용한다. relayr는 최상의 IIoT 기술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 백개의 기업이 신뢰하는 강력한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결합시킨다. 

relayr의 지원으로 산업 설비 제조업체와 운영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는 원하는 사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하게 상호운용이 가능한 IIoT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  

LEONI의 전문지 담당자 LEONI의 경제지 담당자 

Anniek Gerstenberger Sven Schmidt 
로보틱스 마케팅 기업 홍보 및 언론 홍보 
LEONI protec cable systems GmbH LEONI AG 
전화 +49 511 820793-33 전화 +49 911 2023-467 

팩스 +49 511 820793-40 팩스 +49 911 2023-10467 

이메일 anniek.gerstenberger@leoni.com  이메일 presse@le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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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yr의 언론 담당자 relayr 언론 홍보사 

David Petrikat Darja Köhne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  ������ ��� 
Relayr GmbH schoesslers GmbH  
전화 +49 162 258 86 93  전화 +49 151 165 775 98  

이메일 david.petrikat@relayr.com   이메일 darja@schoessl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