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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데이터경량화 - VCollab”

사내
소식 “Phoenix Integration ModelCenter Public Training”

사내
소식 Phoenix Inegration ModelCenter 국내 교육 안내

ModelCenter Integrate ModelCenter Explore

• Automate Almost Any Engineering Analysis Tool (Legacy, COTS, etc.)

• Build and Execute Automated Workflows

• Share Automated Workflows and Analyses with Colleagues and Partners

• Run Parametric Studies and Design of Experiments (DOE)

• Learn Advanced Workflow Tools and Features

• Run Sensitivity Analyses to Identify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 Run Advanced Optimization Algorithms: Gradient, Genetic, and
Hybrid Algorithms

• Integrate Descriptive Systems Models (SysML) with ModelCenter
Analysis Models

• Perform Trade Studies from within the SysML Modeling Tool

ModelCenter MBSEPak

이에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ModelCenter Training

저희 로터스정보기술㈜는 Phoenix Integration社 제품군을 국내에 공급 및 서비스하는 파트너사로서
ModelCenter를 이용한 PIDO, MDO 및 MBSE 적용을 위한 솔루션 소개 세미나 및 제품 정기 교육을
개최하여 고객 여러분께 항상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정기 교육에는 당사 고객사인 항공우주연구원분들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PHX ModelCenter
기본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밖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ModelCenter Integrate & Explore 기본 교육을 통해 제품의 일반적인 소개 및 소프트웨어 통합 &
최적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최적화 프로세스 구현에 대한 심화 내용 및 MBSE 환경 적용
및 다양한 중급/커스터마이징 교육도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PHX ModelCenter 국내 교육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VCollab"  제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VCollab은 기존의 CAD/CAE 데이터 포맷을 고유의 경량화 포맷(CAX)으로 변환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간결하고 
직관적인 후처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팀원 간 수월한 정보 공유 및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제품군
• VMoveCAD/CAE : CAE/CAE 파일을 CAX 포맷으로 변환, 경량화
• VCollab Professional : Viewpoints, Walkthrus, AVI/GIF Animations, Stereo Views 등
CAX 파일에 정보 추가

• VCollab Presenter : CAX 파일 뷰어, MS-Office 임베디드 및 웹 기반 뷰어 기능 제공
• VCollab Presenter Lite(Free) : Presenter 일부 기능에 제한된 무료 뷰어

지원
• 제품 소개 세미나, 기본 정기 교육 & Customizing 교육, POC, 기술 용역 등

2019년 8월 PHX 본사에서 ModelCenter 제품별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교육 Course 별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과정 안내 ⊙
• Course 1
  : 8/6~8/8 (3 Days) ModelCenter Integrate 2 Days + ModelCenter Explore 1 Day - ModelCenter Integrate 및 ModelCenter Explore 제품을 이용한 
    Multi-Disciplinary Analysis and Optimization(MDAO) 교육
• Course 2
  : 8/27~8/29 (3 Days) ModelCenter Integrate 2 Days + ModelCenter MBSEPak 1 Day - ModelCenter Integrate 와 MBSE 도구를 이용한 MBSE 적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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