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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Phoenix Integration ModelCenter”

회사
소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MBSE 프로젝트 착수

저희 로터스정보기술(주)는 Phoenix Integration "ModelCenter  "를 국내에 공급 및 서비스하는 독점 대리점으로 정기적인 제품 교육 및 
상시 소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객 여러분께 항상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ModelCenter   Integrate : Model-based engineering framework을 구성할 수 있는
software solution 

• ModelCenter   Explore   : Optimization 기법을 통한 결과 도출 및 분석 기능 제공
• ModelCenter   MBSEPak : Domain Engineering 모델을 기반으로 MBSE 기법을 제공

®

 [제품군]

"ModelCenter  "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교육 & 세미나 일정 및 참석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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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로터스정보기술㈜은 2019년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교통사업 
정책-운영-건설 기술융합 의사결정 분석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철도교통사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MBSE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확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교통사업 추진 시 정책, 운영, 건설 분야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다양한 옵션 설정에 따른 최적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IBM/NoMagic 등 전문적인 MBSE 도구를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IBM-DOORS의 요구사항 관리, NoMagic Cameo Systems Modeler의 MBSE 기반 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 NoMagic Cameo DataHub를 
통한 요구사항 관리시스템과 MBSE 분석 지원 시스템의 연동,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비용 추정 및 시뮬레이션 기능 구현 등의 
개발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Cameo Systems Modeler 및 Cameo DataHub 등 본 프로젝트에서 활용된 NoMagic 社의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분석모듈

요구조건

의사결정인자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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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리며,
가정에 여유와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로터스정보기술 임직원 일동-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리며,
가정에 여유와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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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enix-int.com/
https://www.nomagic.com/
http://gosculptor.com/index.html
http://amiaerollc.com/
http://www.avidaerospace.com/
http://www.lotus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