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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동향“Phoenix Integration ModelCenter MBSE 2.0 for PTC Windchill Modeler”

회사
소식 로터스정보기술㈜ Engineering Service 안내

저희 로터스정보기술㈜에서는 고객사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과거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 및
소개 세미나, 정기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서비스/소개 세미나/개발 용역 분야
• 공력 설계 및 해석 자동화 & 최적화 (Aerodynamic Design Optimization) 기술
• 다분야 통합 설계최적화 (MDO: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시스템 개발 기술
• 해석 데이터관리 (SDM: Simulation Data Management) 시스템 개발 기술
• 고급 전산 유체 해석 (기계 유체/열 유체) 기술
• 시스템 엔지니어링 (MBSE: Model Based Systems Engineering) 적용 기술

Phoenix Integration社의 “ModelCenter MBSE”가 버전 2.0으로 업데이트 됨에 따라, 상용 MBSE 도구인 PTC Windchill Modeler와의 연동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이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ModelCenter 
MBSE 2.0과 PTC Windchill Modeler와의 연동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PTC Windchill Modeler와의 통합을 통해 MBSE 환경 내 모든 소프트웨어 제어
및 시스템 성능 검증

   - COTS 도구(Excel®, MATLAB® 및 Simulink®)
   - CAD 및 CAE 도구 (Creo®, NX®, CATIA v5® 및 SolidWorks® 및 HyperWorks®, 
     NASTRAN®, ABAQUS®)
   - In-House (FORTRAN, C ++) 및 Script (Python, Java 및 VB script)
   - 기타 DB ALC PDM/PLM 솔루션 등

• PTC Windchill Modeler 시뮬레이션도구인 “Sysim” 과 연동
   - Sysim 시뮬레이션 루프 및 사이클상에 ModelCenter Integrate 연동, 직접적인 
     결과 도출 및 기록
   -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반의 Co-simulation 환경 구성

PHX ModelCenter MBSE 2.0 관련 정보 및 PTC MBSE 도구와의 통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소개 MSC Software社 scFLOW

저희 로터스정보기술(주)에서는 Polyhedral Mesh를 활용하여 열유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MSC Software 社의 scFLOW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전처리, Solver, 후처리 프로그램
   - 다양한 포멧의 형상 Import 기능
   - 병합, 제거, 정렬, Projection, Symmetric, Blade 외부 커버 생성 등 간단 형상수정기능 지원
   - 간편하고 쉬운 Polyhedral 격자 생성 기능
   - 다양한 분석 타입 지원(Heat/Diffusion/Multiphase/Overset mesh) 등
   - Co-Simulation 지원(Mechanism CoSim-Adams, Structural CoSim 및 GT-SUITE, FMI Co Simulation)

• 부가 기능
   - MSC 제품군과의 호환성을 위한 파일 포멧 Converter
   - 최적화 프로그램 OPTIMUS와의 연계 지원
   - 손쉬운 Blade 형상 생성 기능 등   

MSC Software 社의 scFLOW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phoenix-int.com/
http://www.mscsoftware.co.kr/
http://amiaerollc.com/
http://www.avidaerospace.com/
http://lotustech.co.kr/html/
http://www.vcolla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