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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Center  "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교육 & 세미나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소개“Phoenix Integration ModelCenter”

제품
  동향 “2020 PHX International Users’ Conference” 일정 연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우려와 모든 참석자의 안전을 위하여 Phoenix Integration社는 
202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 계획중이던 International Users’ Conference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최 일정은 2020년 9월 22일에서 24일 미국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지역(the Historic Inns 
of Annapolis in Annapolis, MD, USA.) 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향후 바이러스 확산 경과에 따라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행사 참석 및 교육 세션 등록 등, 행사 일정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큰 피해 없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라며, 고객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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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제품 지원 안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재택근무, 혹은 외부 접촉 차단되어 근무 
중에 있는 고객들의 프로그램 활용 및 지원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의 주요 공급사 중 하나인 MSC 소프트웨어社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상 원격 접속 제한에도 불구하고 인증된 사용자가 VPN을 통해 인증된 시설이 위치한 
국가 내에서 인증된 라이선스 서버를 활용하여 접속하는 한, 제출 서류 없이 자택에서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진 MSC Cradl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 30일까지(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터스정보기술(주)은 MSC 소프트웨어 社의 파트너로서, 어려운 시기에도 고객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제품 활용 및 지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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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ternational
Users’ Conference

제품군
• ModelCenter   Integrate
  - Model-based Engineering Framework을 구성할 수 있는 Software Solution Plugin,
    Wrapper, API 방식 등 모든 형태의 Software 통합 및 자동화 구현
• ModelCenter   Explore 
  - Optimization 기법을 통한 결과 도출 및 분석 기능 제공
  - 실험계획법, 최적화 알고리즘, 신뢰성 분석 등의 기능 및 후처리 기능
• ModelCenter   MBSEPak
  - MBSE 시스템에서의 Domain Engineering 설계/해석 도구 통합 기능 제공
  - Rhapsody, MagicDraw, Windchill Modeler 등의 상용 MBSE 도구 통합
  - 제품 소개 세미나, 기본 정기 교육 & Customizing 교육, POC, 기술 용역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온라인 원격 지원 및 온라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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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