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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업계의 과제 - 시장요구 



Automotive 업계의 과제 - 복잡성 



Automotive 업계의 과제 - 개발홖경 



Automotive 업계의 과제 - 개발방법 



SIEMENS의 Vision 

더 많은 협업을 원하며..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복잡한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실수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복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때에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SIEMENS의 Vision 

Putting every decision in context 

 
모두에게 직관적

이고  
투명홖 홖경 

여러 시스템에서 
추출된 정보들 

제품개발 전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스템 

필요로 하는 정보
만을 정확히 제공
하는 시스템 



SIEMENS의 Vision-중요한 개발 방향 

HD-PLM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개발 사이클에서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제품을 만들도록 도와 드립니다.  

정보접근성 
Extract value from large 
volumes of complex dat

a  
to provide users only th
e information required t
o make accurate decisi

ons. 

 

손쉽고 뛰어난 UI 

Ensure everyone in your 
process gets informatio
n in a form best suited t
o their job, in the simpl
est and fastest way pos
sible. 

증명된 아키텍처 

Preserve your investme
nt in our solutions, mini
mize your total cost of 
owner- ship and help y
ou take advantage of c
hange.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모델기반  
시스템 프레임...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모델기반  
시스템 프레임... 

종합적인 연결 
검증...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모델기반  
시스템 프레임... 

종합적인 연결 
검증... 

순홖검증 시스템 
(closed-loop)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설계변경 

변경에 따른 최신 데이터를 모든 
개발자가 공유하게 하는 것 

기능과 기능의 전달 의존관계를 
관리하는 것  

여러 영역에 걸쳐있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고 검증하는 것 

경쟁 이점의 강화방안  Teamcenter 중심의 변경관리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구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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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Requirements/Features 

f f 

f 

f 

Functions 

Technology 

Competition 

Warranty 

Regulatory 

Quality 

Customer Value 

Knowledge 

Logical/Behavior… 

Implementation.. 

Test/V&V 

Software 

Simulation 

Mechanical 

Electrical 

Detailed Design 

Electronic 

Core Capabilities 
 Security  Configuration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Data Distribution   Document Management    Workflow Collaboration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Core Capabilities 
 Security  Configuration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Data Distribution   Document Management    Workflow Collaboration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Mechatronics 

Mechanical 

Electrical Software 

Electronic 

Teamcenter 
Mechatronics Data Model 

Supported Standards 
 STEP AP 210, 212, 214 
 STEP AP 233  EDIF 

 PLM XML   PDX* 

JT  RosettaNet* 

Schematic Capture 
(Cadence/Mentor) 

PCB Layout 
(Cadence/Mentor) 

ECAD BOM 
(procurement) 

Derived Files 
(artwork, silkscreen, etc.) 

Package / Housing 
(NX, etc.) 

Software Development 
(ClearCase) 

Harness Design 
(Mentor/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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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반 제품개발-TC4Sim 

Product 

Analysis 

Model 
Home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TDM in LMS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TDM with LMS 

Collections of data 

Test & Processing information  

Context information  

http://www.lmsintl.com/test/scadas-mobile
http://www.lmsintl.com/testlab/transfer-path-analysis/multi-reference
http://www.lmsintl.com/testlab/transfer-path-analysis/OPAX
http://www.lmsintl.com/test/tecware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Mechatronic System Simulation 

System Synthesis System Data Management Multi-physics Modeling 

Test-based Engineering (modal, NVH, acoustics, durability) 

Laboratory  
Mobile 

LMS SCADAS 

Product Design Controls Engineering Simulation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 

Customer Desires Attribute Optimization Styling and Geometry 

Testing Hardware/Controls Manufacturing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사례1 

Challenge: 

운동성능 향상을 위해 점점 더 복
잡해지는 가변요소들을 프로토타
입 이전에 최적화 하고 싶다. 

Solution: 

실제 물리적 테스트와 함께 모델 
베이스, 멀티바디에 대한 시뮬레이
션을 접목 시킴. 

Results: 

고객요구사항에 좀더 만족된 승차
감과 핸들링을 구현함.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사례2 

Challenge: 

개발과정과 수리과정에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자동차에서 프로그램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Solution: 

시스템 기반 제품설계를 이용 소프
트웨어를 관리, 테스트, 검증함 

Results: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증가 시켜 
$100 million이상의 warranty관리 비
용을 세이브함 



시스템 기반 제품개발-사례3 

Challenge: 

좀 더 친환경적인 차로 마켓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 

Solution: 

차량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한곳으
로 모아 싱글소스를 구현 Physical 
prototype을 줄이고 검증된 디자인
을 재사용 하도록 함. 

Results: 

개발기간이 20개월에서 10.5개월로 단
축 되었고 릴리즈시 문제발생율이 80%
줄었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