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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8년

■ 운용 copy 수 : 4 copies (enterprise edition)

■ 주요 활용모듈 : Reliability Prediction1), Maintainability2), FMEA3), Fault Tree4)

■ 주요 적용사업

■ Relex社 교류 : Relex v7.7 및 Studio2006 기능개선 협의(2004년, 2009년 @피츠버그)

Relex 6.2 Relex 7.1 Relex 7.7 Relex Studio 2006 Relex Studio 2011 WQS 10.2

주요 적용사업명 버전 비고

K2전차 탐색개발, 체계개발 V6.2, V7.7, Studio 1), 2), 3), 4)

소부대전술모의훈련기 체계개발 Studio2008 1), 2), 3)

능동파괴 체계개발 Studio2006, 2008 1), 2), 3), 4)

차륜형 전투차량 체계개발 Studio2011 1), 2), 3), 4)

1. 현대로템 with PTC Windchill Quality Solution(WQS)



4

2. WQS 도입목적

대용량 DB관리 용이

풍부한 라이브러리

신속한 분석

RAM예측-

고장분석 통합

프로젝트 파트너간

정보종합

체계분석기준의

일관성 유지

LSA 입력정보

RAM 시뮬레이션

기초정보

분석결과의

다양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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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AM 형상정보 관리

■ 프로젝트별 체계정보 다중화

- 무기체계 개발단계별(시제별, Milestone별) 구조정보 관리

- 단일 프로젝트 내 형상정보 관리를 통한 이력관리 용이

- 기존 분석결과의 재활용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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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단위별 이력관리

- 각종 템플릿 사용자 정의 가능

- 운용정보, 출력정보, 자료속성 정보 등

- 프로젝트 기반 템플릿 적용 및 관리 용이

(기존: 파일단위 관리로 프로젝트 분석 일관성 결여)

3-1. RAM 형상정보 관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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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구조코드 부여(System Tree Identifier)

- 구조정보 갱신 용이

- 구조정보에 귀속된 RAM 분석정보 통합성 유지

- 자동 채번 기능을 통한 관리 편의성

3-1. RAM 형상정보 관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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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Browse & Use

- 사용자정의, NPRD, EPRD 각종 라이브러리를 브라우저를 통해 신속히 조회

- 복수의 동종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 적용 시 매우 간소

3-2. Reliabilit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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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변수(Global Change) 활용

- v7.x에서는 전역변수 사용이 제한적(예측기준, 스트레스 조건 등)

- NPRD, EPRD 등 각 조건별 파라메터를 사용자가 전역적으로 변경가능

- 장비 운용률이 조건별로 상이한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가능(전시기준→평시기준)

3-2. Reliability Prediction(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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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Excel Spreadsheet 생성

- system tree 에 표시된 조건 그대로 스프레드시트 생성

- 분석정보 외부 반출 시 export 시행없이 가능(export 시는 전품목 정보 출력됨)

3-2. Reliability Prediction(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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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의 변수 및 계산식

- 변수추가 및 형식정의 (List형, 입력형 등)

- 사용자 정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결과도출

3-2. Reliability Prediction(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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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정비업무 그룹핑

- 단위정비업무 조합을 위한 정비그룹핑이 별도 진행가능

※ v7.x버젼: 정비그룹핑 가능하나 단위정비업무 정의와 동일화면에서 진행 →  

편의성 저하

3-3. Main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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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up(Rolling up) 기능

- v6.x에 제공된 기능이나 v7.x에서 삭제됨

- Relex社 방문 時 요청(2004년) → 고장유형 roll up 및 고장유형비 자동계산

- 상하위 고장유형의 관계를 정의가능

- 상하 고장유형 관계정의로 인한 상위 고장유형비 자동계산

3-3. F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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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EA 종류별 분석진행

- Process/Functional/Component 등 FMEA 종류별 구분

- 단일 프로젝트(체계) 내에 다양한 FMEA 진행 가능하며, 그 결과를 프로젝트에

보관/관리 용이

- System Tree 내 구조정보를 공정, 기능 FMEA에 각각 연계 가능

3-3. FMEA(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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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 Defined FMEA Form

- 단일 고장유형에 다중 고장영향, 원인 정의 가능

- 리스트 변수 지정(심각도, 고장탐지방법, 임무유형 등)으로 업무진행 효율화

- FMEA Worksheet Form의 사용자 편집

3-3. FMEA(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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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QS Challenge

기술지원 및

서비스 강화

사례 및

정보공유

운용효율

증대

• 운용 용이성
• 작업이력의 호환

• 활용사례발굴 및 공유
• 관련 기술정보 제공

• 수시 오류/개선
사항 접수 및 보완

• 전문교육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