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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제조 융합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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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ing convergence simulation system effect for the 

degree of perfection improvement of the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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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제조업체들은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공정 CAE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과 
개발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검색시스템 구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부
문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자동화, 설계모듈화, 설계표준화, 품질검증 자동화 및 설계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설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제품의 설계완성도 향상을 통한 제조 경쟁력 실현과 고
객으로부터 제품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완성된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초보단계임을 감안하
여 신제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스템의 보완점을 찾아 개선을 실시하고 
시뮬레이션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실험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학술적·실무적인 가치가 크다 하겠다.

주제어 : 설계자동화, 표준화, 지식정보,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조융합기술

Abstrac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manufacturers products, CAE system, process and fast 
delivery of development i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trieval system introduced for manufacturers is 
necessary situ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instance to build integrated design simulation system that provide design 
automation, modular design, design standards, automation of quality verification and design knowledge. Also, 
we discuss that improve design of the new product and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Completed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s are the basic steps, and pilot operation about new product. During pilot 
operation, the systems is improved. Through this process, the experimental data accumulat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imulation, and improve the utilization.Therefore, this study have many theoretical, practical 
value for growing glob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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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업들은 로벌 경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응

하고 자사의 경쟁력 제고를 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역량을 집 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보면 동종업체 간 무한경쟁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업체의 증가로 인한 격한 공 가격 하락과 

기술격차  진입장벽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으

로 생존차원의 원가경쟁이 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내부 환경은 제품의 복합화로 사업 략이 자주 

변경되고, 신제품에 한 사업의 조기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술발 에 따른 완벽한 품질확보와 량생산

을 한 생산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진입 

격차의 확 를 해 기 시장 응(Time to Market)과 

개발원류 품질확보, 고객 응솔루션  신기술개발, 조

기 량 양산체제가 기업의 새로운 핵심역량으로 부상하

고 있다[1]. 

각 기업의 최고경 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경 환경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의 효율향상을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종용  삼성 자 CEO는 “개발 로세스는 시장

의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 하는 상품기획

(Conception)부터 상품의 설계, 시험 등 많은 단계를 거

치는 가장 요한 로세스 의 하나이다. 원가, 생산성, 

품질, 품 , 디자인 등이 거의 이 과정에서 결정되며, 특

히 원가와 품질은 70~80%가 이 로세스에서 결정된다. 

상품이 히트할 수 있느냐, 부가가치를 극 화할 수 있느

냐 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 시장 응이 매우 요하다. 

부품의 표 화, 공용화, 모듈화는 원가, 품질, 기 시장

응, 스피드, 유연성 등 공 과정 리에서 핵심이 되는 

활동이다. 이를 해서는 개발속도가 빨라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실수가 어야 한다. 실수를 이고 개발기간

을 단축하기 해서는 과거의 설계 자료와 데이터들이 

축 되고 산화되어 있어 이들을 이용한 편집설계가 가

능해야 한다. 연구개발  개발 리의 도구로서 컴퓨터

化는 필수이며, 이때 CAD1)/ CAM2) / CAE3) / PDM4) 

1) Computer-Aided Design (컴퓨터지원 설계)
2) 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설계정보를 제조공정

에 이용)
3) Computer-Aided Engineering (컴퓨터에 의한 수치해석이나 

시뮬레이션)
4) 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관련 정보시스템)

/ CPC5) 같은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 체의 

정보 산망과 매우 유기 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개발 로세스는 공 과정 로세스 에서 가장 요

한 로세스다. 따라서 분명한 개발 로세스와 규정을 

만들고, 개발의 효율과 원가 감을 한 기법을 지속

으로 연구해야 한다. 개발 리를 한 새로운 방법과 

자 도구도 계속 도입하고 발 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하 다[3].

최근 연구개발 인력은 매년 20%이상 늘어나  임직

원의 3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도 5조원

을 넘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개

발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과제별 매출기여도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 투자 비 성과가 부진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돼서 연구개발의 효율이 떨어

진다면 경 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해서는 

상품기획단계부터 상품기획, 마 , 개발 등의 유 부서

가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사

에 리드할 수 있는 체계  로세스를 강화해야 하겠

다[4,5]. 

개발 신은 다양한 방법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인

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리드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반복  지원

을 하게 되면, 업에 정착하는 데 매우 큰 노력이 들게 

된다. 특히 CAE는 반복 인 지원형식으로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으로써 

업 개발환경에 맞는 최 의 로세스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고경 자들은 개발원류단계에서의 

CAE 요성과 개발자에게 손쉬운 CAE 환경구축의 필

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장기 으로 기술의 성장과 비례한다. 

소비자요구의 변화, 제품  서비스의 수명주기의 단축, 

국제경쟁의 심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경제  기술 

환경의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여 기업의 장기  목표

를 략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기술의 

신이다. 동일한 시장 환경조건을 가진 동종 기업들 에

서 특정기업이 질 으로 우수하고 렴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경쟁  계에 있는 기업들보다 기술  

략 응에서 한 발 앞서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가지

고 있는 역량을 동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소비

5) 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개발협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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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5].

개발원류 품질확보  기 시장 응의 실 을 해

서는 개발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한 로세스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CAE를 이용한 시뮬 이션 시스템구축을 통해 제품개

발 기단계부터 품질을 사 에 확보하고, 제품개발 단

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웹기반의 작업흐름(Work 

Flow)상에서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합하

고 경험이 많은 설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설계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2. 이론적 배경

2.1 제품개발 제품완성도 개념

2.1.1 제품개발의 프로세스 정의

제품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업무의 역할과 

범 가 필요하며, 이를 정의한 것이 연구개발 업무 로

세스이다. 연구개발 업무 로세스는 개 상제품에 따

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상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품개발을 

수행하는 개발단계의 정의는 제품 개발과정에서 과제 목

표인 품질, 비용, 일정을 달성하기 한 활동과 개발 차

의 수행  개발 단계별 진행 리를 해 구분한 단 를 

말한다. 통상은 상품기획단계, 개발계획단계, 개발구  

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단계별 세부내용을 보

면, 첫째 상품기획단계는 시장  기술 조사를 통해 상품

의 개념, 마 목표 등을 확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둘째 

개발계획단계는 디자인, 기능, 성능, 비용, 품질목표 등의 

목표를 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셋째 개발구  단계는 개

발계획단계에서 확정된 신제품 개발목표를 구 하고, 제

품개발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 양산단계는 

개발이 완료된 신제품을 소비자에 매하기 해 제조하

는 단계를 말한다[10]. 

2.1.2 제품개발의 개발완성도 정의

1) 상품기획단계의 개발완성도 정의

선행업무의 수행결과를 근거로 기획된 상품의 고객 

기 항목에 한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를 추출하

고, 그 에서 상품화 개념을 창조하여 상품구상서를 정

리하며, 상품기획 활동을 한 체제구성과 상품기획 구

상내용의 검증활동 방안을 수립한다. 상품구상 내용 

에 아이디어 도출  검증 방법을 근거로 매 상지역, 

상고객에게 확인하고, 검증활동을 통한 차이를 분석하

고, 차이에 한 응 방안을 수립하여 고객 니즈(Needs)

를 반 한 상품구상 업무를 수행한다. 

상품기획단계에서 선정한 경쟁사제품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재  상품 출시시 에서의 제품 경쟁력 확보

를 한 검증활동을 실시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에 

한 응방안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기획 활동을 

수행한다. 

상품화 방안  매 상국가의 용규격을 근간으

로 개발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의 기능 요구사항, 

자사의 보유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의 설계규격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상품개념, 세일즈 포인트, 비용, 제

품규격 등의 신제품 목표 달성방안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단계로 이 한다. 

2) 개발계획 단계의 개발완성도 정의

고객니즈 검증, 제품경쟁력 검증  개발 실 성을 검

토하여 상호 연 성을 검증하고 제품규격(Product 

Specification)을 근거로 품질목표를 확정한다. 품질목표

는 제품보증 시험규격과 제품신뢰성 시험규격으로 구분

한다. 설계사양을 토 로 신규회로 기본설계와 소 트웨

어 분석을 실시하고, 각 부문의 시험규격을 확정한다. 상

품기획단계에서 확정된 상품개념, 세일즈 포인트, 비용, 

제품규격을 구체화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

단계로 이 한다. 

3) 개발구  단계의 설계검증부문 개발 완성도 정의

상품기획 단계에서 수립된 상품 기획서와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립된 개발 계획서를 근거로 개발구  단계의 

설계 자주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회로 모듈(Module)규격

과 회로 구성도를 토 로 회로시험규격을 정하고 각종 

회로  PCB(Printed Circuit Board)설계를 실시한다. 

PBA(Pattern Board Assemble)회로는 자동으로 

BOM(Bill of Material)과 연계되므로 정확성을 기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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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기구부품 도면으로 형 시제품을 제작하여 

설계 오류를 검토하고 시작품 제작단계에서 문제를 최소

화 한다. 설계된 기구 조립도를 기 로 포장용 상자, 표시

물(Label)의 설계  인쇄사양을 정하여 디자인 사양을 

명확히 한다. 로그램과 련하여 모든 규격이 확정되

면 로그램 모듈 통합 검토 후, 코딩(Coding)작업을 한

다. 코딩완료 후, 로그램 일이 생성되면 시뮬 이션

을 통해 로그램을 안정시켜서 시작품을 검토할 때 기

본기능 검증을 하도록 하고 특허를 출원한다. 기구설계 

시작단계부터 형업체와 형/사출 기술 이 공동으로 

형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문제 을 최소화하고 기구설

계, 형설계의 병행설계 환경  CAD(Computer Aided 

Design)호환 환경을 최 화하여 형제작기간을 단축한

다. 설계검증은 제품에 한 설계 결과를 계부서가 

반 으로 검토하여 문제 을 사 측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필수단계이다. 형제작 에 최종 으로 실시

하는 설계검증은 개발검증 단계의 가장 요한 업무이다. 

설계검증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차기 개발검증

단계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설계검증은 크게 개발

부서 자체검증과 계부서의 기능별 검증, 그리고 통합

검증으로 나 어 수행한다. 자체검증은 개발부서가 각 

분야별로 검토한 후, 상호 정합성을 검토한다. 계부서

가 함께 실시하는 기능별 검증은 생산성, 신뢰성, 구매조

달, 실사용 시험에 한 반 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검

증결과를 토 로 책수립  설계수정이 이루어진다

[12]. 

4) 개발구 단계의 개발/양산검증부문 개발완성도 정의

개발검증은 개발부서가 주 이 되어서 최 로 제품의 

형태를 가진 시작품을 제작하여 개발계획 단계에서 정한 

개발목표의 달성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개발 검증업

무는 개발검증용 시작품제작을 통해서 생산성, 내구수명

시험, 신뢰성시험, 환경유해시험, 실사용 시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단되면 

차기 단계로 이 하기 한 개발검증 승인회의를 실시한

다. 여기서 신뢰성시험은 단순하게 제품이 신뢰성규격에 

합한지를 정하는 행 가 아니고 발생 원인에 한 

분석업무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발구 의 마지막은 양산검증 단계이다. 개발검증 단

계에서 검증되고 승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근거로 양

산검증용 시작품을 제작하여 양산  매가능성을 단

하게 된다. 양산검증 단계는 다음의 몇 가지 주안 이 있

다.

첫째, 개발검증 단계의 연속성을 기한다. 개발검증 단

계와 분리된 성격의 작업이 행해지며 제품규격 방향에 

하여 개발계획서에 해 개발검증 단계가 진행되었을 

때 개발책임자의 단에 따라 기능 수정이 되거나, 추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규격과 방향 등, 개발진행에 간섭할 수 없다. 이를 하여 

품질, 제품기술, 업, A/S 등 계부서는 상품화 기획 시 

업을 통해 상세히 검토하여 상품 기획서 상에 정확하

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품화를 완성한다. 양산검증 단계에서는 제품

의 기능, 성능, 신뢰성을 충족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성하고, 매국가의 해당 규격을 충족시킴은 물론 승

인을 획득하여 매할 수 있는 제반 비를 완료한다. 

셋째, 생산 비를 완료한다. 개발검증 단계부터 양산

과 동일한 체제로 시작품 제작이 실시되며 생산설비 등 

생산 제반요건에 한 설계운용, 검증, 수정 보완이 실시

되어 생산 공정을 갖추게 된다.

2.2 제품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개념

2.2.1 EVS(Electrical Verification System)정의

EVS는 기능별 CAE 모듈자동화를 이용한 설계자 해

석환경 구축으로 CAE 활용도를 높이고, CAE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켜서 설계품질을 사 에 

측하는 시스템이다.

1) DRC (Design Rule Check)  

PCB 설계도면상에 규칙(Rule) 반사항을 자동으로 

검하여 부품의 강건 설계를 도모하고, 주요 배선부의 

차폐상태 확인을 통해 기  특성을 향상 시킨다.  

2) SI (Signal Integrity)

모뎀과 메모리간의 타이  마진(Timing Margin)을 

검하여 설계오류를 인다.

3) 안테나 해석

안테나 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상품기획단계

에서 실장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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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 해석

음향 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상품기획단계에

서 스피커의 실장여부를 검토하고, 음향특성의 단기

으로 사용한다.

2.2.2 MVS(Mechanical Verification System)정의

MVS는 기능별 CAE 모듈자동화를 이용한 설계자 해

석환경 구축으로 CAE 활용도를 높이고, CAE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켜서 설계품질을 사 에 

측하는 시스템이다.

1) F-PCB(Flexible-Printed Circuit Board)거동해석

디자인 단계에서 슬라이드 F-PCB와 기구물간에 간섭 

 거동상태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품질 문제로 인한 설

계 시행착오를 인다. 

2) 기구강성 해석

액정화면의 내충격성을 자동으로 해석하여 기구물의 

품질을 확보한다. 

3) 단품구조 해석

기구 단품 벨의 해석을 통해 재질, 두께, 구조변형 등

을 사 에 측한다. 

2.2.3 SMS(Standard Management System)정의

SMS는 부품과 회로 표 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개발효율  설계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1) 부품 검색

부품과 련된 여러 시스템의 부품정보를 통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부품표 화

주요부품의 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규부품

의 발생을 이고 표 부품사용을 통해 부품의 납기단축 

 가격 감을 도모한다.

3) 회로표 화

주요회로에 한 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회로

설계를 편리하게 하고 표 회로 사용을 통해 회로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2.2.4 CMS(Checklist Management System)정의

CMS는 신제품 품질검증 체크리스트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신제품의 동일문제 재발방지  설계품

질을 향상키는 시스템이다.

1) 시험항목(Test Case) 데이터베이스 

시험항목(Test Case)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정, 개

정, 폐기 황 조회  정기 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체크리스트 즐겨찾기

CMS 사용자 개인이 필드  폴더 검색을 통해 시험

항목(Test Case)을 정리하여 개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서 담당업무에 활용한다.

3) 시험 리(Test Management)  

개발부서에서 검증의뢰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계획과 

시험항목별 검증결과를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과제

별로 검증업무 황조회가 가능하다.

2.2.5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정의

KMS는 지식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

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발에 활용하여 개발효율을 높

이는 시스템이다.

1) 지식통합검색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 검출/해결, 시장품질, 

시험 차서, 기술보고서, 원가 감사례, 설계개선사례 등

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2) 안테나 데이터베이스

안테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제품에 한 안

테나 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양질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데 활용한다.

3) 음향 데이터베이스

음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제품에 한 음향 

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양질의 제품

을 개발, 생산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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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연구사례

3.1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구축 개요 

3.1.1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개발제품의 완성도  개발효율 향상을 해 개발 시

뮬 이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업체들은 앞 다투

어 기업환경과 실정에 맞는 시뮬 이션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 S사의 개발 시뮬 이션 시스템 추진목 은 개

발제품의 완성도향상과 개발효율 향상을 통한 개발 원류

품질 확보  시장 기 응(Time to Market) 달성에 있

다. 

한, 신제품의 기술난이도 증가와 복합제품의 신장

으로 인해 개발기간이 차 길어지고, 기술난이도에 따

른 개발제품의 완성도 하와 개발자원의 투입이 증가되

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양산공정에서 균일한 품질수 의 확보가 어렵고 양산단

계로 이 할 때 공정간 산포 편차 발생과 신제품 조기 

량양산체제를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 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신제품개발을 직  추진하는 

설계자의 요청사항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이 있었다. 

· 모든 개발 행 가 시스템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CAE소요시간 단축  정확도, 유효성의 향상이 필

요

· 신규사양 결정 시 업무 로세스가 복잡하고 많은 유  

부서의 의가 필요하다.

· 표 부품 사양을 고려한 디자인 확정이 필요하다.

· 신모델 사양에 따른 합한 개발 로세스가 필요 

하다.

· 부서 간, 의사결정  업무조율시간 단축이 필요하

다.

· 과거 실패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계부서와의 업무 로세스를 시스템 으로 구축

할 필요가 있다.

· 표 부품의 3차원 형상에 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 검증부서의 체크리스트 정량화와 통합 데이터베이

스가 필요하다. 

업체에서는 CAE를 이용한 개발 시뮬 이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 이며, 향후에는 CAE를 활용한 선행 검

증시스템으로 발 시킬 정이다. 한정된 분야이지만 타 

업체의 개발시뮬 이션 활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국내업체

국내업체 B사는 2006년 이후, 안테나 주 수 성능확인

을 한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설계자간

에 노하우나 시뮬 이션 정보를 공유하며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통해 업체에 정보를 피드백 하고 있다. 재

는 실제제품에 한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성능보고를 

하고 있고, 이를 참조하여 개발 기설계에 반 ( 체모

델의 50~60%정도 시뮬 이션 진행)하고 있으며 시뮬

이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노하우를 축 하고 있다. 

2) 해외업체

① 해외업체 N사는 주 수성능 시뮬 이터를 사

으로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각 지역별 디자인센터에 

용하고 있으며, 재 수십 개의 시뮬 이션 라이센서를

보유하고 있다. 한 랫폼 부품 기반설계(부품별 지식 

데이터베이스구축)와 로젝트별 CFT(Cross Functional  

Team)가 구성되어 가상 웹(Virtual Web)환경에서 공동

작업(全세계 30개 지역 망이 하나의 으로 업무수행)이 

진행 이다. N사는 개발진행 에 품질을 측할 수 있

는 로세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QFT(Quality 

Forecasting Tool)사용으로 부품에 따른 불량률 측이 

가능하다.

② 해외업체 M사는 개발단계에서 PBA(Pattern Board 

Assemble) 양산품질을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

하여 시작품(Prototype)제작 이 에도 품질 측이 가능

하게 하 다. 개발단계에서 BOM(Bill of Material)과 

PCB(Printed Circuit Board)도면만 입력하면 5분 내에 약 

3% 이내의 불량률로 양산품질 측과 부품변경시의 품

질지수 비교가 가능하다. 설계  검증체크리스트, 문서

작업, 제작의뢰, 승인자료 등이 설계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개발자가 부품 선정 시에 이 시스템을 통

해 재고수량, 단가, 불량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해외업체 F사는 ESD(Electro Static Discharge)자

체 실험도구를 개발하여 ESD 시뮬 이션을 신제품 선행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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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발과 시뮬레이션 시스템간의 연관관계

기업의 개발 목표는 정해진 기간에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상품화하여 고객에게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우리는 로세스의 신

과 시뮬 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코자 한다. 로

세스의 신으로는 순차  로세스를 동시병행 로세

스로 개선하여 일정단축을 통한 단납기 개발 로세스를 

구축하고, 시뮬 이션 시스템을 통한 설계품질 선행검증

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시뮬 이션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단계에서 사  품질검증이 가능토록 하 다. CAE 

활용을 통한 설계자용 시뮬 이션 도구와 문가용 시뮬

이션 도구를 구분 사용하여, 간단한 시뮬 이션은 설

계자가 손쉽게 CAE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CAE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

다. 개발 련 정보를 웹기반의 작업흐름상에 통합화한 

개발 환경제공과 설계 문가의 노하우를 모든 설계자들

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 

설계자들이 유발시킬 수 있는 시행착오  작업자 실수

를 감소시켰다.

3.1.3 개발 단계별 시뮬레이션 내용

상품기획단계  개발계획단계에서 활용되는 시뮬

이션 시스템의 주요내용으로는 실장성과 표 부품 확정

을 한 하드웨어 주요부품 사양과 기존도면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를 입수하기 해서 SMS(Standard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실장성 검토  표

부품 확정에 필요한 표 화 정보와 주요부품 3차원 도면

을 입수하여 활용한다. 그리고 PCB(Printed Circuit Board) 

 형발주 에 검해야 할 사항에 해서는 CMS 

(Checklis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검 후 발주를 

실시한다.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통

해서는 표 모델의 실패사례 확인  신기술 동향과 경

쟁사의 제품동향에 한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

다. 

개발구 단계의 설계검증을 해서 EVS와 MVS 시

뮬 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 EVS 시스템은 안테나, 음

향, 주 수성능, 신호처리분석, 원 감분석, 정 기, 발

열 등의 검증항목을 설계자용과 문가용 CAE를 통해 

사 검증을 실시하고, MVS 시스템은 F-PCB거동, 기구

강성, 낙하/부분충격, 폴더수명, 사출성형, 기구단품에 

해서 설계자용과 문가용 CAE를 이용하여 사 검증을 

실시하고 설계오류  시행착오를 이도록 한다. CMS 

시스템은 설계검증에서 확인해야 할 모든 체크리스트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횟수  검증기

간을 인다. KMS 시스템은 개발단계에서 각종 기술정

보를 손쉽게 조회하여 개발효율을 높이고, 설계 문제

에 한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문제  개선기

간을 단축시킨다.

3.2 S사의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사례

3.2.1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개발 시뮬 이션 시스템의 기능별 구성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된다. 

첫째, 선행검증 시뮬 이션 시스템으로서 과거에는 

CAE 사용 시에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설계자가 직  해석을 수행하기 힘들었고, 제

품 벨의 해석결과에 한 정확도가 낮았다. 이러한 취

약 을 개선하여 해석 작업이 간단하고 결과를 빨리 확

인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해서 설계자가 직  CAE

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CAE 해석 문가 의

뢰 로세스를 구축하여 CAE 해석의뢰를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 다. 이 결과, CAE 활용도 향상과 CAE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설계품질 사 측

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각종 개발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설계자가 개발업무의 작업흐름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

쉽게 얻고, 활용결과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축 하여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일 수 있도록 하 다. 

3.2.2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기능별 내용

1) EVS (Electrical Verification System)

설계자가 하드웨어 설계수행 시, 기  성능  특성

을 설계자가 직  CAE를 수행하여 사 측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세부내용으로는 PCB 설계도면 검, 안테나

성능 검, 음향성능 검, 신호처리 검 등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각각의 시뮬 이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PCB 설계도면 검 : PCB 설계도면 작성 시, 규칙

(Rule) 반사항 등을 검하여 기  성능확인  

PCB에 배치되는 부품의 강건 설계를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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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요 배선부의 차폐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다.

② 안테나 성능 검 : 기존의 안테나성능 측시스템

(PRISM)을 이용하여 안테나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화를 통해 안테나 련정보 입수  안테나 실장을 

사 에 검토할 수 있게 한다.

③ 음향 성능 검 : 음향 성능 측시뮬 이터와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설계인자의 변화에 따른 음

압과 왜곡을 검토하고 스피커부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스피커 특성을 사 에 측할 수 있게 한

다.

④ 신호처리 검 : 신호처리 타이  검을 통해 모

뎀과 메모리 IC간 타이  마진(Timing Margin)을 

사  측하고 모뎀과 메모리 IC의 CAE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한다.

2) MVS (Mechanical Verification System)

설계자가 디자인단계 는 형제작 에 기구의 강

성 수 을 악하고, 기구 취약부문인 F-PCB 

(Flexible-Printed Circuit Board) 거동부 , 액정화면 내

구성, 기구 단품구조해석 등을 설계자가 직  CAE를 활

용하여 사  측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F-PCB 거동

해석, 액정화면 기구강성 해석, 기구 단품구조 해석에 

한 시뮬 이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F-PCB 거동해석 : 디자인  기구설계 기단계에

서 F-PCB와 기구물간의 간섭  거동상태를 시뮬

이션 하여 F-PCB 크랙(Crack)의 문제 을 측

한다.  

② 액정화면 기구강성 해석 : 액정화면 내구성에 강한 

기구강건 설계를 해 강성규격의 만족여부를 확

인하고 액정화면 트 스트  스트 스 등의 시뮬

이션 실시로 취약한 부 를 사 에 측한다.

③ 기구 단품구조 해석 :　기구단품 벨의 구조해석

을 통해 기구 재질, 두께, 구조변경에 따른 외 변

형, 스트 스, 스트 인을 조사하여 기구부품 사양

을 신속하게 결정한다. 

④ 기타 기능 

  · 하드웨어 주요사양의 작성, 수정, 장  계부

서통보

  · 기존 개발모델에 한 도면 차용기능

  · 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공유  형합성 검증 

  · 부품배치에 한 DRC(Design Rule Check)를 의

뢰 하고 결과 확인 

  · 기존 개발모델에 한 안테나  음향 데이터베이

스를 검색 

  · 안테나  음향 시뮬 이션을 수행 

  · 재 진행하는 개발모델의 실장검토 의뢰  결과 

확인

3) SMS (Standard Management System)

개발 기단계부터 부품과 회로의 표 화자료  

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개발의 효율을 높인

다. SMS의 주요 세부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회사 내에 

존재하는 각종 부품정보 시스템의 내용을 한 에 조회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 근성을 높인다. 둘째, 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회로  부품 표 화정보를 언

제, 어디에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형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부품형상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하 다.

① 부품검색기능 :　부품검색은 크게 LMS(Library 

Management System)검색과  CIS(Component 

Information System) 검색으로 나 어지며, LMS

검색은 LMS시스템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진행

하는 부품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 검색은 

표 부품 이력과 재사용율, 체부품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CIS검색을 통해서는 부품사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② 표 부품 정보조회 :　설계자가 상품기획단계에서 

신제품에 사용할 주요 핵심부품(액정화면, 카메라, 

배터리 등)에 한 표 부품 정보를 표 부품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하여 개발에 활용한다.

③ 기타 기능

  · 표 부품 재사용율, 공지사항 등을 조회

  · BOM(Bill of Material) 차트를 생성, 변경, 삭제하

는 기능

  · 부품 표 화 추진 황과 개발  공지사항을 조회

  · 부품업체 선정 로세스를 작성, 조회 

  · 부품 승인 황을 작성, 수정, 조회

  · 품종 표 황을 작성, 수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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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S (Checklist Management System)

신제품 검증에 필요한 검증부서의 체크리스트를 통합

하여 개발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검증으로 기 

문제개선  동일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웹(Web)기반의 

체크리스트 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해 설계자로 하여  체

크리스트 정보의 근성을 높여 개발효율을 향상시킨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검 항목을 통폐합하여 검증에 소

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개발기간을 인다.

① 시험항목의 최신내용을 제정, 개정, 폐기 리하고 

황을 조회한다.

② 시험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검색을 실시한다.

③ 개인의 조건별 체크리스트 생성  리가 가능하다.

④ 부서의 조건별 체크리스트 생성  리가 가능하

며 부서원간 공유가능

⑤ 개발부서에서 검증의뢰 시 필요한 일과 체크항

목을 템 릿으로 제공하며 모델별로 피드백된 내

용에 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⑥ 검증 부서별로 검증단계, 차수, 검증할 시험항목  

의 일 할당, 검증 기간수립 등의 업무를 한다.

⑦ 시험담당자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시험항목을 진행

하고 웹상에 결과를 입력한다.

⑧ 모델별로 검증단계  평가항목의 조회가 가능하다.

⑨ 본인이 상신한 체크리스트의 제정, 개정, 폐기 리 

 황 조회가 가능하다.

5)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개발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실패사례와 개별 설계정

보 자료를 한 군데로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

이 가능하게 하여 설계자가 손쉽게 개발 련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구축해서 개발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개발단계에서 발생되는 설계 실패사례와 개발 노

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발제품 완성도를 향상 시킨다. 

개별 으로 보 하던 각종 기술정보가 독립 으로 운용

되어 시스템 인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 을 시스템화 

하여 정보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킨다. 

① 통합검색기능 :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 시

장품질, 시험 차서, 기술보고서, 원가 감사례, 설

계개선사례 등의 정보와 첨부 일을 검색하여 항

목별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안테나 데이터베이스 : 안테나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각 제품에 한 안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음향 데이터베이스 : 음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여 각 제품에 한 음향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시험 차서 : 제품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측정

방법  차에 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⑤ 기술보고서 : 각종 기술에 한 문제   개선활

동을 문서화시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발 단계

에서의 오류를 일 수 있으며, 업무시간의 단축을 

도모한다.

⑥ 경쟁사 동향 : 빠른 속도로 변화, 발 하는 자업

계에서는 정보가 곧 생명력이다. 경쟁업체의 정보

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여 신제품 개발에 활용한다.

⑦ 나의 지식 : 사용자 개인별 폴더를 생성하고, 생성

된 폴더 안에 시험 차서, 기술보고서, 경쟁사동향 

정보들을 장하여 향후 문서검색  활용의 용이

성을 높인다.

Effect none 0%  

Performance 

Prediction
         15%↑

Problem Analysis                         24%↑

Cost Down                     20%↑

Problem 

Dictionary Removal
                               36%↑

Improvement of 

Quality
            17%↑

 <Table 1> ‘S’ corporation CAE Application Effect

3.3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성과

3.3.1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모듈별 개선 전·

후 비교

1) EVS / MVS 시스템

설계자가 손쉽게 CAE를 직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개발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뮬 이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향후 CAE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한다. 개발 기단계에서 사 검증을 통해 설계품질 

문제로 인한 개발기간 지연  비용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구체 인 ·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 

< 용 >

 · CAE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되어,

개발자가 직 해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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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E 문가 해석의뢰 차가 복잡하고, 결과가  피

드백 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하드웨어와 기구 간, 정한 결과의 공유가 어렵다. 

 · 실물의 반복시험으로 시간 과다소요  비용이 많

이 발생된다.  

 · 제품 벨 해석의 정확도가 낮다.

< 용 후>

 · CAE 해석 작업이 간단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에 설계자가 직  해석할  수 있는 환

경 구축

 · 해석 문가 의뢰용 로세스 구축

 · 기구해석을 통한 형수정 횟수감소 

 · 해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CAE 정확도 개선

 · 가상 시뮬 이터 사용으로 시험비용 감  시험기

간을 단축

 · DRC(Design Rule Check) 검으로 PCB 수정횟수

감소

EVS 시뮬 이션 시스템의 용사례인 DRC(Design 

Rule Check)를 실시한 결과, 차폐막(Shield Can) 배면에 

부품의 강건 설계를 한 부품 치 자동체크와 나사

(Screw)주변 부품이격상태를 체크하여 설계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사 에 방지하 고, 음향해석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6시간이 소요되던 시험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 다.  

MVS 시뮬 이션 시스템은 기구강성 해석을 실시하

여 형수정 횟수를 감소시켰고, F-PCB거동 해석을 통

해 거동불량에 의한 수명문제를 해결하 다. 기구단품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실장검토단계에서 본체에 가해지

는 하 별 변형을 최소화 하 고, 사출성형 해석을 통해 

수축, 휨 문제를 사 에 검증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 

CAE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CAE 정확도를 높이

고 기구강성 규격조정과 손 기  수립 시 활용하고 있다.

2) SMS 시스템

부품과 회로 표 화  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를 통해 개발 기단계의 설계사양 확정시간을 단축한다. 

부품 실장구조 표 화를 통해 기구/하드웨어 간의 형합

성을 사 에 검증하여 개발효율을 향상시킨다. 

국가별, 사업자별 주 수 밴드 황과 주 수성능 표  

공지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기단계에서 

제품규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체 인 ·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

 < 용 >

· 부품/회로 표 화 자료  업데이트 황을 공지 형

태로 개발자에게 공유

· 설계자의 숙련도에 따라 개발완성도 차이가 발생한다.

· 신규부품에 한 사양 검토가 난이

· 표 회로 미사용에 따른 설계 불량발생

· 신규회로 과다 발생으로 부품승인 등 업무가

· 품질문제 발생 시 해당분야의 이력 확인이 어려움

· 부품 련 데이터베이스의 분산으로 활용도 조

< 용 후>

· 표  부품/회로  련 자료를 웹 시스템 상에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설계표 화 데이터베이스 활용으로 개발자의 설계

역량향상

· 표  부품구조 데이터베이스연계를 통한 부품 실장

검토가 용이함.

· 표 회로의 활용도 향상으로 품질문제 감소

· 표 부품 사용을 통한 부품품질  부품원가 감

· 부품 데이터베이스 통합으로 사용편리성 강화 

 

3) CMS 시스템

검증부서의 품질과 DFM(Design for Manufacturing) 

체크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개발 기단계부터 

동일 품질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증 체크리스트의 

활용도를 높여 개발단계에서의 설계품질을 더욱 향상시

킨다. 

여러 검증부서가 오 라인 환경에서 유사 체크리스트

항목을 복해서 사용하던 것을 온라인화 하여 체 검

증시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검증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문제 리를 통한 설계품질 개선에 기여하 다. 

웹기반의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설계자의 근성을 향

상시켜 구든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 다. 구체 인 

·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

 < 용 >

· 검증 부서별로 문서 형태로 사용

· 오 라인 환경으로 인해 최신정보의 검색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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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오 라인 환경으로 인한 정보의  근성 부족

· 오 라인 환경으로 인한 유사체크 항목의 복시험 

발생

· 오 라인 환경으로 인한 정보공유난이

· 검증 부서간 유사 시험항목의 평가기 이 상이

< 용 후>

· 체 검증부서의 체크리스트를 통합하여 데이터베

이스화 

· 개발 작업흐름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필요 검항목

의 활용이 용이

· 웹 기반의 검색엔진을 통한 설계자 근성 개선 

· 유사, 복 시험항목의 통·폐합으로 시험시간 단축

· 검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계부서에 즉각 인 정

보 공유가능 

· 체크리스트 검증 차  평가기 에 한 통일성을

기함.

4) KMS 시스템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장정보, 기술정보, 품질정보, 경

쟁사정보, 부품정보  과거실패사례 등의 노하우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검색/공유하고, 

사용자 개인의 폴더를 생성토록 하여 개인별 지식 장 

 리가 용이하도록 하 다. 통합 검색창을 통해 사용

자가 입력한 키워드로 모든 자료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시켰다. 

시뮬 이션 시스템 망을 통해 안테나/음향 데이터베

이스에 속하여 필요한 개발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

도록 하 고, 최신 등록지식  인기 등록지식을 공유하

여 최근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체 인 

·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

< 용 >

· 개발정보  자료가 독립 으로 운용되어 시스템 연

계성이 미약

· 지식 련, 자료공유  개발 활용도가 미흡

· 개발 련 他 데이터베이스의 근이 용이치 않다

· 최신정보  자료의 입수가 어렵다

· 개인지식정보의 리 미흡

< 용 후>

· 개별 설계정보 자료를 KMS모듈로 통합하여 활용도

를 향상

· 통합 검색강화로 개발 련정보의 근성을 향상

· 개발 련 他 데이터베이스의 속을 용이하게 함

· 검색화면에 최신지식  인기지식을 제공하여 최근

동향을 공유토록 함

· 개인지식정보를 장하고 리할 수 있는 개인 폴더

를 제공

3.3.2 개발 시뮬레이션 시스템 모듈별 개선내용 

및 정량적 효과 

1) EVS/MVS 시스템  

DRC(Design Rule Check)체크를 통해 신뢰성규격 

수, 차폐(Shielding)표 화 용, SMT(Surface Mount 

Technology)규격 수  강제규격 수하여 PCB수정

횟수를 감소하 고, 기구 취약부 에 한 강성설계  

기구 단품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기구의 고질  품질문제

를 사 에 시뮬 이션 하여 형수정횟수 최소화하 다. 

개선효과에 한 정량  결과로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수정횟수가 개선  9회 → 개선 후 6회(33% 개

선), 형수정횟수가 개선  18회 → 개선 후 11회(39% 

개선)로 나타났다. 

2) SMS 시스템 

검증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발 기단계

부터 설계검증 체크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동일문

제의 재발방지와 기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 다. 이

러한 결과로 소 트웨어 버 발행 횟수의 감소와 품질문

제발생 건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개선효과에 한 정량

 결과로는 소 트웨어 개선발행횟수가 개선  20회 

→ 개선 후 15회(25% 개선), 품질문제건수가 개선  

1,066개 → 개선 후 740개(30% 개선)로 나타났다.

3) CMC 시스템 

DFM(Design for Manufacturing)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품에 들어가는 연 테이 와 충격완화 부착물, Screw 

등의 부자재의 개수를 획기 으로 여서 생산 작업공수 

단축과 경비를 감하 다. 개선효과에 한 정량  결

과로는 부착물 수가 개선  15.8개 → 개선 후 10.5개

(33% 개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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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MS시스템 

개발정보 시스템을 통해 빠른 검색과 지식공유로 개

발 리드타임을 단축하 다. 개선효과에 한 정량  결

과로는 개발 리드타임이 개선  평균 7.5개월 → 개선 

후 평균 5.5개월 (27% 개선)로 나타났다.

Division Unit 2007 2008 Rate

PCB Revision time  9  6 33%↑

Mold Revision time 18 11 39%↑

S/W Revision time 20 15 25%↑

Quality Defect piece 1,066 740  30%↑

<Table 2> ‘S’ corporation Status of Improvement

3.3.3 개발업무 효율화 제고

개발업무 처리  문서작업의 최소화를 해 웹상에

서 개발업무가 가능토록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설계자의 

업무효율을 높 다. 구체  개선내용으로 개발 단계별 

문서 온라인화를 통한 문서작성의 간소화와 부서별 복

업무를 개선하고, 동시병행 업무 로세스 운 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에 기여하 다.

4. 결론

본 연구는 기업들의 사활을 건 신제품 경쟁에서 우

를 선 하기 해서 기업의 Best Practice인 고객 심의 

일류 품질 추구와 기 시장 응을 해 연구 추진한 

S사의 ” 개발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한 시뮬 이션 시

스템 구축 ” 활동사례를 심으로 기술하 다.

신제품의 경쟁우  선 을 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제

품과 기술의 구조  안정성과 신뢰성을 사 에 측하여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개발 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을 이용해 기 시장 응과 개발의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신제품의 품질강화를 한 핵심 요소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성능과 사용 편리성을 확보 하는 것이

고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한 수단으로 신제품의 원류

단계인 상품기획 단계부터 과학 이고 체계 인 품질

리와 신제품 사 검증 시뮬 이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한 기 시장 응과 개발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한 요소로 비효율  낭비요소를 제거한 개발 업무 로세

스와 효율 인 업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효율 인 개발 로세스를 해서는 상품기획 단계부

터 양산이  단계까지의 개발업무를 동시병행 방식으로 

구성하고 단순반복 업무와 부서 간 복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선사항에 착안하여 

설계자와 유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업무를 분석

하여 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 을 두었다. 

재 본 연구의 결과로 완성된 개발 시뮬 이션 시스

템은 보단계임을 감안하여 신제품을 상으로 시범 운

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 기간 동안 시스템의 보

완 을 찾아 개선을 실시하고 시뮬 이션의 유효성을 높

이기 해 각종 실험데이터를 축 하면서 활용도를 높이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선사항에 착안하여 설계자와 

유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업무를 분석하여 로

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 을 두었다. 재 본 연

구의 결과로 완성된 개발 시뮬 이션 시스템은 보단계

임을 감안하여 신제품을 상으로 시범 운 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 기간 동안 시스템의 보완 을 찾아 개

선을 실시하고 시뮬 이션의 유효성을 높이기 해 각종 

실험데이터를 축 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시스템의 지속 인 보완과 더불어 제품 개발의 효율

을 높이기 해서는 표 화와 편집설계를 상호 결합한 

최 의 설계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CAE의 활용도 확

를 해서는 설계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자동해석 시스

템개발이 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웹 베이스의 시

스템 운 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기술정보 교

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제품군별, 해석분야별 용시

스템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로벌 일류기업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응

하여 기업의 가치 신을 달성하기 한 략으로 

PLM(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환경을 구축하여 

제품의 탄생 단계부터 개발, 양산, 단종에 이르기까지의 

포  로세스를 표 화하고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추

진 이다. 

본 연구에서의 개발 시뮬 이션 시스템은 일류기업에

서 추진 인 PLM시스템의 기단계이며,  수 이 일

천하지만 체계 이고 조직 으로 이를 발 시켜 나간다

면 로벌 세계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리라 기 한다. 

본 연구의 사례가 국내 기업에 되어 세계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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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개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이 되

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CAE 
interpretation process standard

R&D 
Improvem

ent
 interpretation  activitys 

implification/auto

CAE
Improvem

ent  use convenience improvement

CAE
Infra

 IT infra connection 
reinforcement

Environment  Success factor 

[Fig. 1] Simulation system succes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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