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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제조업의 위기

우리나라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고용창출은 한

계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림1에서 같이 우리나라 제조

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0.5%(1970~2011년 기준),

성장기여도는 전체 성장의 1/3이상을 차지하면서

2000년대까지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

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제조업 성장률

및 고용 증가율, 부가가치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

으며 제조업의 경쟁 기반 또한 약화되는 추세이다. 

제조업의 발전 정체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순위 하

락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이로 인

해 국가 경쟁력 하락도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70~80년대 제조업을 이끌었던 노동집약적 대량 생산

시스템은 중국, 동남아 등 후발 주자에 급격히 추격되

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제조와 IT기술의 융합,

생산 기술의 스마트화로 개도국과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제조업 발전 정체의 한 지표로 제

조업 투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

은 최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2] 특히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제조

업 자체 보다는 제조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3] .

 제조업 혁신의 중요 트렌드로 첨단 ICT 기술과 제

조업의 융합을 들 수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

은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엔지

니어링 소프트웨어(Engineering Software, 이하 엔지

니어링SW)를 활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odeling

& Simulation 이하 M&S) 기술의 개발 및 산업체 활

용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엔지

니어링 SW를 활용한 제품 개발 시간 단축 및 획기적

인 비용 절감 사례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설계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가상 공간을 통한 생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개발의 전과정을 디지털화 하

고 있다. 기존의 단순 대량 생산, 시행 착오를 통한 개

발보다 과학적인 엔지니어링 SW를 활용한 제품 설계

및 스마트한 생산 체계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4].

1.2 엔지니어링 SW의 개념 및 역할

엔지니어링 SW는 가상의 공간에서 제품 및 시스템

을 설계하고 물리적인 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사전에

검증 및 예측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엔지니

어링 SW는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공

학 및 과학분야에서의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분야가 70~80년대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CAD, CAE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90년대 이후에 컴

퓨터 HW의 성능의 발달에 힘입어 2000년대 부터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5]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미 80년대부터 활발히 엔지니어링 SW가 제품 개발에

있어서 필수 단계로 인식이 되었으며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의 핵심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제조업 관련 지표 [1] 그림 2. Modeling & Simulation(M&S)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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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M&S 기술이 제품 개발에 적용되었을 때

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M&S 구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엔지니어링 SW라고 볼 수 있다. 초창기

CAE 기술은 기계, 항공, 자동차 분야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화학, 플랜트, 바이오, 재료 및 소재

개발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물리,

실시간, 병렬 시뮬레이션 기술로 제품 및 공정의 물리

적인 현상을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수

준으로 꾸준히 발전되어오고 있다. 

1.3 엔지니어링 SW 산업 및 해외 시장 동향

전산설계(Computer Aided Design, 이하 CAD)

와 해석(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하 CAE)

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SW 시장은 국내의 경우 90%

이상 외국산 SW가 점유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SW 관

련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2조원이 이르며 아시아-태평

양 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3).

표1과 2는 CAD와 CAE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순

위와 매출을 나타낸 것으로 CAD 회사의 매출 규모가

CAE 분야 업체들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CAD 업체들은 CAE 업체를 인수 합병함으

로써 설계단계에서 바로 해석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석 주도 설계 시스템(Simulation Driven Product

Design)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특정

CAE 업체를 인수 합병하여 설계, 공정 전반에 걸친

가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1.4 엔지니어링 SW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동향

 엔지니어링 SW의 개발과 적용측면에서 가장 앞서

가는 국가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제

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인프

라 구축, 기업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활동으로 2014년 2월에 미

국 대통령 오바마에 의해 UI Labs주도의 DMDII(Digital

Manufacturing & Design Innovative Institute)[6] 설

립을 위한 3억불의 예산 집행건을 꼽을 수 있다. DMDII

그림 3. 지역별 SW 판매 비중 변화(출처: Technavio)

표2. CAE 분야 글로벌 Top 5

순위 기업명 분야 대표SW
매출액
(억원)

1
ANSYS, 

Inc.
구조,열유체

등 범용

ANSYS, 
CFX, 

FLUENT
7,568

2
MSC 

Software 
Corp.

구조분야 
범용

Patran, 
ADAMS

3,514

3
Dassault 
Systems, 

Inc.

구조,열유체
등 범용

Simulia, 
ABAQUS

3,243

4
CD-Adapco 

Group
범용/특수 

열유체 분야
Star-CCM+ 2,433

5
Mentor 

Graphics
범용/특수 

열유체 분야
FloTherm, 

eSight
1,622

표1. CAD 분야 글로벌 Top 5

순위 기업명 분야 대표SW
매출액
(억원)

1
Dassault 
Systems, 

Inc.
CAD/CAM CATIA 28,560

2
Autodesk, 

Inc.
CAD, PLM

AutoCAD, 
Inventor

25,775

3
Siemens 
PLM SW, 

Inc.

PLM, CAD/
CAM

NX, Solid 
Edge

21,582

4 PTC, Inc. CAD/CAM PTC-Creo 15,382

5
AVEVA 

Group Plc.
특수분야 

CAD./CAM
Bocad 3,058

그림 4. 연도별 엔지니어링 SW(M&S) 관련 논문 생산 추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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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토는 “Dig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으

로 제조 전 단계에서 CAD, CAE, PLM등으로 제조 혁

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SW 관련 M&S 기술 관련 연구는 그림

4와 같이199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10년동안의 연간 논문 생산

수는 약 3배로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 논문 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 11년부터 급격하

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추세인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제조혁신

정책의 수립시기와 맞물려 있다. 

1.5 엔지니어링 SW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의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SW로 구현하는

M&S 기술은 현대 제조업에서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

혁명 진입 시점에서도 제조 혁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내의 M&S

기술의 적용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

소중견기업은 여전히 M&S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가 고가의 엔

지니어링 SW를 구매하는 것이다. 국내 엔지니어링

SW의 시장은 고가의 외산 SW가 점유하고 있고 일부

특수 분야에 국산 SW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산 SW가 적용되는 특수한 제조분야의 시장 규모가

일반 전체 제조업의 시장 규모에 비해 작기 때문에

SW를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매출을 늘리기에

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발 인력 채용과 같은 R&D

분야 투자가 더딘 실정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KISTI)에서는 M&S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 SW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보

다 많은 국내 제조 기업들이 국산 SW로 M&S를 수행

하여 기존의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의

길로 이끌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을 추진중에 있다. 다음장에는 현재 KISTI가 추진중인

엔지니어링 SW 개발 및 활용 촉진 연구사업에 대한

내용 및 전략, 기대효과 등을 설명한다. 

2. 엔지니어링 SW 개발 내용 및 전략

2.1 국내 엔지니어링 SW 시장 현황

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CAE 분야를 비롯한 R&D 투자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처한 상황과 이를 대비하는 시각에는 뚜렷한 차이

점이 존재한다. 두 기업군 모두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투자여력의 차이

가 존재하며 장기적인 R&D 분야 투자의 경우 중소기

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에 대한 보장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에 위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 SW 공급 및 판매 업체에서도 주요

고객의 분포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대

기업 위주의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비교적 시장 상황에 여유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 고

객이 많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다.

국내 엔지니어링 SW 시장 상황은 연평균 성장률

(CAGR)이 11.3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 중이나,

국산 엔지니어링 SW의 점유율은 9%에 불과하며 시장

규모도 미국, 유럽의 1/10, 일본 중국의 1/3 수준이다.

엔지니어링 SW 개발 분야는 대표적인 지식 서비스

분야로써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은 2004년

이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뿐만 아니

라 지식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전

체 서비스 산업의 1/3 수준으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식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식 서비스 산업이 차후 신규업체의 창업을 주

도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내수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지

식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인 엔지니어링 시장도 침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글로벌 시장으로

의 확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기업들

은 보유자원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해외 진출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5. 국내 엔지니어링 SW 시장 변화(좌) 및 점유율(우)



국산 엔지니어링 SW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제23권 1호 29

2.2 엔지니어링 SW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국내에 엔지니어링 SW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90년

대에는 엔지니어링 SW의 활용보다 SW 개발에 더 많

은 연구 비중을 두었다. 구조, 유동 등 주로 공과대학

의 기계, 조선, 항공공학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in-

house 코드가 개발되어 왔으며 외산 상용 SW 나 일

부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코드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개발 코드가 실제 제조업 설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으며 90년대 후반에 이르

러서 부분적인 활용이 이루어 졌다. 

9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계에서의 SW 사용이 시작

되자 정부에서도 엔지니어링 SW 개발에 지원하였으

나 상용화에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였다. 하지만 제조

업계에서의 SW에 대한 요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아져 외산 상용 SW가 그 빈자리를 메꾸기 시작하

였다. 2000년대 들어 실제로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된

in–house 코드의 상용화는 요원해졌고 점차 대학에서

도 코드의 개발보다는 기존의 외산 상용 SW를 활용

한 응용연구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후

반에는 외산 SW의 M&A로 인해 ANSYS, Dassault

와 같은 거대 CAE 업체들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국내 SW는 특수한 분

야에 적용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SW 개발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엔지니어링 SW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

중 주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번째로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M&S 활용율 자체

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일부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제

외하고는 국내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고비용의

SW, 활용인력의 부재, M&S 개념 인식의 부재로 제품

개발에 있어서 M&S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그림6).

두번째 요인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신제품 개발의 기획이나 원천 기술

개발, 자체 설계 능력 배양 보다는 경영 지원, 생산 정

보화에 집중되었다. 엔지니어링 SW를 활용한 설계역

량 강화보다는 ERP, MES 개발 보급 등 경영 정보 및

생산 현장의 자동화를 위한 국가 R&D 사업이 중점적

으로 추진되었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제조기업의 낮은 SW 활용율에

맞물려 국산 SW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국산 SW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국

산 엔지니어링 SW 개발 기업은 약 20개 정도이며 상

위 일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매출 10

억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다.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

하고 신뢰성 및 인지도 부족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국

산 SW의 활용율은 약 9% 수준에 불과하다. 

네번째 요인으로 외산 SW의 공격적인 국내 시장 잠

식을 들 수 있다. KISTI 자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향후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M&S를 활용할 의사

가 있는 기업 비율은 약 9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M&S 기술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활용

유도를 통해 국내 시장 확대의 기회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내 SW 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거대 외산 SW 업체의 국내 잠식이 우려되는 상

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볼

수 있는 엔지니어링 SW개발 분야는 제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두뇌기업으로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

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HPC 기

반 M&S 기술 지원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KISTI는

엔지니어링 SW 개발, SW 레퍼런스 구축, 공통 인프

라/R&D 정보 구축이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엔지니어

링 SW 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3 엔지니어링 SW 개발 지원

엔지니어링 SW 개발 지원 부문의 경우 기존에 시장

표3. 국내 주요 엔지니어링 SW 업체

업체 주요 개발 SW 분야

㈜경원테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공정

㈜마이다스아이티 구조, 토목, 기계 범용 분야

㈜버추얼모션 동역학, 구조 분야

㈜애니캐스팅 주조, 성형공정 분야

㈜펑션베이 다물체 동역학 분야

그림 6. 미국 및 한국 제조업에서의 엔지니어링 SW 사용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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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미 소개되고 사용되고 있는 SW의 성능 개선

을 위한 성능 개선형과 새로운 CAE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특수 목적형의 SW를 개발하는 신시장 창출형으

로 나누어 수행하게 된다. 주관사업자인 KISTI에서 내

외부 평가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성능개선형 3

개 SW, 신시장창출형 4개 SW를 선정하였으며 표4

는 선정된 SW와 업체 그리고 개발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이다.

ANSYS, ABAQUS 등 범용 구조 및 유동 해석 분야

와 같이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 버린 범용 SW 시장보

다는 3D 프린팅, 로봇 설계 등과 같이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제조 분야의 해석 SW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에 적용될 SW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고취시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

이 큰 특수 목적 SW 시장 개척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지원금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개

발만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SW 개발 경

쟁력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 즉, 개발 SW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수립, 국내외 판매를 위한

공동 마케팅, SW 개발 및 일반 제조업으로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이 병행되어야 실제

개발된 SW가 제조업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4 SW 신뢰성 확보를 위한 레퍼런스 구축

엔지니어링 SW의 수치해석 결과가 실제 제품 및 공

정 설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석 결과의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상용 해석 SW 뿐만 아니라 학계에

서도 수치해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반드시 실험 모델

또는 이론적인 해와 비교함으로써 수치해석으로 얻어

진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산업

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실험적으

로 구현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도 없고 이론

적인 결과를 바로 도출할 수 없으므로 실제 상용 해석

도구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및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유명 외산 SW의 경우도 해석 결과가 완

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오랜기간 축적되어온 여러

해석 수행 사례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SW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SW를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SW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

는 산업체 M&S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검증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

진 기업이나 국가 연구소 수준의 연구 그룹이 해당

SW를 사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지만 기업의 경우 당장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는 새로

운 SW도입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SW를 적용하여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체계

표4. 선정된 엔지니어링 SW 기술 개발

업체 개발 내용 대표그림

㈜피도텍
효율적 순차 근사 

최적화 SW

버추얼모션㈜
파워트레인 모듈 
NVH 해석 SW

쎄딕㈜
범용 유동 소음 

예측 SW

메타리버
테크놀로지㈜

입자기반 3D 프
린팅 제품 해석 

SW

㈜유진에쓰엠씨
질화 열처리 

해석 SW

펑션베이㈜
로봇 매니퓰레이
터 전용 시뮬레이

션 SW

㈜에스엔위즈
발포/성형 해석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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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논문, 학회, 관련 제품 박람회

등에서 발표 및 홍보함으로써 SW의 신뢰성을 쌓아가

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SW 업체는 개발 SW의 검

증을 위해 NAFEMS[8], NPARC Alliance[9]와 같은

국제적인 M&S 협의체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킹 문제

등을 통하여 1차적인 검증을 하게 된다. 1차 검증을

완료한 후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례를 통해 수

치해석을 하고 이를 관련 시험 데이터 및 외산 상용

SW 결과와 비교하여 국산 SW의 해석 결과를 검증하

게 된다. 이때 검증을 위한 해석 수행은 SW 개발업체

가 아닌 KISTI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해석 결과를 이

미 공개된 시험 데이터 또는 외산 SW 해석 결과와 비교

하여 해석 분야별로 교수, 연구원, SW 개발자, 제품 개

발자 등으로 구성된 검증 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관련 학술회의 발표, 학술지 게재, KISTI 지식 베

이스 등 공공의 매체를 통해 해석 검증 결과를 공개하

고 이를 마케팅 및 홍보 자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SW 업계가 개발 SW에 대한 홍보 및 광고를 간접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레퍼런스 사업의 핵심 역할이다. 

본 연구 사업에서는 수치해석이 필요한8개의 제조

업 실제 사례를 선별하고 각 사례들에 대한 국산 SW

를 선정하여 해석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표

5는 선정된 사례와 해석 SW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5 공통 인프라 및 R&D 정보 구축

엔지니어링 SW를 통한 구조, 유동 해석 분야에서

물리적 특성을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소재 및 물질의 물성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

인 물성의 정보는 문헌이나 한국표준연구원의 물성제

공 사이트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나 특이한 소재나 신

소재의 물성정보는 고비용의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만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합금과 같은 소재 종류별

물성정보를 문헌검색 또는 실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화 하고 엔지니어링 SW 개발 기업에 제공하는 물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SW 기업이 R&D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해서는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 등의

R&D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정보의 검색/획득/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고급 시장정보 및 기술동향은 그 획득과정에서 고가의

검색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SW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논문, 특허, 동향, 보고서, 표준문서 등의

R&D 정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대

해 KISTI가 구축, 운영중인 NDSL, NTIS의 R&D 정보

를 활용하고 엔지니어링 SW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기대효과

엔지니어링 SW의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KISTI의 연구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엔지니어링 SW 활용 활성화를 통한 제조기업 제

품 개발 비용 및 시간의 획기적 절감

표5. 엔지니어링 SW 레퍼런스 구축 사례

해석 SW
(개발사)

적용 사례 및 
내용

대표그림

Samadii/
SCiV

(메타리버
테크놀로지)

OLED 증착 장비내 
증착 균일도 향상을 
위한 노즐 최적화

MAPS-3D
(브이엠텍)

사출시 발생하는 
미성형 부분 및 
weld line 해석

AnyFOAM
(에스엔위즈)

고급형 자동차 시트 
제조 공정 개선

FlowNoise
(쎄딕)

팬 주위 유동 
소음 해석

MidasNFX-
S

(마이다스
아이티)

자동차용 브레이크 
진공펌프 블레이드

응력분석

DAFUL/
MeshFree

(버추얼모션)

해양 환경을 고려한 
SPM의 구조적 안정

성 분석

MidasNFX-
F

(마이다스
아이티)

연료펌프용 임펠러-
볼루트 유동해석

AFDEX
(MFRC)

풍력발전 타워용 메
인 샤프트 및 플렌
지 성형 공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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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경제가치적 효과는 직접적 경제가치

(9,785억원), 고용창출효과(3,807명) 발생 예상

3) 성능이 검증된 국산 엔지니어링 SW 보급 확산을

통한 외산 SW 수입대체 (1,261억원)

4) 제조업의 두뇌산업인 엔지니어링 SW 기업 육성

을 통한 국가 제조혁신 기반강화

6) 국내 엔지니어링 SW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한 국가 제조경쟁력 제고

7) 신분야, 고성능 엔지니어링 SW 개발을 통한 엔

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제고

8) CAD/CAM/CAE/PLM/DM 등 유관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제조업의 스마트제조 진화 촉진

4. 맺음말

70~80년대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성장 둔화를 맞

게 되었다. 기존의 대량 생산, 낮은 부가가치 중심의

제품 공급으로는 이제 더 이상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원천기술이 더욱 중

요한 시대가 되었다. 특히 제품 또는 공정의 설계 및

시험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M&S 기술은 이제

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제조

단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M&S를 수행할 수 있

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엔지니어링 SW는 불행히도

현재 외국산 SW가 국내시장을 90% 이상 잠식하고

있으며 완고한 기술 장벽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제조

기업이 M&S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 SW를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R&D 정보 및 인

프라 구축/운영기관인 KISTI의 주관으로 엔지니어링

SW 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크게

엔지니어링 SW 기술개발, SW 레퍼런스 구축, 공통

인프라 및 R&D 정보 구축 등 세 분야로 구분된 본 사

업을 통해 국산 엔지니어링 SW의 기술 수준 및 신뢰

성을 높이고 국내 제조기업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제품

설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에 대한 적용 확대 뿐만 아니

라 해외 판매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로 글로벌 수준에

이르는 국산 엔지니어링 SW 품질 개선에 대한 방안

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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