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Story

한일이화
3DVIA Composer로 3D 영상
제작 시간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다.
다쏘시스템의 3DVIA Composer는 고품질의 3D 제품 영상을 매우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일이화
최병국 선임연구원

Challenge

Solution

Benefits

한일이화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한일이화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DVIA Composer를 도입함으로써

3D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시간 절감

다쏘시스템의 PLM 솔루션과 최적의

대용량 데이터의 시뮬레이션 구현에

및 퀄리티 향상이 요구되었으며, 기존

연동성을 자랑하는 3DVIA Composer

걸리는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PLM솔루션과의 연동을 유지하며 각종

를 도입하여 대용량 데이터 관리에 큰

수 있었다. 실제 일주일이 걸리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를 보고 있다.

대용량의 비디오 시뮬레이션 영상

솔루션이 필요했다.

제작을 하루 만에 할 수 있게 되었다.

3DVIA Composer를 통한 호환성과

한일이화, 40여년간 국내외
자동차 부품 제작

효율성의 극대화

한일이화는 지난 40여 년간 도어

한일이화는 이렇게 다양한 R&D를 추진하는

트림, 시트, 헤드라이닝, 커버링

과정에서 공장의 설비 및 각 부품들을 모아 하나의

쉘프, 패키지 트레이 및 플리 트림

제품으로 조립되는 형상을 보여주는 공법의 표현,

등을 생산하며 자동차 인테리어

공정라인의 3차원 동영상 구현 등에 있어서 대용량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부품 제조뿐만이 아닌 제품설계시스템, 공법,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및 조작성, 기존 생산

소재, 감성디자인,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과의 호환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경쟁력 우위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전을

있었다. 특히 기존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멈추지 않고 있다.

다쏘시스템의 CATIA, ENOVIA, DELMIA 등의
솔루션과의 즉각적인 연동성은 필수적이었다.

이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한일이화는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협력업체
연구소의 연구개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기술5스타에서 4

이에 한일이화는 3DVIA Composer를 적극적으로

년 연속 기술5스타 인증을 획득했다.

도입하여 비주얼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과적인

또한 약 600개에 달하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자동차 내장 기재용

생성 등을 통한 프로세스 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열가소성펠트, 차량용 내장패널 금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제조방법 등 400여

했다. 특히 3DVIA Sync/3DVIA Integration을

개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통한 CAD나 PLM등의 시스템간에 높은 연계는

인터랙티브 3D 애니메이션, 교육 자료, 마케팅 자료

3DVIA Composer 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일이화
최병국 선임연구원

CATIA, ENOVIA, DELMIA 등
기존 다쏘시스템의 PLM솔루션과
3DVIA Composer의 호환성은
우리의 비즈니스 능률을 극대화
시켜준다.

빠른 데이터 처리를 통한 강력한 3D 동영상 구동능력

최병국 선임연구원은 “3DVIA Composer는

3DVIA Composer는 가볍고 개방적인 XML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디지털 제품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해상도의 3D

CATIA, ENOVIA, DELMIA등 기존 다쏘시스템의
PLM솔루션과 연동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도입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한일이화의 최병국 연구원은

즉시 업무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쏘시스템의 3DVIA Composer는 기존의 CAD 장비로 구현해내기

3DVIA Composer는 한일이화가 사용중인 CATIA
의 CAD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XML 기반의 형식에
의해 BOM데이터나 다쏘시스템의 PLM시스템과의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고화질의 비주얼 시뮬레이션을 매우 빠르면서도
훌륭한 퀄리티로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했다.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드는 시간과
최병국 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해외 지사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는 업체의 심사 평가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의 3D 영상을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만들어야 했다. 이전에는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던 일이었다. 하지만

최병국 선임연구원은 또한 “현재는 기존의 데이터를

다쏘시스템의 3DVIA Composer를 사용하자 작업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활용한 3D 영상 제작을 주된 용도로 쓰고 있지만

빨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하루 만에 높은 퀄리티의 3D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BOM, 사양구성도, 품질관리시방서 등 3DVIA
Composer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샘플을
완성해두었으며 이를 활용할 준비를 사실상 마친

기존 PLM 솔루션과의 뛰어난 연동성으로 인한 업무 능률
극대화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다쏘시스템의 PLM
솔루션에 대한 높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바탕으로

한일이화는 이미 다쏘시스템의 PLM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쏘시스템의 PLM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3DVIA Composer의 다쏘시스템 PLM솔루션과의 뛰어난 호환성은
3DVIA Composer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했다.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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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CATIA®, DELMIA®,
ENOVIA®, SIMULIA® 및 3D VI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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