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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hoi Civil Aircraft Company

다닐 베르소프(Danil Bershov) Sukhoi Civil Aircraft Company 정보기술 분과 책임자 

다쏘시스템의 3DEXPERIENCE 기술 덕분에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성공적인 가상 설계를 

개발·테스트·실행해 제품을 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면 

자연스레 경쟁력도 강화될 겁니다.

과제 

Sukhoi Civil Aircraft Company(SCAC)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항공기 전체를 

설계하는 러시아 최초의 항공기 제조업체를 

목표

솔루션

다쏘시스템의 3DEXPERIENCE 플랫폼을 

사용해 3D 환경에서 고유하고 복잡한 

엔지니어링 설계와 관련 문서를 개발.

또한 엔지니어링 분석을 실행하고 사양, 

공차, 모델 인체공학을 관리하며 지식 

기반을 마련 및 확대 

이점

SCAC는 SSJ 100(Sukhoi Superjet 

100)의 완벽한 디지털 실물 모형을 

제작하면서 제품 품질 개선, 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www.scac.ru

75~100석 규모의 지역 항공기 시장은 세계적으

로 경쟁이 치열하고, Bombardier Aerospace와 

Embraer 같은 고중량 항공기를 포함하는 시장에

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

업체인 Sukhoi Civil Aircraft Company(SCAC) 

JSC는 Sukhoi Superjet 100(SSJ 100)을 비장

의 무기로 삼아 시장 판도에 변화를 일으키려 한

다. SCAC는 전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에 진입하

기 위해 제품 다각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 러

시아 항공기 역사상 최초의 지역 여객기인 SSJ 

100이 탄생했다. 러시아 항공기 회사가 이러한 

유형의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해외 유수 기업 

30곳 이상과 더불어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 참

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야심 찬 프로젝트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했기

에 SCAC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3D 설계 소프

트웨어를 사용해 가상으로 항공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

례인 SSJ 100 모델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전

체를 개발한 러시아 최초의 항공기로 기록됐다. 

이 항공기에는 러시아 항공기 산업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여러 기술이 적용됐다. 즉, 지그레

스(Jigless) 조립, 기체 하위 부품 결합 자동화, 

자동 리베팅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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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공기 제작

SSJ 100의 설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CAC에

게는 고유하고 매우 복잡한 설계를 3D에서 개발

할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분석, 사양과 3D 모델 

공차 관리, 인체공학 모델링, 지식 기반 마련 및 

확장 작업이 가능한 다기능 솔루션이 필요했다. 

SCAC 정보기술 분과 책임자인 다닐 베르소프

(Danil Bershov)는 “당사가 선택한 다쏘시스템

의 3DEXPERIENCE 플랫폼은 최고 품질을 유지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SCAC는 다쏘시스템의 다양한 산업 애플리케이

션을 부품과 조립품 설계, 기능 기반 파라미터

화, 재설계 작업, 배선과 파이프 작업을 위한 공

간 할당 등 폭넓은 용도에 활용한다. 또한, 차세

대 항공기 개발을 위해 설계사무실, 공급업체, 제

조공장이 공용 시스템 내에서 서로 연결되는 통

합 정보 환경에서 작업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

은 특히 Safran Group(Snecma과 Messier-

Bugatti-Dowty)과 같은 서구의 전략적 공급업

체와 협력할 때 필수적이다. 통합 정보 환경에

서 모든 관계자는 3D 디지털 모델에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심지어 엔지니어

는 미세한 차이까지 바로 찾아내 조기에 수정할 

수 있다. 통합 정보 환경은 전체 항공기의 세부적

인 설계 정의를 대폭 단순화한 후 모든 데이터를 

SSJ 100의 기체 생산 시스템으로 전송했다. 

인체공학 측면을 확인하는 가장 완벽한 대안

실물 모형으로 작업하는 설계자들은 인간의 상

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즉, 실제 시제

품을 제작하기 전에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과 불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는 것이다. 다닐 베르소프

는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 실물 모형을 제작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승객이나 작업자의 인체공학을 확

인하는 데 있어 가장 완벽한 대안입니다. 당사는 

CATIA를 사용해 디지털 검증을 수행한 결과 신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배선과 케이블 하네스를 3D에서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3DEXPERIENCE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Sukhoi Superjet 100의 성공

항공기 전체 모델을 디지털로 제작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SCAC는 CNC 공작기계 프로그래밍을 위

해 실물 모형을 사용하는 생산 시설에 이 디지털 

항공기 모델을 전송했다. 다닐 베르소프는 이렇

게 말했다. “당사와 협력 중인 기계가공센터는 최

고 품질의 정밀 생산을 보장합니다. 당사는 추가 

조정 없이 제조된 부품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봄부터 SCAC는 SSJ 100을 여러 항

공사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초를 

기준으로 Armavia에 1대, Aerofot에 10대 등 

총 11대의 항공기를 판매했다. 지금까지 제작

된 SSJ 100의 비행횟수는 7,900번 이상, 총 비

행시간은 1만 5,580시간을 넘었다. SSJ 100

은 2012년 1월 IAC Aviation Register 인증서

를 획득했고, 2012년 2월에는 유럽항공안정청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인증을 받았다. 해외 기업을 포함해 170곳 이상

의 기업이 SCAC에 SSJ 100 항공기를 주문했다. 

고객사로는 Aerofot, Transaero, Gazpromavia 

및 Yakutia(러시아), Interjet(멕시코), Lao 

Central Airlines(라오스), Sky Aviation(인도네

시아) 등이 있다. SCAC는 60~120석 규모의 지

역 제트 항공기가 2031년까지 총 5,750대 판매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와 독립

국가연합(CIS) 항공사가 포함된다. SCAC는 상

용 제트기를 포함한 다양한 변형 제품으로 최대 

1,000대의 SSJ 100 항공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닐 베르소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다쏘시스

템의 3DEXPERIENCE 기술 덕분에 격변하는 시

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성공적인 가상 

설계를 개발·테스트·실행해 제품을 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지속

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면 자연스레 경쟁력도 강

화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