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토론: CAD 설계자들의 진솔한 얘기

Pro/ENGINEER 는 중소기업에
이상적인 3D CAD 솔루션인가?
®

중소기업의 Pro/ENGINEER 활용 가치에 대한 3D CAD 사용자들의 얘기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에서 3D CAD가 이들 기업의 급증하는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적합한 도구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중소기업의
2/3(67%)가 3D로 제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3D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8년 애버딘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는 3D CAD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3D CAD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3D CAD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속도, 품질, 안정성 측면에 대한 3D CAD의 장점은 대기업보다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소스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3D CAD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기능이 뛰어나고 중소기업
설계자와 엔지니어 모두가 쉽게 확장 사용 가능하며 가격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이
간편한 3D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 이래 Pro/ENGINEER는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고급 제품 개발 기능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강력한 3D CAD 도구로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Pro/ENGINEER는 배우기
쉬울 뿐 아니라 사용이 간편하며 경제적이어서 중소기업에 매우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동료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PTC는 최근 서로 다른 국가와 업종의 4개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Pro/ENGINEER를 선택한 이유와 이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각 대표들의 의견입니다.

참석자

루크 로시뇰(Luc Rossignol),
캐나다 퀘벡 라발 소재 Instadesign
기계 엔지니어
루크 로시뇰은 개인적으로 19년째 Pro/ENGINEER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직장인 Instadesign 역시
12년 동안 이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Instadesign은 자유형 서피스 기능, Mechanism
Dynamics 등 다양한 Pro/ENGINEER 설계 추가 기능
모듈을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Instadesign에는
약 40명의 엔지니어가 30개의 Pro/ENGINEER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클라인(Mike Kline),
펜실베이니아 필립스버그 소재
ALM Machine, Inc. 사장
ALM Machine은 2006년에 Pro/ENGINEER를 구입하여,
각기둥형 및 멀티 서피스 밀링뿐 아니라 머시닝을
위한 도구 등 Pro/ENGINEER의 제조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가공된 부품의 컴퓨터 기반
검증(computer-aided verification)을 위한 PTC의
Pro/ VERIFY 모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ALM Machine에는
현재 5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며 이 중 3명의
엔지니어가 하나의 부동 라이센스로 Pro/ENGINE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윌리엄스(Steve Williams),
영국 워릭셔 소재
Antonov Automotive Technologies Ltd. 수석 설계 엔지니어
Antonov Automotive Technologies에는 6명으로
구성된 설계 팀이 9개의 Pro/ENGINEER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윌리엄스는 1996년부터
Pro/ENGINEER를 사용해 왔으며, 그의 팀원 대부분 역시
Antonov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Pro/ENGINEER
Mechanism Dynamics 모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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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팀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설계 작업을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이슨 윌리엄스: 우리 회사 K Development에서는 소비재 제품, 의료기기 및 장난감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고객이 곡선 형태가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려는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전자
공학적 측면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아 서피싱, 어셈블리 등의 모든 기계
공학적 측면의 개발 작업을 수행합니다. 한 예로 우리 회사 제품 중 하나인 칼로리
연소량을 측정하는 착용 가능한(wearable)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루크 로시뇰:

Instadesign은 항공기 부품 및 전자 패키징(electronics packaging)을 위한 모델링
및 판금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는 대부분
판금 프로젝트를 위한 제도, 모델링 및 대형 어셈블리 관리 등의 하향식 설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클라인:

ALM Machine은 주문 생산 가공업체로 항공우주 관련 부품과 전자장치를 담는
알루미늄 하우징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고객은 작업 의뢰 시 최종
드로잉이 아닌 관련 지침만을 제공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을 위해
Pro/ENGINEER를 사용하여 고유의 설계와 부품 모델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설계를 제조업체에 보내면 제조업체에서는 모델을 검증한 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생산 부품을 제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맞춤형 부품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 중 하나인 주요
소매업체에 음악 게임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 센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센터는 게임용 드럼 페달이 견고하게 제작되지 않아 자주 부러지는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고객은 페달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셈블리에 잘 들어맞으면서도 매우 견고한 솔리드 메탈 알루미늄 드럼 페달을
다시 설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설계 작업에 Pro/ENGINEER를
사용했습니다.

스티브 윌리엄스: Antonov Automotive에서는 2단, 4단 및 6단 자동 변속기에 대한 드로잉, 모델 및
어셈블리를 제작합니다. 여기서 2단 변속기는 과급기 드라이브에 사용되며 6단
변속기는 주로 중국에 판매되는 승용차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고객과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 있으며 대량 생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슨 윌리엄스(Jason Williams),
펜실베이니아 이리 소재
K Development, Inc. 사장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산하 이리(Erie) 소재 베런드
컬리지의 엔지니어링 강사 겸임)
제이슨 윌리엄스는 1989년부터 Pro/ENGINEER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인 K Development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팀이 3개의 Pro/ENGINEER
라이센스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에서는
Pro/ENGINEER Interactive Surface Design Extension(ISDX),
Advanced Assembly 및 Mechanica 모듈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로켓용 엔진 부품도 설계합니다.

Pro/ENGINEER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이슨 윌리엄스: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제품
설계입니다. 먼저 Pro/ENGINEER Skeleton Design 및 ISDX 자유형 서피스 처리
기능을 사용하여 주요 컴포넌트/어셈블리에 대한 전체 설계를 만들지요. 그 다음
서피스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모델에 플라스틱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설계를 기초로 제품의 모든 하위 컴포넌트를 설계합니다.
Pro/ENGINEER는 하나의 파일에 전체 설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Pro/ENGINEER를 사용할 때는 작업 초반에 참조 정보를 잊지 않고 지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Pro/ENGINEER가 알아서
하위 컴포넌트의 설계와 측정 값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간 절약 효과는 대단합니다. 바로 이점이 Pro/ENGINEER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각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모델링하고 나서 설계의 전체 치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각 컴포넌트를 일일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설계했는데
고객이 버튼과 롤러 부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Pro/ENGINEER에서 버튼과 마우스
하우징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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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Pro/ENGINEER Advanced Assembly 기능을 사용하여 어셈블리를
만듭니다. 3D 파일을 제조업체에 보내면 제조업체는 바로 이 파일에서 공구
설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3D 파일에는 모든 중요한 측정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조업체가 부품을 검사할 때 사용하던 2D 드로잉을 만들 필요가
없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전체 측정 분석 작업에 필요한 모든 주요 측정 값을 3D
파일에서 간단히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 약 20%의 작업 시간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루크 로시뇰: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ro/ENGINEER 기능은 대형 어셈블리 관리
및 판금 기능입니다. 특히 모델링 및 정의/재정의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데 깊이,
스타일 등 제품의 특성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Pro/ENGINEER
기능은 매우 지능적이어서 완벽한 부품을 매우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라운드 생성 피쳐의 경우 부품을 만들 때 정확한 순서대로
모서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요. Pro/ENGINEER는 많은 가정을 내릴 수 있어

Instadesign은 항공기 부품 및 전자 패키징(electronics
packaging)을 위한 모델링 및 판금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 그림은 대형 어셈블리의 일부인 트레일러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자동으로 올바른 순서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통해
모서리의 정확한 순서를 찾아야 했겠지요. 그 결과,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6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기능은 바로 가져온 데이터 복구(Import Repair Data)
기능입니다. 고객으로부터 IGES 파일과 같은 작업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부품 그룹
간의 교차 부분에 간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ro/ENGINEER는 가져온 형상
모서리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수정합니다. 이 기능이 없다면 바로 드로잉을 수정할
수 없게 되므로 작업 진행을 위한 드로잉 재제작에 며칠을 허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 클라인: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는 고객이 제공하는 설계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Pro/ENGINEER 제조 모듈을 사용하므로 고객이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고객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우리
회사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객을 위해 설계를 제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가공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되었지요.
또한 저는 Pro/ENGINEER 자동 공구 경로 생성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부품을
잘라내는 데 사용하는 공구 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합니다. 또한 더
나은 공구가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공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칩을 2배 더 빨리 또는 2배 더 깊이 잘라내는 새로운 커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Pro/ENGINEER를 사용하면 황삭, 마무리, 코너 마무리 등 부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구의 공구 경로가 새 공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더 나은 경로가 생성되도록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공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구 경로를 직접
변경해야만 했던 이전의 도구와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K Development는 소비재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 착용 가능한 칼로리 연소량 측정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한 K Development를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0번째 부품을 더 크게 제작하거나 부품을 왼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Pro/ENGINEER를 사용하면 공구 경로를 자동으로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개발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물론 부품의 복잡성에 따라 실제로
시간이 절약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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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윌리엄스: 우리는 대부분 케이스 구조에 대한 3D 모델링, 어셈블링, 드로잉 및 서피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뼈대를 사용하여 부품을 패라메트릭 방식으로 모델링하기도 합니다.
변경 작업이 필요할 때는 개별 컴포넌트에 대한 재작업 없이 어셈블리를 쉽게
재생성할 수 있지요. 또한 [Pro/ENGINEER]의 슈링크랩 기능을 사용하여 전체
구조의 서피스 사본을 만든 후 프레젠테이션 시 매니저나 고객에게 대략적인
설계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Pro/ENGINEER를 사용하여 모델에서 바로 컴포넌트를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켓 부품 캐스팅을 위한 몰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SLA(StereoLithography apparatus) 신속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작업에서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Pro/ENGINEER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비용대비가치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이슨 윌리엄스: Pro/ENGINEER는 소규모 기업이 선뜻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소프트웨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olidWorks®, Solid Edge®와
같은 다른 CAD 제품 또한 이와 비슷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Pro/ENGINEER는
이에 비해 훨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루크 로시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Pro/ENGINEER는 가격에 비해 훨씬 많은 도구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패키지에서 이와 동일한 기능을 원하는 경우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해당 패키지가 그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겠지요. 이점이 바로 우리가 Pro/ENGINEER를 선택한 주된 이유입니다.

마이크 클라인:

우리 회사에서 GibbsCAM을 대신할 프로그램으로 Pro/ENGINEER를 구입한
이유는 Pro/ENGINEER가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GibbsCAM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3D 모델링, 회전축, 기타 기능을 추가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여전히 인쇄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드로잉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정해 보건대 GibbsCAM을
계속 사용했더라면 비용은 약 30% 더 지출하면서 사용 가능한 기능은 훨씬 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드로잉 작업에 유용하다는 NX®(이전의 Unigraphics®), GEM®, Mastercam®,
SolidWorks, Solid Edge 등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모두 단일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Pro/ENGINEER에서는 모델에서 직접
생성된 공구 경로를 사용하여 부품 머시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의 경우, 모델을 제조 시스템에 직접 로드해야 하합니다. 이처럼 모델을 제조
시스템 내에서 편집하게 되면 해당 모델이 두 가지 버전으로 생성됩니다. 그에 비해
Pro/ENGINEER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므로 사용 중인 모듈에
상관없이 한 가지 버전의 파일만 생성됩니다.

Antonov Automotive에서는 2단, 4단 및 6단 자동
변속기에 대한 드로잉, 모델 및 어셈블리를 제작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2단 변속기는 과급기
드라이브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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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ENGINEER는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제이슨 윌리엄스: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Pro/ENGINEER는 다루기 쉽고 사용이 간편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Penn State Erie에서 강사로 1학년
대상의 솔리드 모델링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Pro/ENGINEER를 사용합니다. 기계 엔지니어링 및 플라스틱 분야의 모든 엔지니어링
학생들은 무수한 솔리드 모델링 실습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Pro/ENGINEER는 정말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루크 로시뇰:

저도 마찬가지로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Pro/ENGINEER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물론 배우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저같은 경우 이러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어려운
점은 분명 없으며 오히려 다른 많은 패키지보다 다루기가 더욱 쉬웠습니다. 교육
및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됩니다.“듣고 보고 실제로 해보는(Tell me, show me,
let me do)”방식의 유용한 PTC 교육 자료에 힘입어 소프트웨어를 매우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도 풍부합니다.
저는 Pro/ENGINEER를 교육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Pro/ENGINEER에 대해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일부 학생들도 교육을
받은 지 2~3일이 지나면 Pro/ENGINEER가 배우기 쉽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Pro/ENGINEER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설계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루크 로시뇰:

네, 상당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Pro/ENGINEER로
설계 과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가정(what if)”분석을 통해 단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Pro/ENGINEER로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 클라인:

맞습니다. Pro/ENGINEER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므로,
당면한 모든 설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품의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이슨 윌리엄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Pro/ENGINEER를 Pro/ENGINEER Mechanica® 프로토타입
생성 도구와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 정말 만족합니다. 보다 신속한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에 대한 유한요소해석(FEA)을 실시한 다음
모델을 재설정하지 않고도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Mechanica는 모든
서피스를 기억하므로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솔루션을 사용했더라면 설계 도구에서 형상을 변경한 후 파일을
내보내고 다시 분석 도구로 가져와서 구속을 재설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Pro/ENGINEER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분석 작업을 30~40% 더 빠른
속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루크 로시뇰:

다른 시스템에서 만든 파일을 가져와서 새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고급 서피스
패키지가 필요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작업 환경에
추가한 다음 Pro/ENGINEER에서 만든 기존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급업체의 제품을 구입했더라면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또는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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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클라인:

제품의 확장성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Pro/VERIFY라는 차기
모듈 구현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더 이상 납품된 모든 부품의
측정 값을 직접 검증하기를 원치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검증 작업을 우리 회사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 우리는 부품의 측정 값이 올바른지 수작업으로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수치의 정확성에 관한 보고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5명의 사람이 동일한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도 제각각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좋은 품질을 납품합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 높이 게이지를 사용하여 부품을 측정한 후 Pro/ENGINEER에
측정 값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Pro/ENGINEER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기초로 모델을 생성한 후 원본 참조 모델에 이를 중첩시키게
됩니다. 이때 측정 값이 정확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녹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작업에 따른 오류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Pro/ENGINEER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이슨 윌리엄스: 저는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한번에 모든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루크 로시뇰:

우리 Instadesign에서는 모듈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모듈이
동일한 코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재작업 없이 모든 부분에서 드로잉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안정적이고 강력하여 소프트웨어 충돌의
우려가 없다는 점 또한 이에 못지않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클라인: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로부터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한 종류의 작업
파일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Pro/ENGINEER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기본 PRT 파일 형식의 솔리드 모델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IGES 또는 STEP과 같은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야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우수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시스템에서 만든 거의
모든 것을 Pro/ENGINEER에서 열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Venro,
IGES, Mastercam®, Autodesk® 등의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파일도 모두 열어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윌리엄스: 가장 큰 장점이라? 쉽지 않은 질문이군요. 저는 Pro/ENGINEER는 초기 개념을
만드는 일부터 제조에 사용할 드로잉을 만드는 일까지 원하는 모든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설계 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에서 Pro/ENGINEER를 사용하는 이러한 네 명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Pro/ENGINEER는 미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확장성과 함께
그야말로 폭넓은 기능을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패키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설계자들이 Pro/ENGINEER를 사용하여 수작업이나 반복적 프로세스를
없애고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고품질의 복잡한 제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Pro/ENGINEER가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PTC 솔루션
활용 사례를 원하시면 www.ptc.com의 중소기업 리소스 센터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지역의 PTC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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