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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Engineering 솔루션 분야의 선도적 기술 Know-how로 고객 가치 극대화를 기본 모태로 끊임 없이
도전하며 계속적인 솔루션 발굴과 기술 개발로 제조업 분야에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회 사 명 피엘지 정보기술㈜ 대 표 이 사 장 동 원

설 립 일 2008. 10. 15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74-118 케이빌딩 702호

주 요 사 업 IC:IDO , CATIA V4·V5, DELMIA, PDQ, PDM Interoperability 컨설팅, 온라인 교육, 
교재출판, 화상영어

자 본 금 1억원자 본 금 1억원

시장을시장을 선도하는선도하는 기술의기술의 개발개발 및및 발굴발굴

신뢰와신뢰와 화합을화합을 바탕으로바탕으로 한한 자유롭고자유롭고 재미있는재미있는 일터일터
경 영 철 학

신뢰와신뢰와 화합을화합을 바탕으로바탕으로 한한 자유롭고자유롭고 재미있는재미있는 일터일터

변화와변화와 혁신을혁신을 주도하며주도하며 고객고객 감동을감동을 위한위한 헌신적이며헌신적이며 자발적인자발적인 인재인재 양성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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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윤리적 책임과책임과 의무를의무를 다하는다하는 사회적사회적 기업기업



Main Business Area
PLM  Solution Sales & Maintenance

CATIA V4/V5 컨설팅 및 서비스 프로젝트

PDM Interoperability 컨설팅

DELMIA V5 컨설팅 및 서비스 프로젝트

ICIDO S/W H/W 판매 및 컨설팅 유지보수ICIDO S/W, H/W 판매 및 컨설팅, 유지보수

CATIA V5 Template 구축 및 CAA 개발 서비스

CATIA V5 모델링 방법론 구축 서비스

Hardware Sales & Maintenance

델링 방법론 구축 서비

Modeling Quality Assurance 컨설팅 (Q-Checker , PQA)

HP & IBM, DELL PWS & Server System 판매 및 유지보수

기타 S/W 및 H/W공급

온라인 통신 판매 (온라인 전화 영어 서비스, CV5 교재 판매)

온라인 통신 판매 및 교육 서비스

On Site CV5 DELMIA ICIDO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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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ite CV5, DELMIA, ICIDO 교육 서비스



Historyy
창립 (2008~)

’08.10 09.02
- 피엘지정보기술㈜ 설립

‘08.10
- 현대 자동차 I-DEMS(설계검증시스템) 프로젝트 수주

우신 Turkey 공장 JIG 시뮬레이션 수행

- 현대자동차 소프트웨어 공급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등록 (기술평가)

09.03
대구텍 A t ti 개발 프로젝트 수주- 우신 – Turkey 공장 JIG 시뮬레이션 수행

- 중앙 ITEA – 전문 설계자 과정 교육

- 덕양 산업 – DPA & Quest 프로젝트 수행

- CATIA V5 실무용 전문 교재 개발 (Template 개발)

- 대구텍 Automation 개발 프로젝트 수주

09.04
- 현대자동차 와이어링 보기류 DB 구축 프로젝트 수주

- 유라코퍼레이션㈜ 제조공정3차 Quest시뮬레이션수주실무용 전문 재 개발 ( p 개발)

- 현대자동차 Recycling Project 수행

- 쌍용자동차 인재개발원 CV5 과정 교육 수주

‘08.11

유라코퍼레이션㈜ 제조공정3차 Quest시뮬레이션수주

- 인천 폴리텍 대학 CATIA V5 강의

- 독일 시뮬레이션 솔루션 공급 전문 업체인 IC:IDO와

전략적 총판 계약 체결(Value Added Reseller)

‘09.01
- 현대자동차 VPM V5 & i-DEMS 연계 개발 프로젝트 수주

- 현대자동차 DMES & V5 연계 개발 프로젝트 수주

- 오토에버시스템즈㈜ 협력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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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EOCEO

재무관리

솔루션 사업본부솔루션 사업본부 기술 연구소기술 연구소컨설팅 사업본부컨설팅 사업본부

Application 개발팀

Web 개발팀DELMIA 기술팀

CATIA 기술팀전략 영업팀

솔루션 지원팀

(단위 : 명)

ICIDO 기술팀

(단위 : 명)

사업본부 재무관리 솔루션 컨설팅 기술연구 계

인원 1 2 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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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kill

DMU
&

M-Design 
Methodology

&

PDQ
Consulting

CAE Engineering& 
Template

Automation
&

CAA gCAA

ICIDO/CATIA/DELMIA
VDP(ICIDO)

Design & Manufacturing

JAVA / JSP 
ASP.NET

W-Harness 
Design

g g

Quest g
Methodology

PDMDPA &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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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operabilityDPA & Human



Service Contents

Service Contents

Training Service

Basic Special Topic Methodology Transition 3D MASTER

Start Model

Application 

Manufacturing

Kin ExpertHybrid Design

GSD&KWA Basic PDM
Interoperability

Modeling MethodStart Model

Relation Design

Start Model
Development

Relation 표준

도면 자동화 개발

Engineering
Portal

Oth CADComposite

Tubing 

설계 Template

Modeling W-Shop

설계 Template

PDQ Standard

Digital 검증도구
Other CAD
Migration

Help Desk

DPA &

Digital Mock-up

MBD(FT & A) 설계 자동화 개발

DPA & 
Virtual SimulationAdv Knowledge Electrical 

Human Modeling 

Aerospace 
Sheet Metal 

Designer CAE 
3D Modeling PDM 

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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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 / Macro VDP Consulting 



Agenda

1 회사소개

3 IC:IDO Flexibles 소개

2 IC:IDO Overview
배경배경 –– 설계설계 및및 생산생산 검증검증 환경환경배경배경 –– 설계설계 및및 생산생산 검증검증 환경환경

4 Flexibles 적용사례

3 IC:IDO Flexibles 소개

IC:IDO PlatformIC:IDO PlatformIC:IDO PlatformIC:IDO Platform

Solution PortfolioSolution PortfolioSolution PortfolioSolution Portfolio5 Flexibles 정확성 검증 사례
Solution PortfolioSolution PortfolioSolution PortfolioSolution Portfolio

6 Conclusion

9



배경 –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IC:IDO

시제품 제작 감소

Substantial Improvements

제품 개발 초기 의사 결정을 위한 3D data 활용 부족

... but also new Process Challenges in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시제품 제작 감소

• 비용절감

• 기술혁신

제품 개발 초기 의사 결정을 위한 3D data 활용 부족
• 낮은 의사 결정 기여도
• 제품 검토, 문제 식별 및 해결책을 위한 ”초점”의 부족

• 작업량 분배

• 전사적인 설계
아이디어의 변화

프로세스 보다 툴에 의존
• 툴 종속적인 협업으로 인한 엔지니어의 고립
•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감소

적인 최적화• 부분적인 최적화

"The dramatic shortfalls on the latest aircraft projects 
result from a lack of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Marc Halpern,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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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O Introduction

DMU를 넘어선 Visual Reality의 감동! IC:IDO Visual Decision Platform!

ICIDO is the leading vendor of virtual-reality based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11

g y g
solutions. We allow our customers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colleagues, suppliers and
customers in a virtual environment either at one location or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VDP(Visual Decision Platform) VDP(Visual Decision Platform) 기대효과기대효과

♦DMU를 넘어선 Visual Reality의 감동!

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 활동 강력하고 혁신적 제품 개발 가능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 활동 강력하고 혁신적 제품 개발 가능
-조직을 통해 개인 스스로의 존재감 발
견 및 필요성 인식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촉진 조직적인 장벽과 부분적인 최적화
극복

의사결정 기여도 향상 빠른 시장 진입과 제품 품질 향상의사결정 기여도 향상 빠른 시장 진입과 제품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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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O Platform

ICIDO Softwar (Desktop용과 VR시스템을 위한 Immersive용의 2가지 플랫폼지원)
– IDO : Explore
– IDO : Package
– IDO : Ergonomics
– IDO : Reflect
– IDO : Flexibles
– IDO : Cooperate
– IDO : Explore Mega data

IDO : ErgonomicsIDO : Explorer IDO : Package

– IDO : HMI Design

IDO R fl t IDO : Cooperate
ICIDO Hardware

– IC : One Mobile 
– IC : One High Immersion

IDO : FlexiblesIDO : Reflect IDO : Cooperate

Full service offering: 
g

– IC : Three –
3 wall Solution + + - Consulting

- Implementation
- Training
- Support

13



ICIDO Introduction : 1:1 scale and immersive visualization

World-wide leading Immersive Evaluation and Collaborative Decision 
Environment

♦ 1:1 비율로 정확한 3D 표현♦ 1:1 비율로 정확한 3D 표현

♦ 실시간 제품 시뮬레이션과 고정 파트와 Flexible 파

트의 키네마틱과 애니메이션

♦ 실시간 제품 시뮬레이션과 고정 파트와 Flexible 파

트의 키네마틱과 애니메이션

♦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움직임 추적♦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움직임 추적

♦ 온사이트와 원격제어 가능한 풍부한 협업기능

♦ PLM/PDM 시스템으로 피드백 된 결과와 주요 아이

♦ 온사이트와 원격제어 가능한 풍부한 협업기능

♦ PLM/PDM 시스템으로 피드백 된 결과와 주요 아이

템에 대한 광범위한 의사결정 지원

♦ PLM/PDM 과의 통합

템에 대한 광범위한 의사결정 지원

♦ PLM/PDM 과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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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ing broad Range of well established 

VariantVariant

Collaboration and Decision Making Use Cases

ConceptConcept
• The Visual Decision Platform • The Visual Decision Platform 

Variant  
Analysis
Variant  
Analysis

Concept
Review
Concept
Review

supports thousands of 
milestones, gates and decision 
points in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supports thousands of 
milestones, gates and decision 
points in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Interference
Detection
Interference
Detection

Manufacturabili
ty
Manufacturabili
ty

• The Visual Decision Platform 
allows for department-wide 
and process-integrated work 

• VDP supports broad range of

• The Visual Decision Platform 
allows for department-wide 
and process-integrated work 

• VDP supports broad range of

RoutingRouting

Design 
Validation,
Process
Engineering

Design 
Validation,
Process
Engineering

• VDP supports broad range of 
well established collaboration 
and decision making use cases

• Results

• VDP supports broad range of 
well established collaboration 
and decision making use cases

• Results

ReachabilityReachability
Visibility, Glare,
Reflection
Visibility, Glare,
Reflection

Stronger product 
"presence“ and awareness 
throughout organization

Increased collaboration

Stronger product 
"presence“ and awareness 
throughout organization

Increased collaboration

HMI, UsabilityHMI, Usability
Workspace
E i
Workspace
E i

Improved decision making 
capacity and fidelity
Improved decision making 
capacity and fide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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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UsabilityHMI, Usability
ErgonomicsErgonomics



Solution Portfolio

Complete Solution portfolio

Application IDO IDO IDO IDO

Dedicated Real-time Evaluation
and Validation Support FunctionsApplication

Layer
IDO:

Package
IDO:

Flexibles
IDO:

Ergonomics
IDO:

Reflect
and Validation Support Functions

Collaboration
Layer IDO:Present IDO:Cooperate

Efficient Local and Worldwide
Distributed Decision Environment

Core 
Decision

Layer
IDO:Explore

Standard Decision-Ma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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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Flexible – a VDP (Visual Decision Platform) ModuleIDO:Flexible a VDP (Visual Decision Platform) Module

Flexibles은 CAx-, DMU-, VR-systems등에 Plug-in되어 C/C++로 설계되어진 simulation library 이
며, Unix/Linux/Windows 등 모든 시스템 platforms에서 이용 가능하고 64bit 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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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of using IC:IDO-Flexible

IC:IDO is providing real-time, physical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of flexible parts
IC:IDO is providing real-time, physical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of flexible parts

j g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of flexible parts 
for desktop as well as immersive Virtual 
Reality systems.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of flexible parts 
for desktop as well as immersive Virtual 
Real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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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types of flexiblesDifferent types of flexibles

1 Dimensional1 Dimensional 2 Dimensional2 Dimensional 3 Dimensional3 Dimensional
rods, tubesrods, tubes plates, membranesplates, membranes volumesvolumes

IDO:FlexibleIDO:Flexible

20

non‐linear elasticity non‐linear elasticity  linear elasticity linear elasticity 



What is Flexibles ItemWhat is Flexible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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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O Flexibles 주요기능IC:IDO Flexibles 주요기능

Flexibles는 FEM처럼 정확하고, SPLINES처럼 빠르다!
이미 알려진 모든 기술의 장점만을 결합하였다.

•Real Time Simulations 
•80 Hz, even for complex wiring harnesses
• Gravity, temperature

이미 알려 기술의 장점 을 결합하였다

• Tension forces, Torsion
• Collision 
• non‐linear elastic behavior
• run‐time modification of material and geom• run‐time modification of material and geom.

Geometrical를 base로 한 solution를 가지고 interactive frame이 평가되며 혁신적이고, 독특한 제품
한 확

경로 성립성 검증 Analysis분석 간섭에 의한 자동 경로 예측

22

에서 유한요소를 가지고 Physical 정확성 평가.
복잡한 Wiring harness의 실시간 Simulation, physical 정확성을 보증하는 유일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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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O Flexibles 적용 사례

Area of Applications 
제품개발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DMU가 physical 시작품으로 전환하고 있음

적용 사례

제품개발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DMU가 physical 시작품으로 전환하고 있음
Product의 Reference Part는 디자인과 테스트과정에서 이미 Visual화하고 기능적인 묘사
Wiring 제품에 대한 평가
Flexibles은 이런 부분을 해결 최초로 유연한 부분의 simulation solution를 제공
Wiring harness 와 hose 등 실제 케이블을 실시간으로 매우 정확하게 Simulation 함.Wiring harness 와 hose 등 실제 케이블을 실시간으로 매우 정확하게 Simulation 함. 

Physical Mockups

decides and replaces

Digital Mockup Process Manufacturing
Plans and simulates

IDO:Flexibleau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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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Harness 분야 검증 항목

Wi H 상대측 3D D 접수

Wire-Harness Production Process

Wire Harness 상대측 3D Data  접수

Wire Harness Lay out 설계

: 설계 Process
: 설계 변경 Point

Wi H 실차 조립/분석 Wire Harness Lay-out 설계

설계 변경

Wire Harness 실차 조립/분석

2D 도면 작성Wire Harness 제품 생산

Digital 검증

25정합성(Accuracy), 모션(Motion), 간섭(Collision) 검증 등



What is the Design Accuracyg y

M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AD design data and actual harness

3D CAD Model Digitized Sample

CAD design data and actual harness

CAD Design routing path is not realistic and does not match with actual Harness behavior
3D CAD Data needs modification 

Harness built to nominal tolerance – close to

26

Harness built to nominal tolerance close to 
actual production situation



IC:IDO Flexibles 검증 사례

IC:IDO를 이용한 설계(CATIA V5)Data 정합성(Accuracy) 검증

증 사례

CATIA V5 Drafting dataCATIA V5 Install data Flexible Import datag

CV5 설계자 영역

Flexible 검증 영역Flexible 검증 영역

Flexible Analysis Flexible Install dataCATIA V5 정합성 검증

27

CATIA V5 정합성 검증



IC:IDO Flexibles 검증 사례증 사례

IC:IDO를 이용한 무빙 파트 모션 검증

무빙에 의한 배선 간섭 검증을 실시함으로 설계 완성도를 향상하고 설계 변형 최소화

1.무빙 시스템
Shift Laver

2.필요 데이터
무빙부 데이터

무빙에 의한 배선 간섭 검증을 실시함으로 설계 완성도를 향상하고 설계 변형 최소화

Shift Laver
Foot Parking
Adjust Pedal
Steering Shaft
C/Pad Decking

무빙부 데이터
-상관파트 3D 모델
-무빙 거리
-외부 힘/압력
- 모션(animation) Import/ g

Clutch Cable
Door

모션(animation) Import
물성 데이터
-전선,튜브,케이블,테잎 등..

3.무빙부 간섭 평가

Wiring Harness

28

Wiring Harness
IDO:Flexible 3D Model



IC:IDO Flexibles 검증 사례
IC:IDO 진동 검증

진동 해석 결과(ADAMS)를 이용하여 배선 간섭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설계 변경 최소화함.

ADAMSCATIA V5
IC:IDO Flexibles

VDA:
Format

CATIA V5 Install data

IC:IDO 열 검증

온도 변화됨에 따른 Wire Harness의 Length 및 Tension을 Swept Volume으로 추출 후 검증.

ADAMS IC:IDO Flexibles

온 변화됨에 따른 의 g 및 을 p 추출 후 검증

Temperature.csv

S t V l 추출변화에 따 및 변화온도 변화 검증/분석

29

Swept Volume추출온도 변화에 따른 Length 및 Tension변화온도 변화 검증/분석



IC:IDO Flexibles 검증 사례
최소 거리 검증(Minimal Distance)

장착/탈착시 배선 주변 파트와의 최소거리 / 간섭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증 사례

1

데킹후 와
이어링

클립으로 고
정

COWL 
SIDE

IC:IDO Flexibles
CATIA V5

Package

2

1 1
C/PAD 데킹시 와이어링 (자중에 의해 처진

상태)

주변 PART 간섭 없음

정

데킹후 와이어링
경로

HUMAN 연동 검증

ICIDO HUMAN과 연동하여 작업자세 검증.

ac age

Control 
Point

30
30



Customers: Daimler AG

• Entire assembly/ 
disassembly studies 

• Entire assembly/ 
disassembly studies 
with IDO:Flexible

• Reduction of prototypes 
as well as change order 

t

with IDO:Flexible

• Reduction of prototypes 
as well as change order 

tcosts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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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VW AG 

• Envelope cross‐check• Envelope cross‐check

• Realistic specification 
of manufacturing 
space possible now

• Realistic specification 
of manufacturing 
space possible now

AftAfter

Before

32© fleXilution, Volkswagen AG, 2005



Customers: BMW AG 

• Analysis of different routings in combination with motion 

• Concept phase delivers a very early quality solution

• Analysis of different routings in combination with motion 

• Concept phase delivers a very early quality solution

33

• Concept phase delivers a very early quality solution• Concept phase delivers a very early qualit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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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정확성 검증검증 Delphi Delphi 사례사례정확성정확성 검증검증 Delphi Delphi 사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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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O Flexibles 정확성

Flexibles : precision(정확성) 

다수의 고객들은 Flexibles 는 실제 형상과 비교하여 98%이상 Match 한다고 평가.
(C bl W b Wi i h 각종 유압 T b 및 H )

정확성

(Cable, Water tube, Wiring harness, 각종 유압 Tube 및 Hose)

Hose simulation compared to 
FEM solver

Green hose: IDO:Flexible
Blue     hose: measured hose
Red hose: other solver

© fleXilution, Ford, 2005

여러 항공, 자동차 고객과 수행한 실험적 검증의 결과는 Flexibles로 계산된 Wiring harnesses 와 Hose의
양과 실험적 측정된 양은 매우 정확하게 일치 하며 다른 솔루션 혹은 다른 방법 다 높은 정확성

© fleXilution, BMW AG, 2005© fleXilution, General Motors Inc, 2005 © fleXilution, 
Adam Opel Gmb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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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과 실험적으로 측정된 모양은 매우 정확하게 일치 하며 다른 솔루션 혹은 다른 방법보다 높은 정확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IDO:Flexible – Highest Precision in Real-Timeg

Benchmark example:
1. Measuring the exact position of a real wireg p
2. Digital simulation of the position with IDO:Flexible using:

• Exact material parameter
• Same dimensions (length, thickness, fixing points) or multiple materials

Si il i iti l f ( it t i t i f )• Similar initial forces (gravity, torsion, tension forces)
3. Overlay of both results (see next page)

Precise optical 
measurement and 
determination ofdetermination of 
the exact position 

of th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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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Flexibles – Highest Precision in Real-Time

D i ti

g

Benchmark: real wire (black) and simulation with IDO:Flexible (green)

Exp

Deviation

absolute (mm) relative (%)

max. r.m.s. max. r.m.s.

1a 0.002 0.001 0.003 0.002

1b 0.03 0.02 0.02 0.01

1c 2.32 1.25 0.74 0.40

2a 2.30 1.07 0.78 0.36

2b 0 99 0 54 0 44 0 242b 0.99 0.54 0.44 0.24

2c 1.78 0.93 0.92 0.48

r.m.s. = root mean square

3D-measuring fixture

Wire

Device for
d fi d d fl tipredefined d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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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Flexibles – Highest Precision in Real-Timeg

Simulation and Comparison with Audi AG

CAD DATACAD DATA

IC:IDO Data

3D Data 실제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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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Flexibles – Highest Precision in Real-Timeg

Simulation and Comparison with Audi AG

O l h f d R li ( ) d Si l i ( ll )

39

Overlay: great match of  measured Reality (gray) and Simulation (yellow)



IDO:Flexibles – Highest Precision in Real-Timeg

Simulation and Comparison with Audi AG

Maximal errorMaximal error

Length:
L = 214 mm 

Di t

Length:
L = 214 mm 

Di tDiameter:
D = 10,3 mm 

Max. deviation:
∆ = 1,65 mm

Diameter:
D = 10,3 mm 

Max. deviation:
∆ = 1,65 mm

0,77 % 
Deviation relative
to the length

0,77 % 
Deviation relative
to the length

Laser scanner
accuracy 0,1 mm
Laser scanner
accuracy 0,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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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y

Experiment by DELPHI

Bundle 1

Spot taped
Bundle 1

Spot taped

Bundle 2

Spiral taped ½ wrap

Bundle 3

Bundle 2

Spiral taped ½ wrap

Bundle 3Bundle 3

Full taped

Bundle 4

Conduit

Bundle 3

Full taped

Bundle 4

ConduitConduit

Bundle 5

Full taped composite

Conduit

Bundle 5

Full taped composite

Bundle 6

Spiral taped composi
te

Bundle 6

Spiral taped composi
te

41



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

Fixed part

y

Universal joint

Load cellLoad cell

Servo-hydraulic force applierVertically movable

42



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y

Experiment by DELPHI

Bending length 40mm

4mm

F

Zero-position 4mm dislocatio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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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y

Solution : Composer and database

Single wires의 실험
에 의해 wire bundle

의 구성과 계산

그러나, 이러한 Single 
parameter는

어디에서 형성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은 어느
Single wire입니까?

44



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y

‐ Add Taping
Full Taped
‐ Add Taping
Full TapedFull‐Taped 
Half‐Taped 
….
‐ Add Wires

Full‐Taped 
Half‐Taped 
….
‐ Add Wires‐ Add Wires
# of wires (….)
wire Type (….) 

‐ Add Wires
# of wires (….)
wire Type (….) 

‐ Bundle Composition
Number
Cable

‐ Bundle Composition
Number
Cable

‐ Composed Parameters
Young’s Module (N/m2)

‐ Composed Parameters
Young’s Module (N/m2)
Poisson’s Ratio 
Density (kg/m2)
Diameter (mm)

Poisson’s Ratio 
Density (kg/m2)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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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y

Measuring/Scanning the shape : Delphi Wire / Wire bundles

46



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

Setup 750 mm

y

Setup 750 mm

Setup 450 mmSetup 450 mm

Setup 2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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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y

48



Material measurements and validation of accuracy

ALL Si l ti ti fi d D l hi ‘ i i t ( 5% ) d

y

50

ALL Simulations satisfied Delphis‘ maximum requirements (max. 5% error) and 
exceeded the expectations!

50

35

40

45

50

Summary: 72 calculated ti
o
n
 s

e
ri
e
s

2020

25

30

simulation series

u
n
t 
o
f 

s
im

u
la

1 1
0

5

10

15

A
m

o
u

<1% <2% <3% <4% <5% >5% 6% 7% …

Number of specimenSimulation error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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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O VDP Benefit

Tangible commercial Benefits from improved Decision-making 
Capacity and Fidelity

제품개발

♦가상 고객 선호도 조사

제품개발

♦가상 고객 선호도 조사

엔지니어링

♦30%이상 빠른 시장진입

♦변경 주문의 감소

엔지니어링

♦30%이상 빠른 시장진입

♦변경 주문의 감소♦변경 주문의 감소

♦빠르고 높은 제품 성숙도

제조

♦변경 주문의 감소

♦빠르고 높은 제품 성숙도

제조제조

♦변경 주문의 감소로 인한 공급자 협업 향상

♦결함 조기 감지, 빠른 양산

제조

♦변경 주문의 감소로 인한 공급자 협업 향상

♦결함 조기 감지, 빠른 양산

판매 및 마케팅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의 생생한 커뮤니케이션

판매 및 마케팅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의 생생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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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customization과 고객 가치 증가♦향상된 customization과 고객 가치 증가

Source: Boeing Annual Report 2007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객 만족을 넘어선 객 감동!
PLG-IT가 함께 하겠습니다.

IC:IDO 영업 & 채널 담당 이 수 철 부장

인천 부평구 십정동 174-118 K빌딩 702호
TEL: 070-7529-0219
FAX :  032-50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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