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IDWORKS 솔루션
혁신의 원동력

비즈니스 성장을
이끄는
강력하면서도
간편한 솔루션

SOLIDWORKS® 설계 솔루션은 설계자, 엔지니어 및 제조업체가 혁신적인 제품을 창조하고
구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면 가장
복잡한 설계의 개발 프로세스까지 단순화하는 원활한 워크플로를 통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SOLIDWORKS는 팀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바로 그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합니다.

“SOLIDWORKS 덕분에 우리는 설계 싸이클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 Mike Derus, THE OUTDOOR GROUP LLC 수석 엔지니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와 전문가 모두를 위한 강력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고급 시뮬레이션
SOLIDWORKS Simulation은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서 제품
엔지니어가 중요하고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설계를 테스트하고
다음과 같은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제품 작동에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며,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
•
•

설계
개념
정립 단계부터 제조 단계까지 직관력을 불어넣는 혁신
SOLIDWORKS 솔루션 제품군은 개념을 정립하고 협업하는
설계 단계부터 파트 및 어셈블리 도면화를 거쳐 제조
단계까지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3백만 명이 넘는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사용하고 있는 SOLIDWORKS는 보다 스마트하고
신속한 제품 개발을 촉진합니다.
SOLIDWORKS 3D 설계를 사용하면 설계자, 엔지니어 및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업계 최고의 기능을 통해 개념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생산으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3D 모델링 및 2D 도면 작성
• 수 많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도 매우 크고 복잡한 설계를
처리하는 능력
• 설계 변경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BOM
• 모든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고급 곡면 도구
• 모델과 도면 작성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설계 재사용 도구
• 현장에서 입증된 2D 도면 및 3D 모델 불러오기/내보내기
형식
• 고급 애니메이션 캡처 및 실사적 렌더링
• 완벽하게 통합된 “제조를 위한 설계”(DFM) 검사
• 제조 비용 목표와 빠른 견적 산출을 충족하는 내장된 비용
산정
• 배관과 전기 시스템, 금형, 판금 및 용접구조물 설계 속도를
높이는 전문적인 기능 및 CAD 라이브러리
• 동료, 파트너 및 고객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파일 관리 및 협업 도구

구조 해석—유한 요소 해석(FEA)
유체 유동과 열 전달 – 전산유체해석(CFD)
플라스틱 사출 성형(PIM)
환경 영향
시간 기반 모션

종합적인 결과 시각화 도구는 응력, 변위, 수명, 온도 등과
같은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하중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그 외에도, 임의의 점, 면 또는 체적에 대한
측정치를 파악하고 모든 유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프와
목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CFD 시뮬레이션은 사용 편의성이나 정확성을
저해하지 않고 CAD와의 통합, 진보된 지오메트리 메싱, 솔루션
수렴, 자동 유동 영역 탐지와 같은 이점을 활용합니다. 제품
엔지니어와 CFD 전문가 모두 설계 단계에서 유동장, 혼합
프로세스, 열 전달을 예측하고 압력 강하, 쾌적도 파라미터,
유체력, 유체 구조 상호 작용에 대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설계자가 가장 복잡한 “가상” 질문에 답하고,
프로토타입 수를 줄이고, 제품 정확도를 보장하며,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고 사용하기 쉬운 SOLIDWORKS
Simulation은 SOLIDWORKS 3D CAD와 원활하게 연동되므로
제품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협업 향상 및 혁신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제어
SOLIDWORKS PDM(제품 데이터 관리)을 통해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고,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어 품질을 개선하고 협업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전사적 버전 관리 및 통합 워크플로는 설계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실현합니다. 구현하기 쉬운 SOLIDWORKS
PDM은 중소기업 설치에서부터 전 세계 지사에 있는 수백 명의
설계자와 엔지니어까지 범위를 아우릅니다.
• 신속한 데이터 검색 및 사용 – 팀이 항상 올바른 버전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소모적 실수 방지
• 경계가 없는 협업 – 팀과 파트너가 대륙 및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버전 관리 유지
• 모바일 연결을 통한 액세스 – 어느 장치에서나 폴더를
탐색하고, 파일 정보 및 썸네일을 검토하고, 파일을
검색하고 변경 가능
• 생산성 향상 가속화 – 직관적인 Windows® 탐색기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메뉴 그리고 지저분한 바탕
화면을 거치지 않는 바로 가기 기능으로 신속한 학습 및
간편한 사용
• 프로세스 효율화 – 승인 및 결재 등의 행정 단계를
단순화하고 행정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

동료, 제조 팀, 고객 및 전체 공급망과
커뮤니케이션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생산에 필요한 모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화
SOLIDWORKS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고객 기술
문서, 영업 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검사, 제조 및 서비스 문서의
작성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설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소프트웨어는 고화질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대화형 3D 애니메이션 등의 제품 커뮤니케이션을 설계 프로세스
초반에 만들고 설계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결과물을
제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회사(비기술 분야 사용자 포함)는 기존의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 3D CAD 데이터에 연결되는 제품의
동적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업데이트되는 복잡한 데이터와 설계까지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는 업계 표준 파일 형식(예: SOLIDWORKS 파일,
eDrawings®, 3D PDF)으로 된 3D 모델 데이터를 비롯하여 3D
환경에서 PMI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제조 공정을 안내함으로써 생산을 효율화시키고, 싸이클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줄이며, 업계 표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모델 기반 공정을 사용하는 회사는 시간 소모적인 2D 공정을
제거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했으며, 특히
재작업, 스크랩, 툴링, 조립 비용 분야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얻었습니다.

검사 작업의 경우, SOLIDWORKS는 기존 2D 레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사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부서는 검사 프로세스를 위한 부품 번호 속성 표시기,
검사용 보고서, 추가 결과물이 있는 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자, 엔지니어 및 품질 검사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수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SOLIDWORKS를
통해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SOLIDWORKS Electrical 덕분에 우리는 설계부터 협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개발 과정
전체에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Ryan Helminen, GLSV, Inc. 프로젝트 엔지니어

전기 설계
간편하게 통합되는 전자기계 시스템 설계
SOLIDWORKS Electrical 솔루션은 SOLIDWORKS 설계 및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의 핵심 부분으로, 엔지니어에게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물리적인 프로토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관적이면서 강력하고 직관적인 전자
설계 기능을 통해 설계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통합된 설계를
작성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SOLIDWORKS Electrical의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을 통해 복잡한 전기 시스템의 전기 상호연결을
신속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구 엔지니어링과 전기
엔지니어링을 연결하는 실시간 협업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지능형 단일선 또는 기존 방식의 다중선 개요도와 수천 개의
전기 개요도 기호 및 파트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내장 전기 시스템 설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PCB가 제공하는 Altium®의 전자 설계 성능과
사용성, 그리고 SOLIDWORKS®의 3D 전문성을 통해 전기와
기계 분야를 한 번에, 하나의 설계에 통합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기계 워크플로를 활용한 SOLIDWORKS CAD로 전자
설계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설계 데이터와
관리를 거친 ECO 과정, 향상된 분석 능력으로 설계가
실현됩니다. SOLIDWORKS PCB는 두 가지 기능을 한 데 모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SOLIDWORKS와 함께 설계자에게는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SOLIDWORKS
PCB로는 모든 전자 설계 요구 사항을 처리하십시오.

전기 설계를 3D 환경에 통합하여 와이어, 케이블,
하니스, 전기 부품이 포함된 완전하고 정확한 BOM을
작성함으로써 전자기계 설계를 향상시키십시오.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전기 개요도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전자기계
프로젝트를 빠르게
작성하십시오.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 솔루션
SOLIDWORKS는 통합 설계, 시뮬레이션,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제품 엔지니어는 여러 개발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어 설계 싸이클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혁신 제품의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솔루션 제품군은 다음을 처리합니다.
• 3D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내장 전기 개요도, 라우팅, PCB 및 전자기계 설계
• 구조 해석용 시뮬레이션, CFD, 플라스틱 사출 성형, 환경
및 모션 파라미터
•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과 검색을 위한 데이터 관리
• 역동적인 그래픽 콘텐츠, 검사 문서, 모델 기반 3D 제품 및
제조 정보(PMI)를 작성하기 위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과 도구

시각화
빠르고 쉽고 재미있는 실사적 콘텐츠 제작

SOLIDWORKS Visualize는 전문가 수준의 실사적 이미지,
애니메이션, 그 외 3D 콘텐츠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제작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하드웨어와 상관이 없습니다.
SOLIDWORKS나 다른 CAD 작성 도구(예: Rhino®, Autodesk®
Alias®, 3ds Max®)를 사용하여 제품, 건축물, 요트, 기계 및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 엔지니어, 콘텐츠 작성자가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향상된 3D로 결정을 내리는 환경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
SOLIDWORKS 소프트웨어는 설계의 생산성과 엔지니어링
리소스의 극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제품을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직관적인 3D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www.solidworks.co.kr/products2017 에서 설계,
시뮬레이션,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SOLIDWORKS 전체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SOLIDWORKS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solidworks.co.kr/solutions 을 방문하십시오.

12개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3DEXPERIENCE 플랫폼은 당사의 주력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산업솔루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EXPERIENCE®로 대표되는 다쏘시스템은 기업과 개인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가상세계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은
제품설계, 생산 및 지원 방식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협업솔루션은 가상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소셜 이노베이션을
촉진합니다. 다쏘시스템은 전 세계 140여 국가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21만 곳 이상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ko을 참고하십시오.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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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Visualize는 업계 최고의 렌더링 기능에 시각적
설계 중심의 기능과 워크플로를 결합하여 설계의 비전, 열정
및 감성을 전달하는 시각적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도구 제품군입니다.

SOLIDWORKS PREMIUM

혁신의 원동력

3D 설계
솔루션

SOLIDWORKS® Premium은 업계 첨단 부품, 조립, 빌트인 시뮬레이션이 지원되는 도면
기능, 비용 산정, 렌더링, 애니메이션, 제품 데이터 관리와 같은 강력한 설계 도구를
완벽하게 통합하여 작업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OLIDWORKS Premium은 독창적인 기능을 통해 제품의 다양한 생성 단계(설계, 검증,
콜라보레이션, 구축)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보다 생산적인 3D 설계 경험을 제공합니다.

패키지 하나로 모든 설계 과제 해결
SOLIDWORKS Premium 2017은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으로 작업을 자동화하고 워크플로를 간소화하며,
설계의 형태, 적합성, 기능을 신속하게 정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OLIDWORKS Premium은 설계,
시뮬레이션, 지속가능성,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관리를 망라하는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의 일부로서,
보다 효율적인 작업과 보다 나은 설계 관련 결정을 지원하는
전용 도구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빠른 학습, 신속한 작업, 생산성 향상
SOLIDWORKS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사용자가 빠르게 배우고
숙련된 사용자가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용의 편의성과 광범위한 사용자 정의 기능을 통합
제공합니다.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 SOLIDWORKS Premium을
통해 제품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가 즉각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직관적인 SOLIDWORKS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UI를 통해 CAD 경비가
절감되어 마우스로 선택하고 클릭하는 횟수가 줄어들며,
컨텍스트 메뉴가 제공되는 명령, 설계 기능별로 정렬된 도구
모음 명령, 필요한 명령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자동화 명령
검색 기능에 더욱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튜토리얼 및 지원 문서는 사용자가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손쉬운 사용자 정의를 통해 설계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상황 내 메뉴, 단축키 및
환경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제스처
기능으로 명령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API 및 배치
실행을 통해 자동으로 설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능 설계 및 도면화 기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용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고 숙련된 사용자에게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작업으로 취급되던 모델링 및 도면화 과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결하여 사용자 생산성을 증대시킵니다.

"우리는 혁신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SOLIDWORKS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 Kai Birger Olsen, 엔지니어링 책임자, Ramboll Offshore Wind

신속하게 아이디어 구현

설계 재사용 및 자동화

향상된 모델링 유연성으로 컨셉부터 출시까지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 작업을 활용하십시오.

부품 및 어셈블리 모델링
SOLIDWORK S Premium을 사 용 하 여 다 양 한 산 업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3D 솔리드 모델링: 3D 파트 및 어셈블리 모델을 개발 및
수정할 수 있고, 설계 변경에 따라 자동 업데이트되는 2D
도면 작성
• 컨셉 설계: 레이아웃 스케치 작성, 메커니즘의 성능 확인을
위한 모터 및 하중 적용, 3D 지오메트리 작성을 위한 참조
이미지 불러오기 및 스캔 지원
• 대형 어셈블리 설계 기능: 초대형 설계를 작성 및 관리하고
세부 또는 단순화된 모드로 작업
• 고급 곡면 모델링: 유연한 C2 곡면을 포함하여 복잡한
솔리드 및 곡면 지오메트리 작성 및 편집
• 판금: 굽힘 길이 보정 기능을 이용해 판금 파트를 자동으로
전개하는 등 판금 설계를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3D 파트를
판금 설계로 변환 가능
• 용접구조물: 미리 정의된 구조 형상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
구조 부재, 평판 및 보강판으로 구성된 용접구조물을
신속하게 설계
• 금형 설계: 코어 및 캐비티, 구배, 자동화된 분할 곡면, 금형
베이스 부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성형 파트 및 금형 설계
• 파이프/튜브 설계: 파이프/튜브 경로, 파이프 스풀, 파이프
경사 및 전체 BOM 테이블이 포함된 3D 기계 시스템 생성
및 문서화
• 전기 케이블/하니스 및 도관 설계: 설계를 위한 3D 전기
배선관 경로 및 전체 BOM 생성 및 문서화

• SOLIDWORKS 검색: 사용자의 컴퓨터, 네트워크,
SOLIDWORKS PDM 시스템 또는 인터넷에서 모든 파일
검색
• SOLIDWORKS Treehouse: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는
어셈블리 수형도를 작성, 구성 및 재사용
• 설계 자동화: 부품, 어셈블리, 도면 생성 등의 반복적인 설계
작업을 자동화
• SOLIDWORKS Toolbox: 체결부품 어셈블리 자동화를
포함하여, 어셈블리에 추가할 수 있는 백만 개 이상의 부품
및 기타 항목 제공
• 온라인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된 2D 및 3D 카탈로그
부품을 사용하여 설계 시간을 단축

애니메이션 및 실사적 렌더링
강력한 시각적 요소로 설계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고 급 렌 더 링 : SOLIDWORK S V isualize로 실 사 이 미 지 ,
애니메이션, 몰입형 콘텐츠 등을 제작
• 워크쓰루/플라이쓰루 애니메이션: 설계에 대한 가상
워크쓰루 또는 비디오 녹화
• 어셈블리 애니메이션: 모션, 중력 및 부품 접촉을
적용하거나 부품을 수동으로 움직여 설계의 기본 작동을
보여 주고 이를 비디오로 녹화하여저장

2D 도면
곧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2D 도안을 신속하게 생성합니다.
• 자동 도안 뷰 생성: 3D 모델을 도안으로 끌어다 놓아
자동으로 뷰 생성
• 자동 도안 뷰 업데이트: 3D 모델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이
도안 뷰에 자동으로 반영
• 치수 및 공차 작업: 치수와 공차를 자동 생성 및 배치
• BOM: 모델의 변화를 반영하는 부품 번호 속성 표시기와
용접 구조물 테이블을 포함한 자동화 BOM(Microsoft®
Excel®에 출력되는 BOM을 포함)
• 주석: 필요한 모든 기호, 노트, 구멍 속성 표시기 및 테이블
생성 기능
• 표준 검사: 도면과 회사 표준을 자동 비교하여 일관성 검사
• 도면 제어: 도면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그래픽 비교 및
수정사항 제어

가상 테스트를 통해 설계 성능 검증
SOLIDWORKS CAD와 전면 통합된 혁신적인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아이디어가 설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설계 시의 복잡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물리적 프로토타입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완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 기반 모션
SOLIDWORKS Motion은 어셈블리 메이트, 파트 접촉 및
견고한 물리학 기반의 솔버를 사용하여 제품의 운용 주기 동안
자신의 설계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하중을
받는 어셈블리의 실제 동적 움직임을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선형 정적 시뮬레이션
응력, 변형 및 하중을 받는 지오메트리의 안전 계수를
계산하여 파손이 예상되거나 과도하게 치수가 입력된 경향이
있는 영역을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품질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www.solidworks.co.kr/simulation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SOLIDWORKS 시뮬레이션 솔루션의 고급 시뮬레이션 기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OLIDWORKS Sustainability
최근 SOLIDW ORK S Premium에 통합된 SOLIDWORKS
Sustainability를 사용하면 전체 설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재료 선택과 파트 지오메트리를 최적화하며 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FloXpress
SOLIDWORKS FloXpress는 기체 및 액체 유동 시뮬레이션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비용 목표 충족 및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 제조
설계와 가까운 결과물을 도출하고, 제조 대상 설계를 신속하게
트래킹하며,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고려한 설계(DFC)와 자동 견적
• 자동 비용 산정: 부품 및 어셈블리 제조 비용을 자동 산정
• 사용자 정의 제조 설정: 개별적인 제작 환경을 위한 비용
산정의 사용자 정의

제조 적합성을 위한 설계(DFM)
• DFMXpress: 설계의 제조 적합성 자동 확인
• 변경 사항 확인을 위한 파트 및 도면 비교: 설계에 대한
파트 및 도면 비교 도구를 사용하여 파트나 도면의 두 버전
간의 차이점을 그래픽으로 표시
• 구배, 언더컷 및 벽 두께 검사: 몰딩, 주조 및 단조 파트와
툴링에서 구배, 언더컷 및 벽 두께 문제를 자동으로 검사

간섭 탐지
• 충돌, 간섭, 구멍 정렬 자동 확인: 부품 간의 간섭, 충돌,
여유값 및 구멍 정렬 불량 확인
• 공차 누적 해석: 부품 및 어셈블리에 대한 공차의 영향 자동
확인

전기 제조
• 하니스 핀 보드: 와이어 하니스를 자동으로 전개하여 전기
제조를 위한 핀 보드 도면 및 와이어 절단 테이블 생성

파이프 및 튜브 시스템 제조
• 내보내기: CNC 파이프 벤드 데이터, 스풀 데이터, BOM 및
ISOGEN™용 PCF
• 불러오기: P&ID 파일로부터 배관 스펙 불러오기

“SOLIDWORKS Costing 도구를 사용하면 정확한 설계 제안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장하므로 모든 제조 관련
제안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 P. Chandramouli, 관리 책임자, Domotech Appliances
제조를 위한 기타 출력 데이터
• 판금 전개도: 굽힘 보정으로 판금 설계를 자동으로 전개
• 전개가 불가능한 곡면 전개: 펼치거나 접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곡면을 전개
• 3D 인쇄/쾌속 조형: 3MF 및 AMF를 지원하는 3D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고 쾌속 조형을 위해 STL 및 기타
파일 형식으로 출력
• 2D 제조 데이터: SOLIDWORKS 3D 모델에서 CNC-ready
DXF 및 DWG 파일 정보를 자동으로 직접 내보내기
• 생산 준비 간소화: 구멍 차트, 용접 테이블, 용접구조물
테이블, 펀치 도구 데이터 자동 출력
• 3D CAM 파트너 통합: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 없이
Certified Gold 파트너의 CAM 제품을 사용하여
SOLIDWORKS 내부에서 NC 도구 경로를 직접 업데이트

신속한 협업 및 아이디어 전달
타 작업자들과 CAD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업 내 여러 부서,
고객 및 업체들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메카트 로닉 설계
프로세스, 단일 플랫폼에서의 동시 병행 설계, 간소화된 전기/
기계적 설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품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 2D DWG 데이터: SOLIDWORKS 2D CAD 도구를
사용하여 설계를 유지 관리
• 자동 피처 인식: SOLIDWORKS에서 생성되지 않은 CAD
데이터를 수정 가능한 SOLIDWORKS 모델로 자동 변환
• ECAD-MCAD 데이터 교환: CircuitWorks™를 사용하여 기계
설계자와 회로 설계자 간의 양방향 데이터 교환 지원
• 스캔 데이터 불러오기: 스캔된 데이터를 SOLIDWORKS CAD
지오메트리로 변환함으로써 손쉬운 역설계 지원

협업 도구
• 대규모 설계 검토: 대형 어셈블리를 워크쓰루, 측정, 단면,
코멘트와 함께 스냅샷 보기 생성
• eDrawings® 뷰어: 이메일 친화적 파일 형식으로
SOLIDWORKS 파일을 보기 및 마크업하고, SOLIDWORKS
CAD, DWG 및 기타 다양한 CAD 형식을 모바일 장치에서
지원
• 지적 재산권 보호: Defeature 기술을 사용하여 모델을
공유하기 전에 설계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숨기거나
보호
• SOLIDWORKS Visualize: 영향력 있는 콘텐츠와 경험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실현함으로써 제품 설계 및 시장
출시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

데이터 교환

SOLIDWORKS 제품 데이터 관리(PDM)

• 불러오기/내보내기: AEC 설계 소프트웨어의 호환을 위한
IFC 파일 불러오기/내보내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형식으로
CAD 데이터 변환 가능

• 데이터 관리: 자동 수정본 관리, 데이터 보안 및 액세스
제어를 통해 설계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검색: 신규 설계에서 사용할 부품 검색 및 재사용을
위한 기존 설계 검색 및 활용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

데이터 교환

SOLIDWORKS 소프트웨어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리소스의
생산성을 극 대 화 하 여 보다 우 수한 제품 을 보다 빠르 고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직관적인 3D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www.solidworks.co.kr/products2017 에서 설계,
시뮬레이션,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SOLIDWORKS 전체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SOLIDWORK S Premium 2017은 다 음과 같은 다양 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된 CAD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변환 도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활성 서브스크립션이 있는 SOLIDWORKS Premium 또는
Professional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olidworks.co.kr/visualize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SOL IDW ORK S Premium 솔루 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www.solidworks.co.kr/premium을 참조하거나 SOLIDWORKS
현지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SOLIDWORKS의 시스템 요구 사항은
www.solidworks.co.kr/systemrequirement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D XML
• ACIS
• Autodesk® 3D Studio
Max(3DS)
• Autodesk Inventor®
Assembly
• Autodesk Inventor Part
• CADKEY®
• CATIA® (선택 사항)
• CATIA Graphics
• DWG
• DXF
• eDrawings

•
•
•
•
•
•
•
•
•
•
•

HCG
Hoops HSF
Mechanical Desktop®
Parasolid®
Pro/Engineer®/Creo®
Assembly
Pro/Engineer/Creo Part
Rhino
SLDXML
Solid Edge® Assembly
Solid Edge Part
Unigraphics® NX

•
•
•
•

ProStep EDMD
STEP AP203/214
VDAFS
VRML

중립 CAD 형식
•
•
•
•

IDF
IFC(4.0 및 2x3)
IGES
PADS

점집합/메시 데이터
• 메시 파일

• 점집합

3D 인쇄 형식
• 3MF
• AMF

• OBJ
• STL

이미지 및 문서 형식
•
•
•
•

Adobe Illustrator®
Adobe Photoshop ®
JPG
Microsoft XAML

• PDF(2D 및 3D)
• PNG
• TIFF

외부 애플리케이션
• DLL
지원 표준
• ANSI
• BSI

• DIN
• GB

• GOST
• ISO

• JIS

12개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3DEXPERIENCE 플랫폼은 당사의 주력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산업솔루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EXPERIENCE®로 대표되는 다쏘시스템은 기업과 개인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가상세계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은
제품설계, 생산 및 지원 방식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협업솔루션은 가상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소셜 이노베이션을
촉진합니다. 다쏘시스템은 전 세계 140여 국가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21만 곳 이상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ko을 참고하십시오.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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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VISUALIZE에 포함된 혜택

네이티브 CAD 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