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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STEK

CADSTEK
(주)캐즈테크는 솔리드웍스(SOLIDWORKS)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SOLIDWORKS Simulation), 솔리드캠(SolidCAM)의 한국 총판 대리점
으로 귀사와 함께 비즈니스가 젊고 빠른 기업으로 함께 발전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며 독창성과 고객 중심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PROCESS

여러분이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빠른 업데이트로 최상의 서비스와 각종 업계의 소식 및 행사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유용한 자료를 공유하여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겠습니다.
SOLIDWORKS
3D Modeling

Simulation / RecurDyn
/ SimDrive 3D 해석

SOLIDWORKS PDM
데이터 관리

3D Printer

SolidCAM 가공

Education & Consulting

HISTORY
2001
~
2005

2001. 02. Founded CMC Inc-컨설팅 서비스 그룹 설립
2005. 09. Founded CADS Technology Inc-(주)캐즈테크 설립
09. Contract Distributorshop of SOLIDWORKS Products
		 -SOLIDWORKS 총판
09. Established the Training Center-SOLIDWORKS 교육센터 설립

2006
~
2010

2006. 02. Sales Start The Imold Product (SOLIDWORKS Gold Partner)
03. Sales Start The SolidCAM Product (SOLIDWORKS Gold Partner)
06. Cosmos Day 2006 Open
09. SOLIDWORKS World 2006 Open

2008. 01. ESI-Group 한국 공식 파트너 계약 체결
05. GearTrax 한국 총판 계약 체결
08. SolidCAM 한국 총판 계약 체결
2009. 04. INTERMOLD KOREA 2009 참가
10. SOLIDWORKS Innovation Day 2009 행사 개회 - 부천,안산,서울
2010. 04. SIMTOS 2010참가
06. SOLIDWORKS Simulation 2009 행사 개최 - 천안,서울
10. SOLIDWORKS Innovation Day 2010 행사 개최 - 천안
12. Plant 2010 Conference 참가

2011. 03. INTERMOLD KOREA 2011참가
05. 펑션베이 총판 계약 체결 : RecurDyn Solution
08. 킨텍스 엔지니어링 한국 총판 계약 체결 : SimDrive 3D
2012. 08. SolidCAM Asia Conference
08. SOLIDWORKS Var Conference 2012
09. SolidCAM Reseller 체결 - 부산,광주,대구
09. DST로봇 자동화 설계 개발 프로젝트 / PDM 구축 프로젝트
09. KCTech PDM 구축 프로젝트
10. SOLIDWORKS Innovation Day 2013개최 - 부산,광주,대구
10. RecurDyn User Conference 개최
10. SOLIDWORKS 전용 MechClick(3D라이브러리) Launch
2013. 0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04. 현대중공업 Anchor Handling 구축 프로젝트
		 우양HC PDM 구축 프로젝트
05. SOLIDWORKS Var Conference 2013 참가
09. SolidCAM Reseller Conference in EMO2013 참가
10. SOLIDWORKS Innovation Day 2014 개최
11. IK Semicon PDM 구축 프로젝트

2014
~
2016

2014. 03. 우양HC Vessel API 구축 프로젝트
05. 암페놀 PDM 구축 프로젝트
		 SIMTOS 2014 참가
		 KCTech PDM API 구축 프로젝트
09. VSME –SOLIDWORKS SEMINAR 2014 개최
10. SOLIDWORKS Innovation Day 2015 개최
12. 카코뉴에너지 PDM 구축 프로젝트
2015. 01. 삼보테크 PDM 구축 프로젝트
02. 두산인프라코어 SEPIS 구축 프로젝트
04. Multiproduct Seminar 행사 개최
07. 3D Printer MAKERBOT Launch
08. SOLIDWORKS Var Conference 2015 참가
10. SOLIDWORKS Innovation Day 2016 개최
12. 현대자동차 SimDrive 3D 교육

SOLIDWORKS

2007. 04. SOLIDWORKS 로드쇼
		 2007 Open-Chung Nam University, Cheon An
06. Design Validation Day 2007 Open-Coex Intercontinental Hotel
06. SOLIDWORKS 90% Over Subscription Club 선정

2011
~
2013

2016. 03. 신도리코 3D Printer Launch
04. SIMTOS 2016 참가

Soli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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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ADSTEK

Education Center

CAD

CAE(Simulation)

PDM

SOLIDWORKS Consulting

CAE(Simulation) Consulting

PDM Project Consulting

· 새로운 CAD Program과 실무설계를 통한
customize 컨설팅
· 실무설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적용
·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시간 단축과
불량률 저하의 효과

·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동역학 및 구조,
유체역학 해석
· 많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복잡한 구조 해석
·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한 해석
· 기존 구조 해석 모델의 적정성 검토 및
적정 모델로의 수정 작업

· 회사의 표준화를 확립한 PDM Server
· DATA의 통합 운영 및 Revision 관리,
협업설계, Project 관리
· 초기 Library setting으로 계속적인 설계 구축

Project

Consulting
Technical
Support

주요 프로젝트 수행
원자력, 항공, 자동차, 반도체 장비/모듈, 로봇 시스템

서비스 및 교육 안내(Support)

Education & Consulting

Education

PROJECT SERVICE
설계 컨설팅 프로젝트

PDM | PLM Project Consulting
PDM | PLM Project Consulting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Project가 아니며, 회사의 표준화를 확립하여 PDM | PLM Server에 셋팅하는 총 과정을 수행하게 되
는 장기 Consulting 입니다. PDM | PLM Project Consulting을 완료하게 되면 설계 DATA의 통합 운영과 그에 따른 Revision 관리, 협업설계, Project 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초기 Library Setting이 가능해짐으로 계속적인 설계 Library를 구축하게 됩니다.

해석 컨설팅 프로젝트

SOLIDWORKS

SOLIDWORKS Consulting
설계컨설팅은 Customize를 기본으로 시행합니다. SOLIDWORKS를 도입하는 업체에게는 새로운 CAD Program으로 실무 설계를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
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 또한 목표입니다. SOLIDWORKS Consulting은 3D CAD인 SOLIDWORKS를 이용하여 설계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설계 시간 단축과 불량률 저하의 효과를 단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기술연구소에서는 검증된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동역학 및 구조, 유체역학 부분의 해석까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제품 개발 등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여러 방면에 복잡한 문제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CADSTEK 지원 및 교육 서비스 안내

·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 유선 또는 전용 원격프로그램을 통한 신속한 지원 서비스
· 전담 엔지니어팀 항시 대기
· 최신 서비스팩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과 및 생산성 향상
· 이전 버전 지원으로 생산 지연 최소화
· CSP/CSWA 시험을 통한 사용자 숙련도 평가를 받은 엔지니어의 교육지원
· 고객 대상 맞춤 컨설팅 상담

· 전문가로 구성된 완벽한 Training
· 정기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 다양한 예제를 통한 숙지 및 응용수업
· 최적의 설계 환경 셋팅 교육장
· Web-cast를 통한 온라인 교육
· S OLIDWORKS, SOLIDWORKS Simulation, SOLIDWORKS PDM,
SOLIDWORKS Composer, SolidCAM, RecurDyn 등 교육실시

SOLIDWORKS Product별 무료 온라인 세미나
· Product별 온라인 세미나 진행(CAD, CAE)
· 파트별 담당 엔지니어의 라이브 세미나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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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자동화(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 체계나 DB 관리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를 말하며,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행을 위해 특
정 서브루턴에 연결을 제공하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API
SOLIDWORKS 사용자가 자주 쓰는 명령어 및 일련의 작업을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C++, VB)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동화
CAD/CAE/CAM/PDM | PLM 도구를 이용해 설계 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에서 경험과 표준 및 비표준화된 설계를 자동으로 3D에서 2D 및 가공,
관리 설계지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5

SolidCAM

SOLIDWORKS Subscription 대상고객 지원 서비스

·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해석일지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한 구조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기존 구조 해석 모델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 모델로의 수정 작업을 원하는 경우
· 해석과 이에 따른 해석 구조물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경우
· 주요 프로젝트 수행 : 원자력, 항공, 자동차, 반도체 장비 및 모듈, 로봇시스템

SOLIDWORKS MATRIX 3D
SOLIDWORKS Product Define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CADSTEK

SOLIDWORKS

SOLIDWORKS Premium

SOLIDWORKS Premium
파트 및 어셈블리 모델링

SOLIDWORKS Professional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Visualize

SOLIDWORKS Composer

SOLIDWORKS MBD

SOLIDWORKS Inspection

SOLIDWORKS
SOLIDWORKS
Premium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3D Modeling

3D Content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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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Metal Design
& Weldments

BOM table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

FeatureWorks

SOLIDWORKS
Design Checker

SOLIDWORKS PDM
Standard

Photoview360

SOLIDWORKS
Utilities

Task Scheduler

SOLIDWORKS
Toolbox

eDrawings
Professional

SOLIDWORKS
Motion

SOLIDWORKS
Simulation

SOLIDWORKS
Routing

SOLIDWORKS
MBD

SOLIDWORKS
Inspection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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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Inspection
Profess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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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CAM

Flow-Xpress

Animation

SOLIDWORKS
Composer

■

Standard

SOLIDWORKS

SOLIDWORKS
Professional

■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

Education & Consulting

SOLIDWORKS

3D 솔리드 모델링
대규모 어셈블리 설계 기능
고급 곡면 처리
판금, 용접구조물, 금형설계
PCB 데이터를 3D파트로 판독
완벽한 ECAD-MCAD 데이터 교환
파이프/튜브 설계
전선/하네스 설계
2D 도면
도면뷰 자동작성 및 업데이트
주석, BOM, 용접구조물 테이블
국제 표준 지원
설계 재사용 및 자동화
SOLIDWORKS 검색
설계 자동화
설계 라이브러리, 표준부품 라이브러리
공급업체 3D모델
작업 스케줄러
애니메이션 및 렌더링
어셈블리 애니메이션
워크스루/플라이스루 애니메이션
설계검증 및 시뮬레이션
충돌 및 간섭 탐지
구멍 정렬 검사
제조 적합성 검사
유체 유동
구매 및 언더컷 분석
비용 예측
공차 누적 분석
동역학 모션 시뮬레이션
구조 확인
협업 및 공유
불러오기/내보내기
2D DWG/DXF 데이터 활용
eDrawings, eDrawings Professional
피처인식
스캔 데이터 불러오기
SOLIDWORKS Composer
상세도
고해상도 이미지
대화형 애니메이션
대화형 BOM 및 부품 목록
SOLIDWORKS MBD
자동치수구조
동적주석보기
3D View
PDF 3D 변환
3D 파단도
SOLIDWORKS Visualize
한글 UI, 도움말 지원
라이브러리
감마보정
애니메이션 제작
카메라 후처리
다중 Viewport 지원
통합 Render QUEUE 지원
SOLIDWORKS Inspection
스탠드얼론 & 애드인
도면, PDF, TIF
고급 OCR
자동 부품 번호 입력
보고서 작성
PDF 및 Excel로 내보내기
측정값 직접 입력
CMM 데이터 불러오기
자동검증
색상으로 구분된 결과

SOLIDWORKS SOLIDWORKS SOLIDWORKS SOLIDWORKS SOLIDWORKS
Premium
Professional
Standard
Composer
MB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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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판금

설계 라이브러리

전기 케이블/하네스 및 전선관 설계

모션 시뮬레이션

멋진 C2(Curve-Continuous) 곡면을 포함하여 복잡한
솔리드 및 곡면 지오메트리 작성 및 편집

굽힘 길이 보정 기능을 이용해 판금 파트를 자동으로 전
개하는 등 판금 설계를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3D파트를
판금 설계로 변환 가능

자주 사용하는 파트, 피처, 템플릿 등을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으며, SOLIDWORKS Toolbox를 통해 어셈블리에 추가할 수 있는 백
만개 이상의 하드웨어 부품과 기타 항목을 제공

전기 배선 연결 정보를 불러와서, 3D 전기 배선관 경로 및
전체 BOM 생성 및 문서화

SOLIDWORKS Motion은 제품의 동역학을 검사하여 운
용 주기동안 설계 목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음

용접 구조물

충돌 및 간섭 탐지

온라인 라이브러리(3DContentCentral.com)

미리 정의된 구조 형상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 구조 부
재, 평판 및 보강판으로 구성된 용접구조물을 신속하게
설계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 부품 간의 간
섭, 충돌 및 여유 공간을 검사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된 2D 및 3D 카달로그 부품을 사용
하여 설계 시간을 단축

구조확인

Pipe 및 Tube 설계

공차 누적 분석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을 쉽게 확인하고 설계 변경
사항을 평가하여 제품 품질을 높임

제조 적합성 및 운송을 위해 스풀이 포함된 완전한 파이
프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연성 또는 고정 튜빙 시스템 설
계를 개발

SOLIDWORKS ToolAnalyst를 사용하여 파트와 어셈블
리에 미치는 공차의 영향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어셈블리
에 부품이 일관되게 맞도록 보장

어셈블리 애니메이션

BOM 테이블

자동피처인식

모션, 중력 및 부품 접촉을 적용하거나 부품을 수동으로
움직여 설계의 기본 작동을 보여주고 이를 비디오로 녹
화하여 저장

부품 번호 속성 표시기 및 용접구조물 테이블이 포함되
어 있고 모델 변경 시 자동 업데이트 되는 자동화된 BOM
을 생성할 수 있고, ERP/MRP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인쇄하기 위한 BOM을 어셈블리 또는 도면으로부터
Microsoft Excel로 직접 출력 가능

SOLIDWORKS에서 생성되지 않는 CAD데이터를 수정
가능한 SOLIDWORKS 모델로 자동 변환

불러오기/내보내기

대형 어셈블리 설계 기능

금형설계

AEC 설계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FC 파일 불
러오기/내보내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형식으로 CAD 데
이터를 변환

대형 설계를 작성 및 관리하고 상세 또는 단순화 모드에
서 작업

코어 및 캐비티, 구배, 자동화된 분할 곡면, 몰드 베이스
부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사출 파트 및 금형 설계

PhotoView360

작업 스케줄러

eDrawings Professional

그래픽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실사적 이미지와 애니메
이션을 신속하게 작성

SOLIDWORKS 작업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나중에 실행
할 작업을 예약 가능하며, SOLIDWORKS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실행 가능

SOLIDWORKS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파일 형식으로 Drawings Viewer에서 직접 보고
마크업 할 수 있음

설계 자동화

2D 도면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

DriveWorksXpress를 사용하여 파트, 어셈블리 및 도면
생성 등의 반복적인 설계 작업을 자동화

생산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2D 도면을 신속하게 작성
하여 설계를 어떻게 제조하고 조립할지 분명하게 전달

전문적인 실사 품질의 이미지, 애니메이션 및 기타 3D콘
텐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생성

SOLIDWORKS

고급 곡면

3D 파트 및 어셈블리 모델을 개발 및 수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에 따라 자동 업데이트되는 2D도면 작성

Education & Consulting

3D 솔리드 모델링

Soli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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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Simulaton Xpress

SOLIDWORKS Premium

SOLIDWORKS Simulation
지오메트리 유형

Mechanical Design Validation

SOLIDWORKS Motion
Simulation

SOLIDWORKS Flow Simulati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Simulation
Premium

Simulation
Professional
SOLIDWORKS
Premium

Nonlinear

정적해석

Static

모션시뮬레이션

Frequency/Buckling

열해석

Thermal

낙하/충돌해석

Drop Test

피로해석

Fatigue

최적화해석

Optimization

압력용기해석

Pressure Vessel

이벤트 기반의 모션해석

Event Based Motion

복합채해석

Composites

동적해석

Advanced Dynamics

열·유동 해석

Flow

사출성형해석

Plastics

+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SOLIDWORKS
Simulation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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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CAM

SOLIDWORKS
Motion

고유진동수/좌굴해석

+ (2)

SOLIDWORKS
Premium

SOLIDWORKS

비선형해석

SOLIDWORKS
Simulation Xpress

SOLIDWORKS Simulation Premium

Education & Consulting

SOLIDWORKS
Simulation

파트 및 어셈블리 시뮬레이션
솔리드, 쉘, 빔 및 트러스 모델
강체 부품 및 가상 벽
분산 및 집중 질량
시뮬레이션 유형
정적 응력 및 접촉 변위
고유 진동수
좌굴 및 불안정성
열 전달-정상 상태 및 비정상 상태
피로/내구성
낙하테스트
압력 욕기 검증을 위한 하중 조합
비선형 재질, 대변위 및 비정상 상태 시뮬레이션
동적 시간 기록, 조화 및 불규칙 반응 시뮬레이션
재질속성
온도 의존성이 있는 선형 탄성 등방성 및 이방성 재질
비선형 VonMises 가소성
비선형 탄성
Mooney-Rivin 및 Ogden-Hyperelastic모델
비선형 점탄성(크리프)
Nitinol
적층 복합재
설계도구
다중 해석 스터디 / "가상"시나리오
모든 입력 조합을 위한 테이블 이용 설계 시나리오
Simulation Advisor
설계 한계 경고 센서
자동 메시 수렴을 위한 Adaptive 메시
최적화 설계 통찰을 위한 경향 분석기
환경(하중/구속조건)
수직/방향 압력 및 하중
비균일 압력 및 힘
본체 하중 : 중력, 원심력, 선형 및 회전 가속도
강체 및 분산 원격 하중
베어링 하중 분포
열 팽창의 온도 하중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하중 불러오기
대칭 및 순환 대칭 구속조건
형상 기반(고정,원통형,구형,평면) 구속조건
탄성 지지/지지 구조물
볼 베어링 지지
온도, 전도, 대류, 복사, 열량, 유속
열전달 해석 스터디에서 정적 해석 스터디 온도 불러오기
정적 또는 열전달 해석 스터디의 하중으로서 유동 결과 가져오기
어셈블리 연결점
슬라이딩 및 마찰로 파트간 접촉
메이트 면에서 파트 본드 결합
끼워 맞춤/프레스 맞춤 접촉
스프링, 볼트, 핀 및 부분 용접 커넥터
열 접촉 저항
결과 도구
합력 및 부품 변위 플롯
VonMises응력, 주응력, 부품 응력 플롯
주요 변형, 부품 변형, 변형 에너지 밀도 플롯
VonMises, Tresca, 최대 주응력 및 Coulomb-Mohr안전 계수 플롯
다축 응력 하중 기반 볼트 및 핀 안전계수 플롯
프로브 및 로컬 결과 표시
동적 단면 플롯
다중 해석 스터디를 통해 결과 비교
변형된 형상 SOLIDWORKS 파트로 저장
피로 수명 및 손상 플롯
고유 진동수 모드 형태 플롯 애니메이션
좌굴 형상 플롯
온도 및 열 유속 플롯
압력 용기 설계의 선형화 응력 플롯
낙하 테스트의 응답 대 시간 플롯
응답 대 하중 증분 플롯 대 응답
PSD 출력일 이용한 동적 해석 스터디를 위한 응답 대 시간 또는 진동수 플롯
엔지니어링 공동 작업
HTML 및 DOC 보고서 형식
시뮬레이션 결과의 eDrawings 게시
BMP, JPEG, VRML, XGL 또는 AVI 파일로 플롯 저장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파일/템플릿
다른 FEA 시스템으로 내보내기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CADSTEK

SOLIDWORKS Simulation

+
+
+

+ (2)

+

+

+

+

+

+

+

+

+

+

+

+

+

+

+

· “+” 가 포함됨 “O” SOLIDWORKS Flow Simulation 필요
· (1) VonMises 가소성은 낙하 충격 테스트 해석 스터디에만 해당
· (2) Simulation Xpress에서 이러한 기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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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Simulation Premium

파트와 어셈블리에 대한 가상 테스트 및 해석 수행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솔루션의 활용을 통한 설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은 설계자가 설계의 수명, 복잡한 하중 시나리오, 다중물리 문제와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고급 시뮬레이션 가상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SOLIDWORKS Simulation Premium에는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복합재의 해석을 위한 추가적 기능 , 비선형 및
동적 응답에 대한 해석을 위한 강력한 해석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비선형 해석

· 마찰력을 포함한 접촉하는 부품 사이의 하중과 응력 평가
· 베어링 하중, 힘, 압력, 토크 적용
· 구조, 모션 또는 지오메트리 기반의 설계 최적화
· 볼트, 핀, 스프링, 베어링 모델링을 위한 커넥터 또는 가상 패스너(fastener) 사용
· 설계 시 최적의 설계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Trend Checker 및 Design Insight 플롯을 활성화하
여 사용
· 평면 응력, 평면 변형, 축대칭 선형 정적 해석으로 설계 주기의 초기에 복잡한 문제를 평가

· 종합적 평가를 위한 선형 및 비선형 시뮬레이션 사이의 용이한 전환
· 과도 하중, 접촉, 유연성 재질에 의한 변형 효과 해석
· 재질 항복 후 재질의 잔류 응력 및 영구 변형 확인
· 비선형 좌굴 해석 및 스냅스루 이벤트 해석
· 고무, 실리콘, 기타 탄성중합체 등과 같은 초탄성 재질에 대한 해석
· 소성 변형 및 항복 시작에 대한 연구를 위한 탄소성 해석 수행
· 크리프 효과 및 온도에 의한 재질 변화에 대한 확인

제품 성능을 높여주는 최적화 기술로 설계를 신속하게 진행

Education & Consulting

강력한 구조 해석 기능을 이용한 설계 검증

CADSTEK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대변형 및 복잡한 재질 모델과 관련된 비선형 문제 해석

온도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파트와 어셈블리의 동적 해석 수행

·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열 전달 해석
· 등방성, 이방상, 온도 의존 재질 속성 활용
· 온도 분포 및 재질 변화에 의한 열 응력 확인

· 시간 이력, 정상 상태 조화, 응답 스펙트럼 및 임의 진동 가진에 대한 시뮬레이션
· 시간 또는 RMS 및 PSD 값을 이용한 응력, 변위, 속도 및 가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 비선형 동적 기능을 이용한 충격 해석 수행

열 하중이 설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확인

순간 하중에 따른 제품 응답 플롯

복합재 시뮬레이션

· 모델 이벤트 및 어셈블리 동작 기반으로 모션 스터디 정의
· 새로운 모션 센서, 시간 또는 이전 작업 완료를 이용한 작동 활성화
· 모션 최적화를 위해 액츄에이터의 작용력 및 조인트 하중과 같은 특성 평가
· 서보 모터로 모델 액츄에이터의 제어 기능 향상

· 레이어 재질, 두께 및 방향이 제품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을 위한 다층 복합 해석
·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플라이 방향을 동적으로 제어 및 표시
· 운용 하중에 대한 정확한 복합재 성층(layup) 및 방향 결정
· 허니컴 및 셀룰러 폼 등의 샌드위치 및 그래파이트 또는 탄소섬유 복합재 사용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매우 까다로운
기계에 대해서도 가상 프로토타입 제작

SOLIDWORKS

이벤트 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정 및 작업 워크플로에 대한 어셈블리 모션 해석

강성 및 플라이 파손 결과를 포함한 복합재 성능 검증

반복 하중이 제품 수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D 평면 단순화 도구를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석

· 지정된 사이클 후 시스템의 예상 수명이나 누적 손상 평가
· 하중 이벤트 정의를 위해 실제 물리 테스트에서 획득한 하중 이력 데이터 불러오기

· 평면 응력, 평면 변형, 축대칭 비선형 해석 생성
· 짧은 시간 내에 뛰어난 정확도로 복잡한 접촉 문제 해석
· 해석용 2D 단면을 생성하기 위해 수정없이 3D CAD 모델 사용

설계에 대한 진동이나 좌굴 시뮬레이션

계산된 하중 또는 SOLIDWORKS Motion 하중을 기준으로
부품 수명 평가

12

SolidCAM

· 진동 또는 불안정 모드가 어떻게 장비 수명을 단축시키고 급작스런 파손을 유발하는지 확인
· 하중 강성이 진동 및 좌굴 응답에 미치는 효과 평가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2D 평면 단순화 도구를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해석

13

SOLIDWORKS Plastics

간편한 액체 및 기체 해석

플라스틱 파트 및 사출 금형 설계 최적화

SOLIDWORKS Flow Simulation 소프트웨어는 유동 해석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유체 유동, 열 전달 및 유동력을 손쉽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CFD(전산유체해석) 도구로서 액체 또는 기체가 제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Plastics는 플라스틱 파트 및 사출 성형 설계자가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파트
또는 금형 설계, 플라스틱 재료 또는 공정 파라미터의 변경을 통해 잠재적 결함을 손쉽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원, 시간 및 비용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복잡한 유동의 평가 및 최적화

제품 출시

변경비용

파트 생산

부품 내부 및 주변의 복잡한 유동을 검토하여 난류 및 재순환
문제를 감지하고 유동 조건을 확인

몰드생산

변경비용

변경영향

파트설계

제조 공정 설계

설계 단계에서 과열의 위험성을 감소
· 제품 내부 및 주변의 온도 분포에 대한 시각화 및 해석
· 대류, 전도, 복사 효과를 고려한 열 유동 해석
· 시간 및 좌표 의존 경계 조건 및 열원 적용
· 열 교환 효율성과 같은 설계 목적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치수 확인

온도 분포 및 열 유속을 검사하여 가열 문제 예방

몰드설계

제조 적합성 검증 & 직관적인 워크플로 및 설계 조언
· SOLIDWORKS CAD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파트 설계자, 금형 설계자 및 금형 제조업체가 제조 적합
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설계 개발을 가능하게 함
· SOLIDWORKS Plastics는 3D 모델 상에서 직접 작동하기 때문에 파일 변환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설
계 변경에 대한 영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메시 기능을 이용해 벽이 얇은 파트에서 매우 두꺼운 파트 및 솔리드 파트에 이르는 모든 지오메트리
에 대한 해석을 수행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계별로 안내가 제시되고, 안내 방식의 해석과 지능적인 기본 설정 및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정확한 설정이 되므로 전문적인 시뮬레이션 지식없이도 사용 가능
· 벽 두께, 게이트 위치, 재료 또는 지오메트리의 변경이 파트 제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파트 설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 금형 설계자가 다중 캐비티 및 패밀리 금형 레이아웃
과 피드 시스템(스프루, 러너, 게이트 등)을 신속하게 최적화 할 수 있음

Education & Consulting

· 파라미터 해석을 이용하여 부품을 통과하거나 부품 주위를 흐르는 복잡한 유동을 평가
· 설계 목적의 충족을 위해 압력 강하 등의 유동 조건에 맞춰 모델을 조정
· 동영상 유동 궤적 시각화를 이용한 난류 및 재순환 문제 감지
· 혈액 및 용융 플라스틱과 같은 비뉴톤성 유체의 유동 해석
· 임펠러 및 팬의 변화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다공성, 캐비테이션, 습도와 같은 정교한 효과 고려

CADSTEK

SOLIDWORKS Flow Simulation

SOLIDWORKS Plastics Professional
· SOLIDWORKS Plastics Professional은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잠재적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
· 해석 또는 플라스틱 분야의 전문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음
· 웹 기반의 HTML 보고서를 통해 손쉽게 사용 가능

SOLIDWORKS

PCB 및 전자 부품의 열 성능 최적화 (선택옵션 모듈 : Electronic Cooling)
· Electronic Cooling 모듈에는 줄 가열(Joule heating) 시뮬레이션, 2-저항 부품 컴팩트 모듈, 히트파
이프 컴팩트 모듈, 인쇄 회로 기판(PCB) 생성기가 포함되어 있어 전자 부품의 열 특성 및 냉각 요구
사항을 평가할 수 있음

SOLIDWORKS Plastics Premium

Electronic cooling 모듈로 PCB의 열 성능 최적화

작업 및 거주환경에 대한 공기 흐름 및 쾌적도 지표 예측 및 달성 (선택옵션 모듈 : HVAC)
· HVAC 모듈에는 고급 복사 모델링, 쾌적도 지표, 대규모 건축 자재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작업 및 거주 환경의 기체 이동과 온도를 평가할 수 있음

· 사출 금형의 설계자와 제작자에게 최적화되어 단일, 다중 캐비티 및 패밀리 금형 레이아웃을 신속하
게 생성하고 해석할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불필요한 재작업을 회피
· 스프루, 러너 및 게이트 해석을 통해 게이트 유형, 크기 위치를 최적화하고 최상의 러너 레이아웃,
크기 및 단면 형상을 결정
· 금형에 맞춰 사출 성형기계의 크기를 결정하고 설계 주기를 최적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

강력하고 직관적인 결과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해석 통찰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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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CAM

HVAC 모듈로 작업 및 거주 환경의 공기와 온도 유동 향상

· 속도, 압력, 와도, 온도, 질량분율을 포함한 결과 값 분포에 대한 연구를 위한 단면 또는 곡면 플롯 활용
· 점, 면 및 체적 파라미터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위치의 결과 측정
· SOLIDWORKS 스케치에 따른 결과 변화 그래프
· 결과 목록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Microsoft Excel로 자동으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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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향상 및 혁신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제어

즉각적인 생산성 증대

SOLIDWORKS PDM은 SOLIDWORKS 응용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통합되고 배포가 간편한 단일 솔루션을 이용해 제품 개발 팀 전체의 설계 데이터를 관리
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3D 설계 환경에 대한 로컬 및 원격 액세스 범위를 엔지니어링에서 제조 부분에 이르기까지 확장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설계에 관한 협업을 수행하고 통합된 추적 및 버전제어 기능을 통해 설계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

설계 데이터 체계화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CAD 커넥터, 복제된 서버 및 사용자 정의를 위한 API를 포함하는 완벽하게 통합된 솔루션 번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Windows Explorer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를 신속하게 지원
· 어떤 설계에서나 클릭 한번으로 “사용된 위치” 및 “포함된” 정보 확인
· 사용환경을 개인에 맞게 설정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를 사용자 정의
· 통합된 Windows 탐색기 검색 및 둘러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데스크탑의 혼잡을 줄이고 신속하게 파일 검색
· 정보 팝업 창을 통한 동료와의 즉각적 커뮤니케이션

작업 창 통합을 사용하여
현재 파일 상태 신속하게 확인

Education & Consulting

SOLIDWORK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설계자들은 데이터 관리 작업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전환할 필요없이
한가지 작업환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세스 간소화
SOLIDWORKS PDM은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워크플로를 Mapping하고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승인 및 결재의 자동 추적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줍니다.
빠른 액세스를 위해 공유 데이터 복제

SOLIDWORKS PDM의 데이터 관리 기능
SOLIDWORKS PDM(Product Data Management)은 모든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관련 파일 저장소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SOLIDWORKS PDM을 이용하면 파트, 어셈블리 및 도면의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 시뮬레이션, 지속 가능한 설계,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의 일부인 SOLIDWORKS PDM은 설계 재사용의 촉진 및 전체
적인 3D 설계 환경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SOLIDWORKS PDM은 다른 데이터 관리 솔루션보다 구축 시간이 매우 짧으며 소규모 워크그룹에서 전 세계 사무소에 근무하는 수백명의 설계자까지를
지원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영역에 표시되는
선택된 부품 정보

파일 버전 확인 및 비교에 유용한
도구가 포함되어있는 이력

경계 없는 협업

SOLIDWORKS

· 빠른 정보 검색을 위한 안전한 색인화 저장소
· 경미한 변경 및 중요 변경사항의 관리를 통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주는 버전 관리 기능
· 최종 설계의 보다 효율적인 검토 및 릴리즈를 위한 설계 및 승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주는 통합 워크플로

· 회사의 워크플로 및 프로세스 모델링
· 워크플로 및 승인 절차를 자동화하여 생산성, 품질 및 책임 증대
· 내부 및 외부보고 요구 사항 충족, 문서 품질 제어 및 표준 준수를 위해
감사 추적에 즉시 액세스 하고 프로세스 개선 주도
· 승인 과정 마지막에 PDF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파일을 자동으로 작성

CADSTEK

SOLIDWORKS PDM

제품 개발 조직이 여러대륙 및 시간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PDM은 거리와 위치를 초월한 단일 협업 커뮤니티를 만들어줍니다.
· 볼트 복제를 통해 분산된 사용자가 설계, 사양 및 문서에 빠르게 액세스 가능
· 원격 액세스 포털을 통해 직원과 파트너의 참여 활성화
· 보안 액세스를 통해 특정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프로젝트 정부에 대한 액세스 제어

신속한 데이터 검색 및 액세스 제어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 공유 및 재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설계 조직이 제품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문서나 파일 이름, 포함된 데이터 또는 파트 번호, 설명, 현재 워크플로 상태(예:릴리즈됨,실행중)와 같은 사용자 정의 속성 등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여
러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검색
· 개별적으로 또는 회사 전체에서 간편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 저장
· 통합된 버전 제어를 통해 설계자가 실수로 파일을 덮어쓰는 것을 방지
· 부서별로 사용자 정의된 BOM을 손쉽게 생성
· 주요 CAD형식 Microsoft Office, 이미지 및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250개가 넘는 파일 형식의 문서를 관리, 보기 및 인쇄 기능
· 보안 로그인을 통해 도난, 손상 또는 오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
· 항상 최신 버전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조 공정에서의 실수 방지

“SOLIDWORKS PDM 소프트웨어 구축을 통해 소규모의 가족적인 회사에서
수백명의 사용자가 있는 최첨단 기술 회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편리한 끌어놓기 컨트롤

— DAVE TETZLAFF, Glover Industries

SolidCAM

신속한 구현 및 확장

모든 문서의 변경사항, 이전 버전 및 수정에 대한 전체 기록에 액세스하여 신속하게
검토하고, 비교하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상태” 정보를 통해
기존의 프로세스를 손쉽게 캡처 및 자동화

단기간에 SOLIDWORKS PDM을 구축하고, 조직의 인원, 파트너 및 지역 확장에 발맞춰 SOLIDWORKS PDM을 확장함으로써 즉각적인 투자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수백명까지 사용자 확장
· Quick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5일 이내 구축 및 실행
· 사용자 정의 구성을 통해 사용자의 설계 과정, 팀 구조 및 산업에 맞게 SOLIDWORKS PDM을 신속하게 개조
· SOLIDWORKS PDM의 포괄적인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사용자 정의 응용프로그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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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조직의 자동화를 돕고, 승인을 간소화하
고 감사 과정 제어를 개선하여 제품 개발 과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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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같은 시각화

“Visualize는 모든 측면에서 그 값어치를 충족시키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 나머지 작업을 알아서 완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 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Visualize는 마치 신속하고 훌륭한 품질로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팀원과도 같습니다.”

SOLIDWORKS Visualize(이전의 Bunkspeed)는 업계 첨단 렌더링 기능과 시각적 설계 위주 기능이 결합된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제공하며,
간편하고 신속한 시각적 콘텐츠의 생성을 지원합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전문적인 실사 품질의 이미지, 애니메이션 및 기타 3D 콘텐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생성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고안된
솔루션입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제품, 건축, 요트, 기계 및 기타 설계를 위해 SOLIDWORKS 또는 기타 CAD 제작 도구(Rhino, Autodesk, Alias,
3ds Max 등)를 사용하는 설계자, 엔지니어 및 콘텐츠 제작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즐겁게 향상된 3D 작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
어 비의존적 솔루션입니다.

CADSTEK

SOLIDWORKS Visualize

— Nuno Teixeira, 사장, Nuno Teixeira Industrial Design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
최신 제품을 선보일 때 더 이상 스크린 샷이나 값비싼 프로토타입 사진 예산에 의존하여
마케팅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품질 격하를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SOLIDWORKS
Visualize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Education & Consulting

· 실사 품질의 이미지
· 다양한 색상 및 마감 샘플 보드
· 인쇄 및 웹 콘텐츠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
· 주요 기능의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을 사용하면 CAD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심도있는
제품의 3D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은 간편하게
실사 품질의 이미지와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여 효과적으로 복잡한 설계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더불어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Visualize를 통해 제품 구현
이제 제품 비교, 인쇄 및 웹 콘텐츠, 설계 검토, 인터랙티브 경험 등에 대해 설득력
있고 사실적인 동영상 및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화면, 조명
및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시각적 구성으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실제 조명 조건과 고급 자재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
는 동시에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렌더링 성능을 지원합니다. 손쉽게 움직임을
추가하고 360도 스핀을 생성하거나 태양을 포함하여 카메라와 자재 및 모델의 애
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작업 유연성 및 속도 극대화를 위해 수정사항이 실
시간으로 반영됩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SOLIDWORKS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Live CAD Update”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역동적인 작업 환
경을 위해 필요한 유연성이 제공되는 완벽한 통합형 워크플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LIDWORKS

· 부품, 모델, 외관, 카메라 뷰 및 환경을 모두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여 효과적으로 제품 설명
· 단 한번의 클릭으로 360도 스핀 뷰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최종 설계안 제시
· 여러 시점에서 설계 솔루션 옵션을 나란히 선보이고 비교 분석
· 사용자 정의 카메라 필터 기능으로 창의성 표출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은 또한 생산성 증가를 위한 다양한 핵심 기능을 제공
합니다. 통합형 Render QUEUE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템 또는 전용 렌더팜에 작업을 누적
하고 자동으로 순차 완료하여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대화된 확장
성 및 작업 속도를 제공하는 네크워크 렌더링 기능을 통해 즉각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긴박한 작업 일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우위 유지

SolidCAM

나날이 발전하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 기간과 설계 측면의 혁신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며 간편하
고 신속하게 제품의 시장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 손쉽게 확장 가능한 신속한 성능 및 결과
· 실사 품질의 고품질 이미지
· 직관적 인터페이스 및 최단 학습 기간
· 업계 첨단 GPU(그래픽 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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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간소화 및 가속화하는 무도면 공정

품질 검사 문서 작성의 자동화를 통한 파트 검사 간소화 및 품질 개선

SOLIDWORKS MBD(Model Based Definition)는 SOLIDWORKS 3D 설계 소프트웨어에 통합되어
있는 무도면 제조 솔루션입니다. SOLIDWORKS MBD는 3D에서 직접적으로 제조 과정을 안내합니
다. 업계 표준 파일 형식(예: SOLIDWORKS 파일, eDrawings, 3D PDF)으로 된 3D 모델 데이터를 비
롯하여 3D PMI를 정의하고 구성하며 게시할 수 있습니다. 모델 기반 정의 방법론을 채택한 회사들은
제조 오류 감소, 스크랩 및 재작업 비용 감소, 구매 부품에 대한 조달 비용 절감을 통해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음을 보고했습니다.
SOLIDWORKS MBD는 제품 모델, 치수, 지오메트릭 공차, 표면 마감, 용접 기호, BOM, 속성 표시기,
테이블, 노트, 메타 속성 및 기타 주석 등과 같은 데이터를 SOLIDWORKS 3D 환경에서 활용합니다.
생산 공정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3D 모델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2D 도면이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SOLIDWORKS MBD의 직관적인 인터랙티브 3D PMI는 다양한 운영 측면에
서 활용되며 설계, 조달, 제작, 어셈블리, 품질, 영업, 마케팅, 고객 및 협력업체와 같은 다양한 그룹 간
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품질을 향한 노력은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하지만, 품질 검사를 위한 문서를 수동적으로 생
성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Inspection은 이러한 품질 검사
문서의 작성과 중간 검사 및 입고 검사 작업의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직관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SOLIDWORKS Inspection은 SOLIDWORKS 파일, PDF 또는 TIFF 등의 기존
2D 레거시 데이터를 파일 유형에 상관 없이 활용하고 지루한 수동 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부품
번호 입력 기능 및 열거를 통해 문서의 작성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측기(예: USB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사 측정값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자 및 품질 검사 담당자는
SOLIDWORKS Inspection을 통해 실질적으로 오류를 제거하고,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양을 만
족하는 부품을 보장하여 품질 개선과 조립 및 기능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PMI를 3D환경에서 직접 정의
SOLIDWORKS MBD는 PMI를 3D 환경에서 직접 정의하여 2D 도면을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을 절감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총 개발 비용의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3D PMI를 작성하면 3D
데이터 검토, 상호작용성 및 풍부한 메타 속성 덕분에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향상시키고, 공급업체 견
적 작성 시간을 단축하며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깔끔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3D 데이터 제공
3D PMI 정의 외에도 SOLIDWORKS MBD는 여러가지 뷰 및 표시 설정을 통해 풍부
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된 3D 표현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모델을 회
전하는 동안 3D 주석을 지능적으로 표시하고 숨김으로써 모든 주요 주석을 계속 유
지한 상태에서 도면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3D 출력 템플릿 사용자 정의

3D 데이터를 기존 프로세스에 출력 및 배포
SOLIDWORKS MBD는 기존 프로세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eDrawings 및 3D PDF 파
일 등 보편적인 파일 형식으로 게시합니다. eDrawings 파일은 eDrawings Viewer
(무료)에서 열 수 있습니다. 3D PDF는 Adobe Reader를 비롯한 다양한 무료 도구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노트, BOM, 풍부한 메타 속성 등의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화면 이동, 확대/축소, 회전, 측정, 단면 및 기타 3D 도구를 사용
하여 3D에서 모델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광학적 문자 인식(OCR)
많은 회사들이 PDF 또는 TIFF 형식으로 엔지니어링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SOLIDWORKS Inspection은 OCR 기술을 통해 공칭 치수, 가감 공차 및 치수 유형
(예: 지름 또는 선형) 등을 읽고 판별하므로 실질적인 수동 입력을 없애고 오류를 줄
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수평 및 수직 치수, 분할 치수, 노트, 구멍 속성 표시, 표면
처리 기호, 기하 치수 및 공차(GD&T) 기호 등을 이용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CAD 시스템과 상관없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SOLIDWORKS
Inspection 스탠드얼론 버전을 사용하여 검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시 시간 단축
SOLIDWORKS Inspection을 이용하면 검사 보고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업계 표준의 검사 보고서(예: AS9102, PPAP, ISO
13485)를 작성하거나, 강력한 템플릿 편집기를 이용하여 회사의 요구에 맞는 보고
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SOLIDWORKS Inspection은 수동 데이터 입력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오류 및 불일치의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품질 검사에서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제조 공정에서는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시간
절약, 비용 절감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OLIDWORKS

SOLIDWORKS MBD는 종합적인 사전 정의 템플릿 세트를 제공합니다. 레이아웃, 회
사, 부서 로고 등 3D 출력 템플릿의 여러가지 부분 그리고 3D 뷰 포트 및 썸네일, 텍
스트 설명, 메타 속성 링크, 표를 사용자 정의하여 특정 결과물에 맞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설정된 이후에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조달 등
모든 부서에서 내부 및 외부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ducation & Consulting

SOLIDWORKS Inspection

CADSTEK

SOLIDWORKS MBD

제품 품질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
검사 문서는 회사의 제조 공정 개선, 스크랩 비용 절감, 출시 기간 단축 및 제품 품
질 및 신뢰성 향상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SOLIDWORKS Inspection은 사용이 간
편하고 SOLIDWORKS CAD와 통합되어 있으며 기존 CAD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
는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손쉽게 검사 문서를 작성/
배포하고 품질 관리 부서를 교육시킬 수 있으며 검사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최적
화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3D 데이터 공유, 보관 및 재사용
SOLIDWORKS MBD는 형상, PMI, 뷰, 데이터 등의 지능형 3D 데이터를 직접 공유
하고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기존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시
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D 도면 및 인쇄물과의 원활한 통합

SolidCAM

SOLIDWORKS MBD는 기존 SOLIDWORKS 2D 도면과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3D
에서 작성한 PMI 및 뷰는 2D에서 바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3D PDF 시점 및
다중 3D PDF 시트와 같은 빌트인 인쇄 지원 기능은 기존의 문서 기반 프로세스와 매
우 쉽게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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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의 CAM Solution과 만나 보십시오.

CADSTEK

SolidCAM

SolidCAM + SOLIDWORKS
The Complete integrated Manufacturing Solution

iMachining 장점

iMachining 2D/3D

· 최적의 싸이클로 최고 70% 가공시간 단축

· Add In Option

· 공구수명 최고 2~3배 수명연장

· Multi Sided Indexial Milling [4 Axis]

·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한 가공능력

· 5 Axis Milling

· 작은 공구의 특화된 가공방법 지원

· Mill Turn

· 매우 짧은 학습으로 현장적용

High Speed Machining(HSM)

2.5D 가공 방법으로 프로파일, 포켓 그리고 페이스면 등
3D 형상의 특정 표면을 따라 작업하여 3D 가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HSM은 3차원 가공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
끄럽고 효율성 및 스마트 가공의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가공 방법입니다.

Pilot Controls에 있어 고급 사용자와 초보자를 위한 설
계 방식으로 최고 능력을 제공하는 “Auto Pilot” 기능을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자동화하고 가능한 빨리 가공면을
내려옵니다.

공구는 edge 형상에 구애를 받지않고 가공이 필요한 부
분만 가공을 하게 됩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이동 및 Air Cutting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Indexed Multi Sided Machining

Simultaneous 5Axis Machining

Turning and Mill Turn up to 5Axis

인덱스 설정을 위한 한번의 클릭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함
께 단일 시스템 홈 위치를 경험해 보십시오.

Toolpaths와 충돌 검사의 모든 측면에 걸쳐 가장 앞선 컨
트롤과 함께 업계에서 검증된 5 축 Toolpaths에 대해 신
뢰할 수 있습니다.

복합 Mill Turn을 위한 모든 최신 멀티플 CNC 머신을 지
원합니다.

수동으로 G 코드를 편집하거나 컴퓨터에서 여러 오프셋
작업을 설정합니다.

가장 고품질 최고의 3D Toolpaths를 생성하는 가장 빠르
고 쉬운 방법입니다.

실시간 인스턴트 피드백, 커터 및 도구 홀더와 함께 완벽
한 라이브 시뮬레이션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뮬레이션으로 완전히 Multi axis와 back spindle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한 매우 강력한 패키지
입니다.
밀링 작업과 선반 사이에서 남은 소재의 지능적인 관리
는 가장 효율적인 Toolpaths 감소 및 사이클 타임을 제
한합니다.

SOLIDWORKS

제품구성

High Speed Surface Machining(HSS)

SOLIDWORKS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로 가장 빠르고 가
장 최신의 기술과 함께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하게
2.5D Toolpaths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Education & Consulting

Product Benefit

2.5D Milling

· 빠른 NC데이터 계산능력
· 기계가공 효율상승 기계 최상의 RPM과 Feed를 이용한 가공

iMachining

Service and Support

2 축 및 4 축 Wire EDM을 지원합니다. 정지 지점과 와이
어 절단 조건의 모든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구경로를 통해 공구의 사용과 속도를 최적화하
여, 빠른 속도로 Toolpaths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가공 경험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
고, 컴퓨터 도구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스트 프
로세서 전용 팀이 있습니다.

iMachining은 소재, 기하학, 커터 및 공작 기계의 기능을
자동으로 Toolpaths를 조정합니다.

강력한 SolidCAM 동영상 자료 및 튜토리얼을 제공합
니다.

제조, 공정에 필요한 모든 CNC 기술을 서포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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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CAM

“SolidCAM은 SOLIDWORKS와 완전히 통합된 CAM 전용 Software로서

Wire 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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