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2014’ 출시 

한계를 넘어선 설계를 구현하는 포트폴리오 제시 

 

 완전한 3D 소프트웨어 제품군...전 산업 분야에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 제공    

 
서울, 2013 년 9 월 25 일–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코리아(www.3ds.com, 대표이사 

조영빈)가 25 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계를 넘어선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솔리드웍스 2014’를 발표했다. 

 

솔리드웍스 2014 는 3D CAD, 시뮬레이션(Simulation), 제품데이터관리(PDM), 기술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그리고 전기 설계 솔루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 구성을 제공하는 3D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이다.   

 

이번에 출시된 솔리드웍스 2014 는 향상된 생산성과 유용성을 제공해, 고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혁신의 

가속화와 같은 지식중심 업무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준다. 생산성, 워크플로 및 모빌리티 향상을 통해 

고객들이 데이터를 더욱 다양하게 재사용하며,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설계 데이터 공유를 신속하게 해서 

협업을 가속화해 준다. 안드로이드 및 iOS 디바이스를 위한 모빌리티 지원을 강화해 2 백 1 십만명 이상의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이 새로운 3D 설계 디자인을 언제 어디서나 연결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최근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초기 고객의 구매와 경험에서 특히나 제품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고객들은 산업용 기계, 스마트폰, 의료장비 등 어떠한 제품이든 제품의 기능성과 함께 

매력적인 디자인을 원한다. 솔리드웍스 2014 는 제품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스케치 및 이미지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3D 모델로 보다 빠르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강화된 설계 툴을 제공한다. (*상세기능은 뒷장에서 자세히 소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솔리드웍스의 CEO 버트랑 시콧(Bertrand Sicot)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해 고객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며, ”다쏘시스템은 고객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객들이 제품 

설계를 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함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는 고객들의  노력을 

돕는다.”고 말했다.  

 

http://www.3ds.com/


기자간담회에서 솔리드웍스 2014 의 신기능을 소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이승철 차장은 “솔리드웍스 

2014 는 철저하게 설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실화한 제품이다”라며 “예를 들어 신기능 중 ‘기록 

(history) 탭’은 설계 변경 사항들을 한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때 

협업을 도와준다.  또 상황 내 메뉴의 ‘표준 메이트(mates)’ 기능은 기존의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향상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으로, 부품들을 조립하는 동안에 새로운 옵션들을 적용하면서 최선책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라고 설명했다.  

 

솔리드웍스 2014 상세 제품 소개  

3D 모델링 지원 및 공유가 솔리드웍스의 3D 프린팅 협력업체와 함께 지원하는 실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eDrawings’ 기능을 통해, 고객들이 아이패드나 아이폰과 같은 모든 iOS 

디바이스에서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증강 현실 기능은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3D 설계 디자인을 보거나 

제품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적인 솔리드웍스 2014 제품 포트폴리오는 보다 효과적인 협업을 위한 설계 집중 도구, 통합 

워크플로, 강력해진 성능, 향상된 시각화 등의 4 가지 분야로 설계 프로세스 간소화, 협업 강화, 

생산성 증가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툴을 추가하고 제품을 향상시켰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솔리드웍스 2014 에서 새롭게 향상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설계 집중 도구 

 설계 형상 제어 기능 향상 – 새로운 스타일 스플라인 (Style Spline) 기능, 배율도구를 이용한 

배경그림의 자동 스케일 조정 기능, 원추형 필렛(Conic Fillet) 제어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복잡한 표면과 유연한 형태를 정교하게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도면 상세 작업 속도 향상 – 도면 상세 작업 속도 및 자동화 기능 향상은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모델대치는 기존의 모델로 제작된 도면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신규 모델로의 전환을 

매우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한다. 

 판금 기능 향상 – 새로운 판금 기능을 통해 보다 신속한 판금 지오메트리 생성과 제조 데이터 

생성을 향상시켰다. 사용자들은 판금 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라켓 형상 (자중 및 하중을 

고려하여 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움푹 들어간 보강판 형상)을 제작하거나 더욱 향상된 코너 

처리(Corner relief) 컨트롤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통합 워크플로 

 솔리드웍스 Enterprise PDM 을 통한 워크플로 간소화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통합 및 웹 

클라이언트의 시각적 미리보기 기능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비용 산정 및 보고서 제작 간소화 – 간소화된 준비 작업만으로도 부품 제조 비용을 보다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어 협력업체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비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품의 핵심 제품 개발 정보를 제조 및 구매 부서와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PCB 의 열 유동 해석 프로세스 통합 – CircuitWorks 에서 import 한 부품 데이터에 열원 정보를 

확보하게 해서, 열 유동 해석 시에 각 부품 정보를 재활용하여 빠른 경계 조건 설정이 

가능해짐으로써 Simulation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 안드로이드 지원 기능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모바일 사용자들이 iOS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모바일 장치에서 설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강력해진 성능 

 더 넓어진 Resource 의 활용 – 더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코어를 지원 및 네트워크 리소스를 

활용함으로써 simulation 의 빠른 결과 확보, SolidWorks Electrical 의 빠른 Routing(전기 배선의 

시각화)을 실현할 수 있다. 

 어셈블리 성능 – 새로운 상황 내 퀵 메이트(Quick Mate) 툴바 및 홈 메이트(Slot Mate)를 통해 

어셈블리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품의 패턴 작업은 더욱 유연해 지고, 

복잡한 반투명 검토 시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 

 

향상된 시각화  

 시뮬레이션 준비작업 및 검토 간소화 –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설계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서 재사용하고 검토하는 것이 것이 더욱 편리해져서 추가적인 업무를 없애고 설계 

협업을 향상시킨다. 

 어셈블리 시각화 강화 - 어셈블리 모델의 단면도 같은 경우 보다 뛰어난 단면도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부품을 표시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eDrawings 의 통합된 시각화 – 기존의 SolidWorks 데이터의 검토뿐 아니라 전기 설계 데이터, 

Simulation 의 상세 내용 역시 용이하게 공유 및 추적 가능하다.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솔리드웍스 설계 소프트웨어는 간편하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 솔리드웍스는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 자료추출, 데이터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영역에서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한계 없는 설계를 할 수 있게 한다. 

 

출시 및 가격 정보 

비디오 제품 데모 등 솔리드웍스 2014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solidworks.co.kr/launch 를 방문하면 

된다. 솔리드웍스 2014 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 리셀러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판매업체로부터 더 많은 정보 및 가격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솔리드웍스 2014 의 라이브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다면, www.solidworks.co.kr 를 방문하면 된다. 

 

### 

 

 

http://www.solidworks.co.kr/launch
http://www.solidworks.co.kr/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다쏘시스템은 8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5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솔리드웍스에 대하여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는 설계, 해석, 제품데이터관리,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솔리드웍스는 3D CAD 기술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다 훌륭한 제품의 설계를 지원하는 직관적이고 뛰어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뉴스, 제품정보, 온라인 데모 등을 이용하려면 솔리드웍스 

홈페이지 www.solidworks.co.kr 를 방문하면 된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코리아 

홍보팀 안자현 부장 

Jahyun.AHN@3ds.com 

 

민커뮤니케이션 

정민아 실장 / 채장미 과장 

TEL. 02-566-8898 / 010-6282-0677/ 010-7150-2220 

pr1@minco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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