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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설계부터 제조까지 더 높은 
민첩성, 유연성 및 혁신이 필요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 지배력과 제품의 성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생산성을 
높여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품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많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제품 개발은 수동 설계에서 2D 설계, 파라메트릭 3D 설계를 
거쳐 협업 3D 설계로까지 발전했고 수동 절차는 컴퓨터 지원 가공, 사출 성형, 로봇 셀, 
생산용 3D 프린팅의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본질적으로 세계화되고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품 개발 및 제조의 경쟁 무대는 상당히 평준화되었습니다. 
이제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은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더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제품 개발 및 제조 문제뿐 아니라 개별화 및 제품 
혁신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까지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4차산업혁명의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채택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연결성, 데이터 공유 및 자동화를 통해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중앙의 동일한 제품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시 가동되는 통합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제조 프로세스를 보다 긴밀하게 통합해야 합니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제조와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민첩성, 유연성 및 혁신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혁신이 시장 수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이므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이제 
제조업체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제품 개별화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대응해야 하는 더 큰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혁신적인 개념 개발을 가속화하고, 
더  나은  협업을  촉진하고 ,  설계 -생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운영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SOLIDWORKS® 2022 
제품 개발 및 제조 솔루션 제품군은 중앙의 동일한 제품 설계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시  가동되는  통합  솔루션으로서 , 
제조업체가 출시 및 납품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민첩성, 
유연성 , 혁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개발  및  제조  비용을 
억제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념을 더 완벽하게 맞춤설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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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란 다양한 조합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유연한 자체 적응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 정보 스트림 및 
이해관계자(예: 일선 작업자 및 계획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형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CAD 시스템은 이제 생산 
도면을 생성하는 단일 지점 설계 솔루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설계-제조 업무에 동일한 3D 
CAD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제조 조직이 통합형 제품 개발 및 제조 시스템의 본원적 특징을 최대한 살려 효율을 
개선하고 협업을 증진하고 혁신을 확대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D CAD 데이터를 
전사적인 기초 DNA로 삼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범위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분야(예: 산업, 기계, 곡면 및 전기 설계)를 
하나의 호환되는 설계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업무(
검증, 커뮤니케이션 및 제조 계획, 비용 산정, 제조, 검사, 문서화, 데이터 관리, 시각화, 
마케팅 등)으로까지 확장됩니다. 통합이라는 개념은 가져오기/내보내기/변환 프로토콜을 
통해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순차적  프로세스를  거치는  대신 , 단일  환경  내에서  동일한  CAD 
데이터를 동시적으로 액세스하고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경 
사항으로 인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다른 모든 업무에 전파되는 것을 뜻합니다.

통합 3D 제품 개발 및 제조 시스템은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정확성 증진, 품질 개선 및 협업 
촉진 효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제조 적합성에 부합하는 설계를 
보장해 줍니다. SOLIDWORKS와 같은 통합 3D 제품 개발 및 제조 에코시스템을 채택하면 
조직이 미래의 혁신적 제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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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읽기
Tekna 사례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구체적 사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한 TEKNA, INC. 
미시간주 최대의 산업 설계 및 제품 개발 컨설팅 회사인 Tekna, Inc.는 1988년 창립 
이래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유능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의 노력과 창의적인 
비전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에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Tekna
의 성장 역사를 돌이켜보면 경영진은 시장 및 기술 트렌드를 따르며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장 기회와 제품 개발 기술의 생산성 
이점을 재평가해 왔습니다. 제품 혁신 부사장인 Mike Nellenbach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2015년까지  사용하던  PTC Creo® 설계  소프트웨어를 
재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Pro/E®와 Creo가 지배적인 도구였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이 
솔루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CAD 소프트웨어도 갖추고 있었습니다"라고 Nellenbach는 
회상합니다. "그런데 지난 6~7년 동안 고객 니즈의 추세가 급격히 바뀌어 이제 
대다수의  고객이  SOLIDWORKS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Nellenbach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회사에 고용된 설계자와 엔지니어의 약 95%가 
이미 SOLIDWORKS를 접한 경험이 있고 SOLIDWORKS가 다운스트림 제조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SOLIDWORKS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Tekna는 2015년 SOLIDWORKS로 전환하면서 SOLIDWORKS 3D CAD,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SOLIDWORKS Flow Simulation, SOLIDWORKS Electrical 
3D,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 Professional 및 SOLIDWORKS CAM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많은 
대형 제조업체들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품 개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Tekna도 다수의 고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Tekna는 
팬데믹에 맞춰 자체 제품을 개발하고, 자외선 소독 기술을 상용화하며, 직원을 
감축하는 대신 새로운 분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Nellenbach는 "우리는 셧다운을 자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휴대용 도구,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일반 
휴대용 제품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하는 노트북과 같은 상대적으로 큰 물건들도 
소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세 가지 사이즈로 제공되는 
AvaUV 소독 장치를 사용하면 이러한 물건들을 30초 만에 소독할 수 있고, 이는 
병원균의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파생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ekna는 통합형 SOLIDWORKS 솔루션으로 AvaUV 소독 장치를 신속히 개발하고(개발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 혁신적인 주문형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Nellenbach는 이렇게 
말합니다 .  "혁신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아이디어를  의미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고 시장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SOLIDWORKS 도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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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의 진보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모든 단계에 통합 솔루션이 필요

지금까지 많은 제조업체들은 설계 및 제품 개발, 제조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확실하게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조직 구조뿐 아니라 각 그룹이 활용하는 워크플로와 
도구까지 분리되어 있어, 제품을 개발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이전하려면 설계를 일시 
중지하고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해야 했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과 개별화 요구에 맞춰 
혁신적인 제품을 더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동일한 설계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동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을 채택함으로써 설계-제조 
워크플로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단일 환경 접근 방식을 이용하면 설계팀과 제조팀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오류와 정보 간극을 일으키기 쉬운 부서 간 데이터 
변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변경 사항이 있어도 납품 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설계 최적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념 설계부터 부품 제조까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접근 방식의 중심에는 중앙 공유 3D CAD 모델이 있어, 설계 또는 제조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는 연관된 모든 도면, 다운스트림 제조 
시스템, 기술 문서 및 마케팅 이미지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설계-제조 
프로세스와 연관된 모든 업무(설계, 검증, 제조 계획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 산정, 제조, 
검사, 문서, 데이터 관리, 이미지 렌더링, 마케팅에서가 동일한 CAD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모든  변경  사항은  각  업무의  작업  결과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제조업체는  네트워크에서  통합형  SOLIDWORKS 설계-제조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 
클라우드 기반 3DEXPERIENCE platform에서 통합형 SOLIDWORKS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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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설계-제조의 이점

• 변경 사항을 다운스트림 업무에 자동으로 전파

• 설계의 일시 중지를 방지

• 납품일의 지연 없이 후반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을 통합

• 동시에 설계하고 제조하여 모든 부서가 작업을 더 일찍 시작하도록 지원

• CAD 모델을 마스터 제품 표현으로 관리

기계 설계 
제품 개발은 일반적으로 산업 및 개념 설계 중에 구체화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모든 기능을 갖춘 
기계적 설계로 완성됩니다. 통합된 개념, 산업 및 기계 설계 도구를 이용하면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서로 통신 가능한 
호환 도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 주기가 단축됩니다. 작은 유기적 형상이나 큰 
어셈블리가 포함된 제품도, 전문 툴링이 필요한 제품도 SOLIDWORKS 및 3DEXPERIENCE platform으로 제공되는 
통합-곡면, 모델링, 대규모 어셈블리, 금형 설계, 판금, 용접, 배관 및 전기 배선 도구를 이용하면 제품 개발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설계 도구가 통합되어 있고 다운스트림 업무와 호환되면 설계 변경 
사항이 모든 다운스트림 작업에 전파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후반에도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계

제품 설계에 전기 부품이 포함된 경우, 통합형 제품 개발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계 및 전기 설계를 기존의 순차적 
접근 방식이 아닌 단일 동시 작업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가 제공하는 통합형 전기 설계 도구를 통해 
엔지니어는 기계 설계 환경 내에서 전기 설계와 전기 회로도를 마무리하고, 와이어 및 케이블 하니스의 구성과 
배치를 비롯한 배선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계 도구는 완전히 통합된 설계-제조 솔루션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CAD 모델을 변경할 때마다 전기 설계 및 회로도가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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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많은 제조업체가 안전과 규제상의 이유로 최소 한 번의 물리적 프로토타입은 제작해야 
하지만, 오늘날의 경쟁 환경에서는 더 이상 여러 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FEA)이라고도  하는  3D 가상  시뮬레이션이  모든  업계의 
제조업체에 대체 불가능한 도구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도구가 
SOLIDWORKS의 제품군처럼 설계 솔루션과 완전히 통합되어 중앙 집중식 CAD 모델에서 
작동할 경우, 제품 및 제조 엔지니어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설계를 
최적화하거나 기술 결정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혁신을 이루고 제품 
성능 및 제조 가능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과거에는 종이 2D 도면을 사용하여 설계 정보를 제조 및 어셈블리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최근에는 PDF 파일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델 기반 정의(MBD)는 별도의 2D 도면을 
제작할 필요 없이 3D CAD 모델을 통해 제조 팀에 자세한 설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3D 기술입니다. SOLIDWORKS 제품군과 같이 MBD가 설계 솔루션에 통합되어 
있으면 3D 제품 제조 정보(PMI)를 원활하게 정의, 구성, 게시하여 제조 계획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미드스트림 설계 수정 또는 엔지니어링 변경 주문을 
중앙 집중식 CAD 모델에 업데이트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MBD를 사용하면 2D 도면과 
마찬가지로 3D 모델에서 3D PMI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제조 계획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또한 생산을 효율화하고, 주기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줄이고, 
업계 표준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산정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의 비용을 산정하고 견적을 내는 것은 제조 계획에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SOLIDWORKS Costing과 같은 통합 비용 산정 도구를 사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다양한 제조 옵션과 비용을 확인하여 설계와 제조 사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통합 비용 산정 도구는 판금, 가공, 용접, 주조, 플라스틱 파트, 롤업 어셈블리 
비용, 3D 프린팅 등의 항목에 대한 비용 추정을 단 몇 초 만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비용 목표를 기준으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업체는 견적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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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설계 및 제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하는 것은 혁신적인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AM(컴퓨터 지원 가공) 애플리케이션이 CAD(컴퓨터 지원 설계) 애플리케이션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면 CAD 시스템이 CAM 시스템의 프런트 엔드 역할을 하면서 설계와 가공이 단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본적으로 
통합됩니다. SOLIDWORKS CAM같은 통합형 CAD 및 CAM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프로세스 
초기에 설계를 평가하여 예상치 못한 제조 비용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제조 엔지니어는 중앙 집중식 CAD 
모델에서 공구 경로를 조기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가공을 위한 새로운 공구 경로가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통합형 3D 프린팅 애플리케이션은 
프로토타입 제작, 도구 및 고정구, 개별화 또는 생산 파트에 대한 설계부터 3D 프린팅에 이르는 워크플로를 
간소화합니다. 모델 프린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실패한 빌드를 없애면 설계 반복 작업이 줄고 
궁극적으로 더욱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한 후에는 품질 관리 요구사항에 맞게 결함 또는 흠집을 검사해야 합니다. 통합되지 않은 
솔루션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하면  지연이  발생하거나  검사  수행  방식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SOLIDWORKS Inspection 소프트웨어와 같은 통합 검사 솔루션을 통해 제조업체는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검사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 솔루션이 통합되어 있으면 중앙 집중식 CAD 모델에서 초도품 검사(FAI) 및 공정 중 
검사를 위한 부품 번호 검사 도면 및 검사 시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가속화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대폭 제거할 수 있으며, 기존의 3D 설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사 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현장 조립 지침, 최종 사용자 조립 지침, 사용자 매뉴얼, 교육 매뉴얼, 유지보수 및 서비스 매뉴얼, BOM(Bill of 
Materials), 교체 파트 목록과 같이 방대한 문서가 필요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품 조립법이나 사용법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문서화하기 위해 동영상, 애니메이션, 대화형 BOM 및 파트 목록, 웹 페이지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도 
등장했습니다. SOLIDWORKS Composer와 같은 통합 기술 문서 솔루션을 활용하면 일러스트레이션, 분해도, 대화형 
BOM 및 파트 목록, 애니메이션 그리고 제품 웹 페이지 및 판매 입찰 키트까지도 중앙 집중식 CAD 모델에서 직접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문서를 작성 및 준비하고, 설계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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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설계-제조 프로세스에서는 특히 완전한 통합 시스템이 중앙 집중식 CAD 모델에서 작동할 때 생성되는 대량의 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제조업체는 이 중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액세스 제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SOLIDWORKS PDM과 같은 통합 제품 데이터 관리(PDM) 시스템을 통해 또는 클라우드 기반 3DEXPERIENCE 
platform에서 제공하는 투명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제조업체는 제품 설계 및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간단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협업과 혁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용자 액세스가 엄격하게 제어되면 팀에서 
제품 개발을 관리하고 협업하는 방식과 함께 프로젝트 및 설계 변경 사항의 관리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시각화

SOLIDWORKS Visualize와 같은 통합형 실사적 렌더링 솔루션을 활용하면 제조업체가 마케팅 및 문서를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 
제품이나 부품이 생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웹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사진 품질의 이미지, 애니메이션, 
몰입감 넘치는 3D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 렌더링 도구는 다른 통합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중앙 집중식 
CAD 모델을 재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제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도구는 기업이 고품질 시각 
자료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체가 설계-제조 사이클 초기에 제품 설계와 미관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품 구현—증강 현실

특정  유형의  제품  설계  시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제품을  실제로  만들지  않고도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설정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제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몰입감 넘치는 가상 세계를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SOLIDWORKS Extended 
Reality(XR)와 같은 통합형 증강 현실(AR) 및 가상 현실(VR) 솔루션을 활용하면 제품 CAD 데이터를 가상으로 구현함으로써 
협업 내부 및 외부 설계 검토에 필요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통찰력을 제공하거나,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사용자가 마치 실제로 하는 것처럼 제품 조립 및 상호작용을 연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 AR/VR 솔루션을 
통해 제조업체는 중앙 집중식 CAD 모델을 활용하여 풍부한 AR, VR 및 웹 보기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협업—클라우드와의 연결

데스크톱 및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로 통합형 제품 개발 솔루션을 연결하면 기업의 접근성과 협업을 확대하여 혁신과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클라우드 기반 3DEXPERIENCE platform과 연결하여 통합형 
SOLIDWORKS 설계-제조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모든 CAD 데이터를 쉽게 관리 및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의 연결은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체 조직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제조, 마케팅 및 판매, 거버넌스 영역에서 방대한 3DEXPERIENCE Works 통합 도구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DEXPERIENCE platform은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 기능 외에도 SIMULIA® 

해석 솔루션의 강력한 기능을 비롯한 추가적인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9

동일한 제품 데이터에 통합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설계부터 제조까지 더 
높은 민첩성, 유연성 및 
혁신이 필요

제품 개발의 진보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모든 
단계에 통합 솔루션이 필요

구체적 사례:
TEKNA, INC.

구체적 사례:
CENTURION SYSTEMS

구체적 사례:  
GRUPO NAMM

구체적 사례:  
ALIEN MACHINE WORX

구체적 사례:  
MAKO DESIGN + INVENT

통합형 SOLIDWORKS 
2022 제품 개발 솔루션으로 
민첩성, 유연성 및 혁신 향상

결론



전문 읽기
Centurion Systems의 사례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구체적 사례

확장되는 액세스 자동화 그리고 제품 
제조 회사의 관리 
Centurion Systems는 거주, 상업, 산업 자산 내외부에서 인력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며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고객 보안 및 편의를 극대화하는 게이트 자동화 
및 출입 통제 제품을 개발하여 70개가 넘는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Centurion의 
시스템은 전 세계에 수십만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게이트 및 출입 자동화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Centurion은 1986년에 설립되어 큰 성장을 거두었으며 연구, 기술 및 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것이 성공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Centurion은 투자의 일환으로 최신 
CAD 도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개념을  탐구하고 ,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툴링을 개발합니다. R&D 기계 관리자 Michael Blackman에 따르면 
Centurion은 설립 초기인 약 20년 전부터 이미 3D 설계를 받아들이고 AutoCAD® 2D 
설계 도구에서 SOLIDWORKS 3D 제품 개발 플랫폼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SOLIDWORKS를 구축한 후 Centurion은 더 많은 라이선스를 추가하여 10명의 
설계자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Centurion은  SOLIDWORKS Premium, 
SOLIDWORKS Plastics Professional,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 
SOLIDWORKS Composer, SOLIDWORKS PDM Professional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Blackman은 “단일 환경에서 툴링의 설계, 최적화, 시뮬레이션, 
실사화, 문서화 및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출시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 “SOLIDWORKS는  설계자가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 우수한 에코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enturion은 SOLIDWORKS를 구축하여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을 66% 단축했으며, 
그중 1/3의 시간을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혁신을 도모하여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Blackman은 생산성이 개선된 이유는 설계 사이클 단축(1/2에서 1/3로 
시간 단축), 설계 재사용 향상(설계 시간 50~75% 단축), 제조 가공 개발 시간 단축(
현장 생산 촉진)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1/3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Blackman은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팀의 규모가 더 작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SOLIDWORKS 패키지는 생산성 향상에 확실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의 기계 설계 업무가 필수 관리 및 툴링 업무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SOLIDWORKS의 향상된 기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Blackman은 "SOLIDWORKS 내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빠르게 솔루션을 설계하고 
테스트하여, 결과적으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CAD 환경 내에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샘플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SOLIDWORKS 도구가 없다면 아마 2~3배는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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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제품 데이터에 통합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제조업체들은 설계-제조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형 도구, 단일 환경, 중앙 집중식 
CAD 모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이 점점 커지는 경쟁 
과제에  대응하여  민첩성 , 유연성 , 혁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시간 및 비용 절약을 넘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선된 조직적 협업까지 포함하므로, 제조업체가 개념 설계를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조 파트로 완성하고 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간 절약 
무엇보다도, SOLIDWORKS와 같은 통합형 설계-제조 환경은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가능한 
수준을  크게  초월하는  생산성  이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개선된  제품  개발  및  제조 
워크플로를 지원합니다.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관여하는 인력이 과제 또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개발 및 생산 주기가 짧아지고 결과적으로 출시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 개발 조직이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SOLIDWORKS와 같은 통합형 설계-제조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동시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모든 
업무가 최신 3D 제품 데이터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업무에서 사용하는 범용 또는 "마스터"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비용 절감 
모든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의 목표는 시간 단축 효과와 더불어 라인을 쉼 없이 가동하고 
개발 및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한 비용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 매출 원가가 상승하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SOLIDWORKS와 같은 통합형 설계-제조 에코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는 설계 
주기를 줄이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제와 관련 비용을 
줄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필요한 비용은 종이 도면의 인쇄, 
유지관리 및 보관, 설계 데이터의 변환, 해석 및/또는 수정, 물리적 프로토타입의 반복적 
제작, 필요 이상의 불량품,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오류 또는 수정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재작업 등과 관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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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개선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접근 방식 및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품 개발 및 제조 팀이 별개의 도구를 사용하고 데이터 언어도 서로 달라서 
분리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한다면 성공적인 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상호작용과 협업의 기회 역시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OLIDWORKS 및 3DEXPERIENCE platform과 같은 통합형 설계-제조 환경은 여러 내부 
부서 간의 협업은 물론 외부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엔지니어들이 설계자들과 협업하는 가운데 통합 시뮬레이션 및 설계 최적화 도구를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제조 인력 역시 설계자 및 엔지니어들과 서로 협력하여 최상의 생산 방법을 평가하고 제품 설계의 제조 
적합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모든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의 기본적 목표임이 분명하지만, 제품 품질과 성능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실패를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품질의 제품은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고 다지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며, SOLIDWORKS와 같은 통합형 설계-제조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제조업체는 속도와 품질 사이의 상충 문제를 겪을 필요 없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 설계-
제조  환경은  미스커뮤니케이션  및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PDM을 통해 수정 오류를 없애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생산 
담당자부터 문서 작성자, 품질 관리 전문가에 이르는 모든 관계자들이 동일한 마스터 제품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마스터  모델에서  설계  변경  시  관련된  모든  다운스트림  작업  결과물에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므로 프로세스 전체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혁신 강화
선도적인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혁신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제품 접근 방식이나 혁신적 제품 기능의 
추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시장에 변화를 불러왔고 전혀 새로운 시장과 제품 범주를 창출하였는지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은 기존 시장에 변혁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조업체에게 혁신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조업체는 SOLIDWORKS와 같은 
통합형 설계-제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간 절약, 비용 절감, 협업 강화를 이룰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유연성, 협업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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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최소화 
SOLIDWORKS와 같은 통합형 설계-제조 시스템을 사용하면 중복되고 낭비되고 불필요한 
작업 및 관련 비용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 및 재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수정본을 사용할 때든 혹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설계를 사용할 때든 설계 오류가 있으면 제조업체의 폐기 및 재작업 부담이 증가합니다. 
제조업체는 파트 또는 제품을 재작업하거나 개조해야 할 때마다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합형 설계-제조 시스템은 제조업체가 설계/성능/수정 오류를 
제거하고, 설계 재사용을 늘리고, 관련 폐기 및 재작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 경쟁력 향상 
시간 절약, 비용 절감, 협업 강화, 품질 개선, 혁신 향상, 낭비되는 불량품 및 재작업 감소와 
같이 SOLIDWORKS 통합형 설계-제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점은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을  더  민첩하고  유연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 
제조업체는 중앙 집중식 제품 CAD 모델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가동되는 단일 설계-제조 
환경에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을 단일화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더 열심히가 아닌 더 
스마트하게 일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민첩성, 능력, 유연성이 
강화되어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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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읽기
Grupo NAMM 사례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구체적 사례

혁신을 통해 더 뛰어난 HVAC 공기 흐름 
제품 개발 
Grupo NAMM은 그릴, 디퓨저, 산업용 루버, 댐퍼 등 HVAC 시스템의 공기 분배용 
장비를  생산하는  멕시코  최대  제조업체로 , 멕시코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76년 몬테레이 본사와 60,000 제곱피트 규모의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최근 Airkitek® 브랜드(www.airkitek.com)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후 멕시코와 미국 전역에 여러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이사 Felipe Dossantos에 따르면 NAMM은 기술을 활용해 공기 순환을 
위한 우수한 성능의 미학적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Dossantos는 "
미국의 Airkitek와 마찬가지로 국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제품 
성능은 물론 이미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경쟁업체를 뒤흔들 만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2019년 Grupo NAMM에 합류했을 
때, 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공기 흐름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기준으로 삼는 
친환경 건물에 대한 엄격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NAMM은 공기 흐름의 성능을 보여줄 유동 시뮬레이션 및 CFD(전산 유체 역학) 해석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기존에 사용하던 설계 소프트웨어를 
SOLIDWORKS 솔루션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Dossantos는 "우리는 고객이 
요청할 때 공기 흐름의 성능에 관한 답변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LIDWORKS Premium과 SOLIDWORKS Flow Simulation 솔루션을 통합함으로써 
제품 내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여 유동 시뮬레이션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능과 유연성을 얻었죠."라고 말합니다.
 
NAMM은 통합형 SOLIDWORKS 설계 및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Airkitek 
브랜드를 만들고 출시했으며, 미국 시장을 위한 LEED 규격의 고품질 제품군을 
개발했습니다. 비즈니스 개발자 Abraham Alarcón은 "Airkitek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HVAC 장비에 관한 한 진정한 '공기 설계자'가 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을 사용하여 
유동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잠재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려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잠재 고객에게 제품 성능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해외로 사업 
확장 시 제품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NAMM은 SOLIDWORKS로 전환한 후 미국에서 Airkitek 브랜드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입  제작  비용을  20% 절감하고,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TermoTransfer Technology(열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열 전달 
효율을  향상시키는  루버  시스템 )를  개발하고 , 실사적  렌더링으로  사진  촬영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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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SOLIDWORKS CAD

SOLIDWORKS Electrical 3D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

3DEXPERIENCE/3D Sculptor

3DEXPERIENCE/3D Creator

검증 
SOLIDWORKS Simulation

SOLIDWORKS Flow Simulation

SOLIDWORKS Plastics

커뮤니케이션
SOLIDWORKS MBD

SOLIDWORKS eDrawings®

산정 
SOLIDWORKS Costing

제조
SOLIDWORKS CAM

SOLIDWORKS Print3D

검사 
SOLIDWORKS Inspection

문서 
SOLIDWORKS Composer

관리
SOLIDWORKS PDM

시각화
SOLIDWORKS Visualize

제품 구현 
SOLIDWORKS Extended Reality(XR)

클라우드 연결
3DEXPERIENCE SOLIDWORKS

통합형 SOLIDWORKS 2022 제품 개발 
솔루션으로 민첩성, 유연성 및 혁신 향상

다쏘시스템  SOLIDWORKS Corp.는  사용하기  쉬운  설계 , 
엔 지 니 어 링 ,  제 품  개 발  및  제 조  솔 루 션 의  선 도 적 인 
공급업체로서 고객이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막대한 잠재적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제품군을 제작했습니다. 
SOLIDWORKS 2022 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릴리즈는 설계-
제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데스크톱,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강력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매우 유연한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으로  성장하여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의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SOLIDWORKS 
2022 통합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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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읽기
Alien Machine Worx 사례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구체적 사례

더 나은 오프로드 주행 경험 제공 
Tim Fulton은 1980년대 어린 시절에 현상금 사냥꾼을 부업으로 하는 스턴트맨들의 
이야기를 다룬 TV 시리즈 "The Fall Guy"를 보면서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그는 실제로 비포장 도로나 모래, 자갈, 강바닥, 진흙, 
눈, 바위 및 기타 자연 지형으로 제작된 트랙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그의  열정은  평생의  열망이자  급성장하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Fulton은 2004년 캘리포니아 자택의 차고에 Alien Machine Worx라는 기계 공장을 
차리고, 수년간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을 상대로 제조 하청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후 
오프로드에 대한 애정, 함께 일하는 세 아들들의 도움, 통합형 SOLIDWORKS 설계 및 
가공 솔루션이 제공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디퍼렌셜 커버, 브리더 
매니폴드, 허브 캡부터 시프터 및 선실드용 빌릿 노브까지 다양한 오프로드 자동차 
부품 라인을 개발하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공장을 설립한 이래로 쭉 SOLIDWORKS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는데, 
사용이 간편하고 어떠한 CAD나 데이터 형식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Fulton
은  설명합니다 .  "데이터는  없고  아이디어를  종이에  스케치한  고객의  경우 , 
SOLIDWORKS를 사용하여 쉽게 파트를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생성한 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lien Machine Worx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  SOLIDWORKS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Alien Machine Worx에서 수년간 SOLIDWORKS 모델링 도구를 사용해 온 경험 
그리고  견고하고  기능적인  디퍼렌셜  커버를  개발하는  동안  SOLIDWORKS 
Simulat ion 도구를  사용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Fulton은  2018년  통합형 
SOLIDWORKS CAM 가공 소프트웨어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구입한 
고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SOLIDWORKS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CAMWorks® 기반의 SOLIDWORKS 
CAM이 공구 경로 프로그래밍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Fulton은  설명합니다. "통합형  SOLIDWORKS CAM 기능을 
이용하면 제품군을 출시하고, 주문으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Fulton은 "통합형 SOLIDWORKS CAM은 모델만 변경하면 공구 경로 프로그래밍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죠."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경쟁력입니다. 대부분의 기계 
공장은 프로그래밍 시간을 견적에 추가하는데, 우리는 프로그래밍 시간을 전혀 청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SOLIDWORKS CAM을 구축한 이후 Alien Machine Worx는 2년 만에 기계 공장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가공 처리량을 세 배로 늘리고, 공구 경로 프로그래밍 시간을 4시간에서 45
분으로 단축하고, 가공 업타임을 극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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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읽기
MAKO Design + Invent의 사례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구체적 사례

스타트업과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성장하는 설계 컨설팅 회사 
MAKO Design + Invent의 CEO인 Kevin Mako는 1999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해 공부하며 제품 개발 및 제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어 소기업과 스타트업, 발명가의 니즈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제품 개발 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MAKO는 현재 북아메리카의 텍사스주 오스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온타리오주 토론토 네 곳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AKO는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 개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설계 컨설팅 기업보다 운영 효율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십여 가지 이상의 수상 경력과 20곳의 산업, 학술, 인큐베이터 
파트너를 보유한 MAKO는 1,500가지 이상의 제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 
소기업, 발명가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고품질 제품 개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CEO인 Mako는 기술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철학 덕분에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MAKO의 주요 접근 방식은 명확한 클라우드로의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통합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MAKO가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시뮬레이션, 시각화, 제조, 검사, 기술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구현을 위한 기본 개발 환경으로 통합형 SOLIDWORKS 3D 제품 개발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제품의  세계적인  입지 , 다양한  통합  애플리케이션 , 
3DEXPERIENCE Works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과의 연계성에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제조 서비스 공급업체와 제품 제조업체들이 
SOLIDWORKS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Mako는 
말합니다 .  "제조  회사들은  제품  생산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SOLIDWORKS 파일로 변환합니다. 간단히 말해 SOLIDWORKS는 소비재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글로벌 표준이고, SOLIDWORKS를 사용할 줄 아는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외부 공급업체, 파트너, 고객과의 협업이 매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본 파일을 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하고 
제조  가능한  설계를  최대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SOLIDWORKS 도구를 구현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통합형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MAKO는  출시  기간을  50% 
단축하고, 제품 개발 비용을 절반으로 절감하고, 필요한 프로토타입 제작량을 50% 줄이고, 
결함 및 재작업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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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SOLIDWORKS 및 클라우드 기반 3DEXPERIENCE 제품 개발 솔루션이 설계-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odedata.com 을  방문하거나  전화번호 02) 595-4450로  문의해  주십시오.

점점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채택하고 구현함에 따라, 경쟁 
압력과 함께 더 높은 품질의 더 혁신적인 제품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개발하라는 
시장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제품 개발 및 제조의 상호 연결성, 데이터 공유 및 
자동화입니다.

다행히도 제조업체는 기존의 단일 지점 설계 솔루션에서 통합형 SOLIDWORKS 
2022 제품 개발 솔루션 제품군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합형 SOLIDWORKS 설계-제조를 통해 다분야적 CAD 환경, 제품 개발, 
제조 및 관련 팀은 마스터 3D CAD 제품 데이터를 여타 모든 업무에 동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 SOLIDWORKS 솔루션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협업을 증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스마트하고 민첩하고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제품 개발 및 제조 조직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할 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형 SOLIDWORKS 2022 제품 개발 솔루션으로 기업의 민첩성, 유연성 
및 혁신 향상

미주

Dassault Systèmes
175 Wyman Street
Waltham, MA 02451 USA

아시아 태평양

Dassault Systèmes 
ThinkPark Tower
2-1-1 Osaki, Shinagawa-ku
Tokyo 141-6020
JAPAN

대한민국

다쏘시스템코리아
+82 (0)2 3270 8500
infokorea@solid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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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GRUPO NAMM

구체적 사례:  
ALIEN MACHINE WORX

구체적 사례:  
MAKO DESIGN + INVENT

통합형 SOLIDWORKS 
2022 제품 개발 솔루션으로 
민첩성, 유연성 및 혁신 향상

결론

https://noded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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