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IDWORKS VISUALIZE
목적
SOLIDWORKS ® Visualize를 사용하면 실사 품질의 전문적인 이미지, 애니메이션 및 기타 3D 콘텐츠를 가장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설계자, 엔지니어 및 콘텐츠 개발자는 3D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SOLIDWORKS Visualize에서 CAD 데이터의 “카메라”와 같이 이미지의 현실감을 높여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개요

경쟁력

SOLIDWORKS Visualize를 사용하면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나 조직에서 3D CAD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어 곧바로 인쇄하거나
웹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정적 이미지에서 애니메이션,
대화형 웹 콘텐츠 및 몰입감 넘치는 V R (가상 현실)에
이르기까지 SOLIDWORKS Visualize는 현실에서 제품을
묘사하는 그래픽 콘텐츠를 전달하고, 설계 프로세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입니다.

GPU(Graphics Processing Unit) 렌더링 가속화

S O L I D W O R K S V i s u a l i z e를 통해 설계, 개발, 마케팅
단계 전반에 걸친 컨셉트를 찾아내 값비싼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제작, 마케팅 리소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전에 효과적이면서 강력한 설계 컨셉트를 선택, 검증,
개발하고 제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를 줄여
전보다 제품을 더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점
•
•
•
•
•
•
•
•

•

단 몇 초만에 실제의 제품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설계, 엔지니어링 및 판매 검토를 개선합니다.
물리 프로토타입의 수와 비용을 줄입니다.
개발 프로세스 초반에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개선된 내부 검토 및 소비자 경험의 전파를 위해
실감나는 VR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실사와 같은 콘텐츠로 설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생산성 도구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실사 품질의 이미지와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마케팅
팀에 전달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전에 최종
마케팅 레이아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더 나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고 더 빨리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S O L I D W O R K S V i s u a l i z e는 단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하나 이상의 G P U를 사용하여 C P U 하드웨어의
렌더링 성능을 현저하게 향상시킵니다. N V I D I A ® 그래픽
카드를 렌더링에 활용해 경쟁사 C P U 기술보다 더 빠르고
사용자의 일상 워크플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더욱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AI) 디노이저
S O L I D W O R K S V i s u a l i z e는 인공 지능을 사용해 단일
확인란으로 렌더링의 노이즈를 판독하고 제거합니다.
그 결과 무려 10배나 빠른 렌더링 속도를 실현합니다!
속도가 10배 향상된 최종 렌더링을 사용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Visualize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레이트레이싱
SOLIDWORKS Visualize에 포함된 NVIDIA의 Iray®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면 C A D 모델을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품질을 낮추지 않고도 조명, 재질
및 양식 모두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레이트레이싱은 사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설계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정확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S O L I D W O R K S V i s u a l i z e를 사용하면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카메라로 제품 전체를 돌아가며 쉽게 C A D
데이터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점 기반 재질이
없고 통합 뷰포트를 제공하는 SOLIDWORKS Visualize의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새 공구를 학습할 시간이 없는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입니다.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

회사가 프로젝트를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C A D 패키지 종류에
상관없이 SOLIDWORKS Visualize는 모든 형식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IGES, STEP 및 OBJ와 같은 일반적인 형식을 포함하여
25개가 넘는 다양한 C A D 파일 형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져올 때 여러 파트 그룹화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져오기에서 최종 렌더링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Visualize Professional을 사용하면 실사적 이미지,
애니메이션, 대화형 웹 콘텐츠, 360도 회전 및 몰입감이 높은
V R (가상 현실)을 생성하여 복잡한 설계를 세세한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C A D 데이터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능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는 3D 데이터를 "사진"처럼
재현해야 하는 사용자가 실사적 이미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출시 기간을
단축해 주는 방법입니다.
• 다양한 해상도에서 실사 품질의 이미지 제작
• 고급 멀티레이어 재질
• 귀찮은 수작업 조명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실사 효과를
위한 HDR(High Dynamic Range) 지원으로 실제 조명
효과를 정확히 시뮬레이션
• 절단 평면(단면도) 내부의 복잡성을 표시하고 파트 및
모델의 불투명도 페이드아웃
• 실제 측정 재질(NVIDIA MDL 및 PBR) 지원
• 1000개가 넘는 무료 자산을 보유한 SOLIDWORKS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된 연결
• 데칼(대화형 스티커) 지원 및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배치
• 전문적인 텍스처 맵 지원(범프/일반, 반사도, 알파, 색상)
• CAD 모델링 공구로 돌아가지 않고도 곡면을 분리할 수
있는 양방향 파트 분할기
• 작업의 모든 손실을 최소화하는 통합형 자동 데이터 복구
• 이미지 화질을 높이고 화면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해주는
기본 설정 카메라 필터
• SOLIDWORKS Visualize Standard는 무료로 모든
활성 SOLIDWORKS CAD Professional 또는 Premium
서브스크립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통합된 물리 엔진으로 장면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터치를 추가
고급
차량 구속 시뮬레이터로 실제와 같은 주행 영상 및
•
획기적인 이미지 생성
• PowerBoost 실시간 네트워크 렌더링: Visualize Boost
렌더링 팜에서 뷰포트로 직접 레이트레이싱 스트리밍
• 애니메이션 전체 제품군: 파트, 모델, 외관, 환경 및 카메라
• 간편한 카메라 애니메이션 설정을 위한 통합된 애니메이션
리본
• 설정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색체 배합 및 변형 제품 제작
• LED 스크린 애니메이션 재생용 비디오 데칼 가져오기
• 두 가지 유형의 양방향 웹 콘텐츠(양방향 이미지 및
파노라마)
• 통합형 Render Queue 기능으로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
• HMD 및 스마트폰에서 재생할 수 있는 몰입감 높은 360VR(가상 현실) 이미지 및 애니메이션 생성
사용자
정의 가능한 카메라 필터 및 후처리
•
• 태양 및 하늘과 태양광 스터디를 포함하는 통합된 고급
조명 기술
• 부분 조명 사용자 정의와 클릭을 통한 간편 배치 및
상호작용
• 프레젠테이션 모드 및 조정 가능한 사전 설정 조명으로
실시간 설계 제시

SOLIDWORKS Visualize Boost(Visualize
Professional의 애드온)
SOLIDWORKS Visualize Boost는 렌더링 작업을 전용 시스템
클러스터에 전송하여 즉시 렌더링 속도와 콘텐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활성 서브스크립션에서 각 Visualize Professional 시트에
무료로 Visualize Boost 시트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Render Queue에서 여러 렌더링 작업을 누적해 로컬
컴퓨터로 오프로드하여 Visualize, CAD 또는 기타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쉬운 웹 페이지에서 Visualize Boost 렌더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네트워크
전체에서 CPU와 GPU를 모두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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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 곳 이상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ko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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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Dassault Systèmes
175 Wyman Street
Waltham, MA 02451 USA

대한민국
다쏘시스템코리아
+82 (0)2 3270 8500
infokorea@solidworks.com

©2018 Dassault Systèmes. All rights reserved. 3DEXPERIENCE®, Compass 아이콘, 3DS 로고, CATIA, SOLIDWORKS, ENOVIA, DELMIA, SIMULIA, GEOVIA, EXALEAD, 3D VIA, 3DSWYM, BIOVIA, NETVIBES, IFWE 및 3DEXCITE는 프랑스에 소재한
유럽 회사(“société européenne”)(베르사이유 상업등기소 번호 B 322 306 440)인 다쏘시스템 또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 소재한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다른 상표는 해당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쏘시스템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는 동 회사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개 이상의 CAD 파일 형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