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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사  
프로세스 간소화
회사의 품질 관리 부서는 품질 검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체로 부품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도면이나, 검사 
중 사용되는 보고서 또는 파트에 필요한 추가적인 결과물 같은 
각종 문서의 작성이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직접 작성하기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설계자, 
엔지니어 및 품질 검사 담당자의 책임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수백 개의 문자, 치수, 공차 및 노트를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에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복 프로세스에는 사람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비용이 
증가되거나 심한 경우 품질에 대한 약속 및 인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또는 고객이 모델에 변경하는 모든 사항은 품질 검사 
담당자의 재작업 및 모든 값들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도면 
수정을 야기합니다.

SOLIDWORKS Inspection은 엔지니어링 도면의 부품 번호 
작성 및 검사 데이터 시트와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함으로써 
검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진 부품 
번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검사할 치수와 특성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분만에 정확하게 말풍선이 표시된 
인쇄물과 검사 시트가 생성됩니다. SOLIDWORKS Inspection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첫 번째 제품 검사 패키지 생성 시간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광학적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많은 회사들이 PDF 또는 TIFF 형식으로 엔지니어링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SOLIDWORKS Inspection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통해 공칭 치수, 가감 공차 및 
치수 유형(예: 지름 또는 선형) 등을 읽고 판별하므로, 실질적인 
수동 입력을 없애고, 오류를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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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출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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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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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품질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
검사 문서는 회사의 제조 공정 개선, 스크랩 비용 절감, 출시 
기간 단축 및 제품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SOLIDWORKS Inspection은 사용이 간편하고 SOLIDWORKS 
CAD와 통합되어 있으며 기존 CAD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탠드얼론 응용 프로그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손쉽게 
검사 문서를 작성/배포하고 품질 관리 부서를 교육시킬수 
있으며 검사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SOLIDWORKS Inspection으로 검사 문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5분 
정도였습니다. 그 작업은 기술자 1명이 하루 종일 매달려야만 겨우 끝낼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 PBC Linear 

SOLIDWORKS Inspection을 통해 품질 관리 
엔지니어 및 검사 담당자는 직접 측정 값을 
입력하거나, 디지털 캘리퍼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
에서 산출된 결과를 불러와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입력된 값들이 자동으로 녹색,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표시되므로, 각 
값들이 공차 범위 내에 있는지,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니면 근소하게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