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점검을 통해 설계를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고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네 가지 핵심 환경 지표(탄소 배출량, 총 에너지 
소비량, 대기에 미치는 영향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기존의 설계에 대한 재고 및 새로운 설계의 
탐구를 통해 "친환경" 마케팅 기회에 목표를 맞추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설계 환경과의 원활한 연동
SolidWorks 제품 개발 솔루션의 일부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SolidWorks Sustainability는 환경 영향 평가를 수고스러운 
일이 아닌, 워크플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한 상이한 재료와 설계 솔루션을 모델링할 수 있고, 
재료, 원자재 조달, 운송 및 제조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신속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확실한 환경 평가 결과가 실시간 
그래픽 대시보드에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지속 가능성 
데이터는 모델 파일의 일부로 자동 저장되므로 타인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전생애환경평가기법 적용
SolidWorks Sustainability는 과학적인 전생애환경평가기법
(LCA) 을 사용합니다. LCA는 원자재 추출, 제조, 조립, 운송, 
제품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종전까지는 
제품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야 친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으나, 이제 SolidWorks Sustainability로 인해 감별수준
(Screen-Level)의 LCA가 설계 단계로 앞당겨짐에 따라 손쉬운 
조정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설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 보고서. SolidWorks Sustainability에서 
바로 지속 가능한 설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회사 경영진 및 전 
부서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재질 비교 
간단한 클릭으로 재질의 환경 영향을 비교하고, 열 전도율 및 
항복 강도와 같은 표준 엔지니어링 속성을 점검하며, 재질 
비용을 상호 대조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한 재질로는 
표준 SolidWorks CAD 재질 이외에도 몇몇 공통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시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재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의 보편적 표준을 이용한 해석
SolidWorks Sustainability는 선도적인 LCA 업체인 PE 
International과의 제휴를 통해, 방대한 GaBi® 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수 십년간 수집된 
과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데이터베이스는 환경 영향 데이터에 대한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항상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동 환경 보고서 생성
지속 가능성 평가의 결과 및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수행된 조치가 총망라된 보고서를 즉각 생성할 수 있으며, 
제품의 지속 가능성 프로필을 표시하고 설계 대안을 비교하고 
복잡한 어셈블리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락처 정보 및 회사 브랜드가 표시되도록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olidWorks Sustainability 소프트웨어는 결과물을 문서화하고 향후 더욱 친환경화적인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는 물론 환경에도 큰 
혜택입니다.”

— Brian Kinnune, 엔지니어링 관리자, BetaLED (Cree, Inc. 산하 사업부)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 평가. 
제품 수명, 사용 기간과 같이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 관련 인자들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재활용, 폐기 시나리오와 같은 
요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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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