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IDWORKS 시뮬레이션은 SOLIDWORKS 3D CAD에 완벽하게 내장되어있어 사용 및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킵니다.

툴바, 메뉴 및 상황에 맞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가 있는 SOLIDWORKS와 동일한 UI(사용자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을

사용하면 빠르게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내장 된 자습서 및 검색 가능한 온라인 도움말은 학습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SOLIDWORKS 시뮬레이션은 다중 하중 및 제품 구성을 쉽게 분석 할 수 있는 SOLIDWORKS 재료및 구성을 지원합니다. 

응력, 변형, 변위 및 안전 계수 (FOS)에 대한 부품 및 어셈블리 구조 분석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정적 하중, 탄성 선형 물질 

및 작은 접촉 변위로 제한됩니다. 솔루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로드 후의 변형 된 모양이 작은 위와 회전을 나타내야 합니다.

프리미엄 만 : 정적 자료는 복합 소재로 구성된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구성 요소 설정에는 플라이 방향과 

샌드위치 정의가 포함됩니다. 결과에는 플라이 실패 지수와 응력 및 처짐이 포함됩니다.

피크 스트레스가 재료 항복 응력보다 낮은 고주기 변동 하중 하에서 부품의 피로 수명을 예측합니다. 

누적 손상 이론은 실패 할 위치와 주기를 예측하는데 사용됩니다. 

시간 기반의 고정식 몸체 운동 및 동적 동작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부하에서 어셈블리의 속도, 가속도 및 움직임을 계산합니다.

동작 분석 도구는 정적 연구로 가져올 수 있는 구성 요소 본문 및 연결로드를 계산합니다.

프로페셔널 및 프리미엄 만 : 이벤트 기반 라짓 바디 운동 및 동적 모션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의 위치 또는 이동에 의해 

동작 및 동작이 트리거되는 작동 부하에서 어셈블리의 속도, 가속도 및 이동을 계산합니다. 

동작 분석 도구는 정적 연구로 가져올 수 있는 구성 요소 본문 및 연결로드를 계산합니다. 

디자인 연구는 광범위한 “what if” 분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됩니다. 설계 연구에서는 설계 변경 (모델) 및 시뮬레이션 설정 

(재료, 하중 및 설비)을 변경하여 모델 변경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시뮬레이션에는 메쉬 제어 및 오류 진단 기능이 있는 h- 및 p- 적응 요소 유형을 사용하는 솔리드, 쉘 및 빔 

모델링 포함됩니다. 맞춤형 재질 라이브러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병렬 컴퓨팅 (멀티 코어)

ㆍ 배치 실행

전문가 및 프리미엄 만 : 

ㆍ 2D 단순화

ㆍ 평면응력

ㆍ 평면변형ㆍ 평면변형

ㆍ 축대칭의

ㆍ 하위모델링 시뮬레이션

ㆍ 하위 모델링 : 주 조립품에서 하위 모델의 구조적 저항 분석

프리미엄 만 :

ㆍ 오프 로딩 컴퓨팅



ㆍ 제로 변위 또는 제로가 아닌 변위를 처방하는 치구

ㆍ 힘, 압력 및 원거리 구조 하중

ㆍ 온도 로딩

ㆍ 수입흐름 / 열 부하

ㆍ Load Case Manager : 모델에 대한 다양한 하중 조합의 영향 평가

ㆍ 구성 요소 접촉

ㆍ 접착 상태

ㆍ 노드 간, 표면 대면 접촉 조건

ㆍ 수축 조건 적합

ㆍ 가상 벽 조건

ㆍ 자기 접촉

ㆍ 커넥터 : 볼트, 스프링, 핀, 탄성지지 및 베어링ㆍ 커넥터 : 볼트, 스프링, 핀, 탄성지지 및 베어링

ㆍ 커넥터 안전 점검

전문가 및 프리미엄 만 :

ㆍ 에지 용접

ㆍ 열 접촉 저항 조건

ㆍ 절연 상태

ㆍ 에지 및 스폿 용접 커넥터

연구 결과는 연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등고선, 등면, 곡면 및 단면도로 표시됩니다.

프로브 도구에 의해 주어진 수량 점과 선 분포.

디자인 인사이트 플롯에 로드된 잴가 표시됩니다.

FEA 결과는 테스트 데이터와 비교 될 수 있습니다.

변형 된 모양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고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SOLIDWORKS 그래픽에 오버레이됩니다.

SOLIDWORKS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유 가능한 3D파일 형식인 eDrawing을 통해 비 SOLIDWORKS  사용자에게 SOLIDWORKS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유 가능한 3D파일 형식인 eDrawing을 통해 비 SOLIDWORKS  사용자에게 

전달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연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등고선, 등면, 곡면 및 단면도로 표시됩니다.

프로브 도구에 의해 주어진 수량 점과 선 분포.

다지인 인사이트 플롯에드 된 재료가 표시됩니다.

FEA 결과는 테스트 데이터와 비교 될 수 있습니다.

변형 된 모양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고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SOLIDWORKS 그래픽에 오버레이됩니다.

SOLIDWORKS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유 가능한 3D파일 형식인 eDrawings을 통해 비 SOLIDWORKS 사용자에게 전달 SOLIDWORKS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유 가능한 3D파일 형식인 eDrawings을 통해 비 SOLIDWORKS 사용자에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 자습서, 온라인 도움말 및 지식 기반.

ㆍ 사용자 정의 가능한 시뮬레이션 보고서

ㆍ 시뮬레이션 결과의 eDrawings

온도, 온도 구배 및 열유속에 대한 정상 상태 및 과도 현상 부품 및 어셈블리 열 문제 해결.

열 분석이 완료되면 정적 하중 스터디에 온도 하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파수 연구는 작업 환경에서 진동을 경험하는 제품에 종요한제품의 자연 진동 모드를 결정합니다. 

가늘고 긴 부품이 대한 가능한 고장 모드는 재료 항복 응력 이하의 하중에서의 붕괴에 의한다. 

좌굴 연구는 부품이 좌굴 요인을 예측합니다. 

안전한 압력 설계의 열쇠 인 선형화 된 응력은 압력 용기 연구에서 계산됩니다.

선형 탄성 정적 하중 하에서 새로운 최소 재료 설계 대안을 발견하면서도 부품 강성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진동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고 선형 탄성 재료에 대한 동적 하중, 충격 또는 충격 하중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주파수 연구를 

기반으로합니다. 학습유형:

ㆍ 모달 시간 기록 분석

ㆍ 고조파 분석

ㆍ 무작위 진동 분석

ㆍ 응답 스펙트럼 분석 

비선형 해석을 사용하면 후 처리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과 같은 복잡한 재료 거동을 분석 할 수 있을뿐 아니라 큰 처짐 및 

접동 접촉 부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정적 스터디에서는 하중이 있는 정적 하중을 시퀸싱하여 다양한 하중의 동적 효과가 연구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비선형 정적 연구의 복잡한 소재 모델을 사용하여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영구 변형 및 잔류 응력을 계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스프링 및 클립 고정 장치와 같은 구성 요소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동적 스터디는 계산 및 결과에 포함 된 실시간 변동 하중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비선형 정적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비선형 동적 스터디도 영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