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IDWORKS에서

적층 제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어떤 3DXpert for SOLIDWORKS를 선택해야 할까요?
3DXpert for SOLIDWORKS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성 표준 에디션 프로 에디션

기본 SOLIDWORKS 및 기타 많은 표준 데이터 형식 가져오기 ✔ ✔

최적합 프린트 방향 및 분석 ✔ ✔

기본 CAD 도구를 사용하여 부품 형상 수정 및 준비 ✔ ✔

표준 볼륨 및 표면 격자 설계 세트 * ✔ ✔

자동 템플릿 기반 서포트 설계 ✔ ✔

프린트 가능성 검사 ✔ ✔

3D PDF 리포트로 내보내기 ✔ ✔

프린트 시간 및 재료 사용량 추정 ✔ ✔

빌드 플랫폼(트레이) 배열 ✔ ✔

프린터로 기본 CAD 형식(STEP, Parasolid 등), STL, 3MF 또는 CLI 슬라이싱 데이터로 보내기 ✔ ✔

경량용 고급 볼륨 격자 설계 제품군
애드온 1: 고급 격자 

설계

✔

등각 볼륨 채움 ✔

고급 표면 기반 격자(질감) ✔

FEA 기반 격자 분석 애드온 2: 고급 격자 
최적화

✔

설계 최적화 - FEA에 기반한 반복 격자 최적화 ✔

광범위한 메시(STL) 툴셋 애드온 3: 고급 부품 
준비

✔

지지물 영역 기본 수동 생성 ✔

완전한 CAD 툴셋 - ✔

지지물 영역 분석 및 편집 - ✔

완전한 지지물 설계, 제어 및 관리 - ✔

기하형상 기반 잔류 응력 분석 - ✔

다중 프린트 기술 할당(특허 출원 중인 3D Zoning 기법 기반) - ✔

다층 두께용 슬라이스 - ✔

* 모든 기능을 갖춘 표준 격자 설계 세트.  
   고급 격자 설계 세트는 평가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설계를 내보내고 슬라이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3DXpert for SOLIDWORKS 다운로드 

https://www.3dsystems.com/3DXpert4SW

• 3DXpert for SOLIDWORKS는 SOLIDWORK 3D CAD 가입자들에게만 제공되며 표준 에디션은 추가 비용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에디션의 애드온이나 프로 에디션의 경우, 해당 SOLIDWORKS 리셀러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3dsystems.com/3DXpert4SW

3D Systems는 3D 프린터, 프린트 재료, 주문형 부품 서비스 및 디지털 설계 도구까지 포괄적인 3D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D Systems 생태계는 제품 설계실, 작업 
현장 및 수술실에 이르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지원합니다. 3D 프린팅의 창시자이자 미래 3D 솔루션의 선도자로서, 3D Systems는 지난 30년 간 전문가 및 회사가 설계를 최
적화하고 작업흐름을 전환하며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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