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idWorks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혜택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현재와 앞으로의 시장 기회를 극대화 하려면 최신 설계와 개발 환경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olidWorks®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프로그램은 SolidWorks SolidWorks 3D
설계 환경에 대한 투자를 현명하고 유연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경쟁 우위 유지

• SolidWorks Composer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 새 버전, 특별판, 애드온 기능,
웹캐스트 등 SolidWorks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회원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직관적인 3D 설계 환경을 이용해
성과와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스크립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한 지원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olidWorks Sustainability

• SolidWorks 3D CAD
• SolidWorks Simulation
• SolidWorks Enterprise PDM

• 구입하신 모든 SolidWorks 애드온 제품

소프트웨어 수명 연장
SolidWorks는 버전에 관계 없이 SolidWork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최대 연장 지원은 현재 버전 릴리즈 시점부터
12개월간 지속되므로 유효한 서브스크립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SolidWorks와 현지 리셀러를 통해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 모두에 대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SolidWorks 전문가들이 설계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Go to
Assist’ 웹사이트를 즐겨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SolidWorks와 지원 인력들은 업무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산성 확보

광범위한 2D 및 3D 컨텐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현지 리셀러와
SolidWorks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므로
SolidWorks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효과가 개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세계 SolidWorks 사용자들이 제공한 도면, 파트, 어셈블리
및 피처들의 광범위한 라이브러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계 프로젝트에 모델을 직접 끌어 놓아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보력 확보

특별한 권한

광범위하고 손쉽게 검색 가능한 웹 기반 라이브러리인
SolidWorks 기술 자료(KB)를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는 기술 문서, 도움말 주제, 기술 팁, 모범 사례,
솔루션 및 매크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olidWorks
전문가에 의해 작성, 검토 및 수시 업데이트됩니다. 단 몇 분의
학습만으로도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 향상 요구를 통해 미래의 SolidWorks
소프트웨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고객들이 SolidWorks 모든 버전의 수백
개에 이르는 새 기능 중 90퍼센트 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SolidWorks 베타 소프트웨어와 SolidWorks Early
Visibility(EV) 서비스 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누구보다도
먼저 CAD 최신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역량 확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준전문가 자격 인증
(CSWA) 및 SolidWorks 전문가 자격 인증(CSWP) 자격 증명을
위한 시험과 인증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스크립션 가입 후 연 1회 Advanced Certification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인증은 해당 SolidWorks
사용자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3D CAD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기술을 획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또한, 서브스크립션 회원은 시험 결과, 개선해야
할 기술 영역 및 SolidWorks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 무료 관리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소

최고의 인력 구조
SolidWorks는 71개 국가의 400여개 리셀러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이 참여하는 전세계적인 공인 리셀러(VAR)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제품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olidWorks 공인 리셀러
인증은 재무 건전성을 문서로 증빙하고 업계 및 기술 관련
전문성을 입증하고 강력한 고객 서비스 중심주의를 지켜
나가는 업체만이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SolidWorks 공인 리셀러만이 SolidWorks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탁월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olidWorks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프로그램은 현지의
SolidWorks 공인 리셀러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

SolidWorks Customer Portal 및 My.SolidWorks
구매 시점부터 설치 및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서, 지원, 업그레이드, 서비스
팩, 기능 향상 요청, 사용권 정보, 포럼, 보관된 웹캐스트,
파트너 할인, e-러닝 등을 비롯한 모든 SolidWorks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리소스를 이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y.SolidWorks.com에서 권한이 있는
컨텐츠에 액세스하여 모든 SolidWorks 커뮤니티에서 리소스
및 전문지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SolidWorks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olidworks.co.kr/subscription 을 참고하거나
SolidWorks 현지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12가지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3DEXPERIENCE 솔루션
3DExperience 기업 다쏘시스템은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가상 세계를 제공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은 제품을 설계, 생산, 지원하는 방식에 변혁을 일으킵니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소셜 혁신을 촉진합니다. 다쏘시스템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모든 산업군, 다양한 규모에 속하는 15만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ko 을 참고하십시오.

3DS.COM/SOLIDWORKS를 방문해 보십시오.

미주
Dassault Systèmes
175 Wyman Street
Waltham, Massachusetts
02451-1223
USA

아시아 태평양
Dassault Systèmes
Pier City Shibaura Bldg 10F
3-18-1 Kaigan, Minato-Ku
Tokyo 108-002
Japan

한국 지사
+82 (0)2 3270 8500
infokorea@solidworks.com

SolidWork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브랜드 및 제품 이름은 각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2013 Dassault Systèmes. All rights reserved. MKSUBENDSKOR0713

— Andy Tirpak, 세일즈 및 설계 담당, American Foam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