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ENGINEER® Wildfire® 5.0을 구입해야 하는

10 가 지 이 유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디자인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PTC의 통합 3D CAD/CAM/CAE 솔루션 Pro/ENGINEER Wildfire 5.0의
최신 버전은 디자인 생산성과 관련한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수백 가지의 새로운 기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용자 경험 극대화
1. 신속하고 보다 직관적인 3D CAD 디자인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에 관한 최신 개선사항을 통해 디자인 수정과 관련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간결해진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빠르게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다이내믹 피쳐 편집 기능을 통해 디자인 수정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방해 없이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판금 및 기타 디자인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향상된 효율성
2. 워크플로우 및 효율성 세부화
능률적인 맥락 인식 UI를 통해 단순한 연속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모델 트리와 새로운 시트
탭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미리보기로 인쇄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고 새로운 트루타입 글꼴을 통해 파일크기를 줄이면서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몰딩된 부품 디자인 효율성
혁신적이고 새로운 리브 도구를 통해 플라스틱 부품 디자인 효율성을 최대 8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몰딩된 부품을 생성하고 수정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곡면 연속 라운드를 생성하고,
패턴에 스케치 포인트를 사용하고, 실시간 지오메트리 UDF 미리보기를 확인하며, 다이내믹 패턴
수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용접 디자인 및 분석
새로운 용접 기능, 기호 주석, 향상된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용접 구조를 디자인, 문서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용접물 모델을 최대 10배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5. 향상된 그래픽 효과
한층 향상된 실시간 렌더링을 활용하여 뛰어난 품질의 이미지와 어셈블리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그림자 및 반사, 원근 뷰, 분해 상태 애니메이션 지원 기능을
통해 제품을 최상의 광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Pro/ENGINEER Advanced Rendering
Extension은 그래픽 효과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멘탈 이미지 렌더링 엔진을 지원합니다.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디자인

Pro/ENGINEER Wildfire 5.0

응용 프로그램 간의 원활한 통합
6. 새로운 전기 기계식 디자인 모듈
새로운 Pro/ENGINEER Spark Analysis Extension은 전기 스파크가 갭 사이를 가로지르거나
서피스 상에서 흘러가는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부터 제품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새롭게 향상된 Routed Systems UI로 와이어,
케이블 및 리본을 즉석에서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경로설정 속도는 40%,
파이프 경로설정 속도는 6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 확장된 시뮬레이션 성능
기계 가공 시뮬레이션을 더욱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브를 따라 슬롯 모터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것은 물론, 운동학적 동적 커플링에 맞게 벨트를 신속하게 생성하고,
동적 기어를 분석하며, 접점을 3D로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분석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종류의 단위 지원 확대, 아이콘 및 이름표
디스플레이 향상, 서피스 및 볼륨 영역에 대한 직관적인 대시보드 UI, 재료 소성 지원
등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보다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8. 향상된 생산 가공 성능 및 사용 편이성
보다 직관적인 워크플로우, 사용이 간편한 공구 관리자, HTML 기반의 프로세스 안내서를
바탕으로 생산 가공 효율성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페이싱 공구 경로를 최대 5배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 쉽고 빠르게 공구경로를 복제하고 영역 선반가공, 그루빙,
프로파일 선반가공 같은 여러 선반가공 업무에 프로세스 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D 상호 운용성의 새로운 표준
9. 향상된 상호 운용성
Autodesk Inventor® 및 SolidWorks® 무상 지원 등의 확장된 데이터 교환 기능을 통해
가져온 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비형상 데이터 교환
기능을 활용하여 3D 메모, 주석 및 메타데이터를 neutral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tobuildZTM 및 Import DataDoctorTM에 대한 새로운 3D 가져오기 마법사 및 활용성
향상 기능을 통해 이종 CAD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보다 많은
사용자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소셜 제품 개발에 최적화된 최초의 CAD 솔루션
10. 소셜 제품 개발
새로운 소셜 제품 개발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인력과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의 소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Windchill
ProductPoint와의 원활한 통합 기능을

기반으로, Pro/ENGINEER를 통해 디자인

커뮤니티의 축적된 지식을 검색하고 재사용하여 프로세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Pro/ENGINEER Wildfire 5.0을 구축하여 장벽을 넘어서는
디자인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PTC.com/products/proengineer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PTC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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