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셉 스터디, 제어 설계, 시스템 성능 최적화, 컨트롤러 구현 및 

테스트를 위한 설계와 공학 제품에 시뮬레이션 중심의 

혁신(simulation-driven innovation)을 활용합니다.

Model Based 
Development Suite

모든 유형의 수학을 위한 하나의 환경

• 매트릭스 기반의 고급 언어

• 저작 및 디버깅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IDE), 다국어 지원 포함

• 통계 데이터 분석, 매트릭스 분석, (정)수론, 신호 처리, 2D 및 3D 플로팅, 
미분방정식 및 최적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 수학 라이브러리

• 전/후처리 과정의 CAE 데이터 연결 기능 제공

시뮬레이션 및 모델 중심의 개발

• 다양한 분야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블럭 다이어그램 환경

• 동일한 다이어그램의 신호 기반 및 물리적 (Modelica™) 구성 요소

• 라이브러리 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블록라이브러리 제공

• 동시 시뮬레이션(co-simulation) 및 모델 교환을 위한 
목업 기능 인터페이스(Functional Mock-up Interface) 지원

• 다물체 역학(Multi-body Dynamics)의 동시 시뮬레이션(co-simulation)

• 모델을 실행 가능한 코드로 컴파일

모델 중심의 임베디드 개발

• 광범위한 임베디드 시스템 블록 라이브러리

• 이산 및 연속,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이고 간단한 ANSI C-코드 자동 생성

• 그래픽 편집, 시뮬레이션 및 코드 생성을 위한 상태도

• 인터액티브 소프트웨어 인더루프, 프로세서 인더루프, 
하드웨어 인더루프 시뮬레이션

확장 및 고정점 알고리즘• 

컴포즈Compose 

특징

“solidThinking Embed의 장점 중 하나는 C언어로 직접 코딩하지 않아도 
 다이어그램과 자동 코드 생성기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빈 가드프리(Kevin Godfrey), AMETEK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Simulation-driven Innovation of 
Smart Systems

시스템 레벨 성능 향상

액티베이트Activate

특징

임베드Embed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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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중심의
개발

2017 solidThinking, Inc.

솔리드씽킹 컴포즈, 액티베이트, 임베드(solidThinking Compose, Activate, Embed)는 
수학, 신호 기반, 물리적 구성 요소 및 3D 모델링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모델 중심의 개발 
기술을 활용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협업을 가능하게합니다.

센서, 액추에이터 및 컨트롤러를 
시뮬레이션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강건 설계

What-if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다양한 설계를 테스트하고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합니다.

신속한 문제 진단

모든 설계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 문제를 
파악합니다.



solidthinking.co.kr/Embedsolidthinking.co.kr/Activatesolidthinking.co.kr/Compose

매트릭스 기반의
해석 언어

 프로그래밍
환경

 광범위한 
수학 라이브러리

 풍부한 2D/3D 
플로팅 제공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블록 라이브러리  

상태도
(State Charts)

인터액티브 하드웨어
인더루프 시뮬레이션

Init

Fill

Drain

Embed 
on PC

Plant

블록 다이어그램 
환경

 실제 구성요소 및
 신호 기반 모델링

 기능적인 목업(Mock-up) 
인터페이스

Model Exchange & Co-simulation

Plant Controller Multi-body

과학 및 공학용 
수치 컴퓨팅 환경

• 모든 유형의 수학을 위한 환경을 제공
• 스프레드시트보다 빠른 속도
• 옥타브(Octave™)와 호환 가능

하이브리드, 다중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를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 환경

• 최신 사용자 경험 보유
• 신호 기반 및 실제 구성 요소 모델링(Modelica™)의 연계

 

 •
 
기능적인 목업(Mock-up) 인터페이스 지원

• 임베디드 컨트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완벽한 툴 체인
• 직접 코딩할 필요 없이 알고리즘을 
대상 하드웨어에서 쉽게 테스트

모델 중심의 임베디드 개발을 위한 
시각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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