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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지 원 서 비 스

▶ Benefit – Technical Support

WEBS Technical Support
고객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웹스시스템코리아 기술지원팀은
귀하의 더 쉽고 편리한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설계  해석 작업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하세요.

▶ Benefit – Subscription Support
S/S Service 지원 혜택 ▶
상세 문의 : 02-2138-7177

WEBS Subscription Support

SOLIDWORKS번들프로그램
최대250만원상당지원

㈜웹스시스템코리아는 SOLIDWORKS를 구매하신 고객분들께
WEBS S/S Service (SOLIDWORKS Subscription) 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Subscription

Subscription

기본 제공 기간

갱신 여부 선택 가능 기간

SOLIDWORKS무료교육&
기술자료통합커뮤니티지원

Upgrade

불가
SOLIDWORKS
신규 구매

신규 구매후
1년경과

신규 구매후
2년경과

신규 구매 후
3년경과

Subscription 갱신
견적 발송 & 진행 여부 선택

SOLIDWORKS 신규 구매 시 기본 제공되는 Subscription Service 기간 (1년) 종료 후, 갱신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만료일 기준 연간 정기 갱신의 경우 최소 비용 견적 제공 및 Subscription Service 연속 적용이 지원 되오나,
Subscription Service 적용 없이 신규 구매 후 3년이 경과된 라이선스의 경우 기술지원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Upgrade 관련사항은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LIDWORKS설계편의프로그램
SpeedWorks추가제공

WEBSWelcomeKit 무료제공

SOLIDWORKS공인인증시험무료응시

설계시활용가능한
3DModel무제한다운로드사이트안내

SOLIDWORKS 최신버전
베타테스트참여지원
SOLIDWORKS Customer Portal
라이선스 데이터관리지원

▶ Benefit – Training Support
오프라인 정기 교육

WEBS’ 오프라인 정기 교육

교육 과정 안내

㈜웹스시스템코리아는 귀하의 더 쉽고 편리한 설계를 위해,
매월 오프라인 정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울/창원, 커리큘럼 기반 진행)

기본

설계부터 해석까지, ㈜웹스시스템코리아의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하세요.

(4일 과정)

고급
(3일 과정)

WEBS’ 온라인 교육
SOLIDWORKS 기본 설치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까지!
㈜웹스시스템코리아의 기술 자료와 함께 하세요.
※ 본 기술자료는 ㈜웹스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판금용접
(1일 과정)

도면템플릿
(1일 과정)

구조해석

WEBS 교육 지원
교육 신청바로가기

기술자료확인하기

(2일 과정)

유동해석
(2일 과정)

▶ Benefit – Training Support
WEBS’ 오프라인 정기 교육 – H1
㈜웹스시스템코리아는 귀하의 더 쉽고 편리한 설계를 위해,
매월 오프라인 정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울/창원, 커리큘럼 기반 진행)
설계부터 해석까지, ㈜웹스시스템코리아의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하세요.

※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장 좌석 제한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날짜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Benefit – Training Support
WEBS’ 오프라인 정기 교육 – H2
㈜웹스시스템코리아는 귀하의 더 쉽고 편리한 설계를 위해,
매월 오프라인 정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울/창원, 커리큘럼 기반 진행)
설계부터 해석까지, ㈜웹스시스템코리아의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하세요.

※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장 좌석 제한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날짜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Benefit – MKT Support

WEBS MKT Support
SOLIDWORKS,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3D 설계 및 해석 전문 공인 리셀러, ㈜웹스시스템코리아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자료집 제공

월간 뉴스레터 발행

YouTube 온라인세미나 진행

고객 대상이벤트 진행

▶ Appendix – API Solution
SpeedWorks
SOLIDWORKS 설계 편의 프로그램 (API) SpeedWorks 를 통해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하세요.
SOLIDWORKS UI 내 애드인 되어 모든 설계자가 손쉽게 사용하고, 다양한 설계 작업 도구를 통한 설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누리세요.

일괄 작업

모델링

도면 작성

파일 관리

Batch Job

Modeling

Drawing

File Management

▶ 주요 기능

▶ 주요 기능

▶ 주요 기능

▶ 주요 기능

설정매니저

기본형상

고급레이어설정

부품분리

부품탐색기

일괄구멍생성

구멍간격
치수입력

폴더클리너

자세히 보기

당 신 의

미 래 를

설 계 합 니 다

(주)웹스시스템코리아

Telephone

E-Mail

Homepage

02-2138-7177 (200)

webs@websco.co.kr

http://websco.co.kr

YouTube
http://youtube.com/websco1996

KakaoTalk
@솔리드웍스_웹스시스템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