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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2023시작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주요 기능 개선
• 성능
• 자세한 내용

모델: Philipp Burgstaller, SOLIDWORKS 2022 Beta Splash Screen Prize 우승자.

8



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SOLIDWORKS®는 사용자가 훌륭한 설계를 작성하고 훌륭한 설계를 구현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제조 제품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SOLIDWORKS
2023에는 다음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더욱 스마트한 작업. 대형 어셈블리와 상세한 도면을 설계할 때 작업 부하를 줄이고 더 복잡한 전기 시
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더욱 빠른 작업. BOM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셈블리 검색 및 저장 성능을 향상시키고, 대형 어셈
블리를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다 함께 협업. SOLIDWORKS PDM의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대기 시간 단축, 향상된 업그레이
드 성능으로 팀이 데이터를 보다 생산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DM 알림 템플
릿을 사용자 정의하는 기능을 통해 설계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
니다.

주요기능개선

SOLIDWORKS® 2023의 주요 기능 개선에는 기존 제품의 개선 사항과 혁신적인 새 기능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파트와 피처 페이지 27 • 좌표계
• 바디 이동/복사 명령에 대한 치수 지원
• 곡면 포장 피처의 한 줄 글꼴

판금 페이지 35 • 센서

구조시스템및용접구조
물 페이지 39

• 구조 시스템에서 유사 코너의 코너 처리
• 용접구조물 멤버의 설정 특정 크기

어셈블리 페이지 43 • 간략 해제 모드 자동 최적화
• 누락된 메이트 참조 복구
• 컷 피처의 추가 마침 조건

도면 및 도면화 페이지
62

• BOM 덮어쓰기
• BOM의 필터

SOLIDWORKS
Inspection페이지133

• PDF 파일의 자동 치수번호
• 치수번호 시퀀스
• 도면 시트에 별도로 치수번호 표시
• 별도의 2D PDF 파일로 시트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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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Microsoft®Excel® 문서로 FAI 보고서 내보내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재설계

SOLIDWORKSMBD
페이지 144

• 기하 공차를 표준으로 제한
• 치수 보조선

성능

SOLIDWORKS® 2023은 특정 도구와 워크플로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성능 및 워크플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OLIDWORKS기초
정밀도 옵션을 사용하면 뷰를 조작할 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 옵션 > 시스템 옵션 > 성능을 클릭합니다.

모델의 일반 품질 은선 및 실선 모드에서 확대/축소, 화면 이동, 회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모델의단면도

단면도 명령의 시작과 종료가 이전보다 약 5배 빠릅니다. 단면도 명령에서는 단면 면이 즉시
추가 또는 제거됩니다.

어셈블리

• 하위 폴더 포함을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 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 불러온 여러 개의 바디와 바디 수준 표현이 있는 파트가 포함된 어셈블리의 경우 다음에서 성능
이 향상됩니다.

• 파일 열기
• 설정 변경
• 표현 적용, 수정 또는 제거
• 어셈블리 항목을 롤백하거나 롤 포워드

• 변경되지 않은 모델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도록 어셈블리의 저장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성
능 개선 사항은 매우 큰 어셈블리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불러오기/내보내기
3D Interconnect를 사용하면 타사 CAD 파일을 불러오는 성능이 향상됩니다.

SOLIDWORKS PDM
• SOLIDWORKS PDM 2023은 SOLIDWORKS PDM 서버의 대기 시간이 길 때 성능이 크게 향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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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은 대기 시간, 데이터 세트 크기 및 작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 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 체크인
• 자동 전이로 체크인
• 체크아웃 실행 취소
• 메뉴, 바로가기 메뉴, 참조 대화 상자, SOLIDWORKS PDM 파일 탐색기 탭과 같은 대화
형 작업

• 다음 작업은 보관 서버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 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 파일 추가
• 파일 수정 시 상태 변경
• 파일 내려 받기
• 최신 버전의 파일 내려받기

• 파일 버전 업그레이드 도구의 성능이 향상되어 SOLIDWORKS PDM 볼트에서 SOLIDWORKS
파일을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버전 설정 페이지에서 덮어쓰기 및 최근 버전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가 어셈블리의 저장 버전에서 최신 버전이 아닌 참조의 업그레이드 및 업로드를 건너
뜁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성능이 개선됩니다.

구조시스템및용접구조물

코너 관리 피처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성능이 향상됩니다. 코너 관리 PropertyManager 또는 그
래픽 영역의 코너에서 코너를 선택하면 코너가 잘립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코너 관리 피처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면 바로 코너가 잘렸습니다.

자세한내용

다음 자료를 통해 SOLIDWORKS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PDF 및 HTML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PDF 및 HTML 형식의 새
기능 설명서

• > 새 기능 설명서 > PDF

• > 새 기능 설명서 > HTML

SOLIDWORKS에서 은 새 메뉴 항목과 새 PropertyManager 또는
대폭 변경된 PropertyManager의 제목 옆에 나타납니다. 이 안내서에

서 개선 사항을 설명하는 항목을 표시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대화형 새 기능 설명서를 활성화하려면 > 새기능설명서 > 대화형
을 클릭합니다.

대화형 새 기능 설명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세부 정보와 예제를 포함하여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

3DEXPERIENCE® Platform의 SOLIDWORKS 사용자 커뮤니티 게시
물이 들어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SOLIDWORKS사용자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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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능 설명서, 온라인 도움말 및 기타 문서에 대한 변경 내용까지 포
함하여 제품의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릴리즈 노트

SOLIDWORKS 법적 고지사항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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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SolidNetWork License 설치에 대한 제품 번호 추가
• 기간 SNL 사용권 갱신 후 다시 활성화
• SOLIDWORKS Flow Simulation 모듈 로드
• 차용 사용권의 보다 빠른 시작

SolidNetWork License설치에대한제품번호추가

모든 SOLIDWORKS 애플리케이션 및 애드인의 사용권에 제품 번호를 추가하는 작업은 CAD 관리
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SolidNetWork License Manager 서버에서 제품 활성화 마법사를 사용하여 영구
및 기간 사용권의 제품 번호를 추가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License Manager
Server를 설치할 때 제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 설치에 제품 번호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 마법사를 사용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제품 번호를 제거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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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SNL사용권갱신후다시활성화

기간사용권의경우모든 SOLIDWORKS애드인, SOLIDWORKS PDM및 SOLIDWORKS Manage
에 갱신 및 재활성화 경고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기간 사용권이 만료되거나 30일 이내에 활성화가 필요
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가 표시되며 CAD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olidNetWork License Manager 서버 관리 탭에서 재활성화를 클릭하면 사용권 재활성화 대화 상
자에서 30일 이내의 모든 사용권 만료 및 재활성화 날짜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별표는 갱
신이필요한사용권을표시합니다.특정제품번호와관련된사용권을필터링하고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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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Flow Simulation모듈로드

SolidNetWork License고객은두가지방법을사용하여 Flow Simulation용 HVAC및 Electronics
Cooling 애드인 모듈을 로드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Flow Simulation을 로드할 때 애드인의 기본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Flow Simulation 애드인 모듈 자동 로드 옵션은 SolidNetWork License
Manager Client > 사용권 순서 탭에 있습니다. Flow Simulation 애드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옵션을선택취소합니다. Flow Simulation이기존방법으로추가되면 HVAC및 Electronics Cooling
애드인 모듈이 로드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방법을사용하면기본동작을무시하고 Flow Simulation을로드할때 HVAC및 Electronics
Cooling 애드인 모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에서 아래 화살

표 (SOLIDWORKS® 애드인 도구 모음)를 클릭하거나 또는 추가할 애드인 모듈 중 하나 또는 둘
다와 함께 SOLIDWORKS Flow Simulation을 클릭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애드인 모듈의 사용권이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되고 네트워크
의 다른 사용자의 이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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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용권의보다빠른시작

원격으로 작업하고 SOLIDWORKS 앱을 여는 속도가 느린 경우 사용권 서버 쿼리를 차단하고 차용
사용권만 사용하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환경에서는 사용권 서버 쿼리 속도가 느립니다. 이러한 쿼리를 차단하면 앱이 더 빠르게 시작
되지만, 사용자가 차용한 사용권만 사용됩니다.

사용권 서버 쿼리를 차단하고 차용 사용권만 사용하려면 시작 > SOLIDWORKS 도구 2023 >
SolidNetWork License Manager클라이언트 > 사용권 차용 > 차용한 사용권만 사용(더 빠른
시작)을 클릭하고 앱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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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IDWORKS기초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시스템 옵션 및 문서 속성의 변경 사항
• 타원
• 뷰 조작 시 성능 향상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최신 업데이트를 보려면 SOLIDWORKS API 도움말: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다음에 대한 API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어셈블리의 메이트 컨트롤러 피처
• 구조 시스템의 단순, 2개의 멤버 및 복잡한 코너 처리

재설계

판금 스케치 굽힘 피처가 재설계되었습니다.

기타개선사항

• 어셈블리 설정이 디피처되었는지 여부 가져오기
• 판금 스케치 굽힘 피처에 게이지 테이블 값을 사용할지 여부 가져오기 및 설정
• 판금 스케치 굽힘 피처에서 사전 설정된 굽힘 각도를 덮어쓸지 여부 가져오기
• 양방향 베이스 플랜지 피처를 대칭으로 두껍게 할지 여부 가져오기 및 설정
• 양방향 로프트 굽힘 피처를 대칭으로 두껍게 할지 여부 가져오기 및 설정
• 솔리드 바디를 메시 바디로 변환
• 메시 바디에서 곡면 바디 작성
• 그래픽 바디에서 곡면 바디 작성

시스템옵션및문서속성의변경사항

다음과 같은 옵션이 소프트웨어에서 추가, 변경 또는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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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옵션

액세스설명옵션

색상덮어쓴 셀의 기본 색상을 변경합니다.도면, 수정된 셀(BOM)

색상분해 지시선의 색상을 지정합니다.스케치, 전개됨

성능어셈블리를 열 때 부품 데이터를 간략
해제 모드로 로드합니다.

간략해제모드자동최적화,간략모드
숨기기

성능간략 또는 간략 해제 모드에서 부품을
로드하는 시기를 제어합니다.

간략 해제 및 간략 모드 수동 관리

성능간략부품으로자동로드에서이름이바
뀌었습니다.

간략 부품으로 로드

내보내기어셈블리를 Atomic STEP파일로내보
냅니다.

어셈블리 부품을 별도의 STEP 파일로
내보내기(대형 어셈블리에 권장)

내보내기파일의 표현을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내보냅니다.표현내보내기를건너뛰지
만실행속도를더빠르게하려면이옵
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표현 내보내기

문서속성

액세스설명옵션

주석 > 기하 공차제도 규격에 관계없이 모든 기하 공차 기호를
포함합니다.기호를문서의제도표준으로제
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모든 제도 표준에 공차 기호 허
용

DimXpert > 표시
옵션

모델에 치수 보조선 연결을 완료합니다.모델에 치수 보조선 연결

도면 > 도면화(고품질 도면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
명부품뒤의모서리를실선으로표시합니다.

HLR/HLV의투명부품을통해
보기

설정기본 BOM 품번 값을 지정합니다. 옵션은 문
서 이름 또는 설정명입니다.

새설정에대한기본 BOM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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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

타원을 스케치할 때 주요축과 2차축에 보조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원 PropertyManager의 옵션 아래에서 보조선 추가를 선택합니다.

뷰조작시성능향상

정밀도 옵션을 사용하면 뷰를 조작할 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 옵션 > 시스템 옵션 > 성능을 클릭합니다.

모델의 일반 품질 은선 및 실선 모드에서 확대/축소, 화면 이동, 회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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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인터페이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코멘트 개선 사항
• 법적 파일 이름 적용
• 기본 설정 복원
• 부품 이름 표시

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 사용자 경험

코멘트개선사항

사용성을 향상시키도록 코멘트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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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배경색을 선택하고 텍스트에 굵게 , 기울임꼴 , 밑줄 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배경색 탭에서 옵션을 클릭하여 도구 > 옵션 > 문서 속성 > 모델 표시 대화 상자를 열고, 여기
에서 코멘트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사용자 정의하거나 모든 이름을 다시 기본값
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사용자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 파일을 다시 열 때 모든 코멘트 보기 대화 상자에 코멘트를 표시하려면 다양한 위치에서 시작할
때 표시를 선택합니다.

• 모든 코멘트 보기 대화 상자의 시작할 때 표시 열에서 파일을 열 때 표시할 코멘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 메뉴에서 시작 시 또는 색상을 기준으로 표시할 코멘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
작할 때 표시 코멘트 상태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 코멘트를 오른쪽 클릭하면 상황별 도구 모음과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 코멘트를 읽을 때 피처를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도구 정보에는 <image> 텍스트가 표시되어 전체 코멘트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
타냅니다. 도구 정보 이름은 모델 표시 대화 상자의 코멘트 배경색 섹션에 있는 이름과 일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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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의 이미지는 현재 종횡비가 유지되며 표시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 이미지를코멘트로불러올때는열기대화상자에서모든파일(*.bmp,*.jpg,*.tif,*.tiff,*.png)
옵션이 기본 설정되어 허용 가능한 모든 이미지 유형이 표시됩니다.

•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코멘트가 있는 피처 옆에는 코멘트 표시가 기본적으로 나타
납니다. 색상 원은 코멘트의 색상과 일치합니다.

코멘트 표시의 표시를 제어하려면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 노드를 오른쪽 클릭
하고 트리 표시 > 코멘트 표시 보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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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파일이름적용

3DEXPERIENCE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 SOLIDWORKS 문서의 이름에서 앞이나
뒤에 공백이 있으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앞 또는 뒤 공백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파일 이름 중간에 있는 공백은 지원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고급 옵션 포함)
•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 및 어셈블리 이름 바꾸기
• 부품 대칭 복사 PropertyManager
• 분할 PropertyManager 및 바디 저장 PropertyManager
• Pack a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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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정복원

SOLIDWORKS®에서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더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설정 마법사

설정 복사 마법사는 개선되고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세 가지 옵션이 포함된
SOLIDWORKS 설정 마법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SOLIDWORKS 설정을 파일에 저장합니다. 설정 파일의 위치와 저장할 설
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저장

파일에서 SOLIDWORKS 설정을 복원합니다.설정 복원

모든 사용자 정의 설정을 재설정하고 SOLIDWORKS를 출하 시 기본값으
로 되돌립니다. SOLIDWORKS를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기 전에 모
든 사용자 정의 설정을 파일에 저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설정 재설정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의 각 탭 하단에 버튼이 표시되어 재설정할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 탭은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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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탭의 옵션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 바로가기 사용자 정의: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선호되는 방법은 메
뉴를 작게 유지하고 을 클릭하여 목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두 보기

메뉴 탭 > 바로가기 메뉴 재설정으로 이동했습니다.기본값으로 재설정

• 메뉴 사용자 정의:

이명령과이사용자지정에대한기본값으로재설정사이에차이
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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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탭 > SOLIDWORKS 메뉴 재설정으로 이동했습니다.기본값으로 재설정

사용자 정의 및 업그레이드

SOLIDWORKS의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모든 사용자 정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소프트웨어에
추가된 새 탭, 메뉴, 도구 모음 등도 모두 표시됩니다. 이전에는 설정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부품이름표시

도면에서 부품 이름의 표시 옵션을 지정하면, PropertyManager와 뷰 팔레트에 있는 이름이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부품 이름의 표시 옵션을 지정하는 방법:

1.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도면 이름을 오른쪽 클릭하고 트리 표시 > 부품 이름 및 설
명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사항) 기본 아래에서 옵션을 지정합니다.

• 부품 이름
• 부품 설명

기본 표시 옵션 아래 선택 사항에 따라 다음이 수행됩니다.

• 모델 뷰 및 표준 3도 PropertyManager에서 문서 열기 필드가 업데이트됩니다.
• 뷰 팔레트가 업데이트됩니다. 뷰 팔레트에 파트 또는 어셈블리 아이콘 및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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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트와피처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라이브러리 피처 오류에 대한 허용치
• 좌표계
• 파생된 설정으로 디피처된 파트(2023 SP1)
• 바디 이동/복사 명령에 대한 치수 지원
• 하이브리드 메시 BREP 모델링 개선 사항
• 메시 BREP 표시 개선 사항 (2023 SP2)
• 단면도 성능 개선
• 축을 통과하는 단면도
• 곡면 포장 피처의 한 줄 글꼴

27



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 파트 및 피처

라이브러리피처오류에대한허용치

라이브러리 피처를 모델에 삽입하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때 결과를 유지하여 오류를 보거나 수동
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에서 예를 클릭하여 결과를 유지합니다.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라이브러

리 피처를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실행 취소 를 클릭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에서 아

니요를 클릭하면 라이브러리 피처 PropertyManager에서 선택 항목을 수정하거나 을 클릭하여
라이브러리 피처 없이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고 메시지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라이브러리 피처를 삽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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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다른 요소 선택하기 명령을 포함하여 추가 요소, 피처, 명령에서 좌표계 요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설명항목

3D 스케치 요소와 좌표계 축, 평면 및 원점 간에
스케치 구속조건을 작성합니다.

3D 스케치

좌표계 축, 평면 및 원점을 참조하는 2D 스케치
치수를 작성합니다.

2D 스케치 치수

대칭 평면으로 좌표계 평면을 선택합니다.

• 피처 및 바디 대칭 복사

• 부품 대칭 복사
• 삽입 > 파트 대칭 복사

좌표계 축을 선택하여 해당 축에 직각인 새 평면
을 작성합니다. 모델의 꼭지점 또는 점을 사용하
여 평면을 배치합니다.

참조 평면

좌표계 축, 평면 및 원점을 선택합니다.다른 요소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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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설정으로디피처된파트(2023 SP1)

파트의 디피처된 버전을 파생된 설정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Defeature PropertyManager의 피처 제거 완료 탭에 있는 결과 아래에서 새 설정 작성을 선택합니
다. 모체 설정과 디피처된 설정 간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해야 할 파일 수도 줄어
듭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별도의 외부 Defeature 파일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이동/복사명령에대한치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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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이동/복사 명령을 사용할 때 평행이동 및 회전 값을 수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
식을 설계 변수 테이블에 추가하고 여기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영역에서 치수를 더블 클
릭하고 수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아래에서는 오일러의 각도 회전을 선택하고 Yaw(좌우), Pitch(상하), Roll(꼬임) 값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수행하면 이러한 값을 지정하는 순서에 관계없이 결과 회전이 동일합니
다.

모델에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도 치수의 오일러법을 선택할 때 평행이동 및 회전에 대해 치수를
적용할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메시 BREP모델링개선사항

하이브리드메시 BREP모델링은메시 BREP지오메트리와결합할수있는더많은 SOLIDWORKS®

BREP 피처를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메시 BREP 모델링은 이제 보스 및 컷 스윕, 로프트, 경계와 같은 피처를 지원합니다. 지
원되는 피처의 전체 목록은 SOLIDWORKS 온라인 도움말: 하이브리드 BREP 바디를 지원하는 피
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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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BREP표시개선사항 (2023 SP2)

메시 BREP 바디의 경우 다면체 날개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도구 > 옵션 >
시스템 옵션 > 표시에서 메시 BREP 바디에서 다면체 날개 표시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
다.

여기에는 메시 바디로 변환 도구로 작성하는 바디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래픽 바디 불러오기 옵
션이 선택된 상태로 *.stl 및 *.3mf 파일에서 불러온 바디와 나중에 메시 BREP 바디로 변환하는
바디도 포함됩니다.

이 옵션은 메시 BREP 바디의 일반 모서리 표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불러올 때
직접 작성되거나 불러온 메시 바디 분할 도구를 사용하여 나중에 작성되는 모서리가 포함됩니
다.

이전에는 다면체 날개 표시를 제어하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단면도성능개선

모델에서 단면도 작업 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단면도 명령의 시작과 종료가 이전보다 약 5배 빠릅니다. 단면도 명령에서는 단면 면이 즉시
추가 또는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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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통과하는단면도

꼭지점과 같은 보조 점으로 구속하지 않고 축을 통과하는 단면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

차 선택이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축 기준 평면 을 클릭하면 단면 방향 바꾸기 를 클릭하여 작
성된 평면을 가로질러 단면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곡면포장피처의한줄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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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 포장 PropertyManager에서 곡면 포장 유형으로 스크라이브 를 선택하면 한 줄 글꼴을 사
용하는 스케치에서 곡면 포장 피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곡면 포장 피처가 한 줄 글꼴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글꼴은 스틱 글꼴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은 파트에 스틱 글꼴을 각인하려는 사용자에게 특
히 유용합니다.

텍스트 또는 문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정품이 아닌 단일선 글꼴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
습니다. 글꼴을 확인하려면 스케치 문자를 분리하고 텍스트 요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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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금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용접구조물 테이블 속성의 게이지 값
• 센서
• 센서 PropertyManager
• 대칭 두께

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 판금

용접구조물테이블속성의게이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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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테이블을 사용하여 판금 파트의 두께를 정의하는 경우 게이지 번호가 용접구조물 테이블 속
성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연결된 도면에서 게이지 값을 주석과 용접구조물 테이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접구조물 테이블 속성 대화 상자에서 판금 게이지의 평가값은 게이지 번호 GA입니다. 예를 들어,
판금 파트에서 3 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값은 3 GA입니다.

도면에서 주석을 판금 게이지 속성에 연결하고 용접구조물 테이블에 속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석을 게이지 값에 링크하는 방법:

1. 판금 파트의 도면에서 노트 와 같은 주석을 클릭합니다.

2. PropertyManager에서 속성에 링크 를 클릭합니다.
3. 속성에 링크 대화 상자의 속성 이름에서 판금 게이지를 선택합니다.

용접구조물 테이블에 게이지 값 속성을 포함하는 방법:

1. 전개도 뷰를 오른쪽 클릭하고 주석 > 용접구조물 테이블 속성을 선택합니다.
2. 시트를 클릭하여 용접구조물 테이블 속성을 배치합니다.

센서

판금 모델이 경계 상자에 대해 지정된 한계를 벗어날 때 센서를 사용하여 경고할 수 있습니다. 멀티
바디 파트에서는 개별 바디에 대한 센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 프로세스 중에 모델이 경계 상자 파라미터를 초과하면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 경고
가 나타납니다. 경고를 더블 클릭하면 용접구조물 테이블 속성 대화 상자에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센서 PropertyManager

센서 PropertyManager에 대한 업데이트에는 판금 모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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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접구조물 테이블 자동 생성 및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판금
경계 상자 센서는 최신 용접구조물 테이블 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

에서 용접구조물 테이블 을 오른쪽 클릭하고 용접구조물 테이블 자동 생성 및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자동 경고를 생성합니다.

센서유형

전개도에 맞출 수 있는 가장 작은 사각형을 지정합니다.판금 경계 상자
속성

속성

경계 상자의 가장 긴 쪽을 지정합니다.
멀티바디 파트의 경우 파트의 모든 바디에 대한 경계 상자 길이의
합계입니다.

어셈블리의 경우 어셈블리의 모든 파트에 대한 경계 상자 길이의
합계입니다.

판금 경계 상자 길이

경계 상자의 가장 짧은 쪽을 지정합니다.
멀티바디 파트의 경우 파트의 모든 바디에 대한 경계 상자 너비의
합계입니다.

어셈블리의 경우 어셈블리의 모든 파트에 대한 경계 상자 너비의
합계입니다.

판금 경계 상자 너비

판금 경계 상자 길이 x 판금 경계 상자 너비

멀티바디 파트의 경우 파트의 모든 바디에 대한 경계 상자 영역의
합계입니다.

어셈블리의 경우 어셈블리의 모든 파트에 대한 경계 상자 영역의
합계입니다.

판금 경계 상자 영역

관통 컷아웃을 제외한 전개도 영역을 지정합니다.
멀티바디 파트의 경우 파트의 모든 바디에 대한 경계 상자 빈 영
역의 합계입니다.

어셈블리의 경우 어셈블리의 모든 바디에 대한 경계 상자 빈 영역
의 합계입니다.

판금 경계 상자 빈 영
역

센서를 적용할 개별 바디 또는 여러 바디를 지정합니다.모니터링할 판금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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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두께

판금 파트를 베이스 플랜지나 로프트 굽힘으로 작성할 때(굽힘 제조 방법 사용) 스케치 양쪽에 동일
한 양의 재료를 추가하는 대칭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칭 두께를 사용하면 스케치에서 판금 파트를 작성하여 상향 및 하향 굽힘에 대해 동일한 굽힘 반
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의 왼쪽 예제에서는 대칭이 선택 취소되었고 오른쪽 예제에서는
선택되었습니다.

베이스 플랜지 또는 로프트 굽힘 PropertyManager의 판금 파라미터 아래에서 대칭을 선택합니다.

38

판금



7
구조시스템및용접구조물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구조 시스템에서 유사 코너의 코너 처리
• 패턴 연결 요소 PropertyManager
• 용접구조물 멤버의 설정 특정 크기
• 구조 시스템 및 용접구조물 성능 개선

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 구조 시스템

구조시스템에서유사코너의코너처리

유사 코너 그룹화를 사용하여 유사 코너를 그룹화하고, 그룹에 코너 처리를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그룹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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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여러 코너가 있는 대형 구조 시스템 파일에 유용합니다.

1. 구조 시스템 파일을 엽니다.
2.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코너 관리를 클릭하고 피처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코너 관리 PropertyManager의 코너 아래에서 코너를 선택합니다.
4. 유사 코너 그룹화를 클릭합니다.

유사 코너가 함께 그룹화되어 PropertyManager의 코너 아래에 코너 그룹 xx로 표시되며
그래픽 영역에서 화살표로 강조 표시됩니다.

5. 그룹에 코너 처리를 적용합니다.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는 유사 코너가 코너 그룹 XX로 그룹화됩니다. 코너 관리
PropertyManager에서 유사 코너 그룹을 편집하고 그룹에서 코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코너를 유사 코너 그룹에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그룹의 코너를 오른쪽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유사코너그룹에서선택한코너를제거합니다.

제거된코너를오른쪽클릭하고다시코너그
룹에 포함을 선택합니다.

코너 그룹에서 제거

선택한 코너를 확대합니다.선택부분 확대

코너를 그룹 해제합니다.

코너를그룹해제하려는경우,그룹을오른쪽
클릭하고코너그룹해제를선택할수도있습
니다.

선택 취소

상황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메뉴 사용자 정의

단순 코너, 2개의 멤버 코너, 복잡한 코너에 유사 코너 처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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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연결요소 PropertyManager

패턴 연결 요소 PropertyManager에서 코너의 연결 요소를 유사 코너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Property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삽입 > 구조 시스템 > 패턴 연결을 클릭합니다.

패턴연결요소 PropertyManager
그래픽 영역에서 연결 요소를 선택합니다. 유사 코너가 화살표로 강조 표시되고 연결 요소의 미리보
기가 코너에 나타납니다.

선택한 연결 요소 이름을 표시합니다.선택한 연결 요소

연결 요소를 삽입할 수 있는 유사 코너를 나열합
니다.
코너를 오른쪽 클릭하고 인스턴스 건너뛰기를 선
택하여 연결 요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코너 식별

연결 요소가 있는 코너를 제외합니다.연결 요소가 있는 코너 무시

인스턴스 건너뛰기를 사용하여 제외한 코너를 나
열합니다.

인스턴스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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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구조물멤버의설정특정크기

동일한 크기 및 유형의 용접구조물 멤버 세트를 선택하면 프로파일 탭에서 특정 설정에 대한 멤버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코너에선택부분확대사용

구조용 멤버에 코너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선택부분 확대를 사용하여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
나 코너 관리 PropertyManager에서 코너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구조시스템의설정에대한크기구성

구조 시스템의 설정에 대한 크기를 구성하는 방법:

1.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구조 시스템을 편집합니다.
2. 그래픽 영역에서 멤버를 선택합니다.
3. 옵션: 특정 멤버를 편집하려면, 그래픽 영역에서 멤버를 오른쪽 클릭하고 피처 편집을 선택합니
다.

4. 프로파일 탭에서 크기를 변경합니다.
5. 설정 아래에서 특정 설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구조시스템및용접구조물성능개선

코너 관리 피처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성능이 향상됩니다.

코너 관리 PropertyManager 또는 그래픽 영역의 코너 그룹에서 코너를 선택하면 코너가 잘립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코너 관리 피처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코너가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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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셈블리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간략 해제 모드 자동 최적화
• 누락된 메이트 참조 복구
• 모델에서 누락된 부품 삭제(2023 SP1)
• 컷 피처의 추가 마침 조건
• 대치 부품 미리보기
• 분해 지시선의 색상 지정
• 건너뛴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 선택
• 기본 BOM 품번 지정
• 마그네틱 메이트
• 설계 변수 테이블에서 계산된 값 덮어쓰기
• 어셈블리 시각화
• Configuration Publisher: 다중 설정 모델 업데이트
• 부품 삽입 시 고정 및 유동 옵션(2023 SP2)
• 유동 하위 어셈블리 및 부품 선택(2023 SP2)
• 너비 메이트 선택(2023 SP2)
• Toolbox 파트에 대해 차단된 파트로 어셈블리 피처 전파
• 어셈블리 성능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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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 어셈블리

간략해제모드자동최적화

간략 해제 모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옵션을 사용하면 간략 해제 모드에서
부품을 로드할 때 선택적으로 간략 기술을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SOLIDWORKS PDM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략 모드와 간략 해제 모드의 옵션은 부품을 간략 해제로 로드할 때 숨겨집니다. 간략 상태는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략 해제 및 간략 모드 수동 관리를 선택하여 간략 부품의 해제 시기를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
다.

간략부품으로 자동 로드 이름이 간략 부품으로 로드로 바뀌었습니다.

간략 해제 모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1. 도구 > 옵션 > 시스템 옵션 > 성능을 클릭합니다.
2. 어셈블리 로드 아래에서 간략 해제 모드 자동 최적화, 간략 모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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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메이트참조복구

면, 모서리선, 평면, 축, 점에 대한 참조의 누락된 메이트 참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는 누락된 참조와 위치 및 방향이 동일한 부품의 참조를 선택하여 부품에 대한 누락
된 참조를 복구합니다.

누락된 메이트 참조가 여러 개 있는 모델의 경우, 메이트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고 자동 복구를

클릭합니다 .

누락된 메이트 참조를 복구하는 방법:

1. 메이트 오류가 있는 모델을 엽니다.

2. 메이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메이트의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자동 복구 를 클릭합니다.

SOLIDWORKS가 오류를 해결할 수 없으면 메이트를 수동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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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누락된부품삭제(2023 SP1)

참조 찾기 대화 상자에서 모델에서 누락된 모든 부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모델에 누락된 부품이 있으면 누락된 참조 삭제가 표시됩니다.

누락된 참조 삭제는 파생 파트, 대칭 복사 파트, 파트 분할 등과 같이 누락된 외부 참조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부품을 삭제하는 방법:

1. 누락된 부품이 있는 모델을 엽니다.
2. 파일 > 참조 찾기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의 폴더에서 아래에 빠진 부품에 대한 파일을 찾을 수 없음이 나타납니다.

3. 누락된 참조 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전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다시 표시 안 함을 선택한 경우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으며
누락된 참조 삭제를 클릭하면 누락된 부품이 삭제됩니다.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면 도구 > 옵션을 클릭하고 메시지/오류/경고에서 해제된메시지를 클
릭합니다. 다음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를 선택 취소합니다.

4. 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모두 예를 클릭하여 누락된 부품을 모두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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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피처의추가마침조건

어셈블리의 컷 피처에 더 많은 마침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 1과 방향 2에 대해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까지
• 꼭지점까지
• 곡면까지
• 곡면으로부터 오프셋
• 바디까지

컷 피처의 마침 조건을 선택하는 방법:

1. 모델을 열고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2. 삽입 > 어셈블리 피처 > 컷 > 돌출을 클릭합니다.
3. 방향1에서 마침 조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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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부품미리보기

대치 PropertyManager에서 대치 부품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대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opertyManager에서는대치할인스턴스가모든인스턴스를대체합니다.대치범위를지정하려면
대치할 인스턴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인스턴스만 대치합니다.선택 항목만

동일한 어셈블리 수준에 있는 선택한 부품의 모든 인스턴스를
대치합니다.
선택한 부품이 최상위 어셈블리에 있으면 최상위 수준의 인스
턴스만 대치됩니다. 선택한 부품이 하위 어셈블리에 있으면 하
위 어셈블리의 인스턴스만 대치됩니다.

동일한 상위 어셈블리의 모든 항목

부품의 모든 인스턴스가 어셈블리와 모든 하위 어셈블리에서
대치됩니다.

전체

대치 부품을 미리 보는 방법:

1. 모델을 열고 파일 > 대치를 클릭합니다.

2. 대치할 부품 에서 부품을 선택합니다.
3. 대치할 인스턴스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4. PropertyManager에서 대치하는 항목 에 해당하는 부품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품이 섬네일 미리보기 아래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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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지시선의색상지정

시스템 옵션을 사용하여 분해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해도에서 분해 지시선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해 지시선의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

1. 옵션 > 시스템 옵션 > 색상을 클릭합니다.
2. 색상 개요 설정 아래에서 스케치, 전개됨을 선택합니다.

분해도에서 스케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

1. 분해도가 포함된 모델을 엽니다.

2. ConfigurationManager 탭에서 을 클릭하여 분해도 를 확장합니다.

3. 3DExplode 를 오른쪽 클릭하고 스케치 색상 을 클릭합니다.
4. 스케치/곡선 색 PropertyManager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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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뛴인스턴스에대한설정선택

어셈블리 부품 패턴에서 건너뛴 인스턴스에 대해 현재 설정 , 모든 설정 또는 특정 설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옵션은 다음 어셈블리 부품 패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형 부품 패턴
• 원형 부품 패턴
• 패턴 이용 부품 패턴
• 스케치 이용 부품 패턴
• 곡선 이용 부품 패턴

설계 변수 테이블에서 $skip@<패턴 유형><번호>를 사용하여 건너뛴 인스턴스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예: $skip@Lpattern1). 건너뛴 인스턴스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값
을 구분합니다. 예: 10,1;10,2;.

건너뛴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을 선택하는 방법:

1. 여러 설정이 있는 모델을 열고 패턴 피처를 편집합니다.

2. PropertyManager에서 건너뛸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현재 설정 , 모든 설정 또는 특정 설

정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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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BOM품번지정

모델에서 문서 이름 또는 설정명을 새 설정에 대한 기본 BOM 품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생 설정에는 이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기본값은 BOM에 표시할 품번에 대한 BOM 옵션 아래의 설정 속성 PropertyManager에
표시됩니다.

기본 BOM 품번을 지정하는 방법:

1. 모델을 열고 도구 > 옵션 > 문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2.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새 설정에 대한 기본 BOM 품번 아래에서 문서 이름 또는 설정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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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메이트

마그네틱 메이트와 연결점을 기능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기능 억제하면 부품과 연결된 마그네틱 메이트가 기능 억제됩니다. 억제된 연결점은 마그네
틱 메이트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연결점이 있는데 부품 체인을 이동할 경우 체인 내 부품 간에 마그네틱 메이트가 더
이상 작성되지 않습니다. 부품을 이동할 때는 모든 연결점의 색상이 자홍색입니다.

마그네틱 메이트를 기능 억제하는 방법:

1. 마그네틱 메이트가 포함된 모델을 엽니다.

2.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메이트 폴더를 확장합니다.

3. 마그네틱 메이트 를 오른쪽 클릭하고 기능 억제 를 클릭합니다.

연결점을 기능 억제하는 방법:

1. 마그네틱 메이트가 포함된 모델을 엽니다.

2.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부품을 확장한 다음 게시된 참조 를 확장합니다.

3. 커넥터 를 오른쪽 클릭하고 기능 억제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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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테이블에서계산된값덮어쓰기

$SW-MASS 및 $SW-COG에 대해 수동으로 입력한 값이 포함된 설계 변수 테이블을 닫으면 수동으로
입력한 값이나 모델 지오메트리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다음 옵션이 제공됩니다.

질량 덮어쓰기 또는 질량 중심 덮어쓰기를 활성화하고 수동으
로 입력한 값을 물성치에 할당합니다.

설계 변수 테이블에 지정된 질량값
사용

수동으로 입력한 값이 있는 $SW-MASS 열 또는 $SW-COG 열
을 삭제합니다. 모델에는 모델 지오메트리에서 계산된 값이 사
용됩니다.

모델 지오메트리에서 계산된 질량
값 사용

설계 변수 테이블에서 계산된 값을 덮어쓰는 방법:

1. $SW-MASS 열 또는 $SW-COG 열이 있는 설계 변수 테이블이 포함된 모델을 엽니다.
2. 속성을 덮어씁니다.

a. 도구 > 평가 > 물성치를 클릭합니다.
b. 물성치 덮어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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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물성치 덮어쓰기 대화 상자에서

• $SW-MASS의 경우 질량 덮어쓰기를 선택 취소합니다.
• $SW-COG의 경우 질량 중심 덮어쓰기를 선택 취소합니다.

이러한 덮어쓰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모델이 수동으로 입력한 값과
함께 저장됩니다.

3. ConfigurationManager 탭에서 테이블 을 확장합니다.

4. Excel 설계 테이블 을 오른쪽 클릭하고 테이블 편집을 클릭합니다.

5. 테이블에 $SW-MASS 또는 $SW-COG의 값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6. 설계 변수 테이블을 닫습니다.
7. 메시지가 표시되면 설계 변수 테이블에 지정된 질량값 사용을 선택하여 계산된 값을 수동으로
입력한 값으로 덮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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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시각화

간략 모드에서 SOLIDWORKS는 간략 부품을 간략 해제 상태로 설정하지 않고 더 많은 어셈블리 시
각화 열을 계산합니다.

SOLIDWORKS가 부품에 대한 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간략 해제 및 간략 모드 수동 관리와
부품 간략 해제에 대해 메시지 표시를 선택하면 부품을 간략 해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옵션을 수정하려면 옵션 > 시스템 옵션 > 성능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열 대화 상자에서 열은 사전순으로 표시됩니다. 어셈블리 시각화 롤백 바를 커서로 가
리키면 크기가 증가합니다. 모든 열 값의 글꼴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7개가 넘는 열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어셈블리 시각화 개선 사항을 보는 방법:

1. 간략 모드에서 모델을 엽니다.
2. 도구 > 평가 > 어셈블리 시각화를 클릭합니다.

모든 열 값이 검정색 글꼴로 표시되며 롤백 바는 커서로 가리키면 넓어집니다. 질량과 같은 계
산된 속성의 경우 0.00 대신 계산된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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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의 열 대화 상자를 열려면 어셈블리 시각화 패널에서 열 머리글 오른쪽의 화살표 를
클릭하고 기타를 클릭합니다.

4. 대화 상자에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열이 사전순으로 표시됩니다.

Configuration Publisher:다중설정모델업데이트

사용자 정의 PropertyManager로 작성된 다중 설정이 있는 모델의 경우 설정을 수동으로 추가, 삭

제하거나이름을바꾸고나면 PropertyManager아이콘이 으로바뀝니다. PropertyManager
를 오른쪽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표시됩니다.

다중 설정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1. 사용자 정의 PropertyManager로 작성된 다중 설정이 있는 모델을 엽니다.

Configuration Publish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PropertyManager를 작성합니다.

2. ConfigurationManager 탭에서 설정을 추가합니다.

PropertyManager 아이콘이 으로 바뀝니다.

3. PropertyManager 를 오른쪽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나면 Excel 설계 테이블 이 열리고 업데이트된 후 닫힙니다.

PropertyManager 아이콘이 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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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삽입시고정및유동옵션(2023 SP2)

부품 삽입 PropertyManager에서 부품의 위치를 첫 번째 부품만 고정, 고정 또는 유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품을 삽입할 때 유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첫 번째 부품이 고정으로 배치되는
것이 기본 동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품만 고정을 사용하여 모델에 첫 번째 부품만 고정으로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부품 위치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새 어셈블리를 만듭니다.
2. 삽입 > 부품 > 기존 파트/어셈블리를 클릭합니다.
3. 파트를 선택합니다.

4. PropertyManager에서 보이기 유지 를 클릭하여 PropertyManager를 열어 둡니다.
5. 삽입 시 부품 고정/유동에서 첫 번째 부품만 고정을 선택합니다.
6. 부품을 두 번 삽입합니다.

첫 번째 부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품의 위치는 부동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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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하위어셈블리및부품선택(2023 SP2)

고급 부품 선택 대화 상자에서는 부품 상태에 대해 유동 엔빌로프 및 BOM에서 제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플라이아웃에서 유동 하위 어셈블리 선택을 사용하여 모델에서 유동 하위 어셈블리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품 상태 값을 선택하는 방법:

1. 모델을 엽니다.

2. 표준 도구 모음에서 선택 플라이아웃을 클릭하고 고급 선택을 클릭합니다.
3. Category1에서 부품 상태를 선택합니다.
4. 값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유동, 엔빌로프 및 BOM에서 제외를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 하위 어셈블리를 선택하는 방법:

1. 유동 하위 어셈블리가 포함된 모델을 엽니다.

2. 표준 도구 모음에서 선택 플라이아웃을 확장하고 유동하위어셈블리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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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유동 하위 어셈블리가 강조 표시됩니다.

너비메이트선택(2023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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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 PropertyManager에서 너비 메이트 옵션 너비 선택 및 탭 선택의 이름이 너비 선택 1 및 너
비 선택 2로 바뀌었습니다.

너비 선택 1 또는 너비 선택 2에서 더 작은 선택 세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구속 조건 유형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탭 선택의 거리가 너비 선택 사이의 거리 이하여야 했습니다. 거리가 같
으면 중심 구속 조건 유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비 선택 1로는 원통형 면이나 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탭 선택에 대해서만 원통형 면
또는 축 선택이 허용되었습니다.

너비 메이트에 대한 구속 조건 유형을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선택 세트의 크기가 다른 너비 메이트가 있는 모델을 엽니다.

예를 들어, 이 모델에는 두 파트 사이에 기존 너비 메이트가 있습니다. 너비 선택 1의 선택 세트
거리가 너비 선택 2의 선택 세트 거리보다 짧습니다.

2. 너비 메이트를 편집하고 구속 조건 유형으로 치수를 선택합니다.

Toolbox파트에대해차단된파트로어셈블리피처전파

어셈블리 피처는 Toolbox 파트로 전파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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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 피처 PropertyManager에서 선택한 부품 및 파트로 피처 전파를 선택하면 경고가 표시되

고 영향을 미칠 부품 에서 모든 Toolbox 파트가 제거됩니다.

피처 영역 아래에서 모든 부품 및 파트로 피처 전파를 선택할 때 모델에 Toolbox 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셈블리 피처는 Toolbox 파트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파트로 피처 전파를 선택하면 Toolbox 파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품 및 선택한 부품 옵션이 없는 필렛 및 모따기와 같은 어셈블리 피처의 경우 경고가 나타나
지 않으며 어셈블리 피처가 Toolbox 파트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 어셈블리 피처는 항상 파트로
전파되므로, 구멍 시리즈에 대한 Toolbox 파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경고를 보는 방법:

1. Toolbox 파트가 포함된 모델을 엽니다.
2. 스케치를 선택하고 삽입 > 어셈블리 피처 > 컷 > 돌출을 클릭합니다.
3. PropertyManager의 피처 영역 아래에서 자동 선택을 선택 취소합니다.

4. 영향을 미칠 부품 으로 Toolbox 파트를 선택합니다.
5. 파트로 피처 전파를 선택합니다.

SOLIDWORKS가 영향을 미칠 부품 에서 Toolbox 파트를 제거하고 그래픽 영역에 경고가
나타납니다.

어셈블리성능개선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어셈블리 성능이 개선됩니다.

• 하위 폴더 포함을 선택한 상태로 검색.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도구 > 옵션 > 외부 참조 > 파일 위치에 지정된 참조 문서 > 하위 폴더
포함을 클릭합니다.

• 불러온 여러 개의 바디와 바디 수준 표현이 있는 파트가 포함된 어셈블리의 경우:

• 파일 열기
• 설정 변경
• 표현 적용, 수정 또는 제거
• 어셈블리 항목을 롤백하거나 롤 포워드

• 변경된 모델 데이터가 저장될 때만 어셈블리를 빠르게 저장합니다. 이 개선 사항은 매우 큰 어셈
블리에서 두드러집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어셈블리 또는 부품이 변경될 때 SOLIDWORKS가 모
든 모델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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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면및도면화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BOM 덮어쓰기
• 투명 모델 표시
• BOM 열 필터링
• 부품 이름 표시
• 기하 공차를 표준으로 제한
• 분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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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 도면

BOM덮어쓰기

연결 끊기를 사용하여 BOM의 값을 덮어쓰면 이 값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끊기를 사용하여 값을 덮어쓸 때 하이라이트 색(기본값은 파란색)을 변경합니다. 도구 > 옵
션 > 시스템 옵션 > 색상을 클릭하고 도면, 수정된 셀(BOM)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 덮어쓴 값을 원래 값으로 복원합니다. 행, 열, 또는 전체 BOM을 오른쪽 클릭하고 원래 값 복원을
클릭합니다.

• 원치 않는 BOM 변경을 방지합니다. 테이블 셀, 행 또는 열을 클릭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잠

금 을 클릭합니다. 잠금 해제하려면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잠금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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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모델표시

도면에 투명 모델을 은선 제거(HLR) 및 은선 표시(HLV) 모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의 부품과 멀티바디 파트의 바디를 포함하여 HLR 및 HLV 표시 상태의 투명 바디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품질 도면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 모델을 표시하는 방법:

1. 도구 > 옵션 > 문서 속성 > 도면화를 클릭합니다.
2. HLR/HLV의 투명 부품을 통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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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열필터링

BOM을 필터링하면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BOM을 필터링하는 경우:

• 기준에 따라 데이터 범위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BOM 열 머리글을 커서로 가리키면 각 열에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 필터링된 항목의 치수번호만 보기에 나타납니다.
• BOM 열을 필터링하는 방법:

1. 필터링할 열에서 을 클릭합니다.
2. 대화 상자에서 필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이 으로 변경되어 해당 열에 필터가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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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름표시

도면에서 부품 이름의 표시 옵션을 지정하면, PropertyManager와 뷰 팔레트에 있는 이름이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부품 이름의 표시 옵션을 지정하는 방법:

1.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도면 이름을 오른쪽 클릭하고 트리 표시 > 부품 이름 및 설
명을 클릭합니다.

2. (선택 사항) 기본 아래에서 옵션을 지정합니다.

• 부품 이름
• 부품 설명

기본 표시 옵션 아래 선택 사항에 따라 다음이 수행됩니다.

• 모델 뷰 및 표준 3도 PropertyManager에서 문서 열기 필드가 업데이트됩니다.
• 뷰 팔레트가 업데이트됩니다. 뷰 팔레트에 파트 또는 어셈블리 아이콘 및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
다.

기하공차를표준으로제한

기하 공차에 대해 모든 기호를 선택하거나, 모든 제도 표준에 공차 기호 허용 옵션을 사용하여 기호
를 표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O 표준을 선택하고 모든 제도 표준에 공차 기호 허용을 선택 취소하면 기호와 값을
ISO 표준으로 제한합니다.

모든 제도 표준에 공차 기호 허용을 선택하면 공차 표준과 상관없이 모든 기호와 값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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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공차를 표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1. 도면에서 도구 > 옵션 > 문서 속성 > 주석 > 기하 공차를 클릭합니다.
2. 기본 지오메트리 공차 규격 아래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a. 표준
b. 모든 제도 표준에 공차 기호 허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분리도면

분리 도면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분리 도면은 SOLIDWORKS 2023부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면화 모드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기존의 분리 도면은 지금처럼 계속 작동합니다. 분리 도면을 다시 일반 도면으로 저장하면
SOLIDWORKS 2023에서는 분리 도면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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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러오기/내보내기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타사 CAD 파일 불러오기 (2023 SP2)
• 시스템 옵션 불러오기 (2023 SP2)
• 대형 어셈블리를 STEP 파일로 내보내기
• CGR 파일 표시 개선 (2023 SP2)
• 3DEXPERIENCE Exchange 애드인 설치
• OBJ 메시 불러오기 개선 사항

타사 CAD파일불러오기 (2023 SP2)

3D Interconnect를 사용하면 타사 CAD 파일을 불러오는 성능이 향상됩니다. 3D Interconnect
링크를 생성하지 않고 더 빠르게 타사 CAD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옵션불러오기 (2023 SP2)

3D Interconnect를 사용하여 링크가 있는 타사 CAD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시스템 옵션이 유용성
을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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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 시스템 옵션에 액세스하는 방법:

1. 도구 > 옵션 > 시스템 옵션 >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3D Interconnect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 3D Interconnect 링크 만들기. 3D Interconnect 피처 및 부품 링크를 불러옵니다. 타사
파일은 여러 부품(어셈블리용)으로 구성되며 부품마다 피처가 있습니다.

• 피처 및 부품 수준 또는 피처 수준. 불러온 후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각 부품 및
피처에 화살표 기호가 있는 부품 링크 및 피처 링크를 표시합니다.

불러올 때 부품 및 피처 링크에는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의 각 부품 및 피처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파일을 불러온 후 FeatureManager 디자인 트리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
끊기를 선택하여 링크를 수동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링크의 출력은 다음 옵션에 따라 다릅
니다.

• 외부 파일 작성. 3D Interconnect 부품 링크를 끊고 결과 파트 또는 어셈블리를 외부
파일로 작성합니다.

• 가상 부품 작성. 결과 파트 또는 어셈블리를 내부 파일(가상 부품)로 작성합니다.

대형어셈블리를 STEP파일로내보내기

대형 SOLIDWORKS® 어셈블리를 STEP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구 > 옵션 > 시스템 옵션 > 내보내기 > STEP에서 어셈블리 부품을 별도의 STEP 파일로 내보
내기(대형 어셈블리에 권장)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어셈블리를 Atomic STEP 파일로 내보냅니
다. 어셈블리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별도의 STEP 파일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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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R파일표시개선 (2023 SP2)

*.cgr 파일을 불러오면 다면체 날개가 항상 숨겨지므로 SOLIDWORKS 모델과 시각적으로 동일한
모델이 제공됩니다. *.cgr 파일을 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cgr 파일을 메시 BREP 바디로 불러올 경우 다면체 날개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있습
니다. 도구 > 옵션 > 시스템 옵션 > 표시에서 메시 BREP 바디에서 다면체 날개 표시 옵션을 선
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이 옵션은 메시 BREP 바디의 일반 모서리 표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불러올 때
직접 작성되거나 불러온 메시 바디 분할 도구를 사용하여 나중에 작성되는 모서리가 포함됩니
다.

이전에는 불러온 *.cgr 파일에서 항상 다면체 날개가 표시되어 SOLIDWORKS 모델과 시각적으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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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XPERIENCE Exchange애드인설치

3DEXPERIENCE Exchange 애드인은 설치 시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3DEXPERIENCE Exchange 애드인을 통해 SOLIDWORKS 사용자가 SOLIDWORKS Connected
또는 Design with SOLIDWORKS 앱과 같은 3DEXPERIENCE 원본의 콘텐츠 패키지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사용자는 원활하게 패키지를 열고 파일을 수정하고
3DEXPERIENCE 콘텐츠 패키지를 3DEXPERIENCE 원본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애드인을 활성화하려면 SOLIDWORKS에서 도구 > 애드인을 클릭하고 기타 애드인에서

3DEXPERIENCE Exchange를 선택합니다. 3DEXPERIENCE Exchange 가 작업 창에 표시됩
니다.

SOLIDWORKS 도움말: 3DEXPERIENCE Exchange > 불러오기 및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OBJ메시불러오기개선사항

ScanTo3D로 텍스처 .OBJ 불러오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픽 바디로 .OBJ 불러오기는 범프 맵을 제외한 텍스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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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OLIDWORKS PDM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삭제된 사용자 관리
• 전이 작업 구성
• 데이터 카드 컨트롤에 도구 정보 추가
• 관리 도구에 자동 로그인
• 데이터 카드 컨트롤 (2023 SP2)
• 파일 버전 업그레이드 도구의 성능 개선 사항
• 파일 검색 작업 로깅
• Microsoft Edge WebView2 기반 컨트롤에 대한 지원
• 작업 실행 목록에서 컴퓨터 제거
• 상속된 권한의 그룹 표시
• 알림 템플릿
• Windows Active Directory와 사용자 동기화 (2023 SP1)
• 상태 지속일 변수(2023 SP1)
• 워크플로 상태 보관 (2023 SP2)
• Web2의 그리드 보기 (2023 SP2)
• 작업에 대한 관리 권한 (2023 SP2)
• SOLIDWORKS PDM 성능 개선 사항
• 기타 SOLIDWORKS PDM 개선 사항

SOLIDWORKS® PDM은두가지버전으로제공됩니다. SOLIDWORKS PDM Standard는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에 포함되어 있으며 SOLIDWORKS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는 별도로 판매되는 사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용자에게 표준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SOLIDWORKS PDM Professional은 소수 및 다수 사용자를 위한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별도 판매 사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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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SOLIDWORKS 2023의새기능 - SOLIDWORKS PDM

삭제된사용자관리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삭제된 사용자를 복원하고 사용자 로그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가능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삭제된 사용자를 복원하려면 사용자 및 그룹 관리를 확장하고 사용자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삭제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삭제된 사용자 대화 상자의 로그인 복원 열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그인을 거절하려면 사용자 및 그룹 관리를 확장하고 사용자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대화 상자의 로그인 거절 열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삭제된사용자대화상자

삭제된 사용자의 로그인을 복원하려면 삭제된 사용자 대화 상자를 사용합니다.

이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방법:

사용자 및 그룹 관리를 확장하고 사용자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삭제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대화 상자에 입력하는 이름입니다.이름

사용자의 전체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입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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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머리글자입니다.
기본값은 사용자 로그인 이름의 첫 글자입니다.

머리글자

각 사용자에 대해 고유한 ID입니다.ID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된 사용자의 로그인이 복원됩니다.로그인 복원

복구하려는 로그인 이름이 이미 활성 상태인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
합니다.

경고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거나 대화 상자를 닫고, 변경 내용을 저장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전이작업구성

전이 작업 대화 상자의 변수 목록에는 SOLIDWORKS PDM 2022에 도입된 사용자 속성 필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성
• 중간 이름
• 접두사
• 접미사
• 이메일
• 이메일2
• 이메일3
• 사용자 데이터

74

SOLIDWORKS PDM



• 사용자 데이터2
• 사용자 데이터3
• 직장 전화번호
• 집 전화번호
• 휴대폰
• 회사
• 부서
• 직함
• 사무실
• 주소
• 우편 번호
• 구/군/시
• 도
• 국가

다음 필드는 사용자 목록 아래에 있으며 관리자가 다음 전이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ML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 수정본 증분
• 메일 보내기
• 변수 설정

데이터카드컨트롤에도구정보추가

카드 편집기에서 데이터 카드 컨트롤에 도구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구 정보 창에서 도구 정보의 제목 및 본문을 입력합니다.

탭과 프레임 컨트롤에 대한 도구 정보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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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PDM 파일 탐색기에서 해당 데이터 카드 컨트롤을 커서로 가리키면 도구 정보가 표
시됩니다.

관리도구에자동로그인

특정 이름 또는 현재 Microsoft® Windows® 프로필의 이름을 사용하여 관리 도구에 로그인하도록
SOLIDWORKS PDM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의 로컬 설정 아래에서 설정을 더블 클릭하거나 설정을 오른쪽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
다.

대화 상자의 관리 로그인 아래에서 볼트 및 이 볼트에 자동 로그인 사용을 선택합니다. 다음 항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용자로 로그인. 지정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Windows의 현재 로그인 사용자로 로그인. 현재 Microsoft Windows 프로필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Microsoft Windows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볼트에만 사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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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카드컨트롤 (2023 SP2)

데이터 카드에 컨트롤 논리를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하면 컨트롤 메뉴뿐 아니라 컨트롤 논리 명령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 도구 모음에서 을 클릭합니다.
• 속성 창에서 컨트롤 논리를 클릭합니다.

카드 검색 컨트롤과 변수 검색 컨트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 논리를 추가할 때 컨트롤의 동작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논리 대화 상
자에서 숨기기 - 값 지우기 및 숨기기 - 값 유지 옵션을 사용하여 컨트롤 논리의 숨기기 동작으로 값
이 지워지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희미한 회색 및 숨기기 옵션만 사
용할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 도구 모음에서 컨트롤 논리가 있는 컨트롤 표시를 선택하면 컨트롤 논리가 적용된 컨트롤의
왼쪽 위 모서리에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버튼 컨트롤에 대한 사용자 찾기 명령 유형을 설정하여 더 많은 사용자 속성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
다. 이전에는 사용자 찾기 목록의 대상 변수를 채우는 사용자 값으로 로그인 이름만 사용할 수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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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버전업그레이드도구의성능개선사항

SOLIDWORKS PDM 볼트에서 SOLIDWORKS 파일을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버전 설정 페이지에서 덮어쓰기 및 최근 버전을 선택하면 소
프트웨어가 어셈블리의 저장 버전에서 최신 버전이 아닌 참조의 업그레이드 및 업로드를 건너뜁니
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성능이 개선됩니다.

파일검색작업로깅

볼트에 대해 검색된 파일의 서버 측 로그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PDM
Professional에만 해당)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관리 도구에서 볼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파일 볼트 속성 대
화 상자의 작업 로깅 아래에서 내려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든 보관 서버의 볼트에서 내려받기
작업을 로깅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볼트 관리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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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검색 로그를 보려면 관리 도구에서 볼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내려받기 로그 표시를 선택합니다.
로그 파일 대화 상자에 보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 Web2 서버 또는 웹 API 서버의 로컬 보
기로 다운로드된 볼트의 각 파일의 로그 정보가 표시됩니다.

로그파일 -내려받기작업대화상자

내려받기 작업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모든 보관 서버의 볼트에 대해 검색된 파일의 정보 및 오류 이
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표시하는 방법

관리 도구에서 볼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내려받기 로그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유형: 오류, 정보 또는 경고.유형

이벤트 날짜 및 시간날짜

내려받기 작업을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COM API
• Web API
• Web2 서버

설명

보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대상 컴퓨터의 이름.대상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IP 주소

Web2 또는 Web API 서버를 통한 파일 검색 작업의 경우 서버 컴
퓨터의 IP 주소가 기록됩니다.

클라이언트 IP 주소

내려받기 작업을 수행한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사용자

문서의 ID문서 ID

문서의 이름문서 이름

문서의 버전버전

볼트에 있는 문서의 경로문서 경로

이벤트가 발생한 보관 서버의 이름.보관 서버

Microsoft Edge WebView2기반컨트롤에대한지원

SOLIDWORKS PDM에서는 Internet Explorer 기반 컨트롤이 WebView2 기반 컨트롤로 대체됩
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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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IDWORKS PDM 파일 탐색기의 미리보기 창. 볼트에 있는 HTML 문서를 미리 볼 수 있습니
다.

• EXALEAD OnePart 검색 보기
• 웹 카드 설정 편집기 대화 상자

컴퓨터에 WebView2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실행목록에서컴퓨터제거

작업 실행을 지원하는 호스트 목록에서 컴퓨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에서 작업의 속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왼쪽 창에서 실행 방법을 클릭합니다. 작업을 지원
하는 컴퓨터 목록에서 컴퓨터를 오른쪽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애드인 이름에서 제거. 이 옵션을 선택하면 동일한 애드인을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지원되
는 호스트로 컴퓨터가 제거됩니다.

• 모든 애드인에서 제거. 이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작업 애드인에 대해 지원되는 호스트로 컴퓨터
가 제거됩니다.

확인 메시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이 나열됩니다.

작업 기록 대화 상자에는 해당 작업에 대해 제거된 컴퓨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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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권한의그룹표시

관리 도구의 사용자 속성 페이지에서 권한의 그룹 아이콘을 커서로 가리키면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
여된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이 나열된 팝업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알림템플릿

관리자는 SOLIDWORKS PDM을 사용하여 볼트에 대한 자동 알림 템플릿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사용자와 더 관련이 있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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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설정 업데이트 가능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BOM 및 항목이 아닌 파일에 대한 알림만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 파일 작업에 대한 알림 템플릿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추가됨
• 변경된 상태
• 체크인됨
• 체크아웃됨
• 지연된 상태

템플릿의 제목과 본문을 HTML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으며 알림 메시지에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알림 템플릿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는 방법:

• 모든 알림 템플릿. 알림 템플릿 노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파일 알림 템플릿. 알림 템플릿을 확장하고 파일 알림을 오른쪽 클릭한 후 내보내기를 선택합니
다.

• 파일 작업에 대한 알림 템플릿. 알림 템플릿 > 파일 알림을 확장하고 파일 작업을 오른쪽 클릭한
후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알림사용자정의대화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볼트에서 자동 알림을 위한 템플릿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알림 템플릿 > 파일 알림을 확장하고 하위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열기를 선
택합니다.

• 알림 템플릿 > 파일 알림을 확장하고 하위 노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알림 템플릿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이름

사용자에게 템플릿을 표시하는 방식을 표시합니다.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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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면 테이블에서 아래 나열된 필드가 활성화됩니
다. 그러면 알림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알림 제목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정의 알림의 알림 제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포함하려면 를 클릭하고 변수를 선택합니다.

제목

알림 본문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정의 알림의 알림 본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포함하려면 를 클릭하고 변수를 선택합니다.

본문

HTML 텍스트를 알림 본문으로 불러옵니다.파일에서 불러오기

알림 템플릿을 기본 템플릿으로 재설정합니다.원래대로

Windows Active Directory와사용자동기화 (2023 SP1)

요청 시 작업으로 Windows® Active Directory와 볼트의 사용자 및 그룹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가능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동기화 설정 대화 상자에서 동기화 기본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
자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및 그룹 관리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Active Directory 동기
화 > 설정을 선택합니다.

Active Directory동기화를수행하려면사용자및그룹관리노드를마우스오른쪽클릭하고 Active
Directory 동기화 > 동기화 실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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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에서 업데이트 명령은 이제 볼트의 Windows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버전에서는 볼트 내 Windows 그룹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ctive Directory동기화설정대화상자

Active Directory 동기화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Windows Active Directory가 있는 볼트에서
사용자 및 그룹의 주문형 동기화를 위한 기본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는 방법:

사용자 및 그룹 관리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Active Directory 동기화 > 설정을 선택합
니다.

그룹

Active Directory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Windows 그룹을
SOLIDWORKS PDM 볼트에서 제거합니다.

그룹 제거

그룹업데이트

Active Directory 그룹의 그룹 멤버십에 따라 볼트에 기존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새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보관 서버에서 새 사용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볼트에서새사용자를생성합니
다.

보관 서버에서 찾을 수 없
는 사용자 추가

새 사용자의 경우 선택한 사용자의 사용
권한 및 설정을 복사합니다.

권한과 설정을 복사해올
대상 사용자 선택

사용자 추가

더 이상 Active Directory 그룹의 구성원이 아닌 Windows 사용자를
SOLIDWORKS PDM 그룹에서 제거합니다.

그룹에서 사용자 제거

Windows 사용자 그룹의 기존 구성원에 대한 Windows 사용자 속성
을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계정 특성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업데이트

사용자

보관 서버의 Windows 로그인 설정에 정의되어 있지만 볼트에는 없는
사용자 및 그룹에 있는 새 Windows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새 사용자의 경우 선택한 사용자의 사용
권한 및 설정을 복사합니다.

권한과 설정을 복사해올
대상 사용자 선택

사용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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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서버의Windows로그인설정에더이상존재하지않는Windows
사용자를 볼트에서 제거합니다.

SOLIDWORKS PDM볼트에서사용자를
삭제합니다.

삭제

사용자 속성의 관리 권한 페이지에서 로
그인 거부 옵션을 지정합니다.

로그인 거부

사용자 제거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계정 특성을 사용하여 기존 Windows 사
용자의 사용자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업데이트

상태지속일변수(2023 SP1)

사용자 정의 가능한 열 대화 상자에서 열에 대해 상태 지속일을 변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변수는 다음 열 세트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목록
• 빠른 검색 결과
• 검색 결과

워크플로상태보관 (2023 SP2)

전이에 연결되지 않은 워크플로 상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서 폐기 상태 없이
워크플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보관된 상태를 보고 보관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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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태에 연결된 상태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워크플로 도구 모음에서 을 클릭하여 워크플로 상태 보관 창을 표시합니다. 이 창에서 보관된 모
든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을 사전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 상태를 보관하는 방법:

• 상태를 오른쪽 클릭하고 보관을 선택합니다.
• 상태를 워크플로 상태 보관 창으로 끕니다.

워크플로 상태를 보관 해제하는 방법:

• 워크플로 상태 보관 창에서 상태를 오른쪽 클릭하고 보관 해제를 선택합니다.
• 워크플로 상태 보관 창에서 워크플로로 상태를 끕니다.

Web2의그리드보기 (2023 SP2)

Web2 클라이언트에서는 파일 목록과 검색 결과에서 섬네일 미리보기의 그리드 보기를 볼 수 있습
니다.

그리드 보기 레이아웃은 대형 화면 및 소형 화면 레이아웃의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또는 폴더 목록
• 검색 결과

레이아웃을 목록 보기에서 그리드 보기로 전환하는 방법:

• 대형 화면 레이아웃에서 을 클릭하고 그리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보기에서 을 클릭하고
방향 및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소형 화면 레이아웃에서 줄임표를 터치하고 목록 보기를 확장한 다음 그리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목록을 정렬하려면 정렬 기준을 확장하고 방향과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 및 모두 선택 취소 옵션은 그리드 보기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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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빠른 링크 메뉴를 통해 파일 보기 탭에 액세스하면 됩니다. 다음
에서 이 메뉴에 액세스하는 방법:

행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오른쪽 클릭합니
다.

목록 보기

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오른쪽 클릭합니다.그리드 보기

빠른 링크 메뉴는 다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또는 폴더 목록
• 파일 세부 정보 보기
• 검색 결과

작업에대한관리권한 (2023 SP2)

작업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재정의되었습니다.

설명권한

작업 목록을 보고 작업 목록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을 수행합니다.

작업 목록을 볼 수 있음

작업을 생성 및 수정합니다.작업 설정 업데이트 가능

SOLIDWORKS PDM성능개선사항

SOLIDWORKS PDM 2023은 SOLIDWORKS PDM 서버의 대기 시간이 길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됩
니다.

성능 향상은 대기 시간, 데이터 세트 크기 및 작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 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 체크인
• 자동 전이로 체크인
• 체크아웃 실행 취소
• 메뉴, 바로가기 메뉴, 참조 대화 상자, SOLIDWORKS PDM 파일 탐색기 탭과 같은 대화형 작
업

• 다음 작업은 보관 서버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 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 파일 추가
• 파일 수정 시 상태 변경
• 파일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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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버전의 파일 내려받기

기타 SOLIDWORKS PDM개선사항

SOLIDWORKS PDM 2023은 향상된 데이터 보안, 최신 Windows® 운영 체제 지원 및 기타 개선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 SOLIDWORKS PDM은 보관 서버의 모든 송수신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합니다.
• SOLIDWORKS PDM 2023은 Windows® 11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 SOLIDWORKS PDM 파일 탐색기에서 데이터 카드의 정적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 eDrawings® Web Viewer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는 Web2에 지정된 언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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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OLIDWORKS Manage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매핑되어 있는 연결된 레코드 속성의 자동 업데이트
• 새로 시작 옵션 사용
• 작업 관리 액세스
• 연결된 레코드 BOM 비교 필드 선택
• 변수 기반 BOM 수량에 대한 지원
• 승인할 작업표 노드
• 용량 계획의 취소된 작업 줄
• 용량 계획 사용자 효율성
• 라벨 숨기기
• 작업을 완료로 표시
• 작업 다시 알림 미리 알림 시간
• 작업 보드 시간 표시

SOLIDWORKS® Manage는 SOLIDWORKS PDM Professional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파일 관리 및 애플
리케이션 통합을 확장하는 고급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SOLIDWORKS Manage는 분포 데이터 관리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89



매핑되어있는연결된레코드속성의자동업데이트

매핑된 속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기본 참조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된 레코드를 연결할 수 있습
니다.

기본 참조가 변경되고 레코드가 체크인되면 연결된 레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이전에는 연결된 레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기본 참조에서 값 가져오기를 클릭해야 했습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매핑
된 필드를 각각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핑된필드자동업데이트

1. SOLIDWORKS Manage 관리 설정 도구에서 기본 참조 개체를 편집합니다.
2. 연결된 레코드 개체 마법사 페이지(PDM 개체의 경우) 또는 연결된 레코드 탭(문서 개체의 경
우)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필드 매핑 마법사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필드의 자동으로 업데이트 열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오른쪽 창에서 상태가 있는 연결된 레코드에 대해 기본 참조가 업데이트될 때 업데이트할
상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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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시작옵션사용

새로 시작을 사용하면 개체 내의 필드를 복사하여 설정이 동일한 새 필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개체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절약됩니다.

BOM 필드나 프로세스 항목 필드를 설정할 때는 새로 시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 시작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

1. 관리 도구에서 개체를 편집하거나 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개체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2. 필드 탭이나 마법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필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새로 시작을 선택합니다.
4. 새로 시작 대화 상자에서 새 필드의 표시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저장을 클릭하여 새 필드를 생성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원래 선택한 필드를 기반으로 새 필드를 저장하고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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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액세스

작업 옵션을 사용하여 작업 관리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를 열려면 관리 도구에서 모든 작업 > 관리 > 작업을 클릭합니다.

연결된레코드 BOM비교필드선택

연결된 레코드 BOM을 기본 참조의 BOM과 비교할 때 비교할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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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결된 레코드에 새 품번을 할당하면 필드는 항상 기본 참조 품번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
필드는 항상 차이를 나타내므로 비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변수기반 BOM수량에대한지원

SOLIDWORKS Manage는 SOLIDWORKS PDM 변수 세트에서 BOM 수량을 읽고
UNIT_OF_MEASURE 특성에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SOLIDWORKS Manage가 UNIT_OF_MEASURE 특성에 인스턴스 수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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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할작업표노드

승인할 작업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작업해야 하는 작업표를 확인하여 작업표 승인 프로세스를 완
료할 수 있습니다.

용량계획의취소된작업줄

사용자 세부사항 대화 상자의 취소됨 행에서 취소된 작업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할당된 작업 행에는 취소된 작업 시간을 포함하여 할당된 총 작업 시간이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용량 행에는 할당된 작업 시간에서 취소된 작업 시간을 뺀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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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계획사용자효율성

사용자 세부사항을 볼 때 용량 계획 대화 상자에 나타나는 효율성(%) 값이 사용자의 시간에 적용됩
니다.

이전에는 용량 계획 대화 상자의 설정에 관계없이 사용자 세부사항의 효율성이 100%였습니다.

라벨숨기기

라벨 숨기기를 사용하여 캡션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공간이 더 확보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의 캡션을 숨기려면 탭을 오른쪽 클릭하고 라벨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 모든 개체에 대한 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하단 탭
• 프로세스에 대한 속성 카드 탭
• 문서 및 레코드 개체 관리(SOLIDWORKS PDM 아님)
• 관계 및 리소스 개체 관리

문서 및 레코드 개체의 속성 카드 라벨을 숨기려면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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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완료로표시

시스템 관리 대화 상자에서 여러 사용자에게 할당된 작업에 대해 완료됨으로 표시를 활성화하는 확
인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작업을 완료로 표시하려면 할당된 사용자가 진행 영역에 필요한 시간을 입력해야 했습니
다.

작업다시알림미리알림시간

SOLIDWORKS Manage 미리 알림은 마지막 작업 다시 알림 시간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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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미리 알림 시간을 유지하려면 다시 알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작업 다시 알
림 시간이 기본적으로 5분이었으므로 매번 사용자가 시간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작업보드시간표시

작업 보드에는 완료에 필요한 시간, 할당된 총 시간, 다음 작업까지의 기한(일)이 표시됩니다.

텍스트는 작업 상태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녹색은 완료된 작업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기한 초
과된 작업을 나타내며 회색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작업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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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OLIDWORKS Simulation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본드 결합 상호작용
• 진단 도구
• 링크 막대 커넥터
• 접촉에 대한 페널티 강성 제어
• 시뮬레이션 솔버
• SOLIDWORKS Simulation 기술 자료(2023 SP1)
• 불완전 구속 바디

SOLIDWORKS® Simulation Standard,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및 SOLIDWORKS
Simulation Premium은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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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결합상호작용

향상된 곡면-곡면 본드 결합 알고리즘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고 사이에 투영 영역이 없는 면에 본
드 결합 상호작용을 적용합니다.

다음 조건이 적용될 경우 면 쌍이 본드 결합에 적합합니다.

• 면 사이의 각도가 임계값보다 작습니다.

면 사이의 각도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해당 면 쌍은 본드 결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쌍의 한 면 이상이 평평한 면입니다(로컬 상호작용 PropertyManager에서 세트 1 또는 세트 2
로 선택).

솔버는 평평한 면을 본드 결합 적용 대상 면으로 간주합니다. 원본 면은 평평하거나 곡선형일 수
있습니다.

향상된 본드 결합 알고리즘은 곡면-곡면 공식에 적용되며 로컬 상호작용 PropertyManager를 사용
하여 정의하는 본드 결합 상호작용 세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스터디는 선형 정적, 고유
진동수, 좌굴, 선형 동적 스터디이며, 선형 정적 스터디와 연관된 피로 및 설계 스터디에도 적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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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

CommandManager에서 시뮬레이션에 사용 가능한 진단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진단 도구에 액세스하는 방법:

시뮬레이션 도구 모음에서 진단 도구를 클릭합니다.

링크막대커넥터

링크 막대 커넥터의 적용 범위는 비선형 정적 및 비선형 동적 스터디로 확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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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면, 원형 모서리(쉘용) 또는 꼭지점 사이에 링크 막대 커넥터를 지정하여 연결 로드의 동작
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링크 막대 PropertyManager를 여는 방법:

Simulation 스터디 트리에서 연결 을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 막대 를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전단력, 축력, 굽힘 모멘트 및 토크와 같은 링크 막대 커넥터의 하중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를 오른쪽 클릭하고 커넥터 하중 표시를 클릭합니다.

접촉에대한페널티강성제어

선형 정적 스터디에 사용되는 접촉에 대한 페널티 강성의 축척 계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Simulation은 접촉 상호작용이 있는 선형 정적 스터디에 대해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해 페널티 강성에 기본 축척 계수 1.0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더 낮은 축척 계수를 선택하여 근사
해를 더 빨리 구해서 설계 반복과 모델의 전체 거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속성 대화 상자에서 페널티 강성의 스터디 수준 축척 계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준
설정의 경우 시뮬레이션 > 옵션 > 기본 옵션 > 상호작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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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솔버

FFEPlus 반복 솔버에 대한 기능 기반 처리는 고유진동수 및 좌굴 스터디와 노드-면 상호작용 및 가
상 벽 정의를 포함하는 선형 정적 스터디로 확장되었습니다.

• FFEPlus 반복 솔버

파일 기반 처리가 기능 기반 처리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한 강성 데이터
전환은 선형 정적, 고유진동수 및 좌굴 스터디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고유진동수 및 좌굴 스터디
의 솔루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일반적인 고유진동수 스터디의 솔루션 성능을 보
여줍니다.

또한 다음을 포함하는 선형 정적 스터디의 솔루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 노드-면 본드 결합 및 접촉 상호작용
• 가상 벽 정의

• FEEPlus 및 대형 문제 Direct Sparse 솔버는 이제 분산 연결 유형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적용
되는 다중 병진 및 회전 자유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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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Simulation기술자료(2023 SP1)

SOLIDWORKS Simulation 기술 자료 문서는 SOLIDWORKS 기술 자료 포털에서 Dassault
Systèmes 기술 자료 포털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솔버오류메시지에나타나는기술자료문서에대한하이퍼링크는 Dassault Systèmes
기술 포털의 Q&A 문서로 연결됩니다.

SOLIDWORKS 기술 자료에 게시된 문서의 솔루션 ID를 사용하여 Dassault Systèmes 기술 자료
에서 해당 Q&A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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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구속바디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및 SOLIDWORKS Simulation Premium에서는 정적
스터디에 한해, 부품의 강체(또는 분리 가능) 바디 모드를 감지할 때 불완전 구속 바디 알고리즘에
접촉 상호작용과 볼트 커넥터가 포함됩니다.

SOLIDWORKS Simulation Standard 및 SOLIDWORKS Premium에서는 불완전 구속 바디 알고
리즘이 이러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전 릴리즈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불완전 구속 바디 PropertyManager를 여는 방법:

Simulation 스터디 트리에서 연결 노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불완전 구속 바디 찾기를 클릭합니다.

개선된 알고리즘은 기존 불완전 구속 바디 기능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솔버가 감소된 강성 행렬에 대해 특이값 분해(SVD)를 수행하므로 분리 가능 바디 모드의 감지
가속화.

• 분리 가능 바디 모드 해석 시 접촉 상호작용과 볼트 커넥터 포함.
• 전체 X, Y, Z축으로 정의된 직교 평면에 경사진 평면에서 분리 가능 바디 모드의 사실적인 시각
화.

• 전체 어셈블리에 대한 구속되지 않은 변위의 시각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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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Visualize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색상 선택기
• DSPBR 재질 지원
• 불러오기 옵션
• 대화형 이미지(SW2023 SP2)
• PhotoView 360
• Stellar Physically Correct로 그림자 캐처 지원(2023 SP2)
• Stellar Physically Correct
• 시스템 정보
• 태양광 환경
• 변환 조정자

SOLIDWORKS® Visualize는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및 SOLIDWORKS
Premium과 함께 사용하거나 완전한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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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선택기

색상 선택기에서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색상을 정의할 수 있으며, 최근에 사용한 색상을 표시하고
색상표 팔레트를 불러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기에는 두 개의 탭, 즉 색상 및 색상표가 있습니다.

색상 탭에서 가능한 작업:

• 다음을 포함한 색상 코드 정의:

• CMYK: CMYK 구성 요소를 통해 색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6진수: 16진수 코드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용한 색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색상에 액세스합니다.

색상표 탭에서 가능한 작업:

• 색상표 팔레트 불러오기 를 클릭하여 기존 색상표 팔레트를 다음에서 불러옵니다.

• SOLIDWORKS 팔레트(.sldclr)
• ACO 파일(.aco)
• SVG 파일(.svg)
• htm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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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표 팔레트 내보내기 를 클릭하여 색상표 팔레트를 SOLIDWORKS Visualize에서 내보내
고 SOLIDWORKS에서 사용합니다.

• 밝기, 파스텔 및 회색조와 같은 기본 설정 색상표 팔레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 추가, 명명, 복제, 삭제 및 잠금을 수행하여 기존 또는 새 색상표 팔레트를 관리합니다.

DSPBR재질지원

미리보기 렌더링 모드에서 PBR(물리적 기반 렌더링) 재질과 NVIDIA® MDL(재질 정의 언어) 표현
및 AxF™ 표현의 표시가 개선되었습니다.

개선 사항에는 다음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렌더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Physically Based Rendering 표현.
• MDL 및 AxF 표현과 같이 배경에 텍스처 증류를 사용하는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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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옵션

SOLIDWORKS Visualize에서 SOLIDWORKS 파트 및 어셈블리를 불러올 때 파트 그룹화 옵션은
불러오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두 가지 옵션만 포함합니다.

불러오기 옵션에 액세스하는 방법:

1. 프로젝트를 엽니다.
2. 파일 >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3. .SLDPRT 또는 .SLDASM 파일을 찾아 열기를 클릭합니다.
4. 대화 상자의 지오메트리 탭에서 파트 그룹화 옵션을 지정합니다.

파트 그룹화에 포함된 항목:

• 파트 그룹화 메뉴: SOLIDWORKS .SLDPRT 또는 .SLDASM 파일을 불러올 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부품/파트/바디

• SOLIDWORKS어셈블리부품부터 SOLIDWORKS파트및바디까지중첩된 SOLIDWORKS
Visualize 그룹을 작성합니다.

• 하위 어셈블리 부품, 대칭 복사 부품, 패턴 부품, SOLIDWORKS 폴더의 중첩된 그룹을 작
성합니다.

• 각 SOLIDWORKS 바디의 표현 지정을 기반으로 SOLIDWORKS Visualize 파트를 세분
화합니다.

• 저장된 SOLIDWORKS 설정, 애니메이션을 불러오고 파일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 표현

• 모든 고유한 SOLIDWORKS 표현을 기반으로 SOLIDWORKS Visualize 파트를 작성합니
다.

• 표현이 동일한 SOLIDWORKS 지오메트리를 단일 SOLIDWORKS Visualize 파트로 결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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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된 SOLIDWORKS 설정을 불러옵니다.
• 저장된 SOLIDWORKS 애니메이션을 불러오지 않으며 파일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불러온 파트 이름은 원래 제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불러온 표현을 기반으로 이름이 지정되
었습니다.

대화형이미지(SW2023 SP2)

대화형 이미지를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출력 파일의 배율을 조정합니다.

• 실제 와 맞춤 을 전환합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고유 해상도로 조정하려면 실제를 클릭
합니다. 이미지를 화면에 맞추려면 맞춤을 클릭합니다.

• 이미지의 실제 크기를 고정합니다.
•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html 파일을 생성합니다.

• .html 페이지를 생성하려면 .html 섬네일(Open.html)을 더블 클릭합니다.

• 웹에서 컴파일한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스크럽합니다.
• .png 및 .jpg를 포함한 출력 형식으로 파일을 내보냅니다. 이전에는 .jpg 출력 형식만 있었습
니다.

PhotoView 360

SOLIDWORKS 2023 SP5는 PhotoView 360의 마지막 지원 릴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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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 Physically Correct로그림자캐처지원(2023 SP2)

Stellar Physically Correct는 그림자 캐쳐 피처와 엠비언트 오클루젼 출력 레이어를 지원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조명에서 그림자를 받는 그림자 캐처로 임의의 지오메트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 작은 틈새와 코너를 포함하여 영역의 대비를 높이기 위해 엠비언트 오클루젼 레이어를 렌더링합
니다.

• NVIDIA®Iray®로 렌더링할 경우 정확 모드에 엠비언트 오클루젼을 사용합니다.

Stellar Physically Correct

Stellar Physically Correct는 실사적 렌더링 결과를 제공합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최적의 렌더링 성능을 위해 Deep Learning AI Denoiser를 사용하여
Stellar Physically Correct, Dassault Systèmes Global Illumination렌더러를지원합니다. GPU
또는 멀티코어 CPU와 같은 고성능 장치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tellar Physically Correct를 사용하는 방법:

1. 도구 > 옵션 > 3D 뷰포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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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렌더링 엔진 아래에서 Stellar Physically Correct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정보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에서 시스템에 있는 특정 렌더러 및 모든 GPU의 요구 사항과 하드웨어 상태
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려면 도움말 > 시스템 정보를 클릭합니다.

SOLIDWORKS Visualize는 여러 렌더러를 지원하므로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는 시스템에서 실
행 중인 렌더러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렌더러를 선택하려면 도구 > 옵션 > 3D 뷰포트를 클릭
합니다. 렌더링 엔진에서 렌더러를 선택합니다.

태양광환경

태양광 환경을 사용하면 실제 하늘과 태양광 아래에서 특정 연중 시각과 지구상의 위치에 모델을 연
출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환경을 생성하려면 새 프로젝트 > 화면 > 새 태양광 환경을 클릭하거나 SOLIDWORKS에
서 태양광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SOLIDWORKS에서 SOLIDWORKS Visualize > 고급 내보내
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나침반 조정자를 사용하여 북쪽 방향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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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날짜, 시간, 위치 및 시간대를 지정합니다.

• 애니메이션 마법사 를 사용하여 태양광 환경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시간 경과에 따라 설계
를 스터디합니다.

변환조정자

변환 조정자를 사용하여 화면에서 개체를 이동, 배율 조정 및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동 및 회전을 위한 두 개의 개별 도구와 배율 조정을 위한 또 다른 도구가 있었습니다.
변환 조정자는 하나의 도구에 이동, 회전, 배율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환 조정자를 사용하는 방법:

1. 도구 모음에서 선택 도구 > 모델 을 클릭합니다.
2. 3D 뷰포트에서 대상 모델을 선택합니다.

3. 도구 모음에서 개체 조작 도구 > 이동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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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모델에 변환 조정자가 나타납니다.

4. 아래 표를 사용하여 변환 조정자를 사용합니다.

설명동작

축을 선택하고 해당 축을 따라 개체를 끌어서
이동합니다. 녹색, 빨간색 또는 파란색 평면을
사용하여 해당 평면에서 개체를 이동합니다.

모델 이동

축 둘레의 링을 선택하고 해당 축을 중심으로
개체를 끌어서 회전합니다.

모델 회전

빨간색, 녹색 또는 파란색 큐브를 선택하여 해
당 축을 따라 개체의 배율을 조정합니다. 배율

모델의 배율 조정

을 균일하게 조정하려면 노란색 큐브를 사용합
니다.

핸들을 선택하고 끌면 기본 회색 원과 끌고 있는 핸들이 나타납니다. 끄는 동안 변환 조정자
의 나머지 부분은 숨겨집니다.

키보드 바로가기를 사용하면 변환 조정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명키보드 바로가기 키

카메라 평면에서 선택 영역을 이동합니다.g 키

카메라 평면에서 선택 영역을 회전합니다.r 키

선택 영역의 배율을 균일하게 조정합니다.e 키

X축에 고정하여 이동, 회전 또는 배율 조정합니
다.

g/r/e 키 다음에 x 키 누름

Y축에 고정하여 이동, 회전 또는 배율 조정합니
다.

g/r/e 키 다음에 y 키 누름

Z축에 고정하여 이동, 회전 또는 배율 조정합니
다.

g/r/e 키 다음에 z 키 누름

YZ 평면에 고정하여 이동, 회전 또는 배율 조정
합니다.

g/r/e 키 다음에 Shift + x 누름

XZ 평면에 고정하여 이동, 회전 또는 배율 조정
합니다.

g/r/e 키 다음에 Shift + y 누름

XY 평면에 고정하여 이동, 회전 또는 배율 조정
합니다.

g/r/e 키 다음에 Shift + z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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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OLIDWORKS CAM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배럴 공구 지원
• 오퍼레이션 파라미터 대화 상자의 지오메트리 탭
• 윤곽 밀 공구경로에 대한 리드인 및 리드아웃 계산 개선
• VoluMill 공구경로의 선만 옵션
• 기계 가공-평균 계산 업데이트

SOLIDWORKS® CAM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SOLIDWORKS CAM Standard에는
SOLIDWORKS Subscription Service를 제공하는 SOLIDWORKS 사용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SOLIDWORKS CAM Professional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럴공구지원

주로 SOLIDWORKS CAM 및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축 정삭 작업을 위해 배럴 공구를 정
의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배럴 공구를 사용하면 접촉 영역이 넓기 때문에 더 나은 표
면조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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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파라미터 대화 상자의 공구 탭 아래에서 배럴 공구 유형으로 표준, 원추형 탄젠트, 테이
퍼, 렌즈 또는 고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정의하여 사용자 정의 배럴 공구를 생성할 수
도 있습니다.

오퍼레이션파라미터대화상자의지오메트리탭

오퍼레이션 파라미터 대화 상자의 지오메트리 탭을 사용하면 3축 밀링에 대한 멀티 서페이스 피처,
도피 피처, 가공영역 및 도피영역을 정의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는 이전에 고급 탭에 있었던 자동 가공영역 및 작은 프로파일 회피에 대한 그룹 상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곽밀공구경로에대한리드인및리드아웃계산개선

리드인 및 리드아웃 이동 계산이 개선되어 XY 시작점 및 끝점이 보정된 공구경로에 정확하게 표시
됩니다.

SOLIDWORKS CAM은 동일한 XY 시작점 및 끝점을 유지할 뿐 아니라, 리드인 및 리드아웃에 대해
지정하는 모든 아크 이동에 공구 반경을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예를들어아크리드인이 3mm인 10mm직경공구를사용하는경우계산된리드인아크값은 8mm
입니다. 공구경로가 기계에서 보정되면 결과 모션은 3mm의 아크 이동을 생성합니다. 다른 유형의
리드인 및 리드아웃 이동의 경우, 리드인 및 리드아웃 선 세그먼트의 길이와 각도가 자동으로 조정
됩니다.

레거시 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윤곽 밀 공구경로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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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ill공구경로의선만옵션

90도보다 큰 원호를 선만 사용하여 더 작은 선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SOLIDWORKS
CAM의 VoluMill 설정 대화 상자와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5축 및 3축
VoluMill 공구경로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에 대한 편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원호를 선형 이동으로 분할합니다.

또한 VoluMill 모듈과 함께 패턴을 사용할 때 오퍼레이션 파라미터 대화 상자의 F/S 탭에서 급속
이동을 고속 이동으로 변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공-평균계산업데이트

SOLIDWORKS CAM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은 피처의 기계 가공-평균 값에 치수 공차만 사용합니다.
더 이상 위치 공차를 사용하여 기계 가공-평균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처에 비대칭 공차가 있으면 공차 여유량이 최대 재질 조건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위치 공차는 피
처를 오버컷하거나 언더컷할 수 있으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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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OLIDWORKS Composer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SOLIDWORKS Composer 제품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액세스
• 뷰 컬렉션 생성
• Player 문서는 더 이상 Composer 패키지에 번들로 포함되지 않음
• ENOVIA 3DLive를 통한 데이터 관리
• Composer Player 64비트 버전
• 지원되는 불러오기 형식
• Pro/E Creo 및 STEP 파일의 메타 속성 지원
• 기타 SOLIDWORKS Composer 개선 사항

SOLIDWORKS® Compos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 커뮤니케이션 및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2D 및 3D 그래픽 콘텐츠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Composer제품에대한온라인도움말액세스

모든 SOLIDWORKS Composer 제품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도움말 > 웹 도움말 사용을 클릭하고, 로컬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이전에는 로컬 도움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Composer 도움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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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업 > 도움말 메뉴, Sync 도움말: 메뉴 및 명령, Player 도움말: 인터페이스 설명 > 메뉴 모음
> 도움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뷰컬렉션생성

뷰 창에서 뷰를 관리하고 컬렉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할 수도 있습니다.

• 뷰를 컬렉션으로 끌기
• 컬렉션 확장 또는 축소
• 컬렉션 이름 바꾸기
• 컬렉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컬렉션 뷰 삭제

다음을 수행하여 뷰 창에서 뷰 컬렉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뷰 창에서 뷰 컬렉션 생성 을 클릭합니다.
• 뷰를 오른쪽 클릭하고 컬렉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Composer 도움말: 뷰 작업 > 뷰 컬렉션 및 왼쪽 창 작업 > 뷰 창을 참조하십시오.

Player문서는더이상 Composer패키지에번들로포함되지않음

활성 Composer 문서를 자동 실행 패키지(.exe 파일)로 저장하면 Player 문서가 더 이상 패키지에
번들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Player에서 온라인으로 Player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omposer 도움말: 파일 불러오기
및 열기 > Composer 파일 형식 정보, 인터페이스 설명 > 대화 상자 > 패키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
장 및 인터페이스 설명 > 대화 상자 > 이메일로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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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VIA 3DLive를통한데이터관리

더 이상 ENOVIA® 3DLive 세션에서 모델을 불러오고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명령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거되었습니다.

• 파일 메뉴의 3DLive에서 불러오기 및 3DLive에서 업데이트하기.
• 어셈블리 창의 ENOVIA 3DLive > 불러오기 및 ENOVIA 3DLive > ENOVIA 3DLive에서
열기 오른쪽 클릭 명령.

Composer Player 64비트버전

Composer Player 64비트 버전 사용 옵션이 (기본) 문서 속성 > 출력의 패키지 옵션에서 제거
되었습니다.

Composer 도움말: (기본) 문서 속성 관리 >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불러오기형식

SOLIDWORKS Composer 및 SOLIDWORKS Composer Sync는 여러 불러오기 형식의 상위 버
전을 지원합니다.

Composer 도움말: 파일 불러오기 및 열기 > 지원되는 불러오기 형식 정보 및 Sync 도움말: 불러
오기 형식 및 파일 형식 정보 > 지원되는 불러오기 형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Pro/E Creo및 STEP파일의메타속성지원

SOLIDWORKS Composer및 SOLIDWORKS Composer Sync에서 Pro/E Creo(*.prt, *.asm)
및 STEP(*.stp, *.step) 파일의 메타 속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타 속성은 품번(P/N), 지정 및 수정본 번호와 같은 사용자 정의 특성이며, 속성 창에 문자열 유형
의 사용자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Composer 도움말: (기본) 문서 속성 관리 > 입력 및 Sync 도움
말: 기본 문서 속성 관리 >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SOLIDWORKS Composer개선사항

SOLIDWORKS Composer 제품에는 추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에서 더 이상 SVGZ를 벡터 이미지 저장 형식으로 선택할 수 없
습니다. SVG 형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VG 파일이 너무 크면 표준 파일 압축 도구를 사
용하여 SVGZ 압축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Composer 도움말: 워크숍 작업 >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을 참조하십시오.

• 게시 페이지에서 더 이상 SVGZ를 벡터 이미지의 출력 형식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SVG 형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VG 파일이 너무 크면 표준 파일 압축 도구를 사용하여 SVGZ 압축 형
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Sync 도움말: 변환 속성 구성 >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 SOLIDWORKS Composer Player의 뷰 창에서 컬렉션으로 그룹화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119

SOLIDWORKS Composer



17
SOLIDWORKS Electrical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라우팅에 대한 개방 와이어 정의
• 2D에서 3D로 전기 속성 전파
• 피처 연결 개선 사항
• Electrical Manager 트리 개선 사항
• 동적 연결 라벨
• 출발점-종료점 심볼
• 모든 전기 프로젝트 언어로 열 머리글 텍스트 표시
• 제조업체 파트 무게
• PDF 내보내기의 자동 방향
• 부품 삭제
• 출발점-종료점 수식의 추가 변수
• 해제된 메시지 재설정
• 다국어 특성
• Microsoft Excel 자동화 개선 사항
• 보고서 테이블 포함
• 이미지의 추가 파일 형식

SOLIDWORKS® Electrical은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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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에대한개방와이어정의

개방 와이어는 한쪽 끝이 부품 또는 단자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방 와이어 속성은 라우팅의 시작단-끝단 목록에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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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에서 3D로전기속성전파

각 부품에 대해 전기 속성을 3D 파트 또는 어셈블리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2D 애플리케이션에서 전기 속성을 수정할 경우 SOLIDWORKS Electrical 메뉴에서 BOM 속성 업
데이트를 클릭하여 3D 파트 속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BOM과 같은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피처연결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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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Electrical 3D에서 연결 명령을 사용하면 전기 부품을 3D 파트 또는 어셈블리와 연
결할 수 있습니다.

부품 연결 Property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부품을 선택하여 여러 3D 파트 또는 어셈블리와 연결합니다.
• 선택한 부품의 속성을 표시하여 3D 파트나 어셈블리와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Electrical Manager트리개선사항

SOLIDWORKS Electrical 3D에서는 Electrical Manager 트리에 전기 프로젝트의 부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Electrical Manager 트리에서 각 부품 앞에 있는 아이콘은 부품이 어셈블리나 3D 파트와 연결되
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트리에서 부품을 선택하면 연결된 어셈블리 또는 3D 파트가 그래픽
영역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Electrical Manager에서위치를선택하면해당어셈블리가주어셈블리에삽입된경우 Feature
Manager 트리에서 어셈블리가 강조 표시됩니다.

Electrical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삽입된 부품 표시 또는 숨기기
• 모든 트리 노드 확장 또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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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연결라벨

동적 연결 라벨은 부품에 대한 연결 정보를 표시하는 특정 심볼입니다. 이러한 심볼은 회로도에 동
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적 연결 라벨에는 구성 파일이 사용되며, 해당 구성 파일에 라벨을 그리기 위한 파라미터를 입력
합니다. 전기 프로젝트 > 구성 > 연결 라벨을 클릭하여 구성 파일을 관리합니다.

동적 연결 라벨을 삽입하려면 회로도 > 연결 라벨 > 부품에 대한 동적 연결 라벨 삽입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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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종료점심볼

와이어 끝에 출발점-종료점 화살표 심볼을 수동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각 심볼과 그룹 번
호를 연결합니다. 같은 그룹 번호에 연결된 모든 와이어는 등전위 번호가 동일합니다.

출발점-종료점 심볼을 삽입하려면 회로도 > 출발점-종료점 화살표 > 단일 출발점-종료점 화살표
심볼 삽입을 클릭합니다.

모든전기프로젝트언어로열머리글텍스트표시

보고서에서 전기 프로젝트 구성에 지정된 모든 3개 언어로 열 머리글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5

SOLIDWORKS Electrical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보고서 구성에서 모든 프로젝트 언어 표시를 선택합니다.

제조업체파트무게

제조업체 파트의 무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제조업체 파트를 할당하는 부품과 연결된 3D 어셈블리의 물성치에 전파됩니다. 레일 또는
덕트와 같이 절단되는 부품의 경우, 캐비닛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깊이 값에 따라 무게가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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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내보내기의자동방향

전기 프로젝트 도면을 PDF 파일로 내보낼 때 동일한 페이지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의 도면은 가로 방향의 PDF 페이지로 변환되고, 세로 방향의 도면은 세로 방향의 PDF 페
이지로 변환됩니다.

가져오기/내보내기 > PDF 파일 내보내기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 옵션을 선택합니다.

부품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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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도킹 가능한 패널에서 부품과 도면에 부품을 나타내는 모든 심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삽입된 심볼이 없는 부품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도면에 삽입된 심볼이 있는 부품을 삭제하려는 경
우에는 열리는 대화 상자에서 이 부품과 연결된 모든 심볼을 삭제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3D 파트 또는 어셈블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출발점-종료점수식의추가변수

수식 관리 대화 상자에서 부품 및 와이어에 대한 새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려면 전기 프로젝트 구성을 열고 텍스트 탭에서 출발점-종료점에 대한 FX 셀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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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메시지재설정

새 옵션을 사용하여 해제된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 상자에는 이러한 메시지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는 다시 표시하지 않음 옵션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재설정하려면 인터페이스 구성 대화 상자의 기본 설정 탭에서 다시 표시할 대화 상자를 선택
합니다.

다국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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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특성은 다국어 텍스트를 전파하는 특정 특성입니다. 이 다국어 텍스트는 전기 프로젝트의 주
언어를 변경할 때 원하는 언어를 표시합니다.

이 유형의 특성은 제목 블록이나 배선 케이블 라벨과 같은 특정 심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블
록 편집기 또는 심볼에서 다국어 특성을 관리합니다.

Microsoft Excel자동화개선사항

Excel 자동화를 사용하면 Microsoft®Excel®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에서 회로도 도면을 자동으로 생
성할 수 있습니다.

Excel 자동화를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출발점 및 종료점 화살표 관리
• 매크로를 삽입하는 동안 심볼 바꾸기
• 생성된 도면의 폴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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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테이블포함

보고서 테이블은 전기 프로젝트 도면의 어디에나 삽입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라미터에 따라 회로도, 배선 개요도, 2D 캐비닛 레이아웃 회로도와 같은 그래픽 도면에 특정
보고서 테이블을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 프로젝트 데이터를 변경한 후에는 보고서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추가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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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도면에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

• 비트맵 이미지(*.bmp)
• DIB 이미지(*.dib)
• JPEG 파일 교환 형식(*.jpg)
•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 Tagged Image File Format(*.tiff)
• Graphics Interchange Format(*.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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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OLIDWORKS Inspection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SOLIDWORKS Inspection 애드인
• SOLIDWORKS Inspection 독립 실행형

SOLIDWORKS® Inspection은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과 함께 사용하거나 완전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구
매 제품입니다(SOLIDWORKS Inspection 독립 실행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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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Inspection애드인

치수번호시퀀스

치수번호 시퀀스 도구를 사용하여 다중 시트 도면에서 치수번호 매기기 시퀀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
다.

SOLIDWORKS Inspection 애드인에서 치수번호 시퀀스 (SOLIDWORKS Inspection 도구 모
음)를 클릭하고 PropertyManager에서 옵션을 지정합니다.

치수번호시퀀스 PropertyManager

이 PropertyManager를 열려면 SOLIDWORKS Inspection 애드인에서 치수번호 시퀀스

(SOLIDWORKS Inspection 도구 모음)를 클릭합니다.

시퀀스이름

정의할 다양한 치수번호 시퀀스를 지정합니다. 시퀀스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작값

각 치수번호 시퀀스의 시작 숫자 값(정수만)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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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치수번호 시퀀스 테이블에 행을 추가합니다.

삭제

치수번호 시퀀스 테이블에서 선택한 행을 제거합니다.

도면시트에별도로치수번호표시

다중 시트 도면에서는 도면의 모든 시트에 치수번호를 표시하는 대신 치수번호를 표시할 시트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프로젝트 작성 PropertyManager의 시트 아래에서 모두 포함을 선택하거나 시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포함을 사용하면 전체 도면에 치수번호가 표시됩니다. 시트를 선택할 때 검사 보고
서에서 치수번호를 표시할 도면의 각 시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번호 시퀀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치수번호 시퀀스 도구를 사용하거나 시퀀스/시작 값에 입력하여 치수번호 시퀀스를
정의합니다.

치수번호를 연속으로 표시할 2개 이상의 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시퀀스/시작 값에서 이전 시트에서
계속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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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2D PDF파일로시트내보내기

도면 시트에 별도로 치수번호를 표시할 경우 Microsoft®Excel® 및 .pdf 보고서를 별도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시트가 포함된 연속 보고서로 보고서를 내보냈습니다.

SOLIDWORKS Inspection애드인에서 2D PDF로내보내기 (SOLIDWORKS Inspection도구
모음)를 클릭합니다. 2D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옵션을 지정합니다.

• 단일 PDF로 도면 내보내기. 전체 도면을 단일 .pdf 파일로 내보냅니다.
• 별도의 PDF로 시트 내보내기. 각 도면 시트를 별도의 .pdf 파일로 내보냅니다.
• 선택 시트. .pdf 파일로 저장할 도면 시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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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Microsoft Excel문서로 FAI보고서내보내기

FAI(초도품 검사) 보고서를 Microsoft®Excel®로 내보낼 때 특성을 여러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SOLIDWORKS Inspection 애드인에서 Excel로 내보내기 를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PropertyManager의 Excel 내보내기 설정 아래에서 옵션을 지정합니다.

• 단일 Excel로 도면 내보내기. 지정한 시트의 모든 특성을 하나의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
로 내보냅니다.

• 별도의 Excel로 시트 내보내기. 지정한 시트의 모든 특성을 별도의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
트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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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Inspection관리자

SOLIDWORKS Inspection 관리자에는 특성 테이블 및 특성 트리 탭이 포함된 특성 섹션이 있습니
다.특성테이블이나특성트리에서항목을선택하면해당요소가그래픽영역에서강조표시됩니다.

특성 테이블은 치수번호가 있는 각 요소가 나열되는 BOC가 포함된 기존 기능입니다. 동일한 뷰에서
여러 치수번호를 선택하고 특성 테이블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치수번호를 끌어
서 순서를 바꾸면 스크롤 속도와 사용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테이블의 뷰 열에는 각 특성이 속한 뷰
가 나열됩니다.

특성 트리에는 도면의 각 시트와 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수번호가 있는 항목이 포
함된 시트와 뷰만 표시됩니다. 특성 트리에서는 다음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치수번호(뷰 끌기).
• 동일한 시트에 속한 뷰.
• 시트. 특성 트리에서 새 위치에 따라 시트와 해당 뷰의 순서가 바뀌고 번호가 다시 매겨집니다.

SOLIDWORKS Inspection독립실행형

SOLIDWORKS® Inspection은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과 함께 사용하거나 완전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
도 구매 제품입니다(SOLIDWORKS Inspection 독립 실행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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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의자동치수번호

자동 추출 도구를 사용하면 PDF 파일의 특성에 치수번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PDF 파일에 치수
번호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절감됩니다.

자동 추출은 기계 학습 기법으로 주석의 위치와 유형을 찾은 다음 치수번호를 첨부합니다. 이 도구
를 사용하여 CAD 파일에 치수번호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추출 도구는 스마트 추
출 도구를 대체합니다.

PDF 파일의 문서 리본에서 자동 추출 을 클릭합니다. 노트나 용접 심볼에는 자동 추출이 지원되
지 않습니다.

수동 추출 도구(문서 리본)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특성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PDF파일에자동치수번호표시

PDF 파일에 자동 치수번호 표시 방법:

1. SOLIDWORKS Inspection 독립 실행형에서 신규 를 클릭합니다.

2. 프로젝트 템플릿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을 선택하고 을 클릭합니다.
3. CAD/PDF 파일 열기 대화 상자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자동 추출 (문서 리본)을 클릭합니다.
5. 자동 추출 PropertyManager에서 설정을 지정하고 을 클릭합니다.

자동추출 PropertyManager

자동 추출 PropertyManager를 사용하여 CAD 모델, 도면, PDF 파일의 특성에 치수번호를 자동으
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도면 또는 PDF 파일에서 자동 추출 PropertyManager를 열려면 자동 추출 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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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설정

(PDF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치수번호를 지정할 특성을 지정합니다. 노트와 용접 기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파일에서 모든 치수, 기하 공차 기호, 표면 거칠
기 기호, 데이텀에 치수번호를 지정합니다.

모두 포함

모든 치수에 치수번호를 지정합니다.치수

모든 기하 공차 기호에 치수번호를 지정합니다.GD&Ts

모든표면거칠기기호에치수번호를지정합니다.표면 거칠기

모든 데이텀에 치수번호를 지정합니다.데이텀

치수

(CAD 모델 및 도면만 해당됩니다.)

모든 기본, 피처, 참조 치수에 치수번호를 지정합
니다.
포함을 선택 취소하여 개별 기본, 피처 또는 참조
치수를 선택합니다.

포함

모든 검사 치수에 치수번호를 지정합니다.검사만

(SOLIDWORKS 파일에만 해당). 복합 구멍 속
성 표시기의 치수번호를 지정하고 하위 치수번호
로 분할합니다.

구멍 속성 표시기 자동 분해

노트

(CAD 모델 및 도면만 해당됩니다.)

모든 데이텀 피처, 데이텀 타겟, 플래그 노트 기
호에 치수번호를 지정합니다.
포함을 선택 취소하여 개별 데이터, 데이텀타겟,
플래그 노트, 플래그 노트 상관 관계 지정 또는
여러 노트 선 자동 분해를 선택합니다.

포함

GD&Ts
(CAD 모델 및 도면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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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하 치수 및 공차 피처 제어 프레임에 치수
번호를 지정합니다.

포함

용접

(CAD 모델 및 도면만 해당됩니다.)

모든 용접 기호에 치수번호를 지정합니다.포함

표면거칠기

(CAD 모델 및 도면만 해당됩니다.)

모든표면거칠기기호에치수번호를지정합니다.포함

지오메트리옵션

(CAD 모델 및 도면만 해당됩니다.)

숨은 부품을 SOLIDWORKS Inspection에 로드
합니다.

숨은 부품 로드

PropertyManager 2페이지
PropertyManager에서 다음 을 클릭하여 이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도면과 PDF 파일만 해당됩니다.) 문서의 모든
특성에 치수번호를 표시합니다.

시트, 모두 포함, 시트n

전체 도면

전체문서

(CAD 모델만 해당됩니다.)

문서의 모든 특성에 치수번호를 표시합니다.전체 문서

모든 주석 보기를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
별 주석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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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모든 모델 기반 정의 화면 캡처에 치수번호를 지
정하거나, 포함할 화면 캡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모두 포함

뷰

모든 주석 보기에 치수번호를 지정하거나, 포함
할 보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포함

PDF파일에수동으로치수번호표시

수동 추출 도구가 광학 문자 인식(OCR) 편집기 도구를 대체합니다. 주석을 수동으로 추출하여 치수
번호를 더 빠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PDF 파일에 수동으로 치수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1. SOLIDWORKS Inspection 독립 실행형에서 신규 를 클릭합니다.

2. 프로젝트 템플릿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을 선택하고 을 클릭합니다.
3. CAD/PDF 파일 열기 대화 상자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수동 추출 (문서 리본)을 클릭하고 치수번호를 표시할 주석 유형을 선택합니다.

• 치수
• 기하 공차
• 노트
• 표면 마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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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 기타. 온도, 토크, 전기 저항과 같은 주석을 포함합니다.

5. PDF 파일에서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유형의 주석을 상자로 선택합니다.
6. 속성/기본 설정 PropertyManager의 일반, 검사, 치수번호 표시,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주석에
남아 있는 데이터의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인터페이스재설계

고해상도,높은픽셀밀도디스플레이에대한더나은지원을제공하도록 SOLIDWORKS Inspection
독립 실행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아이콘은 SOLIDWORKS의 아이콘과 일치
합니다.

아이콘은 더 선명하고 가독성이 높으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할 때 적절히 크기가 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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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OLIDWORKS MBD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3D PDF 파일의 주석 및 치수
• 치수 보조선
• 복합 피처 편집
• ISO 공차 수정 심볼
• 웨지

SOLIDWORKS® MBD는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3D PDF파일의주석및치수

어셈블리에 대한 3D PDF를 작성할 때 뷰포트에서도 데이터 손실 없이 어셈블리 및 3D 뷰의 모든
치수를 볼 수 있습니다.

피처 치수, 참조 치수, DimXpert 주석을 포함하여 3D PDF 파일에서 부품 치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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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보조선

치수 보조선을 사용하여 치수를 모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을 표시하는 방법:

1. 도구 > 옵션 > 문서 속성 > DimXpert > 표시 옵션을 클릭합니다.
2. 선형 치수 아래에서 모델에 치수 보조선 연결을 선택합니다.

복합피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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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을 유지하며 기존 복합 피처에서 면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합 평면, 구멍 및 원통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복합 피처를 편집하는 방법:

1. DimXpertManager에서 복합 피처를 오른쪽 클릭하고 피처 편집을 클릭합니다.
2. 복합 피처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피처를 선택합니다.

• 면을 추가하려면 피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면을 제거하려면 피처를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ISO공차수정심볼

ISO 14405-1:2016 표준 기반 심볼을 DimXpert의 치수 및 공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DimXpert PropertyManager의 공차 변경자 섹션에서 ISO 치수 및 공차에 직접 심볼 및 기타 텍스
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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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지

MBD는 웨지 피처를 지원합니다. 웨지에는 반대 벡터가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평면이 있습니
다.

웨지를 작성하는 방법:

1. 크기 치수 (MBD Dimension 도구 모음)를 클릭합니다.
2. 첫 번째 평면을 선택합니다.

3. 피처 선택 도구에서 너비/웨지 피처 작성 을 클릭합니다.
4. 두 번째 평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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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처 선택 도구에서 을 클릭합니다.
6. 클릭하여 치수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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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Drawings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어셈블리 그래픽
• 설정 창
• 부품 창 (2023 SP1)
• 모바일 장치의 설정 지원
• 표시 상태
• 표시 유형
• 측정 속성 표시기(2023 SP2)
• 지원되는 파일 형식 버전
• eDrawings 웹 HTML의 현지화 버전 사용
• 분수 측정값 사용

eDrawings® Professional은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그래픽

eDrawings 어셈블리의 그래픽이 개선되었습니다. SOLIDWORKS 어셈블리를 eDrawings 어셈블
리로 게시하면 그래픽이 원본 SOLIDWORKS 파일과 더 유사합니다.

eDrawings어셈블리에링크된표시상태가있을경우,설정창에표시상태(링크됨)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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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창

eDrawings에서 설정이 하나만 있는 파일을 열 때 설정 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설정 창
이 없었습니다.

부품창 (2023 SP1)

eDrawings 부품 창의 어셈블리 트리에 부품 속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품 속성은 어셈블리에 각 부품의 파일 속성 저장을 선택한 상태로 SOLIDWORKS에서 .EASM 파
일을 게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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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창에서 옵션 을 클릭하고 속성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품 창을 열 때 지정한 속성
이 표시됩니다. 텍스트를 필터링하여 대형 어셈블리 트리에서 부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장치의설정지원

iOS™용 eDrawings 및 Android™용 eDrawings에서 모델을 열 때 사용 가능한 SOLIDWORKS 파
트 및 어셈블리의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소프트웨어에서 Add Display Data Mark(표시 데이터 표시 추가)로 설정을 지
정하여 eDrawings에서 설정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LIDWORKS 도움말: 표시 목록 생성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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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태

SOLIDWORKS어셈블리를 eDrawings어셈블리(.EASM)로게시하면표시상태데이터(eDrawings
파일에 설정 저장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설정에 해당)가 eDrawings 어셈블리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는 eDrawings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Drawings Professional에서 어셈블리를 eDrawings Web HTML 파일로 저장할 때도 표시 상태
데이터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와 SOLIDWORKS PDM Web2에서 표시 상태를 볼 수 있
습니다.

설정창에서표시상태를설정에링크옵션이제거됩니다.표시상태는 SOLIDWORKS에서 eDrawings
어셈블리 파일을 게시하는 당시 SOLIDWORKS 어셈블리의 설정에 따라 연결되거나 연결 해제됩니
다. 표시 상태가 설정에 연결되면 선택한 설정과 연결된 표시 상태만 게시됩니다. 표시 상태가 설정
에 연결되어 있으면, 머리글에 표시 상태(링크됨)가 표시됩니다.

텍스처는 표시 상태 데이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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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유형

모델을 은선 표시(HLV) 및 실선 표시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선 표시에 대한 도구 정보가 은선
제거(HLR)로 변경되었습니다.

표시 유형 (빠른 보기 도구 모음)을 클릭하고 은선 표시 , 은선 제거 또는 실선 표시

를 선택합니다.

153

eDrawings



측정속성표시기(2023 SP2)

두 개의 평행 요소를 측정하면 그래픽 영역에 수직 거리가 표시됩니다. 이전에는 거리가 측정 창에
만 표시되었습니다.

수직 거리는 평행 요소에 수직인 선의 거리입니다. 그래픽 영역에 거리가 표시되어 있으면 측정 창
을 보는 대신 모델에서 직접 측정값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노란색 선은 두 개의 평행 요
소가 오프셋되어 보라색 수직 거리 선을 생성할 때 요소가 투영된 것입니다.

지원되는파일형식버전

eDrawings에서는 여러 파일 형식에 대해 지원되는 버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버전형식

2020까지ACIS(.sat, .sab)

2022까지Autodesk®Inventor®(.ipt., .iam)

4.2.5까지CATIA V4(.MODEL, .SESSION, .DLV, .EXP)

V5_6R2021까지CATIA V5(.CATDrawing, .CATPart,
.CATProduct, .CATShape, .CGR)

V5-6 R2019(R29)까지CATIA V6 / 3DEXPERIENCE(.3DXML)

Pro/Engineer 19.0~Creo 8.0Creo - Pro/Engineer(.ASM, .NEU, .PRT,
.XAS, .X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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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형식

5.1, 5.2, 5.3IGES(.igs, .iges)

v10.5까지JT(.jt)

V11~v18, NX~NX12, NX1847 시리즈
~NX1980 시리즈

NX(Unigraphics)(.prt)

33.1까지Parasolid(.x_b, .x_t, .xmt, .xmt_txt)

V19-20, ST-ST10, 2021Solid Edge(.asm, .par, .pwd, .psm)

AP 203 E1/E2, AP 214, AP 242STEP(.stp, .step, .stpz)

모두Wavefront OBJ(.obj)

eDrawings웹 HTML의현지화버전사용

(eDrawings Professional에서 사용 가능) 파일을 eDrawings 웹 HTML로 저장한 후 .html 파일
을 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현지화된 언어로 표시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는 기
본 언어로 유지됩니다.

이 기능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eDrawings 웹 HTML의 현지화 버전을 사용하는 방법:

1. eDrawings에서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2.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에서 eDrawings 웹 HTML 파일(*.html)을 선택합니다.
3. 저장한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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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rawings 웹 HTML에서 언어 를 클릭하고 언어를 선택합니다.

분수측정값사용

eDrawings 모델을 측정하는 데 영국식 단위계를 사용하는 경우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값을 분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수 측정값을 사용하는 방법:

1. 측정 을 클릭합니다.
2. 측정 창의 단위 아래에서:

a. 길이로 인치 또는 피트와 인치를 선택합니다.
b. 분수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c. 분모로 분수 분모의 최대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d. 선택 사항: 측정값에 분모의 분수 값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분수로 반올림을 선택하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분수로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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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OLIDWORKS Plastics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플라스틱 재질 데이터베이스 - 재질 등급
• 플라스틱 재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요약 및 보고서

SOLIDWORKS® Plastics Standard, SOLIDWORKS Plastics Professional및 SOLIDWORKS Plastics
Premium은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및 SOLIDWORKS Premium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재질데이터베이스 -재질등급

플라스틱 재질 데이터베이스가 재질 제조업체의 최신 데이터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설명재질

재질 제조업체 EMS-GRIVORY의 새로운 재질 등급 14개 추가.새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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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재질

재질 제조업체 EMS-GRIVORY의 최신 재질 속성 값으로 54개 재질 등급 업
데이트.

수정된 재질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재질 등급 제거:
• EMS-GRIVORY: 1
• CHI MEI Corporation: 37

제거된 재질

플라스틱재질데이터베이스관리자

플라스틱 재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여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사항으로 사용성이 향상되었습
니다.

표시 개선 사항:

• 회색 테두리와 회색 그리드 선이 노란색 테두리 및 그리드 선을 대체하여 재질 속성의 가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탄성 계수, 포아송 비, 열팽창 계수 플롯이 제거되었습니다.
• 재질의 수지 제품군과 제조업체 이름이 제목 표시줄에서 제거되고 별도의 재질 속성 필드에 나열
됩니다.

재질 속성 개선 사항:

• 채워진 재질에 대한 섬유 및 충전재 상세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충
전재 속성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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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의 솔리드 밀도뿐 아니라 수지 밀도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재질 밀도는 밀도 섹션에
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 다음 열경화성 재질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 경화 및 미경화 상태에 대한 PVT 데이터.
• 반응열 및 유도 시간 상수.
• 취출 변환 및 초기 변환.

충전, 보압 및 변형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추가 재질 속성(사용 가능한 경
우)을 감안하도록 솔버도 개선되었습니다.

재질의 데이터 소스 및 정보 필드 분류가 수정되었습니다.

설명분류

등급별 재질 데이터를 제공한 제조업체의 이름.제조업체 이름

압력 체적 온도(PVT)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이지
만 나머지 데이터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재료 제
조업체에서 제공합니다.

제조업체 이름, 일반 PVT 데이터

재료 제조업체는 특정 재질 등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체 이름,*단계적으로 폐지됨

재질 데이터는 레거시 소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SIMP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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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분류

재질 데이터는 레거시 소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충전, 보압 및 변형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 일정한 밀도에서 일반 PVT 데이터로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SIMPOE, 일반 PVT 데이터

요약및보고서

PlsticsManager에서 독립적으로 요약 및 보고서 피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약 및 보고
서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 요약에 액세스하는 방법:

PlasticsManager에서 결과를 오른쪽 클릭하고 요약을 클릭합니다.

• 보고서에 액세스하는 방법:

PlasticsManager에서 결과를 오른쪽 클릭하고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요약 피처에 대한 개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요 결과에 빠르게 액세스.
• 모델 탭의 세 가지 섹션으로 콘텐츠 구성 개선:

스터디 이름, 사출 프로세스, 사출 장치 수, 해석 메시 절차 및 시뮬
레이션 시퀀스 피처가 나열됩니다.

스터디 특성

각 사출 장치의 수지 재질 및 재질의 용융, 금형, 전이 및 취출 온도
피처가 나열됩니다.

사출 장치 설정

모델 부피, 질량, 전체 치수가 나열됩니다.물리적 속성

• 보압 탭에서 플라스틱 파트의 보압 완료 시 질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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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피처에 대한 개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업데이트된 Microsoft Word 보고서 템플릿. 이전 버전의 클래식 및 간략 보고서 템플릿은 더 현
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단일 템플릿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보고서 저장에추가형식사용가능. Microsoft Word이외에 Microsoft PowerPoint또는 HTML
문서로도보고서를저장할수있습니다.기본옵션인모두(HTML,MSWord,MSPowerPoint)
는 세 가지 모든 형식으로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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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관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Routing Library Manager 개선 사항
• 복잡한 접합
• 하니스 세그먼트의 단면 표시
• 라우팅 전개 개선 사항
• 전개된 라우팅에서 커넥터 방향 변경

라우팅은 SOLIDWORKS® Premiu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SOLIDWORKS 2023의 새 기능 - Routing

Routing Library Manager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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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Library Manager는 인체 공학과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
능이 개선되었습니다.

• 도구 정보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검색 기능성 및 안내 개선.
• 연결점 및 메이트 참조의 관리(워크플로 작성, 편집 및 삭제) 개선.
• 수정 사항의 저장 및 취소 기능 개선.

복잡한접합

복잡한 접합에는 와이어나 케이블 코어를 연결하는 여러 회로가 있습니다.

와이어나 케이블 코어를 복잡한 접합에 연결하려면 다른 회로에 해당하는 CPoint 및 RPoint(와이어
가 접합과 교차하는 경우)를 삽입해야 합니다.

수동 배관에서 또는 시작단-끝단 목록을 사용하여 복잡한 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개에서는 복잡한 접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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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세그먼트의단면표시

하니스 세그먼트의 단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기 특성 PropertyManager에서 단면 표시를 선택하여 하니스 세그먼트의 그래픽 단면을 봅니다.
이 세그먼트의 직경을 계산하는 공식에는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감안됩니다.

라우팅전개개선사항

라우팅 전개 설계가 개선되어 고품질 라우팅 전개 도면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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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은 다음 항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 자동 치수번호 옵션은 커넥터 및 와이어의 치수번호에 적용됩니다.
• 커넥터 테이블을 수정할 때 이 변경 사항을 모든 기존 커넥터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도구 모음에서 라우팅 항목 전개 표시/숨기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개된 라우팅 항목 PropertyManager에서 제조업체(부품 이름)를 선택하여 전개된 라우팅 도
면의 부품에 대해 표시된 텍스트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전개된라우팅에서커넥터방향변경

선택 평면에 평행하도록 커넥터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개된 라우팅 편집 PropertyManager의 면과 평면에서 평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도 3D 방향
유지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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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raftSight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됩니다:

• 상황별 리본 탭(2023 SP1)
• 순환 선택(2023 SP1)
• 데이터 추출(2023 SP1)
• 페이지 레이아웃 관리자(2023 SP1)
• 주석 모니터(2023 SP1)

DraftSight®는 전문적인 CAD 도면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DraftSight
Professional 및 DraftSight Premium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DraftSight Enterprise 및 Enterprise
Plus는네트워크사용권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3DEXPERIENCE DraftSight는강력한 3DEXPERIENCE
플랫폼을 갖춘 DraftSight의 통합 솔루션입니다.

상황별리본탭(2023 SP1)

특정 요소를 선택하거나 명령을 실행하여 새 요소를 작성할 때 리본 메뉴에 특정 도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리본 메뉴 탭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대화 상자가 그래픽 영역을 차단하지 않으므로 그래픽 영역을 가리는 것 없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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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에 적용한 변경 사항을 즉시 표시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도구

DraftSight는 다음 작업을 위한 상황별 리본 탭을 제공합니다.

• 해치 작성 및 편집
• 테이블 셀 편집
• PDF 및 DGN 언더레이 편집
• 이미지 및 외부 참조 편집
• 주석 요소, 치수, 지시선, 다중 지시선, 공차 기호 편집

순환선택(2023 SP1)

순환 선택 대화 상자에 표시된 겹쳐진 요소 목록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복잡한 도면 작업 시 겹친 요소를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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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추출(2023 SP1)

데이터 추출 마법사를 사용하여 요소 또는 블록 세트를 지정하고 속성 및 속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
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요소 세트에서 BOM을 작성합니다.
• 도면의 테이블에 결과를 표시합니다.
• 결과를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는 외부 파일에 저장합니다.

ExtractData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추출 마법사를 엽니다.

데이터 추출 마법사의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도면 또는 폴더 세트를 지정합니다.
• 요소를 필터링합니다.
• 추출된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 출력 형식을 지정합니다.
• 테이블의 출력 데이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DraftSight는 데이터 소스 선택, 요소 및 속성 선택, 테이블 서식을 데이터 추출 파일(.det)에 저
장합니다. 이미 생성된 데이터 추출 파일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다른 도면에서 동일한 유형의 추출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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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레이아웃관리자(2023 SP1)

페이지 레이아웃 관리자를 사용하여 도면 파일에 인쇄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인쇄 구성 관리자에서 인쇄 설정을 .CFG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도면 파일을 사용
자와 공유할 때 인쇄 설정을 유지하려면 .CFG 파일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시스템 옵션 > 인쇄 > 일반 옵션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관리자 사용을 선택합니다.

DraftSight는 다른 소프트웨어(예: AutoCAD®)에서 작성한 도면 파일의 인쇄 설정을 읽고 인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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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모니터(2023 SP1)

주석 모니터는 관련 지오메트리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은 주석을 식별합니다.

DraftSight에 재연결 및 삭제 옵션이 표시됩니다. 주석을 재연결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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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3DEXPERIENCE® platform powers our brand applications, serving 11 industries, 
and provides a rich portfolio of industry solution experiences. 
Dassault Systèmes, the 3DEXPERIENCE Company, is a catalyst for human progress. We provide business and people with 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s to imagine sustainable innovations. By creating ‘virtual experience twins’ of the real world with our 3DEXPERIENCE 
platform and applications, our customers push the boundaries of innovation, learning and production. 

Dassault Systèmes’ 20,000 employees are bringing value to more than 270,000 customers of all sizes, in all industries, in more than 140 
countrie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3ds.com.

Europe/Middle East/Africa
Dassault Systèmes
10, rue Marcel Dassault
CS 40501
78946 Vélizy-Villacoublay Cedex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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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Pacific
Dassault Systèmes K.K.
ThinkPark Tower
2-1-1 Osaki, Shinagawa-ku,
Tokyo 141-6020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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