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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EXPERIENCE Platform 에 업로드 한 3D 데이터 삭제 방법 

3DEXPERIENCE Platform 에 데이터를 업로드 하면 모든 데이터는 3DSpace 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업로드 한 데이터에서 3D 데이터(SOLIDWORKS)는 일반 문서 데이터처럼 삭제할 수 없습니다. 

3DSpace 에 업로드 한 3D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D 데이터 종류 

Collaborative Designer for SOLIDWORKS(UES-OC) or 3DEXPERIENCE WORKS(XWA~C-OC)를 통해 

SOLIDWORKS 파일을 3DSpace 에 업로드 하게 되면 “CAD Family”와 “Physical Product”가 생성됩니다. 

 

1) 3DEXPERIENCE Object Types 

항목 설명 

CAD Family 원본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객체 

Physical Product SOLIDWORKS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설정(Configuration) 데이터 

3D Shape 바디 

 

 

 

2) SOLIDWORKS & 3DEXPERIENCE Object Types 

파일 확장자 
SOLIDWORKS 

Object 

3DEXPERIENCE 

Object 
설명 

.SLDASM / .SLDPRT File CAD Family 원본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객체 

.SLDASM / .SLDPRT Configuration Physical Product SOLIDWORKS 설정(Configuration) 데이터 

.SLDDRW Drawing Drawing 도면 파일 

CAD Family 

CAD Family 

CAD Family 

3D Shape 

Physic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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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데이터 참조 관계 

1) CAD Family 와 Physical Product 는 Lifecycle 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의 참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참조 관계는 Collaborative Lifecycle App 에서 Relational Explorer App 을 통해 참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삭제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 

1) Relational Explorer App 을 통해 데이터의 참조 관계 확인 

2)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3DSpace 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 

3) 데이터의 성숙도(상태) 확인 

① Frozen, Released, Obsolete 상태는 삭제 불가 

② Private, In Work 상태만 삭제 가능 

4) 데이터는 상향식으로 삭제 불가. 하향식으로 삭제 가능 

① 다음 순서대로 삭제 진행 

 최상위 어셈블리 CAD Family 삭제 

 하위 어셈블리 CAD Family 삭제 

 부품 CAD Family 삭제 

② CAD Family 를 삭제하면 해당 CAD Family 와 참조되어 있는 Physical Product, 3D Shape은 자동 삭제 

5)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삭제 가능 

 

4. 삭제 방법 

1) Collaborative Lifecycle App 실행 

CAD Family 

Physic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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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선택 

① 검색 항목에서 플랫폼(Tanent) 선택 → 데이터 검색  

 검색 시 6Tag 를 통해 더 자세하고 빠른 검색 가능 

 
 

3) 검색한 데이터 중 CAD Family 를 찾아 드래그 

① CAD Family 를 삭제하면 참조되어 있는 Physical Product, 3D Shape 은 자동 삭제 

 

 

4) 데이터의 참조 관계 확인 

① 데이터에서 마우스 우 클릭 → [관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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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삭제 

① 데이터에서 마우스 우 클릭 → [삭제] 클릭 

 데이터는 하향식으로 삭제 진행 

- 최상위 어셈블리 CAD Family 삭제 

- 하위 어셈블리 CAD Family 삭제 

- 부품 CAD Family 삭제 

 

 

 만약, CAD Family 가 아닌 Physical Product 삭제 시도 시 [구조 개체 포함] 옵션을 체크해서 

CAD Family 와 Physical Product 모두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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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 

 
 

 

 

1) 어셈블리의 CAD Family 를 삭제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선택한 어셈블리의 상위 레벨의 

어셈블리 CAD Family 가 존재하거나 참조가 걸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Relational Explorer 

App 을 통해 선택한 어셈블리의 상위 어셈블리 CAD Family 를 찾아 삭제하거나 참조 관계를 해제해야 

합니다. 

 

2) 참조 관계 해제 하는 방법 

① Relational Explorer App 을 통해 참조 관계 확인 

 참조가 있는 데이터는 핑크색 화살표처럼 표시됨 

 
② Collaborative Designer for SOLIDWORKS(UES-OC) or 3DEXPERIENCE WORKS(XWA~C-OC)를 통해 

SOLIDWORKS 에서 데이터 열기 

③ 참조 삭제 

④ 저장 

⑤ 삭제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