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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Schematic Designer의 프로젝트 관리  

1. 작성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비대면/원격/재택 근무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다양

한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3DEXPERIENCE Works 역시 이에 발맞춰 기존의 DESK TOP 

Solution과 대응되는 다양한 CLOUD Role과 APP들이 추가되어, DESK TOP 환경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CLOUD 환경으로 전환해도 기존의 업무가 지속 가능하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다양한 APP 중에서 전기 회로 설계 Solution인 Electrical Schematic Design의 데이

터 관리 방법과 Desk Top Solution인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과의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

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       Electrical Schematic Design 
 

< 그림 1. Electrical Schematic Design Solution > 

 

2. 사용 Role과 해당 Role에 대한 설명 

 “Electrical Schematic Designer” Role의 실행을 위해서는 3DEXPERIENCE Works의 필수 Role인 

“Collaborative Business Innovator”와 “Collaborative Industry Innovator”가 필요합니다. 

 “Electrical Schematic Designer” Role에는 Local PC에 설치되는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을 통

해 전기 회로 설계에 대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 그림 2. Electrical Schematic Designer Role>      < 그림 3.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 > 

 

3. Tip & Trick 내용 

“Electrical Schematic Designer”를 사용하려면 3DEXPERIENCE Admin에 의해 해당 Role이 부여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을 실행하면 DESK TOP 제품인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과 유사한 UI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은 3D Space와 연계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UI가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 회로 설계 관련 기능은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을 사용했던 설계자라면 빠른 시간에 

3DEXPERIENCE Works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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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 UI > < 그림 5.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 UI >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은 [전기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설계할 프로젝트를 열어서 설계 데

이터를 편집할 수 있고, 3D Space에 작성된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다시 불러오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D Space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 방식은 갑자기 발생한 외근이나 재택 근무 시 

3DEXPERIENCE Platform에 로그인하면 설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3D Space에 프로젝트가 저장되면서 도면이 PDF파일로 자동 변환되기 때문에 “Electrical Schematic 

Designer” Role이 없는 협력 부서 인원도 전기 회로 설계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림 6. 3D Space에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 절차 및 저장 결과 >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의 우측 상단에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3D Space 위치를 지정할 수 있

으며 여기에 표시되는 3D Space는 멤버로 초대되었거나, 해당 3D Space의 Leader 혹은 Owner인 경

우만 표시됩니다.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를 최초로 3D Space에 저장할 때 선택된 3D Space에 저장되

기 때문에 타 부서와 설계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3D Space를 생성한 후 협업

할 인원을 멤버로 초대하면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와 공유가 용이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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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3D Space를 통한 데이터 공유 > 

 

급한 외근이나 재택근무 시 다른 PC에서 설계 중인 프로젝트를 열어서 계속 설계를 진행해야할 때

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3DEXPERIENCE Platform에 로그인하여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을 설

치하면 회로 설계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을 실행하고 [전기 프로젝트 관리]창에서 [서버에서 로드] 명

령을 실행하면 3D Space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XCAD Electrical Project 유형의 데이터만 자동 검

색하여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전기 프로젝트 관리]에 등록이 되고 

이 프로젝트를 열어 설계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버에서 로드 실행 

2. 검색된 XCAD Electrical Project 유형에서 프로젝트 선택 

3. 해당 프로젝트가 전기 프로젝트 관리에 등록 

< 그림 8. 서버에서 로드를 통한 프로젝트 추가 > 

 

기존에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계 중인 프로젝트나 라이브

러리 데이터를 압축파일로 내보낸 다음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의 모든 압축파일은 *.TEWZIP 확장자로 저장되는데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의 [도구 – 환경 압축해제]를 통해 TEWZIP 파일을 손쉽게 불러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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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선택한 프로젝트 압축 실행(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 

2. 프로젝트를 Tewzip파일로 저장 

3.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의 환경 압축 해제를 통해 Tewzip파일 불러오기 

< 그림 9. 압축 파일을 통한 데이터 공유 > 

반대로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에서 작성된 프로젝트와 라이브러리를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의 환경 압축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

다. 

환경 압축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후 내보낼 구성요소를 선택하면 하나의 Tewzip 파일로 내보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의 압축 해제 기능을 통해 전기 프로젝트 관

리에 등록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도구-환경 압축] 실행 후 사용자 정의 선택 (Electrical Schematic Design) 

2. 압축할 구성요소에서 전기 프로젝트 선택 

3. Tewzip파일로 저장 

4. 전기 프로젝트 관리에서 압축 해제를 통해 Tewzip파일 불러오기 (SOLIDWORKS Electrical Schematic) 

< 그림 10. 환경 압축을 통한 데이터 공유 > 

 

 

 

환경 압축은 Electrical Schematic Design APP의 모든 구성 요소를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요소를 선택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정된 데이터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원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하여 백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관리가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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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환경 압축의 백업 옵션 > 

 4. 결론 및 내용 요약(Summary) 

3DEXPERIENCE Platform은 데이터 관리와 협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SOLIDWORKS DESK Top 

Solution을 대체하거나 더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lectrical Schematic Designer 

Role 역시 기존의 DESK Top Solution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데이터 관리와 협업 기능

이 추가되었고, 시간/장소/장비에서 해방되어 3DEXPERIENCE Platform에 로그인만하면 어느 장소, 어

떤 PC에서도 기존의 프로젝트 설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기후/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즈니스의 돌발상황을 3DEXPERIENCE Works의 다양

한 Role과 App을 이용하여 대처해보기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