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exible Revisioning Scheme Benefits
개선된 개정 체계로 엔지니어링 표준을 
충족하고 혼동을 피하십시오.

• 새롭고 유연한 개정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품 개발 개정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 A.2가 되도록 수정 시 수정 가능 구성 요소 A.1의 1차 및 2차 수준을 활용합니다.
 

1

Data Exchange With External Suppliers Benefits
관련 설계 데이터를 제공하여 
외부 공급업체와 쉽고 안전하게 
통신합니다.

• SOLIDWORKS 내에서 간단한 명령을 사용하여 전체 설계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3DEXPERIENCE® 플랫폼 외부의 사람들과 더 빠르게 공동 
작업합니다.

  

• 3DDrive 통합으로 외부 이해 관계자와 데이터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공유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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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Save — Bookmark Editor Benefits
저장하는 동안 책갈피를 만드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구성할 때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 저장 시 콘텐츠에 책갈피를 정의하여 3DEXPERIENCE 플랫폼에서 새로 저장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구성하세요.  

• 로컬 폴더 구조를 유지하면서 로컬 폴더 구성에 해당하는 책갈피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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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Output Management Benefits
관리자가 정의한 일관된 설정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 관리 콘솔에서 파생된 출력에 대해 일관된 설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형식을 선택합니다.

 
 

• 관리자가 부품 및 도면에 대해 PDF 또는 STEP과 같은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동기 또는 동기 규칙 생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파생 출력 규칙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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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ache Explorer Benefits
로컬 캐시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관리합니다.

• 작업 창에서 직접 캐시된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관리합니다.
• 로컬 캐시를 쉽게 보고 관리하고 그래픽 영역에 이미지를 빠르게 드롭하고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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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졌을까요? COLLABORATIVE DESIGNER FOR SOLIDWORKS



Design Sharing Benefits
내부 및 외부 커뮤니티와 설계를 
쉽게 공유하여 협업을 개선합니다.

• SOLIDWORKS 내에 있는 3DSwym 커뮤니티에서 설계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회원이 모델에 쉽게 댓글을 달고 디자이너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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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and Drop From FeatureManager® Tree to 
3DEXPERIENCE Platform

Benefits
FeatureManager 트리 통합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부품 워크플로를 
간소화하십시오.• SOLIDWORKS 피처 트리의 부품을 3DEXPERIENCE 애드인 내의 책갈피 

편집기와 같은 앱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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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Assistant Tool Benefits
파일을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데이터를 더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독립 실행형 도구를 사용하여 후행 공백 및 중복 파일 이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괄 업로드를 위해 파일을 준비합니다.

• 참조 누락, 구성 누락, 짧은 파일 이름, 3D Interconnect 구성 요소 링크와 
같은 추가 검사를 추가하여 업로드 워크플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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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App Benefits
신규 사용자에게 쉽고 간편한 
온보딩 경험을 제공하십시오.

• 원스톱 리소스 대상에서 SOLIDWORKS용 Collaborative Designer 
사용자에게 권장되는 앱 목록에 액세스하여 더 빠르게 시작하십시오.

• SOLIDWORKS용 Collaborative Designer에 대한 새로운 온보딩 
비디오를 보십시오.  

• 둘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둘러보기를 재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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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Maturity Transition Rule Benefits
도면 완성도 전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라이프 사이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십시오.

• 모든 종속 항목이 동일한 릴리스 성숙도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만 도면을 
릴리스하는 기능으로 오류를 감소합니다.

• 자식 요소가 같은 상태 또는 그 이상에 있는 경우에만 도면을 승격하는 기능으로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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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5.4450
CS CENTER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노드데이타
대표자 : 김신일 | TEL : 02-595-4450 | FAX : 02-595-4454
E-mail : webmaster@nodedata.com | 사업자등록번호 : 106-86-26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