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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제품설계를 위한 도구 



CAD 파일 문제 

● 수 많은 CAD 복사본 생성 

● 최신 버전이 어디에 있나요? 

● 남의 데이터를 덮어 쓴 적이 있나요? 

● 누군가가 나의 데이터에 추가 작업을 했나요? 

● 체크아웃과 잠금과 같은 불편함 

 

 

 

 

CAD 시스템 문제 

● 고가의 비용 (최소 5백만원 이상),  

Windows OS 만 지원 

● 다운로드, 설치, 업데이트, 서비스 팩 

● 라이선스 코드와 서버 

● 충돌 및 데이터 손실 

●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CAD 시스템 버전을  

사용하나요? File  

Server PDM  

System 

기존 파일 기반 CAD의 팀 업무 지연 

Cloud 

PDM 



Onshape: 새로운 세대의 풀 클라우드 CAD 

 
CAD 시스템과 CAD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라는 한 공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파일과 사본이 필요치 않습니다. 
 

CAD 
Database 



Onshape Inc. 
> 클라우드와 모바일 CAD에만 100% 집중하는 유일한 회사 

> 1,000여개의 기업이 이미 Onshape를 선택 

● 소비재, 기계, 의료 및 기타 여러 산업 

> 2012년 설립 
● 메사츄세츠 캠브리지 소재 

● 1억 6천 9백만 달러 벤쳐 캐피탈 
● 100여명의 임직원 
● 원년 SolidWorks 팀 
● 클라우드와 모바일, 데이터 센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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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일년 전에 Onshape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정말 멋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December 2015 

Beta Testing Ends  

Onshape Released 

2015: 125개의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14번의 업데이트 



2016: 이미 5번의 업데이트 
 



Onshape 앱 스토어 

풀-클라우드 CAD가 가진 27여개의 파트너 앱 

 

> 시뮬레이션 

> 캠(CAM) 

> 랜더링 

> 콘텐트 

> 그 외... 

 





A Look At Onshape 



클라우드와 모바일 CAD인 Onshape의  
약 1백만 시간 이상의 사용자들... 
 
그리고, 그들이 말한 Onshape의 장점  

우리가 사용자로 부터 배운 것: 



Work 

Work 

Work 

Time 

기존 CAD 
> 파일과 복사본 

> 다른 사용자 작업 종료시까지 대기 

> 최신 버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심 

> 각 사용자의 변경 사항이 덮어 써질 것에 대한 걱정 

> 체크아웃, 복사, 알림, 체크인, 동기화와 같은 추가 작업 

> 순차적인 워크 플로우 

> 더 많은 시간 소요 

Onshape 
> 데이터 베이스 중심: No 파일, No 복사본 

> No 기다림 

> No 걱정 

> No 체크아웃, 복사, 체크인 

> 동시병행 워크 플로우 

> 더 적은 시간 소요 
 

Work 

Work 

Work 

Time 

Onshape를 통한 빠른 협업환경 



> Onshape 세션의 6개 중 1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진행됩니다. 

> 사용자는 CAD 편집 및 버전 제어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서 진행합니다. (뷰어 뿐만 아닌) 

예, CAD 사용자는 모바일에 있습니다 

Sample Onshape Mobile Usage Data 



CAD Reliability의 새로운 표준 

> 99.9% 이상의 가동율 

> 사실상 제로(Zero)인 충돌과 작업손실 

● Onshape 만의 풀 클라우드 아키텍쳐는  

그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예시: 
● 새로운 제품 디자인 

● 고급 R&D 

● 금형 / 치구 

● 공급업체와의 협업 등 

> 여러 장소, 여러 사람, 협력업체와 협업, 여러 브랜치,  
빠른 변경 

> 기존 CAD의 사용을 중단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CAD 사용을 유지하세요. 

Onshape를 이해하기 위한 새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Onshape의 새로운 기능 
 
 
 



> 모든 피처 기반의 파라메트릭 CAD 시스템은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돌출, 필렛, 쉘, 구멍, 패턴, 구배 등 

 

> 이러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피처는 CAD회사에서 프로그래밍 
되어 집니다. 
● 회사 내부에서만 소스 코드가 공개됩니다. 



> 특정 피처가 다른 기능으로 작동 

> 원하는 기능의 피처를 추가할 수 있을까? 

> 이런 부분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CAD 회사에 개선 사항 요청 

○ 아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또는 “매크로” 나 “API”를 시도 
○ 절대 내장된 피처와 같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 CAD회사에서 어떻게 피처를 프로그래밍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Onshape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Onshape 피처를  
재사용, 확장,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 피처스크립트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 파라메트릭 CAD 피처를 정의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 Onshape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구축했습니다. 

> 모든 Onshape의 유저들이 이미 피처스크립트
를 수백만 시간 사용했습니다. 

> Onshape에서 제공하는 내장된 피처는  
모두 피처스크립트로 쓰여졌습니다. 

● 돌출, 필렛, 쉘, 로프트, 등등 

피처스크립트(FeatureScript): 피처를 정의하는 언어 



A Look At Featurescript 



 
http://onshape.co.kr 에서 
무료 Onshape 계정을 만드세요  

 
Onshape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세요 
 
 
 
 

풀-클라우드 CAD를 시작해보세요 

http://onshape.co/
http://onshape.co/


Onshape 한국 웹사이트: www.Onshape.co.kr 

 

Onshape 한국 공식 지원센터: 

㈜클라우드이엔지 www.CloudENG.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