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연구 하이라이트:
AutoCAD® Electrical 툴셋

연구 요약

Autodesk는 최근에 10가지 일반적인 전기 작업과 관련하여 
기본 AutoCAD와 Electrical 툴셋(이전의 AutoCAD 
Electrical)을 비교하는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수준의 AutoCAD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Electrical 툴셋이 기본 AutoCAD
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95% 개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95%의 
생산성 향상*

7.5 시간
150
시간

기본 AutoCAD

Electrical
툴셋

샘플 프로젝트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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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2019에는 산업군별로 특화된 AutoCAD의 기능을 전문화 툴셋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utoCAD 모바일 앱 및 새로운 AutoCAD 웹 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습니다.

Electrical 툴셋의 이점

2 자동 와이어 번호 매기기 및 구성요소 태깅 (시간 절감률 = 82%)
선택한 구성을 바탕으로 와이어 및 구성요소에 시퀀스 또는 참조 기반 번호를 부여합니다. 
고유한 구성요소 태그/ID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lectrical 툴셋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AutoCAD® 전기 설계 관련 작업 시간을 상당히 절감하고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기호 라이브러리(시간 절감률 = 85%)
단순한 아이콘 기반 메뉴 시스템에는 장치를 설계에 삽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2,000
개가 넘는 표준 기반 “스마트” 스키매틱 기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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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오류 검사(시간 절감률 = 83%)
설계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청된 변경 사항은 현재 프로젝트와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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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툴셋의 이점

Electrical 툴셋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AutoCAD® 전기 설계 관련 작업 시간을 상당히 절감하고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코일 및 접점 상호 참조(시간 절감률 = 78%)
다른 프로젝트 도면에 대해서까지 전기 구성요소 기호 간의 상위/하위 관계를 설정합니다. 4

전기 관련 제도 기능(시간 절감률 = 63%)
전기 스키매틱 도면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수많은 명령이 제공되므로 효율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5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동으로 PLC 입출력 도면 작성(시간 절감률 = 99%) 
PLC 입출력 유틸리티를 이용해 스프레드시트에서 PLC 입출력 도면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6

스마트 패널 배치 도면 작성(시간 절감률 = 61%) 
스키매틱 구성요소 기호에 연결된 프로젝트 도면에서 패널 배치에 대한 실제 “외곽설정” 
표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모든 성능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본 결과치는 시스템, 운영 체제, 필터 그리고 소스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테스트가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결과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및 사양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utodesk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어떠한 유형의 보증 없이 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Autodesk, Autodesk 로고, AutoCAD 및 DWG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또는 그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제품명이나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예고 없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 문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기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8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Autodesk, the Autodesk logo, AutoCAD and DWG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Autodesk, Inc., and/or its subsidiaries and/or affiliates in the USA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brand names, product names, or trademarks belong 
to their respective holders. Autodesk reserves the right to alter product and services offerings, and specifications and pricing at any time without notice, and is not responsible for typographical or graphical errors that may appear in this 
document. © 2018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lectrical 툴셋의 이점

Electrical 툴셋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AutoCAD® 전기 설계 관련 작업 시간을 상당히 절감하고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 프로젝트 보고서(시간 절감률 = 97%) 
구성요소, 와이어, 재료 명세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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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변경 사항 공유 및 추적(시간 절감률 = 86%)
기본 AutoCAD 및 AutoCAD LT와 프로젝트 도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lectrical 
툴셋 외부에서 적용된 변경 사항을 손쉽게 추적 및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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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면 재사용(시간 절감률 = 81%) 
업데이트/태그 재지정 도구를 이용해 외부 도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DWG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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