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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연구 하이라이트:
AutoCAD® Mechanical 툴셋

연구 요약

Autodesk는 최근에 11가지 일반적인 기계 설계 작업과 
관련하여 기본 AutoCAD와 Mechanical 툴셋(이전의 
AutoCAD Mechanical)을 비교하는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수준의 AutoCAD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Mechanical 툴셋이 기본 AutoCAD
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55% 개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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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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hanical 툴셋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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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로봇 트레이 클램프 설계(시간 절감률 = 45%)
도면이 작성되는 동안 지능형 도면층 관리 시스템이 올바른 도면층에 올바른 색상 및 
선종류로 항목을 배치합니다.

1

새로운 트레이 클램프 상세 설계 및 최적화(시간 절감률 = 46%)
시간을 절감해주는 추가 옵션을 통해 기본 AutoCAD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2

상세도와 함께 조립품 준비(시간 절감률 = 86%)
숨겨져 있더라도 2D에서 동일한 부품을 인식합니다. 3



3

Mechanical 툴셋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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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의 힘 계산(시간 절감률 = 80%)
정적 하중이 가해지는 2D 형상 분석에 대한 기능을 포함하여 더 많은 계산 기능이 제공됩니다.4

샤프트와 클램프 연결(시간 절감률 = 71%)  
모든 프로젝트 정보를 이용해 부품을 작성하므로 완전한 기계 부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5

조립품 완성(시간 절감률 = 6%) 
이미 고도로 정교화된 기본 AutoCAD의 기능에 제도 기능에 대한 가치를 더해줍니다. 6

풀리 및 벨트 추가 (시간 절감률 = 70%)
부품이 설계 분석에 필요한 보고서 및 계산과 더불어 사양에 따라 생성됩니다. 7



Mechanical 툴셋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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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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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AutoCA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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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ut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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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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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이용하여 클램프 설비 장착(시간 절감률 = 77%) 
70만 개가 넘는 표준 부품, 10만 개가 넘는 미리 그려진 표준 피쳐 및 8천 개가 넘는 미리 
그려진 구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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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품의 제작 도면 준비(시간 절감률 = 68%) 
설계 변경 시 업데이트되는 부품 리스트와 재료 명세서(BOM)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9

클램프 및 샤프트의 제작 도면 준비(시간 절감률 = 62%) 
지능형 제도 도구를 통해 원래 피쳐를 제거하고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피쳐를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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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조립품 도면에서 샤프트 수정(시간 절감률 = 44%) 
파워 명령은 객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작업을 가속화합니다.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