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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보화 시대로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다양한 산업분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 적합한 특성을 갖는 지식과 정보화
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도 협업관계와 업무의 관련성, 제품의 특성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
니다. 또한, 격변하는 시대 상황속에서 3D CAD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Autodesk社의 INVENTOR를 도입하여 활용함에 있어 좀 더 표준화를 구축하고 자사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세우기 위한 자료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사용자 입장의 표준화 가이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Engineering 및 Design 효율 향상을 위해 3D CAD(INVENTOR) 도입에 즈음하여 설계 표준을 제정하고,
3D 사용자의 기본 가이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설계/제조 업체 설계자 및 3D 사용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모든 작업을 설정함으로써, 설계의 효율 극대화를 이루고, 가치 있는 데이타를 통한 정보의 생성 전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든 표준은 앞으로 3D 설계 활용의 고도화에 초석을 다지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축 활동을 통해 3D 도입 및 매뉴얼 작성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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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A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

Ⅰ. 3D CA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

3D CAD 작업 진행 이전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를 통해 사내 표준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설계자들과 공유하
여 설계 데이터 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표준화 프로세스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한다

프로젝트 설정

설계데이터
(Design Data) 정의

표준 템플릿 구성

컨텐츠 센터 구성

각 프로세스의 구성 및 설정 방법은 아래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기본 프로젝트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기본 프로젝트는 삭제할 수 없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일(.ipj)을 사용하여 설계 파일이 있는 폴더의 경로를 지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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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일(.ipj)은 .xml 형식의 텍스트 파일이며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 파일은 프로젝트

프로젝트 설정

의 파일이 포함된 폴더 경로를 포함하며, 저장된 경로 간 파일의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프로젝트의 바로 가기는 ‘내 PC’ → ‘문서’ → ‘Inventor’ 폴더에 생성된다.

1) 프로젝트란
2)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파일 및 라이브러리 위치 : 로컬 또는 네트워크
•프로젝트 유형 : Vault, 단일 사용자
•라이브러리 간소화 : 사용하지 않는 모든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제거 *라이브러리 참조
•공통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 위치에 배치 : 하나 이상의 라이브러리 경로가 있는 프로젝트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개인
인벤터에서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설계를 구성하고 회사 프로젝트에 맞게 작업하고

프로젝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추가 옵션을 설정한다.

워크플로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인벤터 프로젝트는 모든 설계 데이터에 체계적으로 엑세스가 가능하며, 설계 작업에는 라이브러리 구성요소부터 컨텐츠 센터
데이터, 스타일 라이브러리 그리고 고유한 인벤터 고유 문서까지 다양한 설계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인벤터 프로젝트는

① 프로젝트 창의 ‘새로만들기’ 를 클릭하여 Inventor
프로젝트 마법사를 실행한다.

② 프로젝트의 이름과 프로젝트 작업공간이 될 경로
위치를 지정한다.

회사 표준에 맞춰진 모든 데이터, 설정 및 경로에 빠르게 엑세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있다
프로젝트는 인벤터 문서간의 링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프로젝트는 개수에 관계없이 생성하여 설계
작업 별로 관리가 가능하다
Inventor 설치 시 기본(Default)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나 설계 작업 별로 관리하려면 설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를 작성한 후에도 추가 옵션을 설정하거나 폴더의 추가,
삭제 및 프로젝트 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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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 추가해준다.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경우 아래 과정은 생략한다.

④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며 설정한 프로젝트 폴더

3) 프로젝트의 설정

위치에 ipj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다음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유형 : 단일 사용자 또는 Vault – Autodesk Vault를 설치하여 협업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Vault 유형을 선택한다.

•

위치 :작업공간과 동일한 폴더

•

포함된 파일 : 현재의 프로제트의 하위 프로젝트를 지정

•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 :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읽기 전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프로젝트 진행 중
편집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선택

•

모양 라이브러리 : 질감 라이브러리 중 활성 라이브러리 선택

•

재질 라이브러리 : 재질 라이브러리 중 활성 라이브러리 선택

활성 프로젝트는 현재 액세스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활성 프로젝트에 있는 위치 내에서만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을

•

저장해야 한다.

•

작업공간 : 파일을 저장 및 편집할 폴더로써 하위 폴더를 가짐
작업그룹 검색 경로 : 작업공간 내 하위 폴더 중 잦은 검색이 필요한 폴더 등록

•

라이브러리 : 작업공간 내 라이브러리 폴더 지정

•

자주 사용된 하위 폴더 : 작업공간 내 자주 사용할 하위 폴더를 지정 – ‘열기’ 대화상자에 표시되어
즉시 접근함

•

폴더 옵션 : 템플릿 등 작업에 필요한 자료 폴더 지정

* 응용프로그램 옵션’의 ‘파일’ 탭에서 기본 폴더를 지정한다.
템플릿 : 도면, 부품, 조립품 등의 템플릿 파일 폴더 지정
설계 데이터(스타일 등) : 도면 작성에 필요한 각종 스타일, 심볼, 재질, 설계 가속기 등의 폴더 지정
사전 설정 : 피쳐(구멍, 돌출, 회전, 스윕, 스레드) 및 프레임 생성기 명령(끝막음, 마이터, 노치, 늘이기/줄이기)에
대한 사전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컨텐츠 센터 파일 : 사용한 컨텐츠 센터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

옵션 :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의 옵션을 설정한다.
저장 시 유지할 이전 버전 : 현재 저장하기 전에 저장된 파일의 생성 유무를 지정한다.
-1 : 모든 버전이 저장됨
0 : 이전 버전 파일을 저장하지 않음
1 : 현재 저장하기 전에 저장된 파일만 저장함
2~n : 입력한 숫자만큼의 이전 파일이 저장됨
고유한 파일 이름 사용하기 : 중복된 파일 이름의 사용 유무를 지정한다.
이름 :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바로 가기 : 프로젝트 파일의 바로 가기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TIP. 프로젝트파일

소유자 및 릴리즈 ID :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표시한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일(.ipj)을 사용하여 설계 데이터가 있는 폴더의 경로를 저장한다.

		

프로젝트 파일(.ipj) 파일은 확장자가 ipj인 xml데이터 이며 사용자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경로 및 옵션 등을

		

포함하고. 인벤터 실행 시 ipj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특정 프로젝트로 설정되어있는 인벤터 환경을 실행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바로 가기는 프로젝트 폴더에 있으며,

		

프로젝트 사용자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TIP.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지 않아요
프로젝트 저장 시, 작업탭이 열려 있으면 저장이 되지않으므로 모든 작업 종료 후 저장한다.
한 작업내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실행 가능하므로, 프로젝트 변경 시 모든 탭을 닫은 후 변경을 하거나 다른 인벤터를 실행하여
프로젝트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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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작업공간) 폴더 구성

b. 작업공간 경로 추가

프로젝트 폴더 구성 시 폴더 구조에 대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기본 작업 경로 및 구성요소가 저장되는 위치로 프로젝트 생성시 파일이 저장된 위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작업공간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프로젝트 폴더(작업그룹 또는 작업공간) 아래에 하위 폴더를 생성한다.
•프로젝트 폴더 구성에 대한 사내 표준과 명명 규칙(Naming Rule)을 따른다.

① 작업 공간의 경로 추가를 클릭한다

•기존 파일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일에 대한 기본(Main) 폴더를 생성한다.

② 경로를 C:\Inventor_Standard\Workspace 로 변경한다

•설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폴더를 구성하여 파일 참조 정보가 적절히 저장되고 파일 링크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③ 작업 경로가 프로젝트 안의 Workspace 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설계 방식 기준으로 폴더를 작성한다.

a. 사용자 작업 폴더 구성
사용자 작업 폴더를 구성하여 가공품, 구매품, 표준품들의 저장 위치를 관리할 수 있다.
표준화 준비 작업은 환경 디렉토리를 정의하는데 서 시작하며, 인벤터 환경에 대한 기본값이 아닌 사용자가 쉽게
관리하고 편리성을 고려한 기본구조를 세팅해야한다. 각 파일들이 저장될 위치는 아래와 같으며, 폴더를 구성하는 자세
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한다.

c. 폴더 옵션 경로 추가
폴더 옵션의 사용자 화를 통해 템플릿, 설계 데이터 사전 설정, 컨텐츠 센터 파일을 각 프로젝트에 맞게
폴더를 지정할 수 있다.
기본값은 응용프로그램의 옵션의 저장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나 인벤터 사용자 환경설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폴더의 경로 변경방법은 작업공간 변경하는 방식과 같으며 경로를 변경하기 앞서 아래의 예시와 같이 템플릿과 설계
데이터를 사용자 구성 폴더에 복사해 보도록 하자

[작업 폴더]

[라이브러리 폴더]

[컨텐츠 생성 폴더]

① 템플릿
•부품, 조립품, 도면등을 작성하기 위한 템플릿이 저장되어있는 경로로, 사용자화를 통해 표준 템플릿을 회사 내부에서
쉽게 공유하고 표준화를 할 수 있다.
•템플릿 표준화는 표준 템플릿 구성을 참고하고 이번 단계에서는 저장되는 템플릿 폴더의 위치를 사용자화하는 방법에

12

•가공품 :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부품 또는 조립품

[작업 폴더]

•구매품 : 구매를 통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업체명 / 종류별/ 스펙별)

[라이브러리 폴더]

•표준품 : 인벤터의 컨텐츠 센터를 이용하여 불러들인 파일이 생성되는 사본

[컨텐츠 생성 폴더]

I. 3D CA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

대하여 알아본다
•인벤터 설치시 기본 템플릿이 저장되어있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C:\Users\Public\Documents\Autodesk\Inventor < version>\Templates\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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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Design Data 폴더를 구성 후 위 파일들을 복사한다

③사전 설정
•사전설정 명령을 통해 설정값을 저장 시 저장되고 불러들이는 경로로, 아래와 같이 기본값을
프로젝트 경로로 변경한다

- 프로젝트 폴더안에 Templates 폴더를 생성하여 위 파일들을 복사해서 넣어준다
* 예제 프로젝트의 경로는 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Templates 로 지정되어있다.
- 파일 복사후 아래와 같이 경로를 사용자화 한다

④컨텐츠센터파일
•컨텐츠 센터 파일을 사용시 사본이 저장되는 경로이다. 아래와 같이 기본값을 프로젝트 경로로 변경한다.

② 설계 데이터(Design Data)
•설계 데이터 폴더는 재질, 도면 스타일, 심볼 등을 사용자화 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포함한 경로이다.
•설계자들이 회사표준에 맞춰 같은 스타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옵션 라이브러리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있고, 모
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스타일로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경로에 폴더 위치를 변경 할 수도 있다.
•인벤터 설치시 기본 디자인 데이터가 이 저장되어있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d.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활용

•C:\Users\Public\Documents\Autodesk\Inventor < version>\Design Data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폴더 구성을 통해 해당 라이브러리를 조립 시 쉽게 배치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옵션
에서 하기와 같이 라이브러리 폴더 구성 후 사용하면 된다

컨텐츠 센터와 다르게 조립품 등이 구성 가능하며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되지 않지만 해당 폴더를 공유하면 많은 사용자
들이 동일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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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라이브러리 작성

TIP. 자주 사용된 하위폴더
‘ 자주 사용된 하위폴더’ 리스트를 통해 여러 디렉토리가 파일 구조에 있을 경우 자주 사용하는하위 폴더를 설정하여 저장 또는

① ‘라이브러리 구성’ 대화상자 우측 하단에서 ‘라이브러리 작성’ 아이콘을 클릭한다.

열기 시 폴더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② “DAOU” 이름으로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작성한다.

③ ‘라이브러리’ 리스트에서 <읽기/쓰기> 권한이 부여된 라이브러리 임을 알 수 있다
(표준 규격의 자산은 <읽기전용>으로 컨텐츠 편집이 불가능)

5)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구성
•프로젝트 창의 우측 버튼 중 맨 아래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구성’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할 라이브러리만 선택한다.
• 여러 규격 중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만 선택하여 시스템 자원 활용을 최대화한다.
•라이브러리를 사용자화 하거나 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읽기/쓰기가 가능한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도록 한다.
•컨텐츠라이브러리 생성 방법은 4. 컨텐츠라이브러리정의 를 참고하도록 한다
④ 라이브러리가 저장되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C:\ProgramData\Autodesk\Inventor <version>\Content Center\Libraries
위치의 idcl파일 확장자로 저장된 라이브러리 파일을 공유하여 같은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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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데이터(Design Data) 정의

재질 라이브러리
•Inventor 재질은 물리적 자산과 모양 자산 두 가지를 사용하고, 특성을 구성한다.

설계 데이터에는 설계 가속기, 판금 모델의 절곡 테이블, 파일 변환, 재질, 질감,
시뮬레이션, 심볼 등 설계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폴더이며, 기

•재질의 물리적 특성은 시뮬레이션, 분석 및 iProperties(예: 질량, 면적, 체적)결정에 사용되는 재질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설계에 적합한 재질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위치는 아래와 같다.
C:\Users\Public\Documents\Autodesk\Inventor <version>\Design Data

좌측은 위에서 설명한 설계 데이터들의 하위 폴더들이며, Design Data 폴더 내
의 여러 xml 파일들은 각 기능의 용어에 대한 언어별 매치 파일이다

TIP.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하려면?
사용자화 된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Design Data’ 폴더를 네트워크 공유 폴더로 배치(복사)하고 프로젝트 생성 시 ‘폴더 옵션’의 ‘설
계 데이터(스타일 등)’ 폴더로 지정한다.

모양 라이브러리
•모양은 재질의 시각적 측면을 결정하고 면, 피쳐 부품 또는 조립품에 지정할 수 있다.
•모양 정의에는 색상 반사도, 투명도, 자체발광 등 특성이 서로 결합되어 고유한 모양이 제공되며, 모양자산을 사용하여

1) 스타일 편집기

재질에 지정된 모양을 재지정 할 수도 있다.

스타일 편집기는 국가별 표준 규격 및 회사의 표준 스타일을 구성하여 모델링과 조립, 도면을 작성하는데 활용한다.
스타일 항목으로는 정보, 품번 기호, 지수, 도면층, 문자 종류, 선 종류, 기호, 각종 테이블, 도면 양식, 표제란, 리비전,
재질 등이 있다.
회사의 표준 템플릿을 구성하는 방법은 표준 템플릿 구성을 참조한다.

2) 사용자 재질 구성
•재질에는 공학적 계산을 위한 물리적 속성의 재질과 가공 형태의 표현,
광택, 페인팅 등의 텍스쳐를 포함하는 표면의 질감을 표현하는
재질이 있다.
•Autodesk 및 인벤터에서는 질감을 <모양 라이브러리>, 물리적 속성의
재질을 <재질 라이브러리>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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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질 및 모양 라이브러리의 파일 경로

① ‘재질’을 클릭한다. 재질 검색기가 표시된다.

Autodesk 재질 라이브러리나 Inventor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재질 외에 새롭게 추가하거나 사용자화 하고자
할 경우 새 재질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추가할 수 있다. 회사 내 사용하는 표준 재질들이 있다면 별도의 사용자 재질 라
이브러리를 생성하여 ‘..\Design Data\Materials ’ 폴더에 저장하여 공유한다.
부품에 재질 및 모양을 지정하거나 생성/편집을 하려면 리본 메뉴 ‘도구’ → ‘재질 및 모양’ 패널 → ‘재질’이나

② 재질 검색기 좌측 하단의 도구 막대에서

→ ‘새 라

이브러리 작성’을 클릭한다.

‘모양’을 클릭한다.

③ 새 라이브러리를 작성할 폴더로 이동한 후 작성할 새 라
이브러리 이름을 입력한다.
④ ‘..\Design Data\Materials’ 폴더로 이동 ‘다우 재질 라
① 재질 검색기, 재질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

이브러리’로 이름을 입력 후 저장한다.

② 모양 검색기, 모양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
③ 조정 명령, 지정된 모양을 수정하는 데 사용.
④ 재지정 지우기 명령, 모양 재지정을 제거하는 데 사용.
⑤ 지정된 재질을 선택 세트에 지정.
⑤ 재질 검색기의 라이브러리 리스트에 생성한 새 라이브러

⑥ 지정된 모양을 선택 세트에 지정.

리가 나타난다.
⑥ 새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범주
작성’을 클릭한다.

b. 사용자 재질 라이브러리 작성
기본적으로 인벤터를 설치하면 Autodesk Material Library, Autodesk Appearance Library 두 기본 라이브러리가 포함되
어있다. 설치된 라이브러리는 읽기전용 이므로 검색기 옆에 잠금 표시가 되어있으며, 잠긴 라이브러리 컨텐츠를 편집 및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복사할 수 있다.
옆 순서를 통해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본다.

⑦ 범주 이름을 ‘금속’으로 입력한다.

⑧ Autodesk 또는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재질을 새 라이브러리의 범주로 드래그
앤 드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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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복사된 재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 ‘이름바

c. 프로젝트 내 재질 라이브러리 설정

꾸기’를 클릭한 후 “SM20C”로 이름을 변경한다.
•프로젝트 편집기에서 활성라이브러리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며,
라이브러리에 재질과 모양이 모두 있으면 프로젝트에
모양 및 재질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라이브러리 추가를 통해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검색
⑩ SM20C’를 더블클릭하면 현재 문서(부품, 조립품)에 추가되면서 ‘재질 편집기’ 창이 열린다

등록할 수 있다.

⑪ 재질 편집기의 각 탭의 역확은 다음과 같다

3) 구멍 테이블 정의
구멍 사전 설정(Preset)
인벤터는 나사(스레드) 구멍과 나사 체결(조임쇠) 구멍을 표준 규격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 규격 리스트 순서가
사전 정의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표준 규격을 매번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용자 규격을 추가하여 맨 위에 표시해
재사용하거나, 나사 구멍 및 나사 체결 구멍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좀더 편하게 구명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① 새 사전 설정 작성 명령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구멍 설정들
을 저장할 수 있다,
② 기본적으로 구멍 특성에 따라 설정명이 지정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해 저장한다

•ID 탭
재질의 이름과 설명 등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한다.
•모양탭
재질의 표면 질감을 설정한다. 탭 이름 우측의 ‘

’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산 브라우저 창이 나타나는데

‘Autodesk Appearance Library’ 중에서 적용할 질감을 선택한 후 우측의 ‘

’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재질의

질감으로 적용된다.

③ 사전 설정은 프로젝트 폴더 구성에서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사전 설정 경로에 HoleCmd.preset 명으로 저장되어 사내

이미지없음

에서 구멍 스타일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산 브라우저를 닫은 후 재질 편집기에서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다.
•물리적 탭
열전도율, 비열, 열팽창 계수, 탄성 계수,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등 물리적 특성 등을 입력한다

* 물성치는 부록의 1. 재질 참고 리스트 를 참고하도록 한다

*사전 설정 경로는 프로젝트(작업공간)폴더 구성을
참고한다

⑫ 재질 검색기에서 ‘SM20C’를 클릭하면 현재 부품에 바로 적용되며, 재질
검색기를 닫은 후 ‘iProperties’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멍 멍령 사용자 화를 위해 나사구멍 및 나사 체결 구멍 스프레드 시트 파일 (Thread.xls, Clearance.xls) 의 데이터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2. 구멍 스프레드 시트 사용자화 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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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응용프로그램 메뉴 >‘iProperties’ 창에서 재질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표준 템플릿 구성

샘플 템플릿 경로는 프로젝트 파일(Inventor_Standard.ipj)에 지정된 템플릿 파일 폴더인 ‘C:\Inventor_Standard\Daou_

Standard\Templates\Daou Templates’ 폴더이다.
부품, 판금 부품, 조립품, 프리젠테이션, 도면 파일에 대한 템플릿을 작성해 본다.

1) 부품 템플릿
부품 모델링 시 자주 사용하는 스케치 형태가 있다면 스케치까지만 완료한 파일을 템플릿 폴더에 저장해 두고 해당 템플릿 파
일로 시작하면 매번 새 스케치를 생성하지 않고 치수값만 변경하여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 정의한 템플릿을 통해 빠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주로 재질이나 매개변수 등 반복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환경

사용자 정의 매개변수 지정
부품 리스트에 부품의 외관 치수를 입력할 경우 매개변수를 사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들을 사전 정의하여 템플릿으로 활용한다

① 리본 메뉴 ‘관리’ → ‘매개변수’ 패널 → ‘매개변수’를 클릭
① 인벤터 홈 탭 → 새로 만들기 → 부품을 클릭한다.

한다. 매개변수 대화상자가 표시된다.

② 수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Width_X”, “Depth_Y”, “Height_Z” 매개변수를 생성한다
③ BOM 및 부품 리스트에 표시하기 위해 생성한 세 변수 모두 ‘내보내기’ 열을 모두 체크한다.

재질 지정하기
기본 재질값을 사전에 설정하여 템플릿에 저장할 수 있다
② 리본 메뉴 ‘도구’ → ‘재질 및 모양’ 패널 → ‘재질’을 클릭한
다. 재질 검색기가 표시된다.

③ ‘DaouMaterial’을 선택 후 ‘SM20C’를 더블클릭하여 현
재 문서 재질로 등록한다.

④ 세 변수 모두 내보내기에 표시될 특성 형식을 편집한다.
변수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사용자 특성
형식’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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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 특성 형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후 ‘확인’ 버튼

2) 판금 부품 템플릿

을 클릭한다.
•정밀도 : 소수점 2자리

판금의 절곡에 따른 전개값은 재질 특성, 두께, 절곡 각도, 절곡 R값에 따라 다르다. 이에 따라 ‘선형’, ‘절곡부 테이블’, ‘사용자 방

•단위 문자열 : 선택취소

정식’의 전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후행 0 : 선택취소

통상 ‘절곡부 테이블’을 주로 이용하며 동일 제품이라도 절곡 업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므로 가능하다면 주 거래 절

미리보기를 보면 숫자만 표시된다.

곡 업체에 ‘절곡 테이블’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세 변수 모두 동일하게 변경한다.

판금 부품 템플릿 작성하기
① 인벤터 홈 탭 → 새로 만들기 → 부품을 클릭한다.
⑥ 아래와 같이 모두 적용 후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매개변수’ 상자를 닫는다

판금 기본값 설정하기 – 판금 전개 스타일 생성하기

② 리본 메뉴 ‘도구’ → ‘재질 및 모양’ 패널 → ‘재질’을
클릭한다. 재질 검색1기가 표시된다.
⑦ 메뉴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을 “SM20C.ipt”로 저장한다.

③

전개 규칙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타일 및
표준 편집기’ 창을 오픈한다

④ 새 로컬 스타일을 만들어준다. 이름을 “DAOU Bend Table”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⑧ ‘새 파일 작성’클릭 후 부품 템플릿 리스트에 추가되었음
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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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개 방법은 “절곡부 테이블”을 선택하고 선형 단위는 “밀리미터”를 선택한다.
⑥ 두께 “0.5”를 추가하면 우측 계수 테이블이 활성화된다.
⑦ 절곡 각도와 반지름에 따른 계수 테이블
이 테이블의 행은 ‘열린 각도(도)’, 즉 절곡 각도이며, 열은 ‘절곡부 반지름’ 값이다. 절곡 각도와 반지름 별로 절곡 계수가

⑨ B70 셀부터 K109셀까지의 영역을 드래그하여 선택 후 ‘Ctrl+C’키
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복사’를 선택한다.

다르다. 이 계수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정의된 절곡 테이블 파일의 셀들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쉽게 생성할 수 있다

⑩ 인벤터에서 방금 생성한 두께 0.5이 절곡부 반지름 테이블에서
좌측 상단의 빈 셀(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을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테이블 붙여넣기’를 선택한다

⑪ 첫 행의 공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행 삭제’를 선택한다.

⑫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께 “2.0”도 추가한다.
⑧ 사전 정의된 절곡 테이블 파일 참조

…\Design Data\Bend Tables

⑬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로컬(현재 문서 및 현재 프로젝트)에 저장된다.

설계 데이터 폴더의 Bend Table 폴더에서 “bend table (mm).xls" 파일을 연다.
64행부터 109행 까지의 TABLE 1이 0.5mm 두께의 철판, 115행부터 16행까지의
TABLE 2가 2.0mm의 철판에 대한 절곡 계수 테이블이다.
64행이 TABLE 이름, 67행이 두께, 70행이 절곡부 반지름 값이며, 72행부터 109행
까지는 절곡 각도와 절곡부 반지름 값에 대한 K Factor 값이 기록되어 있다.
이 테이블을 전개 규칙의 절곡부 테이블 값으로 사용한다.

⑭ 생성한 “DAOU Bend Table” 판금 전개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활성화하고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다.

* B67 셀의 두께 값을 변경하면 수식에 의해 해당 계수 값이 계산되므로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단 실제 절곡 제품과의 편차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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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품 템플릿

판금 기본값 설정하기 – 판금 규칙 스타일 생성하기

조립품의 템플릿은 크게 사용자화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부품 템플릿 작성 시 부품의 외관 치수를 변수화 하여 내보내기 해

기본 재질값을 사전에 설정하여 템플릿에 저장할 수 있다

놓았었다. 이 변수들을 BOM 리스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립품 템플릿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① ‘스타일 및 표준 편집기’ 창 좌측 ‘판금 규칙’ 항목에서 ‘기본값_
mm’을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새 스타일을 선택한다

조립품 템플릿 작성하기

이름을“STS 0.5”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인벤터 ‘신속 도구막대’에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Sheet Metal.ipt” 템플릿을 더블클릭한다.

② 재질과 두께를 지정한다. 재질은 STS, 두께는 이름과 같이 “0.5”
를 입력한다.
* 재질은 ‘부품 템플릿’ 작성하기’를 참조하여 생성한다.
전개 규칙은 방금 생성한 ‘DAOU Bend Table’을 선택한다
③ 절곡부 및 구석의 릴리프 형상을 적절하게 설정한다.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로컬(현재 문서 및 현재 프로젝트)에 저장된다

BOM 사용자화 항목 추가하기

① 리본 메뉴 ‘조립’ 탭 → ‘관리’ 패널 → ‘BOM’을 클릭한다.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께 “2.0”도 추가한다.
⑥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② BOM 창의 ‘사용자 iProperty열 추가’ 아이콘을 클릭한다

* 로컬(현재 문서 및 현재 프로젝트)에 저장된다.

⑦ ‘새 파일 작성’ 시 부품 템플릿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③ 부품 템플릿 작성 시 생성한 변수 “Width_X”, “Depth_Y”,
“Height_Z”를 특성 이름으로 추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30

I. 3D CA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

DAOUDATA & AUTODESK

31

④ 런타임 열에 사용자 iProperty가 추가되었다. ‘SM20C.ipt’ 템플릿

4) 도면 템플릿

으로 생성한 부품의“Width_X”, “Depth_Y”, “Height_Z”가
표시된다.

3D 설계를 통한 디지털 프로토타입 구현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과 동시 병행 설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2D 도면은 존재하고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조 회사의 기술력이 담겨 있는 자산 1호가 도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면 템플릿은 부품이나 조립품 템플릿과는 달리 사전 정의되어야 할 도면 양식, 표제란, 부품란,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선
의 종류, 선의 굵기, 색상, 도면층, 심볼 등 각종 표준들이 존재한다. 도면 템플릿을 생성하면서 이러한 표준들을
설정해 보도록 한다.

⑤ 메뉴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을 “Assembly.ipt”로 저장한다.

* 작업 중간 중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Template 파일의 경로는“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

Templates ”이다.

a. 도면 템플릿 작성하기
협업에서 많이 설계 업무를 하면서 마우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도면, 용지 이다.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은 “A4” 사이즈이고 설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지는 “A”열의 모든 용지
크기를 적용하며, 주로 “A3” 사이즈의 도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⑥ ‘새 파일 작성’ 창의 조립품 템플릿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KS규격 “KS B 0001”에서 지정하고 있다.
*하기 내용의 설정은 도면의 크기의 사용 빈도는 각각의 회사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나 용도, 도면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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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치수( X*Y)

A

A0

1189 * 841

B
철하지 않을 때

철할 때

20

20

25

A1

841 * 594

20

20

25

A2

594 * 420

10

10

25

A3

420 *297

10

10

25

A4

297 * 210

1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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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템플릿 사용자화

② 리본의 메뉴를 사용하여 각형을 생성하고 도면 용지의 모서리로부터의 간격을 치수로 정의한 다음 스케치를 마무리 한다.

① 인벤터 ‘홈’ 탭 → ‘새로 만들기’ → ‘도면’을 클릭한다. 또는 ‘새 파일
작성’ 창에서 ‘Standard.dwg’ 템플릿을 더블클릭한다.
*도면 형식은 dwg와 idw가 있다. 두 템플릿상 기능 차이는 없으
며 dwg 파일은 AutoCAD 에서 변환없이 열린다는 점만 다르니
회사에서 사용이 편한 템플릿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② 시트에는 기본적으로 경계와 제목 블록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도면 자원의 종류에는 시트 형식, 경계, 제목 블록, 스케치 기호,
AutoCAD 블록이 있고,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회사의 표준
화된 도면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도면 자원을 작성하고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보자

사용자 경계 생성하기

경계란? 도면 용지 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최대 영역을 표시하는 사각 형태의 외곽경계선이다.
경계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새 경계 정의> 와 <새 영역 경계 정의> 두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③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을 클릭

④ 대화상자에 경계의 이름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새 영역경계 정의
① 새 경계를 생성하려면 ‘경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새 경계
정의’ 메뉴를 클릭한다

⑤ 새로 생성한 경계를 현재 시트에 삽입하려면 새 경계
(‘다우 기본 경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도면 경계)
TIP. 시트에 이미 경계가 지정되어 있을경우

•현재 시트에 이미 경계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겹쳐 보이므로 새 경계를
생성하기 전에 현재 시트에 지정된 경계를 삭제한다.

삽입’ 메뉴를 클릭한다.
* 시트당 하나의 경계만 포함할 수 잇으므로 시트에 새 경계를
배치하기 전 기존 도면 경계를 먼저 삭제해야 한다.

•시트를 확장 → 정의된 경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삭제’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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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제목블록 생성하기
새 영역경계 정의
경계를 처음부터 스케치로 작성하기 부담스럽다면 새 영역 경계 정의를 활용한다
사용자 경계를 추가할 때 사용자 경계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경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제목블록이란? 표제란 이라고 하며 도면을 작성한 회사, 작성자, 검수 및 승인자, 도면의 제목, 도면 번호 등의 도면 정보
를 포함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다.
① 제목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새 제목 블록

① 수평, 수직 영역의 수와 레이블의

정의’ 메뉴를 클릭한다.

스타일을 설정한다.
② 레이블 텍스트 선 스타일을 설정 (스타일은
스타일 관리자에서 추가 및 수정할 수 있다)
③ 레이블링 진행 기준을 정의한다.
④ 선은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설정, 화살촉은
경계를 화살촉으로 표시한다
⑤ 중심 표식을 경계에 추가한다.

② 경계와 마찬가지로 스케치 기능을 활용하여 제목 블록을 시트 위에 작성한다.
③ 기존 AutoCAD에서 사용하던 표제란이 있다면AutoCAD에서 제목 블록을 선택 → 클립보드로 복사(Ctrl+C) → 인벤터
에서 붙여 넣기(Ctrl+V) → 위치 클릭하여 가져올 수 있다

⑥ 페이지 모서리와 시트의 각 면에 있는 경계선
간의 여백을 설정한다.
⑦ 매개변수를 활용해 작성된 스케치를 편집하여
도면 경계로 활용한다

④ 표제란의 크기나 문자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모두 선택 후 리본 메뉴 ‘스케치’ → ‘구속조건’ 패널 → ‘고정 ’ 구속
조건을 클릭하여 구속한다.
* 제목블록은 시트의 설정에 따라 경계의 네 모서리 위치에 삽입 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트 아무
위치에 작성하여도 상관없다.

⑤ 원하는 위치에 텍스트를 입력한다 텍스트 상자 내에 텍스트를 배치 후 자리맞추기선택등을 통해 텍스트
지점 간 관계를 확인한다

⑥ 또는 작성자, 부품명, 재질 등의 특성은 모델이나 도면의 iProperty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도록 특정 텍스트를 추가한다

•모형 매개변수 치수 또는 피쳐를 추가할 때 모형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명명된 매개변수를 나열.
•사용자 매개변수 모형에 추가된 사용자 매개변수를 나열.
텍스트 매개변수는 제목블록 수정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

) 으로 작성되며, 특정 속성값이 기입되기

전에는 도면에서 표현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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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형식 작성하기

이외에 인벤터에서 새 시트를 추가 시 시트의 크기 및 형식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표준 시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파일에 여러 시트를 포함해 저장 할 수 있다.

① 시트형식에서 시트의 크기를 지정후, 사용자 화한 경계와 제
목 블록이 포함된 시트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시트 형
⑦ 위와같이 표제란을 완성한 후 “DaouTitle” 이름으로 저장한다

식 작성’을 클릭한다

* 상세한 내용은 “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Templates\Daou_Templates”
폴더의' ‘Template_DAOU.dwg’ 템플릿 파일을 열어 참고하도록 한다

② 시트형식에서 필요한 시트를 새 시트로 작성할 수 있다.

스케치 기호 생성하기
⑧ 현재 시트에 삽입된 ‘ISO’제목 블록을 삭제 후 ‘DaouTitel’ 제목 블록을 삽입한다.
스케치 기호를 통해 도면 또는 템플릿에서 표준 기호를 작성한 후 공유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기호 라이브러리를
저장한다
새로운 표면 거칠기 기호를 사용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존의 다듬질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다듬질 기호를 예제로 생
성해 본다

스케치 기호 정의하기

TIP. 텍스트 자리 맞추기

① 스케치 기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새 기호
정의”’ 메뉴를 클릭한다.
텍스트 상자 내에 텍스트를 배치하여
선택 옵션을 나타내 점간 구속이 가능하다

② 좌측과 같은 치수로 연결된 두 개의 호를 작성한다. 중심선
으로 표시된 직선은 ‘

스케치만’ 형식, 초록색 점은 ‘

삽입점 그립 설정’ 형식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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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 후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

b. 도면 스타일 및 표준 생성하기

을 클릭한다.
치수, 품번기호, 해치, 도면층, 부품 리스트, 문자 등 각종 스타일을 설정한 후 사용할 스타일만 선택하여 하나의 표준으로
생성하여 도면 작성에 활용한다.
어떤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의 하위 스타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텍스트 스타일’은 ‘품번기호’, ‘치수’, ‘형상 공차’, ‘구멍
테이블’, ‘부품 리스트’ 등의 여러 스타일에서 하위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친다듬질’, ‘중간다듬질’, ‘상다듬질’의
다듬질 기호를 생성한다. 모든 기호는 꼭 ‘삽입점’을 지정해
두어야 정확한 위치에 삽입할 수 있다.

인벤터의 ‘열기’ 명령으로 “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Templates\Daou Templates” 폴더에 ‘Template_

DAOU.dwg’ 파일을 연다.
각 스타일을 정의하고 나면 꼭 ‘저장’ 버튼을 클릭하도록 한다.

⑤ 생성한 스케치 기호들은 기호별로 폴더를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기호 라이브러리에 저장’ 메뉴를 클릭하여 별도
의 idw 파일에 기호들을 모아 저장( )하여 공유할 수 있다.

리본 메뉴 ‘관리’ 탭 → ‘스타일 및 표준’ 패널 →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한다.
스타일 편집에 자세한 방법은 부록의 ‘3. 스타일 표준 편집기 대화상자’ 를 참고하도록 한다

* 기호 라이브러리의 저장 경로는 ‘응용프로그램 옵션 → 파일
탭’을 참고한다.
TIP. 스타일 저장 / 업데이트 / 소거
원본문서와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다른경우 혹은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현재 문서에 적용하기위하여 스타일 저장 / 업데
이트 / 소거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 내용을 통해 스타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한다.

AutoCAD 블록 활용
•저장

: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변경된 스타일을 Design Data 에 저장할 수 있다.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이 읽기 전용으로 설정되어 잇다면 Inventor 내에서 스타일 라이브러리 저장

스케치 기호와 유사하며, AutoCAD 파일에서 사용 중인 블록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기능이다.

기능을 사용하여 스타일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에 저장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있다면, 스타일을 저장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설정에서

AutoCAD 블록 가져오기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이 읽기 - 쓰기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① ‘AutoCAD 블록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 AutoCAD 파일을
선택한 후 인벤터 도면에 삽입하고자 하는 블록을 선택 후
‘삽입’ 버튼을 클릭한다.
* 스타일 라이브러리 저장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수정 후 프로젝트에서 읽기전용으로 변경한다)

•업데이트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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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도면 템플릿 자원 복사하기

⑥ 원본 파일의 도면 자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도면 자원
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한다

기존 도면이 존재할 경우 원본도면에서 대상 도면으로 자원을 복사할 때 활용한다
예 > 대상 파일의 도면 자원을 원본 파일의 같은
이름을 가진 자원으로 대체

① Autodesk Inventor 를 닫은 상태로 시작

아니오 > 원본 파일과 같은 이름을 가지니 대상
시작

> Autodesk Inventor[버전] >도면전송마법사

도면 자원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한다

[버전] 을 클릭한다
복사한 자원의 이름은 ResourceNam의 사본으로 지정되
고, 대상 도면 버전은 원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

⑦ 선택하여 전송한 경계,제목블록 및 스케치 기호의 진

⑧ 프로세스 완료후 처리결과를 확인할수 있다

행상태를 확인한다

② 도면 전송 마법사가 실행된다

③ 복사할 자원이 있는 원본 도면을 선택

④ 원본 도면이 포함하고잇는 자원이 나열되며,

⑤ ‘대상 도면 선택’을 열어 하나 이상의 대상 도면을 선택

미리보기 이미지를 확인하여 복사가 필요한 원본

한다 (다중선택가능)

자원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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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기존 표준품 복사

컨텐츠 라이브러리 정의

컨탠츠 라이브러리 종류가 너무 많다면 자주 사용하는 회사의 표준품들을 구성하여 새로운 라이브러리로 구성할 수 있다
Inventor에는 750,000개가 넘는 표준 구성요소 라이브러리가 포함된다. 이 표준 라이브러리 및 사용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복사에는 링크복사와, 사본저장이 있으니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라

세트가 컨텐츠 센터이다.

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은 1. 프로젝트설정 - 5) 컨텐츠 라이브러리 구성 을 참고하도록 한다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복사하여 사용자화 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피쳐 및 부품을 등록한다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편집하기위해선 관리 탭 의
'편집기' 를 클릭하여 컨텐츠 센터 편집기를 오픈한다.

컨텐츠 데이터 복사 (링크 복사)
① 컨텐츠 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복사 한다
표준품을 복사하여 수정이나 편집이 불가능하다.
② 컨텐츠 센터 편집기에서 복사 대상을 클릭하여 원하는
라이브러리 위치에 표준품을 복사해준다.
③ 라이브러리 뷰를 ‘DAOU’(또는 새로 생성한 라이브
러리) 로 이동하면 컨텐츠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SO, ANSI, DIN 등 표준 규격에 기준한 라이브러리이므로 도표편람을 참조하듯이 해당 표준품을 조립품에 삽입할 수 있다.
사용자 라이브러리 생성에 대해서는 이전 프로젝트 설정의 컨텐츠 라이브러리 에서 알아 보았다.
이번에는 생성한 라이브러리에 컨텐츠 센터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컨텐츠 센터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기존 표준품의 사본을 복사하는 방법과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컨텐츠 데이터 사본 복사
④ 표준품을 사본을 복사하여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저장
할 수 있다. 사본저장으로 컨텐츠 명 또는 테이블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컨텐츠 센터 편집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을
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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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복사될 라이브러리,

2) 사용자 라이브러리 생성

패밀리 이름, 설명 등을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저장을
진행 한다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없는 표준 라이브러리나 회사 내 자체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사용자
화 한다.

•새로운 사내 표준 라이브러리 생성
회사 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체 표준품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보기로 한다.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생성하는 방법은 별도의 컨설팅
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단순히 부품만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 본다.
만약 표준 품을 활용하여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싶다면 부록의 4. 컨텐츠 센터 를 참고하도록 한다

① 사내 표준품 라이브러리로 등록한 부품 파일을 연다.
⑦ 설치된 표준품은 ‘복사대상’을 통해 미러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를 사용자에 맞게 수정 및 편집
할 수 있다.

② 리본 멘 ‘관리’ → ‘컨텐츠 센터’ → ‘부품 게시’ 아이콘을
클릭한다.
* 만약 프로젝트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이 ‘읽기/쓰기로
되어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은 오류창이 뜨기 때문에 프
로젝트에서 ‘읽기/쓰기’로 변경해 준다.

TIP. 표준 구성품 사용자화
기존 컨텐츠 센터 표준품을 이용하여 유사한 형태의 새 부품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부품을 회사 표준품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원할 경
우 3)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참고하도록 한다.

③ 게시 안내서 창이 뜨면 원하는 라이브러리와 언어를

•구멍붙이 볼트 사용자화
① 리본메뉴 ‘조립’ ’ → ‘구성요소’ 패널 ’ →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를 클릭 한다

선택한다.

② 범주 뷰’에서 ‘조임쇠’ → ‘볼트’ → ‘소켓 머리’ 클릭 후 ‘ISO 4762’를 조립품 환경으로 불러온다.

(라이브러리는 사용자 라이브러리만 편집할수있으므

③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통해 조립품을 저장한다

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지않았다면 5) 컨텐츠 센터

④ 이 부품 파일을 열면 아래와 같이 각종 피쳐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후 저장한다.

라이브러리 구성 을 참고하여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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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게시 범주를 선택하거나 옵션을 지정한다.

⑧ 제작된 부품을 게시한다.

(사용 가능한 경우)

* 썸네일 이미지는 부품의 홈 뷰를 자동으로 가져오며
다른 이미지로 변경이 필요할 시 이미지로드의 이미
지경로를 변경한다

⑨ 컨텐츠 센터에서 게시한 부품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⑤ 패밀리 매개변수를 매핑한다
* 매핑이 필요한 범주 매개변수는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
되며 하기의 부품 템플릿 매개변수와 같이 선택한다.

TIP. 유용한 라이브러리 웹사이트
⑥ 패밀리 키 열을 하나이상 정의한다.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공급업체 컨텐츠를 내려 받아 라이브러리로 등록할 수 있다
공동작업 탭의 공급업체 컨텐츠로 들어가 공급업체의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확인 할 수 있다 .

⑦ 패밀리 특성을 정의한다
•PARTsolutions
http://autodesk.partcommunity.com/portal/portal/autodesk/PARTcommunity/Portal/autodesk

•3DModelSpace
http://www.3dmodelspace.com/autodesk

•TraceParts
https://www.traceparts.com/els/autodesk/en/cata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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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 최적화

1) 시각 효과

II. 사용자 환경 최적화

그래픽 카드 사양이 요구 사항에 미달할 경우, 윈도우 10의 시각 효과를 비활성화하여 그래픽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좌측의 ‘고급 시스템 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인벤터가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윈도우와 인벤터의 환경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고사양의 최신 장비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저사양이나 최신 장비가 아닐 경우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윈도우 최적화

Autodesk Inventor 2020은 64비트 운영 체제에서 구동되므로 윈도우를 최적화할 필요는 거의 없겠지만
Autodesk Inventor 2020의 시스템 요구 사항에 미달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최적화를 진행하면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시스템 속성 창의 ‘고급’탭에서 ‘성능’ 부분의 ‘설정’ 버튼을 클릭한다.
Autodesk Inventor의 시스템 요구사항 :
https://knowledge.autodesk.com/support/inventor/learn-explore/caas/sfdcarticles/sfdcarticles/System-requirementsfor-Autodesk-Inventor-Products.html
PC 사양은 ‘내 PC’ →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PC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속성’을 클릭한다.

컴퓨터의 기본 정보가 표시된다. 프로세서와 설치된 메모리가 시스템 요구 사항에 미달한다

‘성능 옵션’ 창의 ‘시각 효과’ 탭에서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선택하거나 최소한의 항목만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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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메모리

3) 제어된 폴더 엑세스 끄기

가상 메모리는 물리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하드디스크의 빈 공간에 지정한 용량의 페이지 파일을 생성하여 하드디스크를 메모

인벤터 실행 시 Thread.xls 파일을 찾지 못하거

리로 활용하는 기능이다.

나 액세스가 되지 않을 경우, ‘Windows 보안’의

‘성능 옵션’ 창의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부분의 ‘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 ‘랜섬웨어 방지’ → ‘제
어된 폴더 액세스’ 기능을 끈다.

4) 기타
1. 윈도우 바탕화면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2. 바탕화면에 많은 아이콘을 생성하지 않도록 한다.
3. 바탕화면에 플로팅 되는 위젯과 같은 프로그램(사전, 일정 등)을 실행하지 않는다.
4. 클립보드를 주기적으로 비운다.
1) 아래 구문으로 바로 가기 아이콘을 생성한다.

C:\Windows\System32\cmd.exe /c "echo off | clip"
2) 클립보드를 자주 사용한다면 가끔씩 바로 가기를 실행한다.

윈도우가 모든 드라이브에 대해 페이징 파일(가상 메모리) 크기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지만 사용 중에 페이징 파일
크기를 조정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동 관리’나 ‘사용자 지정 크기’의 처음 크기와 최대 크기를 동일하게 지정한다.
총 페이징 파일의 크기는 시스템에 장착된 메모리 용량의 1배~1.5배 범위에서 결정한다.
또한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별도의 하드디스크에만 페이징 파일을 생성할 것을 권장한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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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파일 탭

인벤터 최적화

•프로젝트 폴더: 로컬 드라이브 경로를 권장한다. 네트워크 공유 폴더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공동 프로젝트 작업

1) 응용프로그램 옵션

시에는 Autodesk Vault를 사용한다.
•파일 열기 옵션 : 설계 뷰 표현 → ‘조립품’ 탭 ‘연관’ 선택, ‘마지막 활성’ 선택

대형 조립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응용프로그램 옵션을 조정한다.
‘도구’ → ‘응용프로그램 옵션’ 을 클릭하여 옵션창을 연다

상세한 설정 내용은 인벤터 사용자 환경 설정 의 1. 응용프로그램 옵션을 참고한다.

a. 일반 탭
•명령 프롬프트 표시 – 선택취소
•최적화된 선택 사용 – 선택
•명령취소 파일 크기 - 명령취소 파일은 기본
적으로 %temp% 디렉토리에 기록된다. 파
일 크기가 작을수록 대형 조립품 작업에서 메
모리를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최대 크
기는 8191M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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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색상 탭

d. 화면표시 탭

•배경 : 1개 색상
•사전 강조 표시 사용 : 선택

① 화면 표시 모양 설정
응용프그램 설정 사용 체크 후 > 설정 클릭
•대시가 사용된 숨겨진 모서리 표시 : 선택취소
•깊이 흐림 : 선택취소
•화면표시 윤곽선 : 선택취소
•지면 그림자 : 선택취소
•객체 그림자 : 선택취소
•앰비언트 그림자 : 선택취소
•지면 반사 : 선택취소
•고정 평면 : 선택취소
•텍스처 : 선택취소
•사실적 비주얼 스타일에서 광선 추적 사용 :
선택취소

② 화면 표시
•뷰 전환 시간(초) : 0.3~ 0.5
•최소 프레임 속도(Hz) : 10 이하
•화면표시 품질 : 거칠게
•자동 미세 조정 사용 안 함 – 켜기

참고 : 높은 프레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뷰의 부품을 단순화하거나 표시하지 않는다.
Inventor는 가장 큰 객체를 먼저 표시하고 작은 객체는 뷰 이동 또는 회전 시 누락될 것이다. 뷰 조정이 끝나면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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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하드웨어 탭

f. 도면 탭

일부 그래픽 카드(예 : 게임 또는 사양이 떨어지는 그래픽 카드)로는 성능 모드를 실행할 수 없다.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
려면 Direct3D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메모리 사용은 다양한 그래픽 카드에 따라 달라진다. Autodesk 인증

•뷰 배치에서 모든 모델 치수 검색 : 선택취소’

하드웨어 웹 사이트에서 권장되는 그래픽 카드와 기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검토한다.

① 그래픽 설정
•성능 : 선택
•온보드 그래픽 카드의 경우 ‘소프트웨어 그래픽’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선가중치 화면표시 : 선택취소
•다음과 같이 미리보기 표시 : 경계 상자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단면도 미리보기 : 선택 - 단면 미리보기가 사용되지 않으며 뷰 창에서 절단되지 않은 모델 미리
보기가 빠르게 표시됩니다.
•배경 업데이트 사용 : 선택 - 이 옵션을 선택하면 뷰 표현이 계산되기 전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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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스케치 탭

2) 기타 최적화

•그리드 선 : 선택취소
•작은 그리드 선 : 선택취소

a. 파일을 열 때 연기
대형 조립품 도면의 경우 모든 구성요소나 부품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므로 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열기 대화상자에
서 ‘Express’를 선택하여 열면 구성요소의 캐시된 그래픽만 메모리에 로드되므로 훨씬 빠르게 열 수 있다.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투영 : 선택취소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투영 : 선택취소
참고: 아래 옵션은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b. 문서설정
h. 조립품 탭

도면을 열거나 열린 도면의 업데이트를 연기된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리본 메뉴 ‘도구’ 탭 → ‘옵션’ 패널의 ‘문서 설정’을
클릭한다. 문서 설정 대화상자에서 ‘도면’ 탭 → ‘업데이트 연기’ 항목을 선택한다. 이 설정을 끄거나 재지정할 때까지 도면
을 열 때 자동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업데이트 연기 : 선택
•관계 중복 분석 사용 : 선택취소
•Express 모드 워크플로우 사용(조립품에 그래픽 저장) : 선택
•참조된 고유한 파일 수가 초과될 때 Express 모드로 열기 : 선택
•고유 파일 : 500개(기본값) – 용도에 적합한 값으로 설정한다.

도면에서 작업 중인 경우 업데이트 연기를 켜거나 끄려면 검
색기에서 최상위 도면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하고 ‘업데이트 연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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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도면 템플릿(idw 및 dwg)

d. 불필요한 애드인 언로드

Inventor 2D도면 템플릿(idw 및 dwg)의 경우 음영 처리된 뷰의 비트맵 사용을 '오프라인만'이 아닌 ‘항상’을 지정한다. 이

사용하지 않는 애드인을 언로드하여 Inventor의 초기 로드 시간을 줄이거나,

렇게 하려면 Standard.idw(.dwg) 도면 템플릿을 열고 옵션을 변경한 후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템플릿으로 사본

대용량 조립품 작업 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저장’을 클릭하여 "Large Assembly Standard.idw (.dwg)"로 저장한다.

하지만 인벤터의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 공급 업체의 기술 지원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윈도우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Autodesk Inventor 2020 → 애드인 관리자 2020 클릭
•또는 Inventor 실행 후 리본 메뉴 ‘도구’ → ‘애드인’ 클릭

제목 블록에 회사 로고를 이미지 파일로 삽입하지 말고 벡터로 작성하여 삽입한다. 부득이하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16색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삽입한다.

BIM Content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BIM Content’ 선택 후 ‘자동 로드’를 선택취소 하고, 언로드 하려면 ‘로
드됨/언로드’를 선택취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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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벤터 사용자
환경 설정

1) 일반탭

III. 인벤터 사용자 환경 설정

인벤터의 작업에 대한 동작 옵션을 지정한다.

인벤더 환경설정을 통해 사용자 기본 설정을 수정하고, 사용자화 하여 좀더 최적화된 환경에서 인벤터를 사용할수 있다.
아래 응용프로그램 옵션 변경과 사용자화를 진행하여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본다

1

응용프로그램 옵션

인벤터의 프로그램 환경, 형태, 동작 및 파일 위치에 대한 기본 옵션을 설정한다. 인벤터 성능 향상 위주의 옵션만 설정하려면
‘인벤터 최적화 – 응용프로그램 옵션’을 참고하도록 한다.

인벤터의 ‘도구’ → ‘응용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한다.
응용프로그램의 옵션은 가져오기 와 내보내기를 동일한 환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져오기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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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의된 응용프로그램 옵션 파일(.xml)을 적용하거나 AutoCAD와 유사한
설정 또는 인벤터 설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응용프로그램 옵션을 .xml 파일로 저장한다.
내보낸 .xml 파일을 공유하여 동일한 환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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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작		

인벤터 실행 시 기본 동작을 제어한다.

		

인벤터 실행 시 여기서 지정해 놓은 시작 대화상자 또는 템플릿으로 새 파일 창을 열게 한다.

② 상호 작용 프롬프트

툴팁 모양 및 자동 완료 동작을 제어한다.

			

명령 프롬프트 표시(다이나믹 프롬프트) : 선택하면 명령 프롬프트가

			

커서 근처의 툴팁에 표시된다.

			

명령 별명 입력 대화상자 표시 : 선택하면 명령 이름의 첫 문자를 입력하면 커서 옆에 명령 별명

			

입력 대화상자가 표시된다.

			

명령 별명 입력을 위한 자동 완료 표시 : 선택하면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명령을 입력할 때

			

자동 완료 리스트 상자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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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툴팁 모양		

툴팁 화면표시 기준을 설정한다.

			

툴팁 표시 : 리본의 명령 위에 커서가 있을 때 툴팁의 화면표시를 제어한다.		

			

지연 시간(초) : 툴팁이 표시되는 시간(초)을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 툴팁 표시 : 리본에서 두 번째 단계 툴팁의 화면표시를 제어한다.

			

문서 탭 툴팁 표시 : 리본의 명령에 위에 커서가 있을 때 툴팁의 화면표시를 제어한다.

④ 도움말 옵션

인벤터 도움말을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하거나 로컬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⑤ 맞춤법 검사		

영어의 맞춤법 검사가 필요하다면 켜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한글은 없으므로

			

끄기를 선택한다.

⑥ 사용자 이름 / 		
텍스트 모양		

생성하는 모든 파일의 작성자 이름과 메모에 여기에 입력한 이름이 기록된다.

⑦ 물리적 특성		

질량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 및 시기를 제어한다.

			

음의 정수를 사용하여 관성 특성 계산 : 특성 대화상자의 물리적 탭에 있는 관성 특성 섹션에서

			

주(P), 전역(G) 또는 무게 중심(C)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음수 또는 양수로 표시되는

			

것을 제어한다.

			

저장할 때 물리적 특성 업데이트 : 선택하면 파일을 저장할 때 질량 특성이 업데이트된다.

2) 저장탭
참조된 파일을 포함하여 파일을 저장할 때의 옵션을 설정한다.

대화상자, 검색기 및 제목 막대의 글꼴을 지정한다.

① 재계산할 업데이트를 저장하도록 프롬프트 :
⑧ 명령취소 파일 크기 /
주석 축척		

명령 취소할 수 있도록 모델 또는 도면에 대한 작업 이력을 저장한
임시 파일의 크기를 설정한다.

			

4MB 단위로 지정하며, 대용량 또는 복잡한 파일 작성 시 파일 크기를 크게 지정한다.

			

최대 크기는 8191MB이다.

선택 시 설계 의도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저장할지를 묻는 프롬프트를 표시한다.
• 시스템에서 파일 참조 해석
• 구성요소/질량 특성 업데이트
• 도면 뷰 업데이트
② 변환을 저장하도록 프롬프트 :

⑨ 그립 스냅		

그립 스냅 명령의 동작을 제어한다.

			

리본 메뉴 ‘조립’ 탭 → ‘위’치 패널 → ‘그립 스냅’

선택 시 이전 버전의 파일을 열어 변경 사항 없이 닫을 경우에 현재 버전으로 저장할지를 묻는 프롬프트를 표시한다.
선택취소 되어 있어도 변경 후 닫을 경우에는 현재 버전으로 저장할지를 묻는 프롬프트를 표시한다.
③ "아니오"가 기본값인 참조 파일을 저장 대화상자에 나열하지 않음 :

⑩ 선택객체 		

선택 기준을 설정한다.

			

최적화된 선택 사용 : 대형 조립품에서 사전 강조 시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킨다.

			

기타 선택 지연(초) : 기타 선택이 표시될 때까지 선택 커서가 형상을 가리키고 있어야

			

하는 시간(초)을 설정한다.

			

주: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끄기’로 설정할 수 있다.

			

공차 찾기 : 마우스 커서로부터 객체가 탐지되는 거리(픽셀).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지정한다.

⑪내홈

인벤터 실행 시 내 홈 표시 여부 지정.

			

표시할 최근 문서의 수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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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할 때 종속된 참조 파일이 저장 대화상자에 표시되게 할 지 여부를 지정한다.
④ 저장 알림 타이머 :
파일 작업 시 1 ~ 9999분 간격으로 저장하도록 저장 알림 풍선을 표시한다.
⑤ 변환 보고서 옵션 :
JT, Rhino OBJ 및 STL 파일을 가져오기 할 때 변환 보고서의 작성 여부 및 문서(파일)에 포함 여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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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탭
인벤터의 다양한 기능에 사용되는 파일의 위치를 설정한다.

④ 사전 설정		

구멍 피쳐 등의 사전 설정 파일(Presets.xml)이 저장되는 폴더로,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

			

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Presets\

⑤ 스케치 기호 		

도면에 사용되는 스케치 기호 라이브러리 템플릿이 저장되는 폴더로,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기호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② 기본 템플릿		

‘기본 템플릿 구성…’ 버튼을 클릭하여 측정 단위와 도면 표준 기본값을 지정한다.

			

mm와 ISO를 선택한다.

			

기본 템플릿이 저장될 폴더의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

⑥ 기본 컨텐츠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된 부품의 기본 저장 폴더로,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경로를 지정한다.

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Templates\

③ 설계 데이터		

스레드 테이블 및 기본 스타일과 같은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로,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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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C:\ Inventor_Standard\ContentCenter\

⑦ 프로젝트 폴더		

프로젝트 파일의 바로 가기가 저장되는 폴더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면 바로가기가 이

			

폴더에 저장된다.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

			

%USERPROFILE%\Documents\Inventor\

⑧ 기본 VBA 		

기본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프로젝트 파일의 위치 및 이름을 지정한다. 인벤터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사용 시 VBA 프로젝트에 액세스하여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⑨ 팀 웹			

URL 또는 파일 이름과 위치를 지정하여 인벤터 내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또는 인벤터의 웹 기반

			

튜토리얼로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⑩ 텍스처 폴더		

질감에 사용할 텍스처 파일의 경로를 지정한다.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⑪ 옵션 			

파일 열기 : ‘파일’ → ‘열기’ 대화상자의 ‘옵션’의 기본값을 설정한다. 파일 명명 기본값 :

			

프레임 생성기, 튜브 및 파이프 기능의 파일과 폴더에 대한 기본 명명 규칙을 구성한다.

찾아보기’ 버튼을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 등)		

‘

찾아보기’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Design Data\Symbol Library\

프로젝트		

일반 탭에서 지정한 명령취소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로, 경로를 직접 입력하거나 ‘

‘

			

센터 파일		

① 명령취소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C:\Inventor_Standard\Daou_Standard\Desig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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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상 탭

③ 구성표 사용자화

색상 체계 펴닙기를 사용하여 기존 구성 체계 이외 그래픽 요소의 색상 체계를 사용자화 한다

④ 강조 표시		

객체의 선택 관련 표현 방식을 설정한다.

			

사전 강조 표시 사용 : 선택된 경우 객체 위에 커서를 위치하면 사전 강조 표시한다.

			

향상된 강조 표시 사용 : 선택된 경우 조립품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를 관통하여

			

강조 표시한다.

⑤ UI 테마		

선택할 경우 아이콘 색상을 호박색으로 변경한다. 적용하려면 인벤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픽 창의 색 구성표, 배경 옵션을 설정한다.

① 미리보기 창

		

/

버튼 : 미리보기 환경을 선택한다.

② 캔버스 내 색상 체계

색상 체계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구성표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 체계를

			

편집하거나 생성한다.

			

배경 : 1색상 / 그라데이션 / 배경 이미지 중 선택한다.

			

파일 이름 : 배경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다.

			

반사 환경 : 반사 매핑 이미지 파일을 지정한다.

			

단면 캡 평면 텍스처 : 단면 뷰 표현 시 단면을 표시할 색상 또는 텍스트

			

이미지 파일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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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면표시 탭

6) 하드웨어 탭

모델의 디스플레이 방법을 설정한다.

시스템 장치에 기반한 하드웨어 및 그래픽 성능을 설정한다.

그래픽 설정
		
① 모양			

3D 모델의 화면 표시 형식을 설정한다.

			

파일별로 별도 설정할 것인지, 응용프로그램 설정으로 할 것인지 정의.

			

응용프로그램 설정 사용을 선택한 경우 ‘설정’ 버튼을 눌러 화면표시 모양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② 비활성 		
구성요소 모양
③ 화면표시		

성능 향상을 위해 ‘뷰 전환 시간’은 0.5~0.3초, ‘최소 프레임 속도’는 10~5로 지정한다.

			

‘화면표시 품질’은 거칠게, ‘자동 미세조정 사용 안 함’을 켠다.

④ 3D 탐색		

모든 항목 기본 값 사용.

			

‘ViewCube’ 버튼 클릭 후 기본 ViewCube의 정면도 평면을 ‘XZ(-Y)’를 선택.

시스템 성능보다 그래픽 표현을 우선시한다.

성능		

그래픽 표현보다 시스템 성능을 우선시한다.

		

		
안전
				

시스템 성능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하드웨어 기반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래픽 처리를 사용하도록 지정한다.

		
조립품 환경에서 비활성 구성요소의 표시 형식을 설정한다.

품질		

소프트웨어
그래픽

		
		

품질/성능 설정 사용 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

그래픽 오류 발생 시 마지막 선택 방법이며 그래픽 카드에서 3D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한다.

진단		

현재 그래픽 드라이버의 인증 여부를 진단한다.

7) 프롬프트 탭
인벤터의 여러 대화상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전 설정한다. 이 프롬프트 탭은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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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면 탭

•뷰 자리맞추기 : 가운데 맞춤 – 모델 형상이 수정되는 경우 모델의 중심 기준으로 뷰 크기가 변경된다.
•단면 표준 부품 : 단면도에서 표준 부품의 단면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 KS에서 표준 부품은 단면표시를 하지 않지만, 경우에

도면 작업을 위한 옵션을 설정한다.

따라 단면표시를 할 수 있다. 도면 뷰의 검색기에서 단면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목 블록 삽입 :

제목 블록의 삽입 위치를 지정한다.

•치수 유형 기본 설정 :

선형, 원, 호에 대한 기본 치수 유형을 설정한다.

•기본 도면 파일 형식 :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새 도면’으로 도면을 작성할 때 기본 도면 파일 형식을 설정한다.
idw나 dwg를 지정한다.
•비Inventor DWG 파일 : 인벤터에서 생성되지 않은 DWG 파일을 열 때의 기본 동작을 설정한다.
열기 또는 가져오기를 지정한다.
•Inventor DWG 파일 버전 : 인벤터 dwg 파일 버전을 설정한다.
•뷰 블록 삽입점 : 뷰 블록의 삽입점을 뷰 중심 또는 모델 원점으로 설정한다.
•기본 객체 스타일 : 도면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지정된 표준을 따를지, 마지막으로 사용한 스타일을 따를지를 설정한다.
•기본 도면층 스타일 : 도면에 적용되는 도면층 스타일을 지정된 표준을 따를지, 마지막으로 사용한
스타일을 따를지를 설정한다.
② 선 가중치 화면표시
•선가중치 화면표시 : 출력 시 지정된 선들의 굵기를 화면에서 표시할지를 설정한다. 성능 향상을 위해 선택취소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③ 뷰 미리 보기 화면표시
•다음과 같이 미리보기 표시 : 뷰 생성 시 형상을 미리 보여주거나 뷰 경계 상자만 보여주게 설정한다. 복잡한
형상의 경우 성능향상을 위해 뷰 경계 상자만 보이게 선택할 수 있다.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단면도 미리보기 : 역시 성능향상을 위해 단면 뷰의 미리보기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용량/성능
•배경 업데이트 사용 : 래스터 도면 뷰 표시를 끄거나 켠다.
대용량 조립품 작업 시 래스터 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래스터 뷰로 작업하는 동안 정확한 도면 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산된다.

① 기본값 : 도면 뷰를 작성할 때의 기본값을 설정한다.
•뷰 배치에서 모든 모델 치수 검색 : 선택 시 뷰 생성 시 모델링에 사용된 모든 치수가 자동으로 기입된다.
단, 수동으로 치수 정렬을 해야 하므로 선택취소 한다.
•작성시 치수 텍스트를 중심에 맞춤 : 치수 문자의 기본 위치를 자동으로 치수선 중심에 기입할지를 설정한다.
•세로좌표 치수 형상 선택 사용 : 세로좌표 치수 작성 시 원점 표시 방법을 설정한다.
선택 = 원점 기호 표시, 선택취소 = ‘0’으로 표시
•작성 시 치수 편집 : 치수 생성 시 치수 편집 대화상자를 표시한다.
•도면 내에서 부품 수정 가능 : 도면 내 모델에서 가져온 치수를 편집하여 부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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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트북 탭

10) 스케치 탭

부품 및 조립품 모델에 엔지니어 노트북(주석)을 달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스케치의 기본값을 설정한다.

① 모형에 화면 표시
•메모 아이콘			

모델에 주(메모) 아이콘을 표시한다.

•메모 문자 			

커서를 주 기호 위에 정지시켰을 때 모델의 팝업 창에 주(메모) 내용을 표시한다.

② 사용 내역
•삭제된 객체에 대한 메모 유지

삭제된 형상에 부착된 주(메모)를 저장한다.

③ 색상
•문자 배경			

설계 주에서 주석 상자의 배경 색상을 설정한다.

•화살표			

설계 주에서 화살표의 색상을 설정한다.

•메모 강조 표시		

주 뷰에서 강조 표시된 구성요소의 색상을 설정한다.
① 2D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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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 설정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의 화면표시, 작성, 추정, 완화 모드에 대한 설정이다. ‘추정’ 옵션을 활성화

			

하면 스케치 시 구속조건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스플라인 맞춤 방법

스플라인 곡선 변이 방법을 설정한다. ‘표준’을 선택한다.

			

표준 : 매끄러운 연속성(최소 G3)으로 스플라인을 생성한다. 클래스 A 곡면에 적합한다.

			

AutoCAD : AutoCAD 맞춤 방법을 사용하여 스플라인을 새성한다(최소 G2). 클래스 A 곡면에는

			

적합하지 않음.

			

최소 에너지 – 기본 인장 : 매끄러운 연속성 (최소 G3)과 우수한 곡률 분포를 가진 스플라인을

			

생성한다. 클래스 A 곡면에 적합하나 계산이 오래 걸리고 파일 크기가 커진다.

			

슬라이더 막대를 통해 장력을 조절하며, 표준 또는 AutoCAD 스플라인을 최소 에너지

			

스플라인으로 변환하면 슬라이더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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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표시		

스케치 환경에서 그리드, 축 및 좌표계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커서 주변에 좌표나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다이나믹 입력 활성화를 설정한다.

•그리드로 스냅하기

절정한 그리드 간격대로 커서를 스냅한다.

•곡선 작성시 모서리

곡선 작성 시 모델의 모서리 가까이에서 작성하면 모델의 모서리 선이

자동투영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투영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투영
•구성 형상으로 		
객체 투영
•스케치 작성 및 편집
시 스케치 평면 보기
		
•점 정렬
			

11) 부품 탭
새 부품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값을 설정한다.

참조 형상으로 자동 투영된다.

새 스케치 작성 시 선택된 면의 모서리를 참조 형상으로 자동 투영한다.

새 스케치 작성 시 절대좌표의 원점(0,0,0)이 자동으로 투영된다.

형상을 투영할 때 마다 구성 형상(구성선)으로 투영된다.

새 스케치를 생성하거나 기존 스케치 편집 시 해당 스케치 평면을 평행하게 보여준다.
부품 및 조립품 환경별로 선택할 수 있다.
스케치 시 기존 형상의 끝점, 중간점, 중심점과 정렬할 수 있는 수직, 수평, 동일 선상 방향으로
임시 점선이 표시된다.

•이미지 삽입 동안 		
기본적으로 링크

이미지 삽입 대화상자에서 링+크 확인란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기본값을 설정한다.

옵션 사용
•Auto-scale 스케치
형상에 초기 치수		

스케치 후 처음 추가한 치수 값이 스케치한 형상의 값과 다르더라도 스케치한 형상의 척도
(Scale)가 유지된다.
① 새 부품 작성시 스케치
•새 부품 작성 시 스케치를 바로 생성할 것인지, 바로 생성한다면 어떤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정한다.

② 3D 스케치
•3D 선 작성으로 		
자동 절곡부

② 구성
3D 스케치 작성 시 코너에 자동으로 라운드(절곡부)를 추가한다.

•불투명 표면 : 곡면의 표시 기본값을 불투명으로 설정한다. 모델 환경에서 곡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반투명’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할 수도 있다.
•구성 환경 사용 : STEP, IGES 등의 파일 가져 오기 대화상자에서 구성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스케치 화면 표시

③ 하위 보조 작업 피쳐 숨기기

•음영처리된 모형을
통해 표시된 		

스케치가 모델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불투명도 값을 조정하여 보이게 할 수 있다.

•작업 피쳐가 다른 작업 피쳐 작성에 사용되면 이 피쳐를 자동으로 숨긴다.

스케치의 불투명도
④ 작업 피쳐 및 곡면 피쳐 자동 사용
•검색기의 기본 동작 제어를 위한 설정이다.
•작업 피쳐 및 곡면 피쳐 생성 시 사용된 작업 피쳐와 곡면 피쳐를 자동으로 그 하위로 이동하여 검색기
표시를 간략하게 해 준다.

82

Ⅲ. 인벤터 사용자 환경 설정

DAOUDATA & AUTODESK

83

12) iFeature 탭

⑤ 검색기에 피쳐 노드 이름 뒤에 확장 정보 표시
•검색기에서 단순히 피쳐 이름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쳐 정보를 상세하게 표시해 준다.

iFeature(카탈로그) 파일과 이 파일을 관리하고 보는 데 사용하는 뷰어의 위치를 지정한다. iFeature 뷰어 관련한 값은 기본값

•예;

그대로 사용한다.

⑥ 3D 그립
•3D 그립은 부품의 모서리 면을 선택하여 형상을 드래그 하거나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한다.
•3D 그립 사용		

3D 그립 사용 여부를 설정한다.

•선택할 때 그립 화면표시 부품이나 조립품 파일에서 면 또는 모서리를 선택할 때 그립의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치수 구속조건		
			
•형상 구속조건		
			

3D 그립을 통한 편집에 영향을 받는 치수 구속조건의 반응을 선택한다.
‘완화 안 함’은 그립 편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3D 그립을 통한 편집에 영향을 받는 형상 구속조건의 반응을 선택한다.
‘끊지 않음’은 그립 편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⑦ 기본값 만들기/파생/현상 단순화
•원본 구성요소의 색상
재지정 사용		

부품의 생성/파생/형상단순화 작업 시 원본 구성요소의 색상을 사용하지에
대한 선택이다.
① iFeature 뷰어		

iFeature 파일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뷰어 응용프로그램을 지정한다. 기본 뷰어 이름은

			

Microsoft Windows Explorer다.

② iFeature 뷰어 		

런타임 옵션의 뷰어 명령행 인수를 설정한다.

인수 문자열
③ iFeature 루트

iFeature 파일의 위치를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④ iFeatures 		

직접 생성한iFeature 파일의 위치를 지정한다. iFeature 루트와 동일한 경로에 저장되지만

사용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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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⑤ 판금 펀치 루트		

판금 펀치 도구 대화상자에서 사용되는 iFeature 파일의 위치를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⑥ 검색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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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찾아

키 1을 검색기 이름 열로 사용 부품 파일의 검색기에서 iFeature의 특정 특성을 식별한다.

			

키 1을 사용하면 삽입된 iFeature에 아래 항목이 표시된다.

			

•iFeature 이름 / 지정된 키 1 값 이름 / 키 1의 현재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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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립품 탭

⑦ 관계 음성 알림

조립 구속이 적용될 때 소리로 알려줄지를 지정한다.

조립품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값을 설정한다.

⑧ 관계 이름 뒤에 		

검색기에 조립 구속 표시 시 구속 조건이 적용된 관계 정보를 표지할지를 지정한다.

구성요소 이름 표시
⑨ 원점에 첫 번째 		

조립품에 처음 배치되는 구성요소를 원점에 고정할지를 지정한다.

구성요소 배치
및 고정

① 업데이트 연기		

조립품 파일에 대한 업데이트 클릭할 때까지 조립품의 업데이트를 연기한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적용되게 하려면 선택취소 한다.

② 구성요소 패턴 원본 삭제

패턴 요소 삭제 시 원본 구성 요소도 삭제할지를 지정한다.

⑩ 내부 피쳐		

조립품 내에서 부품을 작성할 때의 옵션을 설정한다.

			

시작/끝 범위(가능할 경우):

			

평면 결합 : 피쳐를 원하는 크기로 구성하고 평면에 결합하나 가변이 되지 않는다.

			

가변 피쳐 : 피쳐를 원하는 크기로 구성하고 평면에 결합하면 가변이 되어 피쳐 크기가 변경되

			

거나 위치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교차 부품 형상 투영

			

내부 모델링 시 연관 모서리/루프 형상 투영 작동 가능 : 조립품에서 부품 또는 피쳐를 작성할 때

			

다른 부품에서 선택한 형상을 현재의 스케치에 투영하여 참조 스케치를 작성한다. 투영한 스케

			

치는 원래 형상과 연관되어 원래 부품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내부 모델링 시 연관 스케치 형상 투영 사용 : 조립품에서 부품 또는 피쳐를 작성할 때 다른 부품

			

의 스케치를 현재의 스케치에 투영한다. 투영한 스케치는 원래 형상과 연관되어 원래 부품이 변

			

경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⑪ 구성요소 불투명도

조립품 단면이 표시 될 때 불투명한 스타일로 표시할 구성 요소를 결정한다.

			

전체 : 모든 구성요소가 불투명한 스타일로 표시된다.

			

활성만 : 비활성 부품을 흐리게 표시하면서 활성 부품을 불투명하게 표시하여 강조 표시한다. 이

			

표시 스타일은 화면표시 옵션 탭의 일부 설정보다 우선한다.

⑫ iMate를 사용하여

iMate를 사용하여 구성요소를 배치할 때 그래픽 창의 기본 줌 동작을 설정.

구성요소를 배치하기

없음 : 뷰를 그대로 둔다. 줌이 수행되지 않는다.

위한 줌 대상		

배치된 구성요소 : 배치된 부품을 확대하여 화면에 꽉 차게 한다.

			

전체 : 조립품 전체를 줌하여 모든 도면요소가 화면에 꽉 차게 한다.

⑬ Express 모드 설정

급행 모드를 사용하고 Express 데이터를 조립품 파일에 저장할지를 지정한다. Express 모드를

			

사용하면 대형 조립품의 파일 여는 시간을 크게 단축

			

파일 열기 옵션

③ 관계 중복 분석 사용

가변성 조정을 위해 모든 조립품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지 여부를 지정한다. 선택할 경우

			

참조된 고유한 파일 수가 초과될 때 Express 모드로 열기 : 지정한 부품 수를 초과할 때Express

			

인벤터가 2차 분석을 수행하여 중복 구속조건이 있는지 알려 준다.

			

모드로 파일을 연다.

			

전체 열기 : 모든 구성요소 데이터가 로드된 조립품 파일을 열게 되며 모든 명령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피쳐가 처음에 가변적임

새로 작성한 부품 피쳐가 자동으로 가변화 되는지 여부를 지정한다.

⑤ 모든 부품의 단면		

부품이 조립품에서 단면처리 되는지를 지정한다.

⑥ 구성요소 배치에

조립품에 배치되는 구성요소가 이전에 배치한 구성요소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마지막 발생 방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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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컨텐츠 센터 탭

2

사용자화 – 메뉴 및 단축키

컨텐츠 센터 작업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한다.
인벤터의 명령어 사용자화에 대해 알아본다.
인벤터의 명령 실행은 리본 메뉴, 단축키(키보드), 표식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실행 방식을 사용자화 하여 작업 효
율을 높여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사용자화 하려면 리본 메뉴 ‘도구’ → 옵션 패널의 ‘

사용자화’를 클릭한다.

1) 리본 탭
리본 탭의 좌측에 선택할 모든 명령이 있고 우측에는 해당 명령을 추가할 리본 메뉴 탭 리스트가 있다. 선택한 명령을 추가할 탭
을 지정 후 ‘추가(

① 표준 부품		

배치 시 오래된 표준 부품 갱신 : 컨텐츠 센터 파일이 업데이트 되면 기존에 배치한 표준 부품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② 사용자 패밀리 기본값

사용자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컨텐츠 센터 부품의 기본 배치 방법을 지정한다. 이 설정은 패밀리

			

대화 상자에 적용된다.

			

사용자로 : 부품의 사용자 파일 이름과 위치를 지정하고 수동 편집을 활성화한다.

			

표준으로 : 컨텐츠 센터 파일 폴더에 부품을 저장하고 크기 변경 및 표준 컴포넌트 새로 고침 		

			

명령으로 편집을 제한한다.

③ 액세스 옵션		

Inventor Desktop 컨텐츠 : Desktop 컨텐츠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선택한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한다.

			

Auodesk Vault Server : Auodesk Vault Server를 구성한 경우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의 		

			

위치로 Vault 서버를 지정한다.

			

Vault 서버에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 ‘모든 라이브러리용 패밀리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 취소하여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모든 패밀리가 Vault 서버의 상위 라이브러리와		

			

동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명령을 추가하기 전에 명령어 위에 커서를 위치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어
떤 리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지 위치를 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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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메뉴는 인벤터의 표준 UI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단, 리본 메뉴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리본 메뉴 제

2) 키보드 탭

목만 보이게 하여 그래픽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는 있다.
리본 메뉴 우측에 ‘리본메뉴 순환’ 아이콘(

)이 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의 순서대로 순환하며 표시된다.

익숙한 오토캐드와 같이 명령을 키보드의 단축키를 지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단축키로는 단일 문자 및 Ctrl, Shift 키와 조합한
단일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다중 문자 명령 별명 사용’을 선택하면 다중 문자도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다.

전체 메뉴

패널 버튼

탭

위 그림과 같이 키 순으로 정렬하면 이미 사용된 단축키를 알 수 있어 새로운 단축키 적용 시 중복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위 그
림의 단축키 “A”처럼 다른 작업 환경에서의 명령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스케치 명령 중 ‘2점 직사각형’ 명령에 단축키를 지정해 보자.

패널 제목

① ‘범주’ 항목에서 ‘스케치’를 선택하고 ‘키’ 열로 정렬한 다음 ‘기본 다중 문자 명령 별명 사용’을 선택한다.
② 명령 중 ‘2점 직사각형’을 찾아 ‘키’ 열의 빈 공간을 클릭한 후 단축키로 “L”을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면 단축키
지정이 완료된다.

이와 같이 다른 명령도 단축키를 지정한 후 ‘적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단축키 지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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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식 메뉴 탭

사용자화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대부분의 3D CAD는 표준 UI를 통해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작업 영역과 메뉴 영역을 마우스로 오가야 하기 때문에 마우스

① 환경 항목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의 이동이 많아 손목에 무리가 가고 해당 메뉴를 찾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인벤터는 항상 마우스 커서 주변의 원주 8개의 방향에 상황에 필요한 ‘표식 메뉴’를 제공하여 마우스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면서

② 하위 환경 항목은 ‘선택한 항목 없음’으로 둔다.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실행할 명령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표식 메뉴’ 아래로 현재 환경에
관련된 다른 명령어 메뉴도 표시되므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③ 메뉴 위치 선택 항목에서 ‘일반 치수’를 클릭한다.
④ 명령 검색 항목에서 ‘스플라인’을 선택한다.

⑤ 메뉴가 ‘스플라인’으로 변경되었다.
⑥ 하위 환경 항목을 ‘선’으로 선택한다.

⑦ 메뉴 위치 선택 항목에서 ‘빈 메뉴’를 클릭한다.
⑧ 명령 검색 항목에서 ‘간격띄우기’를 선택한다.

⑨ 메뉴가 ‘간격띄우기’로 변경되었다.

‘표식 메뉴’의 위치가 익숙해지면 그냥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 위치 방향으로 드래그

이렇게 표식 메뉴 사용자화를 완료한 후 아래와 같이 여러 작업 환경 및 하위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고 눌렀던 버튼을 놓으면 해당 명령이 바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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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IV. 부록

1

재질 참고 리스트

아래 표준 제질 리스트의 물리적 특성을 참고하여 재질을 추가해 보도록 한다.
재질 추가 방법은 2, 설계데이터정의 - 2) 사용자 재질 구성 을 함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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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멍 스프레트시트 사용자화 ( Thread, Clearance)

응용프로그램 옵션이나 프로젝트 설정에서 이 엑셀 파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 폴더는 아래와 같다.
C:\Users\Public\Documents\Autodesk\Inventor <version>\Design Data\XLS\ko-KR
동일한 폴더에 위치한 두 파일은 각각 나사 규격과 나사 체결용 구멍 규격 파일이다. 파일을 편집하기 전에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두도록 한다.

1) Thread.xls
일반 나사, 사다리꼴 나사, 관용 나사, 관용 테이퍼 나사 등의 표준 규격별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파일을 편집하여 아래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규격 정렬 순서
•나사 명칭, 규격 편집
•사용자 나사 규격 추가
인벤터를 종료하고 thread.xls 파일을 연다. 기존의 시트, 유형 및 열은 삭제하지 않는다.
다음은 가장 간단한 편집 방법이다.
1. 표준 규격의 표시 순서만 변경하려는 경우
예:) ‘ISO Metric profile’을 맨 위에 표시하려면
① ‘ISO Metric profile’ 시트의 D1 셀 값을 Sort Order -1로 변경한다.
② ‘ANSI Unified Screw Threads’ 시트의 D1 셀 값을 Sort Order -3으로 변경한다.
③ 저장하여 완료한다.
2. 기존 표준 규격을 복사하여 새 표준 규격을 생성하려는 경우
예:) ‘ISO Metric profile’을 복사, ‘KS Metric profile’로 생성 후 맨 위에 표시하려면
① ‘ISO Metric profile’ 시트를 복사하여 맨 앞의 시트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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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사된 ‘ISO Metric profile (2)’ 시트 이름을 ‘KS Metric profile’로 변경한다.

③ ‘KS Metric profile’ 시트의 B1 셀 값을 ‘KS Metric profile’로 변경한다.

G, H			

수나사 외경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입력한다.

I, J			

수나사 피치 지름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입력한다.

K, L			

수나사 골 지름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입력한다.

N			

암나사의 공차 등급을 입력한다. 6H는 암나사의 공차 등급이다.

O, P			

암나사 내경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입력한다.

Q, R			

암나사 피치 지름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입력한다.

S, T			

암나사 골 지름(공칭 지름)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입력한다.

U			

암나사를 가공하기 전 뚫어야 하는 구멍 지름을 입력한다.

④ ‘KS Metric profile’ 시트의 D1 셀 값을 Sort Order -1로 변경한다.
⑤ ‘KS Metric profile’ 시트의 4행부터 편집하거나, 모두 삭제 후 새 규격을 입력할 수도 있다.
⑥ ‘ANSI Unified Screw Threads’ 시트의 D1 셀 값을 Sort Order -27로 변경한다.
⑦ 저장하여 완료한다.
평행 나사의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각 셀의 설명
A1			

현재 워크시트의 사용 방식을 지정한다. 두 개 이상의 값을 입력할 경우 빈칸을 둔다.

			

I : 나사의 단위가 인치(Inch)일 경우 입력한다.

			

M : 나사의 단위가 밀리미터(mm)일 경우 입력한다.

			

T : 나사의 형태가 테이퍼(Taper)일 경우 입력한다.

			

N : 현재 워크시트가 내경(iNternal) 전용일 경우 입력한다.

			

X :현재 워크시트가 외경(eXternal) 전용일 경우 입력한다.

			

P : E 컬럼의 값이 피치(Pitch)일 경우 입력한다.

			

Q : E 컬럼의 값이 TPI(Thread Per Inch/인치당 나사산 수)일 경우 입력한다.

B1/C1			

이 병합 셀은 구멍 및 스레드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이름이다. 나사 규격 이름을 수정하려면 		

테이퍼 나사의 항목별 상세 내용은 평행 나사와 유사하며, T 열의 경우 테이퍼 각도값을 표시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이 셀만 수정한다. Excel 시트 이름을 변경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인벤터 도움말을 참고하도록 한다.

D1			

이 셀은 구멍 및 스레드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한다. 최상위에 표시할 시트부터 		

			

원하는 순서대로 숫자만 수정하면 된다. 단,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V

				

W					

암나사의 유효 나사부 값을 입력한다.

암나사의 유효 나사부를 제외한 구멍의 깊이 값을 입력한다.

네 번째 행부터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스레드 데이터이며, 각 열에 대한 설명이다.
A			

나사의 지름(수나사 외경 기준)을 소수 값으로 입력한다.

B			

나사의 지름에 추가되는 선택적 문자이며 ‘A’열의 접미사로 추가된다.

C			

나사의 명칭을 입력한다.

D			

사용자 나사 명칭을 입력한다. 피치 값 뒤에 ‘P’를 입력하기도 한다.

E			

나사산 간의 거리 값을 입력한다. A1 셀에 P가 입력되어 있으면 피치 값을 입력하고, Q가

			

입력되어 있으면 1인치당 나사산 수(TPI)를 입력한다.

F			

수나사의 공차 등급을 입력한다.

			

4g6g의 4g는 피치 지름의 공차 등급이고 6g는 나사 외경 지름의 공차 등급이다. 한 가지 공차만

			

있는 경우 나사 외경 지름의 공차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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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earance.xls

C			

표준 규격의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형태별 표준 구멍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다.

정밀등급의 구멍 지름 값을 입력한다.
볼트가 삽입될 구멍의

D			

보통등급의 구멍 지름 값을 입력한다.

E			

거친등급의 구멍 지름 값을 입력한다.

F			

볼트의 머리가 앉을 구멍의 지름 값을 입력한다.

G			

볼트의 머리가 앉을 구멍의 깊이 값을 입력하거나

볼트의 머리가 앉을 자리에

			

자리파기 각도를 입력한다.

대한 지름, 각도 및 깊이,

이 파일을 편집하여 아래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름이며, 체결 공차에 따라
구멍 크기가 다르다

•규격 정렬 순서
•나사 명칭, 규격 편집
•사용자 나사 규격 추가
인벤터를 종료하고 clearance.xls 파일을 연다. 기존의 유형 및 열은 삭제하지 않는다.
다음은 가장 간단한 편집 방법이다.

머리의 종류이다.

1. 표준 규격의 표시 순서만 변경하려는 경우

H			

머리 형태를 지정한다. 1 = 앉는 자리가 평면인 머리,

			

2=앉는 자리가 고깔인 머리

예:) ‘ISO’를 맨 위에 표시하려면
a. ‘ISO’ 시트의 B1 셀 값을 Sort Order -1로 변경한다.
b. ‘ANSI Unified Screw Threads’ 시트의 B1 셀 값을 Sort Order -4로 변경한다.
c. 저장하여 완료한다.
2. 기존 표준 규격을 복사하여 새 표준 규격을 생성하려는 경우
예:) ‘ISO’를 복사, ‘KS’로 생성 후 맨 위에 표시하려면
a. ‘ISO’ 시트를 복사하여 맨 앞의 시트로 생성한다.
b. 복사된 ‘ISO (2)’ 시트 이름을 ‘KS’로 변경한다.
c. ‘KS’ 시트의 B1 셀 값을 Sort Order -1로 변경한다.
d. ‘KS’ 시트의 4행부터 편집하거나, 모두 삭제 후 새 규격을 입력할 수도 있다.
e. ‘ANSI Unified Screw Threads’ 시트의 B1 셀 값을 Sort Order -7로 변경한다.
f. 저장하여 완료한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A1			

현재 워크시트의 사용 방식을 지정한다.

			

I : 구멍 및 나사의 단위가 인치(Inch)일 경우 입력한다.

			

M : 구멍 및 나사의 단위가 밀리미터(mm)일 경우 입력한다.

B1			

이 셀은 구멍 및 스레드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한다. 최상위에 표시할 시트부터 		

			

원하는 순서대로 숫자만 수정하면 된다. 단,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행부터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스레드 데이터이며, 각 열에 대한 설명이다.
A			

구멍에 해당하는 표준 규격 명칭을 입력한다.

B			

나사의 호칭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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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 일반 탭

스타일 및 표준 편집기 대화상자

스타일 편집기 - 표준

활성 표준은 도면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결정한다
개별 스타일은 현재 문서에서 편집 할 수 있지만 모든 도면 객체에 대한 기본값은 표준에서 가져온다
① 여러 표준 중에서 하나의 표준을 선택하여 지정한다. 새
로운 표준을 생성할 수도 있다.
② 현재 활성화된 ‘기본 표준(ISO)’ 표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 ‘새 스타일’ 메뉴 클릭하여 새 로컬 스타일

① 측정 단위를 설정한다. / Mm와 쉼표를 선택한다.

을 생성한다.

② 숫자와 혼동하기 쉬운 제외 문자를 설정하고 적용 대상을 지정한다.

③ 이름을 ‘다우 표준’ 으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③ 선가중치(선굵기), 텍스트(문자) 높이, 축척(도면 척도), 해칭 각도 등 자주 사용하는 값을 미리 지정해 둔다.

④ 방금 생성한 ‘다우 표준’을 활성화 후 ‘기본 표준(ISO)를
소거를 하여 필요 없는 표준을 소거하여 준다

④ 전체선 축척 : 모든 선에 대한 사전 축척값을 설정한다.
국제 표준 참조 : ISO 표준을 복사하여 생성하였으므로 ISO를 참조했다고 표시된다.
주석 : 필요 시 ‘다우 표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둔다.
⑤ 상단의 ‘로컬스타일 편집 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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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 뷰 기본 설정 탭

TIP. 단면 뷰 레이블 설정하기

기준 뷰, 단면 뷰, 보조 뷰, 상세 뷰 등에 대한 뷰 레이블 기본값을 사전 설정한다.

① 뷰 유형 중 ‘단면’을 선택한다.
② 화면표시는 뷰 식별자 삽입(

)을 클릭하여 “<뷰>-<뷰>”로 지정한다.

③ 레이블 머리말은 “단면”으로 입력한다. 뷰 경계에 구속하고 구분 기호도 사용한다.
④ 위치는 ‘아래’, 가시성은 가시성 레이블 전환(

)을 클릭하여 켜 둔다.

TIP. 상세 뷰 레이블 설정하기
① 위의 ‘단면’ 뷰 설정 방법대로 아래와 같이 설정해 본다.
상세 뷰는 축척(척도)를 지정해야 하므로 뷰 축척 삽입(

)을 이용한다.

① 뷰 유형 : 각각의 뷰 유형을 선택한 후 뷰 레이블 기본값을 설정한다.
② 레이블 머리말 : 각 뷰 레이블의 머리말을 설정. ‘VIEW’ 또는 ‘뷰’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입력해 둔다.
③ 뷰 레이블을 뷰 경계선 상에 고정할지를 결정한다.
뷰 레이블 머리말과 뷰 레이블 사이에 구분 기호를 사용할지를 설정한다.
④ 화면표시 : 뷰 레이블에 표시할 내용을 설정한다.
통상 기준 뷰에는 뷰 레이블을 표시한지 않기 때문에 가시성을 꺼둔다.
뷰 레이블 편집: 좌측 창에도 입력 가능하나 상세한 설정을 위해 별도의 텍스트 편집 창을 열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위치 : 뷰 레이블이 기입되는 위치를 지정한다. 주로 아래에 기입되므로 ‘아래’를 선택한다.
⑥ 가시성 : 뷰 레이블을 표시(기입)할지 여부를 설정한다.
단면도, 상세도, 보조뷰 등은 가시성을 켜, 뷰 생성 시 뷰 레이블이 자동으로 표시(기입)되도록 한다.
⑦ 기본 스레드 모서리 화면표시 : 스레드(나사)의 단면 뷰와 평면 뷰 표시 방법을 설정한다.
⑧ 투영 유형 : 면의 투상 방식을 설정한다. KS 규격은 삼각법이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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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 사용가능 스타일 탭

품번기호 설정

전 설정한 구멍 테이블, 도면층, 리비전 테이블, 용접기호, 치수, 텍스트 등의 스타일 유형들에 대해 각각 사용할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스타일을 정의한 이후에 선택한다.

•품번기호
도면 뷰에 주석을 다는 데 사용되는 품번기호의 형식을 설정한다.

•표준 - 객체 기본값 탭
스타일 항목 중 ‘객체 기본값’ 항목에서 설정된 객체 기본값을 보여 준다. 선종류, 문자, 치수, 해치, 테이블 등에 사전 지정
된 도면층과 객체 스타일 값들을 볼 수 있다.

① “품번기호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새 스타일’ 메뉴를 클릭한다.
“ 품번기호 (다우)”라는 이름으로 입력하여 품번기호를 생성한다.
② 하위 스타일 : 지시선, 대체 지시선, 텍스트 스타일을 정의한다
위 스타일들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지시선 스타일 및 텍스트(문자) 스타일을 먼저 생성 후
편집하려면 객체 기본 스타일 편집(

) 아이콘을 클릭하면 ‘객체 기본값’ 항목(

)으로 이동하므로 여기서

리스트에서 선 택하면 된다

편집할 수 있다.
③ 품번기호 형식 지정
쉐이프 : 품번 기호 형상을 원형, 사각, 육각, 없음 중에서 선택, 통상 원형을 사용한다

•표준 - 재질 해치 패턴 기본값 탭
부품에 적용되는 재질별로 고유의 해치 패턴을 사전 설정하여 단면도 작성 시
재질에 따른 해당 해치 패턴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사용자 정의 기호 (

)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해 놓은 스케치 기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특성 화면표시: 품번기호에 표시될 특성을 지정한다. ‘항목(품번)’ 특성이 기본 품번이며, 조립 구성 순서에 따라
자동 으로 지정된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 정의 특성을 지정할 수도 있다.
④ 기호크기 : 쉐이프의 크기를 지정한다. 통상 10mm로 한다.
⑤ 기본 간격 띄우기 : 조립도에서 여러 품번기호 삽입 시 훔번 기호 간 띄울 기본 간격 값을 지정한다.
⑥ 주석 : 필요에 따라 품번기호 스타일에 대해 주석을 입력한다.

재질은 파일 또는 스타일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온 재질에 원하는 해치 패턴을 지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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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텀 대상 설정

TIP. 사용자 특성 지정 방법
① ‘특성 선택자(

)’ 대화상자에서 ‘새 특성’ 버튼을 클릭한다.

② 부품 템플릿에서 사전 정의한 사용자 특성 이름을 ‘새 특성 정의’ 창에서 새 특성으로 추가한 다음 선택(

데이텀 대상 기호 (

) 의 형식 속성을 설정한다.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③ 선택된 특성 중 품번기호로 사용할 특성을 선택 후 ‘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 맨 위에 올려 두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특성이 품번기호로 사용된다.

중심표식 설정
구멍이나 회전체의 중심선 표시를 위한 중심선 특성을 설정한다

① “데이텀 대상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새 스타일’ 메뉴를 클릭한다.
“데이텀 대상 (다우)”라는 이름으로 입력하여 생성한다.
기존 “데이텀 대상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스타일 대체’ 메뉴를 클릭한 후 “데이텀 대상 (다우)”
스타일로 대체하면서 ‘대체된 스타일 소거’ 옵션을 켜서 기존
스타일을 소거한다.
② 지시선 스타일과 텍스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위 스타일들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지시선 스타일
및 텍스트(문자) 스타일 생성 후 리스트에 선택하도록 한다
③ 데이텀의 선종류, 기호크기등의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중심 표식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새 스타일’ 메뉴를 클릭한다.
“중심 표식 (다우)”라는 이름으로 입력하여 중심 표식을 생성한다.
* 기존 “중심 표식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스타일 대체’ 메뉴를 클릭한 후 “중심 표시
(다우)” 스타일로 대체하면서 기존 스타일을 소거할 수도 있다.
② A 부터 D 까지 규격에 맞는 값을 입력하고 기본 반지름 값 역시 입력한다.
기본 반지름 값 이하일 경우 A,B 값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③ 중심 표식 스타일에 대한 주석을 입력할 수 있다. 공란으로 두어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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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 보조단위 탭

치수 설정

서로 다른 단위개로 도면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 병행하여 기입할 수 있다.
도면에 사용되는 치수 스타일의 형식을 설정한다.
일반 치수와 지름 치수의 스타일을 각각 생성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치수를 설정하기 앞서 ‘기본값(ISO)’ 치수 스타일을 기반으로 기본값(다우)’ 이름의 		

		

새 스타일을 생성하고, 기본값은 소거한다.

•치수 – 단위탭
기본 치수의 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보조 치수의 단위와 표현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단위 탭의 방법과 동일하다
② 이중형식 : 일단, 구멍, 모따기, 판금. 펀치 치수에 보조 단위 치수를 표시하는 형식을 지정한다.
각 항목을 선택 후 표시 형식을 지정한다
*기본값으로 모든 치수에 치수를 표시하지 않는다

① 단위 : 치수 측정 단위 및 십진 구분 기호를 설정한다. mm와 쉼표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선형
형식 : 단위가 inch나 ft 인 경우 분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mm의 경우 십진 형식이다
정밀도 : 소수점 이하 자리를 지정한다. Mm의 경우 소수점 이하 3 자리를 설정한다
분수 문자 축척 : inch나 ft 단위의 분수 표시일 경우 문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화면표시 :
단위 문자열 : 치수 문자 뒤에 mm, in 같은 단위 문자를 표시한다.
선행 0 : 치수 값이 1 미만일 경우 앞자리 0을 표시한다.
후행 0 : 지정한 정밀도 내 소수점 이하 자리가 0일 경우 0을 표시한다.
④ 주석 : 단위 탭에 필요한 주석을 입력한다. 공란으도 두어도 된다
⑤ 각도
형식 : ‘십진 도’로 설정
정밀도 : 소수점 이하 세 자리로 설정

주 치수와 보조 치수를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 치수에 “[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보조 치수에 “[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주 치수를 위에, 보조 치수를 아래에 표시한다.
주 치수를 위에, 보조 치수를 아래에 표시하면서 주 치수에 “[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주 치수를 위에, 보조 치수를 아래에 표시하면서 보조 치수에 “[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주 치수만 표시하고 보조 치수는 표시하지 않는다.

⑥ 각도 화면 표시 :
선행 0 : 치수 값이 1 미만일 경우 앞자리 0 을 표시한다
후행 0 : 지정한 정밀도 내 소주점 이하 자리가 0일 경우 0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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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 화면표시탭

•치수 – 텍스트 탭

치수선 및 치수보조선의 유형, 가중치(굵기) 및 색상을 정의하고 화살표의 형태와 치수간 간격 값을 설정한다.

치수 및 공차에 사용되는 텍스트 스타일 및 텍스트의 위치를 설정한다. 치수 스타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스타일
을 먼저 정의해 두어야 한다.

① 선 : 아래에서 설정할 도면층 스타일에서 치수 전용 도면층을 생성하게 되므로 좌측과 같이 도면층
속성을 따르도록 한다.

① 1차 텍스트 스타일 : 치수의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한다 ( 여기서는 문자 높이 3mm인 텍스트 스타일을 선택한다.)

② 종료자 : 화살표 및 간격이 좁게 연속 치수가 발생할 경우 화살표를 대신하는 점에 대해 설정한다.

② 공차 텍스트 스타일 : 공차 텍스트 스타일 및 공차 문자의 기입 위치를 지정한다.
공차 문자는 치수 문자 크기의 50% ~ 70% 사이의 크기로 한다.

③ 좁은 폭 치수에 치수선의 표시 여부 및 절단 뷰에서 치수선에 끊기 기호 사용 여부를 설정한다.
④ A: 연장 : 치수선 위로 연장되는 치수 보조선의 길이.

공차 텍스트 스타일은 ‘1.85’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고, 위치는 ‘중간’을 선택한다.
③ 각도 치수 : 각도 치수 문자의 정렬 방법, 치수 문자의 위치를 설정한다.

B: 원점 간격띄우기 : 부품과 치수 보조선간 여유 공간 길이.
C: 간격 : 치수선과 치수와의 여유 공간 거리.

④ 방향 : 선형, 지름, 반지름 치수에 대해 치수 문자를 치수선에 평행하게 배치할지, 치수선 위에

D: 간격 : 치수선 간 간격.

배치할지를 각 치수별로 설정한다.

E 부품 간격띄우기 : 부품에서 첫 치수선과의 간격.

통상 치수선에 평행하게 배치한다
⑤ 머리말/꼬리말 : 치수 문자의 머리말이나 꼬리말을 사전 정의하고, 머리말/꼬리말의 위치를 사전 정의한다.
여기서 지정한 머리말/꼬리말은 모든 치수에 적용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지름 치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치수 스타일을 생성하여 머리말에 “Ø” 기호를 입력해 두면 이 스타일을 사용하여
지름 치수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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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맞춤 – 크기 한계 표시

•치수 – 공차 탭

: 치수값 뒤에 공차 기호와 상한 값과 하한 값을 괄호 안에 상하로

표시한다. 공차기호를 선택해야 한다.

공차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한다
모둔 치수가 공차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칭’ 아나 ‘편차’ 이 두가지는 미리 설정해 두었다가 치수 생성 후에 편집 메
뉴를 사용하여 ‘대칭’이나 ‘편차’를 선택 후 공차값을 입력하면 된다.

• 한계/맞춤 – 공차 표시

: 치수값 뒤에 공차 기호와 함께 공차값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공차기호를 선택해야 한다.
② 단위 및 정밀도 : 치수- 단위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한다
③ 표시옵션 : 공차의 표시 방법과 위치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후행 0없음 – 기호 없음’ 선택,
‘호 분/초 표시’ 선택,
‘머리말/꼬리말 내부’ 선택

•치수 – 옵션 탭
화살표, 치수 보조선, 지름 치수 및 반지름 치수의 표기 형식 등을 설정한다
회사 표준에 적합하게 설정하되 정확한 표준이 없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① 방법 :
• 기본값

: 치수 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 기본

: 현재의 치수가 기본 치수가 되며 치수문자를 사각형으로 감싼다.

• 참조

: 현재의 치수가 참조 치수가 되며 치수문자를 괄호()로 감싼다.

• 대칭

: 공차 값이 상한값과 하한값이 같다. “±”로 표시한다. 값을 입력해야 한다.

• 편차

: 공차 값이 상한값과 하한값이 서로 다르다. 값을 입력해야 한다.

• 한계 – 스택

: 공차값이 적용된 상한치수와 하한치수가 상하(분수 형태)로 표시한다.

값을 입력해야 한다.
• 한계 – 선형

: 공차값이 적용된 상한치수와 하한치수가 좌우로 표시한다.

구분자는 ‘-‘이다. 값을 입력해야 한다.
• 최대

: 치수 문자 뒤에 ‘MAX’를 기입하여 현재 치수가 최대치수임을 표시한다.

• 최소

: 치수 문자 뒤에 ‘MIN’을 기입하여 현재 치수가 최대치수임을 표시한다.

• 한계/맞춤 – 스택

: 치수값 뒤에 상한 공차 기호와 하한 공차 기호를 상하(분수 형태)로

표시한다. 공차기호를 선택해야 한다.
• 한계/맞춤 – 선형

: 치수값 뒤에 상한 공차 기호와 하한 공차 기호를 좌우로 표시한다.

구분자는 “/”이다. 공차기호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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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 주 및 지시선 탭

TIP. 구멍 주 설정

주 및 지시선 탭은 구멍과 스레드 주, 리비전 태그, 구멍 태그, 지시선 텍스트 객체 및 모따기 주의 형식을 지정 한다.
Inventor 에서도 절곡부 주 및 펀치 주가 있다.

① 각종 구멍 형태별로 주석(구멍 치수)을 사전 정의한다.
예를 들어 ‘관통 카운터보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편집할 수도 있다.

▶

② 주석에 입력될 값들은 커서를 올려 보면 어떤 값인지 표시되므로
확인한 후 클릭하면 주석으로 입력된다

형상 공차
형상 공차 스타일 이름 바꾸기
			

이번에는 새 스타일을 생성하지 않고 ‘형상 공차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스타일 이름바꾸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 “형상 공차 (다우)”로 이름을 변경한다

•형상공차 – 일반 탭
① 주 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주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다.

형상 치수기입 및 공차 기입 설정

② 구멍 유형 : 리스트에서 구멍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구멍 유형에서만 선택 가능)
③ 편집창 : 주의 편집 내용을 설정. 값 또는 기호를 클릭하여 해당 특성을 주 텍스트에 추가한다.
텍스트, 삽입된 기호 및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주의 주석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Ex) <DIST1> X <DIST2> 는 C 10 X 10
④ 각 주의 값 및 기호는 부록의 주 및 지시선 기호 를 참고한다
⑤ 옵션 :
기본값 사용 : 구멍 주 형식을 기본값으로 설정할지 선택. 모따기 및 절곡부에서는 사용불가 .
탭 드릴 : 편집된 구멍 주의 탭 드릴 옵션이 켜져 잇을 때 구멍 유형과 스레드 유형의 조합을 사용하여 선택된 현재
형식이 사용되는 지 나타낸다. 모따기 및 절곡부에서는 사용불가
부품 단위 : 모형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는 주를 설정. 모따기 주에는 사용 불가
정밀도/공차설정 : 정밀도 및 공차 대화상자를 열어주어 포함된 값에 공차 정보 추가.
전체에 적용 : 정밀 도 및 공차 대화상자의 모든 설정을 포함한 모든 구멍 및 스레드 유형에 옵션상자에서 선택한 모든
설정을 적용. 모따기 주에는 사용 불가
⑥ 일반 설정 : 각 구멍 또는 지시선 객체에 대한 단일 설정

① 기호 표시 대상 : 형상 특성, 재질 제거 수정자, 추가 기호 중 사용할 기호들을 선택
② 지지선 스타일 및 텍스트(문자) 스타일 에서 각각 스타일 생성 후 리스트에서 선택

⑦ 스레드 주 설정 : 기본 주 (스레드 지정 및 클랫) 대신 Thread.xls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자 스레드 지정 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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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호 크기는 ‘텍스트 높이에 맞게 축척’을 선택하거나 크기를 8mm로 입력한 후 공백은 “2mm”로 입력한다.

사용하려면 ‘사용자 스레드 주 지정’ 확인란을 선택한다

④ 형상 기호 표시 방법을 정의한다. 병합, 셀 정렬, 데이텀 정렬 등 위와 같이 설정한다.

스레드 데이터 및 사용자 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은 구멍 스프레드 사용자화 참조

⑤ 주석 : 필요에 따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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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구멍 테이블

패턴, 축척 등의 해치 속성을 설정한다

패턴, 축척 등의 해치 속성을 설정한다

		

‘해치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스타일 이름바꾸기'

		

‘구멍 테이블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스타일 이름바꾸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 “해치 (다우)”로 이름을 변경한다.

		

메뉴를 선택한 다음 “구멍 테이블 (다우)”로 이름을 변경한다.

•구멍테이블 - 형식지정

① 해치 패턴 리스트에서 ‘기타…’을 선택한다.
② 해치 패턴 리스트 중에서 주로 사용할 만한 패턴만

① 제목(T): 제목 표현 여부 선택 및 제목을 지정할 수있다

선택하고 나머지는 선택 취소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좌측 그림이 필요한 패턴만 선택한 예이다.

② 텍스트 스타일 :
제목, 열 헤더, 데이터의 텍스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텍스트(문자) 스타일에서 먼저 스타일 생성 후 리스트에서 선택해야 한다.

* ANSI 31 해치 패턴만 우선 사용하기로 한다.
③ 선 형식 :
테이블의 외부 및 내부의 선 표시 여부, 선가중치, 색상을 지정한다.
구멍 테이블에 사용할 도면층을 지정하면 되므로 선가중치를 ‘도면층’으로 선택한다.
④ 제목 ( A) :제목을 표시할 위치를 설정할수있다
⑤ 구멍 테이블에 표시할 열을 선택하고 각 열의 폭을 설정한다.
글자의 입력 위치를 수정하려면 해당 특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형식 열’ 메뉴를 클릭한 다음,
선행 0 및 후행 0의 표시 여부, 문자의 자리 맞추기, 값의 정밀도, 단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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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도면층

데이텀ID와 피쳐 ID 의 스타일을 설정한다,

도면 객체의 공통 표시 특성을 위한 토면층 이름과 속성을 설정한다

		

‘데이텀 ID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스타일 이름바꾸기’ 메뉴를 선택한

‘데이텀 ID (ISO)’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스타일 이름바꾸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

		

다음 “데이텀 ID (다우)”로 이름을 변경한다. ‘피쳐ID (ISO)’ 스타일도 “피쳐 ID (다우)”로

“데이텀 ID (다우)”로 이름을 변경한다. ‘피쳐ID (ISO)’ 스타일도 “피쳐 ID (다우)”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름을 변경한다.
도면층 스타일은 AutoCAD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외형선, 은선, 가는 실선, 가는 은선, 치수선, 단면선, 중심선, 기호 등의 속성별로 도면층 이름,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인쇄
여부 등을 설정한다.
도면층 이름은 AutoCAD에서 사용하던 도면층 이름과 속성(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등)을 그대로 입력해도 무방하다.

TIP. 데이텀 ID 만들기

① 데이텀 (다우)’로, 텍스트 스타일은 ‘3.0’으로 설정한다.
위 스타일들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지시선 스타일 및 텍스트(문자)
스타일을 먼저 생성 후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된다

② 쉐이프를 선택한다.
③ 또한 기호의 방향이 항상 수평을 유지할지, 모서리와 평행할지를 선택한다.
④ 지시선의 형태도 설정한다.
⑤ 기호의 크기를 8mm로 입력한다.
⑥ 같은 방법으로 피쳐 ID도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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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선

객체 기본값

지시선 화살촉, 지시선 종료자의 크기와 가중치, 선 형식 및 치수보조선에 대한 속성을 설정한다
		

‘대체 (ISO)’를 ‘대체 (다우)’로, ‘데이텀 (ISO)’를 ‘데이텀 (다우)’로, ‘일반 (ISO)’를 ‘일반 (다우)’로

		

이름을 변경한다.

기본 도면층 속성과 기본 객체 스타일을 포함하여 객체에 연관되는 스타일을 제어하는 기본 객체 설정을 사전 정의
ISO 표준을 복제하여 다우 표준으로 생성하였고, 각종 기본 ISO 스타일의 이름만을 변경하고 설정하였기에 기존에 정의되었던
객체 기본 스타일들의 이름이 변경한 스타일의 이름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S 표준에 따라, 객체 유형별로 스타일과 도면층을 적용하도록 한다.

① 필터 : 모양/뷰 객체

① 종료자 : 선택된 지시선 스타일의 기본 화살촉 유형과 크기를 설정.

② 필터 : 지시선 객체

모형 특성별 객체에 대해 도면층 및 스타일을 정의한다.

각종 지시선 및 치수에 대해 스타일과 도면층을

외형선, 접선, 은선, 치수, 테이블, 텍스트, 형상공차, 품번

지정한다. 각종 치수와 표면 거칠기 기호는 ‘치수’

기호, 용접기호 등에 대해 위에서 설정한 객체 스타일과

도면층을, 형상공차와 품번기호, 형상공차는 ‘기호’

도면층을 지정한다.

도면층을 지정한다.

③ 필터 : 치수 객체

④ 필터 : 텍스트 객체

② 선 형식 : 지시선 스타일의 선 부분에 대한 속성을 지정.

치수에 대한 스타일과 도명층을

경계 텍스트는 ‘경계’ 도면층에, 나머지 텍스트 및

③ 치수 보조선 : 화살촉 또는 다른 종료자를 선택된 모서리에서 끌어낼 때 작성되는 치수보조선의 격띄우기와 초과를 지정한다

지정한다. ‘기본값 (다우)’, 도면층은 ‘치수’

테이블은 ‘기호’ 도면층에, 모따기 주 등 치수 관련 주는

④ 온둘레 기호 : 형상 공차, 표면 기호 및 용접 기호 (원형만 해당) 에 대한 온둘레 기호의 크기를 지정 한다.

도면층을 지정한다.

‘치수’ 도면층을 지정한다

⑤ 부착된 텍스트 위치 : 도면에서 지시선이 붙착된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한다.

TIP. 데이텀 지시선 만들기
① 화살촉은 ‘채워진 데이텀 45’, 크기는 ‘2.5’mm로 지정한다.
② 선 형식 : 선종류, 선가중치, 색상은 도면층을 따르도록 한다.
③ 치수보조선 : 간격띄우기 값과 초과 값을 모두 ‘1’mm로 설정한다.
④ 온둘레 기호의 높이는 ‘텍스트 높이에 맞게 축척’을 선택한다.
⑤ 텍스트 부착 위치를 ‘지시선 위 첫 번째 요소’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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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리스트

리비전 테이블

도면 또는 템플릿 파일에 잇는 부품 리스트에 대해 기본 구성을 설정 한다

리비전 테이블의 기본 스타일을 설정 한다.

‘부품 리스트 (ISO)’ 스타일의 이름을 ‘부품 리스트 (다우)’로 변경한다.

‘리비전 테이블 (ISO)’ 스타일의 이름을 ‘리비전 테이블 (다우)’로 변경한다.
* 아래는 설정을 위한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회사 표준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 아래는 설정을 위한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회사 표준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① 제목은 선택취소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선 형식은 선가중치 및 색상을 ‘도면층별’로 지정한다.

① 제목은 선택취소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모든 텍스트 스타일은 ‘3.0’으로 설정한다.

모든 텍스트 스타일은 ‘3.0’으로 설정한다.
제목 간격과 행 간격은 ‘1mm’로 설정한다.

② 제목 간격과 행 간격은 ‘1mm’로 설정한다.

제목은 ‘맨 아래’, 행 간격은 ‘단일’, 방향은 ‘맨 위에 부품 추가’로 설정한다.
② 기본 열 설정은 ‘열 선택자’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 양식에 맞게 ‘부품 번호(부품명)’,
‘재질’, ‘수량’ 등의 특성을 가져와서 순서를 재배치한다.
③ 사용자 특성에서 “새 특성’ 버튼을 클릭하여 ‘부품 템플릿 작성하기’에서 생성한 매개변수
‘Width_X’, ‘Depth_Y’, ‘Height_Z’를 새 특성으로 정의한다

제목은 ‘맨 위’, 행 간격은 ‘단일’, 방향은 ‘맨 아래에 새 행 추가’로 설정한다.
③ 기본 열 설정은 ‘열 선택자’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 양식에 맞게 ‘영역’, ‘리비전 번호’, ‘엔지니어링 승인자’ 등의 특성을
가져와서 순서를 재배치 한 다음, 각 열의 폭을 입력한다.
④ 특성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형식 열’ 메뉴를 선택한 다음, 부품 리스트 항목별 제목 및 값의 입력 위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④ 열 이름을 수정하고 폭 값을 설정한 후 특성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형식 열’ 메뉴를 선택한 다음,
‘자리 맞추기’에서 부품 리스트 항목별 제목 및 값의 입력 위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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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텍스쳐

테이블

•표면 텍스처(표면 거칠기) 기호에 대한 속성을 설정한다.

테이블 : 검사 치수 테이블 및 기타 산업별 테이블의 형식을 설정한다.

•스케치 기호로 생성한 표면 거칠기 기호는 예전 규격이며, 현재의 규격으로 지정된 표면 거칠기 기호를 사용하려면 표면

* 활용도가 낮으므로 테이블 스타일 이름만 변경하고 저장해 두어도 된다.

텍스처 스타일을 설정하고 사용한다.
‘표면 텍스쳐 (ISO)’ 스타일의 이름을 ‘표면 텍스쳐 (다우)’로 변경한다.

‘테이블 (ISO)’ 스타일 이름을 ‘테이블 (다우)’로 변경한다. 텍스트 스타일 외 대부분의 항목들은 테이블 작성 시 수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① 기호 필터 : 표면 거칠기 기호에 사용할 기호를 선택한다
② 하위 스타일 : 지시선 스타일은 ‘일반 (다우)’로, 텍스트 스타일은 ‘3.0’으로 설정한다.
③ 표준참조 : ISO 1302 – 2002 를 선택한다
④ 기호 : 기계 가공 금지 기호 크기를 지정한다
⑤ 요구사항 : 표준별 기호 위치를 표시해 준다. 선택한 표준에 따라 기호의 기입 위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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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뷰 주석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 할 도면 텍스트 스타일을 작성한다
‘텍스트 레이블 (ISO)’ 스타일 이름을 ‘5.0’으로 변경하고 ‘주 텍스트 (ISO)’

단면뷰, 보조뷰, 상세뷰, 주석의 기본값을 설정한다
‘뷰 주석 (ISO)’ 스타일 이름을 ‘뷰 주석 (다우)’로 변경한다.

스타일 이름을 ‘3.0’으로 변경한다.
텍스트 스타일 생성:
편의상 텍스트 스타일 이름은 텍스트 높이와 같은 숫자로 이름을 입력하여 작성한다.
기존 텍스트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새 스타일’ 메뉴를 클릭한 다음 이름을 ‘2.0’으
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뷰 주석 – 단면
① 형식
단면 선 및 단면 화살표 표시 형식을 설정한다.
‘ISO(국제 표준)’나 ‘GOST(러시아 표준)’을 선택한다.
② 종료자
치수보조선 길이 = ‘5mm’, 종료자 = ‘채움’, 크기 =
‘3.5mm’, 높이 = ‘2.0mm’로 설정한다.
③ 텍스트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 ‘5.0’ 으로 설정한다
보조
① 형식
보조 뷰 화살표 표시 형식을 설정한다.
‘ISO(국제 표준)’를 선택한다.
② 종료자
치수보조선 길이 = ‘5mm’, 종료자 = ‘채움’, 크기 =
‘3.5mm’, 높이 = ‘2.0mm’로 설정한다.
③ 텍스트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 ‘5.0’ 으로 설정한다
상세

① 단락설정 :
간격 : ‘단일’로 설정한다. ‘다중’이나 ‘정확하게’를 선택하면 값을 입력하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신축 : 글자의 폭 비율을 입력한다. 기본값은 ‘100%’이다.
색상 : 검은색이 기본 색상이다.

① 형식
상세 뷰표시 형식을 설정한다. ‘ISO(국제 표준)’를
선택한다.

② 자리맞추기 : 텍스트의 시작 기준 위치를 설정한다

② 지시선 형식

‘왼쪽 자리맞추기’ , ‘맨 위 자리맞추기’를 선택한다.

선종류 및 텍스트 방향을 설정한다
③ 종료자

③ 회전 : 텍스트의 회전 방향을 설정한다

치수보조선 길이 = ‘5mm’, 종료자 = ‘채움’, 크기 =
‘3.5mm’, 높이 = ‘2.0mm’로 설정한다.

④ 문자 형식 지정 :
글꼴, 텍스트의 높이, 굵기, 기울기 등 문자 형식을 설정한다.
텍스트 높이는 스타일 이름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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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기호

용접 비드

도면에 사용할 용접 기호를 설정한다

용접 모양, 필렛 및 용접물 모형에서 복구된 주석을 포함하여 도면에 있는 용접 주석 객체에 대한 속성을 설정한다.

‘용접 기호 (ISO)’ 스타일 이름을 ‘용접 기호 (다우)’로 변경한다

‘용접 비드 복구 (ISO)’ 스타일 이름을 ‘용접 비드 복구 (다우)’로 변경한다.

① 하위스타일 : 용접 기호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지시선, 텍스트 스타일을 정의

① 유형 : 중심과 모서리 용접 모양 중에서 기본 용접 모양유형을 선택, 두형태 모두의 기본값을 설정

② 기호크기 : 용접 기호의 크기를 지정

② 스티치 옵션 : 비연속 용접 모양의 크기를 설정
길이 : 비연속 용접 모양에서 한 세그먼트의 기본 길이를 설정

③ 식별선 : 용접 기호 식별선을 표시

간격 띄우기 : 비연속 용접 모양에서 인접한 두 세그먼트의 중심 사이의 기본거리 설정
이음매 가기성 : 용접 모양이 배치된 모서리의 가시성 기본값 설정

④ 기호필터 :
활성 표준과 관계없이 정의된 모든 용접, 윤곽선 및 뒤붙임 기호를 나열
기호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하여 해당 기로를 포함하거나 제거한다

③ 필렛 : 도면에서 용접 필렛 주석의 기본값 설정
레그1/레그2 : 필렛의 기본 높이와 폭을 설정, 해당 상자에 각 레그 값을 입력
목 깊이 : 모깍기의 기본 목 깊이를 설정

⑤ 화살표 위치 : 용접 기호를 참조선 위에 놓을지 아니면 아래에 놓을지 결정 한다.

목 깊이로 정의된 바벨 : 모깍기 크기가 기본적으로 목 깊이로 정의
축척 : 선택된 치 패턴의 축척을 설정
해치 : 채우기에 대해 기본 해치패턴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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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텐츠 센터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으로 ‘작업공간’ 폴더(C:\DEMO_
FILE\3D_Data)에 ‘ISO 4762 - M8 x 40ISO.ipt’ 이름 그대로 저장한다.

1) 표준 라이브리를 활용한 사용자 라이브러리 생성

*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한다.

표준 육각 구멍붙이 볼트여도 나사가 없는 생크의 지름이 볼트의 지름과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생크 지름이 나사 골지름보
다 가는 경우도 있다.
모형 검색기에서 ‘본체’ 피쳐의 스케치를 편집한다.

후자의 육각 구멍붙이 볼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보기로 한다.

치수 ‘Φd7’의 값을 ‘SPD’로 변경한 후 스케치를 마무리한다.
‘파일’ → ‘열기’ → ‘컨텐츠 센터에서 파일 열기’ 메뉴를 클릭한다.

좌측 그림과 같이 생크의 지름이 변경되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라이브러리 썸네일로 활용하기 위해 좌츨 그림과 같이 캡쳐하여
bmp 파일로 저장해 둔다.
‘범주 뷰’에서 ‘조임쇠’ → ‘’볼트’ → ‘소켓 머리’ → ‘ISO 4762’를 클릭한 후 ‘확
인’ 버튼을 클릭한다.
리본 메뉴 ‘관리’ → ‘컨텐츠 센터’ 섹션’ → ‘편집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ISO 4762’ 창에서 ‘M8’, ‘40’ 규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범주 뷰’에서 ‘조임쇠’ → ‘’볼트’ → ‘소켓 머리’의 항목 중에서 ‘ISO 4762’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메뉴를 클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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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대화상자에서 ‘복사할 라이브러리’는 ‘DAOU’로

‘파일’ → ‘열기’ → ‘컨텐츠 센터에서 파일 열기’ 메뉴를 클릭한다.

선택되어 있으며, ‘독립 패밀리’ 선택, 패밀리 이름은 ‘다우 소켓’, 패밀리 설
명은 ‘6각 소켓 머리 캡 나사’로 하고 ‘검토’ 버튼을 클릭한다.
파일 이름과 부품 번호 모두 아래의 표현식으로 변경한다.

"M" & {NND} & " x " & {PTC} & "P x " & {NLG}

‘범주 뷰’에서 ‘조임쇠’ → ‘’볼트’ → ‘소켓 머리’ → ‘다우 소켓’을 클릭한 후
‘

’ 버튼을 클릭한다.

표현식에는 변수가 사용되며, 변수 리스트는 ‘…’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삽입하고자 하는 변수명을 더블클릭하면 삽입된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 창을 닫은 후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대화
상자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본 저장을 완료한다.

‘다우 소켓’ 창에서 ‘M8’, ‘40’ 규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다우 소켓’ 사용자 라이브러리 생성되었다.

‘다우 소켓’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패밀리 특성’ 메
뉴를 클릭한다.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으로 ‘작업공간’ 폴더(C:\DEMO_
FILE\3D_Data)에 ‘M8 x 1.25P x 40.ipt’ 이름 그대로 저장한다.
*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한다.
‘섬네일’ 탭에서 ‘찾아보기

’ 버튼을 클릭 후 ‘다우 소켓.bmp’ 파일을

불러온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좌측과 같이 썸네일이 변경된다.
‘컨텐츠 센터 편집기’를 닫고 파일을 저장하고 닫는다.
모형 검색기에서 ‘본체’ 피쳐의 스케치를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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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Φd7’의 값을 ‘SPD’로 변경한 후 스케치를 마무리한다.

패밀리 템플릿 대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컨텐츠 센터 편집기’의 ‘종료’ 버튼을 클릭한다.

좌측 그림과 같이 생크의 지름이 변경되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한 후 파일을 닫는다.
조립품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 조립품 파일을 연다.

리본 메뉴 ‘조립’ → ‘구성요소’ 패널 →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클릭한다.

리본 메뉴 ‘관리’ → ‘컨텐츠 센터’ 섹션’ → ‘편집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범주 뷰’에서 ‘조임쇠’ → ‘볼트’ → ‘소켓 머리’ 클릭 후 ‘다우 소켓’을 더블클
릭하거나 클릭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라이브러리 뷰 항목에서 ‘DAOU’를 선택한다.

‘다우 소켓’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패밀리 템플릿
대체’ 메뉴를 클릭한다.

작업 영역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부품을 위치시킨 후 ‘다우 소켓’ 대화상자
에서 스레드 규격과 호칭 길이를 지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삽입
위치를 클릭한다.

또는 조립품의 구멍에 위치시키면 해당 구멍에 적합한 볼트 규격으로 변경
‘작업공간’ 폴더(C:\DEMO_FILE\3D_Data)에서 저장했던 ‘M8 x 1.25P x

되고 길이를 정의하여 삽입할 수 있다.

40.ipt’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생크 지름이 가는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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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UDATA&AUTODESK
3D DESIGN STANDARD MANUAL
Autodesk Inventor
3D 설계 환경 표준화 가이드

본책자의 저작권은 Daoudata와 Autodesk에 있으며,
Daoudata와 Autodeks 제작 관계자 외에는 임의 수정 및 배포를 금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