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 FastView 
사용자 가이드 



1. 3DFastView 버전 정보 

▣ 아래의 3DFastView 버전 비교표를 확인하여 사용에 적합한 버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Standard와 Pro버전의 주요 차이점은 2D 형식 열기, 분석, 애니메이션 도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3D FastView 

General Overview 

3D FastView Standard 3D FastView Pro Option(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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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Z (*.viz)   

 STL (*.stl)     

 CATIA V4 (*.model;*.exp;*.session) versions 4.1.9 to 4.2.4     

 CATIA V5 (*.CATPart;*.CATProduct;*.CGR)  versions V5R8 to 5-6R2018     

 CATIA V5 2D (*.CATDrawing) ● 

 UG NX (*.prt) versions 11-NX 12.0.0     

 UG NX 2D (*.prt)   ● 

 JT (*.jt) versions JT8.x, 9.x, 10, 10.2     

 Pro/Engineer (*.prt;*.prt.*;*.asm;*.asm.*)     

 ProE/Creo Parametric 2D (*.drw;*.drw.*) versions 16 - Creo 5.0   ● 

 STEP (*.stp;*.step) versions AP203, AP214, AP242     

 IGES (*.igs;*.iges) versions Up to 5.3     

 Parasolid (*.x_t;*.xmt_txt;*.x_b;*.xmt_bin) versions 9.0 - 31.0.154     

 Solidworks (*.sldprt;*.sldasm) versions 98 – 2019     

 Solidworks 2D (*.slddrw)  ● 

 Autodesk Inventor (*.ipt,*.iam) versions v11 – 2019     

 Solid Edge (*.par;*.asm;*.psm) versions V18 - ST11     

 3D XML (*.3dxml) versions 4.0 to 4.3     

 Autodesk (*.dwg;*.dxf) versions 2.5 to 2019     

 HPGL (*.hpgl;*.hpgl2;*.hgl;*.hpg;*.hp2,*.gl2;*.plt)     

 Image (*.jpg;*.gif;*.bmp;*.png;*.tif;*.tiff)     

 PDF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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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FastView 

General Overview 

3D FastView Standard 3D FastView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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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Display (CATIAV5,NX, Default)     

 Pan, Rotate, Orbit, Move Pivot, Persp./Ortho, Zoom 
    

 Show/Hide Components, Annotations, Measurements 
    

 Panels (Layer, 2D Layer, Review, Userview, Section, Model Tree, Explore, Properties)     

 Snap Modes, Osnap 
    

 Quick Search Components 
    

 Add Model     

 PMI (Product Manufacturing Information) Display 
    

 Save Image 
    

 Visual Styles 
    

 Solid/ Surface Color and Transparency 
    

 Manipulator     

 Axis Management     

 Section Plane, Box, Inner     

 Create Custom View (Snapshot)     

 Create 2D Projection of Section     

 Create 2D Projection of Model     

 Create Animation (Snapshot)     

 New, Open, Save Animation (.AVI)     

 3D Exploded View     

 View 2D Drawings (DWG, DXF)     

 2D View (Monochrome, Mini, Snap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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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FastView 

General Overview 

3D FastView Standard 3D FastView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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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e Notes     

 2D/3D Notes     

 3D Markup (Text, Line, Arrow, Circle, Rectangle, Free Curve, Cloud)     

 2D Markup (Visual Note, Line, Rectangle, Circle)     

 Basic Measurement (Coordinates, Length, Angle)     

 Hole Measurement (Radius, Diameter, Coordinate, Slot Hole, Hole Depth, Hole Step)     

 Comprehensive Distance Measurement Tools     

 Comprehensive Angle Measurement Tools     

 Calculate (Bound Boxing, Area, Surface Area)     

 Calculate (Volume/Weight, Center of Gravity, Surface Volume, Planes)     

 Save Coordinates     

 Record Annotations an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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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cut Analysis     

 Draft Ang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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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erence Check Analysis   

 Translate Single (STP, IGS, CATIAV5, ACIS, PDF, 3DXML, CGR, Parasolid)  STP, IGS   

 Translate Multiple (STP, IGS, CATIAV5, ACIS, PDF, 3DXML, CGR, Parasolid) STP, IGS   

 Explode View   

 Model Compare 2D   

I
m

(
E
x
)
p
o
r
t
 

 Import & Export Review 
    

 2D (Create Part List, Copy Text, Copy Image)     

 Export Interference Check (CSV, Excel, HTML, Userview)   



개발 도구 

• Microsoft Visual Studio 2017 

• 형상관리  s/w : SVN (Tortoise SVN) 

개발 언어 

• 렌더링 / 데이터 코어: C/C++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 v10.0.40219 

• 응용프로그램 : C# (Microsoft .NET Framework v4.5.50938 SP1) 

▣ 개발 환경 

3D FastView Standard & PRO Versions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 Product :  Over Win 7 SP2 

• Platform : x86 / x64 

 
하드웨어 사양 

• 최소 사양 : CPU 2GHz 이상 / Mem. 8GB / HDD 250GB / 

VRAM 1024MB 

•  권장 사양 : CPU 2GHz / Memory 16GB / SDD 500GB / 

VRAM 3GB 

▣ 시스템 사양 

최소 4GB RAM의 Intel 프로세서와 1280 x 1024 픽셀 이상의 화면 해상도를 가진 PC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매우 복잡한 CAD 모델의 경우 최소 
3GB VRAM이 장착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DFastView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CAD 파일의 열기 및 변환 속도는 사용 가능한 RAM 및 프로세서 속도에 비례합니다. 크고 복잡한 CAD 모델에 더 많은 성능과 기본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 최신 프로세서와 8GB 이상의 RAM이 권장됩니다. 

2. 개발 환경 & 시스템 사양 및 요구 사항 

3D FastView Standard / Pro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3DFastView는 32/64 bit OS를 지원합니다. 

▣ 시스템 요구 사항 

3D FastView 

General Overview 



□  3DFastView 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마우스 처리 옵션을 지원. 

      - Default : 자체 마우스  처리 기능 

     - CATIAV5 : 마우스  취급  방법이 CATIA와 동일. 

     - NX : 마우스 취급 방법이 NX와 동일. 

3D 모드 (Default)  

 

1. 회전 

   -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십시오.  

 

2. Pan 이동 

   - 마우스 가운데(휠)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3. 모델 확대 및 축소 

   - 마우스 휠 을 스크롤 하여 확대 및 축소합니다. 

4. 모델 트리 에서  모델의 부품 또는 구성 요소 찾기  

   -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모델의 일부 또는 구성 요소를 클릭합니다. 

   -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모델의 일부를 클릭합니다. 

 

5. 모델에서 여러 부품 또는 구성 요소 선택하기 

   - 첫 번째 부품을 클릭하고  [Ctrl]을 누른 후 더 많은 부품을 클릭합니다. 
 

   Tip: 선택한 부품 및 어셈블리를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 하려면 실행 도구  옵션
에서 3D-Model에서 사전 선택을 활성화합니다. 

6. 측정 / 노트 

   -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치수 및 노트를 이동합니다. 

   - 특성을 변경하려면 치수(or 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7. 디스플레이에 어셈블리 및 구성 요소 장착 

   - 빈 공간을 두 번 클릭하여 화면의 모델 피처를 방지합니다. 

 

8. Context menu (자주 사용하는 기능 액세스) 

   - 모델의 일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 모델 트리 에서 부품, 조립 및 모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D 모드 (Default)  

 

1. Pan 이동 

   - 마우스 가운데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2. 도면확대 및 축소 

   - 마우스 휠 을 스크롤 하여 확대 및 축소합니다. 

3. 측정 / 노트 

   -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치수(or 노트)를 이동합니다. 

 

4. 리뷰 목록에서 모델의 치수(or 노트) 찾기 

- 치수(or 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속성을 변경합니다. 

Default 

L (1) Middle (2) Wheel (2) R (3) 

선택 

회전 
Pan 이동 

UP  확대 

팝업 메뉴 

DN  축소 

CATIAV5 

L (1) Middle (2) Wheel (2) R (3) (2) + (1) 

선택 Pan 이동 

UP  확대 

팝업 메뉴 회전 

DN  축소 

NX 

L (1) Middle (2) Wheel (2) R (3) (2) + (3) 

선택 회전 

UP  축소 

팝업 메뉴 Pan 이동 

DN  확대 

3. Mouse Actions 

3D FastView 

General Overview 



Pan F1 Pan 이동 

회전 F2 Pivot에 의한 모델 회전 

회전 F3 Orbit에 의한 모델 회전 

모드 F4 원근/병렬 모드 

비주얼 스타일 – 와이어 프레임 F5 

비주얼 스타일 – 거친 음영 F6 

비주얼 스타일 – 부드러운 음영 F7 

뷰 정렬 F8 

1 

1. 기능 키 

1 

4. 단축키 

□  3DFastView는 특정 기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키를 지원.       

      - 기능 키 

     - 조합 기능 키 

명령 취소 ESC 

Zoom-확대 Z 

Zoom-전체 S 

뷰 정렬 F8 

박스에 포함된 객체 선택 Shift + 좌->우  드래그 

박스에 걸친 객체 모두 선택 Shift + 우->좌  드래그 

전체 선택 CTRL + A 

개별 선택 CTRL + 왼쪽 마우스  

명령 취소 CTRL + Z 

명령 복구 CTRL + Y 

빠른 검색 CTRL + F 

개체 숨기기 ` 

스냅샷 Q 

화면 전환 CTRL + Shift + B 

2 

2 

2.조합 기능 키 

3D FastView 

General Overview 



3D FastView 

1. 사용자 인터페이스 

2. 메뉴 

3. 홈  

4. 뷰  

5. 선택  

6. 조작  

7. 노트  

8. 측정 

9. 단면 

10. 가공성 검사 

11. 고급 

12. 애니메이션 

13. 2D 기능 

14. 출력 

목 차 



1. 사용자 인터페이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초보자와 숙련된 사용자 모두 2D/3D CAD 파일의 유형을 쉽게 탐색할 수 있음. 

4 

5 1 

2 

3 

4 

5 

6 

7 

8 

메뉴 버튼 

리본 메뉴 

테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파일 탭 

레이어, 모델 트리, 탐색기 

뷰 툴바 

속성, 리뷰, 사용자 뷰, 단면 창 

1 2 

6 

7 

8 

3 

                                    3D FastView 

                       1. 사용자 인터페이스 



 - 3DFastView는 사용자의 사용자 지정 인터페이스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테마를 지원함. 

1.1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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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 인터페이스 



1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추가 및 삭제하여 활용할 수 있음. 

1.2 빠른 실행 도구 모음 

1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스냅 도구 

-빠른 검색 

-언어설정 

- 기타.. 

2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목록 

-목록에서 명령을 켜거나 끕니다. 

-리본 메뉴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을 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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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 추가] 

B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 제거] 

 -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또는 명령을 추가 및 제거. 

1.3 빠른 실행 도구 모음(아이콘 추가/제거) 

A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 추가 

1. 리본 메뉴에서 아이콘을 우측  클릭 

 

2. “ Add to Quick Access Toolbar” 옵션 선택 

 

3. 도구 모음에서 추가된 아이콘 확인 

B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 제거 

 1.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 우측 클릭 

후 “ Remove to Quick Access Toolbar” 

옵션 선택 

 

2.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 제거 확인 

1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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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최신 파일 및 폴더, 기본 설정 및 라이선스 매니저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 모음. 

2. 메뉴 

메뉴 Tap 

-최신파일 및 폴더 

-새로 만들기 

-모델추가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설정 

-라이선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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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용한 파일 및 폴더 목록을 관리함. 

2.1 메뉴(최신파일 및 폴더) 

1 

2 

“홈” 으로 돌아가기 버튼 

최신파일 및 폴더 

1 
2 

3 

최근에 연 파일 및 폴더 목록 관리 

파일과 폴더는 사용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페어링 할 수 있음. 

3 팝업 메뉴 

목록에서 최신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팝업 메뉴에서 두 가

지 옵션을 표시하십시오. 

-최소 폴더: 포함된 최신 파일을 여십

시오. 

-파일 열기:선택한 파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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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 및 2D 도면을 여십시오. 열린 파일 대화 상자에서 여러 파일을 선택하여 열 수 있음. 

 [방법 1] 열기  [방법 2] 새로 만들기  [방법 3] 모델추가 

2.2 열기 

2 

1 

새로 만들기 

열기 (CTRL + O) 

-3D 및 2D 도면 열기. 

3 모델추가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모델 추가. 

-새로운 빈 파일 생성. 

[열기] 

1 2 

1 

2 

3 

3 

[새로 만들기] 

[모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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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파일 탭 그룹 상태에서 3D 모델 또는 2D 도면을 동시에 수직 및 수평 시각화할 수 있음. 

2.3 탭 그룹 

2 

1 

New Horizontal Tab Group 

New Vertical Tab Group 

-탭 그룹을 수직으로 정렬. 

-탭 그룹을 수평으로 정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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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5 

4 

3 

디스플레이, 선택, 파일 데이터 로드, 라이선스 시간 및 화면 배경에 대한 설정을 제공. 
- 시스템 환경 및 기본 설정 지원 
- UI를 닫을 때 자동 저장 기본 설정 

2.4 설정 

2 

1 

선택 

디스플레이 

- ISO 보기 및 마우스 동작 옵션을 설
정. 

-모델 또는 구성요소 선택에 대한 선택 
유형, 색상 및 강조 표시 색상을 설정. 
 
-사전 선택 또는 실시간 사전 선택을 
설정. 

3 로드 옵션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테셀레이션 
품질 옵션과 로딩 시 특정 3D CAD 파일
에 대해 다른 옵션을 설정. 

4 라이선스 

-라이선스 및 언어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 리
턴 시간 설정을 지원. 

5 배경 

- 배경 화면 그라데이션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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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디스플레이 

 - ISO 및 마우스 유형 설정, 그래픽 카드 가속화 여부를 위한 구성. 

1 

2 

ISO : 뷰 방향 

3 

2 

Default 

CATIAV5 

NX 

4 

4 

On ::  

Off :: 

그래픽 카드 가속도 확인 [ Shift+ ~ ] 

마우스 키 설정 3 

2.5 디스플레이 

2 

1 

ISO 

Culling 지정 

-기본적으로 최상의 디스플레이 값은 '0' 
(그래픽 카드 가속을 사용할 경우) 

-기본 값의 뷰 방향을 제공하며 CATIAV5 
및 NX 유형의 뷰 방향도 제공.  

3 Mouse Key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마우스 처리 옵션이 
지원됨: Default, CATIAV5, NX 

4 그래픽 카드 가속 

-VRAM 옵션을 사용하도록 그래픽 카드를 
설정. 
-그래픽 가속을 활성화함으로써 3D CAD 
모델(패널, 회전, 줌)에 적용되는 기본 동작
이 더욱 빨라짐. 

Progressive Rendering 

-1억 개 이상의 Tri & Edge 엔티티 모델용 
(향후 버전에서 개선) 

Default 

L (1) Middle (2) Wheel (2) R (3) 

선택  

회전 
Pan 이동 

UP  확대 

팝업 메뉴 

DN  축소 

CATIAV5 

L (1) Middle (2) Wheel (2) R (3) (2) + (1) 

선택 Pan 이동 

UP  확대 

팝업 메뉴 회전 

DN  축소 

NX 

L (1) Middle (2) Wheel (2) R (3) (2) + (3) 

선택 회전 

UP  축소 

팝업 메뉴 Pan 이동 

DN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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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선택 

 - 부품 또는 구성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자는 색상 선택 및 시각적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음. 

2.6 선택 

1 

실시간 동적 강조 사용 

동적 강조 사용 

-마우스를 위에 놓으면 부품이나 구성 요
소가 투명해짐. 

-미리 정의된 색상으로 부품 또는 구성 요
소를 실시간으로 강조 표시함. 

2 선택 종류 

-세 가지 유형의 선택 모드가 지원됨: 음영선
택, 개체의 경계로 선택, 전체 경계로 선택 

3 선택 및 강조 색상 

-선택 종류"옵션에 필요한 색상을 설정합니
다. 하이라이트 색상 선택은 사전에 선택해
야 표시 될 수 있음. 

중심선 색상 

- 중심선을 만들 때 색상을 설정.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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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설정 > 배경 

 - 뷰어 작업영역에 대한 배경색 설정을 지원. 

2.7 배경 / 라이선스 & 언어 

설정 > 라이선스 & 언어 

 - Floating License 사용 시 라이선스 반환 시간 설정을 지원. 

- 다양한 소프트웨어 언어를 지원. 

4 

5 

2 

1 

배경색 1 

그라데이션 

-작업영역 배경에 대해 서로 다른 색 그라
데이션 패턴을 설정. : 단일 색상, 수평, 수
평 반전, 수직, 수직 반전, 중심 및 중심 반
전 등 

-색상 팔레트에서 그라데이션에 적용할 
첫 번째 배경색을 선택하십시오. 

3 배경색 2 

-색상 팔레트에서 그라데이션에 적용할 
두 번째 배경색을 선택하십시오 

4 라이선스 반환 

-라이선스 반환 시간을 약 10, 30분, 1시간 
또는 무한으로 설정. 
-License Server를 통해 인증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설정 후 설정된 시간 동안 활동이 없을 경
우 라이선스를 반환합니다 

언어 

-사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향
후 버전에서는 더 많은 언어가 구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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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Graphical Mode  

ACIS  Mode  

1 

2 

4 

6 

3 

5 

설정 > 로드 옵션 

  

- 그래픽 모드와 ACIS(B-rep) 모드에서 구성된 로드 옵션 
- 그래픽 모드 : 3D-CAD 파일에 포함된 그래픽 시각화 데이터 열기. 
- ACIS 모드 : 3D-CAD 파일에서 BREP-데이터 열기 / CAD 파일 변환을 지원. 
- CAD 형식 별 로드 옵션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2.8 로드 옵션 

2 

1 Undo/Redo Buffer Size 

Hidden Entity 

-숨겨진 형상이 포함된 3D CAD 파일
을 열거나 로드. 

-명령 실행 취소/복구 상태에서 저장소 크
기를 설정. 

3 

Tessellation Quality 

-4가지 옵션의 3D모델 품질 시각화Coarse, 

Normal, Better and Best. 

4 Suppressed Entity 

-억제된 Entity가 포함된 3D CAD 파일을 
열거나 로드. 

UDA (User Defined Attribute) 

-속성을 포함하는 3D CAD 파일을 열거
나 로드 합니다. 사용자는 현재 모델을 
보고 속성을 추가할 수 있음. 

5 

[Normal] [Better] [Best] 

Sheet Body  

포함상태 

Sheet Body  

불 포함 상태 

Sheet Body 

-IGES 파일에서 시트 바디가 있는 3D CAD 
파일을 열거나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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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9 

Mass :: OFF 

3722,5020 mm3 

Geometry Untrim 발생 경우   

파팅 라인 

10 

설정 > 로드 옵션 > ACIS Mode 

  

- 다른 옵션과 함께 BREP(경계 표현) 데이터를 열기. 

2.8 로드 옵션 

8 

7 

Healing 

Mass Property 

-기본 파일에 의해 사전 정의된 질량 값
이 포함된 3D CAD 파일을 열거나 로드. 

-3D CAD 파일을 로드 할 때 3D CAD 지오
메트리 데이터의 위상 오류를 수정. 

9 Free Curve & Free Point 

-곡선 지오메트리 및 기준 축 선을 포함하
고 표시하는 3D CAD 파일을 열거나 로드. 

10 Disassemble Body & PMI 

- 분해할 구성 요소가 포함된 3D CAD 파일
을 열거나 로드. 
-제품 제조 정보(PMI)가 들어 있는 3D CAD 
파일을 열거나 로드. 

[Healing Off] [Healing On] 

8 

9 

[Free Curve & 

Point Off] 

[Free Curve & 

Point On] 

Mass :: ON 

3724,4148 mm3 

10 

샘플  파일 

3722,4916 m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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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3. 홈 > 프로젝트 

3D FastView 

3. 홈 

[모델 열기 상태] 

프로젝트 

 모델 추가: 모델을 현재 작업 파일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3D CAD 파일 형식은 2D CAD 파
일을 제외하고 3DFastView로 추가할 수 있음 

[모델 추가 상태] 



3. 홈 > 프로젝트 

리뷰 파일 열기 

-“사용자 뷰”,“측정”,”노트”기능 등을 사용하여 생성/저장된 리뷰에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기.(*.cvr) 

-리뷰 정보를 사용할 경우 리뷰 정보 생성시 사용된 모델을 사전에 반드

시 오픈 해야 함. 

리뷰 정보 저장 

-“사용자 뷰”,“측정”,”노트”기능 등을 사용하여 생성/저장된 리뷰 정보

( *.cvr) 를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 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리뷰 파일 생성 시, 오픈 된 모델이름과 동일하게 생성을 하면 관리가 용

이함. 

① ② ③ ④ ⑤ ⑥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정보 창 

1) ＂리뷰", "사용자 뷰", ＂단면", "모델 트리", ＂탐색기", ＂레이어", ＂속성" 등 7종류의 정보 창을 지원. 
2) 각 정보 창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화면상의 원하는 위치에 고정 및 잠금 해제가 가능. 

3. 홈 > 프로젝트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리뷰 목록 

1) 별도의 탭으로 노트, 측정, 축 좌표, 그룹정보의 탭을 관리. 
2) 측정, 노트, 축 좌표 또는 그룹 정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의 옵션 수정, 표시, 숨기기, 제거. 

[리뷰 창] [노트  탭] [측정 탭] 

[축좌표 탭] [그룹 탭] 

[구분 탭] 

[팝업 메뉴] 

3. 홈 > 프로젝트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사용자 뷰 

-촬영된 모든 스크린 샷을 관리. 
 

-동적 애니메이션 작업 시 장면 키로 
사용. 

            단면  

-CAD 모델에 대해 수행된 모든 섹션 
유형을 관리. 

(표시, 숨기기, 이름 변경, 삭제) 

          탐색기 

-로컬 PC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빠
른 실행 및 검색. 

레이어 

-선택한 부분의 층 생성, 표시, 숨기
기 
 

-0~255, NX와 동일한 수의 레이어
를 지원. 

3. 홈 > 프로젝트 

3D FastView 

3. 홈 



※ 소재 비중  값 표준 DB 지원  

 

1) 소재 편집기 활용 ,추가. 

2) 수정 및 삭제 가능. 

※ 소재 편집기 

※ 소재 비중 값 표준 DB  

① ② ③ ④ ⑤ ⑥ 

속성 창 

1) 선택한 모델의 속성 정보를 참조.  

2) 기본 소재 값을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등록하여 사용. 

3. 홈 > 프로젝트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모델 트리 창 

- 점 및 선과 같은 비고체 지오메트리가 
포함된 계층 트리 의 모델 부품 또는 구
성요소 목록을 표시. 

-마우스를 모델 트리 형상에 이동 후 약 1초 정도 지나면 해당 부품을 미리 볼 수 있음. 

-팝업 메뉴의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부품의 이미지를 새 창으로 보여줌. 

[모델 트리 에서 미리 보기] 

[더블 클릭] 

3. 홈 > 프로젝트 

3D FastView 

3. 홈 



1) 선택 상자 2) 선택 반전 

1 

2 

1 

2 

[왼쪽  선택 오른쪽  드래그] 

[오른쪽 선택 왼쪽 드래그] 

선택 반전 

3. 홈> 개체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개체 선택 

1) 선택상자: 두 점의 영역 안에 있는 파트 전부 선택 (Shift+영역지정) 

2) 모두선택: 화면상의 모든 파트 선택(Ctrl + A) 

3) 선택취소: 선택된 파트 취소(ESC) 

4) 선택반전: 선택된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파트를 선택  

5) 다중 선택 및 해제 : Ctrl + 파트 선택 

선택 영역에 포함된 부품이 
선택됩니다. 

선택 영역에 걸쳐 있는 모든 

부품이 선택됩니다. 

선택 상자 1 

선택 상자 2 

3D FastView 

3. 홈 



1) 원본 모델 2) 선택 숨기기 3) 선택 개체만 보이기 

  보기 모드 전환 

또는   

Ctrl & Shift + ‘B’  

3. 홈 > 보이기/숨기기 

① ② ③ ④ ⑤ ⑥ 

보이기/ 숨기기 

1) 선택숨기기: 선택된 파트 화면 숨기기 [단축키 : ~] 

2) 선택개체만 보이기: 선택한 파트만 화면 보이기. 

3) 모두 보이기: 모델 트리에 있는 모든 파트 화면에 보이기. 

4) 모두 숨기기: 모델 트리에 있는 모든 파트 화면에 숨기기. 

5) 보기 모드 전환: [CTRL + Shift + B]를 눌러 모델 트리 와 
화면에서 선택된 부품과 선택되지 않은 부품을 표시하거나 
숨김.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3. 홈 >검색 

검색 

1) 빠른 검색 [CTRL + F]: 어셈블리 부품 내에서 파일 이름 및 
속성 값을 검색. 
 

2) 결과 리스트를 선택 시, 해당 파트로 바로 가기 기능을 제공. 

(개체로 비행). 

 

3) 옵션: 

       -대/소문자 구분, 

       -속성값, 

       -범위: 선택된 개체 이하 / 어셈블리 단위. 

 

4) “이전 찾기/다음 찾기” 버튼을 선택 : 해당 파트로 이동. 

 

5) “모두 찾기” 버튼을 선택 : 리스트의 모든 파트를 선택.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3. 홈 > 이미지 저장 

이미지 저장 

1) 클립보드로 복사: 화면에 보이는 전체 모델을 클립보드
로 복사하여 활용 할 수 있음. 

 

2) 파일로 저장: 화면에 보이는 전체 모델을 이미지로 저장
하여 활용할 수 있음.(*.bmp, *.jpg). 

 

3) 배경색 없음: “클립보드로 복사, 파일로 저장” 시에 이미
지의 배경색 지정 여부를 설정할 수 있음. 

 

4) 이미지 사이즈 설정: 

       -현재 화면, 사용자 정의 크기, 640x480 등. 

       -폭/높이 설정. 

 

5) 영역 캡처: 사용자 선택 영역을 클립보드로 복사. 

6) 영역 출력: 사용자 선택 영역을 바로 인쇄.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3. 홈 > 뷰 표시 

축 및 보기 도구 모음 

1) 축: 화면 영역의 왼쪽 아래에 있는 축 아이콘을 숨기거
나 표시할지 선택. 
 

2) 보기 도구 모음: 보기 도구 모음을 표시할지 또는 숨길
지 선택. 보기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상단, 오른
쪽, 뒤로, 하단, 전면, 왼쪽 및 등 축과 같은 보기를 변경할 
수 있음. 

3D FastView 

3. 홈 



① ② ③ ④ ⑤ ⑥ 

1) 초기 위치로 2) 개체로 중심이동 

※ 형상 더블 클릭 시, 동일 명령을 수행합니다. 

⑦ 

4 보기 > 기본 

3D FastView 

4. 보기 

1) 초기 위치로: 모델을 초기 오픈 상태로 전환. 

 

2) 화면 맞춤 [S] : 화면 상에 전체 모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에 맞춤. 

3) 개체로 중심이동: 선택된 모델을 중심으로 전체 화면 중심을 이동. 

 

4) 개체로 비행 [F]: 선택된 모델을 확대하여 보기. 

기본  

3) 개체로 비행 



A) Pan 모드 B) Rotate 모드 C) Orbit 모드 

[상하, 좌우 이동]  [피벗 중심 회전] [좌표계 영점 중심 궤도 회전] 

□ 피벗 설정 

    1) 마우스 왼쪽 버튼 1초간 모델의 특정 지점을 클릭하여 피벗 점으로 이동합니다.  
   2) 피벗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델에서 직접 피벗 점을 선택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기본 탐색 

1) Pan (F1): 화면상의 모델을 상/하/좌/우로 이동. 

 

2) Rotate (F2): 마우스 중간(휠)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Pan 모
드”에서처럼 상/하/좌/우로 이동. 

3) Orbit (F3): 모델의 좌표계 영점 중심으로 궤도 회전. 

기본 탐색 

3D FastView 

4. 보기 



A) 피벗 이동 B) 평형 모드 C) 원근 모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 기본 탐색 

1) 피벗 이동: 

   -피벗이 설정될 위치를 지정. 

   -”정점을 선택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며, 피벗으로 설정할 지점을 선 

     택하면 피벗이 이동. 

2) 원근/평형:  모델의 원근감을 조정. (기본값 : 평형) 

기본 탐색 

3D FastView 

4.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 확대/축소 

1) 박스 줌 (Z): 확대할 모델의 특정 영역을 선택. 2) 확대/축소:  화면의 모델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표시. 

확대/축소 

3D FastView 

4. 보기 



A) +X B) +Y 

C) +Z D) +ISO 

E) 법선 뷰 

법선 뷰: 

화면에서 선택한 면이 정
면으로 보이게 함  

F) 모서리 뷰 

모서리 뷰: 

화면에서 선택한 모서리가 

정면으로 보이게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 뷰 방향 

1) +-X/Y/Z/ISO: 카메라 위치를 원하는 축 방향으로 조정하여 모델   
뷰를 변경. 초기 모델을 열 때 "ISO"로 카메라 위치를 고정. 

2) 법선 뷰: 선택한 면이 정면으로 향하도록 뷰를 변경. 

3) 모서리 뷰: 선택한 모서리 기준, 정면으로 향하도록 뷰를 변경. 

뷰 방향 

3D FastView 

4.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뷰 방향 

뷰 정렬: 가장 가까운 기본 축 방향을 보려면 “뷰 정렬”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F8키를 누르십시오. 

뷰 방향 

3D FastView 

4.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축회전 

1) 모델을 선택한 축 기준, +/- 방향으로 회전. 

2) 화살표 키보드를 이용한 회전 기능을 지원. (옵션>뷰 설정 – 화면기준 회전각의 값 설정 가능)  

축 회전 

3D FastView 

4. 보기 



A) 와이어 다각형 B) 거친 음영 C) 부드러운  음영 

D) 모서리 표시 E) 모서리표시 음영 (default) G) 은선 점선 F) 은선 제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 스타일 

현재 작업 공간에서 3D 솔리드 및 표면의 가장자리, 음영, 배경 및 그림자를 제어하는 7가지 시각적 스타일을 지원. 

스타일 

3D FastView 

4. 보기 



A) Phong Shading Mode B) 그림자 효과 

C) 면 반사 효과 D) 음영 효과 E) 환경 조명 효과 G) 렌더링 설정 적용 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스타일 

1) PhongShading: 각 픽셀의 색상과 조명을 기준으로 음영 면을 
계산. 
2) 그림자: 현재 모델에서 그림자효과를  적용. 

3) 면 반사 효과: 현재 화면에서 면 반사를 반영. 

4) 음영효과: 부드러운 음영효과를 사용하여 모델을 표시. 

5) 환경조명 효과: 환경 조명이 있는 모델을 표시. 

6) 렌더링 설정: 그림자 및 반사 색상 옵션을 설정. 반사 강도와 반사 색상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스타일 

3D FastView 

4.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뷰> 옵션 

옵션 

뷰 설정 

뷰와 관련된 옵션을 설정. 

1) 자동 애니메이션: 모델 회전/이동 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 

2) 자동 화면 맞춤: 뷰어 화면상의 모델 추가, 삭제, 변경 시 최적의 

화면으로 자동맞춤.  

3) 연속 회전 모드: 마우스 컨트롤에 의해 이동 거리에  따른 자유

연속회전 모드 

4) 확대/축소 스케일: 확대/축소 스케일을 설정 

5) 화면 기준 회전각: “축 회전“ 시에  회전되는 각도를 설정 

3D FastView 

4. 보기 



점, 선, 모서리, 면, 솔리드, 축 선택 시, 각 엔티티 선택을 위한 필터를 지원. 

① ② 

5. 선택> 선택  필터 

3D FastView 

5. 선택 

선택 필터 

[점] 

[선] 

[솔리드] 

[면] 



1. Ctrl 키 + 모서리 

2. 마우스를 선택한 

가장자리에 수직인 
가장자리로 이동합
니다. 

3. 수직점 

1. Ctrl Key + 모서리 

2. 선택한 가장자리와 사각형인 가장자
리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3. 사각중심점 

1. Ctrl 키 + 모서리 

2. 선택한 모서리에 수직인 가장자
리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3. 교차점 

① ② 

5. 선택 > 개체 스냅 

개체 스냅 

기본 Osnap 지원 

객체를 구성하는 점 중 특성이 있는 점을 선택
하는 데 사용되는 점, 원, 사분 원, 선, 중심/표면 
점, 중심 원, 근점 및 축과 같은 기본 Osnap 명
령을 지원함. 
 

수직 점: 측정하는 동안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수직 점으로 이동
함.  

사각중심점 

측정하는 동안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를 선택하고 선택한 모서리와 사각형인 코너로 
마우스를 이동함. 

교차점 

측정하는 동안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장자
리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모서리로 이동하여 

교차점을 측정함. 

3D FastView 

5. 선택 



① ② 

5. 선택> 개체 스냅 

절대 좌표 값: 측정 중 사용자가 직접 좌표 값을 입력. 상대 좌표 값: 측정 중 Control Key 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선택 후 실
행 하여 상대좌표 값을 입력.  

개체 스냅 

3D FastView 

5. 선택 



① ② ③ ④ ⑤ 

1) 면 숨기기 2) 동일 색상 면 선택 

1) 면 선택 

2) 동일 색상 아이콘 선택 
동일 색상 일괄 선택 

선택 필터 중 “면” 으로 원하는 위치의 면
을 선택합니다. 

6. 조작 > 면선택 

3D FastView 

6. 조작 

1) 면 숨기기: 모델의 선택한 면만 숨김. (명령 활성화 : 선택 필터 – ‘면’ 선택] 

2) 동일 색상 면 선택: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한 면과 동일한 색상의 면 배치를 선택. 
3) 모두 초기화: 모델의 모든 숨겨진 표면은 초기 표시 상태로 복원. 

면 선택 

⑥ 



2) 투명도 

① ② ③ ④ ⑤ 

6. 조작 > 개체 색상/투명 

1)  색상 (N): 선택한 부품, 구성 요소 또는 전체 모델의 색상을 변경. 
2) 투명도 (M): 선택한 부품 또는 부품의 투명도를 조정. (범위 = 0% -> 100% 
3)  플라스틱 모드: 화면상의 전체 모델에 대한 색상/투명도를 (색상:흰색,투명도:50%)  일괄 적용. 

4)  투명도 On/off: 모델에 적용된 투명 모드를 켜기/끄기. 

개체 색상 / 투명 

1) 색상 3) 플라스틱 모드 4) 투명도 켜기 

⑥ 

3D FastView 

6. 조작 



1) 색상 선택 2) 색상 적용 

① ② ③ ④ ⑤ 

6. 조작 > 개체 색상/투명 

1) 색상 선택: 모델 형상의 색을 선택. (면 색상 Copy) 

2) 색상 적용: 다른 부품 또는 구성 요소에 적용할 이전에 선택한 색상을 복제. 

3) 선택초기화(Ctrl+B): 선택한 모델의 원래 색상으로 복원. 
4) 모두초기화: 전체 모델의 원래 색상으로 복원.. 

개체 색상 / 투명 

⑥ 

3D FastView 

6. 조작 



1) 핸들 2-3) 회전/이동 

① ② ③ ④ ⑤ 

1) 핸들 [CTRL+H]: 뷰어에 있는 조작기를 사용하여 선택된 파트를 X/Y/Z축 기준으로 이동 및 회전. 

2) 회전 [CTRL+R]: 선택된 파트를 X/Y/Z축 기준으로 회전 – 복사 기능 제공. 

3) 이동 [CTRL+M]: 선택된 파트를 X/Y/Z축 기준으로 이동 – 복사 기능 제공. 

4) 대칭((축/면): 축/면 기준 형상 대칭. 

개체 회전/이동 

4) 대칭 

⑥ 

6. 조작 > 개체 회전/이동 

3D FastView 

6. 조작 



1) 원점 이동 

① ② ③ ④ ⑤ 

6. 조작 > 개체 회전/이동 

1) 원점 이동: 두 축 참조로 부품 또는 구성 요소를 이동. 
2) 점 선택 이동: 부품 또는 구성 요소를 스냅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 
3) 면 접촉 이동: 선택한 대상 표면에서 부품 또는 구성 요소를 정렬. 
4) 선택/전체 초기화: 선택한 부품 또는 전체 모델을 원래 표시 상태로 복원. 

개체 회전/이동 

A. 조작> 축 관리> 스냅으로 생성 버
튼에서 스냅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상대 좌표축을 생성 한 다음 모델에서 
스냅 점을 선택합니다. 

B. 파트를 선택한 다음 “원점 이
동"아이콘을 클릭하고 첫 번째 
및 최종 축 참조 점을 선택하십
시오. 

C. 선택된 최종 축 참조에 따라 선택된 부
분이 이동합니다. 생성 된 축 참조는 이동 
된 부품 축 이동 후에도 계속 표시됩니다. 

2) 점 선택 이동 

3) 면 접촉 이동 

⑥ 

3D FastView 

6. 조작 



1. 축 생성 

X 및 Y 축 방향을 설정합니다 (ISO 기준). 

ISO뷰  확인 버튼 : 지정된 값을 기준으로 좌표축을 생성합니다. 

1 

개체 스냅 버튼 : 모델의 객체 점에 축을 만듭니다. 

① ② ③ ④ ⑤ 

6. 조작 > 축 관리 

1) 기준 축 생성: 축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절대 좌표를 작성하거나 osnap을 사용하여 상대 좌표축을 작성. 

축 관리 

X / YZ 값을 입력하십시오 (0,0,0 입력 시 절
대 좌표에 축 생성). 

좌표축의 예는 기본적으로 0,0,0 값을 생성
했습니다. 

예는 개체 스냅 포인트로 작성된 좌표축. 

⑥ 

3D FastView 

6. 조작 



2) 3점 축 생성의 예 3) 2점 축 생성의 예 4) 2 Edges 축 생성의 예  

2 

3 

4 

① ② ③ ④ ⑤ 

6. 조작 > 축 관리 

2) 3점 축 생성: 모델의 세 점을 지정하여 축을 만듦.  
3) 2점 축 생성: 모델의 두 점과 모서리를 지정하여 축을 만듦.  
4) 2 Edges 축 생성: 모델의 두 모서리를 선택하여 축을 만듦. 

축 관리 

⑥ 

3D FastView 

6. 조작 



① ② ③ ④ ⑤ 

6. 조작 > 축 관리 

축 이동(중심): Mo선택된 축을 선택된 파트 또는 면의 중심으로 이동. 

 A) 파트선택: 선택된 파트의 무게중심으로 축 이동 
 B) 면 선택: 선택된 면의 바운드박스 중심으로 축 이동. 

축 관리 

축 수정: 축 위치 수정: 선택한 축의 위치를 등 간격 이동, 직접 이

동  & Osnap 활용 이동 

중심 솔리드 및 표면 이동 

최소한 참조 축을 생성해야 합니다 (참조 축 생성에 대해서는 이전 페이지 참조). 그런 다음 
＂솔리드"개체 스냅이 활성화 된 경우 참조 축을 모델의 무게 중심으로 이동하거나 "표면"
개체 스냅이 활성화 된 경우 선택한 표면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축 위 치 수정 

A)  등 간격 이동 : 구간 기준 값을 입력합니다. 
B)  직접 이동 : X / Y / Z 값을 입력하십시오. 
C)  개체 스냅으로 이동 : 먼저 부품을 선택한 다음 객체 스냅 점을 선택합니다. 

⑥ 

3D FastView 

6. 조작 



① ② ③ ⑤ 

6. 조작 > 축 관리 

모서리 옵션으로 축 방향 수정 

A) "가장자리"옵션을 선택한 다음 단일 축 옵션 (X / Y / Z) 또는 모든 축 베이스 조합을            
선택 하십시오.. 
B) “선택”버튼을 클릭하고 모델에서 모서리를 선택하십시오. 
C)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축 기준 변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정점 옵션으로 축 방향 편집 

A) “2 Vertex”옵션을 선택한 다음 단축 옵션 (X / Y / Z) 또는 축 기본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B) “선택”버튼을 클릭하고 모델에서 두 정점을 선택하십시오. 
C)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정점에 따른 축 기준 변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⑥ ④ 

3D FastView 

6.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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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작 > 축 관리 

축 회전 각도 편집 

A) 회전 탭에서 회전 각도 값을 변경하거나 입력하십시오. 
B) 각 축에 양수 또는 음수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C)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축 회전 효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⑥ ④ 

3D FastView 

6.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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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작 > 축 관리 

축 직선으로 변환: 참조 축을 선으로 
변환. 모델 트리 창에 선이 독립된 
비 고체 형상으로 작성. 
 

A) 참조 축을 변환하려면 참조 축을 
작성. 
B) 리본에서 "선으로 변환"아이콘
을 클릭 한 다음 참조 축 기준점을 
선택하십시오. 
 

축 보이기/숨기기: 

A) 축 보이기: 모델에 생성된 모든 축

을 화면에 보이기 

B)  축 숨기기: 모델에 생성된 모든 

축을 화면에서 숨기기 

축 관리 

⑥ 

3D FastView 

6. 조작 



교차선 

연장점 

교차점 

1) 교차점/ 2) 교차선 / 3) 연장 점 4. 곡선 분할 5. 중심선 

① ② ③ ④ ⑤ 

6. 조작> 점, 선 

1) 교차점: 두 모서리를 선택하여 교차하는 점을 생성 

2) 교차선: 두 면을 선택하여 교차하는 선을 생성 

3) 연장 점: 선택 모서리를 따라 특정 값 만큼 떨어진 거리에 연장 점 

생성 

점, 선 

4) 곡선 분할: 수량 및 길이 값을 입력하여 모서리상에 분할 포

인트 생성 

5) 중심선: 점과 점의 중심, 모서리와 모서리의 중심.  

⑥ 

A. 숫자로 나누기 B. 길이로 나누기 

A. 점과 점 중심선 

B. 모서리와 모서리 중심선 

3D FastView 

6.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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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작 > 그룹 

그룹 생성: 모델의 단일 또는 여러 선택된 부분에 대한 그룹을 작성. ＂리뷰목록"창에서 
생성 된 그룹이 포함 된 폴더를 생성하고 구성 할 수 있음.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하면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미리 보기, 업데이트, 표시, 숨기기, 선택되지 않은 

숨기기, 제거 및 이름 변경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 

그룹 
생성: 선택한 그룹을 작은 창에서 
미리 봄. 
업데이트: 추가되거나 제거 된 부
품에 대한 그룹을 업데이트. 
표시/숨기기: 화면에서 선택한 그
룹을 표시하거나 숨김. 
선택되지 않은 부분 숨기기: 선택
되지 않은 모든 부분을 숨김. 
제거: 선택한 그룹 제거. 

이름 변경: 그룹 이름 변경. 

 

폴더 만들기: 그룹 목록에 폴더와 
하위 폴더를 만듦 
그룹 생성: 그룹 목록 또는 폴더 
내에서 선택한 부품의 그룹을 생
성. 
제거: 선택한 폴더 또는 하위 폴더
를 제거. 
이름 변경: 폴더 또는 하위 폴더 
이름을 변경. 

3D FastView 

6.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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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형 기호를 사용하고 표시 할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B) 심벌 자동 증가 

A) 개체 선택 

C) 특수 기호 선택 

7. 노트 > 노트 

3D FastView 

7. 노트 

1) 표면 노트: 화면에 고정된 위치에 노트 생성 

A)”모델선택”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개체 이름을 표기, “확인” 선택하면  “사용자 정의 노트”를 표기 

B)”원형심벌사용” 및 “심벌자동증가”를 사용하여 심벌을 표기 (심벌자동증가: “123,abc,ABC,가나다,ㄱ

ㄴㄷ”만 가능) 

C) 특수 기호 선택 / 삽입 

2) 2D 노트: 지정된 모델을 화면 포인트를 기준으로 2D 노트 생성 

3) 3D 노트: 화면 공간상에 노트 생성 – 뷰어 카메라 위치에 따라 이동. 

노트 



A) 배경색 없음 

B) 지시선 중
앙 연결 

C) 심볼 설정 

① ② ③ ④ 

7. 노트 > 노트 

1) 노트 연속생성: 체크를 하면 “표면노트“, “2D 노트“, “3D 노트＂를 연속하여 생성. 

2) 노트설정: 노트, 지시선, 심벌에 대한 배경,글꼴 색상 및 크기 변경 설정. 
 A)노트 설정: 배경색 없음: 생성된 노트 사각 박스의 배경색 삭제. 
 B)지시선 설정: 지시선 중앙연결: 지시 선을 노트 사각 박스의 중앙에 연결을 함 
 C) 심벌 설정: 심벌의 위치 및 배경색 & 글자크기 등 설정 
Tips: “Shift”를 선택하여 화면에 위치할 때 축을 기준으로 지시 선을 정렬 할 수 있음 

노트 

3D FastView 

7.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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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트> 그리기 

1) 그리기: 이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2D 그리기  도구  선택 가능. 

2) 선택 삭제: 선택한 2D 객체를 삭제. 

3) 종료: 그리기 명령  완료. 

4) 글자: 2D 개체의 글자 삽입.  

5) 직선: 2D 개체의  직선을 생성. 

그리기 

6) 화살표: 2D 개체의 화살표 생성. 

7) 원: 2D 개체의 원 생성.  

8) 사각형:.2D 개체의 사각형 생성. 

9) 프리 커브: 2D  개체의 곡선 생성. 

10) 구름: 2D 개체의 구름선 생성. 

 
팁 :-개체를 그린 후에는 ＂종료“ 버튼을 눌러 
명령을 정상 상태로 종료하십시오. 
 
 -표시한 개체들은 모델을 이동하거나 회전하면 
작업 영역에서 사라짐. 
 
-작업 영역에 적용된 개체를 저장하려면“Q”키를 
눌러 사용자 뷰 창에서 보고 액세스 할 수 있는 
스냅샷 을 만듦. 
 
-현재 파일로 저장하거나 나중에 공유하기 위해 
이미지로 저장하여 내용을 저장하고 공유 할 수 
있음. 
 
 -검토 창에서 그리기 항목을 기록 할 수 없음. 

3D FastView 

7. 노트 



팝업 메뉴 

A. 폴더 생성 
 

B. 폴더 명 변경 

 

C. 필터링 대상 노트 Drag & Drop 

1) Drag 

2) Drop 

① ② ③ ④ 

7. 노트 > 삭제 

1) 선택 삭제: 

 

선택한 노트를 삭제. 

 

2) 모두 삭제: 

 

모든 노트를 삭제. 

 

팁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
를 표시하고“삭제”옵션을 선
택하여 작업 영역 또는 메모 
목록에서 선택한 메모를 삭

제할 수 있음. 

삭제 

3D FastView 

7. 노트 



1) 모두 보이기 

선택 보이기
(숨기기) 

모두  

숨기기 

2) 모두 숨기기 

7. 노트> 노트보기 

1) 모두 보이기: 모든 노트를 화면에 보이기. 

2) 모두 숨기기: 모든 노트를 화면에 숨기기. 

노트보기 

팁 : 
-상황에 맞는 메뉴로 메모를 숨기거나 메모 목록에서 메모를 선택 취소 할 수 
있음. 
-메모 목록에서 확인하여 메모를 표시 할 수 있음. 

[모두 보이기]  

② ③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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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 리뷰 창 > 측정 탭 내에 측정 정보를 기
록하려면 ＂리뷰 등록" 아이콘을 선택해야 함. 

TIP 

TIP 

8. 측정 > 단일 측정 

1) 좌표: 절대좌표 기준, 형상의 좌표를 측정. 

2) 길이: 형상의 길이를 측정. 

3) 법선 각도: 절대좌표축 기준, 형상 면의 법선 각도 측정. 

단일 측정 

2. 길이  

3. 법선 각
도 

1. 좌표  

치수 정보  

리뷰저장 

3D FastView 

8. 측정 



1 ~ 3) 반경, 직경 & 3점 반경 4) 홀 좌표 

A) 형상의 면 선택 

B) 홀 좌표 클릭 

홀 반경 측정 범위 지정 

⑥ 옵션 > 설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측정 > 홀 측정 

1) 반경: 선택한 홀의 반경 측정. 

2) 직경: 선택한 홀의 직경 측정. 

홀 측정 

3) 홀 좌표: 선택한 면 (또는 Solid 형상)에 있는 모든 홀의 좌표를 측정. 

4) 3점 반경: 자유 곡선 (면 , Spline)의 엣지 3점을 지정하여 반지름을 측정.  

2. 직경  

1. 반경  

3. 3점 반경  

3D FastView 

8. 측정 



4) 홀 좌표: 홀 좌표 편집기를 통하여 측정한 홀 좌표 값을 편집할 수 있음. 

A) 홀 좌표 목록 

＂홀 좌표"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홀 좌표 편집기"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B) 홀 좌표 편집기 

1) 행과 열은 삭제 가능 (출력 시, 불
필요 행과 열) 

2) 열 기준, Sort 가능 

 타이틀 제거 옵션 

 타이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측정 > 홀 좌표 

구멍 좌표 정보를 Excel, CSV 및 텍스트 파일 형식
으로 내보내고 가져옵니다.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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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롯 홀 6) 홀  깊이 6) 홀 깊이, 홀 단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측정 > 홀 측정 

5) 슬롯 홀: 홀과 홀의 중심거리 측정(선택한 홀의 포인트 좌표 정보 포함). 

6) 홀 깊이: 홀의 깊이 측정 

                   - 옵션 = 홀 단차 : 단차 형상이 포함된 홀의 단차를 포함하는 측정. 

홀 측정 

3D FastView 

8. 측정 



1 ~ 2) 거리 측정 & X /Y/Z 방향 

2.2) Y방향 측정 2.3) Z 방향 측정 2.1) X 방향 측정 1) 거리 측정 

3) 기준선 방향 

P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측정 > 거리 측정 

1) 거리 측정: 두 점(모서리)간의 거리를 측정. 

2) X/Y/Z 방향: 두 점간의 축 방향을 기준으로  한 거리 측정. 

3) 기준선 방향: 두 점간의 거리를 기준선 방향 기준으로 거리 측정. 

거리 측정 

P2 

기준선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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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단거리(모서리 vs 모서리) B) 최단거리 (면 vs 면) 

C) 최단거리 (파트 vs 파트) 

A) 최대거리(모서리 vs 모서리) 

 

B) 최대거리 (면 vs 면) 

 

C) 최대거리 (파트 vs 파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측정 > 거리 측정 

4) 최단거리: 선택한 두 모서리(면) 또는 파트(어셈블리)간의 최단 거리를 측정. 

5) 최대거리: 선택한 두 모서리(면) 또는 파트(어셈블리)간의 최대 거리를 측정. 

거리 측정 

최단거리 측정 방법 : 
 
A) 간선 거리를 측정하려면 “솔리드"스
냅을 활성화해야 함 
 
B) 얼굴 대 얼굴 거리를 측정하려면“평
면”개체 스냅을 활성화해야 함 
 
C) 부품 간 거리를 측정하려면 ＂솔리드
"개체 스냅을 활성화해야 함. 

최대 거리 측정 방법 : 
 
A) 모서리 vs 모서리 거리를 측정하려면 ＂솔
리드"스냅을 활성화해야 함. 
 
B) 면 vs 면 거리를 측정하려면“면”개체 스냅
을 활성화해야 함. 
 
C) 파트 vs 파트 거리를 측정하려면 ＂솔리드
"개체 스냅을 활성화해야 함.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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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행면거리 
7) 수직 최단거리 8) 수직 최대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평행면거리: 서로 평행인 두 면의 거리를 측정. 

7) 수직 최단거리: 선택 면 (평면 위의 임의 점)과 선택된 정점과의 수직 최단거리를 측정. 

                                - 선택 면 : 평면, 곡면상의 선택된 임의의 점의 Normal 방향 기준 수직 최단거리 측정 

8) 수직 최대거리: 선택 면 (평면 위의  임의 점)과 선택된 면의 만곡점 과의 수직 최대거리를 측정. 

거리 측정 

8. 측정 > 거리 측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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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점대여러점 

10) 연속거리 

11 ~ 12) 두께&핀(홀)거리 

11. 두께 

핀(홀)거리  

측정값 

12.2  평행인 면 선택 

12.1 선택한 핀(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점 대 여러 점: 기준점을 기준으로 동일평면상 선택하는 점의 연속 

거리 측정. 

10) 연속거리: 한 점을 기준으로 연속된 점간의 거리 측정. 

거리 측정 

11) Thickness두께: 선택한 파트의 표면 두께를 측정. 

12) 핀(홀)거리: 선택한 핀(홀)과 평행인 면과의 거리 측정. 

 

8. 측정 > 거리 측정 

3D FastView 

8. 측정 



13) 핀 최단거리 14) 핀 축 방향 최단거리 15) 원통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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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핀 최단거리: 핀(홀)과 핀(홀)의 중심점 기준 최단 거리. 

14) 핀 축 방향 최단거리: 핀(홀)과 핀(홀)의 중심선 기준 축 방향 거리(X,Y,Z 거리 값). 

15) 원통거리: 핀(홀)과 핀(홀)의 중심선 기준 거리. 

거리 측정 

8. 측정 > 거리 측정 

3D FastView 

8. 측정 



1) 3점 각도 2)직선-직선 각도 

3) 2평면 각도 

4) 핀 각도 

A) 핀 선택 

B) 기준면 선택 

각도 치수 선택 후 

“A” 

Tip) 각도 치수 선택 후 “A” 

각도 치수 방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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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정 > 각도 측정 

1) 3점 각도: 선택된 3점의 각도를 측정. 

2) 직선-직선각도: 선택된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 

각도 측정 

3) 2평면 각도: 선택된 두 면 사이의 각도를 측정. 

4) 핀 각도: 선택한 핀(원통)과 선택한 면과의 각도를 측정. 

3D FastView 

8. 측정 



5) XY/YZ/ZX 직선 각도 

선택 1 

선택 2 

투영라인 1 

투영 라인 2 

6) XY/YZ/ZX 평면각도 

XY 평면각도 

YZ 평면각도 

XZ 평면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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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정 > 각도 측정 

5) XY/YZ/ZX 직선각도: 선택한 선을 선택한 선의 XY(YZ/ZX) 평면상에 투영하여 직선 사이의 각도 측정. 

6) XY/YZ/ZX 평면각도: 선택된 면과 XY (YZ/ZX) 평면 사이의 각도. 

각도 측정 

3D FastView 

8. 측정 



7) X(Y/Z)축 구배 각도 

Z 축 각도 

X 축 각도 

Y 축 각도 

‘C’ 각 (360) 

‘B’ 각 (± 110) 
8) “B”/”C” 각도 

평면 BC 각 

엣지 BC각  

좌표 & 직경 값 포함 

원통 BC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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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Y/Z)축 구배 각도: 선택된 평면 지점과 X (Y/Z)축 과의 구배 각도 측정. 

8) BC 각도: 선택된 평면, 홀 엣지 & 원통 면에 대한 가공용 툴의 스핀들 회전각 (C각)과 공구 진입 각 (B각) 측정. 

각도 측정 

8. 측정 > 각도 측정 

3D FastView 

8. 측정 



1. A) 기준 좌표계  

기준 바운드 박스 

C) 선택 기준면 기준, 바운드 박스 

D) 형상 최소 바운드 박스 

 1. B) 사용자 선택 

좌표 기준 바운드 박스 

사용자 선택 좌표, 활성화 1 

2 

3 

1. 형상 선택> 2. 바운드 박스(면) 아이
콘> 3. 기준면 선택 

참조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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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정 > 속성 측정 

1) 바운드 박스: A) 선택한 형상에 대하여 기준 좌표계 기준 최적 외각 크기를 측정. 

B) 선택한 형상에 대하여 사용자선택 좌표계 기준 최적 외각 크기를 측정 

  - 사용자 좌표 활성화 후, 바운드 박스 측정을 하면 자동으로 사용자 좌표 기준 측정 

2) 바운드 박스(면): C)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바운드 박스 측정. 

D) 최소 바운드 박스: 선택한 개체의 최소 바운드 박스 측정. 

측정 옵션> 측정 설정> 최소 바운드 박스 사용 - On 

속성 측정 

3D FastView 

8. 측정 



3) 면적 4) 면 면적 5 ~ 7) 체적/무게, 무게 중심 & 면 부피 

무게 중심 

체적/무게 

면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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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 선택한 점들의 면적을 측정. 

4) 면 면적: 선택한 면 (또는 면 들)의 면적을 측정. 

5) 체적/무게: 선택한 형상의 체적과 면적&무게 측정. 

속성 측정 

6) 무게 중심: 선택한 형상의 무게 중심 좌표 측정. 

7) 면 부피 : surface 인 경우 두께 입력 후 면적에 두께를 곱해 계산된 부피 측정. 

Tip: 

“면적”측정을 수행하려면 “솔리드”옵션 

개체 스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Tip: 

“면 면적”측정을 수행하려면 “면” 옵션 개체 

스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면 부피 방정식은 선택된 표면에 의한 두께 값 시간 

8. 측정 > 속성 측정 

3D FastView 

8.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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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 측정: 체크 후 측정을 하면 동일한 측정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2) 리뷰 등록:.화면에 측정된 다양한 정보를 생성함. 

3) 측정 설정: 측정과 관련된 옵션 설정. 

측정 옵션 

설정 대화 상자 

 

A) 측정 설정. 

   □ Prefix  /  DX, DY, DZ : 측정 결과에 표시 여부 설정 

   □ 연속 거리 표시:”연속거리”측정 결과, 연속된 거리 화면 표시 여부 설정. 

   □ 배경색 없음: 측정 결과 박스에 대한 배경색 없음 설정. 

    - 소수점 이하 자릿수: 측정 결과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설정. 

    - 단위: 거리 단위 (mm, cm, m, inch, feet)  - 질량 단위: 무게 단위(g, kg)로 설정. 

    - 글꼴 색, 배경색, 글자크기: 측정 결과 박스에 표시되는 텍스트에 대한 설정. 

    - 측정 홀 반지름: 홀 좌표를 측정할 때 측정 시에 포함되는 반지름 설정. 

   □ 최소 바운드박스 사용: 바운드 박스 측정 시에 “최소 바운드박스”를 측정. 

B) 지시선 설정 

    - 치수 지시선 설정: 치수 지시선의 색, 두께 및 화살표 색 및 크기 설정. 

C) 좌표 표시 

    - 좌표 표시: 치수 측정 시, 표현하고자 하는 치수의 축 선택. 

8. 측정 > 측정 옵션 

3D FastView 

8.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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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삭제: 선택된 측정 정보를 삭제함. 

2) 모두 삭제: 모든 측정 정보를 삭제함. 

3) 모두 보이기: 모든 측정 정보를 화면에 표시함. 

4) 모두 숨기기: 모든 측정 정보를 화면에서 숨김. 

삭제 & 측정 보기 

1 & 3) 선택 삭제 & 모두 보이기 2 & 4) 모두 삭제 & 모두 숨기기 

1 

2 

3 

4 

8. 측정 > 삭제 & 측정 보기 

3D FastView 

8.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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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정 > 도구 

 좌표 저장: 좌표, 원 중심 &BC 각도에 대하여 저장 형식별 출력 가능. 

도구 

3D FastView 

8.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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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단면 (X, Y, Z 임의의 단면) 

 

2) 단면 상자 (아웃박스 직육면체) 3)  인박스 단면 (인박스 직육면체) 

Tip 

-단면 평면 경계의 노란색 직사각형 그립을 사용하여 평면
을 회전 할 수 있습니다. 

-평면 중앙의 녹색 직사각형 그립을 사용하여 평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⑨ 

1 

2 

3 

9. 단면 > 단면 생성 

1) 기본 단면: X, Y, Z 축에 의한 하나의 단면을 기준으로 단면 생성. 

2) 단면 상자: 해당 모델의 X, Y, Z 축의 복수의 BOX 형식의 단면 생성. 

3) 인박스 단면: 해당 모델의 X, Y, Z 축의 복수의 In-Box형식의 단면 생성. 

단면 생성 

“기본 단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단면 평면 생성 

“단면 보기”를 활성화하여 단면을 표시합니다. 

 정렬 평면에 대해 “x축 또는 Y축, Z축”을 선택하십시오, 

1 

2 

3 

Tip 

- ＂단면 상자“ 또는 ＂인박스 단면"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박스 평면의 각 면에 있는 녹색 직사각형 그립을 사용하여 평면 단면 
위치를 이동하여 사용자 정의 단면 컷 시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3D FastView 

9. 단면 



4) 연속 단면 생성 5) 선택 단면 6) 선택 단면 상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단면 > 단면 생성 

4) 연속 단면 생성: 형상을 균등 분할하여 연속적 단면 생성. 

- 양 끝 생성: 형상의 최 외각 면 끝 부분에 단면 생성. 

5) 선택 단면: 선택한 형상에 대해서만 단면 적용. 

6) 선택 단면 상자: 선택한 형상을 포함하여 단면 상자 적용. 

단면 생성 

3D FastView 

9. 단면 



1~3) X(Y/Z) 축 

5) 화면 수직 

4) 화면 수평 6) 화면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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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 > 정렬 - 기본 

1) X-축: 생성된 기본 단면을 X-축으로 정렬. 

2) Y-축: 생성된 기본 단면을 Y-축으로 정렬. 

3) Z-축: 생성된 기본 단면을 Z-축으로 정렬. 

정렬 - 기본 

4) 화면 수평: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화면에 수평 단면 정렬. 

5) 화면 수직: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화면에 수직 단면 정렬. 

6) 화면 직교: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화면에 직교 단면 정렬. 

3D FastView 

9. 단면 



1) 두 점 사이 정렬 

P1 

P2 

3) 면에 정렬 5) 선택 점으로 이동 

2) 세 점으로 정렬 

P1 

P2 

P3 

4)  두 점으로 정렬 

P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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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 > 정렬 - 고급 

1) 두 점 사이 정렬: 두 점 사이 직교 단면 정렬. 

2) 세 점으로 정렬: 세 점에 평행한 단면 정렬. 

3) 면에 정렬: 선택하는 면에 평행한 단면 정렬. 

정렬 - 고급 

4) 두 점으로 정렬: 선택한 두 점을 지나는 화면에 수직한 단면 정렬. 

5) 선택 점으로 이동: 이미 생성한 단면을 선택한 점으로 이동 정렬. 

선택점 

3D FastView 

9. 단면 



1) 선택된 단면의 중심(초록색 포인트) 기준으로 위치 조절 2) 선택된 단면의 모서리 중심(노란색 포인트)으로 회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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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  > 정렬 - 이동 

선택된 단면의 중심(초록색포인트) 기준으로 위치 조절 및 단면의 모서리 중심(노란색 포인트)으로 회전조절 

1) 위치: 선택 단면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조작기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단면 위치를 이동. 

2) 이동 거리: 설정된 이동거리 만큼 단면 위치 사용. 

3) 현재 방향: 직접 원하는 좌표 위치 입력하여 단면 위치 이동. 

정렬 – 이동 

3D FastView 

9. 단면 



  

 

  

      

1) 단방향 2) 양방향 3)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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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 > 클리핑 

1) 단방향: 한 방향의 모델을 화면에서 제거하여 단면을 보여줌. 

2) 양방향: 전체 모델을 화면에서 제거하여 단면을 보여줌. 

3) 방향전환: 클리핑 된 단면의 방향을 전환. 

클리핑 

3D FastView 

9. 단면 



단면 목록 

단면선 표시/단일 색 표시 /색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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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 옵션 

1) 단면목록: 도킹이 가능한 단면목록 UI를 활
성화/비활성화함. 

2) 단면보기: 단면박스&단면을 화면에 보이기. 

3) 단면 채우기: 단면에 색상 채우기. 

4) 단면 채움 색상: 단면에 채울 색상 지정. 

5) 단면선 표시: 단면의 선을 화면에 표시. 

6) 단일 색 표시: 단면선의 색상을 하나의 색으
로 표시. 

7) 선택색상: ”단일 색 표시”에서 사용되는 색
상. 

옵션 

단면보기/단면 채우기/ 
단면 색상 표시 하지 않음 

단면보기/단면 채우기/ 
단면 색상 표시함 

3D FastView 

9. 단면 



2D 투영 

3) 2D Direct Open 

2D 뷰 투영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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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 도구 

2D 투영: 단면 형상의 2D 투영 또는 DWG 파일로 저장. 

도구 

단면 뷰 

이름: 기본 단면 이름. 

축척: 2D 도면에서 단면 투영의 배율 설정. 

회전: 2D 도면에서 단면 투영을 위한 회전
크기를 설정. 

뷰 이름: 2D 도면에서 단면도 이름을 표시. 

 

설정 

뷰 이름 생성: 미리 정의된 뷰 이름을 생성. 

단면 색상 설정: 2D 도면의 단면선의 색상 

설정. 

Car Line 생성: 좌표 유형, 기호 유형, 거리, 

텍스트 및 원 크기와 같은 설정을 정의하
여 Car Line을 생성. 

모든 단면 투영: 2D 도면에서 전체 단면선 

뷰를 작성. 

문자 크기: 2D 도면에서 문자 크기를 설정. 

 

파일 저장 

파일로 저장(*.dwg): 현재 2D 뷰 투영을 체
크하면 dwg파일로 저장함. dwg파일을 찾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할 수 있음, “OK”버튼을 

누르면 2D 도면이 자동으로 열림. 

3D FastView 

9. 단면 



1) 선택 삭제 1) 모두 보이기 2) 모두 숨기기 2) 모두 삭제 

단면 목록 창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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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 > 삭제 & 단면 보기 

1) 선택삭제: 선택된 단면을 삭제. 

2) 모두삭제: 모든 단면을 삭제. 

단면 보기 삭제 

1) 모두 보이기: 모든 단면을 화면에서 보이기. 

2) 모두 숨기기: 모든 단면을 화면에서 숨기기. 

3D FastView 

9. 단면 



1 ~ 2) 투영 면적 3) 언더 컷   언더 컷 분석 결과 

:: 언더 컷 형상 부(3개소) 

- 측면 사각 포켓 

- 측면 홀 형상 

- 측면 드릴 포켓 

- 성형 및 주조 부품에 대한 언더 컷 

분석 수행 

10. 가공성 검사 > 가공성 분석 

① 

1) 투영면적XY(YZ/ZX) 평면: 사용자 선택 평면에 단면적 투영. 

2) 법선 평면: 평면상의 한 점을 선택하여 법선 방향으로 투영. 

3) 언더 컷: 파팅 면 기준, 제품 추출의 방해 요소가 되는 음각 또는 양각 형상 부 확인. 

가공성 분석 

언더 컷 형상 부 

주) 상 측 투영 시, 아래 빨간색 넓은 평면의 일부분 포함 됨으로 언더 컷 부위
로 인식. 

언더 컷 OK 언더 컷 형상 부ok 

3D FastView 

10. 가공성검사 



구배각 구간별 

색상 설정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따른 법선 각도 표시 

1) 구배 분석: 제품의 구배(Draft Angle) 값 분석. 

가공성 분석 

① 

10. 가공성 검사 > 가공성 분석 

3D FastView 

10. 가공성검사 



① ② ③ ④ ⑤ ⑥ 

  

      

간섭검사 

결과 조회 

간섭검사 

결과 목록 

11. 고급 > 간섭 검사 

1) 보이는 모델만: 화면에 보여지는 부품만을 대상으로 간섭검사 수행 옵션. 

2) 선택모델과 나머지: 사용자가 선택한 모델과 나머지 모델간의 간섭검사. 

3) 테스트시작: 간섭검사 수행 옵션에 따른 간섭검사를 시작. 

4) 검사종료: 간섭검사 기능 종료. 

간섭검사 

3D FastView 

11. 고급 



어셈블리 단위 

어셈블리 그룹 

부품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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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단위로: 간섭 결과 단위를 파트 또는 어셈블리 단위로 설정하는 기능. 

A)”어셈블리 단위로” 비활성화 검사 시, 검사 수행 및 결과는 파트 단위로 생성됨.          

B) 어셈블리 단위 활성화 후 조회 시, 결과 중에서 상위 어셈블리가 동일한 파트를 그룹으로 묶어 간섭 결과를 볼 수 있음.        

C) 선택모델과 나머지: 사용자가 선택한 모델과 나머지 모델간의 간섭검사 수행 옵션. 

간섭 검사 

파트 단위 

11. 고급 > 간섭 검사 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간섭검사 결과 더블 클릭 

D) 어셈블리단위로 간섭검사 시, 활성화 됨. 

A) 상태  

B) 이미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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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록: 간섭검사 수행에 대한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목록. 

A) 사용자 확인 상태 관리 : 신규/확인/확정/보류. 

B) 결과 이미지 저장 : 간섭검사 내보내기에서 출력 지원. 

C) 결과 삭제 및 비고 첨부 기능. 

D)”어셈블리 단위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섭결과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하위 파트이의 간섭결과를 확인. 

간섭 검사 

C) 팝업 메뉴 옵션 

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결과: 근접 결과: 침투 

근접 심볼 

A 

※ 

범위/오차 

근접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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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정: 간섭검사 수행 조건 및 결과보기에 대한 옵션을 설정. 

A) 간섭조건: 간섭검사를 수행 할 때의 조건을 설정. 

□ 근접허용범위: 두 부품(파트)를 근접으로 판정할 허용 범위. 

□ 접촉허용오차: 두 부품(파트)를 접촉으로 판정할 허용 오차. 

 

 ※) 간섭 유형 정의 

a) 근접: 실제 간섭은 아니지만, 두 부품 사이의 거리가 사용자가 설정한 거리보다 가까울 

경우 간섭이 일어난 것으로 판정. 

b) 접촉: 두 부품이 맞닿아 있는 상태 (간섭거리 = 0 mm). 

c) 침투: 두 부품이 겹쳐 있는 상태. 

간섭 검사 

접촉 심볼 

침투 심볼 

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A) 모두 보기  

C) 모두숨기기 

B) 주변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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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과보기 - 주변보기: 간섭 검사를 수행할 때의 조건을 설정. 

보기 - 간섭 검사 결과 보기 유형을 정의. 

A) 모두보기: 간섭 부재 이 외의 모델 전체 보기. 

B) 주변만 보기: 간섭 부재 주변 모델 숨기기(비율1 to 10). 

C) 모두 숨기기: 간섭 부재 모델만 보기. 

간섭 검사 

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A) 와이어 스타일 C) 투명 스타일 

B) 음영 스타일 

B) 결과보기 - 주변보기: 간섭 검사를 수행할 때의 조건을 설정.  

보기 스타일 - 간섭 부재 주변 보기 스타일. 

A) 와이어: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보기. 

B) 음영: 음영 상태로 보기. 

C) 투명: 투명 상태로 보기. 

□ 단색: 간섭 부재 주변 모델을 선택한 한가지 색으로 변환하여 보기. 

□ 자동 표시: 카메라 각도에 따라, 간섭 부재를 가리는 타 부재 자동 숨기기. 

간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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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A) 와이어 스타일 C) 투명 스타일 

B) 음영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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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결과보기 - 항목 1,2: 간섭결과의 모델 보기 환경설정. 

□ 색상 변경: 간섭 부재에 대해서, 원본 색이 아닌 “항목1/항목2”에서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 

□ 보기 스타일: 간섭 부재에 대한 보기 스타일. 

 A) 와이어: 와이어로 보기.      B) 음영: 음영으로 보기.       C) 투명: 투명으로 보기. 

간섭 검사 

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A) 전체 

C) 고정 B) 확대 

간섭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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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결과보기 – 간섭위치 

□ 간섭위치: 간섭위치에 대한 보기 영역. 

A) 전체: 전체 모델 보기 간섭된 부재 위치, 결과 보여주기. 

B) 확대: 간섭 부재를 확대하여 보여주기. 

C) 고정: 간섭 결과를 사용자가 정한 화면 크기로 보여주기. 

간섭모두보기: 전체 간섭에 대하여 화면에 위치를 보여주기. 

간섭 검사 

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1) ISO 

2) PLAN 

3) SECTION 

4)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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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내보내기: 간섭결과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옵션에 의해 다양하게 출력.  

-생성된 이미지는 내보내기(.html/.csv/.xls)된 문서에서 활용 . 

-□ 배경색 없음: 이미지 생성 시, 뷰어의 기본적인 배경색을 제거. 

 ■  이미지 1,2,3,4: ISO, PLAN, SECTION, ELEVATION 뷰어 선택 지정. 

간섭 검사 

11. 고급 > 간섭 검사 

3D FastView 

11. 고급 



1) CSV 파일 2)Html 파일 3) Excel 파일 4) 사용자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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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급 > 간섭검사 내보내기 

간섭검사 내보내기 

1) 간섭결과(CSV): 간섭검사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 

2) 간섭결과(HTML): 간섭검사 결과를 ".html“ 파일로 저장 . 

3) 간섭결과(Excel): 간섭검사 결과를".xlsx“ 파일로 저장. 

4) 간섭결과 (사용자 뷰) : 간섭검사 결과를 “사용자 뷰”로 내보냄. 

3D FastView 

11. 고급 



출력 포맷 

공통 옵션 

STEP 버전 : 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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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급 > 3D 변환 

3D 변환 

3D 변환: 단일 3D 파일 형식을 STP, IGS, CATIAV5, ACIS, PDF, 3DXML 및 CGR로 변환, 내보내기 또는 출력합니다. 

1) 변환할 파일: 변환을 수행할 파일 선택. 

2) 파일출력: 변환이 완료된 파일의 저장 경로 선택. 

- 옵션: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경로에 변환 파일 저장. 

3) 공통 옵션: Free Curve / Free Point / Healing / Hidden Entity / Suppressed Entity. 

-Healing : 데이터 변환 시, Topology Error 자동 Healing (Default) 

CATIA 버전 : V5R15~V5R26 

ACIS 버전 : R18~R25 & 2016 

3D FastView 

11. 고급 



3D 변환 

3D 멀티 변환: 화면상에 표현된 형상에 대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일괄 변환 

 (단, ACIS 모드 – 원본 오픈 시에만 변환 가능) 

- 저장경로: 오픈 한 파일 경로 기본 지정 

- 대상 파일명 : 원본파일명 자동기입(사용자 파일명 변경 필수) 

 옵션 : 3D 변환과 동일함 (이전 페이지 참고) 
 

 ** 멀티 변환 시 주의 사항 

 

1. OpenFile(원본)이 Assembly일 경우 

1-1) 삭제, 회전, 이동은 Part 단위로만 가능. 

 

Tip) 트리 구조 :  

       Assembly > Part > Body > Face 

 

1-2) 원본 파일 노드 중 Assembly, Part에 

Color 값 적용되어 있는 경우 원본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mponent 

Color) 

 

 

2. OpenFile(원본)이 Part일 경우(단품 파일) 

 

2-1) 3DFastView에서 변경한 Body 색상을 

적용하여 변환 가능 

 

2-2) 단위로 삭제, 이동, 회전 적용 가능 

 

Tip) 트리 구조: 

       Assembly > Part > Body > Face 

 

11. 고급 > 3D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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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FastView 

11. 고급 



1) 3D 뷰 포인트 

2) 2D 뷰 옵션 설정 2D 뷰 Direct 투영 및 오픈 3) 사용자 정의 뷰 

11. 고급 > 2D 투영 

2D 투영 

2D 투영: 3D 형상을 2D 파일로 출력한다. 

1) 3D 뷰 포인트: 투영 뷰 포인트 (기본 8타입 / 사용자 정의 뷰) 선택. 

□ 옵션: 은선 제거. 

2) 2D 뷰: 투영 시 옵션 선택. 

□ 설정: 뷰 이름 생성 / Car Line생성 Face 색상 적용 / 원점 생성. 

3) 사용자 뷰: 3D 뷰 포인트 에서 “사용자 정의”옵션을 선택한 경우 활성화 됨. 

□ 파일 저장: dwg파일로 저장 및 열기. 

4) 파일로 저장: 저장 경로 및 dwg파일 이름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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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FastView 

11. 고급 



   

      

1) 자동 분해 2) 선형 분해 3) 구형 분해 

11. 고급 > 분해 

1) 자동분해: 방향 X + .X-, Y +, Y-, Z +, Z- & XYZ 방향 자동분해 

- 간격: 개체간 거리 설정 (형상간 간섭 자동 회피 기능 적용).       

- 선택모델: 선택한 형상에 대해서만 분해 적용. 

2) 선형 분해: 선형 방향 분해. 

3) 구형 분해: 구형 분해. 

4) 선택 초기화 / 모두 초기화: 분해 형상 원상태 회복.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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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FastView 

11. 고급 



A) 오버 레이 B) 오버 레이 반전 

C) 소재 삭제 D) 소재 추가 

소재 삭제 
소재 추가 

1) 솔리드 VS 솔리드 형상 비교 2) 와이어 프레임 

A) 솔리드 vs 와이어 

B) 솔리드vs 와이어 

C) 와이어 vs 와이어 

- 옵션 : 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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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급 > 모델 비교 

모델 비교 

1) 비교 파일: 원본 모델과 비교할 비교 대상 파일 선택 – 원본 VS 비교 본 & 배경 VS 선택 색상 지정. 

2) 솔리드: Solid 상태 표현 선택 옵션. 

A) 오버 레이: 비교 모델 위에 원본을 덮어 색상으로 형상 차이 확인. 

B) 오버 레이 반전: 원본 모델 위에 비교 모델들을 덮어 색상으로 형상 차이 확인. 

C) 소재 삭제: 비교 대상 모델에 없는 형상 부 하이라이트 (배경 설정 색상 표현). 

D) 소재 추가: 비교 대상 모델에만 존재하는 형상 하이라이트 (배경 설정 색상 표현). 

- 옵션: 투명도 

3D FastView 

11.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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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니메이션 장면 Key 삽입 

- 스냅샷 선택, 타임라인 Drag & Drop 

1) 스냅샷(Q) 저장 

2) 스냅샷 이미지 보지 

    - 사용자 뷰 선택 – 선택한 스냅샷 보기 

    - 빈 공간 클릭 – 전체 스냅샷 보기 

※ 타임 라인 Quick Moving 

-마우스 2 번 버튼 클릭 상태, 좌우 이동 

12. 애니메이션  > 사용자 뷰 

사용자 뷰 

1) 스냅샷: 특정 시점의 뷰 상태를 “스냅샷 (Q)” 저장하여 애니메이션의 특정 시점의 Key값으로 활용. 

2) 사용자 뷰 목록: 화면에서 사용자 뷰 목록을 열거나 닫습니다. 

3) 모두 삭제: 사용자 뷰 목록에 저장된 모든 스크린 샷을 제거(삭제)합니다. 

3D FastView 

12.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목록 저장(*.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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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1) 목록: 애니메이션 목록을 관리하고, 패널을 화면에 조회. 

2) 추가: 애니메이션 항목을 새로 추가. 

3) 열기: 저장되어진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오기. 

4) 저장: 애니메이션 목록을 저장 (형식 : Animation(*.ani).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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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니메이션 > 시나리오 

시나리오 

1) AVI 저장: 애니메이션을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형식: * .AVI]. 

2) 가로 / 세로 : 동영상 제작 시 해상도 및 사이즈 설정. 

- ＂사용자 정의 크기" 설정 및 표준 리스트 선택 목록 

3) 권장 코덱 : Xvid MPEG-4 CODEC   (https://www.xvid.com/download/)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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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니메이션 > 플레이 

플레이 

1) 시작: 애니메이션을 재생. 

2) 일시 정지: 애니메이션 재생을 일시 멈춤. 

3) 정지: 애니메이션 재생을 멈춤. 

4) 반복재생: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모드를 On/Off, 애니메이션을 마지막 시간까지 재생 후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생. 

5) 카메라 플레이 모드: 카메라 플레이 모드를 On/Off, 애니메이션 재생 시 카메라 시점 확대/축소 기능을 설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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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모델이 보이는 시점 1초 전부터 Z축 방향으로 5000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서서히 나타나도록  효과  설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애니메이션 > 보이기 효과 

보이기 효과 

1) 효과: 효과 적용 여부를 설정, 애니메이션 실행 시 모델이 가시화 될 때 효과를 적용. 

2) 축: X/Y/Z 축 방향으로 효과를 적용할지 설정. 

3) 시간: 효과가 적용되는 시간을 설정. 

4) 거리: 효과가 적용되는 거리를 설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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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시간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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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니메이션 > 기타 

기타 

시간설정: 애니메이션 시간 설정. 

1) 시작시간: 타임라인 시작 시간을 설정. 

2) 종료시간: 타임라인 종료 시간을 설정. 

3) 길이: 전에 애니메이션의 재생 길이를 설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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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니메이션 > 개체 회전/이동 

개체 회전/이동 

1) 핸들: 조작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한 부품을 X/Y/Z 축으
로 이동하고 회전. 

 

2) 회전: 선택한 부품을 X/Y/Z축으로 회전하고, 선택한 부
품 또는 구성 요소를 복사. 

 

3) 이동: 축을 기준으로 선택한 부품을 이동하면, 선택한 

부품이나 부품을 복사.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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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파일 열기 리뷰 정보 저장 

13. 2D > 프로젝트 

프로젝트 

1) 리뷰파일 열기: ”비주얼 노트”, “측정”등 리뷰 정보 불러오기 (*.cvr). 리뷰정보 사용 시, 해당 모델 반드시 오픈. 

2) 리뷰정보 저장: ”비주얼 노트”. “측정”등 리뷰 정보를 파일로 저장 후 재활용. 리뷰 정보 저장 시 파일명과 동일하게 생성하면 관리 용이. 

3D FastView 

13. 2D 



3) 2D 레이어 4) 리뷰목록 6) 탐색기 5)사용자 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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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프로젝트 

프로젝트 

3) 2D 레이어: 레이어를 관리하는 목록. 

4) 리뷰목록:  비주얼 노트, 측정된 결과를 관리하는 목록. 

5) 사용자 뷰 목록: 스냅샷을 관리하는 목록. 

6) 탐색기: 로컬폴더 및 파일 목록. 

Tip 

Right-click a layer on the list to pop up the context 

menu 

Tip 

Right-click the top of measurement or visual note to 

pop up the context menu. 

Tip 

Place the right location on the screen where you 

want to take the snapshot.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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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기본 

기본 

1) 화면에 맞춤: 화면상에 전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맞춤. 

2) 박스 줌: 사용자 지정 범위 확대. 

3) 확대: 화면상의 도면을 확대. 

4) 축소: 화면상의 도면을 축소  

            ※마우스 휠 을 사용하여 확대/축소 기능 사용. 

1)  화면에 맞춤 2~3) 박스 줌  & 확대 4) 축소 

3D FastView 

13. 2D 



2) 미니 뷰 1) 모노 크롬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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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조작 

조작 

1) 모노 크롬 뷰: 도면의 모든 라인을 흰색(흑백)으로 변경, 다시 적용하면 원본 색상으로 변경. 

2) 미니 뷰: 도면 전체를 별도의 창으로 볼 수 있어 원하는 지점의 화면 이동을 지원. 

A) 도면 전체를 보여주는 미니 뷰 창이 뜸. 

B) 미니 뷰 내에서 마우스로 영역을 선택하면 선택된 영역이 가시화됨. 

C) 미니 뷰 창과 가시화창 모두 마우스를 이용한 가시화 영역 이동 및 스크롤을 이용한 확대/축소 기능.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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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주얼 노트 직선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원 그리기 스냅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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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조작 

조작 

3) 비주얼 노트: 사용자가 원하는 도면 위치에 노트를 생성 (리뷰 목록에서 속성 값을 볼 수 있음) 

-직선 그리기: 도면에 그릴 1point와 2point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직선을 그림. 

-사각형 그리기: 도면에 그릴 1point와 2point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사각형을 그림. 

-원 그리기: 도면에 그릴 1point와 2point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원을 그림. 

4) 스냅샷: 현재 가시화된 상태를 사용자 뷰로 저장. 

스냅샷 2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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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1)   

     ** 측정 시 커서 모양 

선일 경우 교차점일 경우 

원 둘레 위 커서가 올 경우 

원 중심 표시 

선과 선의 거리 

측정일 경우 

직선의 중점 선택 시 

참조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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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측정 

1) 참조축: 도면 내 임의의 지점에 기준 축을 추가로 설정. 

3D FastView 

13. 2D 



  

1) 좌표 값 2) 참조축 기준 길이 

참조축 

참조축 참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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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측정 

2) 좌표 값: 좌표를 측정할 point를 선택하면 좌표가 생성. 

 - 치수 위치 이동 가능 : 치수 선택 후 마우스 이동 

3) 참조축 기준 길이: 참조 축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측정. 

(A)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이동 시킨 후 선택하면 화살표가 생성  

(B)화살표 끝을 참조 축 원점으로 이동하여 원점을 선택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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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축 기준 X방향 길이 2) 참조축 기준 Y방향 길이 

참조축 참조축 참조축 참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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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측정 

참조 축 기준 X방향 길이: 참조 축으로 부터의 X축 길이를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이동 시킨 후 선택하면 화살표가 생성. 

B) 참조 축 원점을 선택하면 참조 축으로 부터의 X축 길이 값이 생성. 

참조 축 기준 Y방향 길이: 참조 축으로 부터의 Y축 길이를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이동 시킨 후 선택하면 화살표가 생성. 

B) 참조 축 원점을 선택하면 참조 축으로 부터의 Y축 길이 값이 생성.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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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직경 5) 원 반경 6) 원주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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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4) 원 직경: 원의 지름을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원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선택을 하면 지름을 측정. 

5) 원 반경: 원의 반지름을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원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선택을 하면 반지름을 측정. 

6) 원주 길이: 원의 둘레를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원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선택을 하면 원의 둘레를 측정. 

 

측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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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선 길이 8) 연속된 선 길이 9) 선-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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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7) 직선 길이: 직선의 길이를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직선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선택을 하면 길이를 측정. 

8) 연속된 선 길이: 연속된 직선의 길이를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직선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선택을 하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선택된 직선의 길이를 측정. 

9) 선-선 길이: 평행한 두 직선간의 거리를 측정. 

A) 측정하고자 하는 직선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선택을 하며, 두 번째 직선을 선택하여 거리를 측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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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점-점 길이 11) 점-점 X방향 길이 12) 점-점 Y방향 길이 13) 점- 무한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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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10) 점-점 길이: 선택한 두 정점 사이의 길이를 측정. 

11) 점-점 X방향 길이: 두 점간의 X축 방향 길이를 측정. 

12) 점-점 Y방향 길이: 두 점간의 Y축 방향 길이를 측정. 

13) 점-무한선 길이: 점과 무한선 간의 길이를 측정. 

 

측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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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점 각도 2) 두 선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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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14) 3점 각도: 세 점 사이의 각도를 측정. 

15) 두 선 각도: 두 직선 간 각도를 측정. 

측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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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각형 면적 17) 원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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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측정 

16) 다각형 면적: 사용자 정의 다각형의 면적을 측정. 

A) 면적을 측정하고자 하는 Point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면적을 측정. 

17) 원 면적: 원의 면적을 측정. 

A) 면적을 측정하고자 하는 원을 선택 후 한번 더 선택을 하면 면적을 측정. 

측정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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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텍스트 검색 

-현재 2D 도면에서 텍스트를 검색함. 

-검색된 단어는 색상으로 강조 표시되고 화면이 그 단어에 초점이 맞춰짐. 

-이전 찾기 및 다음 찾기 기능이 지원됨. 

텍스트 검색 

3D Fa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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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D  > 도면 비교 

1) 도면 비교: 두 개의 도면에서 추가, 색상 변경, 삭제된 항목
에 대하여 비교 

 

A) 도면비교 새 창이 뜨며, “비교도면 열기”를 통하여 비교할 

도면을 선택. 

 

2) 원본보기: 두 도면을 모두 원래 색상으로 표시. 

 

3) 비교보기: 두 도면을 미리 정의된 도면 요소 색상이 있는 비
교 보기모드로 전환. 

 

4) 비교색상 변경:  “비교보기“에서 사용된 색상 변경. 

 

5) 뷰 동기화: 동기화 하여 두 도면의 이동 및 확대/축소 사용. 

 

6) 나누기: 도면 뷰를 가로 및 세로로 분할. 

도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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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에서 텍스트 선택 

2) CSV 파일 

 3) 이미지 복사 

4) 흰색바탕 이미지 복사 

5) 검은색 이미지 복사 

2) 텍스트 복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2D  > 내보내기 

내보내기 

1) 파트리스트 생성: 선택된 영역의 텍스트를 .CSV파일로 저장.  

(A) 텍스트 영역을 선택 [Ctrl + 마우스 왼쪽버튼]   (B) 파트리스트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CSV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창 활성화 

2) 텍스트 복사(Ctrl+Shift+C): 텍스트 영역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한 후 응용프로그램 상에서 붙여 넣기(Ctrl +V)하면 간단하게 사용 가능. 

3) 이미지 복사(Ctrl+C): 도면의 선택된 영역을 이미지로 복사. 

4) 흰색 바탕 이미지 복사(Ctrl+R): 도면이 선택된 영역을 이미지로 복사. 

5) 검은색 이미지 복사(Ctrl+G): 도면이 선택된 영역을 이미지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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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쇄 

인쇄 

다양한 기능으로 현재 파일 인쇄: 

-워터마크 표시 (텍스트 또는 그림). 

-배경색 인쇄. 

-축으로 인쇄. 

-선택한 스케일로 인쇄 

-페이지 설정 지원 

-머리글 및 바닥글 정보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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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두솔루션 

기술문의: 

Tel :  02-857-0976 

Mail : support@modoos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