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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유저를 위한 10 가지 활용 Tip
손광호
다우데이타

학습 목표
•

[Autodesk Inventor 의 주요 기능을 통해 실무에서 접하는 10 가지 상황에 맞는
Tip 을 적용해 봅니다.]

설명
Inventor 의 10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발표자
손광호
다우데이타에서 Autodesk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기술지원 분야는 AutoCAD, Inventor, Vault, Factory Design Utility 등의 교육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서 : I Love Inventor 2010, 인벤터 11 열 한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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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유저를 위한 10 가지 활용 Tip
나만의 노하우, 숨겨져 있는 기능이 아닌 사용자가 쉽게 접하는 10 가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이 다르겠지만 10 가지 케이스를 통해
몇가지 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팁 : 부품의 템플릿 활용.
Standard.ipt 의 부품 템플릿을 다양한 용도에 맞게 파일을 구성해서 템플릿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두번째 팁 : 인벤터 세팅.
인벤터 세팅에 관련된 파일을 백업하고 관리해서 새로 설치 및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팁 : 사용자 환경 설정.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아이콘 배치나 단축키 설정, 옵션등을 최적화 해서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번째 팁 : Inventor iLogic.
Inventor iLogic 은 파라메터 변수를 이용한 모델링을 자동화 하는 인벤터 기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에서 반복 작업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섯번째 팁 : Inventor Frame 생성기.
다양한 프로파일 형상을 인벤터 프레임 생성기에 등록해서 활용해 봅니다..

여섯번째 팁 : 3D 데이터 공유.
데이터를 공유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3D PDF, 뷰 공유, 인벤터 단순화 기능의 3 가지 방법을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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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팁 : 작업스케줄러.
작업 스케줄러의 파일인쇄, 파일 내보내기의 설정을 알아봅니다.

여덟번째 팁 : 디자인 어시스턴트.
모델링의 트리구조에서 파일이름을 변경하고나 복사, 대체, 지우기 등을 할수 있고 사용처라는
기능으로해당 부품이 어떤 조립풍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팁 : 도면자원전송마법사.
작성 된 도면의 테플릿을 일괄 변경한다든지 또는 도면에 활용되는 지원을 추가 반영하는 기능을
알아봅니다.

열번째 팁 : 구매품 검색 및 활용.
설계 작업 시 필요한 구매품을 웹에서 검색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