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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다양한 3차원 도면 파일들을 Viewing하려면 여러 종류의 드
로잉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프로그램 또는 뷰어를 각각 설치
해야 하므로 구입비용 외에도 사용에 있어서도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널리 사
용되는 3차원 저작도구들에 의해 생성된 도면 파일들을 하나
의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용 뷰어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CADian 3D Viewer 프로그램은 Autodesk 사의
AutoCAD 파일(dwg, dwf)과 3D-Max 파일(3DS)은 물론 3D 중
간 포맷인 IGES 파일, McNeel 사의 Rhino 3D 파일인 3DM
등 5가지 종류의 3차원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viewing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 CADian 3D Viewer

[그림 1 : 실행의 예 (Vers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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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CADian 3D Viewer를 실행하여 몇 개의 3D 모
델 파일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나. 제품 구성
1) CADian3DViewer.exe 파일은 단일 설치파일입니다. 이 파일
을 실행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이 소프트웨어는 Microsoft .Net Framework 3.5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Net 자동설치를 하려
면, 사용자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

가. 설치하기
1)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만일 .Net
Framework 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의 경우에는 다음 그림
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2 : .NET 미설치 시스템에 설치할 경우]
2)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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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NET 설치 과정]
3) 이 단계는 인터넷 속도나 컴퓨터 성능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약 10분 이상 소요)
4) .Net Framework 설치가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
타납니다. [Install]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림 4 : CADian 3D Viewer 설치 초기 화면]

[그림 5 : CADian 3D Viewer 설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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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Close 버튼을 눌러 설치를 종료합니다.

[그림 6 : CADian 3D Viewer 완료]
6)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폴더가
만들어 지며, 프로그램 파일들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아래에 icad.exe 파일)

[그림 5 : CADian 3D Viewer가 설치된 폴더]
- 4 -

7) 바탕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실행아이콘이 생성됩니다.

3. 시작하기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가. 파일 열기
3차원 도면 파일(dwg, dwf, 3ds, iges, 3dm)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drag and drop 하여 열기를 합니다.
나. 화면구성

[그림 6 : CADian 3D Viewer 화면 구성]
위 그림은 바탕화면의 실행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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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 후의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은 크게
리본메뉴 영역과 모델 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리본 메뉴
1) 기본 뷰잉
[그림 7 : 뷰잉 Menu]
상하좌우전후 기본적인 6면 방향과 전체형상을 잘 표시할
수 있는 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 보기 조정 Menu 1]
1 : 마우스로 그림을 이동하기 (상하좌우로 이동)
2 : 마우스로 그림을 회전시키기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회전)
3 : 마우스로 그림을 확대/축소하기

2) 스냅샷
현재 열린 활성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9 : Snapshot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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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출력 : 스냅샷을 실행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를 출력
B) 세부 출력 : 6면도와 사시도를 동시에 출력
(* 세팅 방법은 아래 참조)

[ 그림 10 : 이미지 내보내기 (6면도, 사시도) ]
(1) ‘출력 image 설정’ 에서 이미지 size를 조정할 수 있음
(2) jpg로 출력할 경우에 ‘바탕화면과 이미지가 동일한 칼라로
인하여 이미지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Background에서
바탕화면의 색상을 변경하여 다시 내보내기 하세요.
* 세팅 :

6면도와 사시도를 동시에 내보내기

로 세팅하는 방법

(1) 폴더 "C:\Program Files\PATViewer 로 이동
(2) 이 폴더에 있는 icad.exe 에 우측 마우스 > ‘바로가기 만들기’ 클릭 >
“icad.exe의 바로가기”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drag
(3) c 폴더에 temp 폴더를 생성
(4) 바탕화면의 “icad.exe의 바로가기” 에 우측 마우스 > ‘속성’을 실행 >
‘대상(T)’ 안의 속성값 뒷부분에

"$C:\temp\SAMPLE.3ds" 를 수동으로 추가

- "C:\Program Files\PATViewer\icad.exe" "$C:\temp\SAMPLE.3ds"로 변경됨
(5) 바탕화면에 “icad.exe의 바로가기” 를 실행
(6) 스냅샷 명령 실행 시에 위 [그림 10] 화면이 나타남
(7) 스냅샷을 실행하면, 6면도와 사시도 파일이 c:\temp\ 폴더에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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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

현재 열린 문서에서 3D회전, 확대, 축
소 등을 하여 3D 모델의 형상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 보기 조정 Menu 2]

4) 가시화
[그림 12 : 보기 조정 Menu 3]

실사

은선

선형

[그림 13 : 3D 모델링의 예]
현재 도면파일에 대한 3D모델 가시성을 조정하여 보다 직
관적이고 실사와 같은 모델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설정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의 기본 옵션을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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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대화상자 설정]
. 시각화 Style
CAD 도면(dwg, dwf) 중에서 파일의 size가 큰 경우에는 열기
에서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본적으로 선형(W) 이나 숨김(H) 모드로 open 후에, 다시 실
사(R) 모드로 변경하여 view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투시도(Perspective)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이미지 출력을 하면, 원근법이 적용되
지 않은 상태로 출력됩니다.
. 열기 후에 도면 파일이 바탕화면 배경 색상과 동일하거나
이미지 내보내기 후에 '이미지'와 '이미지 배경' 색상이 동일
할 경우에는 ‘바탕화면’ 및 ‘이미지 내보내기 바탕화면’의
색상을 변경하여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1) 색상 변경하기 (바탕화면)
물체와 바탕화면의 색상이 동일하여 도면 파일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바탕화면 배경 색상을 변경/적용’ 하기에
서 바탕화면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색상 변경하기 (이미지 출력화면)
- 9 -

스냅샷에서 출력(내보내기)한 물체와 이미지 출력 바탕화
면의 색상이 동일하여 도면 파일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
는 ‘이미지 내보내기 배경 색상을 변경/적용’ 하기에서 이미
지 바탕화면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UI 스킨 스타일

프로그램의 4가지 스킨을 설정하
여 선호하는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 : Skin]

Aqua Style

Black Style

Blue Style

Silver Style

[그림 16 : Style]

라. 마우스로 3D 모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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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우스 휠
Zoom in-out 기능입니다.
2) Shift + Left + Drag
Pan 기능입니다.
3) Ctrl + Left + Drag
3D Rotate 기능입니다.
4. 지원 파일 type

가.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
확장자

응용 프로그램

.dwg

2D/3D CAD Drawing file

.3ds

3D Studio Max file

.iges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file

.dxf

Drawing Exchange Format file

.3dm

Rhino 3D file

비 고

*.igs

나. 시스템 권장 사양
항 목

기 준

OS

Windows XP, Vista, Window 7/8

MS .Net Framework

3.5 SP1

Memory

500 MB 이상

Monitor

(Dual monitor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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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5. 주의 사항 (디자인 작업 시에 숙지할 내용)
가. 작업 시에 주의 사항
(1) 3DS file 의 경우 유의사항
a. 아래와 같이 3ds max와 같은 모델링 SW에서 열었을 때, 너무 많은 개체영역이 설정
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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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래와 같이 개체영역 설정 시에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c. 아래와 같이 기준점과 멀지않고, 영역은 개체에 딱 맞게 설정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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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d Max로 도면작업을 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일.
e. Rhino 3D 등 3DS Max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파일은 3DS Max나 CADian 3D
Viewer에서 다시 열어서 당초 원하는 바대로 잘 표현되었는지를 점검한 후에 upload
(2) dwg, dwf 파일의 경우 유의사항
(3) iges 파일의 경우 유의사항
(4) 3dm 파일의 경우 유의사항

나. 디자인 작업 후 확인 사항
AutoCAD, CADian, 3D Max, Rhino3D 등 3차원 CAD 에서 설계작업 한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 Viewer 프로그램에서 다시 열어서 결과물을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3차원 디자인을 특허 출원할 경우, 파일 Upload 하기
전에 필독사항
(1) 디자인 특허출원 파일을 업로드 하기 이전에 CADian 3D Viewer에서
해당 파일을 오픈
(2) 오픈된 파일에 이상(누락 객체, 마우스 떨림 현상 등) 현상이 있는 지 세밀
하게 확인
(3) 이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한 원 프로그램에서 다시
보완 작업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특허넷에 업로드를 합니다.

* 문의 : 02-323-0286 (070-4610-2060)
cad@cadian.com / www.cadian.com

2013.6.20
(주)인텔리코리아 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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