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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설계 습관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 기계 설계 통합 솔루션
1997년에 설립된 (주)클릭인포는 지난 20년간 현직 설계자들과
소통하며 설계에 필요한 Know-How를 공유하고 설계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멕클릭을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부품 도면 라이브러리, 자동 스케일 인식 기능, 일괄 출력, BOM
자동화 솔루션 외 설계자의 실제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구성요소

QR코드

글과 이미지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QR코드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물음표

각 기능별로 사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결해 드립니다.

TIP BOX

사용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R코드 활용하기
QR코드를 인식하여 각 컨텐츠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QR코드 사용방법
네이버 앱 또는 다음 앱을 다운받아 QR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App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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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도면영역이란? 어떤 기능일까요?
▣ 한 파일에 여러 장의 도면을 작업하지 않으시나요?

한 파일 내 모든 도면은 도면양식의 크기에 따라 치수, 선 등의 스케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면영역 기능은 도면양식의 크기에 따라 치수, 선 등 다양한 스케일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기능입니다.

▣ 도면 출력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다수의 도면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출력 범위를 지정하여 개별 출력을 해 왔습니다.
도면영역은 한번의 작업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도면을 한번에 출력할 수 있는 일괄 출력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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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영역은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1. 스케일 자동 인식 기능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도면양식을 이용하여, 도면양식
크기에 맞는 스케일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BOM, 심볼기호, 상세도,
중심선 등의 모든 스케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2. 도면 관리 기능
도면영역은 각 영역을 인식하여
도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도면영역마다 메모
이력을 남길 수 있으며, 수천장의
도면을 관리할 수 있는 바로가기
기능, 도면 양식 실시간 변경 등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일괄 출력 기능
도면 관리 기능을 통해 전체 도면을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 파일
내 모든 도면을 각 개별파일로 변환
할 수 있으며, (dwg, pdf, plot 가능)
이 외, 사용자가 직접 도면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선택 출력, 도면을 열지
않고 출력할 수 있는 배치 플롯 기능

총 3가지 방식의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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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 도면영역을 사용하기 위해선?
STEP 1. 사용자 양식 설정
가장 정석인 방법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도면양식을 멕클릭 기능인 [도면영역]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정적이며, 도면영역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하고 있는 도면양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세요
원점(좌측 하단)과 용지 사이즈(우측 상단)가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A0 ~ A4
*용지사이즈 참고
A0 : 1189 x 841

좌측 하단

좌표 [0, 0] 설정

A0 ~ A4

A1 : 841 x 594
A2 : 594 x 420
A3 : 420 x 297
A4 : 297 x 210
A4(H) : 210 X297

2. 좌표 [0, 0] 설정 방법
도면 선택 후 좌측 하단 포인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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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된 상태에서 프롬포트 창에 0,0 입력
프롬프트 창에서 0,0입력 후 ENTER 입력

4. 좌표이동이 안되는 경우 키보드의 F12번(동적입력] 입력
동적입력이 OFF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좌표가 이동됩니다.

참고사항1. UCS로 옮기는 경우?
도면영역이 비정상적으로 영역을 인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2. 도면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
파일 자체의 문제 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도면을 열어서 도면 양식을 이동한 뒤
위 절차에 따라 등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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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도면영역 등록 방법

①
②

③

① 사용자 양식을 선택합니다. ( = 사용자 도면 등록)
② 이름 칸에 그룹명을 입력 한 뒤 [추가] 버튼 클릭
③ 앞서 설정한 도면양식을 추가합니다.

M-STORY
사용자 양식 그룹이란?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1개의 용지 사이즈가 아닌 다수의 용지사이즈를 사용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A3 = 조립도면], [A4 = 부품도] 용도로 쓰이고 혹은 외주 도면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자 양식 그룹은 다양한 도면양식을 각 그룹별로 도면을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일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 도면양식을 불러올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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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속성기능을 표제란에 적용하기
블록편집 작업없이 표제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제란 속성 등록 시
표제란을 더블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원본 도면양식 파일 실행
표제란 속성 등록을 위해 최초 설정한 도면양식 파일을 실행합니다.

2) 캐드 상에서 명령어 ATTDEF 입력
표제란 속성 적용을 위해 캐드 명령어 ATTDEF를 입력하여 속성 정의 창을 생성합니다.
그 후 항목에 맞는 타이틀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ex. SCALE 항목에 기입할 경우)

문자의 경우 [명령어 : MA]를 이용하여 특성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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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된 속성 값을 표제란 칸에 삽입합니다.
생성된 속성값은 빈 항목에 위치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이 아닌 태그 값으로 내용이 표시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본 값은 도면영역 생성 시 자동으로 내용이 변경됩니다.)

TIP. 속성 값을 중앙에 위치시키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① 속성 값의 중앙점 선택
② 중앙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CTRL+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③ 2점 사이의 중간 클릭
④ 아래 그림과 같이(주황색 점) 2점을 연속으로 클릭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항목들도 속성을 기입합니다. (복사+붙여넣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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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영역에서 지원하는 속성 값 알아보기! : SCALE, DATE, DWG_NO
다음 [SCALE, DATE, DWG_NO] 속성값을 태그, 프롬프트에 입력할 경우 도면영역을 생성했을 때
각 속성의 내용이 자동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생성 시]
기본값이 아닌 태그 값으로 표시됩니다.

① 태그, 프롬프트에 SCALE 적용 시(도면영역을 생성 했을 때)
SCALE 속성 값 정의 시 도면영역 크기에 따라 표제란에 기재된 스케일이 자동 변경됩니다.

② 태그, 프롬프트에 DATE 적용 시(도면영역을 생성 했을 때)
도면영역 생성 시 항상 오늘 날짜로 변경됩니다. (날짜는 수동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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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그, 프롬프트에 DWG_NO 적용 시 (도면영역을 생성했을 때)
DWG_NO는 도면영역 목록의 이름과 연동이 되어 도면관리 시 유용한 기능입니다.
표제란의 DWG_NO의 내용을 [영역이름 선택변경] 기능을 이용하여 내용을 변경한 경우
도면영역 목록의 이름 또한 같이 변경됩니다.

[영역이름 선택변경] 실행 후 도면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역이름 바꿈창이 생성됩니다.
이름 변경 시 표제란의 내용과 도면영역의 내용이 동시에 변경됩니다.

TIP

[영역이름 선택변경]은 도면영역의 이름을 변경하면 도면영역 목록의
이름까지 같이 수정되는 기능입니다. 도면관리가 수월해지며, PDF, DWG 파일 변환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도면영역의 이름은 파일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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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 기존 FORM 활용하기
[기존 FORM 활용추가] 기능은 블록화된 객체를 멕클릭의 도면영역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절차가 아닌 사용 중인 도면에서 도면양식을 빠르게 등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도면 외곽이 블록으로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이미 도면양식을 블록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존 FORM 활용하기] 기능은 도면양식을 블록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유리한 기능입니다.
도면양식이 블록이 아니라도 다음과 같이 외곽만 블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1) 도면 외곽 블록 설정
- 사용 중인 도면양식이 있다면 위와 같이 용지사이즈의 틀을 블록화합니다.
- 좌측하단 [0, 0]은 블록의 삽입점이 되어야 하며, 틀의 사이즈는 용지사이즈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용지 사이즈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 용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블록데이터가 생성되어야 용지사이즈와 축척 비율을 매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율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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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클릭 명령어인 [MCLBS]를 사용하여 블록을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 MCLBS 입력 > 객체 선택 > 삽입점 지정 > 끝!

2) 도면영역 생성 실행 후 [기존 FORM 활용추가] 버튼 클릭
- [3. 자동인식한 용지크기]에서 용지사이즈가 정상적으로 인식됐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이름 가져오기(Text)] 버튼을 클릭하여 도면영역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TIP

도면양식을 이미 블록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블록 내 축척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변환 시 자동으로 스케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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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존도면을 굳이 도면영역으로 변환해야 할까요?
[기존 FORM 활용추가]를 이용하여 도면양식을 변경한 경우 마찬가지로 도면영역 목록에 내용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도면을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도면영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환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관리
도면영역의 목록에선 바로가기 기능, 양식 수정,
스케일 확인, 메모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자동 인식
도면영역으로 등록되며, 스케일을 자동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사용했던 양식 그대로 도면영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 출력
도면영역을 이용한 출력 방식 외 다양한 일괄
출력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OM 연계 사용
도면영역 지정 시 각 영역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도면마다 BOM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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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영역은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추후 설명드릴 BOM, 유틸리티 기능 등 다양한 기능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면양식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나요? : 템플릿(.dwt) 파일 등록하기
[도면영역 생성], [기존 FORM 활용추가]를 이용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는 도면영역을 설정하여
이를 템플릿(.dwt) 파일로 저장하고 빠른 새 도면으로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도면영역의 활용 방법입니다.

1. 도면영역 생성 > [다른 이름 저장] > 템플릿 파일(.dwt)로 저장

2. [명령어 : OP(OPTION)] >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 저장 파일 등록(.dwt)

3. 빠른 새 도면 실행하여 도면영역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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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및 활용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 스케일 자동 인식 기능 활용
스케일 자동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빈 공간에 그려진 도면, 용지 사이즈를 계산할 순 없을까? : 용지 스케일 계산

[스케일 계산 기능]을 이용할 경우 객체 크기에 맞는 도면양식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용지 사이즈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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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을까?
1) 치수, 선 스케일 갱신 : MCLUP
도면영역 크기에 맞는 치수, 선 스케일로 갱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치수 스타일 적용)

명령어 : MCLUP 적용

2) 치수 스케일 직접 정의 : MCLGSCALE
사용자가 도면영역의 치수 스케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FORM 활용 추가 시 스케일을 재 정의할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3) 선 스케일 직접 정의 : MCLGCSCALE
사용자가 도면영역의 선 스케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FORM 활용 추가 시 스케일을 재 정의할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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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가 길어서 입력하기 쉽지 않으시죠? PGP파일을 이용해 보세요!
멕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은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PGP파일에
등록하여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적용 예)

*캐드 재실행 없이 바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PGP파일을 이용하여 단축키 지정
② [명령어 : REINIT] PGP 파일 체크 후 확인

TIP. 단축키 지정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해 보시는 건 어때요?
* 도면영역 주요 단축키 모음
1. 도면영역 생성 : MCLBOMGRP,

*ZZ

2. 영역이름 선택 변경 : MCLRNA,

*ZX

3. 스케일 재 갱신 : MCLUP,

*N

4. 치수 스케일 직접 정의 : MCLGSCALE,

*SS

5. 선 스케일 직접 정의 : MCLGCSCALE,

*SSS

6. 블록 메이커 : MCLBS,

*BS

*CAD 플랫폼마다 PGP파일 실행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AutoCAD : 도구 > 사용자화 >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

TIP

2. ProgeCAD : 도구 > 메뉴 > 별칭 > 명령어 선택 후 새로 만들기
3. ZWCAD : 도구 > 사용자 지정 > 편집과 프로그램 매개변수
4. GstarCAD : 도구 > 사용자화 >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
5. CADian : 도구 > 사용자화 > 엘리어스 > 명령어 선택 후 새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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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를 단축키로? 도면층 변경 단축 명령 옵션 사용하기! : 단축키 레이어
도면영역은 선 스케일 또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멕클릭에서 레이어를 단축키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면층 변경 단축 명령 옵션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용 방법

TIP

객체를 선택한 뒤 단축키를 입력하여 레이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단축키를 입력한 뒤 객체를 선택해도 레이어가 변경됩니다.

1. 도면영역 내 레이어를 변경하신다면 자동으로 스케일이 조정됩니다.
2. 기존 레이어 양식이 있다면 레이어 이름을 동일하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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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영역을 이용한 도면 관리
도면영역 목록 내 정보는 도면영역을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도면 목록을 통해
도면의 용지크기, 스케일 확인, 메모 등 다양한 관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면영역에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설계 담당자의 외근, 출장, 또는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경우. 각 도면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면영역 메모는 각 도면영역마다 날짜별로 메모를 남길 수 있어
해당 도면에 대한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천 장의 도면,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 FORM 활용추가 활용)
도면영역을 1000장 생성할 경우 도면영역 목록의 내용도 1000개가 생성이 됩니다.
연관성 있는 도면을 구분할 수 있는 단순 사각형의 박스를 생성한 뒤 기존 FORM 활용추가를
이용하여 연관성 있는 도면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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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양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외부도면을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면영역의 [수정] 기능을 이용한다면 쉽게 원하는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면양식 블록 지정 : MCLBS

기존FORM
활용추가

도면영역 등록

[수정]
버튼 클릭

도면영역 지정
및
스케일 계산

도면영역
삽입점 지정

도면양식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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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방식의 일괄 출력 기능
파일 내 다수의 도면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일이 범위를 선택하여 한 장씩 출력을
해왔습니다. 일괄 출력 기능은 한번의 작업으로 다량의 도면을 일괄적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에 맞는 다양한 출력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면영역을 이용한 도면 일괄 출력 방식
도면영역 목록에 생성된 내용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직접 dwg, pdf, plot의 방식으로 일괄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보내기 버튼 : dwg 변환(일품일도)
1. 출력할 도면영역 선택
(CTRL, SHIFT)

2. 도면 버전 선택 후
[도면 내보내기] 클릭

3. 변환 폴더 지정 후 확인

TIP

4. 변환 파일 확인

내보내기 시 파일이름은 도면영역의 이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도면영역의 표제란 속성 정의를 이용하시면 원활하게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도면영역 등록 > 표제란 속성(ATTDEF) 기능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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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wg 파일 변환 완료

2) 프린트 출력 / PDF 변환
1. 출력할 도면영역 선택
(CTRL, SHIFT)

2-1 Plot을 선택한 경우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2 DWG to PDF을 선택한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확인 후 Plot/PDF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정 버튼 클릭

4. 프린트 지정 후 확인
- 프린터 지정
- 플롯 대상 : 범위
- 플롯의 중심
- 용지에 맞춤
- 플롯 스타일 지정

꼭 도면영역으로 등록되어야 하나요?

TIP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도면영역 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FORM 활용추가를 이용하여 쉽게 도면영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도면영역 등록 > 기존 FORM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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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도면을 직접 선택하여 일괄 출력하기 + 용지 사이즈 인식
[영역화면 선택출력] 기능은 사용자가 파일 내 도면영역을 직접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각의 용지사이즈를 자동 인식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1) 영역화면 선택출력 위치 확인 및 실행

[영역화면 선택출력]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2) 영역화면 선택 출력 사용해 보기 + 옵션 설정 방법
도면영역 클릭 후 ENTER~! 출력 끝!
클릭한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프린터 옵션 및 출력 옵션을 지정합니다. 지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단축키 S(SETUP)를 입력하면 다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3) 용지 사이즈 인식 출력

블록 이름, 도면영역 목록 내 이름이 용지 사이즈 문자(A0~A4)가 포함돼 있다면 자동으로
문자를 인식하여 출력됩니다. 본 기능은 [개별용지크기] 체크 시 반영됩니다.

TIP

[영역화면 선택출력] 기능은 도면영역이 아니더라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도면 외곽이 블록으로만 설정돼 있다면, 도면영역으로 등록된 도면이 아니더라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빠른 블록 MCLBS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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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면을 열지 않고도 출력할 수 있는 배치 플롯 기능 : 일품일도 시 유리
일품일도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도면을 실행하고 출력하는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배치 플롯은 사용자가 도면을 열지 않고서도 폴더 내 모든 도면을 일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배치 플롯 위치 확인 및 실행하기

2) 옵션 설정

도면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위와 같이 도면리스트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리스트를 전체 선택하여 일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LIST SAVE : 현재 출력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LIST OPEN : 저장된 출력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TIP

도면영역을 이용한 경우 일품일도가 아니더라도 도면 내 모든 도면영역을 일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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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영역 문제 해결하기
▣ 스케일 자동 인식이 안 됩니다
Step. 1 도면영역에서 등록하셨다면 용지사이즈로 등록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Step. 2 [도면영역 생성]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도면이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Step. 3 [치수스타일] 내 전체 축척이 1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Step. 4 [치수스타일] 내 문자 크기가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문자 스타일에서 문자 크기 0으로 수정

▣ 멕클릭 설치 안 된 곳에서 도면영역 호환성은 문제는 없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멕클릭 설치가 안 되셨다면 관련 기능 사용이 제한됩니다.
(스케일 자동 인식, 일괄 출력, 메모 등….)

▣ 블록으로 설정된 도면영역은 분해가 안 되나요?
 기본적으론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 시 도면영역은 일반양식으로 변하게 되므로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분해가 안 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분해가 필요하신 경우 BEDIT(블록 편집) 기능을 실행하여 특성 창의 맨 아래쪽 분해 허용을
설정하시면 도면영역을 분해하실 수 있습니다.

▣ 원본도면에서 설정한 치수 스타일과 글꼴 스타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치수 스타일, 글꼴 스타일의 경우 STANDARD로 설정돼 있는 경우. 생성된 도면의 스타일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일을 새로 생성하여 중복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위 상기된 내용과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객문의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고객문의센터 : 154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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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부품 라이브러리?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까요?
2. 사용 및 활용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3. 예시 : 멕클릭의 부품 라이브러리를 소개합니다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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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부품 라이브러리?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까요?
▣ 볼트, 너트와 같은 기계요소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부품의 사양별로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정리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면 관리 및 부품 도면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작업이 발생됩니다.
멕클릭은 기계설계표준편람에서 제공되는 기계요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 시 사양에
따라 부품도면을 실시간으로 변경해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도면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설계에 필요한 부품 도면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사용 시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도면을 실행하는 반복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라이브클릭]이라는 기능은 사용자가 수집해 놓은, 혹은 사내 부품을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여 사내 설계자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화 된 파일은 사용자가

도면을 열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P

[라이브클릭]에는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부품에 정보를 등록하여 BOM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브클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hapter 4. 라이브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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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및 활용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 도면의 작도 상태를 변경할 수 없나요? : 단축키 알아보기
부품라이브러리 해제(Explode)가 안 됩니다 : Ctrl + Shift + A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는 그룹(Group) 상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그룹 설정/해제
단축키 [ctrl+shift+a]를 입력하여 그룹을 설정/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GROUP ON / OFF

Ctrl

+

Shift

+

A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작도 상태 변환하기!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부품라이브러리의 도면 작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생성한 직후 Shift키를 누르게 되면 부품의 작도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Shift

부품 대칭(Mirror) 하기!
필요에 따라 좌, 우 구분이 가능한 도면은 Tab키를 입력하여 대칭(Mirror)을 할 수 있습니다.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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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사양 변경하기!
부품 라이브러리에 맞는 사양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ter, Space Bar, 마우스
우클릭 등 실행과 관련된 단축키를 사용하여 부품 사양을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nter

Space Bar

혹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시 메뉴가 생성되어 불편하지 않으세요?
멕클릭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 캐드 옵션의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를
체크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생략 후
바로 반복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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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옵션을 변경하고 싶어요!
멕클릭 옵션 알아보기 : 작도 옵션
사용자마다 멕클릭을 사용하는 방법 및 습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멕클릭의 작도옵션 기능은
부품라이브러리의 옵션 설정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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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라이브러리의 기본 레이어 설정 방법 : 도면층 옵션
[도면층 옵션]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적용된 레이어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옵션의 레이어를 변경한 경우, 현재 작성된 모든 도면의 레이어가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TIP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이 있으신가요?
도면층 옵션의 명칭과 색상을 [BYLAYER]로 지정해 보세요.

기존 레이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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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라이브러리 찾기가 힘들어요
부품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부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멕클릭에서 부품 검색 기능 실행하기

TIP

검색 TIP.
짧은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좀 더 쉽게 부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 육각머리볼트 => 볼트

홈페이지에서 부품 검색하기

TIP

찾고자 하는 부품이 없는 경우?
1544-6130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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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 : 멕클릭의 부품 라이브러리를 소개합니다
▣ 찬넬 + 볼트, 너트 작도
그림을 클릭해도 변경됩니다.

Tab
좌우
대칭

Shift
작도 상태 변경 가능!

▣ 파이프 라인 작도

파이프 라인은 배관 설계 시 연속적인 작업을 통해 보다 빠른 레이아웃 확인이 가능하며
멕클릭 BOM 기능과 연계 시 모든 파이프의 길이를 자동 산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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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퍼기어 작도

사용자가 치수 값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작도뿐만 아니라 치수기입과 요목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또한 전위계수 값을 지정할 수 있어 실제 가공함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 체인 스프로킷 작도

도면 작도 시 기어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치수를 기입하여 줍니다. 또한 체인의 경우
축간 거리를 지정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링크의 개수를 계산하여 작도하여 줍니다.

▣ 타이밍벨트 풀리

축간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벨트길이를 계산해주며, 치수 기입을 자동으로 기입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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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 THK : LM가이드 작도

자동화 기계에서 직선운동 시 자주 사용하는 삼익THK의 LM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옵션을 쉽게 지정할 수 있으며 옵션 설정 시 제품번호를 표기하여 발주 시 용이합니다.

▣ SMC공압 : 실린더 작도

한국SMC공압의 부품이 탑재돼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정한 옵션에 따른 제품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발주 시 용이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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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찾기가 힘든 경우,
부품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라이브러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소개 : BOM(Bill Of Materials)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나요?
2. 생성 : 멕클릭의 BOM은 어떻게 생성될까요?
3. 사용 및 활용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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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BOM(Bill Of Material)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나요?
▣ 부품번호, 부품표 테이블 직접 작성하고 있으신가요?

멕클릭의 BOM 기능은 자동으로 부품번호와 부품표를 생성할 수 있고, 이와 관련 된 다양한 편집 작업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BOM과 관련된 작업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BOM의 문서화 작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멕클릭으로 생성된 BOM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양식에 맞게 직접 셀, 행, 시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모든 BOM의 EXCEL일괄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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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 : 멕클릭의 BOM은 어떻게 생성될까요?
▣ BOM이 생성되는 원리
정보점, 부품번호, 부품표, 엑셀변환 : 4가지 기능을 사용하여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점 생성
멕클릭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품라이브러리는
정보점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2. 부품번호 삽입
생성된 정보점을 이용하여 부품번호를
삽입합니다. 정보가 멕클릭에 등록됩니다.

3. 부품표 작성
부품번호 삽입 시 데이터가 멕클릭에 등록되며,
부품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4. 부품표 문서 내보내기
부품번호 삽입 시 데이터가 멕클릭에 등록되며,
부품표를 문서화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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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은 꼭 도면영역에 생성하세요
도면영역은 각 영역을 인식할 수 있고, 스케일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면영역 내에서 BOM을 생성할 경우, 도면영
역별로 BOM을 관리할 수 있으며, BOM과 관련된 스케일 또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각 영역별 BOM 관리 가능! 스케일 자동 인식!

BOM 정보를 다른 도면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도면영역이 아닌 곳에서 이미 BOM을 만드셨다면 ‘BOM 복구’ 를 통해 도면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케일이 맞지 않은 경우도 BOM 복구를 이용하여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BOM을 도면영역으로 옮긴 뒤 BOM 복구를 실행합니다.

TIP

모니터 중앙에 도면영역을 위치시킬 경우
편집기능, 복구 기능 사용 시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도면영역을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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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클릭에서 제공하는 도면이 아닌 일반 도면도 BOM 생성이 가능한가요?
멕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품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여 즉시 부품번호와 부품표를
자동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부품번호 삽입 : 단품 작성 시
부품번호 삽입 내 [부품정보 탭]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부품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품이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 ‘정보점BOM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부품번호 선택 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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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정보 LIST 편집 : 다품 생성 시
[부품정보 LIST 편집]은 BOM 편집 및 생성에 관한 전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가 직접 부품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며, 부품번호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 (A)를 이용하여 쉽게 ADD 버튼을 실행할 수 있고,

리스트에 표시된 번호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클릭 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BOM 마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품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TIP
51

잘못 작성한 정보가 있다면 부품정보 LIST 편집을 이용하여 바로 편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정보를 생성할 경우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보점 생성 : 부품정보 등록하여 사용하기
사용하는 부품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정보점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점 생성은 사용자가 폴더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고, 생성 된 정보점을 입력하여 일괄적으로
부품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 오른쪽 클릭

Double Click

BM마크 생성!!

TIP

같은 품명의 정보점을 생성할 경우
‘새 정보 추가 (복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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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점 생성 : 기초 정보 리스트 활용 (비중표 엑셀 내보내기)
멕클릭에 있는 비중 관련 데이터를 엑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1. [비중표]를 클릭하여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이용해 엑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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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점 생성 : 기초 정보 리스트 활용 (비중표 엑셀 가져오기)
엑셀에 있는 비중 데이터를 멕클릭 비중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1. 비중 데이터가 있는 엑셀파일을 준비합니다.

2. 비중표의 [가져오기]를 이용해 엑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 열기를 클릭하면 엑셀 데이터가 멕클릭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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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점 생성 : 기초 정보 리스트 활용 (엑셀 내보내기)
멕클릭에 있는 정보점 관련 데이터를 엑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1. 기초 정보 리스트에 있는 내보내기를 클릭한 후 엑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2. [메인 폴더]에 있는 폴더들이 구분되어 엑셀에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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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점 생성 : 기초 정보 리스트 활용 (엑셀 가져오기)
엑셀에 있는 정보점 데이터를 멕클릭 기초 정보 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1. 엑셀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B열 - 폴더명
C열 - NAME
D열 - ENAME
E열 - SPEC
F열 - MATERIAL
G열 - WEIGHT
H열 - PRICE
I열 - REMARK
2. 가져오기를 클릭 후 저장된 엑셀파일을 열면 기초 정보 리스트에 올라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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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클릭 : BOM의 자동화
라이브클릭은 멕클릭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사용자가 도면을 직접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입니다. 등록 시 도면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멕클릭에서 제공하는 도면과 같이
부품번호와 부품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도면과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정보점에
의해 부품번호와
부품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TIP

[라이브클릭]에는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부품에 정보를 입혀 BOM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클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hapter 4. 라이브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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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및 활용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 BOM 테이블 양식 설정 및 EXCEL의 셀 및 행 설정하기
도면양식에 맞는 BOM 테이블로 변경하고 싶어요

설정한 양식을 데이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옵션을
지정했을 경우,

TIP

설정한 BOM 테이블 양식은 사내 설계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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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 내용을 발주서, 견적서 등의 문서에 바로 적용하기

작업 할 시트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내용의 시작 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태그 내용을

항목을 적용할 셀을 선택합니다.

생략,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백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양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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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번호 손쉽게 정렬하기
부품번호 수직/수평 변환하기 : SHIFT

실행 직 후 부품번호 개별/전체 선택!

Shift

수직, 수평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부품번호 간격 조절하기 : 간격(S )

S
ㄴ
부품번호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TIP

명령어 MOVE를 이용하여 부품번호를 정렬 시 지시선이 정상적으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부품번호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정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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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추가/제거 시 부품번호, 부품표의 순서 쉽게 정렬하기
부품번호, 부품표 순서 재정렬하기

모번, 접두어, 연번을 이용하여
번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연번은 증분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Ex) 1-> 3 -> 5 -> 7 (증분값 2)

정리, 정렬할 부품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ㅌ

번호가 자동으로 정렬 됩니다.

ㅌ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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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BOM 제거]를 이용하여 부품번호와 부품표의 내용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부품표의 내용을 제거할 경우 [BOM 제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번호 양식 변경하기(마크, 모번, 접두어 등)
앞서 설명드린 [부품번호 재정리] 기능을 이용하여 부품번호의 마크, 모번, 접두어를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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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번호 순서 바꾸기
정보점을 이용한 경우 부품번호의 순서가 순차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품정보 LIST 편집]과 [부품번호 재정리]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ㅌ

순서가 바뀌어 있는 1번과 2번을 [UP, DN]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해 줍니다.

부품번호 재정리를 이용하여 손쉽게
번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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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 편집 방법 알아보기
부품번호와 부품표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부품번호와 부품표의 내용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번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부품표의 내용도 같이 수정이 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수정됩니다.

[부품정보 LIST 편집]을 이용한 편집 방법
[부품정보 LIST 편집] 내 정보는 생성 된 부품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생성된 부품표의 내용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Double Click
or Enter

실시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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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번호 직접 선택하여 편집하기
부품번호가 많은 경우 사용자가 도면에서 부품번호를 찾고 부품표에서 해당 부품번호를 다시 찾게
되는 중복 작업이 생기게 됩니다. [부품번호 직접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부품번호를 선택하여 정보를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연동!

편집 시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도면에 생성된 부품표를 사용자가 직접 TEXT 편집을 한 경우, 멕클릭에 등록된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위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부품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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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정보 빠르게 추가 하기
새로운 부품정보를 빠르게 추가하고 싶을 때 [부품정보 LIST 편집]의 수정 버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품을 수량이나 스펙만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 부품정보를 선택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2 . 부품정보를 선택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부품정보 직접 편집] 창이 생성되며 현재 부품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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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정보 빠르게 추가 하기
새로운 부품정보를 빠르게 추가하고 싶을 때 [부품정보 LIST 편집]의 수정 버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품을 수량이나 스펙만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정보에서 몇가지 값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추가 시 부품정보 리스트에 있는 번호와 중복되면 경고창이 생성됩니다.)

4 .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부품정보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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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에 작성된 동일한 문자 일괄 변경하기
[문자 일괄수정] 기능은 도면 내 모든 문자, 도면을 열지 않더라도 폴더 내 모든 문자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기
능입니다. BOM으로 작성된 내용 또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선택 시 창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TIP

[문자 일괄수정] 기능을 BOM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면상의 내용도 변경이
되지만 [부품정보 LIST 편집]의 내용도 같이 변경됩니다.

68

▣ 부품 도면의 중량 계산 및 정보점 생성하기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중량 계산은 면적을 추가/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중 값 또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
고 이를 정보점으로 변환하여 BOM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ouble Click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사양, 재질, 두께 입력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면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중량이 더해지며
CTRL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중량에서 제외됩니다.

파란색 : 중량 추가 / 빨간색 : 중량 제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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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의 비중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보점의
‘선택 정보 수정‘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게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점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정보점은 BOM과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변환

TIP

엑셀의 함수를 이용하여 단가 계산을 해 보세요.
더 편리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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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작성한 BOM 테이블 변환하기 : 부품표 변환
멕클릭은 기존에 작성된 BOM 또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환을 하게 되는 경우 멕클릭에서 제공하는
모든 BOM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품표 변환 사용 방법

총 3가지 POINT를 이용하여 변환하게 됩니다.

1ST POINT

타이틀을 제외한 좌측 하단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2ST POINT

사각형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내용 전체를 선택합니다.

3ST POINT

행 간격 계산을 위해 첫번째 포인트 바로 윗칸을 선택합니다.

TIP

위와 같이 선택을 했음에도 [부품표 변환] 창이 활성화되지 않으시나요?
MTEXT의 경우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부품표창을 EXPLODE(해제)를 이용하여

2~3번 해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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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면영역 : BOM 정보를 등록할 도면영역을 선택합니다.
BOM 마크 :
부품번호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COL_1

COL_2

COL_3

COL_4

COL_5

COL_6

COLUMN 선택 : 타이틀 순서에 맞는 COLUMN을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TITLE이 없으신가요? : BOM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 보세요.

[BOM 옵션]을 실행하여 USER1~6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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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표 변환을 완료했더니 BOM 좌측에 부품번호가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좌측에 부품번호가 생성됩니다. 삭제하셔도 무관합니다.

변환한 내용을 가지고 부품번호, 부품표 등의 기능 사용해 보기

부품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편집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한 양식에 맞춰 부품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TIP

3D모델링을 2D화 할 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시나요?
3D에서 BOM을 생성하여 2D도면으로 변경할 때 [부품표 변환] 기능을 사용한다면

2D도면에서 BOM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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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클릭으로 생성한 모든 BOM. EXCEL로 변환하기
[BOM TO EXCEL] 기능을 이용하여 폴더 내 멕클릭으로 생성한 모든 도면의 BOM을 일괄적으로 EXCEL 파일로 변
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TIP

한 파일 내 모든 BOM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BOM 개별 EXCEL 저장’을 체크할 경우
각 개별파일로 BOM을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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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도면관리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나요?
2. 관리 : 라이브클릭 인터페이스 알아보기
3. 바로가기 : 자주 사용하는 경로를 추가해 보세요
4. 사용 및 활용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Chapter 4

라이브클릭

Chapter 4. 라이브클릭

Everything About Mechanical Design

1. 소개 : 도면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라이브클릭은 사용자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 알아보기
1. 부품 라이브러리 제공
라이브클릭은 시중에 제공되고
있는 도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멕클릭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옵션을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면을
직접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화된 데이터는 도면을 열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도면관리 및 공유
사내 설계자들과 도면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별로 도면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4. BOM 자동화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도면에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정보를 활용하여
멕클릭 BOM 기능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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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라이브클릭

Everything About Mechanical Design

2. 관리 : 라이브클릭 인터페이스 알아보기
▣ 부품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시중에 제공되는 상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클릭 부품 라이브러리와 사용 방법(단축키, 옵션)은 동일합니다. 라이브클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블록데이터로 제공됩니다.

2. 부품선택 후 더블 클릭하여 작도

1. 브랜드 선택

3. 부품 선택 시 도면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도면상태 전환,
정보점 생성, 블록 분해 등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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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도면 관리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클릭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면 라이브러리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품창에서는
도면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창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라이브러리는 사내 사용자 간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 파일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도면을 열지 않아도 블록데이터를 관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 내 블록으로 설정된 도면의 경우 라이브클릭의 파일창을 이용하여, 도면을 열지 않고서도 관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블록 데이터가 표시 됩니다.

1. 폴더를
선택하여
도면 선택

3.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TIP

도면에 등록 된 블록은 마우스 우 클릭하여, 블록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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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창에 등록할 도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 데이터에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으며, 정보가 등록된 도면을 관리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라이브러리에 정보점이 추가되며, BOM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부품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1) 분류 및 부품 데이터 생성
새 분류 추가를 선택하여
분류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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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 데이터 추가 및 수정
생성된 부품 데이터를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

3) 도면 데이터 등록
등록할 블록 도면을 생성된 부품 데이터에 드래그하여 위치시킵니다.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
다양한 작도 상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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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창에 등록하기
등록할 관리창을 먼저 지정 후 부품데이터가 생성된 도면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창에 추가합니다.

5) 등록된 데이터 확인하기
[부품] 창에서 관리창을 확인하여 도면이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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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로가기 :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추가해 보세요
▣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등록할 수 있나요?
바로가기 메뉴 추가 방법
[파일] 탭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 마우스 우 클릭
자주사용하는 도면 데이터를 [바로가기]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폴더 선택 후 [마우스 우 클릭]을 하면 메뉴가
생성 됩니다. 그 후 [바로가기에 추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바로가기]메뉴에 경로가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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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에 추가 된 경로에서 [마우스 우 클릭]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새로 추가
[새로추가 버튼 클릭] 시 [새 바로가기]가 추가 되며 새로운 경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이름 변경
바로가기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 폴더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음)

3) 정보 수정
바로가기 폴더의 이름 및 설명란,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선택 한 경로를 [바로가기]메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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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및 활용 :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 도면 관리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도면 등록, 등록 관리, 자동 등록 사용 방법

①

사용자가 직접 도면을 개별/전체 선택하여 관리창에 도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면 개별 등록 가능!

②

현재 관리창에 등록된 도면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도면의 추가, 제거, 도면열기
최적화(도면 내 데이터가 없으면 자동 삭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면 관리 가능!

③

폴더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폴더 내 모든 도면을 일괄적으로 관리창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폴더 지정 시 사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도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 폴더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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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도면의 수정, 도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수정하실 수 있으며,
사내 모든 설계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보변경 없이 도면만 수정되는 경우

변경해야 될 도면이 있는 [관리창]으로 변환
한 뒤 [등록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해야 될 도면을 선택 한 후 [도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도면을 실행합니다.

도면 실행 시 읽기 전용으로 나오게 되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날짜별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도면을 선택한 후 [제거] 버튼을 클릭하
여 도면을 삭제 한 뒤,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도면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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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날짜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후에는 공지를 통해 사내 설계자와 공유합니다.

2) 도면과 BOM 정보까지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읽기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변경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 데이터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TIP

변경된 내용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관리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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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데이터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
도면 작업 시 필요한 도면이 있는 경우 [블록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역 선택 > 블록이름 지정 > 삽입점 지정을 하면 블록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블록이
있는 도면을
선택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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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데이터가 많은 경우 다수의 설계자가 위와 같이 동시에 블록 데이터를 생성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폴더 우선 지정)

블록 데이터 쉽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
도면을 열지 않고 블록을 관리하려면 삭제하려는 블록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블록 삭제] 버튼을 클릭
하세요.

예를 클릭하면 도면 내에 있는 블록이 삭제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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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블록이 있는 도면파일을 닫은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블록 추가와 삭제를 라이브클릭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리창에 등록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BO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면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

ENTER, SPACE BAR, 마우스 우 클릭을 이용하여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HIFT KEY => 작도 상태 변환

품명, 사양, 재질 등 사용자가 직접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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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클릭 BOM과의 연계 사용 방법
도면 생성 시 작성 된 부품정보는 정보점으로 표기되어 멕클릭에서 제공하는 BOM 기능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OM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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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이 적용된 조립도, 부품조립도, 부품도 등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BOM을 이용한 다양한 도면 연계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개 : 왜 멕클릭 치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2. 사용 및 활용 : 기능 실행 직후 마우스 우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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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 왜 멕클릭 치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 손쉽게 치수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 작업 시 Ø 와 같은 문자 입력, 공차 입력, 기타 정렬 방식 등 업무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업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멕클릭의 치수 기능은 업무 흐름에 방해 받지 않도록 다양한 치수
유틸 기능과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번거로운 작업을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치수스타일 관리자, 멕클릭의 다양한 기능과 호환됩니다

멕클릭 치수는 치수 스타일 관리자의 옵션 사항과 호환이 되어 기존 치수 스타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상세도, 지시선 등 다양한 기능과
호환 가능하여 멕클릭의 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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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치수와는 다르게 치수 자체에서 공차, 레이어 설정, 정밀도 등의 설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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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및 활용 : 기능 실행 직후 마우스 우 클릭해 보세요!
▣ 치수 레이어 지정하기
사용자가 레이어를 직접 변경할 필요 없이 멕클릭의 치수 옵션기능을 통해 손쉽게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 완전 정의 전 실행
(마우스 우 클릭, SPACE BAR, ENTER)하여
옵션을 실행합니다.

고정 : 기본 레이어

치수 입력 시 자동 변환

옵션이 실행 되면, [치수 타입] 탭을 선택하여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기본 레이어는 고정되며, 치수를 입력할 때만 자동으로 설정한 레이어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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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기능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선형 치수, 지름, 반지름 치수, 연속, 기준 치수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멕클릭에서 제공하는 옵션을 이용한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름, 반지름 치수 : 치수상태 자유롭게 설정하기
원형인 객체의 치수 기입 시 치수선이 고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된 치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멕클릭의 치수 타입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완전 정의 전 실행(마우스 우 클릭, SPACE BAR, ENTER)하여 옵션을 실행합니다.

지름, 반지름 타입 버튼을 선택하여 치수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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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준 치수 : 옵션을 이용하여 상태 변환하기
연속 치수와 기준 치수의 경우 치수 작업 시 연관성이 많은 치수 기능입니다. 옵션의 치수 타입 탭에서

2가지 치수 타입을 변환해 가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완전 정의 전 실행(마우스 우클릭, SPACE BAR, ENTER)하여 옵션을 실행합니다.

기준치수

*연속, 기준 치수 사용 전 작성된 기준이 되는 치수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치수 타입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간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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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치수 : 객체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치수 생성하기
선택된 객체의 치수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치수의 타입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전체

또는 일부 치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좌표 편집이 가능하여 손쉽게 치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치수 실행 뒤 객체 선택 후 실행(마우스 우클릭, SPACE BAR, ENTER)하여 옵션을 실행합니다.
자동으로 치수가 작성됩니다.

치수 타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중 치수 실행 뒤 생성된 치수를 선택하여 SPACE BAR를 입력하여

새로운 치수 타입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간격 지정 가능합니다.)

좌표 편집을 통해 객체 정보를
추가/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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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 : 끼워 맞춤 공차의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인식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공차기능은 일반 공차뿐만 아니라 끼워 맞춤 공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치수크기에 따라 도표편람의 공차 치수가 자동 반영됩니다.

공차 선택 후 치수 선택.

끼워 맞춤 공차 값이
사이즈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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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 치수 : HOLE이 많은 경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관리해 보세요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객체에 작성 된 HOLE의 X, Y 좌표 값을 테이블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①

②

기준점

객체 내 원 선택

다음과 같이 기준점과 원 객체를
선택하여 좌표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②
사용자 환경에 맞게 좌표번호와
테이블 사양을 지정하여
생성합니다.

좌표 번호

테이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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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치수선 편집 : 작성된 치수를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
다중치수선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현재 작성된 치수의 다양한 편집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치수의 화살표, 문자 크기 일괄 조정
이미 작성된 도면에서 치수의 크기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화살표, 문자, 간격 등 사용자가 편집하기에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다중치수선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중치수선 편집 실행 후 치수 전체 선택 후 SPACE BAR 입력

형상 탭에서는 치수선, 화살표와 관련된

문자 탭에서는 문자와 정렬 상태에 관련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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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의 정렬상태 쉽게 변경하기

주로 선형 치수 정렬용으로
사용됩니다.
치수 문자, 원형, 반지름 객체
정렬용으로 사용됩니다.
작성된 모든 선형 치수에
대한 정렬 방식을 지정합니다.

사용 예 1) 치수 강제로 중앙에 위치시키기 : 맞춤, 문자 아이콘 사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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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의 정렬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므로 맞춤, 문자, 위치에
해당되는 치수 스타일과 특성을 알고 계시면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사용 예 2) 문자 정렬 방식의 적용

사용 예 3) 사각형인 경우 치수의 정렬 상태 변경

TIP

다중 치수선 편집 기능은 매번 치수 정렬 상태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보단,
치수 작업 마무리 후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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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선 자동으로 정렬하기
기입된 다양한 타입의 치수선은 사용자가 간격을 조정하여 자동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정렬 타입 선택 및 간격 조정

1.

기준 치수 클릭

2.

정렬할 치수 전체 선택 후 SPACE BAR 입력

일정 간격에 의해 정렬된 치수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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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값 변경 : 치수 변경 시 객체도 같이 변경됩니다
플레이트의 모서리 부분을 필렛 명령어를 이용하여 라운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 값을
변경할 때마다 치수도 같이 지정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치수 값 변경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치수와
객체를 동시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행 후 치수선을 클릭하여 치수 값을 입력합니다.

활용 예 1) 선형 치수에 적용하기

치수 문자를 기준으로 좌, 우측이 구분되며 조정되는 방향 또한 달라집니다.

활용 예 2) 지름, 반지름 치수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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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 등 지시선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기존 지시선 기능과는 다르게 멕클릭의 지시선은 객체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된 지시선의 편집과 자주 사용되는 사용구를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구 저장 가능

문자 부착, DIMSTYLE 적용 가능

자주 사용하는 문자를 등록하여 불러올 수

DIMSTYLE 값 적용을 체크하여 기존 치수 스타

있으며, 문자 옵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외 지시선 생성 시
문자의 부착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 실행 뒤 지시선을 선택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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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클릭에서 제공되는 도면을 이용하여 가공 도면을 작성 시 지시선과의
연계 효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 드릴, 탭, 카운터싱킹, 카운터보링)

1. 주요 유틸리티 : 멕클릭 사용자 추천 기능
2. 보조 유틸리티 : 도면 작업을 빠르고 즐겁게!

Chapter 6

유틸리티

Chapter 6. 유틸리티

Everything About Mechanical Design

1. 주요 유틸리티 : 멕클릭 사용자 추천 기능
▣ 상세도 : 자동으로 상세도가 생성되며, 치수도 원본 도면의 치수 반영

상세도 실행 시 4가지 타입 (원, 타원, 사각형, 닫힌영역선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타입은 단축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타입 선택 후 지정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상세도의 축척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IFT : SCALE의 50% 증가 / CTRL : SCALE의 50% 감소

SPACE BAR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옵션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상세도는 치수선의 스케일을 적용하지 않아도 원본 도면의 치수를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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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 : 개별/범위 선택하여 한번에 중심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 사용 방법? (

)

중심선 그리기를 실행하여 객체를 선택, 드래그 할 경우 아래과 같이 실행 됩니다.

중심선 돌출 비율 어떻게 설정하나요?
원, 라인, 탭의 중심선의 돌출 비율, 값을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양창을 통해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선 실행 후
S를 입력하시면
사양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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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 돌출 값 설정 세부 설명
1. 비율과 DIMCEN 사용 (비율 = 2.0 , DIMCEN 값 = 2 )
[원 : 반지름 * 비율 + DIMCEN 값 = 10 * 2 + 2 = 22 ] # 라인: 2/길이 * 비율 + DIMCEN 값

2. 비율과 값 사용 ( 비율 = 2.0, 값 = 5.0 )
[반지름 * 비율 + 값 = 10 * 2 + 5 = 25 ], # DIMCEN 값 무시

3. 값 사용 ( 값 = 5.0 )
# DIMCEN 값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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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단축키 지정 사용
지금까지는 중심선, 숨은선, 가는 실선 등의 레이어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변경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클릭 횟수가 많아지며, 시간도 그만큼 소비됩니다. [도면층 변경 단축명령 옵션] 기능은 사용자가
지정한 단축키를 입력하여 선을 지정하게 되면 레이어가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선 선택 후 단축키 입력!
or
단축키 입력 후 선 선택!

단축키 변경 방법 : 캐드 재실행 시 적용됩니다
최초 기능 실행 시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생성이 되며, 사용자가 직접 단축키, 이름, 색상,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된 단축키는 캐드 재실행 시 적용됩니다.

캐드 재실행 시 적용

*현재 사용 중인 레이어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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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AND : 단축키 지정

2.

현재 사용 중인 레이어 이름 동일하게 매칭

3.

LAYER COLOR : BYLAYER로 설정.

4.

LAYER LINE TYPE : 현재 설정 된 선 종류 지정.

▣ 축 파단선 그리기
파단선은 전부를 나타내지 않고 일부를 절제할 때 쓰이는 설계 기법입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스플라인을 통해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지만, 멕클릭의 축 파단선 그리기는 사용하기는 쉬우며 입체감 있는 표현으로 설계도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파이프 타입 그리기

파단면 싱글 그리기 (환봉 류)

파단면 싱글 그리기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작도 시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TIP

*옵션창 생성이 안 되시나요?
기능 실행 후 명령어 : s(옵션)을 입력하여 옵션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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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유틸리티

Everything About Mechanical Design

2. 보조 유틸리티 : 도면 작업을 빠르고 즐겁게!
▣ 작도 편의 기능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기능의 인터페이스화로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된 편리한 기능으로
관련 업무를 더욱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객체 생성 관련 편의 기능

< Slot Hole >
사용자가 설정한 나사 호칭에 맞는 장공을 자동으로
그리기 위한 기능입니다.
표준부품의 슬롯트 홀과 비슷하지만 설정방식이 다릅니다.

< 사각형 >
사각형 생성 시 모깍기 값과 모따기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각형 생성 시 선택지점을 선택할 수

있어 특수한 경우 작성 시 용이합니다.

< 단면 표시>
부품의 단면을 나타내는 표시기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화살표의 크기는 DIM SCALE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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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원 >
사각 또는 원형 스타일로 다중 원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PCD와 원 직경, 원의 수 등 편집 폭이 다양합니다.

< 교차선 모따기 >
LINE으로 그려진 선분이 교차되어 있을 때 폐곡선과
교차로를 다양한 타입의 객체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 구름 마크 >
수정마크로 많이 활용되는 구름마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타입과 캘리그래피 기능으로 손쉽게 작도할 수 있습니다.

< 끊어진 Line Join>
같은 선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도가 똑같다면 2개의 선형을

JOIN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과 선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TIP

*PGP파일을 이용하여 단축키로 지정해 보세요.
작도 편의 기능은 실제 업무 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며, 기존 사용 방식의

인터페이스화로 사용하기 쉬워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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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원 편의 기능
직접적인 작도 없이 객체에 대한 속성 파악, 레이어의 일괄 변환 등 설계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이나믹 리스트 >

실행 후 객체에 마우스 크로스오버 시 객체 관한 정보가 툴팁으로 실시간 표시됩니다.
툴팁에 생성된 정보로 객체에 대한 속성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도면층 정리 >
현재 설정된 도면의 색상이나 선 종류로 도면층

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색상 선
택 후 도면층을 지정하면 선택한 색상이 지정된
도면층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작성된 모든
치수선의 도면층을 일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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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볼기호
멕클릭에서 제공되는 심볼 기호는 도면영역과 호환이 가능하여 용지 크기에 맞는 비율로 생성됩니다.
또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면처리 >
파형기호, 다듬질기호, 표면처리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용접기호 >
사용자가 옵션을 선택하여 용접기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IMPLE 용접기호 >
간단 용접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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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공차 >
기하공차와 데이텀 기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기점기호 >
기점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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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참조 편집 저장
블록 참조 편집 저장 기능이란?
블록의 참조 편집(REFEDIT) 이후 블록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블록으로 설정 된 객체 편집을 위해 참조편집(REFEDIT) 기능을 실행.

외부 참조 편집 창에서 편집 할 블록을 선택.

블록 편집이 완료 된 경우 MCLREFCLOSE 명령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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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참조 편집 저장 창이 생성 되면서 블록의 좌표점 및 블록이름을 변경하여 저장가능

5) 편집 된 블록의 이름을 변경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INSERT에서 기존 블록 도면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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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의 주요 특성

블록 편집 시 블록명이 같은 모든 블록이 변경 됨.
블록명이 같은 경우 한 개의 블록을 편집을 해도 나머지 블록이 전부 변경 됨.
사용자가 의도하는 경우로 쓰일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면에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높음.

파일간 블록 이동 시 같은 이름의 블록이 있는 경우. 기존 블록 우선 적용
[ A ] 도면에 작성 된 블록을 [ B ] 도면으로 이동 시, [ B ] 도면의 블록이
우선 적용 됨.

B.Dwg 파일
블록명 : A
A.Dwg 파일
블록명 : A
복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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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참조 편집저장 활용방법

1) 복잡한 구성의 블록을 식별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중복 방지를 위해 난수로 표기하여
생성합니다. 이 경우 블록에 대한 식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블록 참조 편집 저장기능을 이용하여 블록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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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블록 데이터 유지 및 저장

블록 참조 편집 저장(REFCLOSEAS) 사용하여 블록이름 변경 시 기존 블록은
제거되지 않으며, 새로운 블록이 생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블록과 변경 된 블록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 참조 편집 저장(MCLREFCLOSE)

변경 전 블록

변경 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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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키 변경 (PGP 파일 이용)
PGP 파일 이용하여 단축키 지정하기
MCLREFCLOSE는 매번 블록 변경 시 명령어를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PGP 파일을 이용하여 단축키로 쉽게 적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cad.pgp)

(Acad.pgp)

[도구] > [사용자 지정] > [편집과 프로그램 매개변수] 에서 위와 같이
단축키를 지정합니다.

*프로그램마다 단축키 설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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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지정 후 메모장을 종료하고, 명령어 창에 REINIT을 입력하여
캐드를 재실행하지 않고 단축키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편집(REFEDIT) 공간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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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궤적도 : 물체의 이송 경로 및 간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로도 : 기본적인 심볼 제공과 블록데이터 활용
3. 공학계산 : 역계산이 가능하며 데이터 표를 제공합니다

Chapter 7

전문기능

Chapter 7. 전문기능

Everything About Mechanical Design

1. 궤적도 : 물체의 이송 경로 및 간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궤적도 기능이란? 어떤 기능인가요?

객체를 이동 경로에 따라 움직이는 형상을 사용자가 직접 작도할 필요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한번에
작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궤적도 기능 사용 전 알아 두어야 할 2가지 사항
객체는 블록으로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객체는 블록으로 설정돼 있어야 궤적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는 폴리 라인으로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폴리 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멕클릭의 [다이나믹 리스트]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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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아웃 타입 사용 방법
레이아웃 타입의 경우 객체의 2개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타입으로 노말 타입, 바이어스 타입으로 나뉩니다.

NOMAL TYPE 사용 방법
블록 선택

블록 삽입 점을 기준으로 간격 지정.
이동 경로는 2점을 기준으로 이동됩니다.

*단축키
1. (F)RONT : 앞으로 이동
2. (B)ACK : 뒤로 이동
3. (P)ICH : 간격 설정
4. (D)RAW : 전체 작도
5. (A)RC : 라운드만 작도
6. (S)ET : 현재 위치 작도
7. (E)XIT : 나가기

BIAS TYPE 사용 방법

기본 사용 방법은 NOMAL TYPE과 동일하며 2개의 이동 경로를 선택하여 BIAS TYP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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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사 타입 사용 방법
일반경사는 롤러와 행거 두 가지의 블록데이터에 의해 궤적도가 진행됩니다. 롤러의 간격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힌지경사 타입 사용 방법
행거와 트롤리, 롤러는 일반 경사 타입과 같이 이동되지만, 중간의 링크가 블록 삽입점을 기준으로
각도를 자동 설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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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유지 타입 사용 방법
수평유지 타입은 적채 물체의 수평을 잡기 위해 이동 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변하는 각도를 인식하여
캐리어가 상하조절을 하게 됩니다. 물체는 상하조절기능에 의해 수평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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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적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시나요?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작도 방향에 따라 방향이 변경됩니다

이송궤적(사각형, 라인) 작성 시 방향에 따라 궤적의 방향이 다릅니다.

궤적도 인식 영역을 확인해 보세요

원점 좌표(0, 0)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궤적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IP

*유령 객체가 생기셨다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객체)
AUDIT 명령어를 입력하여 오류 검사를 하게 되면 유령 객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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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로도 : 기본적인 심볼 제공과 블록데이터 활용
▣ 심볼 기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나요?
여러 개의 심볼 기호 사용하기
사용할 심볼을
드래그하여
아래 창에
추가합니다.
그 후 심볼 기호
선택 후

[멀티 삽입]을
실행합니다.

리스트(BOM) 정보 생성하기

심볼을 추가하기 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옵션 설정 창이 생성됩니다.
BOM 작성을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리스트(BOM)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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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도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 블록 데이터 활용
자주 사용하는 심볼기호는 새 분류를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새 분류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M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에 BOM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 추가하기

분류 추가 후 기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기호 추가 시 자동으로 블록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TIP

*BOM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부품의 사양을 지정하여 사용하시나요? 만약 자주 사용하는 도면이 있다면

회로도의 블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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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학계산 : 역계산이 가능하며 데이터 표를 제공합니다
▣ 공학계산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 예 : 볼트의 지름이 전단력을 받을 때

*순서
1. 축방향 하중 : 설계에 필요한 하중 값을 기입합니다.
2. 허용전단응력 : [허용인장응력값-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표를 확인합니다.
3. 볼트의 지름 : [CAL]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될 볼트의 지름 값을 도출합니다.

*역계산이 가능합니다!

TIP

상기 내용은 볼트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 하중 값과 허용전단응력 값을 미리 기재해 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볼트의 지름과 허용전단응력 값을 입력하면 반대로 하중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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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계산 종류
기계설계

1) 볼트의 지름 계산
볼트의 리스, 나사줄수, 피치의 계산과 하중, 전달력, 비틀림을 받을 대의 공학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2) 너트의 높이 계산
하중 및 볼트의 지름, 나사의 피치 등을 이용한 공학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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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벳이음
리벳과 판의 상관 관계를 고려한 공학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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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의 크기
유량 및 유속에 따른 관의 내경 사이즈 및 두께를 계산할 수 있는 공학 공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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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의 굵기 계산
굽힘 및 비틀림을 받는 축의 계산 공식과 강성에 의한 축 계산 등의 공학 계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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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동 축의 굵기 계산
비틀림의 각을 제한하는 전동축의 굵기 및 축이 전달하는 회전토크의 굵기를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7) 맞물림 클리처 계산
클로 턱의 폭 및 축에 전달되는 토크 등의 공학 계산 공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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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찰 클러치 계산
원판클러치의 접촉면폭과 지름 전달력에 대한 계산 공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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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레이디얼 저널 계산
베어링 압력에 대한 끝저널과 지름 계산, 허용축받침에 대한 저널 계산, 마찰열에 의한
축받침 길이 계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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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축 코일 스프링 계산
스프링의 하중 및 코일경에 따른 비틀림모멘트 계산 및 평균전단 응력, 응력 수정계수, 스프링지수,
유효감김수에 대한 공학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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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겹판스프링 계산
겹판 스프링의 휨응력, 일반처짐, 하중을 가할 때의 처짐을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2) 스퍼기어 계산
스퍼기어의 전달 하중, 전달 동력, 굽힘응력, 전달력, 속도계수, 원주속도를 설계 할 수 있는
계산 공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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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헬리컬기어 계산
헬리컬기어의 전달하중, 속도 계수, 원주속도, 이직각, 축직각 모듈 계산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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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베벨기어 계산
베벨기어의 전달력, 전달동력, 속도계수, 원주속도, 잇수에 대한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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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웜기어 계산
웜기어의 굽힘응력, 내압강도에 따른 최대 전달하중 계산과 효율을 계산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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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계산 종류
재료역학

1) 인장, 압축 응력
인장응력, 하중, 단면적에 대한 계산과 전단응력, 하중, 단면적의 계산, 단면적, 지름 계산을 제공합니다.

2) 세로탄성률 / 영률 계산
세로탄성률, 인장응력, 변형률에 대한 계산과 변형률, 처음길이, 인장길이에 대한 계산,
세로탄성률, 인장하중, 처음길이, 단면적에 대한 계산 공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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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탄성률 / 영률 계산
변형률, 처음길이, 변한길이에 대한 계산, 가로탄성률, 전단응력, 변형률에 대한 계산,
가로탄성률, 전단하중, 처음길이, 단면적, 변한길이에 대한 계산, 가로탄성률, 전단하중, 단면적,
변한각도에 대한 계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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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프응력 / 횡방향의 응력 계산
후프응력, 내압, 안지름, 두께에 대한 계산과 횡방향의 응력, 내압, 안지름, 두께에 대한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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