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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VIA C3DVIA Composer – 소 개

• 제품 조립과 분해를 통한 간섭검토

• 실제 설비 관리 매뉴얼 작업

• 설치 순서 문서화 작업

• 다양한 고객지원 서비스 가능

• User Manuals 작성

• Web based 문서화 작업지원• Web-based 문서화 작업지원

• 각종 CAD 포맷 기본지원

• User Handling 기반의 새로운
가상 문서 제작 Solution

Output Form

• 제품의 통합화를 이용한
communication

• 설계 DATA 강력한 압축 효과.(1/100)

• 제작한 문서 배포 시 강력한 보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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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문서화 설계 프로세스에 필요한 항
목을 생성하며 제품 데이터의 유지보수 관
리에 필요한 사용자 3D 기반의 Solution



3DVIA C3DVIA 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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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VIA C3DVIA Composer – 적용 범위

기술 문서 작업 지시서작업 지시서기술 문서
작 성

• 작업 지시서
• 제품 분해도
• 제품 부품도

• 작업 지시서
• 제품 분해도
• 제품 부품도

제품 사용법
및 제작 훈련

• 제품 조립 순서도
• 제품 제작 공정도
• 자료 보안 배포

• 제품 조립 순서도
• 제품 제작 공정도
• 자료 보안 배포

고객 지원
(유지 보수)

• 제품 사용 설명서
• 고객 대화적 지원

• 제품 유지보수 용이

제품
홍보 자료

• 3D 제품 카탈로그
•제품 Demo 시연
• 제품 소개 자료홍보 자료

제품 개발

제품 소개 자료

• 다양한 3D Data 지원
•설계 DATA 크기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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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 설계 DATA 크기 압축
• 제품 조립 성 검토



3DVIA C3DVIA Composer – 적용 사례

엔진 부분 적용 사례

스파크 플러그 제거 순서스파크 플러그 제거 순서

동영상

볼트 제거

DS System 자료

상판 제거



3DVIA C3DVIA Composer – 적용 사례

엔진 부분 적용 사례

타이밍 벨트 제거 순서타이밍 벨트 제거 순서

발전기 위치 조정

동영상

벨트 제거

DS System 자료



3DVIA C3DVIA Composer – 적용 사례

엔진 분해 순서

엔진 부분 적용 사례

엔진 분해 순서

동영상

클램프 제거

동영상

볼트 제거

DS System 자료



3DVIA C3DVIA Composer – 적용 사례

공정 순서 적용 사례

차량 검사 공정 동작 소개차량 검사 공정 동작 개

동영상
안전봉 동작

동영상

차량 검사



3DVIA C3DVIA Composer – 적용 사례

제품 소개 적용 사례

3D 카달로그 제작

동영상

차량 색 및 내장 임의 선택 가능

DS System 자료



3DVIA C3DVIA Composer – 적용 사례

모터사이클 동작 및 분해 제품 분해 및 각 요소 설명

복사기 작동 및 내부 소개 항공기 엔진 동작 소개



철강 공정 분야철강 공정 분야 – 홍보 및 교육 자료

단 방향 자료 전달

<고 객>
기존 방식

제작 방식 2D –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설명 위주의 제작

사용 방식 일반 문서로 제작 및 배포. 읽거나 이미지를 보면서 이해함.

장 점 많은 양의 정보 전달 가능(이해는 별개). 장 점 많은 양의 정 전달 가능(이해는 별개)

구체 적인 설명일수록 자료의 양이 커짐.

자료 검색의 불편함.(자료의 양이 많을 수록 불편)

이미지 및 설명 위주의 홍보 및 교육 문서 자료

단 점
자료 작성 하는 사람마다 편차가 큼.(설명 방식 등 다름)

자료를 읽는 사람마다 이해력 차이.

자료의 부족 시 문제 해결 방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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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속재료학회 홍보자료 발취

이미지 및 설명 위주의 홍보 및 교육 문서 자료
자료의 재활용 불편.



철강 공정 분야철강 공정 분야

<고 객>

양방향 정보의 공유

3DVIA Composer 이용한 방식

제작 방식 3D – 설명 자료 및 애니메이션으로 된 콘텐츠

사 방식 텐 형태 배 면서 이해함양방향 정보의 공유사용 방식 콘텐츠 형태로 배포. 주로 보면서 이해함.

기존 자료 방식 바탕으로 새로운 3D 요소를 업데이트 함.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장 점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제품의 분해/조립 , 동작 , 유지보수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가능.

자료의 재활용 가능.(제품의 Display 변경 시 업데이트)

직관적인 제품 설명과 필요 정보 검색 가능직관적인 제품 설명과 필요 정보 검색 가능.

자료 관리의 편리함.

단 점
자료 제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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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제작을 하기 위해 기반 작업 필수(제품 3D Modeling 화)



플레인 노트

1. 두 자락을 교차시켜 긴 쪽 자락을 원안으로 넣어 짧은 자락을 감는다.
2. 짧은 자락을 감을 때 생긴 공간으로 넣어 빼어 고리를 만든다.
3. 가운데 형성된 고리 사이로 두 자락을 교차시켜 넣어 당긴다. 이때 느슨하게 두르고 매듭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이다. 

윈저 노트

1. 넥타이를 단단하고 두껍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넥타이를 뒤로하여 오른쪽 목 끈에 돌려 감는다.
2. 뒤로 돌리면서 왼쪽 목 끈에 돌려 감아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끼워 내린다.
3. 매듭 자체가 너무 커지면 품위가 떨어지므로 두꺼운 원단의 넥타이를 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매듭 자체가 너무 커지면 품위가 떨어지 두꺼운 원단의 넥타이를 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더블 노트

1. 좁은 넥타이의 매듭에 플레인 노트보다 좀 더 큰 볼륨 감을 주고 싶을 때나 부드럽고 힘이 없는 넥타이를 멋진 모양으로

Daum UCC 검색

좁은 넥타이의 매듭에 플레인 다 좀 더 큰 볼륨 감을 주 싶을 때나 부 럽 힘이 없는 넥타이를 멋진 양
묶고 싶을 때 시도해 볼만한 방법으로, 플레인 노트의 경우보다 대검을 한 번 더 돌려 두 번째 매듭이 보이도록 매는 것이
포인트이다.

2. 약간 좁은 듯한 롱 칼라 셔츠에 잘 어울리며 개성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연출하고 싶을 때 적합한 매듭 법이다 . 



철강 공정 분야철강 공정 분야 - 적용사례

<사용자>

KIOSK System

사용자

철강 공정 모형

d 등(Motor & Led 등)

키오스크(KIOSK)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

3D Contents 구현 - 각종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을 제공.

- 터치스크린과 사운드·그래픽·통신카드 등
첨단 멀티미디어기기를 활용.

음성서비스 동화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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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

- 음성서비스, 동화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

-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 



각 구조 물에 대한

설명화면 버튼

제선 공정 메인 화면제선 공정 메인 화면
(고로 부분)

각 버튼 클릭

연결된 설명 화면

및

동영상 및 하드웨어

공정 동영상 재생 버튼 하드웨어 제어 버튼

작동 등이 실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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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조 물에 대한

설명화면 버튼

제강 공정 메인 화면제강 공정 메인 화면
(전로 부분)

각 버튼 클릭

연결된 설명 화면

및

동영상 및 하드웨어

공정 동영상 재생 버튼 하드웨어 제어 버튼

작동 등이 실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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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조 물에 대한

설명화면 버튼

제강 공정 메인 화면제강 공정 메인 화면
(연속주조 부분)

각 버튼 클릭

연결된 설명 화면

및

동영상 및 하드웨어

공정 동영상 재생 버튼 하드웨어 제어 버튼

작동 등이 실행 된다.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