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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학교에서 지오메
트리 모델링,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HP에서 지오메트리 모델
링,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 개발 프로젝트 수
행 (ME10, ME30, 
Starbase, SolidDesigner

전문가들을 위한
일반적인 3D도구

제작

3D MCAD

IRONCAD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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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Center: 애틀란타 / 베이징

Direct Sales Office : 애틀란타 (미국) / 런던 (영국) / 베이징 (중국)

Headquarters: 애틀란타 (미국)

전세계에 350여 개의 채널 파트너와 600여 개의 교육 파트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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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및
협업설계



혁신 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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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CAD

3D

2D
드로잉

드래프트
(AutoCAD와 유사한 작업 환경)

다이나믹 모델링
(History /  Non-History 기반)

스트럭쳐드 파트 디자인
(다이렉트 페이스 히스토리 모델링)

“IronCAD 하나면,

3D CAD와 2D CAD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툴에서

다이렉트 모델링과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구속 전환 기술

파라메트릭 모델링

판금 모델링

이노베이티브 파트 디자인

다이렉트 페이스 모델링

Top-Down 어셈블리 디자인

Bottom-Up 어셈블리 디자인

3D Boolean 모델링

단일 씬: 어셈블리 모델링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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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스케치를 이용한 형상 모델링

 특수한 형상을 생성가능

 2D 도면을 활용한 모델링 가능

 끌어다 놓는 방식을 이용한 형상 모델링

 바로 3D 형상을 붙이고 깎는 방식

 단순한 방식을 통한 빠른 모델링

 회사에 맞는 환경의 파일관리 용이

 제품의 규모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 적용

 회사 작업특성에 맞는 방법 적용

 기존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유연한 작업성 제공

 재사용할 파일에 대한 링크제어 용이

 단순한 방법을 통한 빠른 진행

2D 스케치 끌어다 놓기

형상구현 방법

1

모든파일유연한

파일관리



다이나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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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환경 (다이렉트 + 스트럭쳐드 + 이노베이티브)

핸들을 통한 형상 제어

카다로그를 활용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통한 형상 생성

스마트 스냅(면/모서리/포인트)을 통한 빠르고 정확하게 형상 제어

히스토리 없는 형상에 대한 수정용이

트라이볼(TriBall)을 통한 빠른 위치/면의 배치 가능

이노베이티브 디자인

진정한 설계 유연성 확보

형상 디자인 정보를 유지하면서 직접 파트를

설계/수정 가능

예상하지 못한 변경 사항에 대한 다이나믹한 수정

스트럭쳐드 디자인

완전한 파라메트릭 기반의 설계 기법

다른 3D CAD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

다중 바디 환경 지원(솔리드, 서페이스)

디자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파트를 구축 가능

정형화된 형상에 많이 사용



단순한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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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3D CAD에서도
“Top-Down” 방식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작업의 효율
성이 떨어집니다.”

“아이언캐드에서의 “Top-Down”은
단순하고 쉽게 적용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설계 (2D 레이아웃을 활용한 방식 적용 용이)

단일 환경의 어셈블리 설계 환경

완전 구속에서의 자유로운 작업환경

유연한 어셈블리 구조

설계 변경시 빠른 수정 용이

협업 설계시 별도의 관리 툴 없이 협업 설계 가능

개념구상 설계 3D 레이아웃 설정
설계개념 적용

(조립성/동작성)

부품들에 대한

설계완성

Top-Down 설계??



다이나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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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볼을 통한 작업

형상에 대한 직관적이고 다이나믹한 작업용이

컨셉 모드 및 정밀 모드 구현

조립, 정렬, 이동, 복사, 패턴과 같은 다양한 작업 가능

메이트 & 얼라인 포지셔닝

구속없이 다이나믹한 포지셔닝 가능

Tab키를 통합 조립 방향 정의

다양한 조건을 스마트하게 자동정의

위치 구속을 통한 작업

이기종 3D CAD와 같이 완전한 구속을 통한 포지셔닝

기준의 변경을 통한 제어 가능

적용레벨의 변경을 통한 더욱 유연한 제어가능

스마트 어셈블리

조립될 조건을 사전 설정 후 카다로그에 등록

일시적인 구속조건 적용

 모(母) 변경시 자(子)는 자동 변경

 자(子) 변경시 모(母)와의 구속 자동해제



파워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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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CAD

빠르고 가벼운 대용량 어셈블리 핸들링

강력한 대용량 어셈블리 환경지원

대용량 어셈블리 데이터의 가벼운 핸들링

빠른 선택과 반응을 통한 높은 작업성 유지

부품을 억제하지 않고도 수 만개 이상의 대형 어셈블리 처리

대용량의 이 기종 3D 데이터의 빠른 가져오기 성능을 통한 추가 작업용이

듀얼-커널

업계 유일 듀얼-커널 사용 (ACIS 와 PARASOLID)

커널간 전환 가능

가져온 이 기종 3D 데이터의 높은 품질 유지

단일 작업공간에서의 양대 커널 존재



다이나믹한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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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에서 끌어다 놓기를 통한 쉽고 직관적인 판금형상 생성

핸들을 통한 직관적이고 다이나믹한 작업

다양한 표준 기본포함 (Lance, Louver, Dimple, Emboss, C’Shink., C’Bore, Round Dimple., Punch)

사용자화를 위한 Punch, Emboss, Forming Tool 제공

이기종 3D CAD에서 가져온 판금형상에 대한 전개도 작성

모서리 제어 및 Miter(도시락 접기) 가능

직관적인 릴리프 제어

전개도 작성 및 2D 도면에 벤딩 라인 및 방향 정보 자동표시

파트 전개도



분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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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간의 간섭 확인을 통한 사전 오류 해결 (간섭체크)

실시간 무게중심 확인을 통한 제품의 밸런스 분석 (COG)

관성 모멘트에 대한 계산 가능

곡선에 대한 곡률 분석(Curvature)

면의 굴곡확인을 통한 제품 형상 분석

메커니즘 모드를 통한 충돌탐지/충돌 발생한 파트에 대한 하이라이트

데이터에 대한 내부 오류 검증

체적에 대한 계산/거리/각도… 다양한 측정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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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를 통한 작업

IronCAD에 기본 장착되어 동작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작업

인텔리셰이프/파트/어셈블리/색상/재질 정보… 구축 가능

디자인 변이를 활용한 자동화 라이브러리 구축 가능

라이브러리 구축 / 적용 / 배포의 단순화 가능

그룹별 카다로그 관리 가능(회사 표준화/고객별 관리용이)

폴더별 구축을 통한 작업

가장 일반적인 사용/관리 방법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재활용 가능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 파일 관리의 어려움 발생가능

다이나믹 파일관리 기술을 통한 최소화시켜 관리 가능

구매품에 대한 활용/구축

다양한 업체의 구매품에 대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사용

카다로그를 활용한 추가작업에 대한 작업성 향상



2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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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와 유사한 2D CAD 작업환경 구현

도면 프레임, 타이틀 블록등과 같은 표준화를 위한 사전 설정사용

스타일 매니저를 통한 치수스타일, 레이어, 선 타입, 등등을 통합 설정 용이

AutoCAD 파일(.dwg, .dxf)에 대한 수정 및 생성 작업

스냅 / 자동 저장 / 자동 백업(*.bak) 기능 지원

IronCAD 3D 데이터(.ics)을 이용한 2D 도면화 작업

사전 설정된 조건에 따른 자동화된 선처리 가능

작성된 3D 데이터의 변경시 해당 도면의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오류 발생 가능성 제거

작성된 3D 데이터에 대한 BOM의 자동 생성 가능 및 BOM 자동 업데이트

특정 선 / 파트에 대한 표시 제어 지원



시각적

14

끌어다 놓는 방식을 통한 빠른 재질(범프, 텍스쳐, 데칼, 색상, 고급 색상…) 적용

다양한 조명 적용(지향성 라이트 / 포인트 라이트 / 스폿 라이트 / 영역 라이트)

EyeDropper를 통한 여러 페이스/파트에 쉽게 같은 색상 적용

속성브라우저를 통한 빠른 색상표현에 조건 변경가능

다양한 쉐이더를 통한 고급 재질 생성 및 적용

- 그라디언트 / RGB / 이미지 / Perlin 노이즈 / Voronoi 노이즈 / 백색 노이즈 / 셀 노이즈 / 파형

- 우드 / 대리석 / Musgrave / 혼합 / 다층 메탈릭 / 프레넬 셰이더

배경화면에 3D Skybox 적용을 통한 사실적인 화면에서 작업(화면 캡춰 이미지로 활용가능)

(단, 최종 렌더링시에는 3D Skybox는 적용되지 않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GI) 적용가능

다양한 이미지 파일 생성 가능(BMP/EPS/JPG/PCX/PNG/TGA/TIF/RTL/GIF)

애니메이션

끌어다 놓는 방식을 통한 동작 적용

손쉬운 경로 설정 (2D/3D 경로)

스마트모션 에디터를 통한 움직임/시간 제어가능

메커니즘 모션과의 결합을 통한 기구적인 모션 생성용이

메커니즘 모드와 결합을 통한, 동적 간섭 확인가능

동영상 파일로 저장가능(AVI / Animated GIF (*.GIF)

렌더링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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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DF 지원
(*.pdf)

IC-COMPOSE 
(3D Viewer)

(*.ics)

2D PDF Viewer
(*. Icd  *.pdf)

 IronCAD Scene (*.ics)

 3D PDF로 Export

 Adobe PDF Reader 이용

 확대/축소, 초점이동, 회전

 다양한 보기 방법 제어

 IronCAD native 파일뷰어

 확대/축소, 초점이동, 회전

 단면보기 가능

 Mark-up, 선택적 Hide제어

 IronCAD drawing(*.icd)을

PDF 파일로 보기/변환

 윈도우 탐색기에서 *.icd 

파일을 바로 보기/변환 가능

IronWEB - Web Publisher

 회사의 IronCAD 3D데이터를

쉽게 웹에 게시

 다이나믹한 회사 웹 구축

 사내 부서별 제품정보 공유

 웹상에서의 입체적 확인 가능

3D Package Builder
(*.zip, *.exe)

 IronCAD내에서 3D 데이터를

바로 메일 발송가능

 발송 타입: *.zip / *.exe

 사용자 시스템에 저장가능

 Explorer내에서 다양한 보기지원

CAXA EXB Viewer
(*.exb)

 CAXA Draft 파일(*.exb)

 IronCAD가 없는 곳에서도

*.exb 파일을 볼 수 있음.

 단순한 환경, 측정 기능



데이터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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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3D File (*.u3d)

2D/3D PDF (*.PDF)

TriModel (*.tmd)

3D Studio (*.prj, *.3ds)

POV-Ray 2.x (*.pov)

TruSpace (*.scn, *.cob)

Wavefront OBJ (*.obj)

Stereolithography (*.stl *.sla)

VRML (*.wrl)

Romulus (*.xmt)

Hoops Stream File (*.hsf)

Raw triangles (*.raw)

*.catPart
*.catProduct

*.prt   *.asm

*.prt

*.sldprt    
*.sldasm  

*.ipt     
*.iam

*.dwg 

ReadWrite

*.stp
*.step

*.igs
*.iges

*.sat

*.x_t,
*.xmt_txt

2
0
3
/2
1
4

*.model

UG

Read

Read

Read

Read



적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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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vespec.com/index.html
http://www.wavespec.com/index.html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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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매월 2주차, 4주차 진행)

고급 교육(고객 맞춤 교육지원)

업그레이드 교육(서브스크립션 고객 대상 – 신규버전 해당고객)

제품 구매고객 / 버전 업그레이드 고객 (별도 고객 요청 시)

원격 설치지원 (네이트온 – 원격제어)

작업 중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문제 해결

효율적인 방법론 제시

원격 / 전화 / e-mail / 방문 / 웹사이트를 통한 지원

교육 지원

설치 지원

기술 지원



아이언캐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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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티브 모델링

재설계에 따른 시간 절약

짧은 개발 시간(\)

설계 비용 절감(\)

직접 수정 환경을 통한 이기종 데이터의 수정을 원활하게 수행

듀얼 커널

이기종 데이터를 높은 품질로 가져올 수 있음.

데이터 재사용에 의한 설계 시간 감소(\)

스마트스냅, UI,  카달로그 및 TriBall

사용하기 쉬움 / 배우는 기간이 짧음.

낮은 도입비용 / 교육(\)

3D내의 풀 기계 2D

3D 모델에 통합을 유지하며 좋은 기계 2D 드로잉 생성 가능

3D CAD와 2D CAD 모두 필요한 기업에게 도입비용 절감

2개의 분리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제거

재설계 따른 시간 절약

전체 재설계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음.(\)

개선된 제품 개발 – 제품의 품질 개선(\)

카다로그 파트/어셈블리 브라우저

표준부품의 간단한 재사용 – 시간절약/에러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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