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DESK® INVENTOR®

체험 프로젝트
파라메트릭 모델링 
스티어링 너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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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의 리본에서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 
‘Default’를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메트릭’ 폴더에서 ‘Standard (mm).ipt’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모델링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마킹 메뉴를 열고 ‘새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X-Z’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 구석에서 뷰 큐브를 사용하여 회전 화살표를 이용해 
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TOP(정면도)’이라는 단어가 
가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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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기본 모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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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마킹 메뉴를 엽니다. ‘2점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원점을 클릭하여 직사각형을 시작하고 커서를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동적 치수 상자에 그림과 같이 3mm와 13.5mm를 
입력합니다. 클릭하여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선택하여 사각형 명령을 
닫습니다. 마킹 메뉴를 사용하여 ‘선’ 명령을 시작합니다.

직사각형의 오른쪽 위 모서리를 클릭하여 선을 시작합니다. 커서를 
아래로,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아직 선의 두 번째 점을 
클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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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동적 치수 상자에 ‘ArmLength = 18mm’를 입력하면 다른 
치수에서 참조할 수 있는 ‘ArmLength’라는 매개변수가 만들어집니다.

각도 치수의 경우 ‘ArmAngle = 180-52’를 입력하면 ‘ArmAngle’ 
매개변수의 값이 128도로 계산됩니다. 클릭하여 선을 완료합니다.

이전 선의 끝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호를 
만듭니다. 커서를 끌어 그림과 같이 대략적인 모양을 만듭니다.

직사각형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클릭하여 선분을 완성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선택하여 선 명령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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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에서 ‘Ctrl’을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구속조건 마킹 메뉴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접선’을 선택합니다.

그림과 같이 호와 선분을 선택하여 접선 구속조건을 추가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마킹 메뉴에서 ‘일반 치수’를 
선택합니다. 호를 선택하고 클릭하여 치수를 배치합니다. 치수 
상자에 3.5mm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마킹 메뉴에서 ‘2D 스케치 완료’를 
선택합니다. 마킹 메뉴에서 ‘돌출’ 명령을 시작합니다.

14.

16.

13.

15.

1장: 기본 모델 생성



페이지: 6

스케치에서 닫힌 프로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림과 같이 돌출 유형을 ‘대칭’으로 변경하고 돌출 깊이로 3mm 값을 
입력합니다. 녹색 확인 표시를 클릭하여 돌출을 완료합니다.

화면 왼쪽의 모델 브라우저에서 ‘원점’ 폴더를 확장합니다. XZ 평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스케치 뷰에서 키보드의 F7 키를 눌러 뷰를 자릅니다. 마킹 메뉴에서 
‘프로젝트 형상’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가장자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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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메뉴에서 ‘선 생성’ 명령을 시작합니다. 투영된 두 선의 
중간점 사이에 수직선을 만듭니다. 중심점을 보여주는 녹색 점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다음 선분을 시작하고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적 치수 상자에 6mm를 입력하고 클릭하여 수평선을 만듭니다.

그림과 같이 추가 선을 그립니다. 완료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선택하여 선 명령을 완료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2D 스케치 완료’를 선택합니다.

마킹 메뉴에서 ‘회전’ 명령을 시작하면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 가장자리를 축으로 선택하고 녹색 
확인란을 클릭하여 회전을 완료합니다.

22.

24.

21.

23.

1장: 기본 모델 생성



페이지: 8

모델 브라우저에서 XZ 평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스케치’를 선택하여 새 스케치를 만듭니다.

키보드에서 F7을 눌러 뷰를 자르고 리본 메뉴에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선택합니다.

마킹 메뉴에서 ‘중심점 원’을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 
가장자리의 중심점(녹색 점을 찾음)을 클릭하고 직경으로 6.5mm를 
입력합니다. ‘Enter’를 눌러 원을 완료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2D 스케치 완료’를 선택합니다. 마킹 
메뉴에서 ‘돌출’ 명령을 시작합니다. 프로파일의 14.5mm 대칭 돌출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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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마킹 메뉴를 엽니다.  
‘구멍’ 명령을 선택합니다.

배치 옵션을 ‘동심’으로 변경하고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면을 
선택합니다.

원통의 바깥 가장자리를 ‘동심 참조’로 선택합니다. 구멍 직경을 
3mm로 설정하고 종단 유형을 ‘전체 통과’로 변경합니다. ‘적용’ 또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합니다.

표시된 면을 클릭하여 다른 구멍을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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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원통의 바깥 가장자리를 ‘동심 참조’로 클릭하고 직경을 
8mm로 변경합니다. ‘적용’ 또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마지막 구멍에 대한 면을 선택합니다.

둥근 요소의 바깥 가장자리를 ‘동심 참조’로 선택합니다. 나사 구멍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그림과 같이 값을 변경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마칩니다.

위 이미지에서 강조 표시된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팝업 메뉴에서  
‘모깎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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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상자가 3mm 반경을 나타낼 때까지 화살표를 끌어 모깎기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녹색 확인 표시를 클릭하여 모깎기를 
완성합니다.

위 이미지에서 강조 표시된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팝업 메뉴에서  
‘모깎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가장자리를 클릭하여 플랜지 아래에 추가합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모깎기의 크기를 4.5mm로 조정합니다(아직 녹색 확인 표시를 
클릭하지 않음).

플라이 오버 메뉴에서 ‘세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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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모깎기의 크기를 3mm로 조정합니다. 
이 작업은 이 가장자리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모깎기는 4.5mm를 
유지합니다. 녹색 확인 표시를 클릭하여 모깎기를 완성합니다.

위 이미지에서 강조 표시된 구멍의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팝업 
메뉴에서 ‘모따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과 같이 구멍의 다른 가장자리를 추가합니다. 모따기 치수를 1mm로 변경하고 녹색 확인 표시를 선택하여 
모따기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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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구멍 표면을 선택하고 팝업 메뉴에서 ‘구멍 편집’을 
클릭합니다.

구멍의 직경을 3.5mm로 변경하고 녹색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상단 도구 모음에서 선택 필터를 ‘요소 선택’으로 변경합니다. 플랜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스케치 편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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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m 치수를 두 번 클릭하고 치수 상자에서 22mm로 값을 
변경합니다. ‘Enter’를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2D 
스케치 완료’를 선택하여 3D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4단계를 반복하여 스케치를 다시 엽니다. 리본 메뉴에서 ‘구속조건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대화 상자의 ‘완화 모드’ 탭에서 ‘완화 모드 사용’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케치에서 형상을 끌어 구속조건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단 수평선을 잡고 표시된 대략적인 위치로 위쪽으로 끕니다. 
끌어가면서 치수와 구속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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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클릭하여 수직 치수를 15mm로 변경하고 플랜지의 정렬 치수를 
25mm로 변경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2D 스케치 완료’를 선택하여 3D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스티어링 너클이 완성되었습니다. 
파일을 닫기 전에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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