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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hape Design(포인트셰이프 디자인)은 드림티엔에스에서 자체 개발한 역설계 소프트웨어로, CAD 기반의 CGM(CAITA) 커널이 

적용됐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3D 스캐너에서 출력된 3D 스캔 데이터를 가져오면 특별한 교육 

없이도 3D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호부터 PointShape Design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의 3D 모델을 쉽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휠(wheel)의 스캔 데이터를 PointShape Design 소프트웨어에서 쉽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자료 제공 : 드림티엔에스, www.dreamtns.com

PointShape Design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역설계 사례 (1)

자동차 휠 스캔 데이터 역설계 작업 

스캔 데이터 정렬

스캔 데이터의 좌표 정렬 상태는 스캔 당시 스캐너의 좌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떄문에 상대좌표 상태이다. 따라서 스캔 데이터

를 절대 좌표에 정렬 후 역설계를 진행한다.

스캔 데이터에 좌표를 정렬하는데 사용할 평면, 벡터, 점을 생성한다. 

Alignment : 3-2-1 Alinement

3-2-1 Alignment 기능을 사용하여 좌표 정렬할 스캔 데이터를 선택하고 평면, 벡터, 점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스캔 데이터를 절대 

좌표에 정렬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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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Sketch

Front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사용하여 단면 Polyline을 추

출하고, 추출된 단면 Polyline을 따라 휠의 윗 부분에 해당하는 

스케치를 그려준다.

3D 모델링 : Solid Revolve

Solid Revolve 기능을 사용하여 스케치 형상을 축을 기준으

로 회전시켜 모델을 생성한다.

2D Sketch

Right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하여 단면 Polyline을 추출하

고, 추출된 단면 Polyline을 따라 휠의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스케치를 그려준다.

3D 모델링 : Solid Revolve

Solid Revolve 기능을 사용하여 스케치 형상을 축을 기준으

로 회전시켜 모델을 생성한다.

그림 2

그림 4 그림 7

그림 5

그림 6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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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편집 : Boolean(Subtract)

Boolean 기능의 Subtract 옵션을 사용하여 <그림 4>에서 

생성한 모델을 기준으로 <그림 7>에서 생성한 모델을 제거하여 

형상을 다듬는다.

2D Sketch

Ref. Plane의 3Point 옵션을 사용하여 해당 위치에 평면을 

생성하고, 생성한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하여 단면 Polyline

을 추출한다. 이후 추출된 단면 Polyline을 따라 휠의 안쪽 부분

에 해당하는 스케치를 그려준다.

3D 모델링 : Solid Revolve

Solid Revolve 기능을 사용하여 스케치 형상을 축을 기준으

로 회전시켜 모델을 생성한다.

Boolean(Subtract)

<그림 8>에서 Boolean(Subtract)을 진행했던 모델에 <그림 

12>에서 생성한 모델을 Boolean 기능의 Subtract 옵션을 사

용하여 휠 모델의 안쪽 데이터를 제거한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8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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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편집 : Fillet

스캔 데이터와 모델링한 데이터를 비교해가며 Fillet이 필요한 

부분에 Fillet 옵션을 사용하여 형상을 다듬는다.

Ref. Plane : 3Point Plane

<그림 15>와 같은 위치에 Ref. Plane의 3Point 옵션을 사용

하여 평면을 생성한다.

2D Sketch

<그림 15>에서 생성한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하여 단면 

Polyline을 추출한 후, 추출된 단면 Polyline을 따라 휠의 뚫린 

부분에 해당하는 스케치를 그려준다.

Ref. 평면 생성 : 2D 스케치

<그림 15>에서 생성한 평면보다 조금 아래의 위치에 <그림 18>

과 같이 Ref. Plane의 Definition 옵션을 사용하여 평면을 생

성하고, 해당 위치에 스케치를 진행한다.

3D 모델링 : Surface Loft

<그림 19>에서 그린 스케치를 Loft하여 Surface body를 생

성한다.그림 16

그림 19

그림 17

그림 18

그림 14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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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 : Surface Extend

<그림 20>에서 생성한 Surface body의 면을 Surface 

Extend 기능을 사용해 원하는 만큼 늘려준다.

모델 편집 : Mirror

<그림 21>에서 Extend된 Surface body를 Mirror 기능을 

사용하여 복제한다.

모델 편집 : Circular Pattern

<그림 22>에서 M i r ror 기능을 사용해 복제한 모델을 

Circular Pattern 기능을 사용하여 중심 축을 기준으로 휠의 

살 개수만큼 복제한다.

모델 편집 : Surface Trim

<그림 23>에서 Circular Pattern한 모델을 서로 Surface 

Trim하여 다듬는다.

모델 편집 : Stitch Faces, Fillet

<그림 24>에서 잘라낸 Surface 모델을 Stitch Faces를 사용

하여 하나의 Surface body로 연결하고, 모서리 부분을 Fillet 

기능을 사용하여 다듬는다.

그림 25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1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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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Sketch

Right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하여 단면 Polyline을 추출한 

후, 추출된 단면 Polyline을 따라 휠의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스케치를 그려준다.

3D 모델링 : Surface Revolve

휠 모델의 안쪽 스케치를 Surface Revolve하여 휠의 안쪽 

면에 해당하는 Surface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 편집 : Surface Trim

<그림 25>에서 Circular Pattern한 Surface body와 <그

림 27>에서 Surface Revolve한 Surface body를 서로 

Surface Time하여 모델을 생성한다.

2D 스케치

Front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하여 Surface 모델의 윗 부분

과 아랫 부분을 지나는 스케치를 그려준다.

3D 모델링 : Surface Extrude, Surface Trim

<그림 29>에서 그린 스케치를 Su r face Ex t r ude하고, 

Surface body를 Surface Trim하여 Solid body로 변환한다.

그림 28
그림 31

그림 29

그림 30

그림 26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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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편집 : Boolean(Subtract)

<그림 14>에서 생성한 Solid body에서 <그림 31>에서 만든 모델을 

Boolean 기능의 Subtract 옵션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제거한다.

2D Sketch

Top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하여 홀 부분의 Polyline을 추

출하고 Sketch한다.

3D 모델링 : Solid Extrude, Boolean(Subtract)

<그림 33>의 스케치를 Solid Extrude하고 Boolean 기능의 

Subtract 옵션을 선택하여 휠 body에서 <그림 34>에서 생성한 

body 부분을 제거하여 모델을 완성한다.

그림 34

그림 35

그림 33

그림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