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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L for 3D 프린팅 

 1.1 SPL for 3D 프린팅이란?

 SPL for 3D 프링팅은 기존의 모델링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과 사칙연산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칙연산이 가능한 수준의 학생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C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모델링교육과 SW 코딩 교육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C언어의 로직들을 사용함으로써 코딩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 SPL for 3D 프린팅 블록 편집툴 설치하기

 헬로앱스의 홈페이지에서 3D프린팅 저작툴을 다운로드 한 후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 https://www.helloapps.co.kr/3dprinting/

위의 링크를 통해 3D 프린팅 블록 코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압축을 풀고 설치를 
집행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SPL 폴더가 생성되어 지며, SPL 폴더를 오픈하면, SPL3D 프린터 
편집기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SPL for 3D 프린팅 실행하기

(SPL 폴더 안에 SPL3D 프린터 편집기가 설치된 화면)
SPL3D 프린터 편집기를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체험판으로 활성화시 15번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본 교제의 앞면의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여 제품 활성화를 해줍니다.
본 제품키는 한 PC에 한 개의 시리얼이며 1년의 라이센스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SPL for 3D 프린팅 편집기 알아보기

 2.1 상단 메뉴

 노란색 박스 표시된 상단메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 새파일 (Ctrl+N) : 공백의 새 파일을 생성합니다.
- 열기 (Ctrl+O) : 이전에 저장했던 파일을 엽니다.
- 저장 (Ctrl+S) :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저장합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이미 저장한 현재의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 실행(F5) : 작업하거나 수정한 파일을 실행하여 오른쪽 미리보기 창에 적용시킵니다.
- 업로드 : 클라우드 서버에 내가 작업한 파일을 업로드 시킵니다.
- 다운로드 :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모델링 파일로 내보내기 :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시 *.STL, *.emf, *.OBJ, *.IGS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프린트 :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 종료 : SPL for 3D 프린팅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2.2 로직 명령어

빨간색 박스 표시된 왼쪽 상단 메뉴는 로직 명령어로 C언어의 명령어들입니다.
위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SPL for 3D 프린팅 편집기는 코딩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링파일 
편집기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들의 대한 설명은 로직 명령어 익히기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 3차원 도형 명령어

녹색 박스 표시된 왼쪽 하단의 3차원 도형 명령어는 기본 도형과 그 도형들에게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메뉴입니다.
[1-1] 기본도형명령어는 박스, 구, 실린더, 콘이 주어지며 이 도형들을 [1-2]연산 명령어(더하
기, 빼기, 겹치는 부분 구하기)를 이용하여 다른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로 [1-3] 도형 변환 명령어를 이용하다 기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2.4 코딩창

하늘색 박스 표시된 부분은 코딩창으로 도형 생성과 명령어를 설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창
입니다.
로직명령어와 3차원 도형명령어를 해당창에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더블클릭하면 명령어가 생
성됩니다.
창 안의 명령어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5 결과창

검은색 박스의 표시된 부분들은 결과 창으로 상단은 지금까지 작성한 명령어를 작용시켜 
3D 도형을 미리보기해줍니다.
미리보기 창의 가운데 있는 흰색검은색 작은 구는 (0,0,0)의 위치를 표현한 곳입니다.
창의 왼쪽 하단은 X, Y, Z축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주사위모양을 이용하여 윗면 아랫면 정면 대각선 등 미리보기의 카메라 위치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의 3D View 모드의 메뉴바를 선택하여 와이어와 외각선 모드로도 보기가 가능합니
다.
하단의 콘솔창은 로직 명령어에서 [0-2] 문자출력과 [0-3] 문자라인 출력을 입력하였을 시 콘
솔창에 해당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 명령어가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또한 출력됩니다.



2.5 보기 모드

우측 하단에 있는 3D View 모드를 변경하면 다양한 형태로 3D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3. SPL for 3D 모델링 기초 익히기

3.1 기본 도형
3D 모델링에 앞서 3D 모델링을 하기위한 기초입니다.
왼쪽에 기본 도형 명령어를 클릭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도형 명령어에서 박스를 더블클릭 하거나 드래그를 이용해 중앙 회색 바탕에 놓아 줍니
다. 회색 바탕에 명령어를 넣으면 오른쪽에 격자무늬에 3D 모양의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 만들기)



(실린더 만들기)

(콘 만들기)



3.2 크기, 위치, 방향 

3D 모델링으로 작품을 만들 때 에는 크기, 위치, 방향 등이 필요합니다.  
크기는 사물의 넓이나 부피를 말하며 3차원에서는 X Y Z를 통해 사물의 크기를 정합니다.

물체를 만들려면 기본도형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박스를 선택한 다음 base 옆에 ㊉ 옵션기능에 크기를 클릭 합니다.



크기 선택 후 X Y Z에 값을 입력하여 다양한 박스를 만들어 봅니다. 
기본적인 크기는 10이며, 10은 1CM를 말합니다.

다음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물체를 상하좌우로 이동 시키는 것을 말하며, (-)마이너스, (+)플 러 스 
값 을  이 용 하 여  기 준 점 보 다  상 하 좌 우 로  이 동 이  가 능 합 니 다 .    

위의 사진과 같이 X Y Z 축에 모두 10 만큼 이동 시킨 결과입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회전을 말하며 물체를 회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축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Z축을 45도 만큼 회전 시킨 모습 입니다.

3.3) 둘레 조각수

둘레 조각수는 각이진 모양 수를 이용하여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 36각형 까지 만들 수 있으며 
36각형은 원에 가깝습니다.   
둘레 조각수는 실린더와 콘, 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연산 명령어 익히기

4.1 도형더하기

하나 이상의 도형을 가지고 더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물체를 보다 쉽게 구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도형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도형이며 박스와 콘은 추가하여 줍니다. 도형 연산 명령어 툴에 보면 도형더하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도형 더하기 명령어를 실행하면 3D모델링 화면이 박스와 콘이 더해지게 됩니다.



4.2 도형 빼기 

하나 이상의 도형을 가지고 빼 줌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물체를 보다 쉽게 구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도형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도
형이며 박스와 콘은 추가하여 줍니다. 도형 연산 명령어 툴에 보면 도형 빼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도형 빼기 명령어를 실행하면 3D모델링 화면이 박스에서 콘이 빠지게 되며 박스 안쪽은 콘 크기
만큼 빠지게 됩니다.



4.3 겹치는 도형 구하기

하나 이상의 도형을 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구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물체를 보다 쉽게 구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겹치기 또한 한 개 이상의 도형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도형이며 박
스와 콘은 추가하여 줍니다. 도형 연산 명령어 툴에 보면 겹치는 도형 구하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겹치는 도형은 박스와 콘이 겹치는 부분을 보여 주게 됩니다. 
이로써 기본 도형 익히기와 연산 명령어 익히기를 통해 간단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5. 기본 도형과 연산 명령어를 이용한 물건 만들기.

5.1 하트 만들기
하트 만들기는 실린더와 위치, 크기, 방향을 이용하여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도형에서 실린더를 선택하고 ㊉ 클릭하여 옵션인 위치, 크기, 방향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트의 모양을 생각합니다.

위치:(0 3.5 0) 크기:(20 10 5) 방향:(0 0 30) X, Y, Z 에 각각의 값을 입력하여 봅니다. 3D 결과
창에는 기다란 원통이 만들어 졌습니다. 



실린더를 하나 더 추가하여 반대 기다란 원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도형 익히기에서 방향에서 (-)마이너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활용하여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0 -3.5 0) 크기:(20 10 5) 방향:(0 0 -30) X Y Z축에 값을 입력합니다.
cy1은 base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y1은 위치, 방향을 (-)마이너스로 사용하여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도형 연산 명령어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다란 원통을 하나의 하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다란 원통을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에러 확인 방법



두 개의 기다란 원통을 도형더하기를 이용하여 더했는데 더하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는 3D 모델링 밑에 콘솔창 박스가 있습니다. 연산 명령어를 사용하였을 때 연산이 안 되는 경우는 
콘솔창에서 알려 줍니다.

위 사진에서는 도형 더하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형 더하기를 할 때 base 명령어와 cy1를 이용하여 더했지만 사진에는 두 번째 실린더 이름(cy2)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더하기는 cy1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콘솔창에 에러 메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5.2 머그컵 만들기

머그컵 만들기는 도형의 크기, 방향, 위치를 사용하며, 연산 명령어인 더하기와 빼기를 이용하여 
머그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만들 실린더를 생성하여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크기: (50 50 60)



손잡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회전 시켜 줍니다.
위치:(25 0 0) 크기:(40 40 10) 방향:(90 0 0)

cy2는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큰 원통 보다 작은 원통을 만들고 회전 시켜 줍니다.
위치:(25 0 0) 크기:(35 35 10) 방향:(90 0 0)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cy1에서 cy2를 빼주었습니다. 
도형 빼기에서 수식은 cy1 = cy1 - cy2입니다.  
몸통에서 손잡이를 빼는 것이 아니고 큰 실린더에서 작은 실린더를 빼주었고 손잡이 부분을 cy1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에러가 표시가 있으면 도형빼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그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통 base 부분을 실린더를 추가하여 줍니다.
위치:(0 0 2.5) 크기:(45 55 55)

머그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추가하여 도형 빼기를 해주었지만 잔  안에는 손잡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손잡이는 선언을 할 때 cy1이라고 이름을 만들었고, 머그잔은 base로 선언하고 몸통에서 
실린더를 빼주었기 때문에 손잡이가 살아 있을 것입니다.



도형 더하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도형 더하기를 한 경우 겹쳐진 부분

몸통 부분(base)와 손잡이(cy1)을 더하여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5.3 곡선을 이용한 커피잔 만들기

구를 사용하여 곡선을 만들어 커피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의 곡선을 사용하여 거피잔의 외형은 만들어 줍니다. 
크기:(100 150 100) 방향:(90 0 0) 위치:(0 0 70)

기다란 구를 거피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박스를 생성하며 거피잔을 만들 위치를 정해 줍니다.
크기:(100 100 100) 위치:(0 0 110)
 



커피잔을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정해지면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반구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1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추가하고 방향과 위치를 이동하여 손잡이 부분은 만들어 줍니다.
크기:(50 30 10) 방향:(90 -40 0) 위치:(40 0 30)



큰 실린더와 손잡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작은 실린더를 생성합니다.
크기:(46 26 12) 방향:(90 -40 0) 위치:(40 0 30)

손잡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손잡이를 완성해 줍니다.

머그잔 만들기에서도 손잡이 부분을 cy1으로 부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y1 = cy1 - cy2



몸통부분(base)과 손잡이부분(cy1)을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과 손잡이부분을 합친 몸통
(base)이 되었습니다.
base = base + cy1

커피잔이 되기 위해서는 볼록한 밑 부분을 실린더를 사용하여 평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크기:(50 50 10)



도형 더하기를 하여 밑 부분(cy3)과 커피잔의 몸통(base)을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3

커피잔 밑 부분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8 48 10) 위치:(0 0 -2)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통(bsae)과 실린더(cy4) 공간을 만들고 커피잔의 외형을 마무리 합니다.
base = base - cy4

 

마지막으로 달걀모양의 구를 만들어 커피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크기:(96 130 96) 방향:(90 0 0) 위치:(0 0 70)



전체적인 외형(base)과 달걀모양의 구(sp1)를 도형 빼기 하여 커피잔을 만들어 줍니다.

위의 머그컵 만들기는 기존의 원통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만드는 3D 모델링이였고, 커피잔은 구를 
활용하여 곡선을 만들어 완성 할 수 있습니다.



6. 아두이노를 결합한 3D 모델링

3D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부품들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며 사전에 어떻
게 만들 것 인지 구상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3D프린터의 경우 필라멘트에 수축 등이 일어나 예상했던 것 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음을 알
려드리고, 사전에 간단한 모양을 출력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품과 3D모델링 간에 간격을 예상 하시여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D 프린터는 사람처럼 빈 공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3D 프린터는 단면을 한층 한층 적층하기 때
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프린터에 입장에서 물체가 출력되는 생각을 하
고 진행해야  될 것 입니다.

6.1 8*8 LED 매트릭스 거치대 만들기

부품의 크기를 확인하고 두께 및 부품과의 유격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거치대를 만들기 위해 박스를 생성합니다.
8*8 매트릭스가 들어갈 공간보다 넉넉하게 만들어 줍니다.
크기:(35 50 8) 위치:(0 5 0)



8*8 매트릭스가 들어갈 공간은 만들기 위해 박스를 생성합니다.
크기:(32.5 32.5 8) 위치:(0 -2 0)

몸통(base)과 박스(bx1)를 도형빼기 하여 매트릭스가 들어갈 공간 만들어 줍니다.
외벽의 두께는 base X=35 bx1 X=32.5를 빼면 2.5MM가 나오며 그것을 2로 나누어 주면 각각 두
께는 1.25MM가 됩니다.  
base = base - bx1



매트릭스를 거치 시키기 위해서는 bx2를 25도 각도로 기울려 줌으로써 바닥면을 만들어 줍니다.
위치:(0 25 9) 크기:(36 5 50) 방향:(25 0 0)

박스(bx3)는 거치대 밑면을 나누기 위해 생성하여 줍니다.
위치:(0 18 23) 크기:(26 8 40) 방향:(25 0 0)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bx2를 기준으로 bx3를 빼어 밑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bx2 = bx2 - bx3

따로 분리되어 있던 몸통(base)과 다리(bx2)를 도형 더하기 하여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2



박스(bx4)는 다리를 만들고 남은 반대편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 줍니다.
위치:(0 30 -10) 크기:(36 30 12)

전체몸통(base)과 박스(bx4)를 사용하여 반대쪽 다리 부분을 없애 8*8 LED 매트릭스를 완성합니다.
base = base - bx4



6.2 LCD 거치대 만들기

위에 매트릭스 거치대와 동일한 설계이며 폭이 넓은 거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큰 몸통으로 LCD를 장착하기 위한 크기를 만들어 봅니다.
크기(90 60 5)

 

LCD가 들어갈 공간은 박스(bx1)으로 만들어 줍니다.
크기:(71.5 24.5 5) 위치:(0 10 0)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통(base)과 LCD크기인 박스(bx1)를 빼어 줍니다.
base = base - bx1

 

LCD를 거치 시키기 위한 밑바닥 부분은 만들어 줍니다.
위치(각도)의 변화는 사용자의 생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크기:(90 30 5) 방향:(80 0 0) 위치:(0 -26 13)



몸통(base)과 바닥(bx2)를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거치대를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2

몸통(base)과 바닥(bx3)면을 만들어 외형을 완성시켜 줍니다.
크기:(72 60 70) 위치:(0 -40 0)



몸통(base)과 바닥(bx3)면을 도형 빼기하여 LCD 거치대를 완성합니다.  



6.3 서보모터 브라킷 만들기

서보모터는 작기 때문에 외형을 만들려면 필라멘트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지대를 사
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서보모터를 고정 시킬 박스(base)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1.1 14 4.7) 

서보모터를 고정하기 위한 보강대를 만들어 줍니다.
크기:(2 14 16) 위치:(7.2 0 5.65)
크기:(2 14 16) 위치:(-7.2 0 5.65)



bx1과 bx2를 base에 각각 도형더하기를 사용하여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1,  base = base + bx2

빨대 스틱을 지지로 사용하여 빨대 스틱 크기로 실린더를 추가해 줍니다.
크기:(6.5 2.5 20) 방향:(90 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빨대스틱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cy1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 위험 할 수 있어 세로축도 빨대 스틱 크기로 실린더를 생성합니다.
크기:(2.5 6.5 40) 방향:(0 90 0)



빨대 스틱을 고정하기 위해 실린더를 사용하여 도형빼기를 합니다.
base = base - cy2 



6.4 키패드 컨트롤러 만들기
아두이노 키패트 센서를 이용하여 상판과 하판으로 두 부품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6.4-1 컨트롤러 하판 만들기
하판은 키패드 센서의 밑 부분에 해당하며, 공간을 만들어 3D 프린트 물과 결합하여 줍니다. 

키패드 센서의 크기를 확인하고 외벽의 두께를 결정하여 박스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6 53 6)



키패드 센서의 크기만큼의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크기:(40 47 4) 위치:(0 0 1)

 

도형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에서 박스(bx1) 빼줍니다.
높이는 몸체(base) 보다 작게 만들어 센서가 들어갈 공간은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1

박스(bx2)는 키패드센서와 아두이노 연결부분을 생성해 줍니다.
위치:(0 28 4)



도형빼기를 이용하여 키패드센서 연결부(bx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실린더를 사용하여 상판과 연결할 고정대를 만들어 줍니다. 
크기:(2 2 6) 위치:(-21.2 25 4)



고정대를 4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cy2 = 크기:(2 2 6) 위치:(-21.2 -25 4)
cy3 = 크기:(2 2 6) 위치:(21.2 25 4)
cy4 = 크기:(2 2 6) 위치:(21.2 -25 4)

도형 더하기를 사용하여 몸체(base)와 실린더(cy1, cy2, cy3, cy4)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하판 완성



6.4-2 컨트롤러 상판 만들기

상판은 키패드 센서의 윗부분에 해당하며 버튼들을 사용하여 상판에 5개의 구멍

을 만들어 3D 프린트 물과 결합하여 줍니다. 

키패드 센서 하판과 동일하게 박스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6 53 10)

키패드 센서가 들어갈 크기만큼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0 47 8) 위치:(0 0 -1)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에서 키패드 센서가 들어갈 공간(bx1)을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박스(bx2)는 아두이노 보드와 키패드센서의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크기로 생성 합니다.
위치를 조정하며 몸체 윗면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오른쪽 면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 만들어 줍니다. 
위치:(0 28 -2)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체(base)와 키패드센서 연결부(bx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실린더(cy1)를 사용하여 하판과 연결될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크기(2.2 2.2 6) 위치:(-21.2 25 -3)



연결부를 4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cy2 = 크기:(2.2 2.2 6) 위치:(-21.2 -25 -3)
cy3 = 크기:(2.2 2.2 6) 위치:(21.2 25 -3)
cy4 = 크기:(2.2 2.2 6) 위치:(21.2 -25 -3)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실린더(cy1, cy2, cy3, cy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1,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키패드센서에 있는 버튼 크기의 실린더(cy5)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1.8 11.8 12)

cy6 = 크기:(11.8 11.8 12) 위치:(-10 -10 0)
cy7 = 크기:(11.8 11.8 12) 위치:(-10 10 0)
cy8 = 크기:(11.8 11.8 12) 위치:(10 -10 0)
cy9 = 크기:(11.8 11.8 12) 위치:(10 10 0)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키패드 버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cy5, base = base - cy6, base = base - cy7
base = base - cy8, base = base - cy9

상판 완성



6.5 스피커 확성기 만들기
아두이노 스피커를 사용하여 확성기를 만들어 봅시다.

6.5-1 확성기 상판 만들기

스피커에 음이 발생하는 위치에 기본도형의 콘을 생성합니다.
방향:(0 150 0) 크기:(40 40 20) 위치:(-3 0 0) 

base 콘보다 작은 콘을 생성합니다.
방향:(0 150 0) 크기:(34 34 20) 위치:(-3 0 0)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체(base)와 작은 콘(cn1)을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cn1

스피커에 음이 발생되는 위치에 박스(bx1)을 생성하여 줍니다.
위치:(0 0 -22.5) 크기:(40 40 20)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체(base)와 박스(bx1)을 빼서 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몸체(base)와 스피커가 들어갈 크기의 실린더(cy1)를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50 50 10) 위치:(0 0 -17)



도형 더하기를 사용하여 몸체(base)와 실린더(cy1)을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도형더하기 구를 이용하여 스피커에 음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40 40 40) 위치:(0 0 -31)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구(sp1)를 빼어 줍니다.
base = base - sp1

 

확성기 하판과 연결된 연결부를 4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크기:(40 40 40) 위치:(0 0 -31)



연결부를 4방향 (상, 하, 좌, 우)으로 만들어 줍니다.
cy3 = 크기:(5 5 10) 위치:(-22 0 -22)
cy4 = 크기:(5 5 10) 위치:(0 22 -22)
cy5 = 크기:(5 5 10) 위치:(0 -22 -2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실린더(cy2, cy3, cy4, cy5)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base = base - cy5



6.5-2 스피커 확성기 하판 만들기

스피커 크기와 외벽을 더해 실린더(base)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50 50 10)

스피커 크기에 맞게 실린더(cy1)을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40 40 10) 위치:(0 0 5)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체(base)에서 스피커 크기(cy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1

상판과 연결될 고정부를 실린더(cy2)를 이용하여 만들어 줍니다.
크기:(4 4 10) 위치:(22 0 6)



고정부를 4방향 (상, 하, 좌, 우)으로 만들어 줍니다.
cy3 = 크기:(4 4 10) 위치:(-22 0 5)
cy4 = 크기:(4 4 10) 위치:(0 22 5)
cy5 = 크기:(4 4 10) 위치:(0 -22 5)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실린더(cy2, cy3, cy4, cy5)를 더해줍니다.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base = base + cy5



아두이노와 스피커간의 연결 케이블 공간(bx1)을 생성해 줍니다.
박스:(2 20 10) 위치:(7 20 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연결 케이블 공간(bx1)을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아두이노와 스피커 간의 연결 케이블 공간(bx2)을 생성해 줍니다.
박스:(2 20 10) 위치:(-7 20 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연결 케이블 공간(bx2)을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하판 완성



6.6 피라미드형 홀로그램 거치대 만들기

홀로그램은 3차원 입체 영상을 빔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빛을 반사시켜 45도 각도로 스

크린에 투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필름을 이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든 후, 스마트폰

을 거치하여 영상을 입체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 폰을 올려놓고 볼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6.6-1 홀로그램 거치대 상부 만들기.

상부의 크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지정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번 거치대는 영상이 나오는 크기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크기로 박스(bx1)를 만들어 줍니다.
크기:(85 85 5)



스마트폰의 가로 액정 크기로 박스(bx1)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72.5 72.5 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에서 액정크기 박스(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실린더(cy1)를 사용하여 홀로그램 거치대 하부와 연결될 연결부를 만들어 줍니다.
크기:(5.3 5.3 10) 위치:(-39 -38.5 -4)

고정부를 4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cy2 = 크기:(5.3 5.3 10) 위치:(-39 38.5 -4)
cy3 = 크기:(5.3 5.3 10) 위치:( 39 38.5 -4)
cy4 = 크기:(5.3 5.3 10) 위치:(39 -38.5 -4)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실린더(cy1, cy2, cy3, cy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1,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6.6-2홀로그램 거치대 하부 만들기.

상부와 동일한 크기로 박스(base)를 생성합니다.
크기:(85 85 3) 



실린더를 추가하여 상부와 연결될 기둥(cy1)을 생성합니다.
크기:(5 5 35) 위치:(-39 -38.5 17)

기둥을 4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cy2 = 크기:(5 5 35) 위치:(-39 38.5 17)
cy3 = 크기:(5 5 35) 위치:(39  38.5 17)
cy4 = 크기:(5 5 35) 위치:(39 -38.5 17)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와 실린더(cy1, cy2, cy3, cy4)를 더해줍니다.
base = base + cy1,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홀로그램을 거치대 하부에 넣기 위해 박스(bx1)을 생성합니다.
크기:(67 67 7) 위치:(0 0 3) 



완성된 홀로그램 크기(bx2)에 박스를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62 62 7) 위치:(0 0 3)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체(base)와 홀로그램 크기 박스(bx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하판 완성



3D 프린터는 면으로 적층이 되기 때문에 화
살표 방향의 빈 공간으로는 적층이 될 수 없
습니다. 

면으로 적층이 진행되더라고 무너지는 현
상 없이 3D 프린터는 빈 사각형으로 적층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7 경광등 만들기 
아두이노, LED Bar와 아크릴을 이용하여 경광등 만들기

LED Bar의 길이의 박스(base)를 생성하여 줍니다.
Z축(높이)이 높아진 이유는 3D 프린팅을 할 때 빈 공간으로 부터의 침몰로 인해 프링팅을 할
수 없어, Z축을 높여 빈 공간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크기:(11 16 76) 위치:(0 0 38)



LED Bar 길이만큼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7 12 77) 위치:(-1 0 38)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체(base)에서 LED Bar 크기의 박스(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아크릴을 고정하기 위한 외벽을 포함한 박스(bx2)를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12 5 76) 위치:(-11.5 0 38)

도형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와 아크릴 고정 박스(bx2)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2



아크릴이 크기의 박스(bx3)를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17 3 76) 위치:(-12 0 38)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박스(bx3)를 빼서 아크릴이 들어갈 공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3



서보모터 고정대 만들기에서도 사용했던 스틱 빨대를 이용하기 위해 스틱빨대의 두께의 실린
더(cy1)를 만들어 줍니다.
크기:(2.5 6.5 40) 방향:(90 0 0) 위치:(3.5 0 38)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와 스틱빨대가 들어갈 실린더(cy1)를 빼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cy1



6.8 아두이노 케이스 만들기

아두이노 케이스는 아두이노 보드와 IO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6.8-1 아두이노 케이스 하부 만들기

 
아두이노 보드 크기와 외벽 두께를 포함한 박스(base)를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70 65 6)



아두이노 크기의 박스(bx1)를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65 55 2) 위치:(0 0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아두이노 크기의 박스(bx1)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1

아두이노와 3D 모델링을 결착하기 위해 실린더(cy1)를 추가해 줍니다.
크기:(2.8 2.8 5) 위치:(-27 25 1)



보드와 결착될 4개의 실린더를 추가해 줍니다.
cy2 = 크기:(2.8 2.8 5) 위치:(-27 -25 1)
cy3 = 크기:(2.8 2.8 5) 위치:(26.8 10 1)
cy4 = 크기:(2.8 2.8 5) 위치:(26.8 -19 1)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와 결착될 실린더(cy1, cy2, cy3, cy4)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케이스 상부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 실린더(cy5)를 생성합니다.
크기:(3 3 6) 위치:(-32.5 30 5)

연결부를 4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cy6 = 크기:(3 3 6) 위치:(32.5 30 0)
cy7 = 크기:(3 3 6) 위치:(-32.5 -30 5)
cy8 = 크기:(3 3 6) 위치:(32.5 -30 5)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와 상부 연결부 실린더(cy5, cy6, cy7, cy8)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5, base = base + cy6
base = base + cy7, base = base + cy8
하부 케이스 완성

② 아두이노 케이스 상부 만들기

상부는 하부와 같은 크기로 박스(base)로 만들어 줍니다.
크기:(70 65 14)



아두이노 크기의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60 55 13)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아두이노가 들어갈 박스(bx1)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1 



아두이노 디지털 포트가 되는 박스(bx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50 9 15) 위치:(0 17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와 디지털 포트가 들어갈 박스(bx2)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2



아두이노 나노 보드가 들어갈 크기의 박스(bx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4 19 15) 위치:(-8 -1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아두이노 나노 보드 박스(bx3)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3



보드에 디지털포트에 들어갈 박스(bx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1 9 15) 위치:(12.5 -19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 디지털 포트 박스(bx4)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4 



보드에 전원이 들어갈 공간은 박스(bx5)로 생성해 줍니다.
크기:(12 10 12) 위치:(-35 -17.5 -2)

도형 빼기를 사용하여 몸통(base)과 아두이노 전원 박스(bx5)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5



아두이노 I2C에 필요한 박스(bx6)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1 8 15) 위치:(21 2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와 I2C 박스(bx6)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6
 



케이스 하부에 연결부와 결착될 고정부 실린더(cy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5 3.5 6) 위치(-32.5 30 -4)

고정부를 4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cy2 = 크기:(3.5 3.5 6) 위치:( 32.5  30 -4)
cy3 = 크기:(3.5 3.5 6) 위치:(-32.5 -30 -4)
cy4 = 크기:(3.5 3.5 6) 위치:( 32.5 -30 -4)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와 하부 고정부 실린더(cy1, cy2, cy3, cy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1,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상부 케이스 완성



6.9 모바일 로봇 만들기(식빵로봇)
앞에 여러 차시에 있었던 서보모터 케이스 등을 응용하여 식빵로봇을 만들어 봅시다.

식빵로봇에 부품이 들어갈 크기를 정해 박스(base)로 생성해 줍니다.
크기:(85 100 12)

 
로봇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박스(bx1)를 추가 생성해 줍니다.
크기:(100 40 12) 위치:(0 -5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로봇의 곡선을 만들기 위해 실린더(cy1)를 추가 하여 줍니다.
크기:(85 35 12) 위치:(0 -30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곡선 실린더(cy1)를 더해 식빵 모습을 완성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전면부를 만들기 위해 실린더(cy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15 50 12) 위치:(0 50 0)



전면부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박스(bx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25 25 12) 위치:(0 36.5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전면부(cy2)를 기준으로 실린더(cy2)에서 박스(bx2)를 빼줍니다.
cy2 = cy2 - bx2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전면부를(cy2)를 더해 전체적인 외형은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cy2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갈 수 있는 박스(bx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54.5 57.5 10) 위치:(0 -7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모통(base)과 아두이노가 들어갈 박스(bx3)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3

9V 배터리가 들어갈 박스(bx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5 26.5 10) 위치:(11 52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9V 배터리 박스(bx4)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4

9V 배터리에 연결될 케이블 박스(bx5)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8 24 10) 위치:(37.5 52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9V 배터리 케이블 박스(bx5)를 빼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5

9V 배터리 케이블이 나갈 수 있는 박스(bx6)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5 7 10) 위치:(37.5 67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케이블 출고 박스(bx6)를 빼줍니다.
base = base -bx6

마이크로 서보 모터가 들어갈 박스(bx7)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2 20 9) 위치:(-35 18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박스(bx7)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7

서보모터의 결착을 위한 박스(bx8)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2 28 9) 위치:(-42 18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결착부(bx8)을 빼줍니다.
base = base - bx8

몸통에 서보모터를 고정시킬 나사구멍(cy3, cy4)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1.25 1.25 5) 위치:(-38.5 29.75 1.75) 방향:(0 90 0)
크기:(1.25 1.25 5) 위치:(-38.5 6.25  1.75) 방향:(0 9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서보모터 나사구멍(cy3, cy4)을 빼줍니다.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반대편도 마이크로 서보 모터가 들어갈 박스(bx9)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2 20 9) 위치:(35 18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박스(bx9)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9

서보모터의 결착을 위한 박스(bx10)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2 28 9) 위치:(42 18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결착부(bx10)을 빼줍니다.
base = base - bx10

몸통에 서보모터를 고정시킬 나사구멍(cy5, cy6)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1.4 1.25 5) 위치:(38.5 29.75 1.75) 방향:(0 90 0)
크기:(1.4 1.25 5) 위치:(38.5 6.25  1.75) 방향:(0 90 0)



배터리 케이블이 들어올 공간 박스(bx11)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70 6) 위치:(-16.5 55 3)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전원 케이블 공간 박스(bx1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1



PSD거리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박스(bx1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6 10 8) 위치:(0 -45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톰(base)과 PSD거리센서 박스(bx1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2



PSD 거리센서를 결착하기 위한 박스(bx1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4.75 1.5 8) 위치:(0 -39.25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PSD 거리센서 결착 박스(bx1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3



마이크로 서보모터의 케이블 공간을 박스(bx14)로 생성해 줍니다.
크기:(5 5 9) 위치:(-28 27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케이블 공간 박스(bx1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4



마이크로 서보모터의 케이블 공간을 박스(bx15)로 생성해 줍니다.
크기:(5 5 9) 위치:(28 27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케이블 공간 박스(bx15)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5



식빵로봇의 이동을 위해 캐스터구멍 실린더(cy7)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20 20 12) 위치:(0 -2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캐스터구멍 실린더(cy7)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7



캐스터를 고정하기위한 실린더(cy8)를 생성하여 줍니다.
크기:(40 20 12) 위치:(0 -20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캐스터 고정 실린더(cy8)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8



캐스터를 결착하기위한 실린더(cy9, cy10)를 생성합니다.
크기:(7 7 2) 위치:( 15 -20 -3)
크기:(7 7 2) 위치:(-15 -20 -3)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캐스터 고정 실린더(cy9, cy10)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9
base = base + cy10

식빵로봇 완성



6.9-1 캐스터 만들기

기존의 식빵 로봇에 캐스터를 추가하여 로봇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캐스터의 크기에 맞춰 실린더(base)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8 18 12) 위치:(0 0 6)

로봇과 결합되는 크기의 실린더(cy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8.5 18.5 2)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결합부 실린더(cy1)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로봇이 이동하기 위해 실린더 크기의 구(sp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8 18 20) 위치:(0 0 12)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구(sp1)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sp1

로봇과 캐스터가 결합되는 곳에 실린더(cy2, cy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7 7 10) 위치:( 15 0 0) 
크기:(7 7 10) 위치:(-15 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실린더(cy2, cy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캐스터 완성



6.10 드론 본체 만들기

실린더(base)의 둘레조각수를 이용하여 6각형으로 생성합니다.
크기:(40 40 7) 둘레조각수:(6)

몸통(base)보다 작은 실린더(cy1)에 둘레조각수를 이용하여 6각형을 생성합니다.
크기:(38.35 38.35 2.8) 위치:(0 0 2.2) 둘레조각수:(6)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아두이노 드론 크기의 실린더(cy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1

배터리 넣을 공간을 위해 둘레조각수 6각형의 실린더(cy2)를 생성합니다. 
크기:(30 30 10) 둘레조각수:(6)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실린더(cy2)만큼 빼줍니다
base = base - cy2

 
배터리 케이블 연결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6 10 5.4) 위치:(0 -15 1)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배터리 케이블 연결 박스(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박스(bx2)를 생성합니다.
크기:(12.6 10 2.8) 위치:(0 15 2.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박스(bx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크기, 위치, 방향을 추가 하여 박스(bx3)를 생성합니다.
크기:(11 40 2.8) 위치:(0 0 2.2) 방향:(0 0 60)



도향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박스(bx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3

위와 같이 크기, 위치, 방향을 이용하여 박스(bx4)를 생성합니다.
크기:(11 40 2.8) 위치:(0 0 2.2) 방향:(0 0 -6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박스(bx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4

드론 배터리 케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박스(bx5, bx6)를 생성합니다.
크기:(10 17 2) 위치:(-10 0 -2.5)
크기:(10 17 2) 위치:( 10 0 -2.5)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드론 배터리 케이스 박스(bx5, bx6)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5 
base = base + bx6

모양을 만들기 위해 박스(bx7, bx8)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3 3 2) 위치:(-5  8.5 -2.5) 방향:(0 0 45)
크기:(3 3 2) 위치:(-5 -8.5 -2.5) 방향:(0 0 4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7, bx8)을 빼줍니다.
base = base - bx7
base = base - bx8

위와 모양을 만들기 위해 박스(bx9, bx10)을 생성해 줍니다.
크기:(3 3 2) 위치:(5   8.5 -2.5) 방향:(0 0 45)
크기:(3 3 2) 위치:(-5 -8.5 -2.5) 방향:(0 0 4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9, bx10)을 빼줍니다.
base = base - bx9
base = base - bx10

드론 배터리 케이스와 결합될 나사선(cy3, cy4)을 생성합니다.
크기:(1.8 1.8 10) 위치:( 8 0 0)
크기:(1.8 1.8 10) 위치:(-8 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나사선(cy3, cy4)을 빼줍니다.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드론의 날개를 만들기 위해 박스(bx11 bx12)를 생성합니다.
크기:(21 3.5 4) 위치:(-20 -20 -1.5) 방향:(0 0 42)
크기:(21 3.5 4) 위치:(-20  20 -1.5) 방향:(0 0 42)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날개(bx11 bx12)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11
base = base + bx12

드론의 날개를 만들기 위해 박스(bx13 bx14)를 생성합니다.
크기:(21 3.5 4) 위치:(20 -20 -1.5) 방향:(0 0 -42)
크기:(21 3.5 4) 위치:(20  20 -1.5) 방향:(0 0  42)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날개(bx13 bx14)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13
base = base + bx14

BLDC모터를 사용하기 위해 모터 결합부(cy5)를 생성합니다.
크기:(11 11 12) 위치:(-30 -29 3)



BLDC모터를 사용하기 위해 모터 결합부(cy6, cy7, cy8)를 생성합니다.
크기:(11 11 12) 위치:(-30 29 3)
크기:(11 11 12) 위치:( 30 29 3)
크기:(11 11 12) 위치:(30 -29 3)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결합부(cy5, cy6, cy7, cy8)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5, base = base + cy6
base = base + cy7, base = base + cy8



BLDC모터 크기의 실린더(cy9)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7 7 15) 위치:(-30 -29 3)

BLDC모터 크기의 실린더(cy10, cy11, cy1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7 7 15) 위치:(-30  29 3)
크기:(7 7 15) 위치:( 30  29 3)
크기:(7 7 15) 위치:( 30 -29 3)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모터크기의 실린더(cy9, cy10, cy11, cy1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9,  base = base - cy10
base = base - cy11, base = base - cy12

BLDC모터를 본체와 이어주기 위해 박스(bx15, bx16)을 생성합니다.
크기:(7 10 15) 위치:(-34 -32 3) 방향:(0 0 -45)
크기:(7 10 15) 위치:(-34  32 3) 방향:(0 0  4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모터 연결부(bx15, bx16)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5
base = base - bx16

BLDC모터를 본체와 이어주기 위해 박스(bx17, bx18)을 생성합니다.
크기:(7 10 15) 위치:( 34  32 3) 방향:(0 0 -45)
크기:(7 10 15) 위치:( 34 -32 3) 방향:(0 0  4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모터 연결부(bx17, bx18)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7
base = base - bx18

드론 본체 완성



6.11 광섬유 고정대 만들기

psd센서를 이용하여 반응하는 광섬유 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섬유의 무게중심을 위해 실린더(base)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75 75 8) 위치:(0 0 1.5)

LED체인이 들어갈 기둥 실린더(cy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0 30 30) 위치:(0 0 15)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모통(base)과 LED체인 기둥(cy1)을 더해줍니다.
base = base + cy1

LED체인의 굵기 실린더(cy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10 50) 위치:(0 0 15)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LED체인 실린더(cy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2

연결되어 있는 LED체인 선을 빼기 위해 박스(bx1)를 추가해 줍니다.
크기:(10 80 3) 



도형 빼기를 위해 몸통(base)과 LED체인 전선을 빼기위한 박스(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PSD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박스(bx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4.78 10 8) 방향:(0 0 90) 위치:(33 0 1.5)



도형 더하기를 위한 몸통(base)과 PSD박스(bx2)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2

PSD센서 크기의 박스(bx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6 12 8) 빙향:(0 0 90) 위치:(32 0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PSD 박스(bx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3

PSD 거리 센서를 걸기위한 박스(bx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44.78 1.5 8) 방향:(0 0 90) 위치:(25.5 0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PSD센서 걸이의 박스(bx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4

광섬유 크기의 실린더(cy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0 20 15) 위치:(0 0 24)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광섬유 크기의 실린더(cy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3



6.12 로봇팔 만들기
 6.12-1(관절1)

서보모터의 중심중을 위해 박스(base)를 만들어 줍니다.
크기:(10 50 5)

서보모터의 +자모양의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50 10 5)



도형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1)를 더해 중심축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1

중심축을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 실린더(cy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10 5) 위치:(25 0 0)



실린더(cy2, cy3, cy4)를 4방향으로 생성해 줍니다.
cy2 크기:(10 10 5) 위치:(-25 0 0)
cy3 크기:(10 10 5) 위치:( 0 25 0)
cy4 크기:(10 10 5) 위치:(0 -25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실린더(cy1, cy2, cy3, cy4)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base = base + cy2
base = base + cy3, base = base + cy4



서보모터를 장착하기 위한 박스(bx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0 10 15) 위치:(5 0 1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크기의 박스(bx2)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2



서보모터 크기의 박스(bx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8 8 15) 위치:(5 0 1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의 박스(bx3)를 빼줍니다.
크기:(18 8 15) 위치:(5 0 10)



서보모터 케이블을 빼기 위한 박스(bx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8 3) 위치:(0 0 4)

도형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케이블 박스(bx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4



 6.12-2(관절2)

관절1을 이어주기 위한 실린더(base)를 더해 줍니다.
크기:(40 40 6)

서보모터의 +자 연결부를 만들기 위해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 10 2)



도형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연결부 박스(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반대로 위와 같이 +를 만들기 위해 박스(bx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3 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연결부 박스(bx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다음 서보모터를 잊기 위한 박스(bx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0 10 10) 위치:(5 0 7)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박스(bx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3

서보모터 크기의 박스(bx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8 8 8) 위치:(5 -1 7)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크기의 박스(bx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4

서보모터 케이블 박스(bx5)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8 3 8) 위치:(-2 1.5 7)



도형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케이블 박스(bx5)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5

다음 관절을 연결하기 위한 실린더(cy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8 8 1) 방향:(90 0 0) 위치:(0 5 7)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실린더 연결부(cy1)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다음 연결부를 결착하기 위한 실린더(cy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6 6 3) 방향:(90 0 0) 위치:(0 6 7)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결착부(cy2)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2



6.12-3(관절3)

앞에 관절과 결착될 박스(base)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0 20 10) 

앞에 만들 관절을 연결하기 위한 실린더(cy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10 20) 방향:(90 0 0) 위치:(-10 0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실린더(cy1)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관절을 잊기 위한 공간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8 18 10)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린더(cy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10 18) 방향:(90 0 0) 위치:(-10 0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박스(bx1)과 실린더(cy2)를 더해 파트로 만들어 줍니다.
bx1 = bx1 + cy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파트(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남아있는 선을 제거학기 위한 박스(bx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2 18 10) 위치:(-10 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앞서 만든 관절을 결착하기 위한 실린더(cy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6.5 6.5 10) 방향:(90 0 0) 위치:(-10 6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연결부(cy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3

관절 결착부를 위한 실린더(cy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 3 10) 방향:(90 0 0) 위치:(-10 -6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결착부 실린더(cy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4

서보모터와 관절3를 연결하기 위한 박스(bx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5 3 10) 위치:(-4 -11 0)



도형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3)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3

서보보터의 연결부를 만들기 위한 박스(bx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3 3) 위치:(-4 -11.5 0)



도형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연결부(bx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4

다음 관절을 위한 서보모터 박스(bx5)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0 10 10) 위치:(20 2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박스(bx5)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5

서보모터 크기의 박스(bx6)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8 8 8) 위치:(20 1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크기의 박스(bx6)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6

서보모터의 케이블을 빼기 위한 박스(bx7)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 3 8) 위치:(29 3.5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톧(base)과 서보모터 케이블 박스(bx7)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7

다음 관절을 연결하기 위한 실린더(cy5)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8 8 1) 방향:(90 0 0) 위치:(25 7.5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실린더(cy5)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5

다음 관절 연결부를 위한 실린더(cy6)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6 6 3) 방향:(90 0 0) 위치:(25 8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관절 연결부(cy6)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6 



6.12-4(관절4)

앞에 관절과 결착될 박스(base)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20 20 10) 

앞에 만들 관절을 연결하기 위한 실린더(cy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10 20) 방향:(90 0 0) 위치:(-10 0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실린더(cy1)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cy1

관절을 잊기 위한 공간 박스(bx1)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8 18 10)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린더(cy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10 18) 방향:(90 0 0) 위치:(-10 0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박스(bx1)과 실린더(cy2)를 더해 파트로 만들어 줍니다.
bx1 = bx1 + cy2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에서 파트(bx1)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1

남아있는 선을 제거학기 위한 박스(bx2)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2 18 10) 위치:(-10 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2)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2

앞서 만든 관절을 결착하기 위한 실린더(cy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6.5 6.5 10) 방향:(90 0 0) 위치:(-10 6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연결부(cy3)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3

관절 결착부를 위한 실린더(cy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 3 10) 방향:(90 0 0) 위치:(-10 -6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결착부 실린더(cy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cy4

서보모터와 관절3를 연결하기 위한 박스(bx3)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5 3 10) 위치:(-4 -11 0)



도형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3)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3

서보보터의 연결부를 만들기 위한 박스(bx4)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3 3) 위치:(-4 -11.5 0)



도형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연결부(bx4)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4

관절4에 들어갈 서보모터 고정부 박스(bx5)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 20 10) 위치:(11 0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5)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5

각도를 만들기 위한 박스(bx6)를 생성해 줍니다.
방향:(0 0 45) 위치:(16 11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6)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6

각도를 만들기 위한 박스(bx7)를 생성해 줍니다.
방향:(0 0 -45) 위치:(16 -11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박스(bx7)를 빼줍니다.
base = base - bx7

서보모터를 추가할 박스(bx8)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10 15 10) 위치:(17.5 0 0)



도형 더하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박스(bx8)를 더해 줍니다.
base = base + bx8

서보모터 크기의 박스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8 13 8) 위치:(18.5 0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박스(bx9) 빼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base = base - bx9

서보모터 케이블을 빼기 위한 박스(bx10)를 생성해 줍니다.
크기:(3 3 8) 위치:(16 -8 0)



도형 빼기를 이용하여 몸통(base)과 서보모터 케이블 박스(bx10)를 빼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