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form
기본 교육 과정
Geomagic® Freeform®은 아주 복잡
하고 조각적인 3D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 냅니다. 또한 시제품 또는 제조
가 가능한 디자인과 금형 인서트를 만
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교육 안내
㈜한국아카이브에서는 Geomagic® Freeform®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하신 제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고자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으신 고객분들에게도 유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교육 대상
Geomagic® Freeform®을 구입한 고객 (유지보수 기간내 고객)
Geomagic® Freeform®을 구입한 고객 (유지보수 만료된 고객)
Geomagic® Freeform®을 구입하지 않은 고객

1 Step

: 무료 교육
: 유상 교육 (교육비 50% 할인 : 25만원 *교육 신청방법은 별도 문의 )
: 유상 교육 ( 교육비 : 50만원 *교육 신청방법은 별도 문의 )

햅틱 장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Freeform 개요
Freeform Interface / 필수 단축키

필수 단축키 설명

2 step

Clay Modeling I – 오리 만들기

조각툴을 이용한 햅틱 장치의 감각
연습 / 해상도 설명

3 step

Clay Modeling II – 베짱이 만들기

Plane 사용방법 / 2D 스케치 방법
선택 복사 / Emboss with Image 기능

1day

2D 스케치로 Clay만들기

4 step

Clay Modeling III – 자동차 시트

5 Step

Clay Modeling IV – 무전기

3D Curve 사용법 / Shape Clay 기능
2D스케치 커브 영역 디테일링
Piece 개념 설명
3D Curve 영역 디테일링
패턴 만들기 / Ridge 기능

6 step

Parting Line 생성 / Shell기능
Part 분할방법 /Parting surface 생성

Mold 기초

Mold Insert block 생성

7 step

Mold 기본

Parting line 수정방법
Under cut 수정방법
Part Joint 생성방법

8 Step

Solid Modeling – 히트건 모델링

Solid 데이터 수정방법
Patch 편집 방법
Autosurfacer 사용 방법

9 step

Freeform 2014 New Features

New Features 사용 방법

2day
3day

▶ 교육 일정
Geomagic® Freeform® 기본 교육 예정일
28기

1월 14일 ~ 1월 16일

수,목,금 : 10:00 ~ 17:00

29기

2월 11일 ~ 2월 13일

수,목,금 : 10:00 ~ 17:00

30기

3월 11일 ~ 3월 13일

수,목,금 : 10:00 ~ 17:00

31기

4월 8일 ~ 4월 10일

수,목,금 : 10:00 ~ 17:00

32기

5월 13일 ~ 5월 15일

수,목,금 : 10:00 ~ 17:00

*상기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기본 교육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으로 업체별 1인으로 제한합니다.
교육을 신청하신 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 교육에서 제외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각 교육은 좌석이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등록되오니 조기 마감 됐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소 : 본사 교육장ㅣ교육시간 : 10:00 ~ 17:00

▶ 등록안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하십시오.
① 『고객센터 > 교육과정 안내』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명칭 선택

③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하단의 『교육신청하기』 선택

④ * 표시된 정보를 빠짐 없이 기입하신 후 『확인』 클릭 > 접수 완료

교육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ㅣ TEL : 010-3346-6710

E-mail : yunseok.oh@hankook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