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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입/출력
간단한 Rigaku 볼륨 가져오기

Rigaku CT 시스템으로부터의 볼륨 데이터 가져오기를 간편
하게 개선했습니다．더 이상 가져오기 과정에서 설정을 수동
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제 소프트웨어가 모든 미러
링 옵션을 정확히 인식하여 음영값을 기본 설정에서 16비트
정수로 가져옵니다．

필터
증가된 침식/팽창반경

ROI 에 대한 “침식/팽창” 기능을 최대 반경 32복셀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능을 여러번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좌표 측정
비대칭 공차 영역

윤곽도 공차에서，이동된 공차 영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곽도 공차에서，간단한 설정으로 비대칭 공차 영역을 이용
하여 더 정확한 공차 영역을 정의하십시오．이에따라，공차
표시에서 공차 표준 UZ 보조키가 지원됩니다．

공극률／내포물 분석
P 203 공극률 분석에서 “결함 ROI로 부터” 지원

이제 P 203 분석에서 ROI에 의해 정의된 결함 마스크를 검
사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P 203 분석의 편리하고 표준화
된 키-기반 허용 오차 정의 방법을 결함 마스크에 대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결함 마스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예를 들어 외부 분석으로부터 얻는것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품질이 P 203 분석을 위해 충분한지 표시

이미지 품질이 P 203 분석을 실행하기에 충분한지를 “설정”
탭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품질 척도는 품질이 충분한지에
대한 시각적 표시를 제공합니다 - 충분한 경우 녹색，불충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추가적 툴팁
은 품질 척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슬라이스 면적 분석
새로운 슬라이스 면적 분석

단면의 면적을 간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슬라이스 면적
분석은 볼륨，ROI 또는 슬라이스의 면적，또는 결정된 표면에
둘러쌓인 면적을 계산합니다．

볼륨 메쉬
곡률 기반 개선

표면의 로컬 곡률에 기반하여 볼륨 메쉬를 국지적으로 개선
합니다．이제 부품의 표면을 로컬 곡률에 기반하여 메쉬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품질을 유지하면서 부품 내부에는 큰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균등한 메쉬와 비교하여
결과 메쉬에 대한 모든 계산과 처리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보고와 추적가능성
Q－DAS 내보내기의 모든 피처에 관한 부품
정보

결과를 Q-DAS ASCII 변환 형식으로 내보내고 부품 정보와
연관짓습니다．이는 개별 피처에 대한 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며 첫번째 피처 뿐만이 아닌，모든 피처에 대한 관련
부품 정보는 통계적 프로세스의 제어에 사용됩니다．

보고서 표의 수직선

보고서에서 수직선을 표시하는 새로운 옵션을 이용하여 결
과 표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면 여러 열로 구성된
표를 검사하기 쉬워집니다．

Q－DAS 내보내기에서 ID 또는 이름을 통한 피처
정렬

좌표 측정 피처를 Q-DAS ASCII 변환 형식으로 내보낼때 유
용한 정렬을 정의합니다．이를 통해 좌표 측정 피처를 귀하
의 작업흐름에 맞는 순서로 정렬할 수 있으며 내보낸 Q-DAS
파일에는 이 순서가 적용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 보고서에 관한 FAQ

새로운 FAQ 에서는 통합 보고서에 관한 개요 및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 페이지는 통합 보고서에 관한 FAQ 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방법과
이외 통합 보고서의 기능에 대한 오버뷰를 보여줍니다．

보고서의 분석 오버뷰 표

다수의 부품 또는 부분 영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공극
률/내포물 분석，명목/실제 비교，벽 두께 분석，섬유 복합
소재 분석，음영 값 분석，또는 ASTM)하고 결과를 보고하
십시오．분석에 대한 오버뷰 표는 비슷한 결과에 대한 직
관적 비교를 한눈에 가능하게 하여 비교 표를 생성하기 위
해 외부 툴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이전 버전의 설정 자동 가져오기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귀하의 사용자 설정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이제 사용자 설정은 새로 설치한 버전을 처
음으로 시작할 때에 이전 버전으로부터 이전되어，소프트웨
어를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원하는 경우，설정
을 기본값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고서 좌표 측정 표의 공차 색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좌표 측정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십시
오．공차에 대한 색상은 측정된 피처에 대한 공차 상태를 보
고서 표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양호한 결과들에 주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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