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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커팅기로 박스 만들기 (feat. BOXES.PY)

https://festi.info/boxes.py

https://festi.info/boxe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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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ES.PY 용어정리

Angle - 각도, 한 모서리의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벌어진 정도

surrounding spaces - 주변 공간, 여러 개의 정규 공간에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edge_width - 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의 공간

Finger - 손가락, 상자의 면과 면을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 장치

Play - 놀이,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Space - 공간, 손가락 사이의 공간이자 간격

Width - 너비, 손가락 구멍의 너비

X - 가로 길이, 내부 너비

Y - 세로 길이, 내부 길이

Z - 높이, 내부 높이

Outside - 벽의 높이까지 포함하여 외부의 크기를 다룰 지의 여부

Depth - 깊이, 내부 깊이

Height - 신장, 랙 단위의 높이

Triangle - 삼각형, 뚜껑을 고정하는 삼각형 형태의 장치

D1 - 내 뚜껑 나사 구멍의 지름

D2 - 뚜껑 나사 구멍의 직경

Thickness - 두께, 재료의 두께

Format - 체재, 결과 파일형식(ai, DXF, gcorde, pdf, plt, ps, svg, svg_Ponoko)

Tabs - 부분을 mm 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

Debug - 일부 구조물의 주변상자 인쇄

Reference -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

Burn - 화상, 화상보정 (mm)(더 딱 맞기 위해 더 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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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d Box - 양쪽 끝에 모서리가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Angled Box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한쪽 벽의 수(+1): 5개

상단과 뚜껑의 스타일: 상단 없음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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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d Box (각진 구멍)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Angled Box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한쪽 벽의 수(+1): 5개

상단과 뚜껑의 스타일: 각진 구멍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Angled Box (각진 뚜껑)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Angled Box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한쪽 벽의 수(+1): 5개

상단과 뚜껑의 스타일: 각진 뚜껑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Angled Box (각진 뚜껑 2)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Angled Box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한쪽 벽의 수(+1): 5개

상단과 뚜껑의 스타일: 각진 뚜껑 2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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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Box - 게임 카드 보관 용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Card Box 설정

높이: 30mm

카드 폭(너비): 65mm

카드 높이: 90mm

구획 수: 2개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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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Box - 완전히 닫힌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Closed Box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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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Case - 투명한 아크릴로 잘라내어 진열 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닫힌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Display Case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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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Case - 투명한 아크릴로 잘라내어 진열 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닫힌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Display Case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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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Box - 상단 및 장착 구멍에 나사가 있는 닫힌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Eletrionics Box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뚜껑을 고정하고 있는 삼각형의 면: 25.0mm

내 뚜껑 나사 구멍의 지름(d1): 2.0mm

뚜껑 나사 구멍의 직경(d2): 3.0mm

장착 나사 구멍의 지름: 3.0mm

외부 장착 지점 추가: O

벽에서 나사 구멍까지의 거리: 7.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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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e Box - 캐비닛 경첩으로 뚜껑이 부착된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캐비닛 경첩 설정

핀 구경의 직경: 32.0mm

한지 당 조각(eyes_per_hinge): 5개

모서리 당 경첩 수: 2번

경첩 스타일: 내부

눈의 반지름(두께의 배수): 15.0mm

눈 사이의 간격(두께의 배수): 0.5mm

경첩 주위의 최소 공간: 0.2mm

- Hinge Box 설정

내부의 가로 길이: 100mm

내부의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뚜껑 높이: 20.0mm

뚜껑을 y(세로) 방향으로 쪼갬: 0.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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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e Box - 캐비닛 경첩으로 뚜껑이 부착된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캐비닛 경첩 설정

핀 구경의 직경: 32.0mm

한지 당 조각(eyes_per_hinge): 5개

모서리 당 경첩 수: 2번

경첩 스타일: 내부

눈의 반지름(두께의 배수): 15.0mm

눈 사이의 간격(두께의 배수): 0.5mm

경첩 주위의 최소 공간: 0.2mm

- Hinge Box 설정

내부의 가로 길이: 100mm

내부의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뚜껑 높이: 20.0mm

뚜껑을 y(세로) 방향으로 쪼갬: 0.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Integrated Hinge Box - 뚜껑이 달린 상자와 집적된 경첩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상자 경첩을 위한 설정

핀을 고정하고 있는 호의 두께(hinge_strength): 10.0mm

경첩에서 회전하는 디스크 변경(pin_height) :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놀이): 1.0mm

- Integrated Hinge Box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뚜껑의 높이: 20.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Integrated Hinge Box - 뚜껑이 달린 상자와 집적된 경첩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놀이):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상자 경첩을 위한 설정

핀을 고정하고 있는 호의 두께(hinge_strength): 10.0mm

경첩에서 회전하는 디스크 변경(pin_height) :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놀이): 1.0mm

- Integrated Hinge Box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뚜껑의 높이: 20.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Notes Holder - 종이, 컵 받침 등을 넣을 수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놀이):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겹쳐서 쓸 수 있는 가장자리 설정

발의 안쪽 각도: 60°

발 높이: 20.0mm

손가락 구멍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10.0mm

발의 너비(폭): 40.0mm

- Notes Holder 설정

내부의 가로 길이: 100mm

내부의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하단 가장자리 용 모서리 유형(bottom_edge): h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bottom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음을 잡는 슬롯: 하나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스트레이트 에지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F 핑거 조인트 (반대편)

Notes Holder - 종이, 컵 받침 등을 넣을 수 있는 상자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Open Box - 윗면과 옆면이 열린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Open Box 설정

가로 길이: 100mm

세로 길이: 100mm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Rack10 Box - 10랙에 장착하기 위해 상단에 나사가 있는 닫힌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5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Rack10 Box 설정

깊이: 70mm

랙 단위의 높이(신장): 1

뚜껑을 고정하고 있는 삼각형의 면: 25.0mm

내 뚜껑 나사 구멍의 지름(d1): 2.0mm

뚜껑 나사 구멍의 직경(d2): 3.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Rack19 Box - 19랙에 장착하기 위해 상단에 나사가 있는 닫힌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5.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Rack19 Box 설정

깊이: 100mm

랙 단위의 높이(신장): 2

뚜껑을 고정하고 있는 삼각형의 면: 25.0mm

내 뚜껑 나사 구멍의 지름(d1): 2.0mm

뚜껑 나사 구멍의 직경(d2): 3.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Rack Box - 상단 및 장착 구멍에 나사가 있는 닫힌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1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Rack Box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뚜껑을 고정하고 있는 삼각형의 면: 25.0mm

내 뚜껑 나사 구멍의 지름(d1): 2.0mm

뚜껑 나사 구멍의 직경(d2): 3.0mm

장착 나사 구멍의 지름: 4.0mm

벽에서 나사 구멍까지의 거리: 7.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Regular Box - 기본으로 정다각형이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Regular Box 설정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상자 안쪽 반지름; 50.0mm

변의 수: 5개

상단과 뚜껑의 스타일: 없음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Regular Box - 기본으로 정다각형이 있는 상자

구멍 각진 구멍 각진 뚜껑

각진 뚜껑 2 둥근 뚜껑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Two Piece - 상부가 미끄러지면서 인클로저를 형성하는 2개의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Two Piece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벽 두께의 두 부분 사이의 공간: 0.5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Uneven Height Box - 각 모서리의 높이가 다른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Uneven Height Box 설정

하단 가장자리 용 모서리 유형(bottom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

*bottom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 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앞 좌측 구석의 높이: 50mm

앞 우측 모서리의 높이: 50mm

오른쪽 뒤 모서리의 높아: 100mm

왼쪽 뒤쪽 모서리의 높이: 100mm

뚜껑: X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Uneven Height Box - 각 모서리의 높이가 다른 상자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구멍 관절)

스트레이트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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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ox - 다양한 스타일과 뚜껑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스택형 에지에 대한 설정
발의 안쪽 각도: 60°

발 높이: 2.0mm

손가락 구멍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1.0mm

발의 너비: 4.0mm

- 경첩 및 경첩 핀 설정
grip_percentage: 0

측면에서 덮개가 겹침: X

핀 폭: 0.5mm

스타일: outset

*스타일- outset 또는 flush

핀 구멍의 직경: 2.0mm

뚜껑의 그립 고정 길이: 0

핀을 고정하고 있는 호의 두께: 1.0mm

- 캐비닛 경첩 설정
핀 구멍의 직경: 3.2mm

경첩 당 조각(eyes_per_hinge): 5개

모서리 당 경첩 수：2개

경첩 스타일: 내부

*경첩 스타일- 내부 또는 외부

눈의 반지름: 1.5mm

눈 사이의 간격: 0.05mm

경첩 주위의 공간: 2.0mm

- 슬라이드 뚜껑 설정
각도: 90°

second_pin: O

spring: 양쪽 모두

*spring 스타일 - 양쪽 모두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없음

주변 공간(정상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공간): 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3.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05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클릭 뚜껑 설정
각도: 5

bottom_radius: 0.1mm

깊이: 3.0mm

- Rounded Triangle Edge의 설정
벽 위의 높이: 150mm

구멍 반경: 2.0mm

상단 모서리 반경: 30.0mm

가장자리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연장: 1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유니버셜 박스 설정
상단 모서리용 모서리 유형: 스트레이트 에지

*top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 

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하단 가장자리용 모서리 유형(bottom_edge)

: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bottom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

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추가 뚜껑: 없음

*추가 뚜껑- chest 또는 flat 또는 없음

- 기본 설정
재료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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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Boxes with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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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Box - 거실 경첩 및 둥근 모서리가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Flex Box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반지름: 15.0mm

두께에 대한 래치의 크기: 8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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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Box 2 – 생활 경첩 및 상단 모서리가 둥근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Flex Box 2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반지름: 15.0mm

두께에 대한 래치의 크기: 8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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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Box 3 - 생활 경첩이 달린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1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Flex Box 3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상자 높이; 100mm

뚜껑 높이: 10.0mm

반지름: 10.0mm

뚜껑의 틈새: 1.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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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Box 4 - 생활 경첩 및 왼쪽 모서리가 둥근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Flex Box 4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반지름: 15.0mm

두께에 대한 래치의 크기: 8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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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Box 5 - 생활 경첩 및 둥근 모서리가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Flex Box 5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상단 직경: 60.0mm

바닥의 지름: 60.0mm

두께에 대한 래치의 크기: 8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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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Box - 하트 모양의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Heart Box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50mm

내부 높이: 50.0mm

상단과 뚜껑의 스타일: 상단 닫은 모양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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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ed Box - 수직 모서리가 둥근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Rounded Box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반지름: 15.0mm

벽걸이: 1개

상단과 뚜껑의 스타일: 닫은 모양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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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ed Box 상단 뚜껑 스타일

상단 구멍 상단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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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ed Box 벽걸이 개수

2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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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Box - 플렉스로 만든 롤링 셔터가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5.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2.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75mm

폭: 5.0mm

- Shutter Box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5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반지름: 40.0mm

둥근 모서리의 개수: 단일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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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Box - 플렉스로 만든 롤링 셔터가 있는 상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5.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 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2.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75mm

폭: 5.0mm

- Shutter Box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5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반지름: 40.0mm

둥근 모서리의 개수: 단일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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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Box - 플렉스로 만든 롤링 셔터가 있는 상자

둥근 모서리 개수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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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Box - 다양한 견인 및 뚜껑을 위한 다양한 옵션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스택형 엣지에 대한 설정
발의 안쪽 각도: 60°

발 높이: 2.0mm

손가락 구멍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1.0mm

발의 너비: 4.0mm

- 경첩 및 경첩 핀 설정
grip_percentage: 0

측면에서 덮개가 겹침: X

핀 폭: 0.5mm

스타일: outset

*스타일- outset 또는 flush

핀 구멍의 직경: 2.0mm

뚜껑의 그립 고정 길이: 0

핀을 고정하고 있는 호의 두께: 1.0mm

- 캐비닛 경첩 설정
핀 구멍의 직경: 3.2mm

힌지 당 조각(eyes_per_hinge): 5개

모서리 당 경첩 수：2개

힌지 스타일: 내부

*힌지 스타일- 내부 또는 외부

눈의 반지름: 1.5mm

눈 사이의 간격: 0.05mm

경첩 주위의 공간: 2.0mm

- 슬라이드 뚜껑 설정
각도: 90°

second_pin: O

spring: 양쪽 모두

*spring 스타일- 양쪽 모두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없음

주변 공간(정상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공간):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3.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05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mm 

- 클릭 뚜껑 설정
각도: 5

bottom_radius: 0.1mm

깊이: 3.0mm

- Rounded Triangle Edge의 설정
벽 위의 높이: 150mm

구멍 반경: 2.0mm

상단 모서리 반경: 30.0mm

가장자리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연장: 0

- Flex 설정
구부러진 부분이 얼마만큼 짧은지에 대한 정보: 1.05mm

틈새의 너비: 1.0mm

절단된 부분의 수직인 폭: 0.5mm

폭: 5.0mm

- U Box 설정
상단 모서리용 모서리 유형: 스트레이트 에지

*top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

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100mm

하단 모서리 반경: 30.0mm

추가 뚜껑: 없음

*추가 뚜껑- chest 또는 flat 또는 없음

- 기본 설정
재료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100mm

화상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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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Trays and Drawer Ins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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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Insert - 바닥 및 외벽이 없는 트레이 삽입물

- Tray Insert 설정

sx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 (형식은 --sy를 참조): 50*3mm

sy - 단면을 mm 단위로 앞쪽으로 표시. 가능한 형식: 전체 너비/구 획 수(예: “250/5”), 

부품의 너비*구획 수(예: “50*5”), 부품의 너비를 “:”로 구분(예: “30:25.5:70”): 50*3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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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Layout - 레이아웃 파일에서 type tray 생성

- 선택적 인수

구획의 수(가로): 2개

구획의 수(세로): 2개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Tray Layout 설정

내부 높이: 100mm

내벽의 내부 높이: 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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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ray - 입력 용지함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공간):5.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스택형 엣지에 대한 설정
발의 안쪽 각도: 60°

발 높이: 2.0mm

손가락 구멍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1.0mm

발의 너비: 4.0mm

- 경첩 및 경첩 핀 설정
grip_percentage: 0

측면에서 덮개가 겹침: X

핀 폭: 0.5mm

스타일: outset

*스타일- outset 또는 flush

핀 구멍의 직경: 2.0mm

뚜껑의 그립 고정 길이: 0

핀을 고정하고 있는 호의 두께: 1.0mm

- 캐비닛 경첩 설정
핀 구멍의 직경: 3.2mm

힌지 당 조각(eyes_per_hinge): 5개

모서리 당 경첩 수：2개

힌지 스타일: 내부

*힌지 스타일- 내부 또는 외부

눈의 반지름: 1.5mm

눈 사이의 간격: 0.05mm

경첩 주위의 공간: 2.0mm

- 슬라이드 뚜껑 설정
각도: 90°

second_pin: O

spring: 양쪽 모두

*spring 스타일- 양쪽 모두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없음

주변 공간(정상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공간):2.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손가락 너비: 3.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05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mm 

- 클릭 뚜껑 설정
각도: 5

bottom_radius: 0.1mm

깊이: 3.0mm

- Rounded Triangle Edge의 설정
벽 위의 높이: 150mm

구멍 반경: 2.0mm

상단 모서리 반경: 30.0mm

가장자리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연장: 1

- Type Tray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50*3mm

sy-단면을 mm 단위로 앞쪽으로 표시. 가능한 형식: 전체 너비/구 획 수(예: 

“250/5”), 부품의 너비*구획 수(예: “50*5”), 부품의 너비를 “:”로 구분(예: 

“30:25.5:70”): 50*3mm

내부 높이: 100mm

hi(내벽의 내부 높이): 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하단 가장자리 용 모서리 유형(bottom_edge)

:h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bottom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상단 모서리용 모서리 유형: 스트레이트 에지

*top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그립 구멍의 높이: 30.0mm

그립 구멍의 너비: 70.0mm

- 기본 설정
재료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100mm

화상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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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ray - 입력 용지함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4장 Sh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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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Tray - 정면의 경사진 벽과 함께 오른쪽으로 사용되는 용지함 변형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5.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Bin Tray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50*3mm

sy-단면을 mm 단위로 앞쪽으로 표시. 가능한 형식: 전체 너비/구 획 수(예: “250/5”), 

부품의 너비*구획 수(예: “50*5”), 부품의 너비를 “:”로 구분(예: “30:25.5:70”): 50*3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경사가 있는 빈 높이 커버의 부분: 0.4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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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Tray - 정면의 경사진 벽과 함께 오른쪽으로 사용되는 용지함 변형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5.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Bin Tray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50*3mm

sy-단면을 mm 단위로 앞쪽으로 표시. 가능한 형식: 전체 너비/구 획 수(예: “250/5”), 

부품의 너비*구획 수(예: “50*5”), 부품의 너비를 “:”로 구분(예: “30:25.5:70”): 50*3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경사가 있는 빈 높이 커버의 부분: 0.4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Disc Rack - 디스크 모양의 객체를 서로 수직으로 저장하는 랙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Disk Rack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50*3mm

디스크 지름: 150mm

디스크 두께: 5.0mm

변경에 따른 하단 랙 그리드의 위치: 0.75mm

변경에 따른 후면 랙 그리드의 위치: 0.75mm

디스크와 랙의 사이 공간: 3.0mm

랙의 후방 각도: 18°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Display Shelf - 앞으로 기울어 진 바닥이 있는 선반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Display Shelf 설정

내부 가로 길이: 400mm

내부 세로 길이: 100mm

내부 높이: 3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선반의 수: 3개

전면 벽의 높이: 20.0mm

바닥의 각도: 30°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Paint Storage - 스택 가능한 페인트 저장 공간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스택형 엣지 설정

발의 안쪽 각도: 60°

발의 높이: 2.0mm

손가락 구멍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1.0mm

발의 너비: 4.0mm

- Paint Storage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내부 세로 길이: 300mm

페인트 캔의 지름: 30.0mm

페인트 캔 사이의 공간: 10.0mm

직각이 아닌 구멍에 6각 배열을 사용: X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Storage Rack - 자체 플로어가 있는 상자 및 트레이를 보관하는 StorageRack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스택형 엣지 설정
발의 안쪽 각도: 60°

발의 높이: 2.0mm

손가락 구멍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1.0mm

발의 너비: 4.0mm

- Storage Rack 설정
랙의 깊이: 200mm

랙의 레일의 깊이: 30.0mm

내부 가로 길이: 100mm

sh-하단에서 상단으로mm단위.(형식은 --sy를참조): 50*3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하단 가장자리 용 모서리 유형(bottom_edge): h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bottom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 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상단 모서리용 모서리 유형: F핑거 조인트(반대편)

*top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 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Wine Rack - 벌꿀 스타일의 와인 선반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Wine Rack 설정

내부 가로 길이: 300mm

내부 세로 길이: 200mm

내부 높이: 20mm

빗살 반지름: 46.0mm

빗살 무늬를 첨가할 벽: 모든 벽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5장 Slat Wall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Slatwall Caliper - 하나의 캘리퍼스를 슬레이트 벽에 고정시킨다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slatwalledges 설정

bottom_hook: 훅

*bottom_hook: 훅, 붐, 마개. 없음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hook_extra_height(두께의 배수): 2.0mm

- Slatwall Caliper 설정

내부 높이: 100mm

긴 끝의 너비: 18.0mm

heigth of the body: 6.0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Slatwall Chisel Holder - 치즐, 파일 및 유사한 도구 용 슬레이트 벽 도구 홀더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1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slatwalledges 설정

bottom_hook: 훅

*bottom_hook: 훅, 붐, 마개. 없음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hook_extra_height(두께의 배수): 2.0mm

- Slatwall Chisel Holder 설정

내부 높이: 120mm

움켜 잡을 공간을 포함하는 공구의 직경: 30.0mm

공구 용 구멍의 직경(홀 직경): 30.0mm

슬롯 너비: 5.0mm

슬롯 반지름: 5.0mm

공구/ 슬롯 수: 6개

후크: 모든 것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3.0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Slatwall Console - 물건을 올릴 각도와 각진 판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slatwalledges 설정

bottom_hook: 훅

*bottom_hook: 훅, 붐, 마개. 없음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hook_extra_height(두께의 배수): 2.0mm

- Slatwall Console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50*3mm

내부 높이: 1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top_depth(상단의 깊이): 50mm

바닥의 깊이: 35mm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Slatwall Plane Holder - 평면을 slatwall에 고정시킨다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Slatwall Plane Holder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100*3mm

내부 세로 깊이: 50.0mm

내부 높이: 5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브레이싱 각도: 45°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Slatwall Pliers Holder - 펜치를 거는 바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Slatwall Pliers Holder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50*3mm

내부 세로 길이: 50.0mm

내부 높이: 5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브레이싱 각도: 45°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금정고등학교 김근후, 김상우, 서인태, 이준우

Slatwall Slotted Holder-슬롯이 있는 Slat 벽 도구 홀더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slatwalledges 설정

bottom_hook: 훅

*bottom_hook: 훅, 붐, 마개. 없음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hook_extra_height(두께의 배수): 2.0mm

- Slatwall Slotted Holder 설정

내부 높이: 120mm

정면에서 슬롯 깊이: 50.0mm

깊이 뒤: 50.0mm

슬롯 너비: 5.0mm

공구의 전체 너비: 35.0mm

전방 슬롯의 반경: 5.0mm

공구 / 슬롯의 수: 6

후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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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twall Type Tray - 트레이 유형-연속 벽만 허용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스택형 에지에 대한 설정
발의 안쪽 각도: 60°
발의 높이: 2.0mm
손가락 구멍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1.0mm
발의 너비: 4.0mm

- slatwalledges 설정
bottom_hook: 훅
*bottom_hook: 훅, 붐, 마개. 없음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hook_extra_height(두께의 배수): 2.0mm

- Slatwall Type Tray 설정
s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m 단위.(형식은 --sy를 참조): 50*3mm
sy-단면을 mm 단위로 앞쪽으로 표시. 가능한 형식: 전체 너비/구 획 수(예: “250/5”), 
부품의 너비*구획 수(예: “50*5”), 부품의 너비를 “:”로 구분(예: “30:25.5:70”): 50*3mm
내부 높이: 100mm
hi(내벽의 내부 높이): 0.0mm
벽을 포함하는 외부 측정 값으로 크기를 키움: O
하단 가장자리 용 모서리 유형(bottom_edge): h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bottom_edge: F핑거 조인트(반대편),s 쌓을 수 있는 (아래쪽, 손가락 관절 구멍), 
h 에지 (평행 핑거 조인트 홀), 스트레이트 에지
back_height(뒤쪽 벽의 추가 높이): 0.0mm
반지름: 0.0mm

- 기본 설정
재료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100mm
화상보정: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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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twall Wrench Holder - 판금 벽에 렌치 세트를 고정합니다

- 핑거 조인트 설정

각도: 90°

주변 공간(정상 공간의 배수로 시작과 끝의 최대 공간): 20.0mm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0mm

손가락 너비: 20.0mm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 0mm

손가락 사이의 간격(공간): 20.0mm

손가락 구멍의 너비(폭): 10.0mm 

- slatwalledges 설정

bottom_hook: 훅

*bottom_hook: 훅, 붐, 마개. 없음

edge_width(FingerHoleEdge의 구멍 아래 공간): 1.0mm

hook_extra_height(두께의 배수): 2.0mm

- Slatwall Wrench Holder 설정

내부 가로 길이: 100mm

변의 깊이: 30.0mm

렌치의 수: 11개

가장 큰 렌치 너비: 25.0mm

가장 작은 렌치의 강도: 3

가장 큰 렌치의 강도: 5

- 기본 설정

재료 두께: 4.7mm

결과 파일 형식(체재): svg

파트를 mm단위로 고정하는 탭 폭(탭): 0

일부 구조물의 주변 상자 인쇄(디버그): X

주어진 길이의 참조 사각형을 인쇄(0에서 비활성화): 100mm

화상 보정: 0.1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