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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구멍 속성 표시기 Setting 방법 

-  구멍 속성 표시기 : 구멍 가공 마법사로 작성된 구멍의 속성을 도면에서 표시하기 위한 치수 형식 

 

1. 구멍 가공 마법사로 작성한 구멍 스펙 확인 

1) 파트 파일 열기 

2) 구멍 유형, 표준 규격, 마침 조건 확인 

 

 

2. 구멍 속성 표시기 텍스트 확인 

1) 도면의 구멍 속성 표시기 주석 클릭 

2) [PropertyManager]의 [치수 텍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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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lloutformat 파일 수정 

1) 원본 Calloutformat 파일 복사 

① 파일 명 : Calloutformat.txt 

② 경로 : C:\Program Files\SOLIDWORKS Corp\SOLIDWORKS\lang\korean 

2) 다른 경로에 붙여 넣기 

① Ex) E:\SOLIDWORKS 구멍 속성 표시기 셋팅 

3) 복사한 Calloutformat 파일 열기 

4) 구멍 가공 마법사로 작성한 구멍의 [표준 규격] 찾기 

① 단축키 : Ctrl + F 

 

 

5) [표준 규격] 아래에서 [구멍 유형] 찾기 

6) [구멍 유형] 아래에서 [마침 조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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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속성 표시기 텍스트 수정 

① 개별적으로 변경 

 텍스트 직접 입력하여 수정 

     

 

 

 

 

② 모두 한 번에 변경 

 [편집] → [바꾸기] 

 

 

 

 

 찾을 내용 및 바꿀 내용 입력 → [모두 바꾸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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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표시기 텍스트 의미 

텍스트 의미 예시 

; 줄의 끝  

\ 속성 표시가 다음 줄에 연결됨  

* 코멘트 줄  

<대문자> 기호 <HOLE-DEPTH> =  

<소문자> 치수 <hw-threaddesc>= M8 

 

- 구멍 기호 의미 

텍스트 도면에 표시되는 기호 의미 

<HOLE-DEPTH>  구멍 깊이 

<HOLE-SPOT>  카운터보어 

<HOLE-SINK>  카운터 싱크 

<MOD-DIAM>  지름 

<hw-thru> “관통” 관통 

 

8) 수정한 Calloutformat 파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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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멍 속성 표시기 형식 파일 경로 연결 

1) SOLIDWORKS 옵션 창 실행 

① 메뉴바 [도구] → [옵션] 

2) 구멍 속성 표시기 형식 파일 기존 경로 삭제 

① [시스템 옵션] → [파일 위치] → [폴더 보여줄 항목 : 구멍 속성 표시기 형식 파일]로 설정 

 

 

② 폴더 목록에서 기존 경로 선택 → [삭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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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경로 추가 

① [추가] 클릭 

 

 

② 수정한 Calloutformat 파일이 저장된 경로 선택 → [폴더 선택] 클릭 

 

 

 

 

 

 

 

 



 

 

7 구멍 속성 표시기 Setting 방법 

©2022 nodeDATA / All rights reserved / Confidential Information / Ref : nodeDATA_Document_2022 

③ 폴더 목록에 경로 추가되었으면 [확인] 클릭 

 

 

4) SOLIDWORKS 종료 후 재 실행 

① 재 실행 후 구멍 속성 표시기 주석을 다시 삽입하여야 변경 사항 적용됨 

 

 

 

          

 

<변경 전>                                  <변경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