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hino 중급 예제 1(Bridge01)
1. 십자 형태의 기준 guideline을 그린다.

2. 십자 형태의 guideline 중심에 포인트를 추가한다.

3. 십자 형태의 guideline과 점을 함께 선택한 후, (0,0)지점으로 이동하여 차후 작성될 모델의 기준을 

원점에 맞춘다.



4. 원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4500의 원을 그린다.

5. 원을 선택하고 offset 기능을 사용하여 원의 바깥쪽으로 500떨어진 위치에 원을 작성한다.

6. copy 기능을 사용하여 두 원과 guideline을 7150 떨어진 위치에 그림과 같이 복사한다.



7. Set CPlane by 3 points 기능을 사용하여 CPlane을 설정한다. 

8. 그려진 원들을 선택한 후 Extrude Straight 기능을 사용하여  (BothSides-Yes로 선택) 150두

께의 surface를 만들어 준다.



9. Analyze Direction 기능을 사용하여 Normal이 반대로 되어진 surface를 뒤집어 준다.

10. Cap Planar Holes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surface에 Cap을 씌운다.

11. 기존에 생성한 고리형의 surface와 cap을 함께 생성한후 join 시킨다.

12. 고리의 윗부분에 그림과 같이 line을 하나 그린다.



13. 라인의 중심에 반지름 120mm의 원을 추가한다.

14. Polar Array기능을 사용하여 guideline의 중심을 기준으로 8개의 원을 배열한다.

15. 배열된 원을 선택하여 그림과 같이 반대편 원 쪽으로 복사한다.

16. 복사된 원들을 선택하여 15° rotate시킨다.



17. 양쪽의 원중에서 엇갈리게 3개의 원을 loft 시킨다. 두 개씩 선택하여 두 번 loft를 적용하여 그림처

럼 프레임을 작성한다.

(loft option)

18. 생성된 프레임 surface를 선택하여 기존에 원을 배열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프레임을 배열한다.

19. 배열된 프레임들을 선택(a)하고 mirror기능을 사용하여 (b),(c) 점을 잇는 기준을 중심으로 반대편

에 프레임을 복사한다. 



20. 초반에 작성한 안쪽 원을 선택하여 (a)지점을 기준으로 (b)지점으로 원을 복사한다.

21. 초반에 작성한 두 원(a,b)와 복사된 원(c)를 선택하고, Object Intersection기능을 사용하여 교차점

을 구한다.

22. Vertical Rectangle기능을 사용하여 구해진 교차점 중 (a,b)와 초반 원상의 점(c)를 잊는 사각형을 

작성한다.

23. Make surface from planar curve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된 rectangle의 surface를 생성한다.



24. 작성된 surface(a)와 초반의 원(b)를 선택하고 Object Intersection 기능을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의 

(a,b) curve를 추출한다.

25. 추출된 교차라인을 사용하여 rectangle surface를 trimming 시킨다.

26. trim이 적용된 surface를 선택하고 Extrude Straight기능을 사용하여 반대편까지 면을 늘린다.

27. Pediment작성을 위해서 Rectangle(a)을 그림과 같이 (b)위치로 이동시킨다.



28. 이동된 사각형과 기존의 원을 Trim 및 Join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Closed Planar Curve를 

만든다.

29. Extrude Closed Planar Curve를 사용하여 Closed Planar Curve를 돌출시킨다.

30. Set CPlane to Object기능을 선택하고 바깥면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CPlane을 설정한다.

31. 그림과 같이 Line을 추가한다.



32. Ellipse : From Center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임의 크기의 Ellipse를 작성한다.

33. Extrude Straight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임의의 크기로 바깥으로 돌출시킨다.

34. Boolean Difference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돌출된 Ellipse형태를 뚫어준다.

35. 뚫린 Pediment형태를 그림과 같이 복사해준다.



36. Rail작성을 위해서 (a,b,c)위치에 Rectangle을 작성한다.

37. Extrude Straight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Rectangle을 돌출시킨다.

38. 초기에 작성된 Guidelines을 그림과 같이 Copy해준다.

39. 그림과 같이 Line을 추가한다.

40. Copy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a)라인을 1275mm떨어진 위치에(b) 복사한다.



41. Perp Snap을 사용하여 (a)위치의 Line을 (b)위치로 이동시킨다.

42. Trim기능을 사용하여 (a,b) Guideline을 정리한다.

43. Divide Curve by Number of Segments를 사용하여 Curve를 6개의 Segment로 나눠준다.

(Divide Curve by Number of Segments기능을 오른쪽 마우스 클

릭으로 실행된다.)

44. Circle : Diameter기능을 사용하여 (a,b)의 형태로 Circle를 작성한다.



45. Rectangle기능을 사용하여 (a)의 Rectangle을 작성하고 (b)위치에 복사한다.

46. 작성된 2개의 Rectangle을 그림과 같이 이동시킨다.

47. 이동된 2개의 Rectangle주위에 Rectangle을 추가한다.

48. Rectangle의 각 모서리를 반지름 100으로 Fillet 시킨다.



49.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Guideline부분에도 Fillet이 적용된 Rectangle을 작성한다.

50. Set CPlane by 3 points 기능을 사용하여 (a,b,c)순서로 클릭하여 CPlane을 설정한다. (b)위치는 

Near snap을 사용하여 Guideline위의 임의의 지점을 클릭한다.

51. Rotate기능을 사용하여 중심을 (a)지점을 선택하고, -10° 회전시켜준다.

52. 그림과 같이 상/하단 분에 작성된 Rectangle의 (a,b)지점을 잇는 Curve를 작성한다.



53. 작성된 (a)의 Curve를 Rail로 설정하고, (b,c)를 Cross Section Curves로 선택하여 Sweep 1 Rail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Polysurface를 작성한다.

54. 작성된 Polysurface를 선택하고 Cap Planar Holes기능을 사용하여 윗/아랫면을 작성한다.

55. Trim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에 작성된 Circle을 그림과 같이 잘라준다.



56. (a,b), (b,c)위치에 Curve를 작성하고, (a,c)의 Curve를 Trim기능을 사용하여 정리한다.

(c)위치는 원상의 임의의 지점을 선택한다.

57. Extrude Straight기능을 사용하여 Cap이 작성된 Polysurface를 작성한다.

58. 작성된 두 개의 Polysurface(a)를 선택하고 Mirror기능을 사용하여 (b,c)지점을 기준으로 복사해준

다.

59. Select Polysurfaces기능을 사용하여 작성된 모든 Polysurfaces를 선택한다.



60. Rectanglar Array기능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선택된 Polysurface를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10, Z방향으로 1로 설정하여 10개를 배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