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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ewer 도면 보기 가이드

1. 도면 보기란?
  도면 보기는 웹에서 업로드한 PDF 도면을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기에 설

치된 다른 어플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도면에 대한 의견 작성으로 협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도면 보기 화면
  웹에서 [도면 업로드]를 통해 업로드 된 PDF 도면을 모바일에서 클릭 시, 해당 도면을 바로 볼 수 

있는 도면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도면 보기 화면에서 보조 메뉴, 옵션, 마크업 등을 활용하여 다

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트에서 원하는 도면을 

클릭합니다.

② 도면보기 화면에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리스트에 있는 다른 도면

으로 페이지 넘김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면을 옆으로 밀거나 화면 아래의 화살표를 통해서 다른 도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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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 보기의 보조 메뉴
  도면 보기 화면에서 해당 도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메뉴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해당 도

면의 공유하기, 리비전, 도면 의견, 도면 비교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유하기
  현재 보고 있는 도면을 다른 App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면 보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화면이 캡쳐되어 공유됩니다. 또한, 해당 도면을 바로 열어볼 수 있는 

링크도 함께 공유됩니다.

① 도면보기 화면에서 [보조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합

니다.

③ 설치된 어플로 공유합니

다. 

※ 도면이 확대 되어 있는 경우, 확대된 상태 그대로 캡쳐되어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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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비전
  현재 보고 있는 도면의 리비전 히스토리를 확인하여 이전 버전의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① [보조 메뉴]에서 [리비전]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해당 도면의 리비전 히스

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확인하고 싶은 버전의 [보

조 메뉴]를 클릭하고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④ 이전 버전의 도면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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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면 의견
  현재 보고 있는 도면의 도면 의견 리스트 확인 및 도면 의견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보조 메뉴]에서 [도면 의

견]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도면 의견 추가를 위한 

[+]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해당 도면에 대한 의견을 

작성 후 [확인]을 클릭합니

다.

※ 작성된 도면 의견은 모든 팀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알림 대상은 해당 도면을 내문서함에 링크해 

놓은 팀원들이 기본 설정이며, 알림 팀원 변경은 도면 옵션 가이드의 “5.알림 팀원 설정”을 참고해 주세요.

④ 해당 도면의 작성된 의

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작성된 도면 의견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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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면 비교
  현재 보고 있는 도면과 비교할 도면을 선택하여 2개의 도면을 겹쳐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할 도면

은 현재 도면의 리비전 도면 또는 공용/내문서함의 다른 도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보조 메뉴]에서 [도면 비

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현재 도면과 비교할 도면

을 리비전 리스트에서 선택합

니다.

③ 현재 도면과 다른 도면을 

비교 하고자 할 경우 [다른 

도면 선택]을 클릭 합니다.

④ 내문서함 또는 공용문

서함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도면을 선택합니다.

⑤ 현재 도면과 비교 도면이 

겹친 상태로 나타납니다. 색

상으로 도면의 다른 부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정렬 조정을 ON으로 

변경하여 정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렬이 ON 일 때에는 파란색 도면(비교 도면)만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