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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ewer 도면 옵션 가이드

1. 도면 옵션 이란?
  도면 옵션은 도면 보기 화면에서 도면의 상태 및 보기 옵션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마크업 보기/끄기
  도면 위에 생성된 마크업 전체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① [마크업 보기/끄기] 아이콘 

클릭으로 마크업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② [마크업 보기] 아이콘 클릭 

시, [마크업 끄기] 아이콘으로 

변경되며, 마크업이 보이지 않

는 모드로 변경됩니다.

③ 다시 [마크업 보기/끄기]

아이콘 클릭 시, 마크업이 보

이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 작성한 마크업이 보이는 마크업 ON 상태가 기본 설정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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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마크업/공유 마크업
  작성하는 마크업을 본인만 보는 마크업으로 작성할 것인지, 팀원 모두에게 공유하는 마크업으로 

작성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 마크업] 아이콘을 

클릭하여 [공유 마크업] 상태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 마크업 상태에서 작

성한 내용은 본인만 볼 수 있

습니다. 

③ 공유 마크업 상태에서 작

성한 내용은 팀원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 개인마크업 상태가 기본 설정 상태입니다.

※ 작성된 공유 마크업은 모든 팀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마크업의 알림 대상은 해당 도면을 내문

서함에 링크한 사람이 기본 설정이며, 알림 팀원 변경은 “5.알림 팀원 설정”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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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문서함에 링크
  현재 도면의 내문서함 링크 여부를 보여 주며, 내문서함에 링크 설정이 가능합니다.  

  (1) 공용 문서함
  공용 문서함에 있는 도면을 내문서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링크 아이콘을 통해 현재 도면이 내

문서함에 링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② 내문서함에 링크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③ 위치 선택 후, [링크] 버

튼을 클릭합니다.

※ 내문서함에 새 폴더를 만들고 링크할 수 있습니다.

④ 링크된 도면은 [링크] 아이

콘이 주황색으로 변경됩니다.

※ 한번 링크한 도면은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문서함의 다른 위치에 다시 링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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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문서함
  내 문서함에 있는 도면 중 해당 도면이 공용 문서함에서 링크한 도면인지, 내문서함에 내가 올린 

도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내 문서함에 링크된 도면

은 주황색으로 [링크]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② 내 문서함에 내가 올린 도

면은 [링크] 아이콘이 없습니

다.

※ 내 문서함에서는 도면 보기 화면의 내 문서함 링크 아이콘은 클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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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도면 번갈아 보기
  현재 보고 있는 도면과 함께 보고 싶은 도면을 추가로 열어 번갈아 볼 수 있습니다. 

① [다른 도면 번갈아 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함께 볼 도면을 공용문서

함/내문서함에서 선택합니다.

③ 문서함 리스트에서 번갈

아 볼 도면을 찾습니다.

※ 함께 보는 도면은 하나만 추가로 열 수 있으며, 함께 보는 도면을 다른 도면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④ 번갈아 볼 도면을 선택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

니다.

⑤ 선택한 도면이 탭으로 나

타납니다.

⑥ 텝을 번갈아 가며 도면

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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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림 팀원 설정
  작성하는 도면 의견, 공유 마크업에 대하여 알림 받을 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도면 의견에서의 알림 팀원 설정

① 도면 의견 팝업창에서 [알

림 팀원 설정] 버튼을 클릭합

니다.

② 팀원 리스트에서 알림을 

주고자 하는 팀원을 선택합니

다. 

③ 도면 의견을 작성하고 [확

인] 버튼을 누릅니다.

※ 알림 팀원을 설정을 하지 않고 도면 의견 작성 시, 해당 도면을 내문서함에 링크한 사람에게만 알림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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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 마크업에서의 알림 팀원 설정

① 도면 보기 화면에서 [알림 

팀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② 팀원 리스트에서 작성하는 

공유 마크업에 대하여 알림을 

받을 팀원을 설정합니다.

③ 공유 마크업을 작성하고 

[동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 알림설정을 하지 않고 공유 마크업 동기화 시, 해당 도면을 내문서함에 링크한 사람에게만 알림이 갑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