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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2.1 문서 설명 

 이 문서는 i-GAD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문서를 참조하여, i-GAD 

시스템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시스템에 사용되는 간단한 용어 설명을 통해서 i-GAD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능 위주의 설명서가 아닌 사용자 작업 위주로 구성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2 독자  

 이 문서의 독자는 이전에 i-GAD 시스템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용어에는 익숙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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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설명 

3.1 프로젝트 (Project) 

 프로젝트란,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고객 현장과 대응합니다. 따라서, 고객 

및 현장에 관한 정보들이 프로젝트 정보로 입력됩니다. 

3.2 GAD 

 GAD 란, 프로젝트의 하위 개념으로 하나의 수주 단위 혹은 공사 단위 도면을 말합니다. 

3.3 도면 (Drawing) 

 GAD 에 연결된 실제 물리적인 DWG 혹은 PDF 파일을 말합니다. 사용자들은 작성된 도면을 

DWG 혹은 PDF 형태로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 할 수 있습니다. 

3.4 유효성 검증 (Validation) 

 GAD 작성을 위해 입력된 인자들이 규정된 룰에 위배되지 않는지 체크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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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GAD 시스템 접속 방법 

 

4.1 Firefox 를 실행합니다.  

4.1.1 Firefox 는 모질라 (Mozilla) 재단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4.1.2 Firefox 는 TKE 의 표준 웹 브라우저이고, 아래의 주소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4.1.2.1 중국 : http://firefox.com.cn/ 

4.1.2.2 한국 : http://www.mozilla.or.kr/ko/ 

4.2 주소창에 URL 를 입력 합니다. URL: http://kr.igad.tkeasia.com. 

4.3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 4-1 참조)  표시되지 않으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 User ID 에 본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5 『Lo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4-1. 초기 화면) 

 

 

 

 

 

 

  

http://firefox.com.cn/
http://www.mozilla.or.kr/ko/
http://kr.igad.tke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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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도면 생성방법 

5.1 프로젝트 생성 

5.1.1  프로젝트 정보 입력하기 

5.1.1.1 『현장명』, 『고객명』, 『고객주소』, 『도시』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5.1.1.2 『생성일』 은 오늘 날짜로 자동 선택됩니다. 

 

 

(그림 5-1. 프로젝트 정보 입력) 

 

5.1.2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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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프로젝트 번호 생성) 

 

5.1.3 『CREATE』 버튼을 클릭하여, GAD 생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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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GAD 생성  

5.2.1 GAD 생성 시작 

5.2.1.1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하여 GAD 생성을 진행합니다.  

 

5.2.2 도면 정보 입력  

 

 ( 그림 5-3. Drawing Info ) 

 

5.2.2.1 도면 번호. : 자동 생성 됩니다. 사용자는 변경할수 없습니다.      

5.2.2.2 고객 버전 : 자동 생성되지만, 사용자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5.2.2.3 이메일 주소 :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여러명에게 보내려면, ‘;(세미콜론)’ 으로 

구분합니다.  

5.2.2.4 도면 버전 : 자동 생성됩니다.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을 생성항 이후  그 

도면을 갱신하면  자동으로 버전업이 됩니다. 

5.2.2.5 템플릿 버전 : 최신 버전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사용자 필요로 이전 

버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5.2.2.6 작성자는 등록한 메일로 표시됩니다 

5.2.2.7 검토자, 승인자를 입력합니다 (검토자, 승인자는 옵션 항목입니다.) 

5.2.2.8 언어 : 도면에 사용되는 주석의 주 언어를 선택합니다. 

5.2.2.9 보조 언어: 도면에 사용되는 주석의 보조 언어를 선택합니다. 보조 언어가 

선택되면, 도면의 주석들이 두가지 언어로 두줄로 표현됩니다. (CN/EN, 

KR/EN) 

5.2.2.10 국가: 도면 작도에 적용 할 국가 규칙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국가의 작도 

규칙으로 도면이 생성됩니다. 

5.2.2.11  특기사항 : 도면의 비고란에 적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중국의 경우, GAD 

생성을 포함해서 5 번의 개정시에 비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RAWING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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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기본정보 입력 

                

(그림 5-4. Basic Info) 

 

5.2.3.1 엘리베이터 기종 : GL1 혹은 EVO1 선택 

5.2.3.2 문열림방식: CO (CENTER OPEN), 혹은 2S (SIDE OPEN) 선택. 기종에 따라 

선택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5.2.3.3 대수 : 엘리베이터 대수 (단독 혹은 병렬) 선택 

5.2.3.4 호기. : 호기 번호 입력 

5.2.3.5 용도 : 엘리베이터 사용 용도 선택 

- TKEK : 승객용, 비상용, 장애인용, 인화물용 

- TKEC : 승객용, 인화물용, 병원용 

5.2.3.6 인승 : 엘리베이터 승선 인원 (단위, 인승) 

5.2.3.7 속도 : 엘리베이터 속도 선택 

- 중국/호주 METER/SECOND 

- 한국 METER/MINUTE 

5.2.3.8 속도까지 선택되고 나면, 승강로 크기, LSW/RSW 값들이 자동 결정됩니다. 

자동 결정된 값들 중에서 원하는 값만 사용자가 변경, 입력 할 수 있습니다. 

5.2.3.9 승강로 크기 

- 승강로 폭 (SW) : 선택된 정격 중량에 의해 DUTY 에서 초기값이 

올라옵니다. 초기값을 실제 승강로 넓이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승강로 깊이 (SD) : 선택된 정격 중량에 의해 DUTY 에서 초기값이 

올라옵니다. 초기값을 실제 승강로 깊이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5.2.3.10 LSW/RSW 

- 균형추가 SIDE 로 오는 경우에는 균형추가 있는 쪽이 방향에 상관없이 

LSW 이다. 

- LSW : 승강로 사이즈와 도어 사이즈, 편심에 의해 자동 계산된 값이 

올라옵니다. 사용자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BASIC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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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W : 승강로 사이즈와 도어 사이즈, 편심에 의해 자동 계산된 값이 

올라옵니다. 사용자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LSW 와 RSW 의 합산은 항상 일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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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기계실정보입력 

 

 

                         (그림 5-5. Machine room) 

* 엘리베이터가 EVO1 인 경우 Machine Room Tab 는 ‘GL1 Only’ 라는 표현과 

함께 선택 불가합니다.  

 

5.2.4.1 기계실 높이 : 기계실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미니 기계실의 경우는 앞서 

입력한 승강로의 높이와 동일합니다. 

5.2.4.2 기계실 폭 : 기계실의 폭을 입력합니다. 미니 기계실의 경우는 앞서 입력한 

승강로의 폭과 동일합니다. 

5.2.4.3 기계실 깊이 : 기계실의 깊이를  입력합니다. 미니 기계실의 경우는 앞서 

입력한 승강로의 깊이와 동일합니다. 

5.2.4.4 기계실 도어 위치 : 1/2/3/4 중 선택.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해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유효성 검증에서 체크됩니다. 

5.2.4.5 양중방식 : 기계실 바닥양중 혹은 크레인 양중 을 선택합니다. 

5.2.4.6 기계실 타입을 선택합니다. 

5.2.4.7 기계실 타입 9 를 선택하면 기계실 X 간격, 기계실 Y 간격을 입력합니다. 

간격 값은 기계실 내측과 승강로 내측 사이입니다. 

 

  

Machin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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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출입구 (ENTRANCE) 정보 입력 

 

 

 (그림 5-6. Entrance) 

 

5.2.5.1  출입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층동일 

기준층/기타층 

지하층/기준층/기타층 

5.2.5.2  출입구 높이 : 출입구높이를 선택합니다.. 

5.2.5.3 기준층 (Main Floor)  

- 출입구 형식을 선택합니다. 

- 층표시기 위치를 선택합니다. 

- 버튼 형식을 선택합니다. 

5.2.5.4 기타층: 출입구 유형을  기준층/기타층 선택시 적용됩니다. 

- 출입구 형식을 선택합니다 

- 층표시기 위치를 선택합니다  

- 버튼형식을 선택합니다.  

5.2.5.5  지하층:  출입구 유형을 지하층/기준층/기타층 선택시 적용됩니다. 

- 출입구 형식을 선택합니다 

- 층표시기 위치를 선택합니다  

- 버튼형식을 선택합니다 

5.2.5.6 홀버튼 위치 : 좌/우 중 선택합니다 

5.2.5.7 기준층 경광등 여부를 선택합니다.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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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정지층의 정보입력 

 

                                  (그림 5-7. Stop floor) 

 

5.2.6.1 총 층수 : 건물의 총 층수를 선택합니다. 

5.2.6.2 지하 층수 : 건물의 지하 층수를 입력합니다. 

5.2.6.3 OVERHEAD : 앞서 결정된 정격 중량 및 속도 등에 의해 DUTY 에서 

초기값이 올라옵니다. 초기값 이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5.2.6.4 PIT : 앞서 결정된 정격 중량 및 속도 등에 의해 DUTY 에서 초기값이 

올라옵니다. 초기값 이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5.2.6.5 총 층고 : 개별 층고와 OH, PIT 등이 모두 합해진 총 층고 입니다. 개별 

층고와 OH, PIT 변경 시 함께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5.2.6.6 기준층 선택 : 건물의 기준층을 선택합니다. 

5.2.6.7 층 이름 : 자동 생성되지만, 사용자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5.2.6.8 층 높이: 기본 높이는 2500mm 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변경 층 아래의 모든 값이 함께 변경됩니다. 최상층이 

곧 OVERHEAD 이므로, 최상층은 OVERHEAD 필드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5.2.6.9  문 여부 : 해당 층에 문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체크됩니다. 

5.2.6.10  방화문 여부 : 해당 층의 문이 방화문 인지를 체크합니다 

5.2.6.11 후크 (Hook) : 후크 제공을 누가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STOP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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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디자인 정보입력 

 

                   

                                                    (  그림 5-8 디자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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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면 자동 작성 

5.3.1 도면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5-11. GAD 목록) 

                    

5.3.2 『GAD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5-12. GAD 생성 방법 선택창) 

5.3.3 도면을 신규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Generate Drawing” 를 체크합니다.  

 

*** 도면은 로그인 하신  메일로 받아 볼수 있으며 시스템에서는 다운로드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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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GAD 생성) 

5.3.4 도면을 생성하지 않고, 로컬 하드 디스크에서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File Upload” 

를 체크합니다. 

 

(그림 5-14. GAD Upload ) 

5.3.5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3.6 도면 생성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COMPLETE” 화면이 나타나고, GAD 의 

상태가 (download) 가능 상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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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도면 갱신 방법  

6.1 기존 프로젝트 검색  

6.1.1 프로젝트 목록으로 이동합니다.(그림 6-1) 

6.1.2 검색하려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색항목,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프로젝트 생성 날짜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6.1.3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6.1.4 검색된 프로젝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림 6-1. 프로젝트 목록) 

 

6.2 기존 GAD 검색 

6.2.1 검색된 프로젝트 목록 중 원하는 프로젝트의 우측  (LIST) 아이콘을 클릭하면 

GAD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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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도면 목록) 

 

6.2.2 갱신하고자 하는 GAD 를 찾아서, 우측의  (REVISION) GAD 수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6.2.2.1 해당 GAD 에 파일이 있는 경우, 해당 GAD 는 갱신 (Revision) 됩니다. 즉, 

새로운 도면 번호와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됩니다. 

6.2.2.2 해당 GAD 에 파일이 없는 경우, 해당 GAD 는 수정 (Modify) 됩니다. 즉, 

기존 도면 번호와 버전을 유지합니다. 

6.2.3 수정된 GAD 정보를 입력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 정보 입력은 

5.2.2 ~ 5.2.8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6.2.4 새로운 GAD 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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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하는 GAD 검색하기 

7.1 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림 7-1. GAD 검색) 

7.2 아래의 항목 중 검색하려는 GAD 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글자를 포함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항목별 검색 조건은 AND 검색입니다. 

7.2.1 프로젝트 NO. 

7.2.2 주소 

7.2.3 빌딩 이름 

7.2.4 날짜 

7.2.5 고객명 

7.2.6 도시 

7.2.7 하중 

7.2.8 형식 

7.2.9 속도 

7.2.10 승강로 사이즈 

7.2.11 권상기 

7.2.12 카 사이즈 

7.2.13 Car Material 

7.2.14 Car Door Design 

7.2.15 Car Ceilling 

7.2.16 Car Wall 

7.2.17 Car floor 

7.2.18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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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Hand Rail 

7.2.20 Handicapped COP 

7.3 『Search』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GAD 가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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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색한 GAD 정보보기 

8.1 검색한 도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8-1. 검색 GAD 목록) 

 

8.2 정보를 확인하려는 GAD 의 “Drawing NO.”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림 8-2. GAD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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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AD 비교하기  

9.1 도면의 버전이 다른 상태에서만 비교 가능 

9.2 도면목록으로 이동합니다.(그림 10-1 참조) 

          

(그림 9-1. 도면 목록) 

 

9.3 비교하려는 GAD 를 선택한 후 『개정이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9.4 도면의 다른 버전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림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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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도면 버전 목록) 

9.5 비교 할 두 버전을 선택한 후, 『버전비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9-3. 버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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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하는 GAD 복사 

10.1 도면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11-1.참조) 

         

                                      (그림 10-1. 도면 목록) 

10.2 복사하려는 GAD 를 선택하여, 『GAD 복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0.3 (그림 11-2) 선택창이 나타납니다.(계약 복사에 대해) 

 

                                (그림 10-2. 선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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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GAD 를 같은 프로젝트에 복사하려면 “같은 프로젝트에 복사” 를 선택합니다. 도면 

번호가 갱신되면서, 새로운 GAD 로 같은 프로젝트에 복사됩니다. 

10.3.2 GAD 를 기존 프로젝트에 복사하려면 “기존프로젝트에 복사” 를 선택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검색하는 창이 뜨고, 검색된 프로젝트로 새로운 GAD 가 복사됩니다. 

10.3.3 GAD 를 새 프로젝트에 복사하려면 “새 프로젝트에 복사” 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창이 뜨고, 입력된 정보로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서, 새로운 GAD 가 

복사됩니다. 

10.3.4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프로젝트로 GAD 가 복사됩니다. 

10.3.5 『Cancel』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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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필요한 GAD 삭제하기 

11.1 실제로 파일이 생성되기 이전의 GAD 들만이 삭제 가능합니다. 

11.2 도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11-1 참조) 

           

                                        (그림 11-1. 도면 목록) 

11.3 삭제하려는 GAD 를 체크합니다. 

11.4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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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젝트 복사 하기  

12.1 프로젝트 목록으로 이동합니다.(그림 12-1.참조) 

        

                                 (그림 12-1. 프로젝트목록) 

12.2 복사하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12.3 『프로젝트 복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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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젝트 삭제 하기  

13.1 도면 수량이 0 인 프로젝트만 삭제 가능합니다. 

13.2 프로젝트 목록으로 이동합니다(그림 13-1 참조) 

       

                                     (그림 13-1. 프로젝트 목록) 

13.3 삭제하려는 프로젝트를 체크합니다. 

13.4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