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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VIL

Civil
종단
- 종단선형 계산 (DLS)
- 엑셀 값으로 종단 그리기 (DRP)
-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 (GRP)
- 종단 계획고 찾기 (GSE)
- 종단 최고/최저점 찾기 (FLM)
- VIP 측점, 계획고 엑셀로 (VVE)
- 종단 GRID 그리기 (DLG)
- 우수 종단 (SWP)
- 가시설 종단 파일 제원표 (HPT)
횡단
- 횡단면도 층따기 (CUT)
- V 형, 산마루 측구 설치 (DVB)
- 횡단 깎기부 라운딩 (CSR)
-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 (CFM)
- 3D 폴리선을 횡단으로 (PTCS)
- 횡단 GRID 그리기 (DCG)
- 횡단 경계 작성 (CSW)
- 횡단면도 야장으로 (CFB)
- 토적표 내용 엑셀로 (EWT)
- 종단, 횡단 그리기 (DCS)
- 횡단 사면 그리기 (CSS)
- 깎기부 사면 전개도 그리기 (DSR)
- 하천 횡단 레벨 표시 (DCEM)
선형
- 클로소이드 그리기 (DCLO)
- 선형에 측점 쓰기 (DSTA)
- 측점 표기 (STT)
- 선형 측점 조회 (GST)
- 측점 문자 거리 계산 (CST)
- 원곡선 선형 IP 그리기 (MIP)
- 객체에 접선, 접원 그리기 (TPL)
- 원곡선 반지름 찾기 (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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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 계획 사면 그리기 (DSLO)
- 앞성토 사면 그리기 (DFB)
- 자연 사면 그리기 (NSLO)
EL
- 상대 EL 구하기 (FE)
- 측구 EL 구하기 (FW)
- EL 표시 (FEL)
- 두 점사이 EL 구하기 (GEL)
- 삼각망 EL 구하기 (IEL)
그리기
- 경사선 그리기 (SLL)
- 경사 표시 (SLT)
- 가각 그리기 (COA)
- 배수관 그리기 (DP)
- 암거 표준도 단면 그리기 (DBOX)
- 옹벽 표준도 단면 그리기 (DRWS)
- 횡단보도 그리기 (DCW)
- 갈매기 노면표시 그리기 (DNL)
- 도로 테이퍼 그리기 (DTA)
- 노면 색깔 유도선 그리기 (DCOL)
- 평면 길어깨 집수정 배치 (ARCP)
- 평면 차로폭 쓰기 (WRLW)
- 버림 콘크리트 그리기 (DRL)
- GRID 그리기 (DGR)
- 주상도 그리기 (DBOR)
- 옹벽 전개도 그리기 (DRWD)
- 삼각망 그리기 (DTIN)
- 지표면 경사 방향 그리기 (DSSL)
Civil
- 철근 재료표 작성 (RET)
-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RCHK)
- 철근 마킹 (REM)
- 철근 평균 길이 산출 (AVRE)
-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CRL)
- 배수 라인타입 (DLT)
- 도로 차선 라인타입 (RO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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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값 점 ↔ 문자 생성 (TTP)
- Z 값 선 그리기 (ZVL)
- 현황 3D 폴리선 Offset (POT)
- 등고선 생성 (CCON)
- 등고선 보간 (ICON)
- 등고선 높이 문자 쓰기 (WCZ)
- 등고선 높이별 레이어 분리 (DCON)
- 방위각 선 그리기 (AZL)
- 방위각 문자 쓰기 (AZT)
- 관측각으로 그리기 (OBL)
- 현황 정리 유틸 (SURV)
1.1. 종단
1.1.1. 종단선형 계산

DLS

종단 선형 계산

기능
 도면에서 바로 종단 선형을 계산하고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종단 선형 계산
명령 : DL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도로의 종단 선형을 계산하고 직접 그릴 때 사용합니다.
지반선만 있으면 검토 목적의 종단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실시설계용 종단면도 작성보다 검토 목적의 종단면도 작성에 적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을 띄워 놓은 채 실행합니다

1. 실행 방식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단일 곡선' 과 '연속 곡선' 으로 나뉩니다.

단일 곡선
하나의 IP 에 대한 종단 곡선만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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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단면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종곡선 하나만 계획할 때 사용합니다.
연속 곡선
여러 개의 IP 에 해당하는 종단 선형을 만들거나 종단면도 세부 항목를 만들기위해
사용합니다.
비대칭 종단 곡선 길이 적용
체크 해제하면 그림처럼 국내 도로 설계 기준에서 적용되는 VIP 앞뒤 길이가 같은 종단 선형을
작성합니다.

체크하면 그림처럼 해외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VIP 앞뒤 길이가 다른 종단 선형을
작성합니다.

2. 단일 곡선일 때
간략한 실행 절차는 ①기본 설정 값 지정 → ②곡선 길이 입력 → ③[종단선형 계산] 버튼으로
IP 지정 → ④완료입니다.
그려진 종단 곡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곡선 길이 값을 바꾸고 [지우고 다시] 버튼을
선택하면 종단 곡선의 시점, VIP, 종점을 다시 선택할 필요없이 현재 그려진 종단 곡선이 다시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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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H, V 축척
종단의 횡방향 종방향 축척을 입력합니다.
아래 그림같은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곡선 길이
종단 곡선 길이를 입력합니다.
비대칭 종단 곡선 길이를 적용하면 아래 그림처럼 L1, L2 두 값을 입력해야합니다.

계산 간격
종단 곡선의 계산 간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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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간격마다 계산을 해서 그 값으로 도면에 종단 곡선을 그립니다.
경사 문자 표시
체크하면 종단 선형의 % 경사 값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문자 높이
도면에 표시되는 경사 문자의 크기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크기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
표기되는 경사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표준 레이어 사용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색상 번호에 따른 레이어를 만들고 종단 곡선을 작성합니다.
종단 곡선의 변화비율 표시
종단 곡선이 그려지면 계산된 종단 곡선 변화 비율(K) 값이 아래 그림 부분에 표시됩니다.
종단 설계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려진 종단 곡선의 수정
이 버튼은 종단 곡선이 그려진 후 시점, VIP, 종점을 다시 선택할 필요없이 현재 그려진 종단
곡선을 다시 그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종단 곡선 길이 값 및 다른 설정을 바꿔가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종단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최초 비활성화된 상태로 실행되며, 종단 곡선을 그린 후 활성됩니다.

3. 단일 곡선 실행 절차
① 시점 지정
아래 같이 진행 방향 시점의 IP 선 중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DreamPlus

Page23

② VIP 점 지정
아래 같이 VIP 점을 지정합니다.

③ 종점 지정
아래 같이 진행방향 종점의 IP 선 중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아래 같이 계산된 종단 곡선이 도면에 그려집니다.

4. 연속 곡선일 때
여러 개의 IP 에 해당하는 종단 선형을 만들거나 종단면도 세부 항목를 만들기위해
사용합니다.
연속된 종곡선은 도면에 지반선 및 기능에 따라 계획선이 미리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단일 곡선과 기본 설정은 같고, 추가적인 설정과 여러 가지 기능 버튼이 활성됩니다.
단일 곡선과 다르게 실행 중 곡선 길이 값을 입력하므로 곡선 길이값 입력 창은 비활성화되며
미리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도로설계 프로그램처럼 상세한 실시설계 종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반선만 가지고 간략하게 종단면도를 그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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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은 단일 곡선 설정과 같습니다
표기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측점 간격
종단의 측점 간격을 지정합니다.
예를들어 20 입력하면 20m 마다 지반 세로선 및 각종 계산 값을 표기합니다.
시작 측점
종단 테이블에 측점을 표기할 때 시작되는 측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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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00 을 입력했다면 표기되는 시작 측점은 STA 의 경우 0+100 부터, NO 의 경우
5+0 부터 시작됩니다.
숫자로 입력해도 되고 0+000 형식의 측점 형식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문자 높이
종단 테이블을 그리는 경우 테이블에 표기될 각 값들(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고) 문자
높이입니다.
입력한 문자 높이에 따라 종단 테이블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크기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소수자리
종단 테이블에 표기되는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K 값 표시
체크하면 종단 곡선 변화 비율을 종단면도에 표기합니다.
K 값이 들어가는 상세 내용(BVC, EVC 표시 등)은 이 프로그램에서 표기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목적이 검토 목적의 간단한 종단을 쉽게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에 종단선형 표시
체크하면 종단 테이블에 종단 선형 값(VIP 높이, 경사 등)을 표기합니다.
최하단 높이 지정
체크하면 종단면도의 최하단 높이를 지정한 값으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종단 지반고 값 중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체크할 경우 제일 낮은 지반고 값보다 작게 입력해야합니다.
축척 막대 간격, 폭
축척 막대의 간격과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폭 1m 에 각각 간격 1m, 2m, 5m 일 때 축척 막대 그림입니다.

5. 연속 곡선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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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반고 또는 계획고를 표기할 때
아래 버튼을 이용해 지반고 또는 계획고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지반고, 계획고 모두 실행 절차는 같습니다.

① 지반선 또는 계획선 선택
지반고를 쓸 경우 지반선을, 계획고를 쓸 경우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모든 선들은 하나의 폴리선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② 종단 테이블을 그리겠습니까? [Y/N]<N> :
Y 입력하면 종단 테이블을 그립니다.
이미 도면에 종단 테이블이 그려있거나 그리지 않을 경우에는 N 입력합니다.
N 이 기본값이므로 그리지 않으려면 엔터 입력하면됩니다.
③ 종단 세로선을 그리겠습니까? [Y/N]<N>
Y 입력하면 지반선의 종단 세로선을 그립니다.
④ EL 계산 기준점 지정
지반고/계획고를 계산할 기준이되는 EL 값을 알고 있는 점을 지정합니다.
종단 축척 막대의 값이 써 있는 부분이나 종단 세로선의 맨 하단 점이 보통 값을 알고 있는
점입니다.
⑤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도면 문자에 숫자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숫자만 인식됩니다.
⑥ 지반고 또는 계획고를 표기할 점 지정
지반고 또는 계획고를 표기할 점을 지정합니다.
종단 테이블의 지반고 또는 계획고가 표기될 부분 윗쪽 선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지반고를 표기하기위해 지반고 표기 테이블 상단 선을 선택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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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아래 같이 지반고 또는 계획고가 표기됩니다.

5-2) 측점, 누가 거리, 점간 거리를 표기할 때
아래는 측점 쓰기 도움말이지만 누가 거리, 점간 거리도 과정은 같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해 측점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① 지반선 선택
도면에 있는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지반선은 하나로 연결된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② 측점을 표기할 점 지정
종단 테이블의 측점이 표기될 부분 윗쪽 선 중 아무 곳이나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같이 도면에 측점이 표기됩니다.
측점은 측점 간격에서 지정한 간격대로 설정에 입력한 시작 측점부터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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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속적인 종단 선형을 그릴 때
아래 버튼을 이용해 연속적인 종단 선형을 그립니다.
연속적으로 종단 선형을 그리고 종단선형을 테이블에 표기하는 기능입니다.
종단 상에 이미 종단 선형 IP 들이 그려져 있어야합니다.

① 종단 세로선의 최 하단 점 지정
아래 그림 처럼 최 하단 선 중 아무 점을 지정 합니다.

② 지정한 점의 EL 값 입력
방금 선택한 점에 대한 EL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EL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③ 종단 선형을 표기할 테이블 상단 점 지정
종단 테이블의 종단 선형이 표기될 부분 윗쪽 선 중 아무 곳이나 지정하면 됩니다.
④ IP 선택
아래 그림처럼 첫번째 IP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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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단 곡선 길이 입력
첫번째 IP 이므로 종단 곡선은 없기 때문에 0 입력합니다.
⑥ IP 선택
아래 그림처럼 두번째 IP 를 선택합니다.

⑦ 종단 곡선 길이 입력
선택한 IP 의 종단 곡선 길이를 입력합니다.
비대칭 적용일 때는 곡선 길이를 L1, L2 두 값을 입력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진행하면서 마지막 끝 점은 종단 곡선 입력할 때 0 입력 후 더 이상 IP 가 없으므로
'IP 선택' 메시지에 엔터 입력해서 종료합니다.
그러면 아래 같이 종단면도에 종단 곡선과 테이블에 종단 선형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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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절성고를 표기할 때
아래 버튼을 이용해 지반고 또는 계획고를 도면에 씁니다.

① 지반선 선택
먼저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② 계획선 선택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③ 절성고를 표기할 점 지정
종단 테이블의 절성고가 표기될 부분 윗쪽 선 중 아무 곳이나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같이 도면에 절성고가 표기됩니다.

6 + 측점의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고 표기
연속 곡선은 기본적으로 지정한 측점 간격만 계산되고 표기하므로 + 측점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 측점 부분의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고를 표기하고 싶을 경우는 아래 그림의 버튼으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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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크한 옵션의 + 측점 값을 계산해서 도면에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해당 값은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측점은 점 지정 계산과 선 선택 계산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점 지정 계산 : + 측점이 필요한 각 점을 지정합니다.
선 선택 계산 : + 측점이 필요한 세로 선을 선택합니다.
종단에 + 체인이 들어갈 세로 선이 미리 그려져 있다면 선 선택 계산이 더 편리합니다.
아래는 점 지정 계산의 기본적인 실행 과정입니다.
다만 각 옵션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아래 과정 중 "지반선 선택"과 "계획선 선택"이 모두
나올 수도 또는 둘 중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① 지반선 선택
종단의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측점이나 지반고, 절성고 계산시 필요합니다.
옵션에서 계획고만 선택했다면 이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② 계획선 선택
종단의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측점이나 계획고, 절성고 계산시 필요합니다.
옵션에서 지반고만 또는 측점만 선택했다면 이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③ EL 계산 기준점 지정
지반고/계획고를 계산할 기준이되는 EL 값을 알고 있는 점을 지정합니다.
종단 축척 막대의 값이 써 있는 부분이나 종단 세로선의 맨 하단 점이 보통 값을 알고 있는
점입니다.
④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도면 문자에 숫자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숫자만 인식됩니다.
⑤ + 체인 점 지정
+ 체인이 있는 점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점은 종단 세로선이든 종단 테이블이든 아무 점이나 지정하면됩니다.
모두 지정했으면 엔터 입력해 + 체인 고르는 것을 종료합니다.
⑥ 측점을 표기할 위치 지정
옵션에서 측점을 선택한 경우 나오는 명령입니다.
종단 테이블의 측점이 표기될 부분 윗쪽 선 중 아무 곳이나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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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반고를 표기할 위치 지정
옵션에서 지반고를 선택한 경우 나오는 명령입니다.
⑧ 계획고를 표기할 위치 지정
옵션에서 계획고를 선택한 경우 나오는 명령입니다.
⑨ 절성고를 표기할 위치 지정
옵션에서 절성고를 선택한 경우 나오는 명령입니다.
1.1.2. 엑셀 값으로 종단 그리기

DRP

엑셀 값으로 종단 그리기

기능
 엑셀 값으로 종단면도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엑셀 값으로 종단 그리기
명령 : DRP (Draw Road Profi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엑셀 값으로 간편하게 도로, 하천 종단면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도로 - 엑셀 데이터 형식
아래는 도로 종단을 그릴 때 양식 설명입니다.
하천 종단 양식 설명은 도움말 아래 '6. 하천 - 종단 데이터'에 있습니다.
1) 지반선만 그릴 때
누가거리, 지반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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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 선형 계산할 때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종단곡선길이가 있어야 합니다.

3) 종단 선형 계산에 VIP 측점이 + 체인일 때
누가거리를 추가해 계획고를 입력합니다.
+ 체인이 VIP, 선형 계산용이면 지반고는 입력 안 해도됩니다
지반고 없는 누가거리는 종단 선형 계산용으로만 적용되고 종단에 측점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2. 공통 기본 설정
종단면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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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종류
도로 종단을 그릴지 하천 종단을 그릴지 선택합니다.
측점 표기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종단 측점 간격
측점 간격을 입력합니다.
H 축척, V 축척
종단의 횡방향, 종방향 축척을 입력합니다.
누르면 팝업 창에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종단 계산 간격
도로 종단에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종곡선 부분에서 몇 m 마다 계획고를 계산해 계획선을 그릴지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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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설정

종단 계획선 선 두께
도로는 종단 계획선 선 두께에 적용됩니다.
하천은 양식 제목에 '계획' 문자가 포함된 선의 선 두께에 적용됩니다.
종단 최하단 높이 지정
체크하면 종단면도의 최하단 높이를 지정 값으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최하단 높이는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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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막대 그리기
종단을 그릴 때 종단에 세로 축척 막대를 그릴지 여부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그리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축척 막대의 간격과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각각 간격 1m, 2m, 5m 일 때 축척 막대 그림입니다.

겹치는 문자 뒤로 밀기
측점 간격이 작아 문자가 서로 겹칠 때
체크하면 그림처럼 문자를 뒤로 밀어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 측점도 종단 값 표기
도로 종단에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 체인에 종단 지반고, 계획고, 세로 선 등을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정체인만 작성됩니다.
종단 IP 선 그리기
도로 종단에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종단 계획선에 종단 IP 선을 함께 그립니다.
그려진 IP 선으로 다시 계획할 때 유용합니다.

4. 도로 - 표 양식
종단 표에 작성하는 양식 항목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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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한 것은 표에 그리지 않습니다.
양식 항목 중 '거리'는 측점간 거리입니다.
항목을 위, 아래로 순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빈 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종단 표에 빈 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도로 - 실행 절차
① 엑셀의 값 범위 선택
프로그램 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 실행 후 그림처럼 제목 제외 종단 데이터 범위를 지정 후
[확인]을 누릅니다.
지반선만 그리려면 누가거리, 지반고만 선택하면 됩니다.

② 종단 삽입 점 지정
도면에 종단면도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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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 - 종단 데이터
기본 설정에 종단 종류 - 하천을 선택했을 때 표시됩니다.

엑셀에 종단 샘플 양식 작성
버튼을 누르면 엑셀에 샘플 양식을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할 때 이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엑셀 데이터 형식
색 칠해진 부분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수정가능합니다.
각 누가거리에 EL 이 있으면 상단에 입력된 레이어, 색상, 선종류로 종단에 선을 그립니다.
표에 누가거리, 구간거리, 측점은 자동 계산됩니다.
누가거리, 구간거리, 측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샘플 양식 곡선 항목은 아래 6)선형 설명에 있는 선형이 표기되는 표 칸입니다.

1) 제목 영역
엑셀의 형식대로 종단 제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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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삽입할 수 없이 3 칸 고정입니다.
지반고는 필수입니다.
열은 원하는대로 삽입, 삭제해 항목을 추가/제거할 수 있고 셀 병합 형태는 변경해도됩니다.
열(항목)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축제고를 한 열 추가해 아래처럼 편한대로 바꿔도 됩니다.

2) 선 레이어, 색상, 선종류
EL 이 있으면 입력한 값의 레이어를 만들어 선을 그립니다.
3) 경사
경사가 변하는 누가거리에 EL 값을 넣으면 설정에 따라 종단에 경사를 계산, 표기합니다.

경사를 표기하는 조건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제목에 '경사' 문자가 있어야함
② 경사 열에 EL 이 있어야함
③ 설정에 '경사 표기' 체크
설정에 '경사 표기'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엑셀에 값이 있어도 빈 칸으로 그려집니다.
4) 선을 그릴 누가거리별 EL
각 누가거리별 EL 입력하면 선을 연결해 종단에 그립니다.
해당 누가거리에 지반고가 없으면 해당 누가거리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보간
아래처럼 EL 입력 칸이 비어 있으면 표에 중간 값을 보간해 넣습니다.

선을 끊고 종단에 값 표기 안할 때
아래처럼 끊고 싶은 EL 입력 칸에 영문 x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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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시선
지시선 입력 칸에 문자를(최대 3 개) 입력하면 해당 측점에 지시선을 그립니다.
표에 측점 없이 상단에 지시선만 그리려면
종단 샘플 양식 누가거리 75 처럼 지반고를 비워놓으면 됩니다.

6) 선형
선형 표기를 체크 후 [엑셀 선형 데이터] 버튼을 눌러 엑셀의 선형 데이터 영역을 지정해
가져오면 종단에 선형 데이터를 계산해 그립니다.

선형를 표기하는 조건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① 제목에 '곡선' 또는 '선형' 문자가 있어야함
② 설정에 '선형 표기' 체크, [엑셀 선형 데이터] 버튼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함
7) 범례 및 선종류 축척

범례 표기를 체크하면 도면에 범례를 그립니다.
선종류 축척은 종단의 계획선이 입력한 값대로 선 축척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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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 - 실행 절차
① 엑셀의 값 범위 선택
프로그램 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 실행 후 그림처럼 제목 포함 종단 데이터 범위를 지정 후
[확인]을 누릅니다.
누가거리가 있는 표 제목 ~ 지시선문자까지 입니다.

② 종단 삽입 점 지정
도면에 종단면도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1.1.3.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

GRP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

기능
 지형도 및 3 차원 도면에서 종단을 추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
명령 : GRP (Get Road Profi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형도에서 종단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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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에 선형만 있으면 선형에 맞는 종단을 빠르게 추출해 종단 지반선을 그립니다.
선형과 3 차원 객체(지형)의 교차점을 파악해 종단 추출하는 방식이므로 선형과 교차하는
지형도 객체는 Z 값이 있어야합니다.
현황 상태에 따라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 사용 후 실행하면 더 낫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맨 아래 '7. 참고' 부분을 보면됩니다.

1. 기본 설정
종단 값 추출, 종단면도 작성에 필요한 설정입니다.

Z 값 0 지반선 제외, Z 값 0 미만 지반선 제외
체크하면 지형도를 읽어올 때 Z 값이 0 이거나 0 미만인 선은 제외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Z 값이 0 이거나 0 미만이라도 종단에 포함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해안 등 지형의 Z 값이 0 아래일 때만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점 표기 방법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선형 시작 거리
선형의 처음 시작 거리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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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0 이겠지만 Broken Chain, 분리 차선 등 선형 또는 거리가 끊어지거나 새로 거리가
시작될 때 사용합니다.
숫자 또는 0+000 같은 측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종단 측점 간격
종단의 측점 간격을 입력합니다
종단 H 축척, 종단 V 축척
종단의 횡방향, 종방향 축척을 입력합니다.
아래 그림같은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10 / 60 × 1000 = 166.666666...

표 한 칸 높이
종단 테이블 한 칸 높이를 지정합니다.
지반고 소수 자리
종단 테이블에 표기되는 지반고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표내용 문자 높이, 표제목 문자 높이
표내용은 종단 테이블의 지반고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표제목은 종단 테이블의 제목 부분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크기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와 문자 간격
지반고 문자와 표 사이 떨어진 거리를 지정합니다.

2. 기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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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점 Z 값 없는 구간 처리
이 프로그램은 선형과 지형선이 교차하는 부분의 Z 값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선형과
지형이 서로 교차해야합니다.
선형의 시, 종점이 지형선과 교차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전, 후 점을 연장해 높이 계산
시, 종점이 교차하지 않을 때 교차된 전, 후점의 비율을 계산해 교차하지 않는 점을
계산합니다.
전, 후 점과 동일한 높이로 계산
시, 종점이 교차하지 않을 때 전, 후점과 동일한 높이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지형과 선형이 있을 때 현재 0+000 시점이 지형선과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 후 점을 연장해 높이를 계산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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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점과 동일한 높이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지형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위 그림처럼 산지 지형은 전, 후점을 연장해 계산할 때가 보통 더 좋고,
평지나 도시지역 같으면 오히려 동일 높이로 처리할 때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적정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종단 최하단 높이 지정
체크하면 종단면도의 최하단 높이를 지정 값으로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최하단 높이는 추출한 종단 지반고 값 중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체크할 경우 지형의 낮은 부분 Z 값보다 작게 입력해야합니다.
축척 막대 그리기
종단을 그릴 때 종단에 세로 축척 막대를 그릴지 여부입니다.
체크하면 축척 막대의 간격과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각각 간격 1m, 2m, 5m 일 때 축척 막대 그림입니다.

3. 종단 세로선 및 지반고 표기
종단의 세로선과 지반고 값을 어떻게 표기할지 결정합니다.
아래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종단 지반선은 지형과 선형의 교차점을 모두 추출합니다.
이 옵션은 세로선과 지반고 표기 간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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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단 측점 간격만 표기
기본 설정에 지정한 '종단 측점 간격'에만 세로선과 지반고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종단 측점 간격을 20m 로 지정하면 20m 간격에만 세로선과 지반고를 표기합니다.
2) 지형과 교차점(+측점)만 표기
종단 측점 간격은 무시하고 지형과 선형이 교차한 부분에만 세로선과 지반고를 표기합니다.
3) 종단 간격 및 + 측점 모두 표기
위 두가지 옵션의 결합입니다.
종단 측점 간격에도 표시하고 지형과 선형이 교차한 부분에도 세로선과 지반고를 표기합니다.
4) 엑셀 측점 목록
실행 중 엑셀에서 가져온 측점 목록에만 세로선과 지반고를 표기합니다.
실행할 때 선형 선택 후 그림처럼 엑셀의 측점 목록 범위를 지정합니다.

측점 목록은 숫자 또는 아래처럼 측점 형식으로 기록해도 됩니다.

엑셀에서 측점 목록을 가져왔을 때
체크하면 엑셀 측점 목록에 정체인이 없는 경우 정체인을 자동 삽입한 측점 목록으로
세로선을 그립니다.
엑셀에 + 측점만 기록해 놓은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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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엑셀에 기록된 측점에만 세로선을 그립니다.

4. 레이어 설정

표준 레이어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및 색상으로 종단면도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체크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종단면도를 작성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실행 절차
지형도에서 종단을 추출할 선형이 미리 그려져 있어야합니다.
① 선형의 시점 쪽 선택
도면에서 선형의 시점 쪽을 선택합니다.
② 종단 삽입 점 지정
종단면도를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지정한 점에 추출한 종단면도가 그려집니다.

6. 지반고 엑셀로
종단의 지반선을 선택해 거리, 지반고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지반선이 아닌 다른 도면의 종단 지반선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 지반고를 설계 프로그램 등에 이용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시작 측점 거리, 축척, 지반고 소수 자리 등의 옵션은 프로그램 창에서 설정한대로 사용됩니다.

7. 참고
1) 종, 횡단 추출할 때 중심 지반고가 다르면?
원인은 종단선이 지나는 지형의 전, 후 Z 값과 횡단선이 지나는 지형의 전, 후 Z 값 차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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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림처럼 선이 등고선 부분을 지날 때
빨간색이 횡단, 파란색이 종단, 교차점이 각각의 중심 지반고라면

빨간색 횡단은 중심 전, 후 115m 선과 120m 선이 교차되어 중심 값 보간이 정확합니다.
파란색 종단은 중심 전, 후 115m 선만 교차되기 때문에 중심 값은 횡단과 다르게 115 로
추출됩니다.
산지가 아닌 평지 현황도 마찬가지로 중심 전, 후 교차 부분 때문에 산지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①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 사용
그림처럼 삼각망이 생성되면 전, 후 교차선이 많아져 중심 차이가 없거나 정밀하게
추출됩니다.

② 아래 도움말 '2) 지형에 선 추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자가 직접 LINE 을 그리면 됩니다.

2) 지형에 선 추가
이 프로그램은 선형선과 지형의 교차점 Z 값을 추출해 종단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선형과 교차하는 지형선이 많을 수록 세밀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선형과 지형이 교차하지 않는다면 교차하지 않는 부분에 지형선을 추가로 그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과정은 추가할 부분이 많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범위가 넓거나 추가할 것이 많다면 아래처럼 수작업보다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망 그린 후 추출하면 아래같은 수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등고선 부분에 빨간 선이 추출할 선형 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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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 그림처럼 종단이 추출됩니다.

아래 빨간 점 사이 부분이 수평으로 추출되는 이유는 선 구간에 교차되는 지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파란색 선처럼 지형에 추가로 선을 그려넣어 선형 선과 교차되도록하면

아래 그림처럼 수평이었던 구간이 조금 더 실제 지형에 근접하게 추출됩니다.

추가로 그리는 선에는 Z 값이 있어야 하므로 LINE 으로 그려야합니다.
폴리선은 시작, 끝 Z 값을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LINE 으로 그려야합니다.
LINE 으로 오스냅 사용해 지형에 선 그리면 선 시작, 끝에 그림처럼 Z 값이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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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형과 교차되도록 임의 선으로 보간하면
Z 값을 얻을 데이터가 많아지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5000 도를 예제로 했지만
실제 현황의 경우도 위와 같이 LINE 을 추가하거나
Z 값 선 그리기 (ZVL 명령)을 사용해 주변 EL 을 기반으로 하는 현황선을 임의로 그려넣어
추출할 선형과 교차될 선을 추가로 넣은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됩니다.
관련 명령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 (CFM)
삼각망 그리기 (DTIN)
1.1.4. 종단 계획고 찾기

GSE

종단 계획고 찾기

기능
 종단 선형에서 원하는 측점의 종단 계획고를 알려줍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종단 계획고 찾기
명령 : GSE (Get Station ELev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종단에서 원하는 측점의 계획고를 찾을 때 사용합니다.
하나의 계획고는 상대 EL 구하기(FE) 명령으로 구할 수 있으나 찾을 계획고가 여러 개일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엑셀의 측점 목록으로 여러 개 종단 계획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1.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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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시작 거리
종단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분리 구간 등 종단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측점을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측점 간격
측점이 Number 측점일 때만 입력합니다.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H 축척, V 축척
종단의 가로, 세로 축척을 입력합니다.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소수 자리
산출된 계획고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2. 결과

1) 찾은 값 명령창에 표시
산출된 계획고를 캐드 명령창에 아래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STA.1+575.50 = 112.455
2) 엑셀 목록으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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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 알고 싶은 측점을 입력하고 입력된 목록을 가져오면 각 측점 옆에 산출된 계획고를
표시합니다.
측점이 여러 개일 때 유용하며 아래 실행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3) 찾은 값 도면에 표시
산출된 계획고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측점 표기를 체크하면 계획고와 측점이 함께 표기합니다.
표시선 길이는 아래 그림처럼 찾은 점에 표시할 세로 선의 길이입니다

3. 실행 절차
① 종단 계획선 선택
도면에서 종단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종단 계획선은 하나로 이어진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 주십시오.
② EL 계산 기준점 지정
종단면도상의 높이 계산 기준이 될만한 점을 지정합니다.
계획고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단 축척 막대, 종단 세로선 하단 등 높이 값을 알고 있는
기준될만한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③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도면 문자에 숫자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숫자만 인식됩니다.
④ 계획고를 알고 싶은 측점 입력 또는 점 지정
찾은 값 명령창에 표시 또는 찾은 값 도면에 표시 옵션을 사용시 나오는 과정입니다.
측점을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하거나 계획고를 알고 싶은 점을 도면에서 지정합니다.
도면에 점을 지정할 때는 정확히 종단 상의 점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물 상, 하단이나 임의 위치를 지정해도 해당 계획고를 계산합니다.
종료 (엔터 키, ESC 등) 전까지 연속 여러 계획고를 찾습니다.
⑤ 엑셀 목록 가져오기
엑셀 목록으로 찾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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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미리 적어둔 측점이 있는 셀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셀 범위 선택이 완료되면 측점 옆에 계획고가 표시됩니다.
1.1.5. 종단 최고/최저점 찾기

FLM

종단 최고/최저점 찾기

기능
 선택한 종단 선형의 최저/최고점을 찾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종단 최고/최저점 찾기
명령 : FLM (Find Low, Max point)
상세 설명
도로 설계시 노면 배수 시설 설계를 위해서는 종단의 최저점/최고점을 알아야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VIP 를 기준으로 시,종점 종단 경사가 같으면 최저/최고점은 VIP 가 되지만 시,종점 종단
경사가 다르면 최저/최고점은 다른 곳에 위치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최저/최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수를 위한 실제 최고/최저점은 편경사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종단 상의
최고/최저점은 이 프로그램으로 찾고 그 부분이 편경사 변화구간이면 횡단과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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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최저점 찾기, 최고점 찾기
최저점을 찾을지 최고점을 찾을지 아니면 모두 찾을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H 축척, V 축척
종단의 가로, 세로 축척을 입력합니다.
아래 그림같은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표시선 길이
아래 그림처럼 찾은 최저/최고점에 표시될 선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찾은 점에 측점 표기
체크하면 표시선 표기 외에 찾은 점의 측점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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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점에 계획고 표기
체크하면 표시선 표기 외에 찾은 점의 계획고를 표기합니다.
측점 표기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시작 거리
종단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분리 구간 등 종단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측점을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찾은 점에 측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없는 옵션이므로 비활성됩니다.
측점 간격
측점이 Number 측점일 경우만 입력하는 설정입니다.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찾은 점에 측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없는 옵션이므로 비활성됩니다.
문자 높이
찾은 점에 측점이나 계획고를 표기하는 경우 문자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크기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① 종단 계획선 선택
도면에서 종단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종단 계획선은 종단 곡선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② EL 계산 기준점 지정
종단면도상의 높이 계산 기준이 될만한 점을 지정합니다.
계획고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단 축척 막대, 종단 세로선 하단 등 높이 값을 알고 있는
기준이 될만한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찾은 점에 계획고를 표기할 경우만 이 과정이 나옵니다.
③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이 써 있는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지정한 점의
EL 값을 입력합니다.
찾은 점에 계획고를 표기할 경우만 이 과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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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VIP 측점, 계획고 엑셀로

VVE

VIP 측점, 계획고 엑셀로

기능
 종단의 VIP 측점, 계획고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VIP 측점, 계획고 엑셀로
명령 : VVE (Vertical alignment Vip to Exce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종단의 VIP 측점, 계획고를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캐드에서 종단 계획을 하면서 도면에 그려진 VIP 점의 정보를 내보내는데 사용합니다.
VIP 의 측점이나 EL 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종단에 VIP 가 연결된 선이 있거나 VIP 점이 표현되어 있어야합니다.

1. 설정
VIP 선택 방법
폴리선 선택 : VIP 점이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인 경우 사용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도 됩니다.
각 VIP 점 지정 : 각각의 VIP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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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시작 거리
종단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분리 구간 등 종단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측점을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측점 간격
측점이 Number 측점인 경우만 입력하는 설정입니다.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H 축척, V 축척
종단의 가로, 세로 축척을 입력합니다.
아래 그림같은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소수 자리
VIP 점의 EL 에 대한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2. 실행 절차
① EL 계산 기준점 지정
도면에서 VIP 점의 EL 계산 기준이 될만한 점을 지정합니다.
EL 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단 축척 막대, 종단 세로선 하단 등 높이 값을 알고 있는
기준이 될만한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②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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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문자에 숫자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숫자만 인식됩니다.
옵션에서 폴리선 선택인 경우
③ VIP 계획선 선택
도면에서 VIP 점이 연결된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옵션에서 각 VIP 점 지정인 경우
③ 내보낼 VIP 점 지정
도면에서 각 VIP 점을 시점부터 순서대로 지정합니다.
점 지정이 완료되면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 입력하면 됩니다.
폴리선 선택 또는 점 지정이 완료되면 엑셀에 시트가 하나 생성되면서 측점과 EL 값이
내보내집니다.
1.1.7. 종단 GRID 그리기

DLG

종단 GRID 그리기

기능
 종단면도에 모눈(Grid)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종단 GRID 그리기
명령 : DLG (Draw Longitudinal Gri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종단면도에 모눈(Grid)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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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id 설정
V 축척
종단면도의 세로 축척을 지정합니다.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Grid 세로 간격
종단에 Grid 를 표시할 세로 간격을 m 단위로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간격 값은 축척을 고려하지 않은 간격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세로 축척 200 인 경우 1m 의 도면상 실제 거리는 5m 인데 이 경우 1m 마다 그리고
싶다면 5 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1 을 입력합니다.
그린 후 맨 뒤로 보내기
체크하면 그려진 모눈을 다른 객체보다 뒤에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모눈은 다른 객체보다 앞에 있게됩니다.
표준 레이어 사용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사용자가 레이어, 색상, 선종류 축척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① 종단 최하단 Grid 시작점 지정
아래 그림처럼 Grid 시작인 종단 최하단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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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단 최하단 Grid 끝점 지정
아래 그림처럼 Grid 끝인 종단 최하단 끝 점을 지정합니다.

③ Grid 를 그릴 종단 상단점 지정
Grid 가 그려질 상단 점을 지정합니다.

명령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Grid 가 그려집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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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도 GRID 그리기(DCG)
1.1.8. 우수 종단

SWP

우수 종단

기능
 종단에 그려진 우수 관로를 선택해 우수 종단면도 값을 산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우수 종단
명령 : SWP (StormWater Profi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우수 종단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종단에 그려진 우수 관로를 선택해 종단 표에 관로 경사, 토피, 관저고 등을 산출합니다.
한 점에서 단차가 있는 관로도 지원됩니다.
도면에 계획된 관로와 종단 표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설정

측점 표기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측점 간격
측점이 Number 측점인 경우만 입력하는 설정입니다.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시작 거리
관로의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0 을 입력했다면 표기되는 시작 측점은 STA 의 경우 0+100 부터, NO 의 경우
5+0 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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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입력해도 되고 0+000 형식의 측점 형식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H, V 축척
종단의 횡방향 종방향 축척을 입력합니다.
아래 그림같은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2. 문자 및 표 설정
종단 표에 표기되는 문자 및 관 경사 등에 대한 설정입니다.

글꼴, 높이, 폭
종단 표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관련 설정
표 소수자리는 토피, 관저고, 계획지반고 등의 소수 자릿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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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표 높이는 도면에 미리 그려진 표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표 높이와 측점선 길이는 경사에 표시되는 원의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경사 관련 설정
경사 관련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3. 레이어 및 레이어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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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표준 레이어 사용에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과 문자의 레이어는 지정한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선택 객체 레이어 필터
이 도움말 아래 실행 절차처럼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그려진 관로선, 종단 세로선을 선택해
동작합니다.
선을 선택할 때 도면이 복잡해도 선을 한번에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설정입니다.
관로와 세로선 레이어를 설정하면 선택할 때 지정한 레이어의 객체만 선택됩니다.
필요한 경우만 레이어 이름을 입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4. 실행할 때 산출할 항목

실행할 때 산출할 항목을 체크합니다.
여기선 체크되는 항목에 따라 실행 과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피, 계획 지반고를 체크하면 지반선을 선택하는 것이 실행 과정에 추가됩니다.
체크 해제한 것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관경, 연장
선택한 관로의 관경과 연장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관경 표기 위치 설정에 따라 종단 내부에 표기할지 표 내부에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종단 내부, 표 내부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종단 내부에 표기

표 내부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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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 세로선 이격 오차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세로선과 관로 끝 점의 교차점으로 EL 을 산출합니다.
이 때 관로의 끝과 세로 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떨어진 거리가 지정 오차 내에 있다면 관로를 세로선까지 연장해 EL 을 산출합니다.
보통 도로에서 우수종단 관로는 맨홀 내부를 끊지 않고 표현합니다.
만약 아래 그림처럼 맨홀 내부를 끊었다면
관로 선 끝이 맨홀 중심부 세로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이격 거리를 입력해야 산출됩니다.
이 때 산출되는 EL 은 관로 선을 세로선까지 연장했을 때 EL 이 산출됩니다.

5. 실행 절차
먼저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관로와 종단 표가 있어야합니다.
산출할 항목에 체크된 것에 따라 아래 과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피, 계획 지반고를 체크하면 지반선을 선택하는 것이 실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종단 왼쪽 하단 시작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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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종단 하단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②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도면 문자에 숫자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숫자만 인식됩니다.
③ 종단 세로 선 선택
종단 세로 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세로 선을 기준으로 종단 표에 값이 표기됩니다.

④ 관 상단, 하단 선 모두 선택
관로 상,하단 선만 모두 선택합니다.
관로를 순서대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로는 아래 그림처럼 관 토피를 고려해 그려져 있어도 지원합니다.

⑤ 계획 지반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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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선이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⑥ 표기할 표 상단 점 지정
실행할 때 산출할 항목을 표기할 항목을 표기할 점을 지정합니다.
표기할 표 한 칸의 상단 점 아무데나 지정하면 됩니다.
모두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종단 표에 표기됩니다.
한 점에서 단차가 있는 관로는 아래 그림처럼 한 점에 두 개의 값이 표기됩니다.

6. 참고 - 경사기준
하수도 설계 기준 상 관로의 허용 최소, 최대 경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우수관로의 세부 기준은 하수도 설계 기준 준용이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최소 유속과 최대 유속은 기준 상의 값이므로 실제 사용자가 입력할 것은 관로 규격과
조도계수입니다.
암거는 련수와 관계 없이 경심(R)이 같기 때문에 가로폭과 세로폭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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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가시설 종단 파일 제원표

HPT

가시설 종단 파일 제원표

기능
 종단에 그려진 중심선을 선택해 가시설 종단 파일 제원표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종단 → 가시설 종단 파일 제원표
명령 : HPT (H-pile Profile T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가시설 종단 파일 제원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단에 그려진 중심선을 선택해 종단 표에 천공길이, 파일길이 등을 산출합니다.
- 한 점에 겹친 다른 H 파일 규격을 지원합니다.
- H 파일 규격별 합계 산출을 지원합니다.
- 파일 일부만 근입깊이, 본수 조정을 지원합니다.

1. 가시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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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파일
종단에 그릴 H 파일 규격을 선택합니다.
'지정'은 자주 사용하는 규격을 목록에서 고르는 것이고 목록에 없을 때는 '사용자'를 선택해
입력합니다.
규격은 실행 중 변경할 수 있습니다.
H 파일 종류 및 규격은 형강 단면 그리기 (DRSS)명령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축척
현재 도면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상단 맞춤
그려지는 H 파일의 상단을 어떤 기준에 맞출지 선택합니다.
1) 지반선에 맞춤
H 파일 상단을 지반선에 맞춥니다.
지반선의 들쑥 날쑥한 상태 그대로 H 파일 상단이 그려집니다.
'지반선에서 간격'을 지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간격을 띄워 상단이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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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시,종점에 맞춤
종단의 시작 ~ 끝 점에 임시선을 그린 후 이 선에 H 파일 상단을 맞춥니다.
H 파일 상단은 임시 선 경사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그려집니다.
버튼으로 아래 그림처럼 시, 종점을 설정해야합니다.
시, 종점은 그림처럼 지반선과 교차점이 아닌 원하는 아무 점이나 선택해도됩니다.

두 점을 지정하면 임시 선이 그려지고 프로그램이 최종 완료되면 이 선은 지워집니다.
프로그램 완료 전에 이 임시 선을 임의로 삭제하면 안됩니다.
3) 선택 중심선대로
H 파일 상단은 중심선 상단과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시작 거리
종단에 표기할 측점의 시작 거리입니다.
숫자로 입력해도 되고 0+000 형식의 측점 형식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근입 깊이
실행 중 직접 입력을 체크하면 실행할 때 근입 깊이를 입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일률적으로 입력한 값이 적용됩니다.
줄파기
줄파기를 고려할지 미고려할지 지정합니다.
고려하면 입력한 값을 천공길이에서 공제합니다.

2. 표 설정
종단 표의 문자 특성, 표 규격 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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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높이, 폭
종단 표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관련 설정
표 소수 자리는 지반고, 굴착면고, 천공길이, 파일길이 등의 소수 자릿수입니다.
내용 문자 정렬은 문자를 표 선의 어느 부분(위, 중심, 아래)에 맞춰 정렬할지 선택합니다.
표 제목은 돋움체, 굴림체 같은 고정폭 글꼴을 사용해야 자간이 잘 맞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표 관련 설정 값은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표 값에 천 단위 구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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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산출 값이 1000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표 그린 후 선택한 중심선 삭제
체크하면 실행 중 선택했던 H 파일 중심선을 실행 완료 후 삭제합니다.
표 레이어
표준 레이어 사용에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과 문자의 레이어는 지정한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3. 실행 절차
먼저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지반선, 지층선, 굴착선, H 파일 중심선이 있어야합니다.

① 계산 기준 EL 점 지정
높이를 알고 있는 점을 지정합니다.

②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도면 문자에 숫자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숫자만 인식됩니다.

굴착선 - 지반선 - 지층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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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중 잘못했다면 버튼을 눌러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① 굴착선 선택
② 지반선 선택
③ 토사 하단선 선택 (없으면 엔터)
④ 풍화암 하단선 선택 (없으면 엔터)
⑤ 연암 하단선 선택 (없으면 엔터)

① 중심선 선택: 말뚝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② 근입 깊이(m) 입력 또는 [근입 깊이 기준선 선택(S)]
근입 깊이를 m 단위로 입력하거나 S 입력 후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기준 선은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미리 그려진 선을 선택합니다.
미리 어디까지 근입인지 선을 그려놓고 이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입 깊이 기준선을 선택하면
근입 깊이 산출 소수자리 입력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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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선에서 값을 구할 때 소수 몇 째 자리까지 산출할지 지정합니다.
③ 본 수 입력 <1>
말뚝 규격이 여러 개면?
규격에 맞는 중심선을 먼저 선택 후 규격을 변경하고 [중심선 선택] 버튼으로 추가 선택합니다.
또는 목록에 오른쪽 마우스버튼 팝업 메뉴에서 '선택 항목 말뚝 규격 변경'을 사용해도 됩니다.
같은 규격은 중심선을 중복 선택해도 프로그램에서 중복 검사해 하나로 처리합니다.
같은 위치에 다른 규격은?
규격을 변경하고 [중심선 선택] 버튼으로 같은 위치를 선택하면 같은 위치, 다른 규격 처리가
가능합니다.
목록의 관리
목록의 항목을 선택하면 도면에 해당 위치 중심선이 선택됩니다.
목록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하나 또는 여러 항목의 말뚝 규격, 본 수, 근입깊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항목을 선택해 도면에서 확인 후 본 수, 근입깊이를 변경하면 편리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도면에 말뚝 및 표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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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그린 후 목록을 수정해 표를 다시 그리고 싶다면?
프로그램 창을 닫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① CTRL+Z 로 되돌리거나 그려진 것을 모두 삭제 후 목록을 수정합니다.
② 다시 [말뚝 및 표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그램 창을 닫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본 수가 2 이상인 말뚝의 처리
아래 그림처럼 본 당 천공길이를 괄호 안에 표시해 파악이 편리합니다.

1.2. 횡단
1.2.1. 횡단면도 층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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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도 층따기

기능
 횡단면도에 층따기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횡단면도 층따기
명령 : CUT (bench CU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에 층따기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지정한 경사 이하 구간은 자동으로 제외하고 층따기를 합니다.
주의 사항
지반선이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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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설정
도면 축척
현재 도면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층따기 높이
층따기의 수직 높이를 설정합니다.
배수층 경사
수평 방향 배수층 경사를 입력합니다.
0 입력하면 수평으로 그립니다.
최소 높이
층따기 마무리에서 지정 높이보다 작은 경우 새로 층따기를 하지 않고 이전 층따기와 합쳐서
그리게 됩니다.
층따기 제외 경사
선택한 지반선의 층따기 구간 중 입력한 경사 이하 구간은 자동으로 층따기를 제외하고
그립니다.
층따기 제외 구간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값을 0 입력하면 제외할 구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층따기 합니다.
레이어 및 색상
표준 레이어 사용에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레이어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옵션
Hidden 선 축척
체크하면 층따기 선을 점선(Hidden)으로 그립니다.
체크하면 선의 축척 입력이 활성화 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층따기 선을 실선으로 그립니다.
체크해도 도면 상태, 선축척(LTSCALE) 상태에 따라 선이 실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옵션의 축척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절성경계부 맹암거 적용
이 옵션은 절성경계부에 층따기할 때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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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절성경계부 맹암거를 그립니다.
적용 형식은 일반부와 산지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부 실행 절차
[일반부] 버튼으로 실행할 때의 절차입니다.
① 지반선 선택
층따기가 그려질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지반선은 하나로 이어진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지반선이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② 층따기 시작 점 지정
지반선의 층따기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상단 점을 먼저 지정해도 되고 하단 점을 먼저 지정해도 됩니다.

③ 층따기 끝 점 지정
층따기가 끝나는 끝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층따기 선이 그려집니다.
① ~ ③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연속해서 여러 단면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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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 노상, 노체에서 정확히 나누려면 노체 한번, 노상 한번으로 두 번
실행해야합니다.

4. 절성경계부 실행 절차
[절성경계부] 버튼으로 실행할 때의 절차입니다.
① 지반선 선택
층따기가 그려질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지반선은 하나로 이어진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지반선이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② 층따기 시작 점 지정
지반선의 층따기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상단 점을 먼저 지정해도 되고 하단 점을 먼저 지정해도 됩니다.
상단 점을 먼저 지정할 때는 노상 노체 구분 점을 지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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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층따기 끝 점 지정
노상 노체 구분 점을 지정합니다.

④ 포장 하단 선 선택
포장 하단 선을 선택합니다.

선 선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층따기 선이 그려집니다.
아래 그림은 절성경계부 맹암거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① ~ ④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연속해서 여러 단면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1.2.2. V 형, 산마루 측구 설치

DVB

V 형, 산마루 측구 설치

기능
 횡단면도에 V 형 측구, 산마루 측구를 설치합니다.

DreamPlus

Page81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V 형, 산마루 측구 설치
명령 : DVB (Draw V, Berm ditc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에 V 형 측구,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표준도 형식을 지원합니다.
V 형 측구는 답, 답외구간 및 측구 뒤 깎기부 쌓기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그립니다.
산마루 측구는 깎기부 라운딩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횡단면도에 배수 구조물을 설치할 때 설계 프로그램에서 설치하거나
캐드에서 미리 만든 구조물을 복사 - 붙여넣고 배수구조물 계획 EL 에 맞춰 설치합니다.
캐드에서 단면 복사 - 붙여넣기할 때
형식이 자주 변경되거나 구조물 뒤 지반 조건에 따라 깎기부 쌓기부 사면을 그리거나 뚝쌓기
등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획 사면과 지반선만 선택하면 바로 설치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계획 EL 에 맞춰 최종 완성 전 일단 구조물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측구 형식 기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어떤 표준도 기준으로 그릴지 선택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 년 방침 후 2022 년까지 사용 중인 표준도와 2022 년 방침 변경 표준도
중 선택합니다.
2009 년
- V 형측구(Type3) 단면개선 검토 (설계처-3076, 2009.06.09)
- 콘크리트 측구 표준단면 수정 (설계처-5860, 2009.11.26)
202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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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작업여건을 반영한 배수시설 형상 및 원가 개선 방안 (설계처-2149, 2022.07.08)
측구를 블록으로 삽입
체크하면 측구를 블록으로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측구를 일반 선으로 그립니다.
체크해도 측구 뒤 깎기 쌓기 사면은 항상 변하므로 블록이 아닌 일반 선으로 그려집니다.
V 형 측구 설치 후 EL 맞추기위해 다시 움직이는 일이 많다면 체크하는 것이 낫습니다.
토공 산출용 측구 상단 임시선 작성
토공량을 위해 사용하는 설정으로 측구 상단에 임시선을 작성합니다.
토공 수량을 구할 때 구조물 레이어를 끄면 계획선이 비어 있기 때문에 토공량 면적을 구하기
곤란합니다.

체크하면 그림처럼 구조물 레이어를 꺼도 임시선이 있어 토공량 구할 때 편리합니다.

2. V 형 측구 설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선택할 때 측구 형식 차이만 있습니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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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형 측구를 계획 사면에 맞출지, 지반선에 맞출지 선택합니다.
아래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사면 하단에 맞춰 설치
V 형 측구의 퇴적 공간 시점을 계획 사면 끝부터 무조건 그립니다.
아래 그림처럼 측구 뒤로 깎기 사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측구 끝을 지반에 맞춰 설치
V 형 측구 구조물 끝을 지반선에 맞춰 설치합니다.
구조물을 지반선에 맞추므로 경우 계획 사면 쪽 퇴적 공간 시점은 지반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합니다.

지정 경사 이상만 퇴적 공간 설치
측구 끝을 지반에 맞출 때 지반선이 지정 경사 미만이면 퇴적 공간 없이 V 형 측구 끝을 지반에
맞춥니다.
불필요한 편입 용지 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 경사 이상이면 퇴적 공간을 설치합니다.
계획 사면과 원 지반 사이에 계곡부가 형성될 때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 설정 차이 그림입니다.

설치 장소
답구간, 답외구간을 선택합니다.
답구간이면 측구 뒤 뚝쌓기를 설치합니다.

DreamPlus

실행 절차
① 사면 계획선 선택
쌓기부 사면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분 사면 경사를 파악해 측구 위치를 결정하므로
1:1.5, 1:1.8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계획 사면은 측구가 설치될 부근 1:1.8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지반선 선택
원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지반선은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 (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① ~ ② 과정은 ESC, 엔터(엔터 키, 스페이스 바 등) 종료 전까지 반복됩니다.

3. 산마루 측구 설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선택할 때 측구 형식 차이만 있습니다.

깎기부 사면 경사
산마루 측구 뒤 깎기부의 사면 경사를 입력합니다.
설치 이격 거리
깎기부 끝에서 산마루 측구가 설치될 이격 거리를 입력합니다.
도로공사 L 형 산마루는 일반 산마루 측구와 이격 거리가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라운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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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깎기부 사면과 원 지반이 만나는 곳을 라운딩 처리합니다.
라운딩 후 계획선 Trim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계획선을 라운딩 선에 맞춰 잘라냅니다.

선(Line)으로 폭파
체크하면 라운딩 선을 잘게 끊어진 선(Line)으로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라운딩 선을 폴리선으로 그립니다.
도로설계 프로그램인 RP 는 요즘 버전에서 캐드의 선을 바로 RP 횡단계획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때 폴리선은 RP 횡단 계획으로 가져올 수 없으므로 체크해 선으로 폭파합니다.
실행 절차
① 사면 계획선 선택
깎기부 사면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라운딩 선은 여기서 선택한 사면 계획선의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② 지반선 선택
원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지반선은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 (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측구 뒤 사면이 발생될 때 깎기 사면이 지반선과 만나지 않으면(지반선이 짧으면)
산마루 측구까지만 그리고 사면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① ~ ② 과정은 ESC, 엔터(엔터 키, 스페이스 바 등) 종료 전까지 반복됩니다.
1.2.3. 횡단 깎기부 라운딩

CSR

횡단 깎기부 라운딩

기능
 횡단면도의 깎기부 라운딩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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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횡단 깎기부 라운딩
명령 : CSR (Cross-Section Roundin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의 깎기부 라운딩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세가지 라운딩 방식을 지원하므로 편리한대로 설정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라운딩 방식
어떤 방식으로 라운딩을할지 결정합니다.
세가지 라운딩 방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1. 라운딩 거리 지정
라운딩 하다 보면 아래 그림처럼 1.0m 미만인 경우도 라운딩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수평거리나 사거리 1.0m 를 적용해 그리면 아래 그림처럼 선이 넘어가는데 이 때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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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실행 중 Rounding 거리 입력 또는 두 점 지정 에서 예를들어 아래 그림처럼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즉, 거리를 입력하거나 두 점을 지정한 만큼만 라운딩됩니다.

2. 지반선쪽 수평거리 1.0m
설계 기준에 표기된 대로 지반선쪽 수평거리 1.0m 로 그립니다.
수평거리 1.0m 를 맞추기위해 라운딩은 호(Arc)와 짧은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RP 같은 도로설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라운딩은 변화량을 계산해 각 꺾인점을 선으로 연결해
그리므로 이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평거리 1.0m 로 그려지므로 원 지반선이 계획선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등
원 지반선 변화가 심해도 동일한 수평 거리에서 라운딩이 끝납니다.
따라서 사면 끝선에서 라운딩 끝 또는 산마루 측구 시점 등 폭이 동일하게됩니다.

3. 지반선쪽 사거리 1.0m
캐드에서 직접 횡단면도를 그리거나 수정하고 라운딩할 때 기준대로 그리면 귀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는 방법입니다.
계획선과 지반선이 fillet 된다고 보면됩니다.
계획선쪽이나 지반선쪽이나 동일한 1.0m 거리로 라운딩되므로 호(Arc)로만 그려집니다.
원 지반선이 계획선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등 원 지반선 변화가 심하면
지반선쪽으로 수평 거리는 다 다르게 그려집니다.
횡단면도 축척 및 Trim

현재 도면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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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라운딩 후 계획선 Trim
아래 그림처럼 Trim 을 하면 계획선을 라운딩 선에 맞춰 잘라냅니다.

라운딩 분할
라운딩한 선을 잘게 분할하는 옵션입니다.
분할 간격을 입력해 분할되는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안한 경우

분할 한 경우

선(Line)으로 폭파
분할 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라운딩 선을 잘게 끊어진 선(Line)으로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라운딩 선을 폴리선으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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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 프로그램인 RP 같은 경우 요즘 버전에서는 캐드에서 그려진 선을 바로 RP
횡단계획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폴리선은 RP 횡단 계획으로 가져올 수 없으므로 체크해 선으로 폭파하면 됩니다.

4. 실행 절차
① 사면 계획선 선택
깎기부 사면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라운딩 선은 여기서 선택한 사면 계획선의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② 지반선 선택
원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지반선은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 (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엔터(엔터 키, 스페이스 바, 마우스 오른쪽 등) 또는 ESC 로 취소할 때까지
위 실행 절차가 계속 반복되므로 연속적으로 여러 단면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1.2.4.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

CFM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

기능
 지형도 및 3 차원 도면에서 횡단을 읽어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
명령 : CFM (Cross-section From Ma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형도에서 횡단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횡단 선과 3 차원 객체(지형)의 교차점을 파악해 횡단을 추출하는 방식이므로 지형도에 횡단
선과 교차하는 객체는 Z 값이 있어야합니다.
횡단 선과 교차하지 않는 지형은 값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현황 상태에 따라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 사용 후 실행하면 더 낫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맨 아래 '5. 참고' 부분을 보면됩니다.

1. 실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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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횡단면
단면 하나만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횡단 작성 후 측점 입력에 체크하면 횡단 작성 후 측점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도면에 미리 추출할 방향의 횡단 선이 그려져 있어야합니다.

2) 여러 횡단면 (그려진 횡단선 선택)
한번에 여러 단면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그림처럼 중심선과 추출할 방향의 횡단 선이 있어야합니다.
특정 레이어 선만 선택에 체크해 레이어를 등록하면 지정 레이어의 횡단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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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횡단면 (설정 측점 간격마다)
한번에 여러 단면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중심선 시점 ~ 종점까지 여러 횡단면 설정에 지정한 '측점 간격'마다 모두 추출합니다.
여러 횡단면 설정에 지정한 '편측 추출 거리' 만큼 횡단 좌, 우를 추출합니다.
4) 엑셀 측점 목록
실행 중 엑셀에서 가져온 측점 목록의 횡단을 추출합니다.
여러 횡단면 설정에 지정한 '편측 추출 거리' 만큼 횡단 좌, 우를 추출합니다.
실행할 때 선형 선택 후 그림처럼 엑셀의 측점 목록 범위를 지정합니다.

측점 목록은 숫자 또는 아래처럼 측점 형식으로 기록해도 됩니다.

엑셀에서 측점 목록을 가져왔을 때
체크하면 엑셀 측점 목록에 정체인이 없는 경우 정체인을 자동 삽입한 측점 목록으로 횡단을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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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 + 측점만 기록해 놓은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에 기록된 측점으로만 횡단을 추출합니다.

2. 여러 횡단면 설정
여러 횡단면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측점 간격
'여러 횡단면 (지정 측점 간격마다)' 설정을 사용할 때 여기서 설정한 간격마다 횡단을
추출합니다.
NO 측점 형식일 때는 정체인 간격으로도 사용됩니다.
선형 시작 거리
선형의 처음 시작 거리를 지정합니다.
횡단에 표기할 측점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설정입니다.
숫자 또는 0+000 측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측점 소수 자리
횡단에 표기할 측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편측 추출 거리
여러 횡단면 (설정 측점 간격마다), 엑셀 측점 목록 사용할 때 필요한 설정입니다.
편측 추출 거리는 도로 중심에서 좌, 우 편측으로 추출할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편측 거리에 50 입력하면 좌, 우로 50m 씩 100m 횡단이 추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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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세로 간격
추출한 횡단이 여러 개일 때 횡단과 횡단 사이 배치 간격입니다.

좌, 우 반대로 횡단 추출
하천처럼 선형 진행 방향과 횡단 좌, 우가 반대일 때 사용합니다.
체크하면 횡단의 좌, 우를 서로 바꿔 추출합니다.
내보내기

횡단 추출한 데이터를 RP 종횡단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 양식으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RP 종횡단 텍스트는 '여러 횡단면 (지정 측점 간격마다)'를 실행할 때 유용합니다.
횡단 그리기 (DCS) 파일로 내보내 토적표와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엑셀 양식은 아래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지반 중심 좌, 우
2) 지반 중심 1 열
양식의 형태는 횡단면도 야장으로 (CFB) 명령을 참조해 주세요.
1) 지반 중심 좌, 우는 엑셀에 한 단면과 단면 사이의 행을 얼마나 띄워서 내보낼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지반 중심 1 열은 횡단 좌측일 때 음수(-) 표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 측점 형식
Number 측점일 때는 위 그림처럼 NO 측점 형식이 추가됩니다.
① 없음, 거리로 입력 : 측점의 누가거리로 엑셀에 입력됩니다.
② NO.0+0 : NO.0+0 형식으로 엑셀에 입력됩니다.
③ 0+0 : 0+0 형식으로 엑셀에 입력됩니다.
아래는 지반 중심 1 열 양식일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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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인은 정수로 입력되며 + 체인일 때 아래 형식대로 내보냅니다.
④ HEC-RAS, 0.0 : 예를 들어 1+5 측점은 1.5 로 입력됩니다.
⑤ HEC-RAS, 0.00 : 예를 들어 1+5 측점은 1.05 로 입력됩니다.
⑥ HEC-RAS, 0.000 : 예를 들어 1+5 측점은 1.005 로 입력됩니다.

3. 공통 설정
하나 또는 여러 단면에 모두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레이어, 색상
도면에 작성할 횡단 지반선의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측점 및 문자(거리, 높이, EL)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횡단 중심 세로선 길이
지반선의 중심을 표시할 세로선 길이를 입력합니다.
횡단 작성 거리 소수 자리
수평 거리 소수 자릿수를 몇 째 자리까지 계산할지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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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정도가 적당한 소수 자리 값입니다.
0 으로 설정하면 거리가 모두 정수로 반올림되어 평면과 횡단의 차이가 많습니다.
횡단 작성 높이 소수 자리
수직 높이 소수 자릿수를 몇 째 자리까지 계산할지 설정합니다.
2 ~ 3 정도가 적당한 소수 자리 값입니다.
0 으로 설정하면 EL 이 모두 정수로 반올림되어 평면과 횡단의 차이가 많습니다.
측점, 지반고 문자 높이
횡단 작성 후 횡단 중심에 표기할 측점과 지반고 문자 높이를 입력합니다.
정점마다 거리/높이 표시
체크하면 지반선 각 꺾인 점마다 거리/높이를 표기합니다.
절대/절대 또는 절대/원점기준 상대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기 문자 높이 값대로 거리/높이 문자가 표시됩니다.
Z 값 0 지반선 제외, Z 값 0 미만 지반선 제외
체크하면 지형도를 읽어올 때 Z 값이 0 이거나 0 미만인 선은 제외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Z 값이 0 이거나 0 미만이라도 횡단에 포함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해안 등 지형의 Z 값이 0 아래일 때만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되는 점까지만 추출
이 프로그램은 교차되는 점을 이용해 Z 값을 추출하므로 횡단선이 길더라도 지형과 교차되는
부분까지만 실제 Z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교차되는 점까지만 Z 값을 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마지막 교차점 ~ 횡단선 끝점까지는 마지막 교차점 Z 값과 동일 높이로
처리합니다.
교차점에 EL 표기, 교차점에 점 표기
체크하면 지형도에 추출한 Z 값과 점(Point)을 표기합니다.
문자 높이는 '측점 지반고 문자 높이' 값대로 표기합니다.
문자와 점의 레이어는 '문자 레이어' 값대로 표기합니다.
선택 횡단 선 색 변경

하나의 횡단면과 여러 횡단면(그려진 횡단선 선택)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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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횡단 추출 완료 후 선택한 횡단 선의 색을 지정 색으로 변경합니다.
도면에 횡단 선이 여러 개 있을 때 선택한 것만 색을 변경해 어떤 것을 추출했는지 파악이
쉽습니다.
측점을 거리로 표기
체크하면 측점을 0+0 형식이 아니라 거리 값 그대로 도면에 표기합니다.
하나의 횡단면은 직접 입력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횡단에 구역 경계 표기
그림처럼 중심선과 구역 경계가 있을 때

체크하고 실행하면 횡단의 경계까지 거리 위치에 그림같은 표기를 합니다.
실행할 때 '횡단에 경계를 표기할 폴리선 구역 경계 선택' 과정이 추가됩니다.

4. 여러 횡단면 계획고 표시
여러 횡단면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그려진 종단 선택해 계획고 표시'를 체크하면
선택한 선형에 맞는 도면의 종단을 선택해 계획고 계산 후 횡단에 표기합니다.
상세 실행 순서는 아래 '실행 절차 - 여러 횡단면 실행 절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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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그려진 종단 축척과 같은 축척을 입력해야 합니다.
도면 종단 축척과 다른 값을 입력하면 엉뚱한 계획고 값이 산출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계획고 표시 방식은 아래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화살표 표시 : 계획고 위치에 화살표 ↓ 표시합니다.
② 점 표시 : 계획고 위치에 점(Point) 표시합니다.
③ 수평선 표시 : 계획고 위치에 수평으로 선을 그립니다.
④ 도면에서 표준 단면 선택 :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표준 단면을 각 계획고에 복사합니다.

5. 실행 절차
등고선 부분이나 지형에 Z 값 가져올 객체가 많지 않다면
실행 전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으로 삼각망 그린 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1) 하나의 횡단면 실행 절차
지형도에서 횡단을 가져올 만큼의 횡단선이 미리 그려져 있어야합니다.
횡단선은 직선, 곡선, 꺾인선 관계 없이 횡단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① 횡단의 좌측이 될 부분 선택
선의 선택 부분이 횡단 좌측이 됩니다.
아래 예제 그림은 편의상 5000 도이며, 빨간 선이 횡단을 가져올 선입니다.

② 횡단 중심점 지정
기준선 상에 횡단의 중심이 될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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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횡단 삽입점 지정
추출한 횡단을 삽입할 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5-2) 여러 횡단면 (그려진 횡단선 선택) 실행 절차
도면에 도로 중심선과 횡단을 가져올 만큼의 횡단선이 미리 그려져 있어야합니다.
① 선형 중심선 선택
도면에서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② 선형 진행 방향이 맞습니까? [예(Y)/아니오(N)]
선형이 선택되면 그림처럼 가상의 화살표가 표기되고 선형 진행 방향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기본값이 '예(Y)' 이므로 맞다면 Y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화살표는 줌하거나 Regen 하면 도면에서 사라지는 가상 임시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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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횡단선 선택
도면에 미리 그려진 횡단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횡단선을 선택할 때 선형 진행방향 순서대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④ 횡단에 경계를 표기할 폴리선 구역 경계 선택
'횡단에 구역 경계 표기' 사용할 때만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외곽 폴리선 구역 경계를 선택합니다.
⑤ 계획고 가져올 종단 계획선 선택
'그려진 종단 선택해 계획고 표시' 사용할 때만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도면에서 종단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EL 계산 기준점 지정
계획고 계산 기준인 EL 값을 알고 있는 점을 지정합니다.
종단 축척 막대의 값이 써 있는 부분이나 종단 세로선의 맨 하단 점이 보통 값을 알고 있는
점입니다.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앞서 지정한 점의 EL 값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도면 문자에 숫자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숫자만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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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진 종단 선택해 계획고 표시' 사용할 때 표시 방식이 '도면에서 표준 단면 선택'이면
'계획고에 삽입할 표준 단면 객체들 선택' 과정이 추가됩니다.
각 계획고에 삽입할 표준 단면 객체들과 삽입 기준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객체는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⑥ 횡단 삽입점 지정
추출한 횡단을 삽입할 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그려진 횡단선 길이만큼 횡단이 추출됩니다.

5-3) 여러 횡단면 (지정 측점 간격마다) 실행 절차
도면에 도로 중심선이 그려져 있어야합니다.
선택한 중심선의 시점~종점 모두 추출하므로 불필요한 부분이 추출되지 않는지
주의해야합니다.
① 선형 중심선 선택
도면에서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② 선형 진행 방향이 맞습니까? [예(Y)/아니오(N)]
선형이 선택되면 그림처럼 가상의 화살표가 표기되고 선형 진행 방향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기본값이 '예(Y)' 이므로 맞다면 Y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화살표는 줌하거나 Regen 하면 도면에서 사라지는 가상 임시 선입니다.
③ 횡단에 경계를 표기할 폴리선 구역 경계 선택
'횡단에 구역 경계 표기' 사용할 때만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외곽 폴리선 구역 경계를 선택합니다.

DreamPlus

④ 계획고 가져올 종단 계획선 선택
'그려진 종단 선택해 계획고 표시' 사용할 때만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도면에서 종단 계획선을 선택합니다.
상세 내용은 위 '여러 횡단면 (그려진 횡단선 선택) 실행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⑤ 횡단 삽입점 지정
추출한 횡단을 삽입할 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선형에 추출한 길이만큼 횡단선이 그려집니다.

6. 참고
1) 종, 횡단 추출할 때 중심 지반고가 다르면?
원인은 종단선이 지나는 지형의 전, 후 Z 값과 횡단선이 지나는 지형의 전, 후 Z 값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선이 등고선 부분을 지날 때
빨간색이 종단, 파란색이 횡단, 교차점이 각각의 중심 지반고라면

빨간색 종단은 중심 전, 후 115m 선과 120m 선이 교차되어 중심 값 보간이 정확합니다.
파란색 횡단은 중심 전, 후 115m 선만 교차되기 때문에 중심 값은 종단과 다르게 115 로
추출됩니다.
산지가 아닌 평지 현황도 마찬가지로 중심 전, 후 교차 부분 때문에 산지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①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 사용
그림처럼 삼각망이 생성되면 전, 후 교차선이 많아져 중심 차이가 없거나 정밀하게
추출됩니다.

② 아래 도움말 '2) 지형에 선 추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자가 직접 LINE 을 그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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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에 선 추가
이 프로그램은 횡단선과 지형의 교차점 Z 값을 추출해 횡단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횡단선과 교차하는 지형선이 많을 수록 세밀하게 추출됩니다.
횡단선과 지형이 교차하지 않는다면 교차하지 않는 부분에 지형선을 추가로 그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과정은 추가할 부분이 많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범위가 넓거나 추가할 것이 많다면 아래처럼 수작업보다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망 그린 후 추출하면 아래같은 수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등고선 부분에 빨간 선이 추출할 횡단 선일 때

이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 그림처럼 횡단이 추출됩니다.

아래 빨간 점 사이 부분이 수평으로 추출되는 이유는 선 구간에 교차되는 지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파란색 선처럼 지형에 추가로 선을 그려넣어 횡단 선과 교차되도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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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 수평이었던 구간이 조금 더 실제 지형에 근접하게 추출됩니다.

추가로 그리는 선에는 Z 값이 있어야 하므로 LINE 으로 그려야합니다.
폴리선은 시작, 끝 Z 값을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LINE 으로 그려야합니다.
LINE 으로 오스냅 사용해 지형에 선 그리면 선 시작, 끝에 그림처럼 Z 값이 입력됩니다.

이렇게 횡단선과 교차되도록 임의 선으로 보간하면
Z 값을 얻을 데이터가 많아지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5000 도를 예제로 했지만
실제 현황의 경우도 위와 같이 LINE 을 추가하거나
Z 값 선 그리기 (ZVL 명령)을 사용해 주변 EL 을 기반으로 하는 현황선을 임의로 그려넣어
추출할 횡단선과 교차될 선을 추가로 넣은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됩니다.
관련 명령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 (GRP)
삼각망 그리기 (DTIN)
1.2.5. 3D 폴리선을 횡단으로

PTCS

3D 폴리선을 횡단으로

기능
 3D 폴리선의 Z 값을 높낮이로 하는 횡단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3D 폴리선을 횡단으로
명령 : PTCS (3D Polyline To CrossS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3D 폴리선의 Z 값을 높낮이로 하는 횡단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즉 3D 폴리선의 각 정점이 Z 값을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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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사이의 거리를 X, 정점 Z 값 차이를 Y 로 하는 횡단을 작성합니다.
현장에서 GPS, 광파기 등으로 얻은 좌표를 CIM 명령으로 3D 폴리선 그린 경우 이를 횡단으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1. 옵션 설정
레이어, 색상
도면에 작성할 횡단 지반선의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측점 및 문자(거리,높이,EL)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횡단 작성 거리 소수 자리
수평 거리 소수를 몇 째 자리까지 계산해 횡단을 그릴지 설정합니다.
횡단 작성 높이 소수 자리
수직 높이 소수를 몇 째 자리까지 계산해 횡단을 그릴지 설정합니다.
횡단 작성 표기 문자 높이
횡단 중심 EL 및 정점마다 표기하는 문자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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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선에서 횡단 중심점 지정
폴리선을 선택 후 횡단으로 그릴 때
체크하면 폴리선에서 지정한 점이 횡단 중심점이 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폴리선 한쪽 끝이 횡단 중심점이 됩니다.
횡단 중심 세로선
지반선의 중심을 표시할 세로선 길이를 지정합니다.
횡단 작성 후 측점 입력
체크하면 횡단을 작성후 측점 입력을 요구합니다.
이 때 측점을 입력하면 횡단의 중심에 입력한 측점을 표기합니다.
정점마다 거리/높이 표시
횡단의 각 꺾인 점마다 거리/높이를 쓰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절대/절대 또는 절대/원점기준 상대 두가지 방식으로 거리/높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문자 높이와 여기서 지정한 각도대로 거리/높이 문자가 표시됩니다.
거리 제외 높이만 표기
체크하면 정점에 거리 값은 제외하고 절대 높이만 표기합니다.
EL 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은 현재 문자 스타일로 EL 을 표기합니다.
EL 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현재 문자 스타일에 지정된 폰트가 컴퓨터에 없거나 잘못된
경우입니다.
STYLE 명령을 실행해 다른 정상적인 문자 스타일 지정 후 [현재로 설정]해 스타일을 바꾸거나
없는 글꼴을 컴퓨터에 있는 글꼴로 변경하면 됩니다.
없는 글꼴 일괄 수정 (FTF) 명령을 사용해 수정해도 됩니다.

2. 실행 절차
① 3D 폴리선에서 횡단의 좌측이 될 부분 선택
폴리선 상에 횡단선의 좌측이 될 부분을 선택합니다.
즉 선택한 쪽이 횡단의 좌측이 됩니다.
② 횡단 중심이 될 점 지정
'폴리선에서 횡단 중심점 지정' 옵션을 체크한 경우만 나오는 명령입니다.
폴리선에서 횡단 중심이 될 점을 지정하면 이 점이 횡단의 중심 점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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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횡단 삽입점 지정
그려진 횡단을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위 ① ~ ③ 과정은 ESC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2.6. 횡단 GRID 그리기

DCG

횡단면도 GRID 그리기

기능
 횡단면도의 모눈(Grid)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횡단면도 GRID 그리기
명령 : DCG (Draw Cross-section Gri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에 모눈(Grid)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1. Grid 설정
1) 폐합된 폴리선 객체 선택 그리기
도면에 미리 폐합된 폴리선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꼭 직각 사각형이 아니어도 다양한 모양을 지원하므로 닫힌 폴리선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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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각 영역 지정 그리기
마우스로 사각 영역의 두 점(한 점과 대각선 구석 점)을 지정해 모눈을 그립니다.
3) 고정 크기 그리기
모눈의 상, 하, 좌, 우 거리를 입력해 고정된 크기로 그립니다.
상, 하, 좌, 우 거리는 모두 중심선에서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린 후 맨 뒤로 보내기
체크하면 그려진 모눈을 다른 객체보다 뒤에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모눈은 다른 객체보다 앞에 있게됩니다.
표준 레이어 사용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횡단면도 축척
현재 도면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2. 설정
[설정] 버튼을 누르면 모눈의 크기 및 레이어, 문자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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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Grid 및 보조 Grid 설정
간격 : 모눈의 간격입니다.
선 축척 : 모눈의 선 축척 입니다.
Continuous 선으로 그리기 : 주 Grid 선을 점선으로 그리지 않고 실선으로 그립니다.
2) 문자 설정
문자 영역 보조 Grid 삭제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문자가 표시되는 부분의 모눈을 삭제하고 그립니다.

체크 해제 하면 아래 그림처럼 문자가 표시되는 부분까지 모눈을 그립니다.

EL
좌, 우측에 표시되는 EL 표기 선택 옵션입니다.
체크한 쪽에만 EL 을 표기합니다.
기본값은 양측 모두 표기이고, 둘 다 체크 해제할 수 없습니다.
좌측 거리는 - 표기
체크하면 횡단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 거리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관련 명령
종단 Grid 그리기(DLG)
1.2.7. 횡단 경계 작성

CSW

횡단 경계 작성

기능
 횡단면도의 경계 폭으로 선형에 경계선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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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횡단 경계 작성
명령 : CSW (Cross-Section Wid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의 경계 폭으로 선형에 경계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주로 용지 경계 폭이나 소단, 구조물 위치 등을 선형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횡단면도의 폭을 단면별로 선택해 엑셀로 내보내고 엑셀에 기록된 폭을 다시 가져와 선형에
작성합니다.
따라서 우선 폭을 엑셀로 내보내는 과정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Number 측점은 측점 간격 입력 부분이 활성됩니다.

1. 엑셀에 폭 입력
기본 과정은 측점 입력 → 중심점 지정 → 경계 좌, 우 점 지정입니다.
도면에서 점을 지정하면 미리 지정한 엑셀에 폭이 입력됩니다.

횡단면도 축척
횡단면도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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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끝 점만 입력
체크하면 좌, 우측 모두 한 점만 엑셀로 내보냅니다.
체크하는 것은 용지 경계처럼 한 점만 내보낼 때 적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좌, 우측에 여러 점을 엑셀로 내보냅니다.
체크 해제하는 것은 아래 그림처럼 여러 사면 끝 점을 한번에 내보낼 때 유용합니다.

좌, 우측 폭 입력
횡단 중심점 지정 후 횡단 좌, 우측을 모두 지정해 폭을 내보냅니다.
좌측 폭만 입력
횡단 중심점 지정 후 횡단 좌측만 지정해 폭을 내보냅니다.
우측 폭만 입력
횡단 중심점 지정 후 횡단 우측만 지정해 폭을 내보냅니다.
거리 산출 소수 자리
중심점 ~ 좌, 우측 점은 수평 거리로 계산되는데 소수 몇 째 자리로 거리를 계산할지
설정합니다.
여유 폭 입력 안함
추가 여유 폭 없이 중심점과 좌, 우측 점 수평 거리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측점마다 여유폭 입력
중심점과 좌, 우측 점 지정 후 여유폭을 입력합니다. 계산된 수평 거리에 입력한 여유폭을 더해
내보냅니다.
한 단면에 여러 점을 지정해도 맨 마지막 점에만 여유폭이 더해집니다.
모두 같은 여유폭
중심점과 좌, 우측 점 지정 후 계산된 수평 거리에 여기서 지정한 여유폭을 더해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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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면에 여러 점을 지정해도 맨 마지막 점에만 여유폭이 더해집니다.

실행 절차
옵션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엑셀이 활성되면서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입력할 셀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CAD 가 활성되고
아래 과정으로 엑셀에 폭을 내보냅니다.
① 측점 선택 또는 [측점 입력(E)]
도면에 있는 측점 문자를 선택하거나 E 입력해 측점을 입력합니다.
측점 형식은 STA 0+000, STA.0+000, NO 0+00, NO.0+00, 0+000 같은 일반적인 형식과
숫자를 지원합니다.
도면에서 측점 문자를 선택하면 체인의 실제 거리가 계산되어 엑셀에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STA 1+500 을 선택했다면 엑셀에 입력되는 값은 1500 입니다.
예를 들어 20m 간격의 Number 측점, NO 1+10 을 선택했다면 엑셀에 입력되는 값은 30
입니다.
도면에 문자가 없다면 E 입력해 직접 측점을 입력할수도 있습니다.

② 중심점 지정
횡단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수평 거리 계산이므로 지반선이든 계획선이든 중심점으로 계산될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③ 횡단 좌측(또는 우측) 경계점 지정
거리를 계산할 횡단의 경계 점을 지정합니다.
옵션의 좌, 우측 폭 입력 옵션에 따라 좌, 우 양쪽 또는 한쪽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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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왼쪽 용지 경계 폭을 지정한 그림입니다.)
사면 끝 점만 입력 옵션을 해제하면
ESC 또는 엔터(엔터, 스페이스바 등)를 입력할 때까지 한 단면에 경계점 지정이 반복됩니다.

④ 좌측(또는 우측) 여유폭 입력
위 옵션 중 "측점마다 여유 폭 입력" 옵션이 체크된 경우만 나오는 명령입니다.
산출된 거리에 더해 줄 여유 폭을 입력합니다.
ESC, 엔터 등으로 완료 전까지 계속 ① ~ ④ 과정을 반복하면 엑셀에 입력됩니다.
엑셀에는 설정에 따라 아래 형식으로 내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 내보낸 데이터 형식
엑셀 데이터는 프로그램으로 내보낸 데이터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에 관계 없이
아래 그림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 때 측점은 실제 거리 또는 STA.0+000 등의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좌 또는 우측 한쪽 끝 점이 입력된 경우
한 열에는 측점, 한 열에는 거리가 입력됩니다.

- 좌,우 양쪽 끝 점이 입력된 경우
한 열에는 측점, 한 열에는 좌, 우 거리가 번갈아가며 입력됩니다.

DreamPlus

- 좌 또는 우측 한쪽 여러 점 입력된 경우
한 열에는 측점, 한 열에는 거리가 연속적으로 입력됩니다.

- 좌,우 양쪽 여러 점 입력된 경우
한 열에는 측점, 한 열에는 좌, 우 거리가 번갈아가며 연속적으로 입력됩니다.

2. 엑셀폭 선형에 그리기
엑셀에 입력된 폭을 가져와 선형에 경계선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선형 시작 거리
분리 구간 등 선형의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시작 거리는 사용자가 도면에서 지정과 직접 입력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거리는 숫자 또는 0+000 같은 측점 형식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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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지정
선형의 시작 측점을 모를 때 도면에서 직접 지정합니다.
실행 중 도면에 측점 값을 알고 있는 측점을 지정해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표기 방향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 대로 좌, 우 양쪽, 좌측만, 우측만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좌측만을 선택하면 선형의 좌측에만 그려집니다.
외곽선만 그리기
체크하면 측점에 수직인 선(중심점에서 경계까지의 선)을 그리지 않고 외곽 경계선만
그립니다.
체크한 경우

체크 해제한 경우

측점 사이 분할
체크하면 측점 사이를 지정한 갯수대로 분할해서 선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 4 개로 분할했다면 그림처럼 현재 체인과 다음 체인의 값을 4 개로 나눠 측점
사이에 선을 더 그립니다.
곡선이 심한 곳은 그림처럼 좀 더 부드럽게 표기됩니다.
체크 후 분할해 그린 경우

체크 해제하고 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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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확인]을 누르면 엑셀이 활성되면서 그림 처럼 데이터 범위 선택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횡단 데이터가 있는 전체 범위를 선택합니다.

① 선형 선택
도면에서 선형을 선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 참조의 선형이나 블록 내부 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선형 진행 방향이 맞습니까? [예(Y)/아니오(N)]
선형이 선택되면 그림처럼 가상의 화살표가 표기되고 선형 진행 방향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기본값이 '예(Y)' 이므로 맞다면 Y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화살표는 줌하거나 Regen 하면 도면에서 사라지는 가상 임시 선입니다.
③ 측점 기준이 될 점 지정
이 과정은 옵션에서 선형 시작 거리를 도면에서 지정한 경우만 나오는 명령입니다.
측점 기준이 될 점을 지정하고 지정한 점의 측점을 입력합니다.
입력 측점 형식은 1+000, 1+0 같은 측점 형식 또는 1000, 20 같은 숫자입니다.

완료되면 지정 옵션에 따라 엑셀에서 가져온 측점별 경계 폭이 선형에 그려집니다.
1.2.8. 횡단면도 야장으로

CFB
기능

횡단면도 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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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횡단 정보를 도면에 표기 또는 RP 종,횡단 파일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횡단면도 야장으로
명령 : CFB (Cross-section to Field Boo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 횡단 지반선 각 정점 거리/높이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 RP 종횡단 텍스트로 내보내 RP 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엑셀로 내보내 횡단 자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횡단 그리기 (DCS) 파일로 내보내 토적표와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1. 실행 방식

일괄 내보내기
여러 횡단면을 한번에 일괄 처리합니다.
여러 횡단 일괄 처리를 위해 측점, 지반고 가져올 위치는 지반 중심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처리 방식 및 상세 실행 절차는 '4-1) 일괄 내보내기 실행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단면 하나씩 내보내기
횡단면 하나씩 처리하고 일괄 처리가 곤란할 때 사용합니다.
상세 실행 절차는 '4-2) 하나씩 내보내기 실행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2. 기본 설정

도면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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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횡단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거리/높이
도면, 엑셀에 내보낼 때만 사용됩니다.
횡단의 거리/높이 표기는 절대/절대, 상대/상대, 절대/원점상대, 절대/상대, 상대/절대 방식을
지원합니다.
각 표기 방식대로 도면에 있는 횡단 지반선의 각 정점에 거리/높이 값을 표기합니다.
거리, 높이 소수 자리
도면 또는 파일로 내보낼 때 거리와 높이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3. 내보내는 방식
3-1) RP 종횡단 텍스트
RP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종횡단 텍스트 파일로 내보냅니다.
RP 종횡단 텍스트는 RP 버전에 관계없이 RP 에서 지원합니다.
RP 에서 종횡단 텍스트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RP 매뉴얼을 참조합니다.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간격
Number 측점일 때만 사용되며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저장 경로
TXT 파일로 내보내지므로 [저장 경로] 버튼을 눌러 TXT 파일 저장 위치를 지정해야합니다.

3-2) 도면에 작성
지반선의 꺾인 점마다 거리/높이를 문자로 표기합니다.

DreamPlus

글꼴, 높이, 폭, 각도, 레이어
도면에 표기할 거리/높이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횡단 좌측 거리는 음수(-)표기
체크하면 횡단 좌측의 거리만 음수로 표기합니다.

3-3) 엑셀로 내보내기
횡단 정보를 엑셀에 내보냅니다.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간격
Number 측점일 때만 사용되며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측점 문자 표기된대로 내보내기
체크하면 도면에 측점이 표기된 문자 그대로 엑셀로 내보냅니다.
체크 해제하면 Station, Number 측점을 거리로 변환해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 1+020.000, Station 문자가 도면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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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도면에 표기된대로 1+020.000 으로 내보내고 체크 해제하면 1020 거리로
내보냅니다.
측점 사이 여유 행
엑셀에서 측점과 다음 측점 사이를 얼마를 띄워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양식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① 지반 중심 기준 좌, 우 구분
그림처럼 지반 중심을 기준으로 좌, 우측 나눠 내보냅니다.

② 지반 중심 기준 1 열로
그림처럼 지반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은 윗쪽에 우측은 아래쪽에 1 열로 내보냅니다.
'좌측 거리는 음수(-) 표기'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지반 중심이라 높이 옵션이 상대값인 경우 모두 원점상대로만 계산됩니다.
그림처럼 높이 옵션이 절대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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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반 왼쪽부터 1 열로
지반 중심과 관계 없이 지반선의 맨 왼쪽을 기준으로 거리/높이 값을 내보냅니다.
지반 왼쪽부터이므로 엑셀에 거리는 항상 0 부터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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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내보낼 때는 새 워크북에 작성됩니다.
단면 하나씩 내보낼 때는 엑셀이 활성화되면서 아래처럼 입력될 위치를 설정합니다.

3-4) 횡단 그리기 DCS 파일
횡단 그리기 (DCS) 파일로 내보냅니다.
DCS 명령은 사용자 토적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토적표와 함께 횡단 그릴 때 사용합니다.
XML 파일로 내보내지므로 [저장 경로] 버튼을 눌러 XML 파일 저장 위치를 지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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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 절차
4-1) 일괄 내보내기 실행 절차
일괄 내보내기는 횡단 중심선에서 측점, 지반고 문자의 위치가 각 단면별로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각 단면별로 측점, 지반고 위치를 자동으로 얻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 위치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비슷한 위치에는 있어야
합니다.
측점, 지반고 문자 위치 영역은 아래 실행 과정만 주의하면 됩니다.
① 검색할 지반선 선택
횡단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일괄 실행할 때 여기서 선택한 지반선의 레이어만 검색해 처리합니다.

② 검색할 중심선 선택
횡단 지반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일괄 실행할 때 여기서 선택한 중심선 정보를 검색해 처리합니다.

③ 검색할 측점 위치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내보내기 방식 중 '도면에 작성'은 측점 위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검색할 측점 문자의 위치를 대각 두 점으로 영역 지정합니다.
각 단면별로 문자 위치는 여기서 지정한 영역 내 또는 영역에 걸려야 합니다.

아래처럼 문자보다 좁게 지정해도 됩니다.

DreamPlus

Page123

좁게 지정하면
주변 다른 문자가 검색될 우려는 없지만 다른 횡단의 문자 위치도 이 위치와 거의 같아야
합니다.
넓게 지정하면
주변 다른 문자가 검색될 우려가 있지만 다른 횡단의 문자 위치는 여기서 지정한 영역 범위
안에 있거나 영역에 걸리면 되므로 약간씩 달라도 됩니다.
영역 내 문자를 찾는 방식이므로 횡단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림처럼 횡단 근처의 표 부분을 검색하도록 지정해도 됩니다.

④ 검색할 지반고 위치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반고 문자 위치를 지정합니다.

⑤ 내보낼 횡단의 중심선들 모두 선택
일괄 내보낼 횡단의 중심선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횡단 중심선과 지반선 레이어가 같다면 지반선도 함께 선택될텐데 상관 없습니다.

중심선들 선택이 완료되면 지정한 내보내기 방식대로 내보내지고 완료됩니다.
만약 처리 중 특정 단면에서 측점, 지반고 문자를 찾지 못했다면
해당 단면만 문자를 직접 지정 또는 입력하는 과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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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나씩 내보내기 실행 절차
내보내는 형식(RP, 도면, 엑셀 등)에 따라 실행 절차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가 계속 반복되고 실행 중 횡단 선택이 취소되거나 종료되면 작성
완료됩니다.
① 측점 문자 선택 또는 [측점 입력(E)]
도면에서 측점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직접 측점을 입력합니다.
직접 측점 입력은 거리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② 기준점 EL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도면에서 기준이 되는 지반고 EL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③ 지반선 선택
횡단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④ 지반 중심점 지정
횡단에서 앞서 선택한 기준점 EL 에 해당하는 지반선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엑셀은 셀에 바로 입력되고 다른 내보내기 방식은 선택이 취소되거나 종료되면 작성
완료됩니다
1.2.9. 토적표 내용 엑셀로

EWT

토적표 내용 엑셀로

기능
 횡단면도 토적표의 값을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토적표 내용 엑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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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EWT (Earth Work T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 토적표 값을 일괄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내보낸 각 단면별 토공량은 엑셀에서 토공 작업에 응용 또는 가공 후 RP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횡단면도 도면의 토공량 값을 한번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면마다 토적표 축척이 다른 것을 지원합니다.
속성 블록 토적표를 지원합니다.
일반 토적표뿐만 아니라 단계별 토공량 같은 어떤 표 값을 일괄 내보낼 때 사용해도 됩니다.
RP 데이터 활용은 이 도움말 맨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토적표는 일반 블록 또는 속성 블록이어야 합니다.
토적표가 블록이 아니면?
① 횡단면도를 하나 열고

② 하나의 토적표 외곽에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③ 그린 사각형을 블록으로 만듭니다. (QMB 명령을 활용해도 됩니다.)
④ 만들어진 블록 사각형을 각 횡단 단면 토적표마다 동일한 위치에 복사해 넣습니다.
단면마다 복사해 넣는 것이 조금 귀찮아도 토공량을 모두 내보내려면 해야할 작업입니다.
한번 해놓으면 계속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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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 절차
1. 토적표 및 아이템 등록 - 일반 블록
표의 선은 블록이고 문자는 일반 문자일 때 등록 방법입니다.
일반 블록을 선택하고 [토적표 블록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① 표가 블록으로된 토적표 선택
도면에서 토적표 블록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② 측점 값이 있는 모서리 점 지정
그림처럼 측점 값을 가져올 영역을 지정합니다.
범위를 넓게 지정하면 실행 중 다른 칸의 값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 선 안쪽 지정이
좋습니다.

③ 블록이 등록되면 그림처럼 ITEM 목록에 측점이 등록, 표시됩니다.

④ 아이템 등록
아래 버튼을 눌러 토적표 토공 아이템을 등록합니다.

내보낼 아이템이 모두 등록될 때까지 아래 과정을 반복합니다.
⑤ 토공 아이템 값이 있는 모서리 점 지정
그림처럼 아이템 값을 가져올 영역을 지정합니다.
범위를 넓게 지정하면 실행 중 다른 칸의 값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 선 안쪽 지정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흙깎기 토사' 값이 있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⑥ 영역 점 지정 후 그림같은 창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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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된 토공 아이템 이름을 아무거나 본인이 알기 쉬운 것으로 입력 후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흙깎기 토사 항목을 지정했으므로 예를 들어 '깎기토사'로 입력)

⑦ 입력 후 그림처럼 ITEM 목록에 이름이 등록되어 표시됩니다.

다음 아이템 영역 지정 과정이 반복됩니다.
반복 중 더 이상 등록할 아이템이 없다면 점 지정 과정에서 엔터 입력해 완료합니다.
실수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다시 [아이템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모든 아이템이 등록되었다면 그림처럼 ITEM 목록에 이름이 등록됩니다.

2. 토적표 및 아이템 등록 - 속성 블록
속성 블록은 더블 클릭해 보면 그림처럼 태그와 값이 있는 블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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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블록을 선택하고 [토적표 블록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① 속성 블록 토적표 선택
도면에서 속성 블록으로 만들어진 토적표 블록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② 측점 지정
그림처럼 선택한 토적표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고 여기서 측점 값이 있는 태그를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측점 태그 지정 완료 후 그림처럼 선택한 토적표의 모든 속성이 등록되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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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된 아이템 확인 및 수정
① 일반 블록
등록된 아이템 확인 및 수정은 목록창 -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토적표 도면에 확인 : 현재 등록한 아이템 위치를 도면에 그려줍니다.
선택 아이템 이름 수정 : 선택한 아이템 이름을 바꿉니다.
선택 아이템 위치 수정 : 선택한 아이템의 위치만 수정합니다.
선택 아이템 위에 추가 : 선택한 아이템 위에 새 아이템을 등록합니다.
선택 아이템 아래에 추가 : 선택한 아이템 아래에 새 아이템을 등록합니다.
② 속성 블록
속성 블록은 일반 블록처럼 영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 이름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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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템 목록 저장/열기/위치변경/삭제
아이템 목록의 저장/열기/위치변경/삭제는 아이콘을 눌러 실행합니다.
저장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며, 저장 후 나중에 불러와서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간단한 아이콘 기능 설명이 표시됩니다.

5. 엑셀로 내보내기 위한 설정

누가거리 측점도 내보내기
보통 토적표의 측점 값은 1+000.000 같은 문자로 되어있습니다.
엑셀에서 측점을 활용해 수식을 적용할 때 측점이 문자가 아닌 숫자 거리가 필요하므로 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 측점 값이 1+000.000 일 때
체크하면 엑셀에 1000 숫자 거리 측점과 1+000.000 측점 두 개가 기록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에 1+000.000 측점만 기록됩니다.
RP 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Number 측점은 측점 간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됩니다.
검색 대상
횡단면도 토적표를 검색할 위치입니다.
활성된 도면은 도면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모형 또는 배치만 검색하려면 값을 바꾸면 됩니다.
대상 도면
현재 도면의 토적표만 처리할지 여러 도면의 토적표를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을 선택하면 도면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여러 도면을 등록할 때는 같은 도로만 등록,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선, 연결로 두 개의 도로 횡단면도들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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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연결로 횡단 모두를 등록하면
본선과 연결로에 같은 측점이 엑셀에 내보내져 측점 중복이 발생합니다.

6. 엑셀로 내보내기
아래 그림의 두 버튼을 눌러 엑셀로 내보냅니다.

① 모든 토적표 Excel 로 내보내기
도면의 모든 토적표 값을 엑셀로 내보냅니다.
② 선택한 토적표만 Excel 로 내보내기
도면에서 선택한 토적표 값만 엑셀로 내보냅니다.

7. RP 데이터 활용
RP 상위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횡단 토적표를 읽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RP 기능은 RP 횡단과 연관되어 있어 활용성이 높으나 그림과 같은 추가 토적표 (예 : 단계별
토공량 등) 처리는 곤란합니다.
또한 도로별로 횡단 축척이 다를 수 있는데 RP 로는 처리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시된 위 토적표는 토적표 옆에 단계별 토공량 테이블을 별도로 만든 것으로 설계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적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값을 가져올 기준되는 블록만 단면별로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응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하는 토적표 블록은 아이템 값을 가져오기 위한 기준 될 객체입니다.
각 단면별로 기준될 아무 블록이나 있으면 원래 토적표 및 추가 토적표가 있어도 토적표
모양이 이상해도 처리 가능합니다.
기준 블록으로부터 아이템의 상대적 위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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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자체의 횡단 토적표 읽는 기능을 우선 사용 후 문제된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RP 의 토공량 조정을 실행합니다.
토공량 조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CSV 파일 저장' 또는 '엑셀화면 출력'으로 값을
내보냅니다.

② 그림처럼 RP 에서 엑셀로 토공량이 내보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물량 번호' 값입니다.
이 값이 있어야 RP 에서 토공량 계산서가 만들어집니다.
1 행의 아이템 이름과 2 행의 '실제물량 번호' 값은 그대로 유지한채
이 EWT 프로그램에서 내보내진 엑셀 데이터를 여기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RP 에서 내보낸 엑셀 값과 EWT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엑셀 값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붙여넣기 좋게 가공하던지 처음부터 EWT 아이템 순서를 RP 와 같게 조정해 엑셀로
내보내던지 편한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③ 다시 RP 의 토공량 조정을 실행합니다.
붙여넣어 RP 로 가져갈 엑셀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RP 토공량 조정을 실행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CSV 파일 입력' 또는 '엑셀화면 입력'으로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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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종단, 횡단 그리기

DCS

종단, 횡단 그리기

기능
 종, 횡단 데이터를 입력해 종단, 횡단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종단, 횡단 그리기
명령 : DCS (Draw Cross S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종, 횡단 데이터를 입력해 종단, 횡단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메뉴 아이콘
: 새 데이터를 만듭니다.
: 저장된 데이터를 엽니다.
: 현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현재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 종단 자료를 입력합니다.
: 종단 계획을 입력합니다.
: 횡단 자료를 입력합니다.
: 종단을 그립니다.
: 횡단을 그립니다.
: 프로그램 도움말을 엽니다.

엑셀에 종단, 횡단 지반선 자료가 있다면?
종단 자료 입력 아래 버튼을 이용해 종, 횡단 자료 직접 입력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3. 엑셀 종, 횡단 자료 가져오기'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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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 자료
먼저 종단 자료를 입력해야 종단 계획 및 횡단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측점 기준, 측점 간격
STA 측점인지 NO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측점 간격은 누가거리를 측점으로 계산할 때 필요한 값입니다.
처음 누가거리 입력 후 엔터를 계속 입력하면 자동 누가거리 증분되는데 이때도 사용됩니다.
입력
누가거리, 지반고를 입력합니다.
측점은 자동 계산되므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입력은 직접 누가거리, 지반고를 입력하거나 또는 상단 아이콘 엑셀을 이용합니다.
: 엑셀에서 누가거리, 지반고를 가져옵니다.
: 엑셀로 누가거리, 지반고를 내보냅니다.
엑셀 가져오기는 버튼을 눌러 엑셀에 미리 입력된 누가거리, 지반고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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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측점 옆에 도면 표시 열은 선택한 측점을 종단, 횡단에 그릴지 여부입니다.
종단, 횡단에 표시 여부는 주로 + 측점을 설정하는데
'종단 제외'를 선택하면 종단 세로선 및 종단 테이블에 해당 측점 값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횡단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측점은 횡단을 그리지 않습니다.
각 셀을 선택해 하나씩 지정해도 되고

필요한 '측점' 셀들을 선택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거나
측점 셀 선택 없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팝업 메뉴에서 일괄 설정합니다.

측점 삭제, 빈 행 추가
아무 셀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팝업 메뉴에서 실행합니다.
삭제는 필요한 '측점' 셀들을 먼저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눌러 팝업 메뉴에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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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셀 종, 횡단 자료 가져오기

실행하면 아래 창이 활성됩니다.
엑셀의 양식 및 엑셀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설정해 가져오는 창입니다.

종단 기본 설정
엑셀에 기록된 종, 횡단 자료의 측점 기준 및 측점 간격을 입력합니다.
횡단 형식
세 가지 양식 중 하나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측점은 누가거리 또는 0+000 같은 측점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리/높이는 아래 그림처럼 절대/절대 또는 상대/상대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지반 중심 기준 좌, 우 구분
그림처럼 지반 중심 기준으로 좌, 우측 횡단 자료입니다.
가운데 측점 아래에 지반고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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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반 중심 기준 1 열로
그림처럼 지반 중심 기준으로 좌측은 윗쪽에 - 값, 우측은 아래쪽에 +값 1 열 횡단 자료입니다.
거리 중 0 값이 지반 중심입니다.

③ 지반 왼쪽부터 1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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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지반 중심과 관계 없이 지반선의 맨 왼쪽을 기준으로한 횡단 자료입니다.
횡단은 맨 왼쪽이 중심이 되어 우측으로 그려집니다.

거리/높이
엑셀에 입력된 상태에 따라 절대거리/절대지반고 또는 상대거리/상대지반고를 선택합니다.
입력 측점
엑셀에 입력된 상태에 따라 누가거리 또는 측점형식을 선택합니다.
누가거리는 엑셀에 측점이 거리로 입력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측점형식은 엑셀에 0+000, NO 1+0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엑셀 창이 활성되고 아래 그림처럼
제목을 제외한 데이터 영역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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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단 계획
종단 계획을 입력하면 종단면도 및 횡단에 계획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입력은 상단 메뉴 아이콘 중

버튼을 누르거나 프로그램 창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계획 입력
누가거리, VIP EL, 종곡선 길이를 입력합니다.
측점, 경사, K 값은 자동 계산되므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입력은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상단 아이콘 엑셀을 이용합니다.
: 엑셀에서 누가거리, VIP EL, 종곡선 길이를 가져옵니다.
: 엑셀로 누가거리, VIP EL, 종곡선 길이를 내보냅니다.
엑셀 가져오기는 버튼을 눌러 엑셀에 미리 입력된 누가거리, VIP EL, 종곡선 길이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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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단 자료
입력은 상단 메뉴 아이콘 중

버튼을 누르거나 프로그램 창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측점
종단에 입력된 측점 목록이 표시됩니다.
키보드 PageUp, PageDown 키를 누르면 이전, 다음 측점으로 이동됩니다.
입력 방식
방식은 거리/지반고를 상대/상대로 입력할지 절대/절대로 입력할지 선택합니다.
상대거리/상대지반으로 설정해놓고 절대거리/절대지반을 입력하면 안됩니다.
입력
좌측 또는 우측만 연속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상대거리/상대지반 방식으로 입력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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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절대거리/절대지반 방식으로 입력된 그림입니다.

상단에 아이콘은 횡단에 임의 거리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횡단 자료 일일이 입력 없이 임의 거리를 입력해 수평 지반선을 만듭니다.
횡단면도에 계획고, 지반고 위치만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현재 측점 단면만 임의 거리 입력합니다.
: 모든 측점 단면을 임의 거리 입력합니다.

6. 종단 그리기
상단 메뉴 아이콘 중

버튼을 누르거나 프로그램 창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H 축척, V 축척
종단의 횡방향, 종방향 축척을 입력합니다.
누르면 팝업 창에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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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종단 계산 간격
종곡선 부분에서 몇 m 마다 계획고를 계산해 계획선을 그릴지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겹치는 문자 뒤로 밀기
측점 간격이 작아 문자가 서로 겹칠 때
체크하면 그림처럼 문자를 뒤로 밀어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IP 선 그리기

DreamPlus

체크하면 종단 계획선에 종단 IP 선을 함께 그립니다.
그려진 IP 선으로 다시 계획할 때 유용합니다.
종단 계획선 선 두께
입력한 값으로 종단 계획선에 선 두께가 적용됩니다.
종단 최하단 높이 지정
체크하면 종단면도의 최하단 높이를 지정 값으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최하단 높이는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축척 막대
축척 막대의 간격과 폭을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은 각각 간격 1m, 2m, 5m 일 때 축척 막대 그림입니다.

종단 표 양식
종단 표에 작성하는 양식 항목을 체크합니다.

체크 해제한 것은 표에 그리지 않습니다.
양식 항목 중 '거리'는 측점간 거리입니다.
항목을 위, 아래로 순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빈 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종단 표에 빈 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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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계획된 경우 이 버튼을 눌러 종단 자료의 측점별 계획고를 계산해 엑셀로 내보냅니다.
도면 필요 없이 계획고만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종단면도를 그립니다.

7. 횡단 그리기
상단 메뉴 아이콘 중

버튼을 누르거나 프로그램 창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레이어
횡단 지반선과 중심 표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문자 레이어는 '정점마다 거리/높이 문자'를 표기할 때 이 문자의 레이어입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심 세로선 길이
지반선의 중심을 표시할 세로선 길이를 입력합니다.
정점마다 거리/높이 문자 표기
지반선 각 꺾인 점마다 거리/높이를 쓰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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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절대/절대 또는 절대/원점기준 상대 두가지 방식으로 거리/높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기 문자 높이 값대로 거리/높이 문자가 표기됩니다.
1 열로 모든 횡단 배치, 배치 간격
체크하면 한 줄로 모든 횡단을 다 배치해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한 열 당 단면 수만큼 그리고 X 간격 만큼 띄워 그립니다.
배치 Y 간격은 단면과 단면 중심 사이 높이 간격입니다.

계획고 표시 방식은 아래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화살표 표시 : 계획고 위치에 화살표 ↓ 표시합니다.
② 점 표시 : 계획고 위치에 점(Point) 표시합니다.
③ 수평선 표시 : 계획고 위치에 수평으로 선을 그립니다.
④ 도면에서 표준 단면 선택 :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표준 단면을 각 계획고에 복사합니다.
토적표 블록, 축척
최초 실행하면 기본 토적표 하나만 프로그램에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토적표를 만들고 싶다면 아래 절차대로 합니다.
토적표 블록 축척에 입력한 값대로 토적표가 삽입됩니다.

8. 사용자 토적표 만들기
사용자 토적표는 속성 블록으로 만듭니다.
현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속성의 태그는 '측점', '지반고' 두 개입니다.
측점이 들어갈 부분에 '측점' 태그, 지반고가 들어갈 부분에 '지반고' 태그를 넣어 속성 블록을
만들면 자유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속성 블록 만드는 방법은 ?
① 토적표로 사용할 표를 하나 준비합니다.
새 도면에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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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점과 지반고 부분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문자를 작성합니다.
기존 문자를 복사하거나 새로 쓰거나 상관 없이 문자 내용을 '측점', '지반고', '계획고'
입력합니다.
ART 또는 JU 명령을 활용해 문자 정렬을 왼쪽, 오른쪽으로 만든 후 적당히 배치합니다.
(그림은 알아보기 쉽게 빨간색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③ 일반 문자를 속성 문자로 변경합니다.
DreamPlus → 문자 II → 속성 → 속성 문자로 변경 (CAT) 명령을 실행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작성한 측점, 지반고, 계획고 문자를 선택해 속성 문자로 변경합니다.

필요하면 변경된 속성 문자를 더블클릭해 '기본값'을 바꿔도 됩니다.
'기본값'은 속성 블록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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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블록을 만듭니다.
속성 문자가 포함된 블록은 속성 블록이 됩니다.
BLOCK 명령 (기본 단축 명령 B) 실행 후 이름에 원하는 토적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점' 버튼을 눌러 토적표 '맨 위 중심'을 지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표 전체를 선택하면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블록 만든 후 속성 편집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닫습니다.
⑤ 완료
만들어진 속성 블록 도면을 드림플러스 폴더 안에 DCS.dwg 로 저장합니다.
(드림플러스 설치 폴더를 모를 때는 DREAMPATH 명령을 입력하면 탐색기가 열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DCS.dwg 도면이 있다면 DCS.dwg 를 열어 방금 만든 블록을 붙여 넣은 후
저장하고 닫습니다.
캐드에서 DCS.dwg 도면은 닫아 주세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방금 만든 토적표가 목록에 보이면 완료입니다.
DCS.dwg 한 도면 안에 여러 개의 토적표 블록을 넣어놔도 됩니다.
1.2.11. 횡단 사면 그리기

CSS

횡단사면 그리기

기능
 횡단면도에 쌓기부 및 깎기부 사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횡단사면 그리기

DreamPlus

명령 : CSS (draw Cross-Section Slo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에 쌓기부 및 깎기부 사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깎기부, 쌓기부 선택 → [설정] 확인 → 좌측 사면, 우측 사면 버튼 눌러 실행
주의 사항
깎기부는 발파, 리핑, 토사 선이 각각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쌓기부는 지반선이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1. 레이어 및 경사 문자 쓰기

표준 레이어 사용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지정한 레이어에 그립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면 경사 표시 문자 쓰기
체크하면 쌓기부, 깎기부 선에 사면 경사 표시 문자(1:1.5, 1:1.8 등)를 표기합니다.
문자 설정
사면 경사 표시 문자 쓰기를 체크하면 활성됩니다.
문자 높이, 폭 및 글꼴,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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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레이어 지정하려면 위 설정의 '표준 레이어 사용'을 체크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공통 설정

소단 경사
깎기부, 쌓기부에 공통으로 적용할 소단 경사입니다.
소단측구 하단 임시선 작성
토공량을 위해 사용하는 설정으로 소단 구조물 하단에 중복된 임시선을 작성합니다.
토공 수량을 구할 때 구조물 레이어를 끄면 계획선이 비어 있기 때문에 토공량 면적을 구하기
곤란합니다.
구조물 레이어를 켜면 깎기량 구할 때 구조물 내부를 한번씩 더 선택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체크하면 그림처럼 구조물 레이어를 꺼도 임시선이 있어 토공량 구할 때 편리합니다.

설정 즐겨찾기
현재 모든 설정 상태를 입력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설정을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설정 상태를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설정 상태는 아래 목록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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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3. 깎기부 설정
깎기부 사면 설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선택 후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상대
사면을 상대 사면으로 그립니다.
깎기 높이 기준은 사면이 시작되는 곳 입니다.
횡단 단면별 소단 높이가 동일한 장점이 있으나 사면 시작은 측구 뒤 사면 시작점이기 때문에
측구 형식이 자주 변경되는 곳, 도로 폭이나 편경사 변화가 있는 곳은
소단의 위치가 일률적이지 않아 종단 경사가 낮은 구간은 소단 배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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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사면을 절대 사면으로 그립니다.
깎기 높이 기준은 도로 중심 점입니다.
도로 중심 기준이므로 소단 높이는 횡단 측점별로 다르지만 도로 중심으로 볼 때는 모두
같습니다.
소단 위치는 도로 종단 계획과 동일해 시공 및 소단 배수, 경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첫번째 소단 높이는 표준 높이(5.0m) 보다 커질 수 있어 비탈면 안정 검토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실행 중 도로 중심을 선택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토사, 리핑, 발파 경사
지반 종류별 깎기 사면 경사를 입력합니다.
발파암 소단 높이
발파암에 소단을 넣고 싶을 때 입력합니다.
값이 0 이면 발파암에 소단을 넣지 않습니다.
발파암 소단 폭
발파암에 소단을 넣을 때 소단 폭을 입력합니다.
발파암 소단 높이가 0 이면 값을 입력해도 소단을 그리지 않습니다.
값이 3m 이상과 미만인 경우의 구조물은 아래 측구 설정에서 결정됩니다.
깎기부 소단 높이, 폭
토사, 리핑 구간 소단 높이, 폭을 입력합니다.
소단 최소 높이
토사에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그림처럼 맨 마지막 사면에서 소단이 발생될 때 잔여 높이가 지정한 높이 이하면 소단을
그리지 않습니다

→
토사/리핑 경계부 많은쪽 비탈면 경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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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와 리핑 경계에 사면이 있을 때 높이가 많이 걸리는 쪽 경사를 따라 사면을 그립니다.
- 적용 안한 경우

- 적용한 경우

소단 폭 3m 측구
소단 폭 3m 적용 측구 구조물을 선택합니다.
국토부 형식-5 (4%)

국토부 형식-5 (10%)

도로공사 형식-5 (2007)
절·성토 비탈면 소단측구 개선 검토 (건설관리처-1665, 2007.06.19)

도로공사 형식-5 (2022)
이전 표준과 다른 점은 유출 방지턱 1:0.3 경사가 없는 점입니다.
현장 작업여건을 반영한 배수시설 형상 및 원가 개선 방안 (설계처-2149, 2022.07.08)

DreamPlus

소단 폭 3m 미만 측구 적용
체크하면 소단 폭 3m 미만일 때 측구 구조물을 그립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1.0m, 한국도로공사 1.5m)
깎기비탈면 안정성 증대를 위한 소단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1784, 2016.06.17)
도로공사 형식 5-1 (2022)
현장 작업여건을 반영한 배수시설 형상 및 원가 개선 방안 (설계처-2149, 2022.07.08)

도로공사 형식 5-1 (2016)
깎기비탈면 안정성 증대를 위한 소단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1784, 2016.06.17)
깎기 비탈면 점검시설 개선방안 검토 (설계처-3696, 2018.10.29)

부산청 (2006)
비탈면 배수 시설 개선방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6.8)

3m 미만 측구 안전난간 표시
체크하면 도로공사 소단측구에 그림처럼 안전난간을 표시합니다.
안전난간은 토사, 리핑, 발파 상관 없이 소단측구에 모두 표시됩니다.

소단측구 상, 하단 폭 동일
깎기부 소단측구에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단측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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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해제한 경우
사면 경사에 따라 하단 폭이 결정됩니다.
배면 콘크리트 두께는 일정합니다.
시공 시 절취하는 소단 폭원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체크한 경우
체크하면 사면 경사에 관계없이 상, 하단 폭이 같습니다.
배면 콘크리트 두께는 사면 경사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공 시 절취하는 소단 폭원이 동일합니다.

4. 쌓기부 설정
쌓기부 사면 설정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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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부 경사
5 차 경사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5 차 경사를 따릅니다.
쌓기부 소단 높이, 폭
쌓기부 소단 높이 및 폭원을 입력합니다.
소단 폭은 5 차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5 차를 따릅니다.
쌓기 최소높이
맨 마지막 소단과 원 지반선 높이 차가 지정 높이 이내면 소단을 넣지 않습니다.
3 소단마다 소단측구 적용
쌓기부 3 소단마다 한국도로공사 표준도 소단측구를 적용합니다.
도로공사 형식-6 (2007)
- 설계실무 자료집 1999, 2-13 성토 비탈면 돌붙임 설치방안
- 설계실무 자료집 2003, 2-2-5 성토 비탈면 돌붙임 개선방안
- 설계실무 자료집 2008, 4-1 절성토 비탈면 소단측구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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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형식-6 (2022)
이전 표준과 다른 점은 유출 방지턱 상단 폭이 0.15 입니다.
현장 작업여건을 반영한 배수시설 형상 및 원가 개선 방안 (설계처-2149, 2022.07.08)

5. 실행 절차
① 흙 깎기부, 흙 쌓기부를 선택합니다.
② 좌측 사면 또는 우측 사면 버튼을 누릅니다.
③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은 좌측 사면, 우측은 우측 사면 입니다.
다음같은 명령에 따라 선을 선택합니다.
1) 깎기부

① 사면 시작점 지정
사면이 시작될 점을 지정합니다.
절대 사면이면 횡단 중심점 지정 → 사면 시작점 지정 순서로 실행합니다.
② 발파암 선 선택(없으면 엔터)
발파암 선이 없다면 그냥 엔터 입력합니다.
③ 리핑암 선 선택(없으면 엔터)
리핑암 선이 없다면 그냥 엔터 입력합니다.
④ 토사 선 선택(없으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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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선이 없다면 그냥 엔터 입력합니다.
2) 쌓기부

① 사면 시작점 지정
위 그림처럼 사면이 시작될 점을 지정합니다.
② 지반선 선택
원지반선을 선택합니다.
1.2.12. 깎기부 사면 전개도 그리기

DSR

깎기부 사면 전개도 그리기

기능
 횡단 깎기부 사면 전개도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깎기부 사면 전개도 그리기
명령 : DSR (Draw Slope planaR figur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의 깎기부 사면 전개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사면 전개도는 비탈면 보강 전개도 등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횡단면도의 각 단면마다 사면 꺾인 점을 지정 → 엑셀로 내보내기 → 엑셀의 값을 가져와서
전개도 그리기
개요
이 프로그램은 횡단면도의 각 단면별로 사면의 꺾인 점 정보를 엑셀로 내보내고 이 값을
가져와 전개도를 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선 [횡단 정보 엑셀로 내보내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엑셀로 내보내진 내용은 저장 후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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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 정보 엑셀로 내보내기
각 단면의 사면 정보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Number 측점인 경우 측점 간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됩니다.

횡단면도 축척
횡단면도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소단 판단 경사
사면 선이 지정한 경사 내에 있으면 소단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깎기부 소단은 절대 소단을 제외하고 4% 이므로 적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거리산출 소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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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선의 길이를 산출할 소수 자리수를 입력합니다.
거리 산출
사면 거리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면 거리로 산출
전개도 상 사면 거리를 횡단면도의 실제 길이(사거리)로 산출합니다.
수직 거리로 산출
전개도 상 사면 거리를 횡단면도 상 사면의 수직 높이로 산출합니다.

2. 엑셀로 내보내기 실행 절차
옵션을 설정 후 실행하면 엑셀이 활성화 되면서 아래같은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사면 정보를 저장할 엑셀의 셀 위치를 지정 후 확인을 누르면 캐드에서 다음 과정을
반복합니다.
① 측점 선택 또는 [측점 입력(E)]
도면에 써 있는 측점 문자를 선택하거나 측점을 입력합니다.
측점의 형식은 STA 0+000, STA.0+000, NO 0+00, NO.0+00, 0+000 같은 일반적인 형식과
숫자를 지원합니다.
도면에서 측점 문자를 선택하면 체인의 실제 거리가 계산되어 엑셀에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STA 1+500 을 선택했다면 엑셀에 입력되는 값은 1500 입니다.
예를 들어 20m 간격의 Number 측점, NO 1+10 을 선택했다면 엑셀에 입력되는 값은 30
입니다.
문자가 써 있지 않다면 직접 측점을 입력할수도 있습니다.
② 계산 기준 EL 값 문자 선택또는 [EL 값 입력(E)]
사면 전개도의 EL 을 계산할 기준이 되는 문자를 선택합니다.
주로 토적표 상의 지반고나 계획고 문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도면에 써진 문자가 숫자가 포함된 문자(예 : 'EL=00.00')라도 인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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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택한 EL 에 해당하는 기준점 지정
횡단면도에서 앞서 선택 또는 입력한 EL 에 해당하는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④ 사면 시작점 지정
현재 횡단면의 깎기부 사면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을 예로 들어 맨 아래 처음 사각형 표시 점입니다.

⑤ 꺾인 점 지정
현재 깎기부 사면이 꺾이는 점(소단 점)을 지정합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각 사면 소단 부분 사각형 표시 점입니다.
더 이상 꺾인 점이 없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마지막 꺾인 점은 사면 상단 끝 점을 지정합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사면 상단 맨 위 사각형 표시 점입니다.
즉, 이 과정은 맨 마지막 사면 상단 끝 점을 지정해 완료(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기
전까지 반복됩니다.
사면 상단 끝 점 지정이 완료되면 다음 단면 입력을 위해 ① 측점 선택 또는 [측점 입력(E)]: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엑셀로 내보낸 결과
모든 단면 입력이 끝나 엑셀로 내보낸 결과는 아래 그림처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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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셀 정보로 전개도 그리기
엑셀에 기록된 사면 정보로 도면에 전개도를 그립니다.

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Number 측점인 경우 측점 간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됩니다.

H 축척, V 축척
전개도가 그려질 수평(H), 수직(V) 축척을 지정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아래 그림같은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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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높이
전개도에 측점, 계획고가 표시되는 표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아래 문자 높이보다 두 배 정도 크게 입력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문자 높이, 문자 폭
전개도에 표시되는 측점, 계획고 문자의 높이 및 폭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준 레이어 사용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색상 번호에 따른 레이어를 만들고 전개도를 그립니다.

4. 전개도 그리기 실행 절차
① 전개도를 그릴 엑셀 데이터 선택
앞서 내보냈던 엑셀의 사면 정보가 있는 전체 범위를 아래 그림처럼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② 전개도 삽입 점 지정
캐드 도면에 전개도를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전개도가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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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하천 횡단 레벨 표시

DCEM

하천 횡단 레벨 표시

기능
 횡단 좌, 우측에 E.L 폴대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횡단 → 하천 횡단 레벨 표시
명령 : DCEM (Draw Cross-section Elevation Ma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 같은 횡단 좌, 우측 E.L 폴대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지반선이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1. 실행 방식

일괄 처리
여러 횡단면을 한번에 일괄 처리합니다.
여러 횡단 일괄 처리를 위해 지반고 가져올 위치는 지반 중심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처리 방식 및 상세 실행 절차는 '3-1) 일괄 처리 실행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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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하나씩 처리
횡단면 하나씩 처리하고 일괄 처리가 곤란할 때 사용합니다.
상세 실행 절차는 '3-2) 단면 하나씩 처리 실행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2. 기본 설정

횡단면도 축척
횡단면도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E.L 숫자 간격
폴대에 표시할 E.L 의 간격으로 1m, 2m, 5m 중 선택합니다.

폴 표기 위치
횡단 중심 기준 좌, 우 모두 표시할지 좌 또는 우측만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폴 표기 거리
횡단 중심에서 폴대까지 떨어진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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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높이 고정, 가변
고정 : 지반선의 최저, 최고 높이에 관계 없이 고정된 높이의 폴을 그립니다.
가변 : 지반선의 최저, 최고 높이에 맞춰 폴 높이가 변화됩니다.
기타 설정
폴대의 글꼴, 문자 높이, 레이어 등을 설정합니다.

3. 실행 절차
3-1) 일괄 처리 실행 절차
일괄 처리는 횡단 중심선에서 지반고 문자의 위치가 각 단면별로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각 단면별로 지반고 위치를 자동으로 얻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위치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비슷한 위치에는 있어야
합니다.
지반고 문자 위치 영역은 아래 실행 과정만 주의하면 됩니다.
① 검색할 지반선 선택
횡단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일괄 실행할 때 여기서 선택한 지반선의 레이어만 검색해 처리합니다.

② 검색할 중심선 선택
횡단 지반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일괄 실행할 때 여기서 선택한 중심선 정보를 검색해 처리합니다.

③ 검색할 지반고 위치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검색할 지반고 위치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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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다른 문자(예 : 측점)가 가깝게 있다면
아래처럼 지반고는 걸리지만 영역이 다른 문자와 간섭 없게 지정합니다.
위 그림처럼 지정하면 영역 내 다른 문자가 먼저 찾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면별로 지반고 위치는 여기서 지정한 영역 내 또는 영역에 걸려야 합니다.

④ 처리할 횡단의 중심선들 모두 선택
일괄 처리할 횡단의 중심선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횡단 중심선과 지반선 레이어가 같다면 지반선도 함께 선택될텐데 상관 없습니다.

중심선들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완료됩니다.

3-2) 단면 하나씩 처리 실행 절차
① 기준 EL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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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기준이 되는 지반고 EL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② 지반선 선택
횡단 지반선을 선택합니다.

③ EL 기준점 지정
앞서 선택한 EL 문자에 해당하는 기준점(지반 중심점 등)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① ~ ③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연속해서 여러 단면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1.3. 선형
1.3.1. 클로소이드 그리기

DCLO

클로소이드 그리기

기능
 클로소이드 선형을 그리거나 객체를 선택해 A 값을 찾습니다.
 기본형, 1:N:1 기본형, 난형, S 형, 이중난형의 A 값을 자동으로 찾고 선형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클로소이드 그리기
명령 : DCLO (Draw CLOthoid curv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크게 단위 선형과 A 값 찾기 두 개가 있습니다.
각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에 맞는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단위 선형 : 도면에서 IP 를 선택해 단곡선 또는 클로소이드 선형, 단위 클로소이드를 그립니다.
A 값 찾기 : 도면에서 선, 원을 선택해 A 값을 찾고 선형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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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 선형
1-1) 선형그리기
원곡선 또는 일반 클로소이드 그릴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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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1, A2 값을 입력 후 [선형 그리기]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IP 점을 지정해 선형을 그립니다.
도면에서 점을 지정할 때 시작 점, 종료 점은 각도를 계산하기 위한 점이므로 IP 선상의
아무점이나 지정해도 됩니다.
A1, A2 값 없이 R 값만 입력한 경우 원곡선 선형이 그려집니다.
A1, A2 값이 입력되면 클로소이트 선형이 그려집니다.
A1, A2 는 서로 값이 다르거나 어느 한 쪽이 0 이어도됩니다.
선형이 그려지면 위의 화면에 A1, R, A2 의 곡선길이, 비율과 [지우고 다시 그리기] 버튼이
활성됩니다.
만약 비율이나 선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시작점, IP, 종료점를 다시 지정할 필요없이 R, A1, A2 값을 다시 입력 후 [지우고 다시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입력한 제원으로 선형이 다시 그려집니다.

1-2) 단위 클로소이드

입력한 R, A 값으로 기본 클로소이드를 그립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도면에서 지정하는 IP 점은 각도와 접선 방향을 알기위한 점이므로 실제
IP 가 아니어도됩니다.
선형이 그려지면 클로소이드 길이가 표시되고 [지우고 다시 그리기] 버튼이 활성됩니다.
선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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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IP 점 등을 다시 지정할 필요없이 R, A 값을 다시 입력 후 [지우고 다시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입력한 제원으로 선형이 다시 그려집니다.

2. A 값 찾기
A 값 찾기는 도면에 그려진 객체(선, 원, 호...)를 선택해 객체 사이에 설치되는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값을 찾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클로소이드 형태에 따라 도면에 선이나 원 등이 미리 그려져 있어야합니다.

2-1) 기본형
기본형은 그림처럼 직선-클로소이드-원의 결합 형태입니다.
[A 값 찾기] 버튼을 클릭 후 도면에서 선과 원을 선택해 이 사이에 설치되는 클로소이드 A 값을
찾고 선형을 그립니다.
선과 원을 선택할 때 좌측 방향으로 선택하면 좌측으로 선형이 그려지고 우측 방향으로
선택하면 우측으로 선형이 그려집니다.
즉,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향대로 선형의 방향이 그려집니다.

A 값 정수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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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임의로 그려진 선과 원 사이에 찾은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를 정수로 맞춰
클로소이드를 다시 그립니다.
정수 맞춤은 A 값을 1m, 5m, 10m 단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찾은 A 값 100.5678 을 5m 단위로 맞추면 5m 단위로 가장 가까운 값인
100 으로 A 값을 맞춥니다.
A 값을 정수로 맞추려면 선택한 두 개의 객체 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이동되므로 이동 객체를
먼저 지정해야합니다.
객체가 이동되면 이동된 객체를 다시 그리고 이동된 거리가 표시됩니다.
A 값 직접 입력
A 값을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위에 A 값 정수 맞춤 후 1m 단위가 아닌 소수 단위로 맞출때나 임의의 A 값을 지정해 그릴 때
사용합니다.

2-2) 기본형 1:N:1
완화곡선:원곡선:완화곡선 중 원곡선을 지정한 길이 비율로 맞출 경우의 A 값을 찾습니다.

원곡선 반지름 R
원곡선의 곡선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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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선 길이비율 N
클로소이드와 원곡선의 비율에서 원곡선이 차지할 비율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 입력하면 완화곡선과 원곡선 비율이 1:2:1 선형를 그립니다.
도면에서 점을 지정할 때 시작 점, 종료 점은 각도를 계산하기 위한 점이므로 IP 선상의
아무점이나 지정해도 됩니다.
선형이 그려지면 위의 화면 부분에 A1, 원곡선 R, A2 의 곡선길이와 비율이 나타나며 [지우고
다시 그리기] 버튼이 활성됩니다.
만약 비율이나 선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시작 점, IP, 종료 점를 다시 지정할 필요없이 R, N 값을 다시 입력 후 [지우고 다시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입력한 제원으로 선형이 다시 그려집니다.

2-3) 난형
큰원이 작은 원을 완전히 포함할 때 원과 원 사이에 클로소이드를 넣습니다.
[A 값 찾기] 버튼을 클릭 후 도면에서 작은 원과 큰 원을 선택해 이 사이에 설치되는
클로소이드 A 값을 찾고 선형을 그립니다.
원과 원을 선택할 때 좌측 방향으로 선택하면 좌측으로 선형이 그려지고 우측 방향으로
선택하면 우측으로 선형이 그려집니다.
즉,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향대로 선형의 방향이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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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정수 맞춤
도면에 임의로 그려진 원과 원 사이에 찾은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를 정수로 맞춰
클로소이드를 다시 그립니다.
정수 맞춤은 A 값을 1m, 5m, 10m 단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찾은 A 값 100.5678 을 5m 단위로 맞추면 5m 단위로 가장 가까운 값인
100 으로 A 값을 맞춥니다.
A 값을 정수로 맞추려면 선택한 두 개의 객체 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이동되므로 이동 객체를
먼저 지정해야합니다.
객체가 이동되면 이동된 객체를 다시 그리고 이동된 거리가 표시됩니다.

2-4) S 형
두 원이 떨어져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 두 원 사이에 클로소이드를 넣습니다.
[A 값 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도면에서 두 원을 선택해 이 사이에 설치되는 클로소이드 A 값을
찾고 선형을 그립니다.
클로소이드를 찾은 후 노란색 IP 선이 도면에 함께 그려집니다.
원과 원을 선택할 때 좌측 방향으로 선택하면 좌측으로 선형이 그려지고 우측 방향으로
선택하면 우측으로 선형이 그려집니다.
즉,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향대로 선형의 방향이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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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같음
두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값이 같도록 찾아 그립니다.
A 값 다름
L 값 같음 : 두 클로소이드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곡선 반지름 비율에 따라 A 값을 찾아
그립니다.
A 값 직접입력 : 두 클로소이드의 A 값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 그립니다.
직접 입력의 경우 두 원 선택 후 프로그램에서 곡선 반지름 비율에 따른 적합한 A 값을
보여주므로 어느 정도의 A 값을 넣어야할지 파악이 쉽습니다.
직접 입력한 경우 두 클로소이드 사이에 짧은 직선이 없이 BTC 가 서로 같게 되므로 두 원 중
하나가 이동이 되어야합니다.
이 때 이동되는 원은 이동 객체 옵션에서 작은 원 또는 큰 원을 지정하면 됩니다.
두 원의 위치가 고정되도록 하려면 "두 원 위치 고정"에 체크합니다.
두 원의 위치가 고정되는 대신 두 클로소이드 사이에 짧은 직선이 들어가게됩니다.
두 원의 위치가 고정인 경우는 프로그램 창에 짧은 직선 길이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표기됩니다.
A 값 정수 맞춤
도면에 임의로 그려진 원과 원 사이에 찾은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를 정수로 맞춰
클로소이드를 다시그립니다.
A 값을 자동으로 찾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A 값 같음 옵션과 A 값 다름 중 L 값 같음
옵션 사용시에만 정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정수 맞춤은 A 값을 1m, 5m, 10m 단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찾은 A 값 100.5678 을 5m 단위로 맞추면 5m 단위로 가장 가까운 값인
100 으로 A 값을 맞춥니다.
A 값을 정수로 맞추려면 선택한 두 개의 객체 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이동되므로 이동 객체를
먼저 지정해야합니다.
객체가 이동되면 이동된 객체를 다시 그리고 이동된 거리가 표시됩니다.
L 값 같음인 경우 정수 맞춤을 하면 A 가 정수로 변하므로 두 L 값이 똑같아질 수는 없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2-5) 이중 난형
두 원이 교차하거나 떨어져 있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 두 원 사이에 클로소이드를
넣습니다.
[A 값 찾기] 버튼을 클릭 후 도면에서 두 원을 선택해 이 사이에 설치되는 클로소이드 A 값을
찾고 선형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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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소이드를 찾은 후 노란색 IP 선이 도면에 함께 그려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원-클로소이드-클로소이드-원의 구조를 갖도록 그립니다.
클로소이드 사이에 짧은 직선이 있는 경우 선형이 움푹해 보이므로 짧은 직선은 피해야하며
이중난형은 원-클로소이드-원-클로소이드-원의 구조를 갖도록 두 원을 완전히 포함한
보조원을 그려서 두개의 난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조원을 그리는 경우는 두개의 난형 조합이므로 이 프로그램의 난형 부분에서 그려
편집하거나 단위클로소이드를 그려 편집해야합니다.
이중 난형 역시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향과 위치에 선형이 그려집니다.

A 값 같음
두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값이 같도록 찾아 그립니다.
A 값 다름
L 값 같음 : 두 클로소이드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곡선 반지름 비율에 따라 A 값을 찾아
그립니다.
A 값 직접입력 : 두 클로소이드의 A 값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 그립니다.
직접 입력한 경우는 두 원 중 하나가 이동이 되어야합니다.
이 때 이동되는 원은 이동 객체 옵션에서 작은 원 또는 큰 원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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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정수 맞춤
도면에 임의로 그려진 원과 원 사이에 찾은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를 정수로 맞춰
클로소이드를 다시그립니다.
A 값을 자동으로 찾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A 값 같음 옵션과 A 값 다름 중 L 값 같음
옵션 사용시에만 정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정수 맞춤은 A 값을 1m, 5m, 10m 단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찾은 A 값 100.5678 을 5m 단위로 맞추면 5m 단위로 가장 가까운 값인
100 으로 A 값을 맞춥니다.
A 값을 정수로 맞추려면 선택한 두개의 객체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이동되므로 이동 객체를
먼저 지정해야합니다.
객체가 이동되면 노란색으로 이동된 객체를 다시 그리고 이동된 거리가 표시됩니다.
L 값 같음인 경우는 정수 맞춤을 하면 A 가 정수로 변하므로 두 L 값이 똑같아질 수는 없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3. 옵션 설정

선형 제원 쓰기
체크하면 선형에 A, R 등의 제원을 표시합니다.
선형 계산 간격
클로소이드 선형은 지정한 값에 따라 간격을 계산해 그려야합니다.
짧게 지정할 필요없이 위 그림처럼 1m 정도가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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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및 색상
그려지는 선형의 레이어 및 색상을 결정합니다.
1.3.2. 선형에 측점 쓰기

DSTA

선형에 측점 쓰기

기능
 선택한 선형에 다양한 옵션으로 측점을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선형에 측점 쓰기
명령 : DSTA (Draw STAtion numb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형에 측점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도로 선형에 적용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선형에도 다양하게
측점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1. 측점 선 및 원
측점을 표기하는 선과 원에 대한 옵션입니다.

측점 표기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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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 표시 간격
측점 표시할 간격을 입력합니다.
측점 선의 길이
측점 표시할 선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선형 시작 거리
선형의 처음 시작 거리를 입력합니다.
보통 0 이겠지만 Broken Chain 이나 분리 차선 등 선형 또는 거리가 끊어지는 경우 또는 새로
거리가 시작될 때 사용합니다.
숫자 또는 0+000 같은 측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선택한 부분이 시점이 되도록 표기
선형(폴리선)이 그려진 방향과 관계없이 선택한 부분이 시점이 되도록 측점을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폴리선이 그려진 방향에 따라 측점을 표기합니다.
측점에 원 표시 간격
체크하면 입력한 간격의 측점에 원을 표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100m 마다 측점에 원이 그려진 선형입니다.
종점은 입력한 간격이 아니더라도 항상 원이 표시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측점 0+000 형식 유지
이 옵션은 STA 측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100m 미만 측점은 0+000 형식에 맞춥니다.
예를 들어 선형에서 20m 되는 점에서
체크하면 : 0+020 으로 표기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 0+20 으로 표기됩니다.
측점 및 좌표 엑셀로 내보내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측점 문자 및 좌표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주의 사항
원곡선 구간은 상관 없지만 클로소이드 구간의 좌표는
설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좌표와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설계 프로그램은 선형 제원으로 좌표를 계산하지만
캐드용 프로그램은 도면에 그려진 선형 객체로 지정 거리마다 좌표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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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차이 정도는 설계, 측량, 공사 시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2. 측점 문자

측점 문자 표시
체크하면 측점에 문자를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측점에 문자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Km 표시간격
측점 문자를 표시할 간격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측점에 원을 표시하는 간격과 같은 100m 입니다.
선형에서 Offset
선형에서 측점 문자의 하단까지 거리입니다.
값을 크게 입력할수록 측점 문자는 선형에서 멀어집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측점을 표기할 문자 특성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문자 글꼴, 레이어, 높이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체인 소수 자리
정체인 측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Station 측점일 때 예를 들어 0 으로 지정하면 1+200, 4 로 지정하면 1+200.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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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소수 자리
종점은 소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이 값을 지정해도 종점이 정수로 끝나면 정체인 소수 자리와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종점이 소수로 끝날 때만 종점 소수 자리 설정을 따릅니다.
선형에 수직으로 측점 문자 쓰기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측점을 선형에 수직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선형의 아래 쪽에 측점 문자 쓰기
체크하면 선형의 위쪽(왼쪽)이 아닌 아래쪽(오른쪽)에 측점 문자를 표기합니다.
Km 문자 표시 생략
이 옵션은 STA 측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예를 들어 1+000, 1+100, 1+200 ... 2+000 에서
1+000, 100, 200 ... 2+000 으로 표기합니다.
즉, 1Km 단위를 제외한 중간 측점들은 Km 표시를 생략하고 표기합니다.
No 체인 정체인 뒤 +0 표기 안함
이 옵션은 NO 측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정체인 뒤 +0 값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O 0+0 에서 뒤에 +0 을 버리고 NO 0 으로만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정체인 소수 자리 값을 1 이상 설정하더라도 뒤에 +0 을 버립니다.

3. 엑셀 측점 목록으로 쓰기

엑셀에 기록된 측점 목록 (또는 누가거리 목록)을 가져와 선형에 측점을 표기합니다.
기록된 목록으로만 표기하므로 + 체인이나 원하는 측점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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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측점] 버튼을 눌러 실행, 그림처럼 엑셀의 측점 목록 범위를 지정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엑셀에는 한 열에 누가거리 숫자 또는 0+000 같은 측점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체인 문자 표기
체크하면 엑셀에서 가져온 측점에 모두 측점 문자를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에서 가져온 측점이 측점 문자 옵션의 '표시간격'과 맞을 때만 측점 문자를
표기합니다.

4. 기타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값들이 모두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기본값 복원하면 레이어는 표준 체계에 맞는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1.3.3. 측점 표기

STT

측점 표기

기능
 평면도 등에 표기하는 측점 문자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측점 표기
명령 : STT (STation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도에 시, 종점 인출선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1. 기본 설정
실행 방식
실행 방식은 3 개 중 선택해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와 간략한 실행 절차는 아래와 같고 상세 실행 절차는 '5. 실행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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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 점지정은 선형 중심선 상의 점이 아닌 선형 외측 구조물 시, 종점을 지정해도 됩니다.
1) 도면 시점, 종점 지정
두 점을 지정해 인출선을 표기합니다.

① : 선형 선택
② : 인출선 표기 첫번째 점 지정
③ : 인출선 표기 두번째 점 지정
④ : 연장 산출 옵션이 '선택한 객체 길이'일 때 연장을 산출할 객체들 선택
⑤ : 인출선 표기 방향 [좌(L)/우(R)]
이후 ② ~ ⑤ 반복
표기된 XXXX 는 '연장 문자' 설정에 입력된 문자가 표기됩니다.
2) 엑셀 시점, 종점 목록
엑셀 목록으로 일괄 인출선을 표기합니다.
엑셀에는 시점, 종점, 위치, 문자, 연장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 선형 선택
② : 엑셀 목록 선택
3) 한 점씩 사용자 지정
연장 표기나 중심선 복사 없이 측점만 표기합니다.
중심선을 미리 복사해 놓고 측점만 좌, 우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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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형 선택
② : 인출선 표기할 점 지정 또는 측점 입력
③ : 인출선 표기 방향 [좌(L)/우(R)/모두(A)]

연장 소수
표기할 연장의 소수 자릿수를 선택합니다.
중심선 Offset
체크하면 인출선 표기 위치에 중심선을 Offset 복사해 인출선에 맞게 자릅니다.
체크 해제하면 인출선만 표기합니다. 해제는 미리 선형을 Offset 복사해 놓은 경우 해제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연장의 앞, 뒤에 표기할 문자입니다.
연장 산출
실행 방식 - 도면 시점, 종점 지정 사용할 때 활성됩니다.
중심 선 사이 연장 : 연장을 중심 선 상의 연장으로 표기합니다.
선택한 객체 길이 : V 형 측구 등 도로 외측 구조물 선들을 선택해 이 길이를 연장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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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문자
실행 방식 - 도면 시점, 종점 지정 사용할 때 활성됩니다.
지정한 두 점의 구조물 명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V 형측구(형식-1)'을 입력했다면 두 점 지정할 때마다 이 명칭이 표기됩니다.
측점 표기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측점 간격
측점이 Number 측점일 때만 활성되며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시작 거리
분리 구간 등 선형의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선형의 시작 측점을 알고 있을 때는 거리 값을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해 사용합니다.
선형의 시작 측점을 모르거나 애매할 때는 '도면 지정'을 체크합니다.
'도면 지정'은 실행 중 도면에 측점 값을 알고 있는 측점을 지정해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레이어

인출선과 측점 문자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측점 문자
도면에 표기할 측점 문자 관련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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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높이, 폭
도면에 표기할 측점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수에서 반올림/올림/내림
도면에서 지정한 점의 거리 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 선택한 점의 중심선 기준 거리가 1,234.5678 일 때
소수 0 에서 반올림하면 1,235 입니다.
소수 1 에서 반올림하면 1,234.6 입니다.
소수 1 에서 내림하면 1,234.5 입니다.
측점 표기 소수 자리
거리 값을 측점으로 표기할 때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점의 거리가 1,234 일 때
소수 자리를 1 로 지정하면 표기되는 측점은 STA 측점 기준 STA 1+234.0 으로 표기합니다.
위 '소수에서 반올림/올림/내림' 옵션과 함께 사용하면 아래같은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 선택한 점의 중심선 기준 거리가 1,234.5678 일 때
소수 1 에서 반올림 = 1,234.5
측점 표기 소수 자리 2 = STA.1+234.50
문자 표기 거리
문자를 중심선 기준 거리에 표기할지 인출선 끝 기준 거리에 표기할지 선택합니다.
선형 중심에서 거리로 설정하면 문자 위치가 항상 선형 기준 동일 거리 선상에 표기됩니다.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4. 인출
인출선과 점(Dot) 표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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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 인출 시작, 끝 거리
인출선을 표기할 때 선형 중심 기준 얼마를 띄워 그릴지 설정합니다.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인출선 표기
체크하면 인출선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인출선을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Dot 표기
체크하면 Dot 표기를 합니다.
직경에는 Dot 의 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Dot 를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5. 실행 절차
① 선형 선택
도면에서 선형을 선택합니다
외부 참조, 블록 내부의 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형 진행 방향이 맞습니까? [예(Y)/아니오(N)]
선형이 선택되면 그림처럼 가상의 화살표가 표기되고 선형 진행 방향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기본값이 '예(Y)' 이므로 맞다면 Y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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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살표는 줌하거나 Regen 하면 도면에서 사라지는 가상 임시 선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실행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5-1) 도면 시점, 종점 지정
② 인출선 표기 첫번째 점 지정
인출선 표기 첫번째 ~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정확히 중심선 상의 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 외측의 구조물 점 등을 지정해도 그 점에서 선형에 수직점을 찾아 측점을 표기합니다.

③ 인출선 표기 두번째 점 지정

④ 연장을 산출할 객체들 선택
연장 산출 옵션이 '선택한 객체 길이'일 때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V 형 측구 등 도로 외측 구조물 선들을 선택해 이 길이를 연장으로 표기합니다.
연장 산출 옵션이 '중심 선 사이 연장'이면 중심선 사이 거리를 연장으로 표기합니다.
⑤ 인출선 표기 방향 [좌(L)/우(R)]
인출선이 그려질 방향 옵션을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된 옵션은 다음 변경 전까지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합니다.
한번 입력 후 다음부터는 변경 전까지 계속 엔터만(엔터, 스페이스, 마우스 오른쪽 등)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인출선과 측점 문자 등이 표기됩니다.
구조물 명칭은 '연장 문자' 옵션에 입력된 값이 표기됩니다.
② ~ ⑤ 과정은 ESC 키나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5-2) 엑셀 시점, 종점 목록
② 엑셀 목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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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엑셀에 시점, 종점, 위치, 문자, 연장 목록 범위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시점, 종점은 숫자 또는 측점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치는 '좌 또는 우' 한글 'L 또는 R' 영문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엑셀 목록 선택을 완료하면 인출선과 측점 문자 등이 표기됩니다.

5-3) 한 점씩 사용자 지정
② 인출선 표기할 점 지정 또는 측점 입력
선형에서 원하는 점을 지정하거나 측점을 직접 입력합니다.
정확히 중심선 상의 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 외측의 구조물 점 등을 지정해도 그 점에서 선형에 수직점을 찾아 측점을 표기합니다.
측점을 입력하는 경우는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③ 인출선 표기 방향 [좌(L)/우(R)/모두(A)]
인출선이 그려질 방향 옵션을 입력합니다. 모두는 좌, 우 모두입니다.
한번 입력된 옵션은 다음 변경 전까지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합니다.
한번 입력 후 다음부터는 변경 전까지 계속 엔터만(엔터, 스페이스, 마우스 오른쪽 등)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인출선과 측점 문자가 표기됩니다.
② ~ ③ 과정은 ESC 키나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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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선형 측점 조회

GST

선형 측점 조회

기능
 선형에서 지정한 점의 측점을 조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선형 측점 조회
명령 : GST (Get STation numb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 선형에 지정한 점의 측점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외부참조나 블록 객체 안의 선형도 측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DreamPlus

1. 설정
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시작 거리
분리 구간 등 선형의 시작 측점이 0 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1) 도면에서 지정
선형의 시작 측점을 모를 때 도면에서 직접 지정합니다.
실행 중 도면에 측점 값을 알고 있는 측점을 지정해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직접 입력
선형의 시작 측점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측점을 누가거리 숫자 또는 0+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측점 간격
측점이 Number 측점일 때만 활성되며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축척
도면에서 선택할 선형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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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즉, 축척 1,000 이 아닌 1,200 같은 도면에서 측점을 알고 싶을 때 해당 축척을 입력합니다.
소수 자리
조회된 측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측점 도면에 쓰기
체크하면 조회한 측점을 도면에 문자로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조회한 측점은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문자 높이
측점을 도면에 표기할 때 문자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크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말
측점 앞에 표기할 문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STA.' 입력하면 도면에 STA.0+000 이 표기됩니다
문자 방향
문자의 각도입니다. 0 도, 선형 방향대로, 선형에 수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측점 0+000 형식 유지
체크하면 측점을 0+000 형식에 맞춥니다.
예를 들어 선형에서 10m 되는 점을 지정했을 때
체크하면 : 0+010 으로 표기되고 체크 해제하면 : 0+10 으로 표기됩니다.
측점을 거리로 표기
체크하면 측점을 0+0 형식이 아니라 거리 값 그대로 도면에 표기합니다.
교차되는 선 선택 측점 쓰기
이 버튼으로 실행하면 선형과 교차되는 선들을 일괄 선택해
교차되는 점에 선형의 측점을 표기합니다.

2. 점 지정 실행 절차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① 측점을 조회할 선형 선택
도면에서 측점을 조회할 선형을 선택합니다.
외부 참조, 블록 내부의 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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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형 진행 방향이 맞습니까? [예(Y)/아니오(N)]
선형이 선택되면 그림처럼 가상의 화살표가 표기되고 선형 진행 방향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기본값이 '예(Y)' 이므로 맞다면 Y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화살표는 줌하거나 Regen 하면 도면에서 사라지는 가상 임시 선입니다.
③ 측점을 조회할 점 지정
선형에서 측점을 알고싶은 점을 지정합니다.
정확히 중심선 상의 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 외측의 구조물 점 등을 지정해도 그 점에서 선형에 수직점을 찾아 측점을 표기합니다.
ESC 키나 엔터(스페이스바) 눌러 종료 전까지 조회할 점 지정은 반복됩니다

3. 교차선 선택 실행 절차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① ~ ② 선형 선택 과정은 위 점 지정과 동일합니다.
③ 선형과 교차되는 측점 표기할 선들 선택
도면에서 선형과 교차되는 선들을 선택합니다.
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선들과 선형의 교차점에 측점을 표기합니다.
1.3.5. 측점 문자 거리 계산

CST

측점 문자 거리 계산

기능
 측점 문자를 선택해 두 측점간의 거리를 계산, 도면에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측점 문자 거리 계산
명령 : CST (Calculate Station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측점 문자를 선택해 두 측점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두 개의 STA 측점 또는 NO 측점 문자를 선택 후 측점간의 연장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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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설정

측점 구분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측점 간격
측점이 Number 측점일 때만 입력합니다.
Number 측점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소수 자리
계산될 측점 간의 거리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기존 문자 수정
도면에 이미 써있는 문자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도면에 계산 값 쓰기
계산된 거리 값을 도면에 직접 씁니다.
결과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계산된 거리가 1000 이 넘는 경우 거리 값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삽입합니다.

2. 문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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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꼬리말
계산된 거리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머리말 꼬리말을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L=' 입력하면 도면에 L=000.00 같은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레이어
'도면에 계산 값 쓰기' 사용할 때만 활성되는 설정입니다.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의 특성을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특성 및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실행 절차
① 첫번째 측점 문자 선택
도면의 측점 문자를 선택합니다.
큰 측점을 먼저 선택하든 작은 측점을 먼저 선택하든 상관 없습니다.
② 두번째 측점 문자 선택
거리 값을 계산할 두번째 측점 문자를 선택합니다.
③ 내용을 수정할 문자 선택 또는 계산된 문자를 삽입할 점 지정
기존 문자를 수정할지 도면에 계산값을 쓸지 설정에따라 표기됩니다.
기존 문자를 수정할 경우는 수정할 문자가 도면에 있어야합니다.
① ~ ③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3.6. 원곡선 선형 IP 그리기

MIP

원곡선 선형 IP 그리기

기능
 원곡선으로 이루어진 선형의 IP 를 찾고 IP 선과 제원을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원곡선 선형 IP 그리기
명령 : MIP (Make I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직선+원곡선으로 이루어진 선형의 IP 를 찾고 IP 선과 제원을
표기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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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상의 선형

프로그램 실행 후

보통 도로 설계시 도로 선형을 캐드에서 직접 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드에서 직접 작도한 경우 나중에 설계 프로그램에 IP 제원을 입력하기위해 추가 작업을
해야합니다.
도로 중 부체 도로나 단순 직선+원곡선으로 이루어진 도로는 이 프로그램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선+원곡선으로 이루어진 선형만 IP 제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DreamPlus

간략 실행 절차
① [선형 선택] 버튼으로 도면의 선형 선택
② 필요 시 [IP 그리기] 버튼으로 선형에 IP 제원을 표기
③ 필요 시 [내보내기] 버튼으로 엑셀에 IP 제원 내보내기 → 설계 프로그램에 붙여 넣기

1. 기능
좌표 소수 자리
각 IP 제원을 계산할 좌표의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소수 자리 제한 없음에 체크하면 소수 12 자리 정도까지 좌표 값을 가져옵니다.
설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제원이면 5 ~ 6 자리 정도로 설정합니다.
1) 선형 선택
캐드 상에 폴리선으로 그려진 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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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형 중 선택한 쪽을 시점으로 판단 후 IP 제원 및 R 값을 가져옵니다.
2) IP 그리기
계산된 IP 제원으로 도면에 IP 및 BC, EC 등 선형 제원을 표기합니다.
IP 그리기는 프로그램 아래 'IP 및 표 설정'에 따릅니다.
3) IP 표 그리기
가져온 IP 제원으로 도면에 IP 제원 표를 그립니다.
표는 프로그램 아래 'IP 및 표 설정'의 표 문자 높이, 표 소수 자리 설정을 사용합니다.
IP 표는 아래 그림처럼 설계 프로그램 RoadProjector 의 형식대로 그립니다.

4) 내보내기
계산된 IP 제원과 R 값을 엑셀로 내보냅니다.
내보낸 제원을 엑셀에서 복사해 설계 프로그램에 붙여넣을 때도 사용합니다.

2. IP 및 표 설정
IP 번호 문자
체크하면 각 IP 마다 IP 가 몇 번인지 번호 문자를 표기합니다.
BC, EC 문자
체크하면 각 IP 의 BC, EC 점에 측점과 BC, EC 표기를 합니다.
곡선 반지름 R 값
체크하면 각 원곡선마다 곡선반지름을 R=000.00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문자 높이 및 글꼴
IP 번호 및 BC, EC 제원을 표기할 문자의 크기 및 글꼴 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크기 및 글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및 IP 선 등의 레이어는 건설 CALS 표준에 따르고 별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BC, EC 측점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BC, EC 측점 간격

Page197

DreamPlus

Page198

BC, EC 제원에 측점을 표기할 때 계산할 간격 값을 입력합니다.
BC, EC Offset
BC, EC 문자에서 예를 들어 측점이 STA.1+000.000 이라면 이 문자의 맨 앞과 선형 중심선과
떨어진 거리 입니다.
BC, EC 소수 자리
BC, EC 문자의 측점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R 값 소수 자리
곡선 반지름 R 값 문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표 문자 높이
IP 제원 표 문자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소수 자리
IP 제원 표에 표기되는 각종 제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선형 시작 거리
입력한 시작 거리를 기준해 선형의 BC, EC 측점 문자를 표기합니다.
1.3.7. 객체에 접선, 접원 그리기

TPL

객체에 접선, 접원 그리기

기능
 선택한 선형 객체의 한 점에 접하는 선, 원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객체에 접선, 접원 그리기
명령 : TPL (Tangent Perpendicular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형 객체의 한 점에 접하는 선, 원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쉽게 그릴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지정한 점에 접선, 수직선, 접원 세가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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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접선 그리기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선형 객체와 접하는 선을 그립니다.

수직선 그리기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선형 객체의 한점과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립니다.

접하는 원 그리기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선형 객체와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레이어
그려지는 선, 원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정한 점에서 객체 끊기
체크하면 선택한 선형 객체와 접하는 선, 원을 그리고 그 점을 끊습니다.
선택한 선형 객체가 끊어지는 것이므로 그려진 후 트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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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절차
위 세가지 방식에 따라 메시지 표시만 약간 다를뿐 공통적으로 아래 과정입니다.
① 객체 선택
도면에서 선형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점 지정
선택한 선형 객체상 접선, 수직선, 접하는 원을 그릴 점을 지정합니다.
③ 길이, 반지름 입력
접선, 수직선의 경우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접하는 원의 경우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번 실행 시 값이 같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만
입력하면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도면에 선 또는 원이 그려집니다.
④ 방향을 반대로 하시겠습니까? [Y/N]
그려진 선, 원이 반대로 그려졌다면 이 명령에서 Y 입력합니다.
제대로 그려졌으면 N 이 기본값이므로 엔터 입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1.3.8. 원곡선 반지름 찾기

FIR

원곡선 반지름 찾기

기능
 IP 선과 원 곡선 중심이 지나갈 점을 지정해 원곡선 반지름을 찾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선형 → 원곡선 반지름 찾기
명령 : FIR (FInd Radiu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로 선형의 원곡선 반지름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아래 그림처럼 기존 도로에 연결로를 붙이기위해 빨간색의 연결로 IP 를 그려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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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중심이 파란색 기존 도로의 중심에 가깝게 가려면 얼마의 곡선 반지름이 필요한지 알고
싶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선 미리 IP 선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실행 절차
① 시작 점 지정
시점 부분 IP 선 상의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② IP 점 지정
IP 점을 지정합니다.
③ 끝 점 지정
종점 부분 IP 선 상의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④ 중심선이 지나갈 점 지정
중심 선형이 지나갈 부분의 점을 지정합니다
위 그림이라면 파란색 기존 도로 상의 점을 지정합니다.
IP 점과 가급적 수직이 되는 점을 대략 지정합니다
명령이 완료되면 캐드 명령창에 아래처럼 표시가 됩니다
R = 152.41246, CL = 95.83818
이 처럼 원곡선 반지름 값과 곡선 길이 값을 구해주므로 곡선 길이가 설계 속도에 맞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위 그림은 아래 처럼 R=150 으로 원곡선 선형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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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면
1.4.1. 계획 사면 그리기

DSLO

계획 사면 그리기

기능
 평면도에 계획사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사면 → 계획 사면 그리기
명령 : DSLO (Draw design SLOpe ma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도에 표시되는 계획 사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깎기 및 쌓기 사면을 그릴 수 있으며, [두 선으로만 그리기] 버튼으로 간단히 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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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주 표시 간격
상단 ~ 하단 선까지 모두 연결되는 사면 표시를 그릴 간격입니다.
보조 표시 개수
주 표시 간격 사이에 그리게 될 보조 표시 개수입니다. (간격이 아닌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표시 간격이 10m 이고 보조표시 간격이 2m 이므로 기본값은 4 개 입니다.
쌓기부 표시
사면을 쌓기부 모양으로 그립니다.
깎기부 표시
사면을 깎기부 모양으로 그립니다.
쌓기부와 반대 방향으로 사면이 그려지고 표준 레이어 사용 시 레이어명, 색상이 쌓기부와
다릅니다.
종료 지점 무조건 사면 선 그리기
체크하면 사면이 종료되는 점이 설정된 사면 표시 한 개당 간격과 맞지 않아도 사면 선을
그립니다.
레이어 및 색상 설정
표준 레이어 사용에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레이어 및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사면 끝이 한 점인 경우
이 옵션은 아래 그림처럼 사면 끝이 한 점인 부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주로 터널이나 구조물 모서리 부분을 그릴 때 유용합니다.

체크하면 아래같은 설정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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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점과 끝 점 사이를 등분
사면을 그릴 때 지정하는 시작과 끝 사이를 등분합니다.
위 그림의 경우 사면 시작과 끝을 제외하고 2 개의 주 등분 선으로 등분된 그림이며,
하나의 등분 내부에 3 개의 보조 등분 선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표시 간격과 개수로 분할
사면을 그릴 때 지정하는 시작과 끝 사이를 설정의 주 표시 간격과 보조 표시대로 그립니다.

3. 실행 과정
아래 두 가지 기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기
일반적인 도로 평면의 사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도로 중심선, 사면 시작선, 소단 선, 사면 끝 선 등을 선택해 그립니다.
두 선으로만 그리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면 기준과 사면 하단, 두 선만 선택해 사면을 그립니다.
도로처럼 복잡한 사면이 아닌 단순히 두 선만 가지고 사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1. 실행 과정 중 선택하는 선들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2. 평면도에 미리 사면 시작 선, 소단, 사면 끝 선 등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실행 과정
이 과정은 "그리기" 버튼의 과정입니다.
"두 선으로만 그리기" 기능은 두 선만 선택하면 되므로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실행 과정은 쌓기부, 깎기부 모두 동일하게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의 바깥쪽 방향으로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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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형 중심선 선택
도로의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면 간격을 계산해 수직선을 그릴만한 기준되는 선을 선택합니다.
즉, 간격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선을 선택합니다.
이 선은 Xref, Block 내부의 객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 후 엔터 입력이 아니고 다음 명령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② 사면 시작 선 선택
사면이 시작될 선을 선택합니다. 즉, 사면 상단선을 선택하면됩니다.
사면을 그릴 곳이 도로 중심, 사면 시작선 등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앞선 중심선과 사면 시작
선 모두 같은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선은 Xref, Block 내부의 객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소단 선 순서대로 선택 (모두 선택하면 엔터. 소단이 없으면 엔터)
소단선을 시작 점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하고 모두 선택이 끝나면 엔터
입력합니다.
만약 소단선이 없다면 그냥 엔터 입력합니다.
예제에서는 소단이 하나지만 여러개라도 순서대로 지정 후 엔터 입력하면 됩니다.
소단이 한 개소가 아닌 여러 개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모두 내측에서 외측 방향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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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면 끝 선 선택
사면이 끝나는 선을 선택합니다.
선을 선택 후 엔터 입력이 아니고 다음 명령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⑤ 중심선에서 사면 표기가 시작될 점 지정
전 구간에 걸쳐 모두 쌓기부, 깎기부이거나 좌, 우측 모두 같은 건 아니므로 사면을 그릴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중심선을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면 표기를 그리겠다는 시작 점 지정입니다.
예제에서는 0+000 을 선택하였습니다.

⑥ 중심선에서 사면 표기가 종료될 점 지정
지정한 쌓기부, 깎기부 사면 표시가 종료될 지점입니다. 예제에서는 0+180 을 선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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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명령에 따라 제대로 진행했다면 아래 같이 사면이 표시됩니다.
예제에서 0+180 이후 깎기부는 추가로 더 작성된 예 입니다.
꼭 도로의 중심선에 따른 사면이 아니더라도 사면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응용해 계획 사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설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클로소이드 구간의 측점 방향은 좌표로 측점 방향이 계산되어 나온
도면이지만
캐드용 프로그램은 설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그리는 프로그램이므로
객체 정보에만 의존합니다.
따라서, 클로소이드 구간의 측점방향은 설계 프로그램에서 나온 도면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처럼(아래는 좀 과장된 그림입니다)
빨간색이 설계 프로그램의 측점 방향이라면, 파란색은 캐드용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방향입니다.
설계 프로그램은 좌표로 계산하는 방향이지만, 캐드용 프로그램은 폴리선의 각 정점 정보에
따라 계산된 방향이기때문입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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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성토 사면 그리기(DFB)
자연 사면 그리기(NSLO)
1.4.2. 앞성토 사면 그리기

DFB

앞성토 사면 그리기

기능
 교량, 통로암거 등에 표기하는 앞성토 사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사면 → 앞성토 사면 그리기
명령 : DFB (Draw Front Banking slope ma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앞성토 사면을 그릴때 사용합니다.

1. 설정
주 표시 개수, 보조 표시 개수
프로그램 실행 화면에 나타난 그림처럼 몇 개를 그릴지 지정합니다.
지정 개수대로 등분해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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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및 색상 설정
표준 레이어 사용에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레이어 및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점, 끝 점 사면 선 그리기
이 도움말의 맨 하단에 그림으로 표시해놨습니다.

2. 실행 절차
아래는 주 표시 개수 2 개 , 보조 표시 개수 2 개로 설정된 그림입니다.
주의 사항
앞성토가 표시되는 호 부분의 길이를 등분해 그리는 프로그램이므로 호 부분은 다른 사면선과
끊어져 있어야 제대로 사면이 그려집니다.
① 사면 시작점 지정
사면이 시작될 최상단 한 점을 지정합니다.
선을 선택 후 엔터 입력이 아니고 다음 명령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② 소단선 순서대로 선택(모두 선택하면 엔터. 소단이 없으면 엔터)
소단선을 시작 점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하고 모두 선택이 끝나면 엔터
입력합니다.
만약 소단선이 없다면 그냥 엔터 입력합니다.
예제에서는 소단이 하나지만 여러개라도 순서대로 지정 후 엔터입력하면 됩니다.

③ 사면 끝 선 선택
사면이 끝나는 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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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상태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설정대로 사면이 그려집니다.

시작 점, 끝 점 사면 선 그리기는 아래 그림 처럼 구분됩니다.
시작 점, 끝 점 사면 선 그리기 체크안한 경우

시작 점, 끝 점 사면 선 그리기 체크한 경우

관련 명령
계획 사면 그리기(DSLO)
자연 사면 그리기(NSLO)
1.4.3. 자연 사면 그리기

NSLO
기능

자연 사면 그리기

DreamPlus

 현황에 표시되는 자연 사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사면 → 자연 사면 그리기
명령 : NSLO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황에 사면표기 심볼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3 가지 표준화에 맞는 모양을 지원하며, 지정 거리마다 자동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1. 사면 모양
3 가지 모양을 지원하며, 두번째와 세번째는 표준화에 맞는 심볼 모양입니다.
그리려는 모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설정
사면을 선으로 표기할지 블록으로 표기할지 선택합니다.

선은 사면 표기를 모두 선으로 그리는 설정입니다.
선은 지형의 사면 폭이 넓어도 고정 크기(같은 크기)로 그릴 수 있습니다.
블록은 특성 상 사면 폭에 따라 크고 작게 축척이 변합니다.

사면 하단 점 지정할 때 근처점 스냅 사용
체크하면 사면의 하단 점을 지정할 때 근처점 OSNAP 이 활성됩니다.
하단 점 지정이 용이하도록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실행 중에만 근처점 OSNAP 이 사용되고 완료되면 원래의 OSNAP 상태로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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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현재 OSNAP 설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면 상단 선에 수직으로 그리기
상단 점을 지정하면 상단 선에 수직으로 그립니다.
이 값이 기본값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보기좋게 그려집니다.
수직으로 그리기위해 상단 점을 지정할 때 수직점 OSNAP 이 활성됩니다.
실행 중에만 수직점 OSNAP 이 사용되고 완료되면 원래의 OSNAP 상태로 복귀됩니다.
사면 상단 지정점 방향대로 그리기
사면 모양이 첫번째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상단 점을 수직 점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점으로 그립니다.
하단 ~ 상단점이 수직이 아니므로 아래 그림처럼 휘어진 상태로 표기됩니다.
이 옵션 사용할 때 '근처점 스냅 사용' 체크된 상태에서 실행하면 상단 점도 근처점 OSNAP 이
활성됩니다.

크기 제한

'선으로 그리기'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사면 심볼 모양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심볼 모양 크기를 일관성 있는 크기로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현황 사면 폭이 좁을 때 심볼이 작게 그리고 넓으면 크게 그립니다.
심볼 크기 고정
심볼 크기는 아래 그림처럼 가로폭 입니다.
체크하면 현황 사면 폭 크기와 관계 없이 심볼 크기가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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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최대 폭에따라 제한
현황의 사면 폭이 지정한 값 이상이면 같은 크기로 그립니다.
현황의 사면 폭이 지정한 값 이하이면 사면 폭에 따라 심볼 크기가 변합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값은 현황의 최대 사면 폭을 입력하면 됩니다.
최대 심볼 크기도 이 사면 폭 값과 같게 그려집니다.

크기 추가
'사면 최대 폭에따라 제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프로그램 기본은 사면 폭과 같게 심볼 크기를 그립니다.
'심볼 크기 고정'을 사용하면 사면 폭이 작아도 지정 크기를 입력해 사면 폭보다 크게 그릴 수
있지만
'사면 최대 폭에따라 제한'을 사용하면 사면 폭이 작을 때 작게 그려지는데 이 때 너무 작게
그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체크하면 심볼 크기를 사면 폭 + 입력 값대로 그립니다.

표준 레이어 사용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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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지정 레이어로 그립니다.
지정 거리마다 자동 그리기
체크하면 선택한 선의 지정한 거리(간격)마다 사면을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사용자가 하단 점과 상단 점을 지정해 하나씩 그립니다.

3. 실행 절차
1) 지정 거리마다 자동 그리기 체크 해제한 경우 실행 절차
① 사면 하단 점 지정
사면의 하단 부분을 지정합니다. 객체 스냅 사용에 체크했면 OSNAP 이 근처점으로 설정되어
선택됩니다.
② 사면 상단 점 지정
사면의 상단 점을 지정합니다. '사면 상단 선에 수직으로 그리기' 체크했다면 OSNAP 이
수직점으로 설정되어 선택됩니다.
엔터, ESC 등으로 종료 전까지 ① ~ ②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2) 지정 거리마다 자동 그리기 체크한 경우 실행 절차
① 사면 상단 선 선택
사면이 그려질 사면의 상단 선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지정 간격에 따라 사면을 그립니다.
② 사면 하단 선 선택
사면의 하단 선을 선택합니다.
주의 사항
블록으로 그리는 경우 표준화에 맞는 블록 이름으로 정의되어 그려집니다.
블록 특성상 현재 도면에 이미 같은 이름의 블록이 존재할 경우 새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의된 블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면을 그렸는데 모양이 이상하다면 기존에 같은 이름의 블록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실행하면 됩니다
기존 블록 이름을 바꾸려면 '블록 이름 변경(REB 명령)' 기능을 이용합니다.
관련 명령
계획 사면 그리기(DSLO)
앞성토 사면 그리기(D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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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L
1.5.1. 상대 EL 구하기

FE

상대 EL 구하기

기능
 기준점으로 부터 지정한 점 높이를 계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EL → 상대 EL 구하기
명령 : FE (Find relative Elev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어떤 점의 높이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종단, 횡단 등 여러가지 도면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E.L 과 수평 거리 두 가지를
동시 표기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된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현재 설정 : 기준 E.L = 0, 축척 = 1000>
① 기준점 E.L 값 선택<0> [E.L 값 입력(E)/축척 변경(C)/설정 변경(S)]
E.L 을 계산할 기준이 되는 숫자(횡단면도의 지반고 또는 계획고 등)를 선택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도면에 선택할 문자가 없다면 명령창에 E 를 입력해서 EL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축척을 변경하고 싶다면 C 를 입력해 축척을 변경합니다.
축척은 현재 도면에 EL 을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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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외 상세한 설정을(문자 높이, 레이어, 소수점 등) 변경하고 싶다면 S 입력합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기준점 지정
앞서 선택 또는 입력한 기준 E.L 값에 해당하는 점을 지정합니다.
③ 계획점 지정
E.L 을 구할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이 완료되면 설정에 지정한 크기로 문자가 표기됩니다.
엔터 또는 ESC 로 종료 전까지 계속 계획점을 지정해 E.L 을 표기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후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아래같은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레이어
도면에 표기될 문자의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높이
도면에 표기될 문자 높이를 입력합니다.
문자 높이는 축척 1,000 일 때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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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에 따라 이 값을 기준해 자동 크기 조절되므로 이 값은 축척이 1000 일 때 값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imScale 적용
체크하면 지정한 문자 높이는 무시되고 도면의 DIMSCALE 값과 DIMTXT 값을 문자 높이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DIMSCALE 값이 2 이고 DIMTXT 값이 2.5 라면 최종 문자 높이는 2×2.5 = 5.0
이 됩니다.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될 E.L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FH=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는 FH=0.000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표기 위치
선택 점 위 : 지정한 점의 위쪽에 E.L 문자를 표기합니다.
선택 점 아래 : 지정한 점의 아래쪽에 E.L 문자를 표기합니다.
지시선을 사용할 경우는 이 값이 무시됩니다.
시작할 때마다 축척 입력 묻기
체크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적용할 축척을 묻습니다.
EL 값이 양수일 때 + 기호 삽입
산출된 E.L 값이 양수면 +를 숫자 앞에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값이 50.00 이면 도면에 +50.00 으로 표기됩니다.
선택 점에 Point 삽입
선택한 E.L 을 표기할 위치에 점(Point)을 삽입합니다.
점은 캐드의 현재 도면 점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점 모양은 캐드 명령어 PTYPE 또는 DDPTYPE 으로 설정합니다.
수평 거리 표기
체크하면 지정한 점의 E.L 뿐만 아니라 기준점에서 지정 점까지의 수평 거리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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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도면에서 기준점으로부터 계획 점에 대한 E.L 및 거리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EL 과 수평 거리는 0.000 (L=0.000m) 같은 형식으로 EL(수평 거리)로 표기됩니다.
지시선을 사용할 경우는 E.L 을 지시선 위에, 수평 거리는 지시선 아래에 표기합니다.
수평 거리 기준점 별도 선택
수평 거리 표기에 체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수평 거리를 산출할 기준점이 E.L 을 산출할 기준점과 다를 때 사용합니다.
수평 거리 소수
도면에 표기될 수평 거리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지시선 표기
E.L 을 지시선으로 표기합니다.
수평 거리를 표기한 경우는 E.L 을 지시선 위에, 수평 거리는 지시선 아래에 표기합니다.
지시선 길이 사용자 지정
지시선의 길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설정입니다.
E.L 을 표기할 점을 지정 후 지시선 끝 점을 추가 지정해야합니다.
지시선 길이 고정 크기
지정한 길이 값대로 지시선을 표기합니다.
길이는 기본 설정에 입력한 문자 높이 × 지정 값 입니다
지시선 각도는 수직으로 그리고 싶은 경우 90 입력합니다.
관련 명령
측구 EL 구하기(FW)
EL 표시(FEL)
1.5.2. 측구 EL 구하기

FW

측구 EL 구하기

기능
 기준점으로 부터 지정한 점 높이에 지시선이 있는 E.L 을 표기해줍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EL → 측구 EL 구하기
명령 : FW (Find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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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어떤 점의 높이에 지시선이 있는 E.L 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처럼 횡단면도의 측구 E.L 표현 등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구조물의 E.L 표기
등 여러가지 도면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된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현재 설정 : 기준 E.L = 0, 축척 = 1000>
① 기준점 E.L 값 선택<0> [E.L 값 입력(E)/축척 변경(C)/설정 변경(S)]
E.L 을 계산할 기준이 되는 숫자(횡단면도의 지반고 또는 계획고 등)를 선택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도면에 선택할 문자가 없다면 명령창에 E 를 입력해서 EL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축척을 변경하고 싶다면 C 를 입력해 축척을 변경합니다.
축척은 현재 도면에 EL 을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축척 외 상세한 설정을(문자 높이, 레이어, 소수점 등) 변경하고 싶다면 S 입력합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기준점 지정
앞서 선택 또는 입력한 기준 E.L 값에 해당하는 점을 지정합니다.
③ E.L 표기점 지정
E.L 을 표기할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이 완료되면 설정에 따라 지정한 지시선 문자가 표기됩니다.
엔터 또는 ESC 로 종료전까지 계속 계획점을 지정해 E.L 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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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선 레이어, 문자 레이어
도면에 표기될 지시선과 문자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문자 높이
도면에 표기될 문자 높이를 입력합니다.
축척에 따라 이 값을 기준해 자동 크기 조절되므로 이 값은 축척이 1000 일 때 값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imScale 적용
체크하면 지정한 문자 높이는 무시되고 도면의 DIMSCALE 값과 DIMTXT 값을 문자 높이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DIMSCALE 값이 2 이고 DIMTXT 값이 2.5 라면 최종 문자 높이는 2×2.5=5.0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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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폭
도면에 표기될 E.L 문자의 폭을 지정합니다.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될 E.L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머리말
머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의 앞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EL= 이라고 지정했다면 EL=0.00 형식으로 도면에 표기됩니다.
지시선 길이
지시선 길이는 표기 방식 중 형식-1, 형식-2, 형식-5 의 경우 세로 방향 지시선 길이 입니다.
표기방식 형식-3, 형식-4 의 경우에는 세로 방향 수직 높이 입니다.
표기 방식
아래 그림처럼 다섯가지 방식으로 E.L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형식-1 부터 형식-5 까지입니다.
아래 그림 중 측구 모양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지 이 프로그램 실행 중 측구 모양이 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할 때마다 축척 입력 묻기
체크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적용할 축척을 묻습니다.
관련 명령
상대 EL 구하기(FE)
EL 표시(FEL)
1.5.3. EL 표시

FEL

EL 표시

기능
 기준점으로 부터 원하는 E.L 을 찾아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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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EL → EL 표시
명령 : FEL (Find ELev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원하는 E.L 값이 어떤 점인지 찾을 때 사용합니다.
종단, 횡단 등 여러가지 도면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된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현재 설정 : 기준 E.L = 0, 축척 = 1000>
① 기준점 E.L 값 선택<0> [E.L 값 입력(E)/축척 변경(C)/설정 변경(S)]
E.L 을 계산할 기준이 되는 숫자(횡단면도의 지반고 또는 계획고 등)를 선택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도면에 선택할 문자가 없다면 명령창에 E 를 입력해서 EL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축척을 변경하고 싶다면 C 를 입력해 축척을 변경합니다.
축척은 현재 도면에 EL 을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축척외에 상세한 설정을(문자 높이, 레이어, 소수점 등) 변경하고 싶다면 S 입력합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기준점 지정
앞서 선택 또는 입력한 기준 E.L 값에 해당하는 점을 지정합니다.
③ 표시할 EL 입력
찾고 싶은 E.L 값을 입력합니다.
설정에 따라 찾은 E.L 에 화살표 또는 가로선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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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또는 ESC 로 종료전까지 계속 계획점을 지정해서 E.L 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후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아래같은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찾은 E.L 표시 설정
찾은 E.L 에 대해 표시 방식을 지시선 또는 가로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 표시
설정에는 지시선의 세로 방향 길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로선 표시
설정에는 가로선의 길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레이어
도면에 표기될 문자의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높이
도면에 표기될 문자 높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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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에 따라 이 값을 기준해 자동 크기 조절되므로 이 값은 축척이 1000 일 때 값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imScale 적용
체크하면 지정한 문자 높이는 무시되고 도면의 DIMSCALE 값과 DIMTXT 값을 문자 높이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DIMSCALE 값이 2 이고 DIMTXT 값이 2.5 라면 최종 문자 높이는 2×2.5=5.0
이 됩니다.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될 E.L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FH=를 입력했다면 FH=0.000 형식으로 도면에 표기됩니다.
시작할 때마다 축척 입력 묻기
체크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적용할 축척을 묻습니다.
관련 명령
상대 EL 구하기(FE)
측구 EL 구하기(FW)
1.5.4. 두 점사이 EL 구하기

GEL

두 점사이 EL 구하기

기능
 두 점의 Z 값으로 두 점 사이의 EL 을 산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EL → 두 점사이 EL 구하기
명령 : GEL (Get ELev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두 점의 Z 값으로 두 점 사이 임의 점 E.L 을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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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두 점 지정 : 두 점 사이에 임의 점 EL 을 산출합니다.
② 폴리선 선택 : 폴리선 상의 두 점 사이에 임의 점 EL 을 산출합니다.
③ 3D 폴리선 선택 : Z 값이 있는 3D 폴리선 상의 임의 점 EL 을 표기합니다.
두 점 지정은 구하려는 점이 두 점 사이를 벗어나 있어도 보간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폴리선 및 3D 폴리선은 블록 내부 객체, 외부 참조 내부 객체를 지원합니다.

1. 설정

축척
두 점 지정 및 폴리선 선택할 때 거리 계산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EL 표시 문자
산출한 E.L 앞에 표시될 머리말입니다.
예를 들어 'EL='로 입력했다면 EL=0.000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숫자만 표기됩니다.
EL 소수 자리
산출한 E.L 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문자 높이
산출한 E.L 문자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장 표시
체크하면 EL 아래에 연장을 표시합니다.
두 점 지정 및 폴리선 선택은 지정한 시작 점부터 E.L 구한 점까지 연장입니다.
3D 폴리선 선택은 3D 폴리선의 시작 점 부터 지정 점까지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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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머리말을 입력 상자가 활성됩니다.
거리는 Z 값을 고려한 3D 거리와 Z 값을 고려하지 않은 2D 거리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설정
도면에 표기되는 E.L 문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점(Point) 레이어는 'EL 위치에 점(Point)생성' 설정을 사용할 때 활성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기타 설정

1) 지시선 그리기
체크 해제, 지시선 그리지 않은 경우
E.L 산출 점에 E.L 값만 표기합니다.

체크, 지시선 그린 경우
E.L 산출 점에 지시선을 그려 E.L 값을 표기합니다.

2) 연속으로 EL 산출
체크하면 여러 번 점을 지정해 계속 E.L 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한번에 하나만 E.L 을 산출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3) EL 위치에 점(Point)생성
체크하면 E.L 산출 점에 점(Point) 객체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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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점 Z 에 EL 값 적용' 체크하면 점의 Z 값은 산출된 E.L 값이 입력됩니다.
'생성된 점 Z 에 EL 값 적용' 체크 해제하면 점의 Z 값은 0 입니다.
점의 레이어는 레이어 설정에서 선택한 레이어로 적용됩니다.
도면에 점 모양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생성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 모양은 캐드 명령어 PTYPE 또는 DDPTYPE 으로 설정합니다.
4) EL 표기 점 지정 없이 찾기
실행할 때 E.L 산출할 위치 점을 지정하지 않고
① 두 점 사이 정수 EL 만 산출하거나 ② 첫 점에서 지정 간격마다 EL 을 산출합니다.
[3D 폴리선 선택] 기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두 점 사이 정수 EL 만 찾아 표기
실행 중 지정한 EL 계산 시작점 ~ 끝점을 사이에
정수 EL 에 해당되는 점을 찾아 표기합니다.

② 첫 점에서 지정 거리마다 EL 표기
실행 중 지정한 EL 계산 시작점 ~ 끝점을 사이에
시작점부터 지정한 거리마다 EL 을 산출해 표기합니다.

3. E.L 산출 방식
시작, 끝 두 점을 지정하고 이 두 점 사이 Z 값을 산출합니다.
두 점 사이에 가상의 선이 생성되고 그 선 상에 있는 Z 값을 산출합니다.
두 점 사이를 벗어난 점을 지정해도 연장 판단해 Z 값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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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폴리선을 선택 후 폴리선 상에 원하는 점의 Z 값을 산출합니다.
선이 폴리선으로 되어 있고 두 점의 Z 값을 알고있을 때 두 점 사이 E.L 을 산출합니다.
이미 그려진 선, 폴리선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 벗어난 점을 지정하면 Z 값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3D 폴리선을 선택하고 3D 폴리선 상에 원하는 점의 Z 값을 산출합니다.
단순히 3D 폴리선 상에 임의 점 Z 값을 읽어 도면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3D 폴리선 벗어난 점을 지정하면 Z 값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4. 실행 절차
아래 실행 절차는 두 점 지정과 폴리선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실행 절차입니다.
3D 폴리선 선택은 3D 폴리선 선택 후 바로 점만 지정하면 되므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① 시작점 지정
거리를 계산할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② 시작점 EL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시작 점에 해당하는 E.L 값이 써 있는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명령창에 E 를 입력해
지정한 점의 EL 값을 입력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도면에 선택할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서 EL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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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끝점 지정
거리를 계산할 끝 점을 지정합니다.
④ 끝점 EL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끝 점에 해당하는 E.L 값이 써 있는 문자를 선택하거나 문자가 없다면 명령창에 E 를 입력해
지정한 점의 EL 값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두 점 지정] 기능을 사용한 경우 도면에 임시 선이 생성됩니다.
이 임시 선은 프로그램 종료 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⑤ EL 표기 점 지정 또는 찾을 EL 값 입력
E.L 을 산출할 점을 지정하거나 찾을 E.L 값을 입력합니다
점 지정한 위치에 E.L 값이 표기됩니다.
점 지정하지 않고 값을 입력하면 입력한 E.L 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연속으로 EL 산출' 설정에 체크하면 ESC 나 엔터 눌러 종료 전까지 이 명령이 계속 반복되므로
여러 임의 점 E.L 을 산출하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1.5.5. 삼각망 EL 구하기

IEL

삼각망 EL 구하기

기능
 삼각망 내부에 지정한 점의 EL 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EL → 삼각망 EL 구하기
명령 : IEL (Interpolate ELev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삼각망을 그린 후 하나의 삼각망 내부 임의 점 EL 을 도면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 미리 삼각망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삼각망은 삼각망 그리기 (DTIN)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삼각망도
됩니다)
삼각망 객체는 '3D 면(3D FACE)' 객체여야합니다.

1. 실행 방식
1) 삼각망 내부 점 지정 EL
삼각망 내부 원하는 한 점을 지정해 EL 을 표기합니다.

DreamPlus

Page230

2) 삼각망 선택 격자 EL
삼각망을 선택해 지정 간격마다 EL 을 표기합니다.
실행할 때 격자의 좌측 상단 점을 지정해 실행합니다.
선택한 삼각망 범위내에서 지정 개수 또는 삼각망 범위 전체에 지정 간격마다 표기합니다.
생성되는 점 주변에 선택한 삼각망이 없다면 점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2. 설정

DreamPlus

글꼴, 높이, 폭
표기할 EL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렬
EL 문자의 정렬 방식(왼쪽, 중심, 오른쪽)을 지정합니다.
점과 문자 이격 거리
점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문자가 생성될지 X, Y 간격을 입력합니다.
설정 그림처럼 X=0, Y=0.25 입력하면 지정한 점의 0.25 위에 문자가 생성됩니다.
문자 높이에 맞춰 적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EL 문자 Z 값 소수 자리
E.L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점 Z 값이 10 이고 소수 자리에 2 를 입력했다면 표기되는 문자는 10.00 으로
생성됩니다.
문자에도 Z 값 넣기
체크하면 생성된 문자의 Z 위치를 구한 EL 값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생성되는 EL 문자 및 점(POINT)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삼각망 내부 점 지정 EL 실행 절차
삼각망이 그려진 도면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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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각망 안의 EL 표기점 지정
하나의 삼각망 내부에 EL 을 구할 점을 지정합니다.
지정 점 위치는 하나의 삼각망 내부에 있어야합니다.

점 지정되면 그 점의 EL 값이 문자로 표기됩니다.

점을 계속 지정해 필요한 곳의 EL 을 문자로 표기합니다.
종료(엔터 키, ESC 등) 전까지 계속 반복해 점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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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리기
1.6.1. 경사선 그리기

SLL

경사선 그리기

기능
 입력한 경사로 된 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경사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경사선 그리기
명령 : SLL (SLope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입력한 경사로(예 = 1:1.5, 2%)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사각을 적용할 수 있고 X, Y 축척이 다른 경우에 경사 선을 그릴 수 있어 종단면도 등에
경사선을 그릴 때 편리합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① 시작점 지정 또는 [축척 변경(S)/축척 기본값(D)/설정 변경(O)]
선을 그릴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 입력하면 수평축척=1000, 수직축척=1000 으로 설정됩니다.
축척 기본값(D) 이용하면 수평, 수직이 서로 다른 축척을 사용하다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O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경사 입력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다음점 방향 지정
경사선은 기본적으로 이 다음점 방향대로 그립니다.
시작 점보다 위 쪽을 지정하면 + 값 입력할 때 위로 그리고, - 값 입력할 때 아래로 그립니다.
시작 점보다 아래 쪽을 지정하면 +/- 관계 없이 항상 아래로 그립니다.
③ 사면 경사 입력 (% 입력시 *사용 [예:2*])
경사 입력 설정에 따라 표시되는 명령은 약간 다릅니다.
경사 입력 설정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설정 변경 O 를 입력해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1:1.5 같은 사면 경사선을 그리고 싶다면 경사 숫자만 입력합니다. = 1.5
예를 들어 2% 같은 % 경사선을 그리고 싶다면 숫자 뒤에 * (별표) 입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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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각 입력
설정 변경에 사각 입력이 체크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 경사선은 이 명령이 표시되는 않습니다.
사각은 일반적인 경우 필요 없지만 배수 구조물 횡단면도 등을 그릴 때 사용됩니다.

2. 설정 변경

수평 축척, 수직 축척
종, 횡 축척이 다를 때만 변경합니다.
여기서 변경해도 되고 프로그램 실행 중 S 입력해 변경해도 됩니다.
경사 입력 설정
1) 사면 경사 기본, 퍼센트 입력할 때 * 사용
사면 경사는 숫자로 입력하고 % 경사는 숫자 뒤에 *를 붙여 입력합니다.
2) 퍼센트 기본, 사면 경사 입력할 때 * 사용
% 경사는 숫자로 입력하고 사면 경사는 숫자 뒤에 *를 붙여 입력합니다.
3) 항상 퍼센트 입력으로 사용
프로그램은 % 경사만 그립니다. 1.5, 1.8 같은 사면 경사는 그리지 않습니다.
4) 항상 사면 경사 입력으로 사용
프로그램은 1.5, 1.8 같은 사면 경사만 그립니다. % 경사는 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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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경사 입력할 때 사각 입력
체크하면 1.5, 1.8 같은 사면 경사에서 입력한 사각을 적용해 그립니다.
수평 상태 값 입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직교 모드 수평 상태에서 시작, 방향점 지정 후 값을 입력할 때
체크하면 항상 아래 쪽으로만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 값 입력은 위로, - 값은 입력은 아래로 선을 그립니다.
1.6.2. 경사 표시

SLT

경사 표시

기능
 두 점 또는 선택한 선의 경사를 조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경사 표시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경사 표시
명령 : SLT (Slope Line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경사를 (예=1:1.5, 2%) 조회 또는 문자로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지정한 두 점, 선 객체 선택, 평면의 두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만 할 때 폴리선은 선택한 폴리선의 정점 부분만 확인 가능합니다.

1. 경사 형식
도면에 표기할 형식을 지정합니다.

앞에 "S=" 붙임
체크하면 경사 앞에 'S=' 문자를 함께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가 1.000% 일 때 표기 문자는 S=1.000% 입니다.
1:S 공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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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 형식을 사용할 때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1 : S' 결과에서 사이 공백을 없애 1:S 로 표기합니다.
화살표 그리기
경사 표시 아래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화살표는 첫 번째 지정 점에서 두 번째 지정 점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 표시
체크하면 % 경사를 표기할 때 높낮이에 따라 +, - 표시를 함께 표기합니다..

2. 문자 및 기타 설정
도면에 표기할 문자, 레이어, 축척 등 설정입니다.

글꼴, 높이, 소수자리, 레이어
경사 표시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소수자리는 표시되는 경사의 소수 자릿수 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H 축척, V 축척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팝업 창에서 미리 설정된 축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막대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3. 실행 절차
문자를 쓰지 않고 경사 조회만 하는 기능도 문자 쓰는 부분외에 절차는 동일합니다.
도면에 문자를 표기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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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엔터 키, 스페이스 바, 마우스 오른쪽 등) 또는 ESC 로 취소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지정해 두 점 사이 경사를 표기합니다.
① 첫번째 점 지정
경사의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② 두번째 점 지정
경사의 끝 점을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문자가 도면에 표기됩니다.

경사를 표기할 여러 개의 선, 폴리선을 선택해 각 선에 경사를 표시합니다.
선의 방향대로 경사 표시되므로 화살표 그리기 사용 시 주의해야합니다.
폴리선은 꺾인 구간마다 경사가 표시됩니다.
경사를 조회만 할 때는 폴리선에서 선택한 정점 부분만 조회됩니다.

평면도에서 두 점(P1, P2) 지정과 각 점의 EL 로 경사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① 첫번째 점 지정 또는 [선 선택(S)]
평면에 첫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S 입력해 선을 선택합니다.
선은 예를 들어 그림처럼 P1, P2 를 지나는 선을 선택해 P1, P2 선상의 거리로 경사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② 첫번째 점 EL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지정한 점의 Z 값이 기본값으로 표기되므로 맞다면 엔터하고 다르다면 EL 이 적힌 문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E 입력 후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③ 두번째 점 지정
경사를 확인할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④ 두번째 점 EL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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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점의 Z 값이 기본값으로 표기되므로 맞다면 엔터하고 다르다면 EL 이 적힌 문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E 입력 후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⑤ 삽입할 점 지정
경사 표기 문자가 화면에 미리보기 됩니다.
이 문자를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조회만 할 때는 삽입할 점 지정 과정이 생략됩니다.
1.6.3. 가각 그리기

COA

가각 그리기

기능
 두 선 사이에 지정한 거리의 가각을 그립니다.
 도시계획 도로 등 진·출입로 기준대로 가각을 그릴 때 편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가각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가각 그리기
명령 : COA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시계획 도로 등 도로와 도로의 교차점에 가각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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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레이어 및 색상
그려진 선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가각을 그릴 첫번째 선 선택
가각을 그릴 기준이 되는 첫번째 선을 선택합니다.
선은 선, 호, 폴리선이며 폴리선은 호가 포함되어도 상관없습니다.
② 가각을 그릴 두번째 선 선택:
가각을 그릴 기준이 되는 두번째 선을 선택합니다.
③ 가각 길이 입력
가각 길이를 입력합니다.
가각 길이는 아래 그림처럼 두 선의 교차 부분 모서리 길이입니다.
캐드의 모따기 길이와는 다릅니다.

주의 사항
실행 중 내부적으로 두 선의 교차점을 찾게되는데 프로그램이 교차점을 못찾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교차점을 직접 지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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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배수관 그리기

DP

배수관 그리기

기능
 배수횡단면도의 횡배수관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배수관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배수관 그리기
명령 : DP (Draw Pi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배수횡단면도에 횡배수관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흄관, VR 관, 기초 제원을 알 필요없이 두 점만 선택하면 됩니다.
선을 그리고 관경, T, 기초 두께에 따라 Offset 하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줍니다.

1. 규격
관 종류 및 관경, 보강 등을 선택합니다.
토피는 보강일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격을 선택하면 우측 창에 규격에 대한 표준도 제원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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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도면 축척
현재 도면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관 내부 선 축척
배수관 내부의 선은 Hidden 선으로 그리게되며 여기서 지정한 선 축척으로 그려집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선 축척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수관 Offset 그리기
배수관을 그릴 때 Offset 으로 관경, 관 두께 등을 그립니다.
즉, 배수관 제원은 배수관 방향에 직각으로 그려집니다.
관은 제품 및 제작이므로 Offset 으로 그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수관 Copy 그리기
배수관을 그릴 때 Copy 로 관경, 관 두께 등을 그립니다.
즉, 배수관 제원은 도면에 수직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표준 레이어에 그리기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레이어에 그립니다.
현재 레이어에 그리기
체크하면 현재 레이어에 그립니다.

3. 횡단면 실행 절차
① 첫번째 점 지정
횡배수관이 시작될 첫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② 두번째 점 지정
횡배수관이 종료될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주의 사항
그려지는 횡배수관과 접합되는 구조물(날개벽, 집수정, 도수로 등) 접합부의 Trim, Extend 등은
사용자가 해야합니다.

4. 단면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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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은 별 다른 실행절차 없이 삽입 점을 지정하면 단면이 바로 삽입됩니다.
관련 명령
암거 표준도 단면 그리기 (DBOX)
1.6.5. 암거 표준도 단면 그리기

DBOX

암거 표준도 단면 그리기

기능
 암거 표준도의 선택 규격에 맞는 횡단면, 평면, 단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암거 표준도 단면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암거 표준도 단면 그리기
명령 : DBOX (Draw BOX)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암거 표준도의 선택 규격에 맞는 횡단면, 평면, 단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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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거 종류, 련수, 크기, 토피를 선택합니다.
규격을 선택하면 우측 창에 규격에 대한 표준도 번호와 제원이 표기됩니다.

2. 설정
도면 축척
현재 도면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Hidden 선 축척
횡단면과 평면에서 암거 내부 선은 Hidden 선으로 그리게되며 여기서 지정한 선 축척으로
그려집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선 축척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두께
버림 콘크리트 두께를 입력합니다.
수로암거 기초 잡석 표기
체크하면 수로암거 횡단면과 단면에 기초 잡석을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기초 잡석을 그리지 않습니다.
통로암거 기초 잡석은 별도 검토 사항이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리지 않습니다.
수로암거 횡단면 차수벽 표기
체크하면 수로암거 횡단면에 차수벽을 그립니다.
암거 유출입부 여건에 따라 차수벽이 필요없는 경우는 체크 해제합니다.
표준 레이어에 그리기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레이어에 그립니다.
현재 레이어에 그리기
체크하면 현재 레이어에 그립니다.

3. 횡단면 실행 절차
① 첫번째 점 지정
암거가 시작될 첫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② 두번째 점 지정
암거가 종료될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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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면 실행 절차
실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암거 평면 중심 첫번째 점 지정
② 암거 중심 기준 사각 입력 <90>
③ 암거 평면 중심 두번째 점 지정
④ 암거 중심 기준 사각 입력 <90>
절차 상의 지정 점과 사각은 아래 그림 기준입니다.

첫번째 점과 두번째 점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
사각은 중심 기준 사각으로 기본값인 90 은 직각일 때 각도입니다.
만약 직각이라면 사각 물어보는 명령에서 그냥 엔터 입력하면 됩니다.

5. 단면 실행 절차
단면은 별 다른 실행절차 없이 삽입 점을 지정하면 단면이 바로 삽입됩니다.
관련 명령
배수관 그리기 (DP)
1.6.6. 옹벽 표준도 단면 그리기

DRWS

옹벽 표준도 단면 그리기

기능
 옹벽 표준도의 선택 규격에 맞는 단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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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옹벽 표준도 단면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옹벽 표준도 단면 그리기
명령 : DRWS (Draw Retaining Wall S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옹벽 표준도의 선택 규격에 맞는 단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L 형, 역 T 형, 반중력식 옹벽 단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1. 규격
옹벽 종류, 높이, 사면 경사, 쌓기 높이를 선택합니다.
규격을 선택하면 표준도 항목에 선택한 규격의 표준도 번호가 표기됩니다.
L 형 옹벽 일부 높이(7.0~8.0m)는 쌓기 높이에 따라 표준도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옹벽 일람표에 나온 종류별 표준도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L 형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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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T 형 옹벽

반중력식 옹벽

2. 설정
도면 축척
현재 도면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 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두께
버림 콘크리트 두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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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상단 소단
체크하면 옹벽 상단에 소단을 그립니다.
사면 경사가 수평이면 체크해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소단 길이는 0.7m(콘크리트옹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가 기본 값입니다.
옹벽 상단 배수구조물 설치 등에 따라 조정해도 됩니다.
전면 터파기 상단 기준 선 표기
체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의 전면 터파기 상단 기준 선을 그립니다.
옹벽을 설치할 때 원지반에 적합한 옹벽 높이인지 파악이 쉽습니다.
기본 1m 이며 저판 두께가 1m 보다 크면 저판 두께만큼 터파기합니다.

그린 후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그려진 옹벽, 소단 선, 기초 콘크리트 선 등을 모두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그린 후 복사,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레이어에 그리기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레이어에 그립니다.
현재 레이어에 그리기
체크하면 현재 레이어에 그립니다.

3. 실행 절차
규격을 선택 후 [좌측 단면] 또는 [우측 단면]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삽입 점을 지정하면 옹벽 단면이 그려집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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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그리기 (DP)
암거 표준도 단면 그리기 (DBOX)
1.6.7. 횡단보도 그리기

DCW

횡단보도 그리기

기능
 두 점을 지정해 평면의 횡단보도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횡단보도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횡단보도 그리기
명령 : DCW (Draw CrossWo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도에 횡단보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경찰청 기준 및 사용자가 횡단보도 설정 값을 조정해 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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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모양
경찰청 기준
아래 그림처럼 노면에 도색되는 간격을 경찰청 기준대로 횡단보도를 그립니다.

도색 두께, 도색 사이 간격, 보행자 유도 화살표 등은 기준에 나와 있는 값이므로
비활성됩니다.
양방향인 경우 사이 간격 값은 경찰청 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횡단보도의 규격 값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사용자 설정 값을 수정해 그리면 됩니다.

2. 옵션
그리기 축척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일반적인 토목에서는 축척 1000 을 사용하면 되고 구조, 건축 등에서는 1 을 사용하면 됩니다.
방향
방향은 직각과 사각 두가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직각은 위 그림들처럼 횡단보도의 방향에 직각으로 노면표시됩니다.
사각은 아래 그림처럼 횡단보도의 방향에 사각으로 노면표시됩니다.

직각은 ①시작점 → ②종점을 지정해 횡단보도를 그립니다.
사각은 위 그림처럼 ①시작점 → ②종점 → ③좌측 또는 우측 방향 사각 기준점을 지정해
횡단보도를 그립니다.
횡단보도 폭, 도색 두께, 도색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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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폭, 도색 두께, 도색 사이 간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양방향 구분
횡단보도 폭이 이 옵션에서 지정한 값 이상이면 횡단보도를 양방향으로 그립니다.
위의 예제 그림들이 모두 양방향입니다.
보통 4m 까지는 일방향으로 그리고 6m 이상 양방향으로 그리긴하나 이 옵션 값을 조정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유도 화살표 그리기
체크하면 보행자 유도 화살표 그립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화살표의 규격은 경찰청 기준에 제시되지 않아 일반 형태로
그려지므로 주의바랍니다.
화살표의 정확한 규격과 관련 근거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향도 화살표 그리기
체크하면 일방향인 경우도 시작점과 종점에 보행 유도 화살표를 그립니다.
레이어, 색상
횡단보도가 그려질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횡단보도는 지정한 두 점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간
위치에 그려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6.8. 갈매기 노면표시 그리기

DNL

갈매기 노면표시 그리기

기능
 노즈부의 갈매기 노면표시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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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갈매기 노면표시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갈매기 노면표시 그리기
명령 : DNL (Draw Nose Linemarkin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노즈부의 갈매기 노면표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임시 중심선을 그리고 MEASURE 명령 사용 후 트림하는 등 귀찮은 절차 없이
간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1. 설정
도색 사이 간격
노면 표시 선과 선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선과 선의 간격(1.00m) + 노면 표시 도색 폭(0.45m) = 1.45 입니다.
선 두께 적용
체크하면 지정한 값으로 선 두께를 적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노면 표시 선은 두께가 없이 그려집니다.
레이어
표준화에 맞춤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레이어 이름과 색상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어를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해제하고 레이어 선택상자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고르면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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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절차
① 첫번째 차선 선택
노즈부 갈매기 노면표시를 그릴 기준이 되는 첫번째 차선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차선 중 어떤 것을 도면에서 먼저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주의 사항
차선표시가 필요한 부분(갈매기 단부~노즈포인트)은 하나의 폴리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연결된 차선이 너무 복잡해서 이 프로그램이 중심선을 찾지 못해 이상하게 그려진다면
갈매기 단부~노즈포인트 부분만 CTL 명령 등으로 차선을 복사 - 잘라내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두번째 차선 선택
노즈부 갈매기 노면표시를 그릴 기준이 되는 두번째 차선을 선택합니다.

③ 갈매기 노면표시가 그려질 시작 점 지정
차량 진행방향으로 노면표시가 그려질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예로 갈매기 차선 단부폭(0.75m)이 미리 그려져 있으면 편리합니다.
시작 점은 단부쪽을 선택해도 되고 노즈포인트 쪽을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차량 진행 방향으로 시작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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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갈매기 노면표시가 그려질 끝 점 지정
차량 진행방향으로 노면표시가 그려질 끝 점을 지정합니다.
노즈포인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노즈포인트 중심을 지정하면 편리합니다.

완료되면 아래 같이 갈매기 노면표시가 그려집니다.

주의 사항
끝 점이 노즈포인트일 때는 사용자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즈부의 외곽 형태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노즈부와 차선도색을 겹치게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선도색과 노즈부의 불필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Trim 해야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노즈부 단부에서 연장도색(현재 기준 5.0m) 부분도 Offset 해서
그려야합니다.
단, 노즈부를 선택할 때
노즈 포인트가 아닌 연장도색 필요한 곳까지 중심 부분을 미리 파악 후 그 점을 지정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1.6.9. 도로 테이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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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테이퍼 그리기

기능
 선형에 테이퍼, 좌회전 대기 차로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도로 테이퍼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도로 테이퍼 그리기
명령 : DTA (Draw TAp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형에 테이퍼, 좌회전 대기 차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해당 구간이 직선이면 상관없지만 곡선 구간이면 변화 비율에따라 폭원이 바뀌는 테이퍼를
그리기가 번거롭습니다.
곡선 구간에도 직선으로 그리거나, 선형을 잘라붙여 그리면 선형 외곽선이 꺾여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은 곡선 구간에 지정 변화비율로 폭원을 변화시켜 그리므로 변화 구간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변화 구간 그리기] 탭과 [좌회전차로 변화 구간 그리기]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하는 기능의 탭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직선 구간에는 굳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1. 변화 구간 그리기
변화 구간 그리기는 보통 테이퍼처럼 도로의 폭원이 변화하는 구간에 사용합니다.

변화 구간 표시
도로 중심 기준으로 변화 구간을 어느 쪽에 그릴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을 선택했다면 선형 진행방향으로 볼 때 오른쪽에만 변화 구간을 그립니다.
제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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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설정할 제원 입력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됩니다.
시점, 종점 폭은 도로 중심선에서 테이퍼 시, 종점이 떨어진 거리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점 폭이 작고, 종점 폭이 크게 변화하는 그림이지만 반대로 시점 폭이 크고 종점
폭이 작으면 그 값대로 제원을 입력합니다.
즉, 항상 시점 폭을 작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 진행 방향으로 볼 때 변화 구간의 시점
폭과 종점 폭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도면에서 거리를 지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좌회전차로 변화 구간 그리기
좌회전 대기차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방향 기준
정방향 : 도로 진행 방향의 좌회전 대기 차로입니다.
역방향 : 도로 진행 반대 방향의 좌회전 대기 차로입니다.
제원 입력
프로그램에 설정할 제원 입력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됩니다.

3. 공통 옵션
추가 차로 그리기
체크하고 값을 지정하면 변화 구간 바깥쪽으로 추가적인 차로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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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에 체크해 값을 지정하면 변화 구간 이후의 추가적인 선(차로)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처럼 차로폭 1 에 2.0 을 지정했다면 아래 그림처럼 테이퍼를 그린 후 2.0 을
띄워서 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이 옵션은 좌회전 대기 차로를 그린 후 차선을 더 그릴 때 유용합니다.

옵션
계산 간격 및 변화 구간이 그려질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계산 간격이 1.0m 라면 1.0m 마다 변화 비율대로 계산해서 변화 구간을 그리게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실행 절차
① 선형 중심선 선택
도면에서 선형의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② 선형 진행 방향이 맞습니까? [예(Y)/아니오(N)]
선형이 선택되면 그림처럼 가상의 화살표가 표기되고 선형 진행 방향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기본값이 '예(Y)' 이므로 맞다면 Y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화살표는 줌하거나 Regen 하면 도면에서 사라지는 가상 임시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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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형 중심선의 테이퍼 시작 점 지정
선형 중심선 상에 테이퍼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좌회전 대기 차로라면 접근로테이퍼(AT)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점 지정이 완료되면 옵션에 따라 변화 구간이 그려집니다.
주의 사항
설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클로소이드 구간의 측점 방향은 좌표로 측점 방향이 계산되어 나온
도면이지만
캐드용 프로그램은 설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그리는 프로그램이므로
객체 정보에만 의존합니다.
따라서, 클로소이드 구간의 측점방향은 설계 프로그램에서 나온 도면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처럼(아래는 좀 과장된 그림입니다)
빨간색이 설계 프로그램의 측점 방향이라면, 파란색은 캐드용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방향입니다.
설계 프로그램은 좌표로 계산하는 방향이지만, 캐드용 프로그램은 폴리선의 각 정점 정보에
따라 계산된 방향이기때문입니다.

1.6.10. 노면 색깔 유도선 그리기

DCOL

노면 색깔 유도선 그리기

기능
 선택한 선을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변환해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노면 색깔 유도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노면 색깔 유도선 그리기
명령 : DCOL (Draw COlor La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을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변환해 그릴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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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색깔 유도선, 진행 방향 노면 표시 등 여러 가지가 함께 표시될 때는
다른 노면 표시를 우선 그린 후 노면 색깔 유도선이 될 선을 노면 표시에 맞춰 끊고
[선택한 선의 지정 구간만 그리기] 버튼으로 끊어진 선의 시, 종점을 지정해 그리는 것이
낫습니다.

1. 설정

축척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색상, 도색폭
색상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에서 사용되는 5 가지 색상을 지원합니다.
도색 폭은 유도선의 폭을 cm 단위로 입력합니다.
시종점
꺾임에 체크하면 그림처럼 시종과 종점에 갈매기 표시와 동일한 각도로 진행 방향 표시를
합니다.

2. 갈매기
1) 표시 간격마다 설치
표시 간격마다 갈매기 표시를 설치합니다.

DreamPlus

Page259

표시 간격은 설계 제한 속도에따라 결정되며 필요하면 속도에서 사용자를 선택해 직접
입력합니다.
갈매기 폭은 기준에따라 40cm 고정입니다.

시작 위치는 시점부터 최초 갈매기를 표시할 간격입니다.
지정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면 최초 갈매기 표시는 시점부터 지정 위치 간격에 설치됩니다.
2) 표시 없이 점선
평면 교차로 내 갈매기 표시 없이 점선 형태로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도색 길이와 빈 길이는 그림대로 설정합니다.

3. 실행 절차
옵션 설정 후 아래 버튼들을 눌러 실행합니다.
실행해 선을 선택할 때 유도선의 시작이될 부분을 선택합니다.
선의 선택한 쪽을 시작으로 판단해 유도선을 그립니다.

선택한 선 전체를 유도선으로 변경해 그립니다.

선택한 선의 임의 구간에만 유도선을 그립니다.
평면 교차로 등에서 진행 방향 노면 표시와 교차로 내 구간 등이 혼합될 때 사용합니다.

선의 지정한 점에 갈매기 표시 하나만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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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기준은 아래 그림대로입니다.

1.6.11. 평면 길어깨 집수정 배치

ARCP

평면 길어깨 집수정 배치

기능
 평면선형의 특정 구간 좌,우 길어깨에 집수정 심볼을 배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평면 길어깨 집수정 배치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평면 길어깨 집수정 배치
명령 : ARCP (ARange CatchPi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선형의 특정 구간 좌,우 길어깨에 집수정 심볼을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깎기부 집수정 및 도시부 우수받이는 선형에 지정 간격마다 일일이 배치가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길어깨에 집수정 같은 심볼을 편리하게 간격마다 배치해 그려줍니다.

1. 배치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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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위치
선형의 좌, 우 또는 한 쪽만 배치할지 결정합니다.
배치 간격 실행 중 입력
실행 중 선형에서 배치 시작점 ~ 끝점을 지정하고 배치 간격을 입력하면
배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입력 간격대로 배치합니다.
여러 배치 시작점과 끝점 사이 배치 간격이 다를 때 사용합니다.
예) STA.0+000 ~ 0+200, 50m 간격. STA.0+300 ~ 0+500, 30m 간격
지정 간격
배치 간격을 프로그램 창에 입력하고 실행해 선형에서 배치 시작점 ~ 끝점을 지정합니다.
여러 배치 시작점과 끝점 사이 배치 간격이 모두 같을 때 사용합니다.
예) STA.0+000 ~ 0+200, 50m 간격. STA.0+300 ~ 0+500, 50m 간격
사용자 지정 측점에 배치
선형에서 아무 점이나 지정한 점에만 배치합니다.
배치 간격이 연속적이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배치 방법

입력한 길어깨 레이어 객체를 실행 중 찾아내 배치합니다.
길어깨 방향에 맞춰 집수정 심볼 블록을 회전시킬 수 있어 테이퍼 부분에 보기 좋게
배치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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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선형 중심에서 좌, 우로 입력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합니다.
심볼 블록 방향은 선형에 따르므로 테이퍼 부분 길어깨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도로 폭이 변하지 않을 때 적합합니다.

2. 블록
배치할 블록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표준 및 사용자 지정 블록
표준 블록은 건설사업정보화(CALS) 덮개 있는 집수정 심볼이 사용됩니다.
사용자 지정 블록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블록을 사용할 때 지정합니다.
우수 받이 등 사용자 지정 블록은 아래 그림처럼 기준점이 아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블록에 명칭 표기
C.P 같은 집수정 명칭을 표기할 때 체크합니다.
명칭 표기 필요 없다면 체크 해제합니다.
길어깨에서 이격거리는 길어깨에서 얼마나 띄워 문자를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3. 실행 절차
배치 설정별 실행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합니다.
1) 배치 간격 실행 중 입력
② ~ ④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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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간격
간격은 프로그램 창에서 입력하므로 아래 ① - ③ 과정 후 완료됩니다.
② ~ ③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3) 사용자 지정 측점에 배치
② 점 지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6.12. 평면 차로폭 쓰기

WRLW

평면 차로폭 쓰기

기능
 평면 차로폭을 평면 선형에 표기합니다.

DreamPlus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평면 차로폭 쓰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평면 차로폭 쓰기
명령 : WRLW (Write Lane Wid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 차로폭을 평면 선형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삽도 작업 등에 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축척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글꼴, 높이, 폭, 레이어
표기되는 차로 폭 문자의 문자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로 폭 소수 자리

Page264

DreamPlus

표기되는 차로 폭의 소수 자리를 지정합니다.
차로 폭 문자 방향

방향 수직일 때는 실제 진행 방향에 180 도 뒤집어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프로그램 설정 중 '실행 중 R 을 눌러 문자 90 도씩 회전' 설정을 활용하거나
표기 완료 후 '문자 방향 회전 (RTE)' 명령을 이용해 180 도 회전합니다.
이상 폭 제외, 이하 폭 제외
체크하면 표기 제외하고 싶은 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선형 중 중분대, 측대, 측구 등 불필요한 부분 폭 표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R 을 눌러 문자 90 도씩 회전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기된 폭 문자가 R 누를 때마다 90 도씩 회전합니다.
원하는 방향이 될 때까지 R 을 눌러 회전 후 ESC 또는 엔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2. 실행 절차
① 차로 폭을 표기할 차선들 선택
선형을 선택합니다.

② 차로 폭 위치점 지정
차로 폭을 표기할 위치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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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버림 콘크리트 그리기

DRL

버림 콘크리트 그리기

기능
 구조물의 버림 콘크리트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버림 콘크리트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버림 콘크리트 그리기
명령 : DRL (DRaw Lean concret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바닥에 필요한 버림 콘크리트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①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버림 콘크리트를 그릴 첫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② 두 번째 점 지정
버림 콘크리트를 그릴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구조물 단면이 수평인 것이나 기울어진 것과 관계없이 두 점을 지정하면 방향에 맞게
그려줍니다.
아래 그림처럼 첫번째 점 P1 과 두번째 점 P2 를 지정하면됩니다.
레이어는 표준 레이어인 CS-CONC-LEAN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1.6.14. GRID 그리기

DGR

GRID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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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현황, 종평면도 등에 X, Y 좌표 모눈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GRID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GRID 그리기
명령 : DGR (Draw GRi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좌표 기준이 되는 모눈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현황, 종평면도, 좌표전개도 등 여러 범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역 선택, 객체 선택해서 그릴 수 있으며 종평면도처럼 회전되어 원래의 좌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1. Grid 작성 방식
어떤 방식으로 Grid 를 그릴지 선택합니다.

1) 영역 선택
지정한 두 점(한 점과 대각선 구석 점) 영역에 Grid 를 그립니다.
지정한 영역 내에 Grid 간격에 가장 근접한 좌표를 자동 찾아 그리므로 좌표에 맞게 점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객체 선택
이미 그려진 객체(닫힌 영역의 객체)를 선택해 객체 안에 Grid 를 그립니다.
영역이 직각 사각형이 아닌 ㄷ 자 모양같은 다른 모양이어도 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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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된 좌표
종평면도, 좌표전개도 등 다른 도면 내에 Xref 되거나, 원래 좌표가 아닌 임의 좌표 회전되어
Grid 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회전된 좌표 - 주의 사항
회전된 좌표는 객체 선택처럼 경계 객체가 도면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점에 대한 X, Y 좌표를 알아야 하고, 어느 한 점에서의 북쪽 방향을 미리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린 후 맨 뒤로 보내기
체크하면 그려진 모눈을 다른 객체보다 뒤에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모눈은 다른 객체보다 앞에 있게됩니다.

2. Grid 설정

Grid 그리기
체크 해제하면 Grid 를 그리지 않습니다.
Grid 간격 단위로 좌표 맞춤
Grid 작성 방식이 영역 선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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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지정 점부터 Grid 간격에 가까운 정수 좌표를 찾고 그 점부터 Grid 를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의 왼쪽 상단부터 Grid 를 그립니다.
특정 점부터 Grid 를 그려야 한다면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체크 해제 시 표기 좌표 값을 임의 지정하고 싶다면 문자 설정의 '시작 좌표 사용자 지정'을
사용합니다.
예) Grid 간격 100, 사용자가 지정한 점의 좌표가 300234, 200567 일 때
체크하면 300200, 200600 부터 Grid 를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지정한 점인 300234, 200567 부터 Grid 를 그립니다.
Grid 간격
모눈 한 칸 간격입니다. 원하는 간격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및 색상
Grid 를 그릴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문자 설정

좌표 문자 쓰기
체크 해제하면 좌표 값을 쓰지 않습니다.
외곽에만, 외곽+내부
Grid 작성 방식이 영역 선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곽에만'은 Grid 외곽에만 좌표 값을 표기합니다.
'외곽+내부'는 Grid 외곽 및 내부의 모든 점에 좌표 값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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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문자 높이, 폭
좌표 값 문자의 글꼴, 높이, 폭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ffset
아래 그림처럼 문자방향으로 볼 때 가로(X) 세로(Y) 사이 간격 값입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체크하면 좌표가 1000 을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시작 좌표 사용자 지정
시작되는 좌표 값을 사용자가 임의 지정합니다.
체크하면 좌표 입력란이 활성되고 여기에 입력한 좌표 값부터 도면에 표기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에서 선택한 점의 실제 캐드 좌표 값이 도면에 표기됩니다.
좌표 값의 시작은 왼쪽 상단점부터 시작하는 값입니다.
사용자 좌표는 X 와 Y 좌표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100, Y=200 부터 값을 표기하고 싶다면 100,200 입력합니다.
레이어 및 색상
좌표 문자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실행 절차
1) 영역 선택
① Grid 한쪽 모서리 점 지정
② Grid 반대쪽 모서리 점 지정
①, ② 두 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좌표는 도면 상의 실제 좌표가 Grid 간격 단위로 표기됩니다.

2) 객체 선택
① 폐합된 폴리선 객체 선택
폐합된 폴리선 경계 객체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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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내부에 도면 상의 실제 좌표가 Grid 간격 단위로 표기됩니다.

3) 회전된 좌표
① 폐합된 폴리선 객체 선택
폐합된 폴리선 경계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좌표를 알고 있는 기준점 지정
경계 내에 좌표를 알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황이라면 CP 점 좌표 등이 이미 알고 있는 점입니다.

③ 지정한 점의 X 좌표 입력
앞서 지정한 점의 X 좌표를 입력합니다.
④ 지정한 점의 Y 좌표 입력
앞서 지정한 점의 Y 좌표를 입력합니다.
⑤ 기준점에서 북쪽 방향으로 아무점이나 지정
회전된 좌표이므로 북쪽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판단이므로 북쪽 방향의 아무점이나 지정합니다.

⑥ 축척 입력 <1000>
현재 도면 축척을 입력합니다.
1 : 1 도면은 1000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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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그림처럼 모눈 및 좌표가 그려집니다.

관련 명령
수치지도 도곽 경계 좌표 쓰기 (WCD)
1.6.15. 주상도 그리기

DBOR

주상도 그리기

기능
 종단면도용 주상도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주상도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주상도 그리기
명령 : DBOR (Draw BORing lo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주상도 단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토질조사 후 작성된 시추주상도로 종단면도용 주상도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시추주상도 도면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좀 더 편리하게 주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새 파일 만들기 / 저장된 데이터 열기 / 데이터 저장 / 도움말입니다.

1. 입력 실행 절차
[추가] 버튼을 눌러 주상도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주상도 정보
그림 예제처럼 주상도 하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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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링 공번만 필수 입력 값이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주상도는 그려집니다.
E.L 입력하면 E.L 에 맞게 주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하 수위는 지반 몇 m 아래인지 양수 값을 입력합니다. (예 : 지반 -2m 이면 2 를 입력합니다)
측점 입력하면 주상도에 함께 표기됩니다.
채취심도는 N 치의 채취심도입니다.
입력 완료 후

버튼을 누릅니다.

2) 주상도 지층
그림의 예처럼 각 지층별 누가 깊이와 주상도 모양, N 치를 입력합니다.
지층 이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층 이름을 입력하면 주상도에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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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시추주상도 도면에서 문자들을 선택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문자들은 위 → 아래 방향으로 정렬해 목록에 입력됩니다.
도면에 한 주상도가 좌, 우로 분리되어 있다면 위, 아래로 배치한 상태로 문자 선택해야 위 →
아래 방향 정상 정렬됩니다.
값을 직접 입력하려면 입력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 F2 를 눌러도 편집 상태로 됩니다.
지층 모양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LH / 기타의 해치 모양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층 모양 중 LH 는 LH 토질조사 시행지침(2018)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층 입력 전 모양 분류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분류 먼저 선택 후 입력 칸을 선택하면 그림처럼 분류별 해치 모양이 표시됩니다.

해치 모양을 다른 분류의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항목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지층 모양만 삭제 (모양 변경)'을 실행합니다.

모양이 삭제되면 분류를 다시 고르고 입력 칸을 선택하면 됩니다.
N 치를 하나 이상 건너뛰어 입력하고 싶다면?
직접 입력할 때는 건너뛰어 입력합니다.
도면에서 선택했을 때는 우선 일괄 가져온 후
항목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위에 빈 행 삽입'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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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또는 N 치 행을 일부 삭제하고 싶다면?
CTRL + 마우스 클릭으로 삭제할 것만 선택하거나
첫번째 항목 지정 후 SHIFT + 마우스 클릭으로 연속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선택한 행 삭제'를 실행합니다.

2. 그리기 실행 절차
1) 설정

주상도 폭은 그려지는 주상도의 가로 폭입니다.

V 축척은 세로 방향 축척입니다.
미리 설정된 축척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V=166.6666667 은 종단 축척 10m 간격의 도면 상 거리가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공번 형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예제에서는 E.L 문자 표기를 체크했기 때문에 E.L 도 함께 표시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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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그리기

현재 주상도 그리기는 현재 활성된 주상도만 그릴 때 사용합니다.
기본 값은 삽입점만 지정해 그리는 것입니다.
실행 중 삽입 옵션을 바꿔 그리면 옵션 상태는 저장되어 다음 실행할 때 바꾼 옵션으로
실행됩니다.
실행하면 명령창에 다음과 같이 명령과 삽입 옵션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상도 삽입점 지정 또는 [EL 지정 삽입(E)/지시선 EL 지정 삽입(S)]
1) 삽입점만 지정
삽입점을 지정하면 주상도가 그려집니다.
2) EL 지정 삽입
원하는 EL 에 맞춰 삽입합니다. 아래 그림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정보에 EL 이 입력되어 있고, 도면에 EL 과 기준점이 있어야합니다.

Page276

DreamPlus

3) 지시선 EL 지정 삽입
지정 위치에서 지시선으로 빼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물 종단면도에 주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정보에 EL 이 입력되어 있고, 도면에 EL 과 기준점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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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 목록의 모든 주상도를 삽입점에 그립니다.
주상도 삽입점 지정 또는 [EL 지정 삽입(E)]
점을 지정하면 모든 주상도가 그려집니다.
E 입력하면 모든 주상도가 원하는 EL 에 맞춰 그려집니다.
모든 주상도 정보에 EL 이 입력되어 있고, 도면에 EL 과 기준점이 있어야합니다.
EL 지정 절차는 위 '2) EL 지정 삽입'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보링 목록의 모든 주상도에 사용된 해치 패턴 모양을 범례로 그립니다.
실행하면 배치할 열 개수를 묻습니다.
가로로 몇 개를 배치할지 입력하면 아래 그림처럼 범례를 그립니다.
아래 그림은 배치할 열 개수에 3 을 입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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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옹벽 전개도 그리기

DRWD

옹벽 전개도 그리기

기능
 엑셀 데이터로 옹벽 전개도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옹벽 전개도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옹벽 전개도 그리기
명령 : DRWD (Draw Retaining Wall Developme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엑셀 데이터로 옹벽 전개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콘크리트 옹벽 전개도를 그리는데 적합합니다.
신축이음 부분을 끊어서 그리거나 이음부에 높이를 보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엑셀 데이터
엑셀 데이터는 아래 같은 양식입니다.
엑셀에 직접 작성해도 되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도면에서 옹벽 연장 가져오기] 버튼으로
생성됩니다.

측점은 숫자 또는 STA.0+0, NO.0+0 처럼 입력하면 됩니다.
측점은 단순 전개도에 표기되는 것이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판 두께는 입력하면 전개도에 저판 두께를 함께 그립니다.
저판 두께는 필요한 경우 입력하고 필요 없거나 모르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간연장 ~ 옹벽높이는 꼭 입력되어 있어야합니다.

2. 전개도 설정
전개도의 각종 기본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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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 표기
엑셀의 측점이 Station 측점인지 Number 측점인지 선택합니다.
간격은 Number 측점일 때만 입력하는 옵션입니다.
간격은 엑셀 측점 데이터에 숫자로 기록된 경우 이 숫자를 NO.0+0 형식으로 변환할 때
사용됩니다.
표기 축척
전개도의 횡방향, 종방향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 은 실제 거리 1m 를 도면에 1000 의 길이로 작성하는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실제 거리 1m 를 도면에 1 의 길이로 작성하는 축척입니다.
문자 관련 옵션
글꼴과 높이 및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크기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높이와 소수 자리에서 표 설정은 전개도 아래에 종단 표를 그릴 때 사용됩니다.
치수 표기
1) 치수 생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치수 스타일을 만들어 그리는 옵션입니다.
2) 치수 스타일은 도면에 기존 치수 스타일을 선택해 그 스타일로 그리는 옵션입니다.
치수 스타일을 사용하더라도 일부 설정은 프로그램에서 축척에 맞게 강제 지정됩니다.
표준 레이어 사용
체크하면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레이어를 사용해 전개도를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색상 번호 숫자로 된 레이어를 사용해 전개도를 그립니다.
종단 표 그리기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전개도 아래에 종단 표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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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전개도만 그립니다.

3. 치수 설정

치수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설정 값은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4. 옹벽 설정
전개도를 그릴 때 옹벽에 표기되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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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및 전체 연장 치수 표기
체크하면 아래 그림 빨간색 부분의 구간 및 전체 연장 치수를 전개도에 그립니다.

구간별 높이 치수 표기
체크하면 아래 그림 빨간색 부분의 높이 치수를 전개도에 그립니다.
저판 두께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높이 치수는 하나만 그려집니다.
저판 두께가 지정되었다면 그림처럼 높이 치수는 두 개로 그려집니다.

기초 콘크리트 표기
체크하면 전개도에 기초 콘크리트를 그립니다.
체크하면 기초 콘크리트 높이를 입력하는 칸이 활성됩니다.
신축 이음부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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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전개도에 신축 이음을 설치하고 지정 신축 이음 폭으로 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신축 이음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연장은 최대 신축 이음 연장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높이 변화, 지정 연장보다 긴 구간 등을 고려해 신축 이음을
설치합니다.
신축 이음은 설계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신축이음이 맞지 않는다면
체크 해제하고 직접 신축이음을 설치해야합니다.
이음부 EL 표기
체크하면 그림의 빨간색 부분처럼 옹벽 상, 하단에 EL 을 표기합니다.

이음부 높이 0.5m 단위로 조정
신축 이음 기준 연장보다 구간 연장이 길 때 구간 내 신축 이음이 설치됩니다.
구간 시, 종점 높이가 다를 때는
신축 이음부 옹벽 높이가 아래 그림 왼쪽(3.333)처럼 애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옵션에 체크하면 아래 그림 오른쪽(3.500)처럼 0.5m 단위 높이로 변경해 그립니다.
구조 계산, 구조 도면 작성 등이 편리하려면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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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연장 소수 단위로 조정
한 구간 내 신축 이음은 구간 연장을 등분해 설치됩니다.
이 때 등분된 연장이 소수 3 자리가되어 배근도 작성이 불편하다면 체크해 소수 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간 내 신축 이음 연장이 19.983, 19.983, 19.983 세 개소로 설치되었을 때
소수 2 자리로 설정하면
소수 2 자리로 조정한 19.990 으로 계속 설치 후 나머지를 남깁니다.
결국 19.990, 19.990, 19.970 세 개소로 설치됩니다.
옹벽 시, 종점이 동일 높이라면 신축 이음 연장이 소수 3 자리라도 동일 단면 등분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5. 옹벽 연장 엑셀로 가져오기
평면도에서 옹벽 연장을 가져와 엑셀에 입력합니다.
엑셀 데이터 중 옹벽 연장 부분은 이 기능을 사용해 가져오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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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축척
평면도의 축척을 지정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소수 자리
옹벽 연장을 가져올 때 소수 얼마까지 산출할지 지정합니다.
연장 기준
두 가지 방법으로 도면에서 옹벽 연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도면에서 점 지정
측점을 알 수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림처럼 도로 사면에 옹벽(빨간색 부분)이 설치되고
옹벽과 측점이 교차하는 곳의 점을 지정해 측점 사이 옹벽 거리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거리는 객체 길이를 산출하므로 측점 사이가 곡선부라도 상관 없습니다.
측점 입력에 체크하면 점을 지정 후 해당 점의 측점을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점을 지정할때는 측점뿐만 아니라 평면으로 볼 때 옹벽이 꺾인 점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신축이음 계획에 좋습니다.
2) 폴리선 꺾인 점 기준
도면에서 옹벽 선(폴리선)을 선택해
옹벽 선의 각 정점(꺾인 점) 사이 거리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거리는 객체 길이를 산출하므로 점 사이가 곡선부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측점을 알 수 없는 곳이나 꺾인 점 사이 거리로 전개도 그릴 경우 사용합니다.
위 두 가지 방식으로 도면에서 점 또는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엑셀이 활성화되고 연장을 입력할 셀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엑셀 데이터 양식 제목 및 산출된 거리(또는 측점)이 엑셀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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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 절차
실행 전에 전개도 데이터가 있는 엑셀 파일이 열려있어야합니다.
① [확인] 버튼을 눌러 실행하면 엑셀이 활성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목을 제외하고 데이터가 있는 셀 범위를 선택 후 엑셀 선택 창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② 전개도 삽입 점 지정
도면에서 전개도가 그려질 삽입 점을 지정합니다.
삽입 점은 아래 그림처럼 옹벽 좌측 상단 점입니다.

1.6.17. 삼각망 그리기

DTIN

삼각망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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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Z 값이 있는 객체로 삼각망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삼각망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삼각망 그리기
명령 : DTIN (Draw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Z 값이 있는 객체로 삼각망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려진 삼각망은 아래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 (GRP)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 (CFM)
측량 도면 또는 수치지형도에서 산지부나 지형선이 적은 부분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Z 값을 가져올 객체가 적어 지형 추출이 잘 안됩니다.
이 때 삼각망을 그려 이 삼각망으로 종, 횡단을 추출하면 훨씬 세밀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망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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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Z 값 가져올 객체
삼각망 작성에 기본이 되는 Z 값을 가져올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체크 해제된 객체의 Z 값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특정 레이어 객체만 선택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할 때 특정 레이어 객체만 선택합니다.
체크하면 레이어 입력 부분이 활성되고 필요한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져올 객체에서 블록을 체크하면 도면에 모든 블록이 선택되기때문에
점 블록 레이어를 입력하면 점 블록만 선택되므로 편리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Z 값 0 이하 객체 제외
체크하면 객체의 Z 값이 0 이하일 때 그 Z 값은 무시하고 삼각망을 작성합니다.
삼각망에 브레이크 라인 적용
브레이크 라인을 적용하면 삼각망의 선이 브레이크 라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중 사용자 별도 선택은 사용자가 선택한 선만 브레이크 라인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삼각망 레이어 및 색상
삼각망이 작성될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① 객체 선택
삼각망 작성 대상 범위 객체를 선택합니다.
Z 값을 가져올 객체 설정 및 특정 레이어 설정에 따라 객체가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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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다른 절차 없이 삼각망이 작성됩니다.
삼각망은 3D 면 객체로 생성됩니다.
실행 완료 후 삼각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정 레이어가 꺼지거나 동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오류
아래 그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점 간격이 너무 조밀한 것이 있어 브레이크 라인 분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삼각망에 브레이크 라인 적용을 체크 해제하거나
삼각망에 브레이크 라인 체크 후 '실행 중 사용자 별도 선택' 설정으로 실행해 보세요.

관련 명령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 (GRP)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 (CFM)
1.6.18. 지표면 경사 방향 그리기

DSSL

지표면 경사 방향 그리기

기능
 지형도에 우수 흐름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지표면 경사 방향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지표면 경사 방향 그리기
명령 : DSSL (Draw Surface SLope dir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형도에 우수 흐름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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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는 방식
삼각망 선택 그리기
도면에 이미 그려진 '3D 면(3D FACE)' 객체 삼각망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Z 값 가져올 객체 선택 그리기
지형도를 선택해 그릴 때 사용하며 지형에 Z 값을 가져올 객체 종류를 선택해 그립니다.
체크 해제된 객체의 Z 값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2. 설정
화살표 길이 및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색상은 그림처럼 높은 쪽과 낮은 쪽 지형을 구분해 점차 변화되면서 표시됩니다.
우수 흐름 방향을 판단할 것이면 색상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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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삼각망 그리기 (DTIN)
1.7. 철근 재료표 작성

RET

철근 재료표 작성

기능
 철근 상세도를 선택해 재료표를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철근 재료표 작성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철근 재료표 작성
명령 : RET (REbar T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철근 상세도를 선택해 재료표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철근 상세도는 원 객체, 한길 IT, 마이다스 제품에서 작성된 블록을 인식합니다.
철근 재료표를 분리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간략한 실행 절차
각 설정 지정 → [객체 선택] 버튼으로 철근 상세도 선택 → [재료표 작성] 버튼 입니다.
'객체 선택 후 창 띄우지 않고 바로 재료표 작성' 체크하면 [재료표 작성]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1) 철근 상세도의 인식 및 검색
철근 상세도를 선택하면 상세도의 원 및 블록을 찾고 각 원 및 블록을 기준으로 제원을
검색합니다.
철근 제원 검색 범위는 아래 그림의 노란색 점선 범위로 원 끝 ~ 가로 선 끝입니다.

따라서, 위 노란색 점선 안에 다른 철근의 문자 등이 있으면 그 문자도 검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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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번호 인식은 원 안에 문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철근 번호가 원 밖에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2) 철근 제원 인식 안될 때
제원을 인식할 수 없을 때는 인식 안된 곳에 '철근-인식안됨' 레이어로 원이 작성됩니다.
철근 인식 안될 때는 보통 아래 경우입니다.
- 입력된 '검색 제외 원 지름' 보다 도면의 원 크기가 작거나 큰 경우.
- 철근 등록/수정에 등록한 '철근 구분 문자'가 도면과 다른 경우.
- 위에 설명한 검색 범위에 문제 있는 경우.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철근-인식안됨' 레이어에 그려진 원을 삭제 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설정
1) 철근 등록 및 철근 길이 올림
등록된 철근의 확인, 할증율 설정, 길이 값 올림을 결정합니다.
현재 등록된 철근은 국내 자재 규격인 'KS 이형봉강' 과 'European Size'가 있습니다.
도면에 따라 어떤 규격을 사용할지 '적용 규격'에서 선택합니다.
길이 올림은 별다른 설명 없이 필요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길이 올림 중 없음은 올림 없이 그대로 표시하는 설정입니다.

2) 철근 등록/수정
아래 그림같은 등록/수정 창이 표시됩니다.

DreamPlus

등록된 철근을 수정하려면 목록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을 선택하면 '철근 추가' 창이 '수정' 으로 바뀌고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할증 %를 일괄 수정하려면 수정할 철근을 모두 선택 후 '선택 항목 할증 % 수정'을
실행합니다.

- 철근 구분 문자

도면에 철근 강도별 구분 문자와 기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SD300, D 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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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철근 상세도에 D 기호로 표기된 철근을 검색해 재료표 작성을 SD300 표기하는
설정입니다.
즉, 재료표 작성에 표기될 문자와 도면에서 검색할 기호 문자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철근을 검색해 재료표를 작성합니다.
기본값은 D, H, S, U 입니다.
참고 : 철근기호 설계도면 표기방안(한국도로공사)

- 즐겨찾는 설정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설정을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설정 상태를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설정 상태는 아래 목록에 표시됩니다.
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3) 표 설정

- 철근 강도별 재료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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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면에 철근 상세가 H, D 철근 (고강, 연강) 혼용된 경우
체크하면 H, D 철근 재료표를 따로 작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철근 강도 종류 관계없이 재료표를 하나로 작성합니다.
- 비고에 철근 할증 계산
체크하면 비고란에 철근 할증량을 계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비고란은 빈칸입니다.
할증은 철근 등록/수정에 지정된 할증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표 너비 사용자 지정
번호, 직경, 길이, 개수.. 등 표의 항목별 너비를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체크하면 프로그램 창 아래에 너비 설정 칸이 활성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자동으로 표 너비를 그립니다
표 너비는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해야합니다.

- 표 분리 칸 수
체크하면 표가 길게 작성될 때 지정한 칸 수로 재료표를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분리 칸 수를 10 칸으로 입력해 표를 분리한 그림입니다.
표의 분리 칸 수는 상단의 제목 행을 제외한 수 입니다.

- 표 한 칸 높이
도면에 작성될 재료표의 표 한칸 높이 입니다.
문자 높이를 기준으로 지정한 배수 높이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가 125 면 한칸 높이는 3 배 = 375 입니다.
- 표 우선
도면에 철근 상세가 연강, 고강이 혼용되어 있을 때 표에 연강을 먼저 표시할지 고강을 먼저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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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어 및 문자 설정
작성되는 재료표의 레이어 및 문자 설정입니다.

- 레이어
레이어는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레이어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어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및 글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상세도의 문자와 동일하게 설정
체크하면 원 안에 철근 번호 문자와 동일한 글꼴, 문자 높이로 표를 그립니다.
5) 검색 제외 원 지름 입력

보통 철근 상세도는 철근 번호 표기가 원(Circle) 또는 블록으로 작성되므로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원과 블록의 원을 찾아 철근 제원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 노란 점선 부분처럼 원이 철근 번호뿐만 아니라 치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수에 있는 점(Dot) 부분이 원 표기된 경우로 주로 오래된 도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치수에 있는 점(Dot) 부분이 원이면 프로그램 검색 대상이되고 제원을 찾을 수 없는 원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세 표기같은 큰 원도 검색 대상이되고 제원을 찾을 수 없는 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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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제외 원 지름은 위와 같이 필요없는 원 객체 검사를 제한해 오류를 방지합니다.
필요 없는 원을 검색하지 않는 설정이므로 철근 번호의 원 크기(지름) 보다 작은 값과 큰 값을
입력해 검색하지 않도록합니다.
이하, 이상 값에 0 입력하면 도면의 모든 원을 검사합니다.
이하 값을 너무 크게 입력하면 도면에서 철근를 하나도 검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검색된 철근 제원 목록
[객체 선택]버튼으로 도면에서 철근 상세도를 선택하면 제원을 검색 후 목록에 표시합니다.
이 목록 창의 역할은 재료표 작성 전 사용자 확인용입니다.
목록의 항목은 수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항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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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수정 : 선택한 철근 제원을 수정합니다.
추가 입력 : 사용자 임의로 철근 제원을 추가합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 선택 수정
항목을 선택 후 [선택 수정] 버튼을 누르면 그림처럼 제원이 표시되고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입력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르면 그림같은 창이 뜨고 사용자가 임의 값을 입력,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재료표 작성
객체 선택 후 목록에 표기된 철근 목록이 이상 없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도면에 재료표를
작성합니다.

객체 선택 후 창 띄우지 않고 바로 재료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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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고 [객체 선택] 버튼을 실행하면 다시 창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재료표를 작성합니다.
[객체 선택] 후 창을 띄워 가져온 철근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체크 해제합니다.
관련 명령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RCHK)
철근 마킹 (REM)
철근 평균 길이 산출 (AVRE)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CRL)
1.8.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RCHK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기능
 구조도와 철근 상세도의 철근 번호, 직경을 비교 검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명령 : RCHK (Rebar CHe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구조도와 철근 상세도의 철근 번호, 직경을 비교 검사할 때 사용합니다.
검사는 직경이 다르거나, 누락, 상세도에만 존재, 상세도 철근 중복을 검사합니다.
철근 번호는 원 객체 및 한길 IT 제품과 표준 블록을 인식합니다.
직경이 서로 다른 것끼리 선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고 직경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1. 간략한 실행 절차
옵션 설정 → [검색] 버튼으로 구조도 선택 → 철근 상세도 선택 → 목록의 오류 내용 확인
입니다.

2. 옵션

DreamPlus

목록에 표기할 내용

구조도와 상세도에 서로 다른 철근이 있을 때 어떻게 보여줄지 선택합니다.
구조도/상세도 다른 것만 표기 : 서로 다른 항목만 목록에 표기합니다.
구조도/상세도 모든 비교 목록 : 구조도, 상세도의 모든 목록을 비교해 표기합니다.
이 옵션은 실행 후 변경해도 됩니다.
검색 제외 원 지름

필요없는 원 객체 검사를 제한해 오류를 방지하는 설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행 중 원, 블록 객체만 골라 검사합니다.
구조도와 상세도에는 철근 번호 외 다른 원(Circle) 객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철근 번호 외 다른 원들은 실행 후 제원을 찾을 수 없는 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원들을 검색하지 않도록 값을 지정해 검색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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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상 값에 0 입력하면 도면의 모든 원을 검사합니다.
이하 값을 너무 크게 입력하면 도면에서 철근를 하나도 검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근 구분 기호
도면에서 검색할 철근 기호를 ,(콤마)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도면의 원 주변 문자에 이 기호가 포함된 문자를 철근 기호로 인식합니다.
기본값은 D, H, S, U 입니다.
참고 : 철근기호 설계도면 표기방안(한국도로공사)

3. 실행 절차
① 구조도 선택
도면에서 구조도 부분을 범위 지정해 선택합니다.

② 상세도 선택
도면에서 상세도 부분을 범위 지정해 선택합니다.

4. 결과
결과는 목록 및 목록의 아래 부분에 아래 그림처럼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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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구조도나 상세도의 해당 철근 부분을 Zoom 할 수
있습니다.

5. 오류 목록 처리
1) 선 연결 및 원 표시
서로 직경이 다른 두 철근 번호를 찾기 쉽도록 선을 이어 표시합니다.
누락 등 구조도, 상세도 어느 한 쪽만 있는 경우는 원을 표시합니다.

2) 구조도와 직경 맞춤
구조도와 직경이 다른 상세도의 직경을 구조도에 맞춰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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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후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도면을 확인해야합니다.
관련 명령
철근 재료표 작성 (RET)
철근 평균 길이 산출 (AVRE)
철근 마킹 (REM)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CRL)
1.9. 철근 마킹

REM

철근 마킹

기능
 구조도에 철근 마킹을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철근 마킹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철근 마킹
명령 : REM (REbar Markin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구조도에 철근 마킹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 철근선 선택 마킹
- 점철근 선택 마킹
- 인출 보조선 마킹
- 철근 마킹만 삽입
- 교차점 Tick 삽입
- 지정점 Tick 삽입
상세 내용은 아래 2. 실행 절차를 보면 됩니다.
주의 사항
1) 이 프로그램은 표준 블록(이름 : CSBNUM1)을 사용합니다.
이 블록이 도면에 이미 있다면 캐드 특성 상 프로그램은 새로 블록을 삽입하지 않고 이미 있는
블록을 사용합니다.
만약 도면에 이미 있는 CSBNUM1 블록이 표준 블록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같아 이 블록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새로 삽입하길 원한다면 이미 있는 블록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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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이름 변경은 블록 이름 변경 (REB) 명령을 사용합니다.
2) Tick 표기는 프로그램에서 새로 그려 삽입합니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Tick 블록 이름은 CXLEATK 로 사용합니다.
만약 도면에 이미 CXLEATK 블록이 있다면 이미 있는 블록을 사용합니다.
Tick 심볼의 크기는 '마킹 문자 높이' 설정을 따릅니다.
마킹 문자 높이 기본 값 125 일 때 축척 50 으로 작성됩니다.

1. 설정

마킹 문자 높이
이 프로그램은 표준 속성 블록을 사용하고 블록 크기는 여기서 지정한 문자 높이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출선 레이어
표준 레이어에 그릴지 사용자 지정 레이어에 그릴지 선택합니다.
철근 선 특정 레이어만 선택
선을 선택해 마킹할 때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지정한 레이어의 선에만 Tick 삽입 처리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 값으로 입력된 *-RBAR*는 와일드카드 입니다.
앞 뒤 글자에 관계 없이 중간에 -RBAR 가 들어가는 모든 레이어 선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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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철근 특정 블록만 선택
점 철근 마킹할 때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블록으로된 점 철근만 선택해 처리합니다.
원으로 된 점 철근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지정한 블록 이름 점 철근만 선택해 지시선이 그려집니다.
블록이 여러 개면 각 블록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실행 중 철근 번호, 직경 입력
체크하면 마킹 표시를 한 후 철근 번호, 직경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마킹 표시만 그리고 완료됩니다.
교차점 Tick 삽입할 때 인출선 방향대로 삽입
[교차점 Tick 삽입] 버튼 기능에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곡선 형태 철근 배치의 경우 인출선도 곡선일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인출선의 각도를 따라 Tick 블록을 회전하며 삽입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Tick 블록은 항상 45 도 기울어진 형태로 삽입됩니다.
실행 중 직교 모드 적용
체크하면 실행 중 직교 모드로 전환합니다.
직교 모드는 종료 후 원상 복귀됩니다.
프로그램 창 없이 명령으로 실행
체크하면 프로그램 창이 뜨지 않고 명령줄 입력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명령으로 처리가 편리한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창을 다시 보이게 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려면 명령 실행 중 설정 단축키 S 입력하면 됩니다.

2. 실행 절차
1) 철근선 선택 마킹
아래 그림 같이 철근 선에 Tick 표기 후 철근 마킹합니다.
아래 과정이 ESC,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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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근 선택 시작 점 지정 또는 [모두 선택(A)/건너뛰어 선택(S)] <현재설정 : 모두선택>
철근 선을 선택할 시작 점으로 선택이 시작될 빈 공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펜스 선택처럼 지정한 점과 다음 점에 걸리는 철근 선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모두 선택은 걸리는 철근 선이 모두 선택되는 것입니다.
건너 뛰어 선택은 아래 그림처럼 한 개씩 건너뛰어 선택 및 Tick 표기됩니다.

② 철근 선택 끝 점 지정
선 선택을 끝 낼 점입니다.
앞서 선택한 첫 점과 끝 점 사이, 설정에 지정한 레이어의 선만 선택, 처리됩니다.
③ 방향점 지정
마킹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방향점은 상, 하, 좌, 우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④ 실행 중 철근 번호, 직경 입력 옵션에 따라 입력합니다.

2) 점철근 선택 마킹
아래 그림 같이 점 철근에 인출선 표기 후 철근 마킹합니다.
아래 과정이 ESC,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① 점 철근 선택
인출선을 표기할 점 철근들을 선택합니다.
설정에 지정한 이름의 블록만 선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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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출선 끝 점 지정
여러 점 철근의 인출선 끝 점을 지정합니다.
③ 추가 인출선 다음 점 지정 (추가 인출선 없으면 엔터)
추가 인출선은 아래 그림처럼 추가로 더 인출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엔터 입력합니다.

④ 방향점 지정
마킹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방향점은 상, 하, 좌, 우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⑤ 실행 중 철근 번호, 직경 입력 옵션에 따라 입력합니다.

3) 인출 보조선 마킹
아래 그림 같이 철근 선에 Tick 표기 및 인출 보조선을 그린 후 철근 마킹합니다.
아래 과정이 ESC,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① 철근 선택 및 보조선 시작 점 지정 또는 [모두 선택(A)/건너뛰어 선택(S)] <현재설정 :
모두선택>
철근 선을 선택할 시작 점으로 선택이 시작될 빈 공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펜스 선택처럼 지정한 점과 다음 점에 걸리는 철근 선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모두 선택은 걸리는 철근 선이 모두 선택되는 것입니다.
건너 뛰어 선택은 아래 그림처럼 한 개씩 건너뛰어 선택 및 Tick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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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근 선택 및 보조선 끝 점 지정
선 선택을 끝 낼 점입니다.
앞서 선택한 첫 점과 끝 점 사이, 설정에 지정한 레이어의 선만 선택, 처리됩니다.
③ 마킹 인출선 시작 점 지정
④ 마킹 인출선 끝 점 지정
⑤ 방향점 지정
마킹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방향점은 상, 하, 좌, 우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⑥ 실행 중 철근 번호, 직경 입력 옵션에 따라 입력합니다.

4) 철근 마킹만 삽입
아래 그림 같이 인출선과 철근 마킹만 그립니다.
아래 과정이 ESC,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① 마킹 인출선 시작 점 지정
② 마킹 인출선 다음 점 지정
③ 방향점 지정
마킹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방향점은 상, 하, 좌, 우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④ 실행 중 철근 번호, 직경 입력 옵션에 따라 입력합니다.

5) 교차점 Tick 삽입
아래 그림 같이 인출선과 철근선의 교차점에 Tick 표기만 그립니다.
인출선이 미리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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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출선 선택
미리 그려진 인출선을 선택합니다.
② TICK 표시할 철근선 선택
앞서 선택한 인출선과 교차점에 Tick 표시할 철근선을 선택합니다.
설정에 지정한 레이어의 선만 선택, 처리됩니다.

6) 지정점 Tick 삽입
사용자가 지정하는 아무 점에 Tick 블록을 삽입합니다.
관련 명령
철근 재료표 작성 (RET)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RCHK)
철근 평균 길이 산출 (AVRE)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CRL)
1.10.

철근 평균 길이 산출

AVRE

철근 평균 길이 산출

기능
 선택한 철근 객체의 평균, 최소, 최대 길이를 산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철근 평균 길이 산출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철근 평균 길이 산출
명령 : AVRE (AVerage length of REba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철근 객체의 평균, 최소, 최대 길이를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재료표를 작성할 때 철근의 개수, 평균, 최소, 최대 길이 파악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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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식 기능이 제공되며, 길이 값을 도면에 표기할 수 있어 검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척
축척은 길이를 산출할 때 기준 값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소수 자리
길이를 소수 몇 째 자리까지 산출할지 지정합니다.
산출식 차순
오름차순을 선택하면 짧은 길이부터 긴 길이의 순서로 산출식을 표시합니다.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긴 길이부터 짧은 길이의 순서로 산출식을 표시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프로그램 실행 후 변경해도됩니다.
선택 객체에 길이 쓰기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에 각 객체 길이를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문자 높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칸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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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결과
실행 결과는 아래 그림처럼 프로그램 창에 표시됩니다.

도면에 길이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 레이어가 꺼져 있거나
현재 문자 스타일 폰트가 없으면 표기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철근 재료표 작성 (RET)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RCHK)
철근 마킹 (REM)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CRL)
1.11.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CRL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기능
 선택한 철근 상세도의 제원으로 상세도 길이를 계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리본 : DreamPlus → Civil → 작성 → 철근 상세도 길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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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CRL (Calculate Rebar Leng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철근 상세도의 제원으로 상세도 길이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철근 상세에서 아래 빨간 제원 부분을 읽어 위 L 값을 계산, 표기해줍니다.

위에 L= 문자가 있다면 계산 값을 L= 문자에 입력해줍니다.
위에 L= 문자가 없다면 계산 값을 새로 작성해줍니다.

1. 실행 절차
① 길이를 계산할 철근 상세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철근 상세도를 선택합니다.
상세도 내 원 및 블록을 검색 후 각 원 및 블록을 기준으로 제원을 검색하게 됩니다.

a, b, c, d ... 등 제원이 동일한 철근 형상의 상세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있을 때 모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형상이 동일한 ⓐ만 선택해 실행 완료한 다음 ⓑ를 선택해 실행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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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 길이 개수 입력 ...
선택한 철근 상세의 제원을 추출해 각 제원 개수를 입력받습니다.
맨 위 예제의 경우 a 가 한 개, b 가 양쪽 두 개이므로
a 길이 개수 입력에 1, b 길이 개수 입력에 2 입력하면 완료 후 계산 값을 표기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S 입력했을 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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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계산 제외 문자
제원 중 길이 계산과 관계 없어 제외할 제원 문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각도를 표기한 x1, x2 처럼 제외할 문자입니다.

이음장으로 인식할 문자
이음장으로 계산할 문자를 입력합니다.
이음장은 j=440X2 처럼 표기되어 있으면 계산됩니다.
제원 검색 범위
그림처럼 제원을 검색할 범위 높이를 원 지름 배수로 입력합니다.
너무 큰 값을 입력하면 다른 상세의 문자를 읽어올 수 있으므로 제원이 포함될 최소 값이
좋습니다.

길이 계산된 문자 색상 변경
체크하면 길이 계산해 값을 표기한 문자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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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창의 예시처럼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 셋째 자리는 0 으로 표기됩니다.
관련 명령
철근 재료표 작성 (RET)
구조도/상세도 철근 목록 비교 검사 (RCHK)
철근 마킹 (REM)
철근 평균 길이 산출 (AVRE)
1.12.

배수 라인타입

DLT

배수 라인타입

기능
 선택한 선을 배수 라인타입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배수 라인타입
리본 : DreamPlus → Civil → 선종류 → 배수 라인타입
명령 : DLT (Drain Line Ty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배수계획평면도 등에 사용하는 배수 구조물 선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배수 표기에 사용되는 각종 규격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배수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문자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는 이 도움말 맨 아래 '문제 해결'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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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구 선택
라인타입을 표시할 배수 구조물(측구) 종류를 선택합니다.
미리 정의된 측구 종류를 선택하면 '도면 표기 형식 - 정의된 측구 형식' 부분에 선택 측구
형식들이 로드됩니다.
미리 정의된 측구 외에 임의로 추가하고 싶다면 사용자 정의 설명을 체크해 입력하고 사용자
측구 형식을 입력합니다.
사용자에 입력하는 것은 캐드 선종류 관리자에 표시되는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수로관' 으로 입력했다면 아래 그림처럼 선종류 관리자에 표시됩니다.

2. 도면 형식 형식
여기서 선택하거나 입력한 것이 도면에 표시됩니다.
1) 정의된 측구 형식 사용
측구별로 미리 정의된 측구 형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 형측구면 표시되는 형식은 L, L1, L2 ~ L15 형식까지 있습니다.
측구별로 형식 종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형식이 도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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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L1 형식을 선택했다면 최종 도면에는 아래 그림처럼 표시됩니다.

2) 사용자 측구 형식 입력
미리 정의된 형식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문자가 도면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L 형 측구 형식 L2-1 을 도면에 표시하고 싶은데 미리 정의된 형식에는 없으므로 이
경우 사용합니다.
'L2-1'를 입력 후 실행하면 최종 도면에는 아래 그림처럼 표시됩니다.

문자 없이 화살표만 나오는 라인타입을 만들고 싶다면
사용자 측구 형식 입력에 빈 칸(스페이스) 입력합니다.
스페이스를 여러 번 입력하면 화살 표 사이 거리를 띄울 수 있습니다.
선 축척 값 입력
도면의 선 객체의 라인타입을 설정 후 여기서 입력한 축척 값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선 축척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실행 절차
① 라인타입을 변경할 객체 선택
배수 라인타입으로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Line), 폴리선, 원, 호, 스플라인 등 선종류를 설정할 수 있는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② 문자 방향을 반대로 바꾸시겠습니까? [Y/N]
표시된 배수 라인 문자를 반대 방향으로 뒤집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No 이므로 그냥 엔터 입력하면 현재 문자 방향이 유지되며 Y 입력하면 문자 방향이
반대로 설정됩니다.
문자 방향이 아닌 선 자체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폴리선 방향 바꾸기(RC) 명령을 사용합니다.

4. 참고 사항
프로그램 실행이 완료되고 라인타입이 생성될 때 항상 두 종류의 라인타입을 만듭니다.
하나는 정 방향의 라인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의 라인타입입니다.
캐드의 선종류 관리자에서 이름 뒤에 R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이 반대 방향 라인타입입니다.
반대 방향 라인타입은 현재 문자의 방향과 반대로 뒤집어진 라인타입입니다.
따라서 선 객체에 배수 라인타입을 적용 후 선 자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R 문자가 있는 반대
방향 라인타입을 적용하는 것과 조합해 원하는 선방향과 문자방향 라인타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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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
1)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화살표는 라인타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파일에 존재합니다.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사용하는 PC 에 이 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인타입과 화살표를 표시하는 파일이 과거부터 몇 가지가 존재했는데
요즘은 KOSDIC.shx 하나로 거의 통일되었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파일이 사용된 도면은 사용된 파일이 없으면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파일을 받아 캐드 폰트 있는 곳에 넣고 캐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배수 라인타입의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을 때
2) 만든 라인타입이 아닌 다른 라인타입으로 적용되면
도면에 이미 만들려는 라인타입이 있기 때문 입니다.
캐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L 형 측구 형식 1 을 만들면 'H-DICHL01' 표준 이름의 라인타입이
생성되는데
도면에 이미 'H-DICHL01' 이름의 라인타입이 있고 이미 있는 것이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미 있는 라인타입의 이름을 바꾸고 실행하면 됩니다.
객체를 선택해 특성 또는 캐드 선 종류 창에서 객체 선 종류 이름을 파악 후
캐드 선 종류 관리자에서 이름에 F2 를 누르거나 천천히 두 번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문자가 표시되지 않거나 이상한 문자로 표시된다면
캐드에서 라인타입에 표시되는 문자는 도면의 Standard 스타일 글꼴을 따라갑니다.
현재 도면의 Standard 스타일 글꼴이 도면에 없거나 이상한 글꼴로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STYLE 명령에서 Standard 스타일의 글꼴을 다른 것으로(예 : 돋움, 굴림 등) 지정 후
REGEN 하면 됩니다.
4) 문자가 너무 크거나 작게 표시되면
캐드에서 라인타입에 표시되는 문자는 도면의 Standard 스타일 글꼴을 따라갑니다.
Standard 스타일 글꼴에 높이가 강제 지정되어 있으면 문자가 너무 크거나 작게 표시됩니다.
STYLE 명령에서 아래 그림 부분 높이를 0 으로 설정 후 REGEN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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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자가 단선 글꼴로 나온다면
캐드에서 라인타입에 표시되는 문자는 도면의 Standard 스타일 글꼴을 따라갑니다.
STYLE 명령에서 Standard 스타일의 글꼴을 '돋움' 같은 트루타입으로 변경하면됩니다.
관련 명령
도로 차선 라인타입(ROADL)
1.13.

도로 차선 라인타입

ROADL

도로 차선 라인타입

기능
 도로용 차선 라인타입을 로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도로 차선 라인타입
리본 : DreamPlus → Civil → 선종류 → 도로 차선 라인타입
명령 : ROAD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로 설계에 사용되는 차선 라인타입을 로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면에 차선 표시로 캐드의 기본 DASHED 또는 HIDDEN 사용보다는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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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할 차선 종류 선택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등에 규정된 자주 사용되는 차선이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한 차선 종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10 - 10 은 도색길이 10m, 빈길이 10m 를 말합니다.
사용자 정의
체크하면 원하는 차선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 후 도색 길이와 빈 길이에 값을 m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실행 절차
별다른 실행 절차 없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도면에 라인타입을 로드합니다.
완료 후 캐드의 선종류 관리자 등에서 확인하면 아래 그림처럼 체크해 로드된 라인타입이
보이게 됩니다.

관련 명령
배수 라인 타입(D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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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값 점 ↔ 문자 생성

TTP

Z 값 점 ↔ 문자 생성

기능
 다양한 방법으로 Z 값이 있는 점 또는 문자를 생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Z 값 점 ↔ 문자 생성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Z 값 점 ↔ 문자 생성
명령 : TTP (Text To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와 Z 값이 있는 점 관련 프로그램으로 아래 7 가지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1. 문자내용으로 Z 값 점 생성 : 숫자가 있는 문자 내용으로 Z 값이 있는 점을 생성합니다.
2. 점의 Z 값으로 문자 생성 : 점의 Z 값으로 Z 값 문자를 생성합니다.
3. 블록의 Z 값으로 문자 생성 : 블록의 Z 값으로 Z 값 문자를 생성합니다.
4. 문자 주변 점 Z 값 올리기 : 문자 주변에 있는 점의 Z 값을 문자 내용과 동일한 값으로
적용합니다.
5. 문자 주변 블록 Z 값 올리기 : 문자 주변에 있는 블록의 Z 값을 문자 내용과 동일한 값으로
적용합니다.
6. Z 값 점 생성, 문자 쓰기 : 점을 지정해 해당 점에 Z 값이 있는 POINT 와 문자를 생성합니다.
7. 3D 폴리선 정점 Z 값 문자 생성 : 선택한 3D 폴리선의 각 정점에 Z 값이 있는 POINT 와
문자를 생성합니다.

1. 문자내용으로 Z 값 점 생성
문자 내용 중 숫자를 Z 값으로 적용한 점(POINT) 객체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내용이 'EL=10.12'일 때 Z 값이 10.12 인 점 객체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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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삽입 기준
문자 삽입점 : 모든 문자는 문자의 왼쪽 아래가 문자 삽입점입니다
문자 정렬점 : 정렬점은 문자의 정렬 형식에따라 위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자가 중간 중심 정렬일 때 정렬점은 문자의 중간 중심위치이며 이 위치에 점이
생성됩니다
만약 문자의 위치 변경 없이 문자들의 정렬점을 바꾸고 싶다면 '문자 정렬점 변경(JU)'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삽입 기준과 점 이격 거리
위에서 지정한 점 삽입 기준부터 어느 위치에 점이 생성될지 X, Y 간격을 입력합니다.
0 입력하면 삽입점 또는 정렬점에 점이 생성됩니다.
값 입력하면 삽입점 또는 정렬점부터 입력한 X, Y 간격대로 떨어져 점이 생성됩니다.
점 레이어
지정한 레이어에 점을 생성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 기능은 실행 중 문자를 선택해 문자의 내용(숫자 값)으로 Z 값을 만들게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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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2. 점의 Z 값으로 문자 생성, 3. 블록의 Z 값으로 문자 생성
점(POINT)객체 또는 블록의 Z 값을 문자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Z 값이 10.12 면 내용이 10.12 인 문자가 생성됩니다.

글꼴, 높이, 폭
Z 값 문자의 글꼴, 높이, 폭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등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렬
문자의 정렬 방식을(왼쪽, 중심, 오른쪽) 지정합니다.
Z = 0 제외
체크하면 Z 값이 0 일 때 문자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문자 Z 값 넣기
체크하면 생성된 문자의 Z 위치를 얻어온 Z 값으로 설정합니다.
점과 문자 이격 거리
점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문자가 생성될지 X, Y 간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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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입력하면 점 위치에 문자가 생성됩니다.
값 입력하면 점 위치부터 입력한 X, Y 간격대로 떨어져 점이 생성됩니다.
문자 소수자리
생성한 문자 Z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점에서 얻은 Z 값은 10 이고 소수자리가 2 면 문자는 10.00 으로 생성됩니다.
문자 레이어
지정한 레이어에 문자를 생성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문자 주변 점 Z 값 올리기
문자 주변에 있는 점(POINT) 객체의 Z 값을 문자 내용과 동일한 값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 값 문자만 도면에 있고 함께 있는 점의 Z 값은 0 일 때 이 점의 Z 값을 문자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문자 삽입점부터 점 검색 범위
문자의 삽입점은 왼쪽 아래이므로 이 위치부터 지정한 X, Y 거리 안에 있는 점을 검색해 Z 값을
올립니다.
아래 그림의 예와 같이 +, - 기호에 주의해 입력합니다.
아래의 예제 그림은 10.12 라는 문자 내용으로 문자 주변에 있는 선홍색 점(POINT)의 Z 값을
변경하는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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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준인 문자 삽입점은 항상 문자의 왼쪽 아래가 되며, 이 왼쪽 아래는 오스냅의
노드(NOD)로 잡히는 점입니다.
문자 검색 범위는 이 문자 삽입점을 기준으로 X 검색 범위, Y 검색 범위를 양수와 음수 값에
주의해 입력하면됩니다.
현황이 복잡해 EL 문자와 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는 지정한 검색 범위 안에 여러 점이
포함될 수 있으니 너무 넓지 않는 최소 범위로 입력합니다.

문자의 삽입점이 오스냅으로 잡히지 않으면
문자의 위치 변경없이 문자의 정렬점을 변경하는 명령인 '문자 정렬점 변경(JU)' 명령을 실행해
정렬점 옵션을 ML, BL 등으로 수정하면 스냅이 잡힙니다.
정렬점이 잡히면 검색할 점 객체와 간격을 거리로 측청 후 입력합니다.
변경한 점은 레이어 변경
Z 값이 변경된 점 객체는 다른 레이어로 변경하는 설정입니다.
변경된 점(POINT)만 지정 레이어로 옮겨 나중에 파악을 쉽게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주변 블록 Z 값 올리기
문자 주변에 있는 블록 객체의 Z 값을 문자 내용과 동일한 값으로 적용합니다.
EL 이 점(POINT)이 아닌 블록으로 된 도면에서 문자 내용으로 이 블록의 Z 값을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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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삽입점부터 블록 검색 범위
문자의 삽입점은 왼쪽 아래이므로 이 위치부터 지정한 X, Y 거리 안에 있는 블록을 검색해 Z
값을 올립니다.
이 부분 설명은 위 '3. 문자 주변 점 Z 값 올리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변경한 블록은 레이어 변경
Z 값이 변경된 블록 객체는 다른 레이어로 변경하는 설정입니다.
변경된 블록만 지정 레이어로 옮겨 나중에 파악을 쉽게할 수 있습니다.
특정 블록만 검색
입력한 블록 이름만 문자 주변에서 검색합니다.
문자 주변에 다른 블록의 Z 값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변경할 블록이 여러 개면 각 블록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을 선택해 블록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Z 값 점 생성, 문자 쓰기
도면에서 점을 지정해 이 점에 Z 값이 있는 POINT 와 문자를 생성합니다.
현황 등에 Z 값이 있는 문자를 표기할 때 POINT 입력, 문자 입력, Z 값 입력을 동시에 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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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생성
체크하면 지정한 점에 POINT 객체를 생성합니다.
문자도 Z 값 넣기
체크하면 생성된 문자의 Z 위치를 입력한 Z 값으로 설정합니다.
Z 값 입력
삽입 점 지정 후 어떤 방식으로 Z 값을 입력할지 선택합니다.
직접 입력 : Z 값을 명령창에 직접 입력합니다.
다른 문자 선택 : 도면에 표기된 문자의 내용을 가져와 그 값을 Z 값으로 입력합니다.
글꼴, 높이, 폭
E.L 문자의 글꼴, 높이, 폭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등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정 점과 문자 이격 거리
도면에서 지정한 점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문자가 생성될지 X, Y 간격을 입력합니다.
그림처럼 X=0, Y=0.3 입력하면 지정한 점의 0.3 위에 문자가 생성됩니다.
문자 소수자리
생성한 문자 Z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한 EL 은 10 이고 소수자리가 2 면 문자는 10.00 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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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점 레이어
지정한 레이어에 문자 및 점(POINT)을 생성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3D 폴리선 점, Z 값 문자 생성
선택한 3D 폴리선의 각 정점 Z 값으로 POINT 와 문자를 생성합니다.

점 생성, 문자 생성
체크하면 정점에 POINT 객체와 문자를 생성합니다.
문자도 Z 값 넣기
체크하면 생성된 문자의 Z 위치를 정점의 Z 값으로 설정합니다.
글꼴, 높이, 폭
E.L 문자의 글꼴, 높이, 폭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등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점과 문자 이격 거리
3D 폴리선 정점에서 어느 위치에 문자가 생성될지 X, Y 간격을 입력합니다.
그림처럼 X=0, Y=0.3 입력하면 정점의 0.3 위에 문자가 생성됩니다.
문자 소수자리
생성한 문자 Z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Page328

DreamPlus

Page329

예를 들어 정점 Z 값이 10 이고 소수자리가 2 면 문자는 10.00 으로 생성됩니다.
문자, 점 레이어
지정한 레이어에 문자 및 점(POINT)을 생성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Z 값 변경(RZV)
1.15.

Z 값 선 그리기

ZVL

Z 값 선 그리기

기능
 선, 3D 폴리선을 각 점마다 Z 값을 입력(선택)하면서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Z 값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Z 값 선 그리기
명령 : ZVL (Z-level Value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3D 폴리선을 그리면서 각 점의 Z 값을 입력하면서 그릴 때 사용합니다.
Z 값이 있는 선이나 3D 폴리선을 그릴 때 사용할 수도 있고,
2D 현황에서 종, 횡단을 가져오기 위해 2D 현황의 일부분만 3D 로 다시 그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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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프로그램 창에서 선(Line)으로 그릴지 3D 폴리선으로 그릴지 지정합니다.
그려지는 객체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① 시작점 지정
선을 그릴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② 지정 점의 EL 값 문자 선택 또는 [EL 값 입력(E)]
지정한 점에 Z 값을 넣기 위해 도면에 써 있는 문자를 선택하거나 E 옵션을 입력해 EL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EL 값을 입력하면 다시 설정을 바꾸기 전까지 계속 입력하는 상태로 실행됩니다.
EL 문자는 블록이나 외부참조 안의 문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U)/새 시작점(N)]
선의 다음 점을 지정합니다.
U 옵션을 입력하면 이전 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N 옵션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ESC 를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 위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1.16.

현황 3D 폴리선 OFFSET

POT

현황 3D 폴리선 Offset

기능
 현황의 3D 폴리선을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현황 3D 폴리선 Offset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현황 3D 폴리선 Offset
명령 : POT (3D Polyline Offset of Topograph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황의 3D 폴리선을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측량된 개거, 측구 같은 구조물 선을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Offset 대상 3D 폴리선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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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할 3D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Offset 된 폴리선의 정점에 점을 생성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② 방향점 지정 (수직 방향은 점 지정 없이 엔터)
Offset 할 방향을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수평 방향이 아닌 수직 Offset 하려면 엔터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개거 상, 하단처럼 수평거리 0 이고 수직만 Offset 하려면 점 지정 없이 그냥 엔터
입력합니다.
③ Offset 거리 입력
앞서 방향점을 지정한 경우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수직 방향은 이 명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Offset 거리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된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 번에 같은 값은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 입력하면
됩니다.
④ 증감 상대 Z 값 입력 [절대 Z 값 입력(A)]
원본 3D 폴리선의 각 정점에 얼마를 더하고 뺄지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정점 Z 값이 100 일 때 여기서 -1 입력하면 Offset 된 정점은 99 가 됩니다.
원본과 Z 값이 동일하다면 0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입력된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 번에 같은 값은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 입력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 입력하면 증감 상대가 아닌 절대 값을 입력해 모두 같은 EL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17.

등고선 생성

CCON

등고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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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Z 값이 있는 객체로 등고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등고선 생성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등고선 생성
명령 : CCON (Create CONtou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Z 값이 있는 객체로 등고선을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등고선 생성 전 항측 도면 원본과 등고선 생성 후 도면입니다.

1. Z 값 가져올 객체

등고선 생성에 기본이 되는 Z 값을 가져올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체크 해제된 객체의 Z 값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2. 등고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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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선, 주곡선 간격 및 레이어, 색상을 설정합니다.
계곡선, 주곡선은 m 단위 정수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림의 기본 값은 수치지도 표준 레이어, 색상입니다.

3. 설정

특정 레이어 객체만 선택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할 때 특정 레이어 객체만 선택합니다.
체크하면 레이어 입력 부분이 활성되고 필요한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져올 객체에서 블록을 체크하면 도면에 모든 블록이 선택되기때문에
점 블록 레이어를 입력하면 점 블록만 선택되므로 편리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Z 값 0 이하 객체 제외

Page333

DreamPlus

Page334

체크하면 객체의 Z 값이 0 이하일 때 그 Z 값은 무시하고 삼각망을 작성합니다.
브레이크 라인 사용
이 프로그램은 등고선을 생성하기 위해 삼각망을 먼저 생성합니다.
아래 그림은 브레이크 라인의 적용 유무에 따른 삼각망 생성 결과입니다.
브레이크 라인 없이 다른 선을 넘어가는 삼각망은 등고선이 다른 형태로 생성될 수 있으니
항상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중 사용자 별도 선택은 사용자가 선택한 선만 브레이크 라인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등고선 단순화, 등고선 부드럽게
체크 해제하면 등고선이 동일 Z 값만 연결하면서 점이 많이 생기거나 각져서 생성됩니다.
선이 각지게 나와도 정확한 Z 보간 값 위치의 선이 좋다면 둘 다 해제합니다.
체크하면 많은 정점을 정리해 단순화 하거나 부드러운 선이 되도록 처리합니다.
단계는 1 ~ 5 단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천하는 것은 2 ~ 3 정도가 적당합니다.
삼각망 함께 생성
체크하면 삼각망을 함께 생성합니다.
삼각망은 3D 면 객체로 생성됩니다.
특정 높이 등고선만 그리기
체크하면 등고선 설정의 계곡선, 주곡선 설정은 무시되고 입력한 높이 등고선만 그립니다.
체크하면 높이 입력 부분이 활성되고 필요한 높이를 입력합니다.
등고선 단순화, 등고선 부드럽게 사용하면 부드럽게 그려지므로 정확한 EL 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정 높이가 등고선 그리기 위한 것이면 단순화, 부드럽게 적용이 낫지만
특정 높이가 어떤 EL 선을 찾기위한 것이면 단순화, 부드럽게 해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 값 입력도 지원합니다.
특정 EL 이 여러 개면 각 EL 을 , 구분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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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 절차
① 객체 선택
등고선 생성 대상 범위 객체를 선택합니다.
Z 값을 가져올 객체 설정 및 특정 레이어 설정에 따라 객체가 선택됩니다.
객체 선택 완료되면 다른 절차 없이 등고선 생성됩니다.

5. 프로그램을 등고선 분할에 적용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5m 단위 등고선 수치지도 도면에 1m 등고선으로 분할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 후 5m 단위는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니 삭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왼쪽 5m 단위 등고선을 오른쪽 처럼 1m 단위 등고선을 생성합니다.

주의 사항은 계곡부 또는 능선부입니다.
계곡부 또는 능선부는 삼각망 특성에 따라 아래 그림처럼 비어보이게 생성됩니다.

해결 방법은 3D 폴리선을 계곡부 또는 능선부를 따라 오스냅 이용해 아래 그림처럼 선(파란색
선)을 그린 후 생성하면 됩니다.

6.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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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점 간격이 너무 조밀한 것이 있어 브레이크 라인 분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라인 사용을 체크 해제하거나
브레이크 라인 사용 체크 후 '실행 중 사용자 별도 선택' 설정으로 실행해 보세요.

1.18.

등고선 보간

ICON

등고선 보간

기능
 선택한 주곡선 사이에 간곡선을 보간해서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등고선 보간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등고선 보간
명령 : ICON (Interpolating CONtou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등고선의 주곡선 사이에 간곡선을 보간해서 그릴 때 사용합니다.
등고선 객체는 선, 폴리선, 스플라인을 지원합니다.

1. 설정
레이어 및 색상
보간되는 등고선의 레이어 및 색상을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간되는 선의 Z 값도 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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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선택한 두 주곡선의 Z 값을 보간해 간곡선에 Z 값을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보간되는 간곡선의 Z 값은 0 이 됩니다.
2 등분만 처리
체크하면 5 개로 등분하지 않고 두 선 사이 중간 선 하나만 그립니다.

2. 실행 절차
① 첫번째 등고선 선택
보간할 두 개의 등고선 중 첫 번째 선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등고선을 기준으로 보간하기 때문에 두 선 중에 조금 더 복잡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선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조금 다릅니다.
② 두번째 등고선 선택
보간할 두 개의 등고선 중 두 번째 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이후 다른 과정 없이 두 등고선 사이에 4 개의 선을 보간해서 넣습니다.
현재 버전 문제점
- 현재 적용한 알고리즘이 실행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 아래 그림처럼 두 선이 비슷하면 잘 되는 편이나

- 아래 노란 부분처럼 어느 한쪽이 튀어나온 부분은 제대로 보간되지 못합니다.
시간을 줄이기위해 중간선만 보간하고 나머지는 중간선 기준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차후 이 문제가 보완된다면 도움말에 현재 문제점 항목은 삭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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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 높이 문자 쓰기

WCZ

등고선 높이 문자 쓰기

기능
 선택한 등고선의 높이를 등고선 상에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등고선 높이 문자 쓰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등고선 높이 문자 쓰기
명령 : WCZ (Write Contour Z leve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등고선의 높이를 등고선 상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현황 측량된 등고선의 높이를 작성할 때 사용되며, 등고선의 방향에 맞게 높이 문자가
작성됩니다.
등고선은 폴리선, 스플라인 객체만 지원하며, 객체에 Z 값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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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높이, 폭, 소수 자리, 글꼴, 레이어, 색상
높이를 표기할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는 표기되는 높이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5m 단위 높이만 쓰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선택한 등고선의 모든 높이를 표시하지만
이 옵션에 체크하면 5m 단위의 높이(5, 10, 15, 20...) 등고선에만 높이 문자를 표기합니다.
Z 값 0 이하 등고선 제외
체크하면 Z 값이 0 이하인 등고선은 제외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Z 값이 0 이하더라도 높이 문자를 표기합니다.
실행 절차
이 프로그램은 별다른 실행 절차 없이 등고선 높이를 표기할 범위의 두 점을 지정하면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두 점을 지정하면됩니다.
종료(엔터, 스페이스바, ESC 키 등)하기 전까지 두 점을 계속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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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되면 아래 그림처럼 등고선 높이가 표기됩니다.
등고선 선에 수평방향으로 문자가 표시됩니다.
두 점 지정 시 낮은 쪽과 높은 쪽을 반대로 지정하면 문자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1.20.

등고선 높이별 레이어 분리

DCON

등고선 높이별 레이어 분리

기능
 선택한 등고선을 지정한 높이별로 레이어를 구분해 분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등고선 높이별 레이어 분리
명령 : DCON (Divide CONtours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등고선 객체를 지정한 높이별로 레이어를 구분해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노선도 작업시 등고선에 해치를 넣는 작업을 하는데 이 경우 등고선을 높이별 레이어로
분류하면 작업이 편합니다.
각 높이별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높이의 레이어만 켜고 해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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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분리 높이 기준
몇 m 단위로 레이어를 분리할지 지정합니다.
그림처럼 25m 로 지정한 경우 높이가 25m 간격인 25,50,75,100... 등고선이 각 지정 레이어로
분리됩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 전에 등고선만 레이어를 켜고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켜놓고 실행하면 등고선 뿐만 아니라 해당 높이에 있는 다른 객체도 지정한
레이어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레이어 분리 머리말
레이어의 머리말을 지정합니다.
위 그림처럼 지정한 경우 25m 높이의 등고선 객체는 Con-25 라는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로 이동됩니다.
높이별 단계 레이어 색상 지정
체크하면 각 높이별로 그라데이션되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높이별 레이어의 색상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제일 낮은 높이 등고선 레이어 색
제일 낮은 높이의 등고선 레이어 색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색상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도 변화 단계
레이어 색상의 그라데이션 단계 값을 지정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247,253,247 의 RGB 트루컬러 색을 캐드에서 확인해보면 명도(광도)값이
98 입니다.
위 그림과 같은 25m 단위로 분리하는 경우 제일 낮은 등고선 높이가 25m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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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는 광도 값이 98, 50m 는 96, 100m 는 94.. 이런식으로 명도 단계값이 줄어들어 높은
등고선이 될수록 어두워집니다.
큰 값은 색의 변화가 커지므로 2~4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래 그림은 예제로 25m 간격 등고선 레이어를 분리한 전, 후 도면입니다.

분할 후 레이어의 상태

레이어 분리된 위 도면으로 해치한 예

해치를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점을 지정해 해치하면 캐드 특성 상 점의 외곽을 찾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체가 폐합이 되어 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치할 대상을 연결 후 객체 선택해 해치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객체는 점을 지정해도 되지만
수 km ~ 수십 km 지형도의 도로, 수로, 등고선, 가옥 등과 같이 범위가 넓고 복잡한 경우는
객체 연결이 가장 빠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고려하면 해치를 조금 더 빨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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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객체만 레이어를 켠 후 선 결합 (JJJ) 같은 명령으로 전부 연결.
2. 해치 대상 객체 선택 후 CTRL+1 을 눌러 특성에서 닫기를 '예'로 변경
이렇게 하면 미세하게 뚫린 부분을 CAD 가 모두 닫아줍니다.
(특성에서 닫기 전에 크게 뚫린 부분은 사용자가 미리 선을 그려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치 명령에서 객체 선택해 해치하면 됩니다.
등고선은 레이어 분리 후 대상 높이 2 개(예: 25m, 50m)만 켜고 이걸 다른 곳에 복사 후 연결해
해치하면 됩니다.
등고선 해치는 상세 내용을 글로 설명이 곤란하지만 위 사항을 염두하면 빠르게 대량의
범위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1.21.

방위각 선 그리기

AZL

방위각 선 그리기

기능
 방위각을 입력해 지정한 거리의 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방위각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방위각 선 그리기
명령 : AZL (AZimuth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입력한 방위각과 길이에 맞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시작 점 지정
선을 그릴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점을 지정하면 임시 점 표기가 생성됩니다.
임시 점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만 표기됩니다.
② 방위각 입력
방위각을 입력합니다.
방위각 입력 형식은 도-분-초 입니다
예를 들어 10 도 20 분 30.3 초라면 10-20-30.3 입력합니다.
방위각을 입력하면 캐드 화면에 입력한 방위각 방향의 임시 선이 표시됩니다
임시 선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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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길이 입력
앞서 입력한 방위각 방향으로 그려질 길이를 입력합니다.
길이 입력이 완료되면 최종 선이 표기됩니다.
관련 명령
방위각 문자 쓰기 (AZT)
관측각으로 그리기 (OBL)
1.22.

방위각 문자 쓰기

AZT

방위각 문자 쓰기

기능
 지정한 두 점의 방위각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방위각 문자 쓰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방위각 문자 쓰기
명령 : AZT (AZimuth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두 점의 방위각을 도면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가지 표시 형식과 옵션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방위각 표시 형식
네가지 방위각 표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0.0000... (도 단위)는 분, 초 없이 도만 표기되며 선택하면 소수 자리 설정이 표시됩니다.

2. 표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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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 지정할 때 두 점 사이 선 그리기
체크하면 두 점 지정해 실행할 때 지정한 두 점을 잇는 선(LINE)을 그립니다.
방위각 확인할 두 점 사이에 선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 선택할 때 엑셀로도 내보내기
체크하면 폴리선 선택해 실행할 때 도면에 표기 후 엑셀로도 내보냅니다.
방향 표시 화살표 그리기
체크하면 방위각 방향 화살표를 그립니다.
방위각은 항상 정 방위각과 역 방위각 두 개가 존재하므로 화살표로 어떤 방향 방위각인지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역 방위각 표기
체크하면 정 방위각은 두 점 선 상의 위에, 역 방위각은 선 아래 표기됩니다.
폴리선은 순번 표기
체크하면 폴리선 선택해 실행할 때 방위각 위에 일련 번호를 표기합니다.
엑셀로 내보냈다면 엑셀에도 일련 번호를 표기합니다.
방위 방향 문자 표기 (N, S, E, W)
체크하면 방위각의 앞, 뒤에 방위에 따른 동서남북 방향 문자를 표기합니다.
표기 방식은 캐드 각도 표시 설정과 같게 예를 들어 'N 0-0-0.00 E' 방식으로 표기됩니다.
레이어
두 점 사이 선과 화살표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문자 설정

DreamPlus

Page346

글꼴, 레이어, 높이, 폭
방위각 문자의 글꼴, 레이어, 높이, 폭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단위 표기 소수 자리
초 단위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방위각이 10-20-30.346 초일 때 소수 자릿수 2 면 초 단위는 30.35 로 표기됩니다.
0.0000... (도 단위)는 이 설정이 아닌 별도 소수 자리 설정에 따릅니다.

4. 실행
두 점을 지정해 두 점 사이 방위각을 표기합니다.
종료 (엔터 키, ESC 등) 전까지 두 점을 계속 지정해 표기합니다.

도면에 폴리선 하나를 선택해 폴리선 각 정점 사이 방위각을 표기합니다.
'폴리선 선택할 때 엑셀로도 내보내기' 체크했다면 도면 표기 후 엑셀에도 방위각을
내보냅니다.
관련 명령
방위각 선 그리기 (AZL)
관측각으로 그리기 (OBL)
1.23.

관측각으로 그리기

OBL

관측각으로 그리기

기능
 기계점에서 후시를 보고 각을 돌려 관측한 점, 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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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Civil → 관측각으로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관측각으로 그리기
명령 : OBL (AZimuth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기계점에서 관측점에 대한 각도와 거리로 관측점의 점, 관측선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즉, 측각 야장, 좌표를 엑셀로 계산하지 않고 캐드에서 바로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 관측 방향
현재 기록된 측각 야장이 후시를 보고 시계 방향으로 관측된 것인지, 반시계 방향으로 관측된
것인지 선택합니다.

2. 관측 방식
한 기계점에서 여러 관측점을 본 것인지 기계점을 관측점으로 계속 이동하며 측각한 라인
트래버스인지 선택합니다.

3. 관측선 표기
기계점과 후시점 사이의 선, 기계점과 관측점 사이의 선에 대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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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때만 임시 표기: 임시 선으로만 표기하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선은 삭제됩니다.
도면에 표기: 후시선과 관측선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기계점-후시점 선 표기: 체크한 경우만 선을 표기합니다.
기계점-관측점 선 표기: 체크한 경우만 선을 표기합니다.
각각 선 표기 옆에 표시된 [색상]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에 대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에 대한 레이어는 레이어 목록 상자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관측점 설정
관측점에 명칭, EL, 점을 표기할지 설정합니다.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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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L, 점의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측점 명칭 표기
체크하면 관측점에 지정한 명칭을 표기하거나 미리 설정한 명칭을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명칭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실행 중 직접 입력: 실행 중에 관측점 명칭을 직접 입력합니다.
설정에 따름: 미리 설정된 형식으로 명칭을 표기합니다.
그림처럼 설정하였다면 CP1 이 표기되고 숫자 증가에 체크하면 CP1, CP2, CP3 ... 이렇게
숫자가 증가됩니다.
같은 명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높이, 글꼴
명칭 표기 문자의 높이, 글꼴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측점에 EL 직접 입력해 표기
체크하면 관측점에 EL 값을 입력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관측점 표기
체크하면 관측점에 점(Point)을 표기하거나 블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관측점에 아무 것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앞선 설정에서 '관측선을 임시 표기'하고 이 설정에서 관측점 표기도 끄면 도면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두 설정 중 하나는 도면에 표기해야합니다.
Point
점(Point)의 표시 크기와 이 크기가 상대값인지 절대값인지 설정합니다.
점의 표기는 현재 도면의 캐드 설정을 따라갑니다.
도면에서 점의 모양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생성된 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 모양은 캐드 명령어 PTYPE 또는 DDPTYPE 으로 설정합니다.
블록
관측점에 삽입할 블록 및 삽입 축척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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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점 지정
도면에서 기계점을 지정합니다.
기계점은 기지점으로 도면에 미리 표기가 되어 있거나 알고있는 점 있어야합니다.
점을 지정하면 임시 점 표기가 생성됩니다.
임시 점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만 표기됩니다.
② 기계→후시 방위각 입력(형식 00-00-00) 또는 후시점 지정
기계점에서 후시점을 바라보는 방위각을 도-분-초 형식으로 입력하거나
후시점이 도면에 표기된 경우는 그 점을 지정합니다.
③ 관측각 입력(형식 00-00-00) 또는 새 기계점(N)
관측각을 도-분-초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관측각을 입력하면 캐드 화면에 입력한 방향의 임시 선이 표시됩니다
임시 선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만 표시됩니다.
여기서 N 입력하면 새 기계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관측 거리 입력
관측점 까지의 측정된 거리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대로 도면에 관측선이 그려집니다.
이후 과정은 관측점 명칭 표기, EL 입력 등을 설정한 상태에따라 명령창에 나오는대로
진행하면됩니다.
관련 명령
방위각 선 그리기 (AZL)
방위각 문자 쓰기 (AZT)
1.24.

현황 정리 유틸

SURV

현황 정리 유틸

기능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으로 현황을 정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현황 정리 유틸
리본 : DreamPlus → Civil → 기타 → 현황 정리 유틸
명령 : SURV (SURVey Util)

DreamPlu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황 도면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팔레트 창이므로 캐드 창 구석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담장 및 구조물
현황 담장 선을 그리거나 옹벽, 석축 같은 구조물을 표기합니다.
각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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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석축 표기 외 실행 절차
실행 절차는 석축 표기 외 대부분 같아 펜스그리기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도면에 그려진 객체를 선택할지 선을 직접 그릴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실행 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① 펜스 선 선택 또는 [선그리기(D)/설정 변경(S)]
도면에서 펜스 선으로 변경할 선을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D 입력하면 선 '선택'이 아닌 '그리기'로 동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펜스 선 그리기 설정을 변경합니다.
선 선택이 완료되면 심볼이 그려집니다.
엔터, ESC 를 누르기 전까지 선 선택(그리기)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레이어
펜스 심볼이 그려질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객체 선택 시 선택 객체 레이어에 맞춤에 체크하면
프로그램이 '선 그리기' 동작이 아닌 '선 선택'으로 동작될 때 심볼 레이어를 선택한 객체와
동일하게 맞춥니다.
체크 해제하면 레이어 이름, 색상에서 지정한 설정으로 펜스 심볼이 그려집니다.
표기 간격 및 크기
표기 간격은 심볼 블록을 얼마의 간격으로 삽입할지 지정합니다.
심볼 크기는 심볼 블록의 삽입 축척입니다.
심볼 블록 삽입 후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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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심볼 블록을 삽입 후 폭파해 심볼을 일반 선으로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폭파 없이 블록 상태를 유지합니다.

1-2) 석축 표기 실행 절차
① 석축 첫 번째 선 점 지정 또는 [지정 거리 연속 그리기(O)/설정 변경(S)]
석축 표기가 그려질 첫 번째 선 상의 점을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O 입력하면 객체를 선택해 지정 거리마다 석축 표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석축 표기 설정을 변경합니다.
석축 표기 설정은 이 실행 절차 바로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② 석축 두 번째 선 및 방향점 지정
석축 표기가 그려질 두 번째 선 상의 점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방향으로 석축 표기가 그려집니다.

점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석축 표기가 그려집니다.

위 ① ~ ② 과정은 엔터, ESC 를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석축 표기 그리기 설정

레이어
석축 표기가 그려질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Page353

DreamPlus

Page354

객체 선택 시 선택 객체 레이어에 맞춤에 체크하면
프로그램이 '지정 거리 연속 그리기'로 동작될 때 석축 레이어를 선택한 객체와 동일하게
맞춥니다.
체크 해제하면 레이어 이름, 색상에서 지정한 설정으로 그려집니다.
표기 각도
석축 표기 심볼의 표기 각도입니다.
아래 그림의 각도이며 예를 들어 각도를 30 도로 입력하면 좀 더 촘촘한 석축 표기로
그려집니다.

2. 건물 그리기
건물을 그리는 세 가지 기능과 건물 명칭을 표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을 그리는 것은 실행 중 S 입력해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1) 세 점 지정
측량된 세 점을 지정해 건물을 그립니다.
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대각 두 점
알고 있는 대각 선 상의 두 점을 지정해 건물을 그립니다.
현황보다는 도면에 사진을 깔고 그릴 때 유용합니다.
두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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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십자선 회전
알고 있는 두 점을 지정하면 두 점 방향대로 십자선이 회전되고 이후 직교모드로 그려집니다.
즉 알고 있는 두 점에 이어 계속 직각인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2-4) 건물 명칭
실행하면 아래 그림같은 건물 명칭을 표기하는 설정창이 표기됩니다.
항목을 더블 클릭해 도면에 문자를 표기합니다.
표기하는 문자는 엔터, ESC 를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표기됩니다.
아이템 추가, 삭제, 편집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3. 배수 상세 표기
배수관, 암거 등 배수 상세를 표기합니다.
각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DreamPlus

실행 절차
실행 절차는 구조물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대동소이하므로 배수관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아래같은 현황이 있을 때

① 지시선 시작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상세 표기 지시선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배수관 현황이 없어도 대충 지시선이 시작될만한 곳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관경 입력
배수관 관경을 입력합니다.
③ 유입 EL 을 가져올 문자 또는 Z 값 점 객체 선택 (없으면 엔터)
상세에 표기할 유입 EL 문자를 선택합니다.
유입 EL 문자가 없다면 POINT 객체를 선택합니다.
POINT 객체는 Z 값이 있어야합니다.
문자, POINT 모두 없다면 엔터 입력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엔터가 입력되었다면 상세에 유입 EL 문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④ 유출 EL 을 가져올 문자 또는 Z 값 점 객체 선택 (없으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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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에 표기할 유출 EL 문자를 선택합니다.
유출 EL 문자가 없다면 POINT 객체를 선택합니다.
POINT 객체는 Z 값이 있어야합니다.
문자, POINT 모두 없다면 엔터 입력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엔터가 입력되었다면 상세에 유출 EL 문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⑤ 상세를 삽입할 점 지정
상세 표기를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점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배수관 상세가 표기됩니다.
배수관 관경예 파이(Φ)표기가 네모로 나온다면 문자 스타일때문입니다.
현재 문자 스타일에 폰트를 파이 표기가 가능한 ROMANS, 돋움 등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배수 상세 그리기 설정

레이어
배수 상세가 그려질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심볼 크기
심볼 크기는 상세 블록의 크기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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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블록 삽입 후 폭파
체크하면 상세 심볼 블록을 삽입 후 폭파해 심볼을 일반 선으로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폭파 없이 블록 상태를 유지합니다.

4. 시설 명칭 쓰기
현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문자를 등록해 도면에 표기하는 기능입니다.
실행하면 아래 그림같은 시설 명칭을 표기하는 설정창이 표기됩니다.
항목을 더블 클릭해 도면에 문자를 표기합니다.
표기하는 문자는 엔터, ESC 를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표기됩니다.
아이템 추가, 삭제, 편집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5. 물 방향 표기
현황, 배수 계획에 사용되는 물 방향 심볼을 표기합니다.
심볼 블록은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블록으로 표기됩니다.

심볼 블록 삽입 점은 프로그램 실행 중 지정한 두 점의 중간에 삽입합니다.
축척은 심볼 블록의 축척입니다.
삽입 점에서 띄울 간격은 지정한 두 점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간격을 띄우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수관 선의 두 점을 선택했을 때 배수관 선에서 간격을 띄워 방향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2. 좌표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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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좌표 쓰기 (XY)
- 좌표 내보내기 (CEX)
- 순번 좌표 내보내기 (RCE)
- 좌표 가져오기 (CIM)
- 경계 좌표 추출 (ZBC)
- 수치지도 도곽 경계 좌표 쓰기 (WCD)
2.1. XY 좌표 쓰기

XY

XY 좌표 쓰기

기능
 지정한 점의 X, Y 좌표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좌표 → XY 좌표 쓰기
명령 : XY (XY coordinat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점의 X, Y 좌표를 도면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에 따라 토목 좌표와 수학 좌표로 표기할 수 있으며, Z 좌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좌표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도면의 현재 문자 스타일에 폰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STYLE 명령으로 문자 스타일 실행했을 때 노란색 삼각형 경고 표시가 보인다면 폰트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래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1) STYLE 명령에서 폰트가 있는 스타일로 변경 후 [현재로 설정] 버튼
2) 현재 스타일에서 없는 폰트를 다른 폰트로 변경
3) 없는 글꼴 일괄 수정 (FTF) 명령 사용으로 현재 도면의 없는 글꼴을 일괄 수정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① 좌표를 표기할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좌표를 표기할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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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시선 다음 점 지정
지시선이 그려질 점을 지정합니다.
③ 지시선 방향점 지정
설정에 '실행 중 지시선 방향점 지정' 체크했을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좌, 우를 구분하는 방향만 판단하므로 좌, 우측 아무데나 지정합니다.
지정 방향에 따라 좌측, 우측으로 문자를 표기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후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좌표
토목 좌표 = X, Y 좌표는 CAD 좌표와 반대입니다. 즉, X 좌표는 CAD 의 Y 좌표입니다.
수학 좌표 = CAD 에서 보여지는 좌표와 동일합니다.
글꼴, 높이, 폭
도면에 표기될 문자 스타일, 높이, 폭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정된 글꼴 스타일이 현재 도면에 없다면 도면의 현재 스타일로 실행됩니다.
'문자 높이 DimScale 적용' 체크하면 입력한 문자 높이는 무시되고 도면의 DIMSCALE 값과
DIMTXT 값을 문자 높이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DIMSCALE 값이 2 이고 DIMTXT 값이 2.5 일 때 적용 문자 높이는 2×2.5=5.0
입니다.
소수
표기될 좌표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Z 값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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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X, Y 좌표 외 Z 값도 표기합니다.
Z 값의 소수 자릿수를 별도 입력하는 설정이 활성됩니다.

현재 레이어를 선택하면 도면의 현재 레이어에 표기됩니다.
지정을 선택하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표기됩니다.

좌표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체크하면 좌표가 1000 을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좌표 앞에 X, Y 문자 표기
체크하면 X=000000 처럼 좌표 앞에 X, Y 문자를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좌표 숫자만 표기합니다.
X, Y 다음 표기 문자
표기되는 X, Y 문자와 좌표 사이에 들어갈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 입력하면 X:000000 이렇게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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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문자 사용자 지정
X, Y 문자 대신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를 좌표 앞에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N 입력하면 N=000000 이렇게 표기됩니다.
화살표 그리기
좌표 표기 지시선 시작점에 화살표를 표기합니다.
화살표 길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DIMASZ 값 적용 체크하면 입력한 길이 값을 무시하고
화살표의 크기를 나타내는 시스템 변수 DIMASZ 값을 따라갑니다.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면 좌표 문자 및 지시선을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지시선 방향점 지정
체크하면 좌표 문자 위치를 사용자가 좌, 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실행 중 '지시선 방향점 지정' 과정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좌표 값 음수라도 양수로 표기
체크하면 - 값을 가진 음수 좌표도 양수로 표기합니다.
실제 좌표 도면이 아닌 상대 좌표 도면에서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실행 중 직교 모드 끄기
체크하면 도면에 직교 모드가 켜진 경우 실행 중 끄고 실행되며 완료되면 원래대로
복구합니다.
관련 명령
좌표 내보내기 (CEX)
좌표 가져오기 (CIM)
경계 좌표 추출 (ZBC)
순번 좌표 내보내기 (RCE)
2.2. 좌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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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내보내기

기능
 객체의 좌표를 엑셀화면, 텍스트 파일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좌표 → 좌표 내보내기
명령 : CEX (Coordinates EXpor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객체의 좌표를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문자, 점, 블록, 원, 도넛, 호 입니다.
좌표는 엑셀 화면 또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좌표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고 싶을 때는 좌표 가져오기(CIM) 명령을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엑셀에 좌표가 작성되는 동안 엑셀 창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등 엑셀 작업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1. 좌표 내보낼 대상

좌표 내보낼 대상을 선택합니다.
선, 폴리선 = 정점 좌표를 내보냅니다.
문자 = 설정에 따라 삽입점 또는 정렬점을 내보냅니다.
점, 블록 = 삽입점을 내보냅니다.
원, 도넛, 호 = 중심 좌표를 내보냅니다.

2. 좌표계 및 내보낼 방식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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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좌표 : X, Y 가 CAD 와 반대.
수학 좌표 : CAD 에서 보여지는 좌표.
내보낼 방식
Excel 화면 또는 Text 파일을 선택합니다.
Excel 화면은 객체 선택 후 엑셀이 활성화 되면서 아래 메시지 상자가 표시됩니다.
좌표가 입력될 첫 번째 셀을 하나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텍스트 파일은 객체 선택 후 저장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텍스트 파일은 한줄에 X, Y, Z 좌표를 표기하므로 좌표를 구분할 구분 문자를 지정해야합니다.
구분 문자는 쉼표, 빈 칸,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됩니다.
예를 들어 / 를 입력했다면 텍스트 파일에는 X/Y/Z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3. 설정

내보낼 X, Y 좌표 소수 자리
X, Y 좌표를 소수 몇째 자리까지 산출해 내보낼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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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좌표 포함
체크하면 Z 좌표도 내보내고 소수 자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객체 레이어 포함
체크하면 객체의 레이어를 함께 내보냅니다.
문자 : 문자 내용 포함
대상 객체에 문자를 체크했을 때 활성됩니다.
체크하면 문자 객체의 좌표와 문자 내용을 함께 내보냅니다.
내보낸 문자 내용은 좌표의 맨 뒤에 표기됩니다.
문자 : 정렬점 좌표로 내보내기
대상 객체에 문자를 체크했을 때 활성됩니다.
체크하면 문자 정렬점 좌표를 내보냅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 삽입점 좌표를 내보냅니다.
단일행 문자(DTEXT) 삽입점은 항상 왼쪽 아래입니다.
다중행 문자(MTEXT)는 삽입점과 정렬점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맨 아래 중심'으로 정렬된 문자의 삽입점과 정렬점 구분 그림입니다.

속성 블록 : 속성 값 포함
대상 객체에 블록을 체크했을 때 활성됩니다.
체크하면 속성 블록일 때 지정한 속성 값을 함께 내보냅니다.
속성을 내보낼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태그] 버튼을 눌러 도면에 좌표를 내보낼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속성 선택 창이 표시됩니다.
내보낼 속성의 태그를 '모두'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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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좌표 제외
체크하면 객체 좌표 중 중복되는 좌표는 제외내고 내보냅니다.
객체가 중복된 경우, 한 점이 겹친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선(Line)이 연속된 경우 한 선의 끝점은 다른 선의 시작 또는 끝이므로 이 때 어느 한 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보낼 좌표 정렬
체크하면 좌표를 정렬해 내보냅니다.
총 8 가지 좌표 정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X 좌표 기준 좌→우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X 좌표 기준 우→좌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Y 좌표 기준 위→아래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Y 좌표 기준 아래→위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위→아래 우선, 좌→우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좌→우 우선, 아래→위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좌→우 우선, 위→아래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아래→위 우선, 좌→우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내용-오름차순 : 문자의 내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로 정렬합니다.
내용-내림차순 : 문자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나가 순서로 정렬합니다.
내용-오름/내림차순은 대상 객체가 문자 하나만 체크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순번 표기
순번 표기를 체크하고 실행하면 도면과 내보낸 좌표에 일련 번호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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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작 값, 자리 수
일련 번호 시작 값을 입력합니다.
자리수는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순번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일련 번호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 'A-' 이면 일련 번호는 A-1, A-2, A-3 처럼 됩니다.
글꼴, 높이, 폭, 레이어
도면에 표기하는 일련 번호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각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면 순번 표기 방식, 한 변 길이
아래 그림은 각 옵션별 표기 방식입니다.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 일련 번호가 그려집니다.
한 변 길이는 삼각형, 사각형은 한 변 길이, 원은 지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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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표기 위치
좌표 점과 일련번호 문자와 떨어진 거리입니다.
좌표 점에서 X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X Offset)와 Y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Y Offset)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 값에 0, Y 값에 0 을 입력했다면 문자 중심은 좌표 점에 표시됩니다.
전체 축척 적용
설정한 값들(문자 높이, 도형 크기, 표기 위치 Offset)에 입력한 값을 곱합니다.
전체 축척은 순번의 크기를 다르게 그릴 때
문자, 도형 크기 등을 매번 변경할 필요 없이 간단히 지정 비율만 수정해 다르게 그리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으로 설정했을 때
전체 축척에 값을 2 로 입력했다면 도면에 문자 높이는 6 으로 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형 크기, 표기 위치 Offset 값도 이 축척 값이 적용되어 도면에 표기됩니다.
관련 명령
좌표 가져오기 (CIM)
XY 좌표 쓰기 (XY)
경계 좌표 추출 (ZBC)
순번 좌표 내보내기 (RCE)
2.3. 순번 좌표 내보내기

RCE

순번 좌표 내보내기

기능
 순서대로 지정한 점의 좌표를 일련 번호을 넣으면서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좌표 → 순번 좌표 내보내기
명령 : RCE (expoRt Coordinates to Exce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점의 좌표를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순번을 넣을 수 있으므로 점을 지정하면 일련번호가 도면에 표시되고 엑셀에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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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표계

토목 좌표로 내보낼지 수학 좌표로 내보낼지 선택합니다.
CAD 에서 보여지는 좌표가 수학 좌표입니다.
토목의 경우는 X, Y 가 CAD 와 반대입니다.

2. 엑셀 옵션

표기할 좌표 소수 자리
소수 몇 자리까지 좌표를 산출해 엑셀에 표기할지 결정합니다.
엑셀에 순번 넣기
체크하면 CAD 에서 점을 지정할 때마다 엑셀에 선택한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Z 값 표기
체크하면 Z 좌표도 내보내고 소수 자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 셀 지정 후 엑셀 최소화
체크하면 좌표를 내보낼 엑셀의 셀 선택 후 엑셀이 최소화됩니다.
실행 중 엑셀의 셀 선택 후 캐드로 자동 전환이 안될 때 사용합니다.
캐드 전환 문제로 취소 또는 에러가 발생할 때도 사용합니다.
듀얼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 사용자는 최소화가 불편할 경우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3. 공통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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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작 값, 자리 수
일련 번호의 시작 값을 입력합니다.
자리 수는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일련 번호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머리말 'A=' 이면 일련 번호는 A=1, A=2, A=3 처럼 됩니다.

4. 도면 옵션

지정한 점에 Point 표시
체크하면 CAD 에서 점을 지정할 때마다 그 점에 Point 객체가 생성됩니다.
점(Point)의 표기는 현재 도면의 CAD 설정을 따라갑니다.
도면에서 점 모양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생성된 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 모양은 캐드 명령어 PTYPE 또는 DDPTYPE 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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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순번 넣기
체크하면 CAD 에서 점을 지정할 때마다 순서대로 도면에 일련 번호를 표기합니다.
문자 관련 설정은 옵션에서 지정한 글꼴, 높이, 폭,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각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번 표기 방식
아래 그림은 각 옵션별 표기 방식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도형을 선택하면 일련 번호와 함께 도형이 함께 그려집니다.

순번 표기 위치
선택한 점과 일련번호 문자 중심과 떨어진 거리 옵션입니다.
선택한 점에서 X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X Offset)와 Y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Y Offset)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 값에 0, Y 값에 0 을 입력했다면 문자 중심은 선택한 점에 표시됩니다.
전체 축척 적용
설정한 값들(문자 높이, 도형 크기, 표기 위치 Offset)에 입력한 값을 곱합니다.
전체 축척은 순번의 크기를 다르게 그릴 때
문자, 도형 크기 등을 매번 변경할 필요 없이 간단히 지정 비율만 수정해 다르게 그리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으로 설정했을 때
전체 축척에 값을 2 로 입력했다면 도면에 문자 높이는 6 으로 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형 크기, 표기 위치 Offset 값도 이 축척 값이 적용되어 도면에 표기됩니다.

5. 실행 절차
① 옵션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② 아래 그림처럼 엑셀이 활성화되면서 입력될 셀을 묻는 입력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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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좌표를 입력할 셀을 선택 후 입력창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④ CAD 에서 좌표를 내보낼 점을 지정할 때마다 옵션에 따라 도면에 기록이 되면서 동시에
엑셀로 좌표를 내보냅니다.
관련 명령
좌표 내보내기 (CEX)
좌표 가져오기 (CIM)
XY 좌표 쓰기 (XY)
경계 좌표 추출 (ZBC)
2.4. 좌표 가져오기

CIM

좌표 가져오기

기능
 엑셀 화면 또는 텍스트 파일 좌표 목록으로 폴리선을 작성합니다.
 좌표에 문자, 점, 블록 등을 함께 삽입할 수 있습니다.
 좌표별 코드 값에 맞는 심볼 블록을 도면에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좌표 → 좌표 가져오기
명령 : CIM (Coordinates IMpor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엑셀, 텍스트 파일 좌표로 도면에 선, 문자, 블록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좌표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좌표에 문자, 점, 블록 등을 함께 삽입할 수 있습니다.
좌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고 싶을 때는 좌표 내보내기(CEX) 명령을 사용합니다.

1. 좌표 가져올 위치
좌표 목록을 어디서 가져올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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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cel 화면
열려 있는 Excel 에 기록된 좌표 목록을 가져옵니다.
엑셀 셀 지정 후 엑셀 최소화
체크하면 엑셀의 셀 좌표 목록 선택 후 엑셀이 최소화됩니다.
셀 선택 후 캐드로 자동 전환 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듀얼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 사용자는 최소화가 불편할 경우 체크 해제합니다.
2) Text 파일
Text 파일에 기록된 좌표 목록을 가져옵니다.
경로 버튼이 활성되고 Text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좌표 구분은 파일에 좌표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쉼표, 빈칸, 지정 중 하나 선택합니다.
파일에 좌표 구분이 쉼표, 빈칸이 아니면 '사용자 지정' 선택 후 좌표 구분 문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에 좌표가 000.000/000.000/000.000 이런식일 때 지정 값에 '/'
입력합니다.

2. 가져올 대상

좌표 목록이 번호, X, Y, Z 등의 순서로 있을 때 이를 세분화해 5 개 종류입니다.
기록된 좌표 목록 형식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Excel 화면'을 선택하고, 가져올 대상을 'X, Y (2 열)'을 선택하면 아래 같이 엑셀이
활성되고 엑셀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때 그림처럼 X, Y 좌표가 있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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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대상에 '문자'가 포함된 옵션은 좌표와 함께 문자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은 형식으로 좌표가 있다면
번호 1 , 000000 , 000000
번호 2 , 000000 , 000000
설정에서 문자, X, Y (3 열)을 선택해 기록된 번호 1, 번호 2 문자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포함된 설정은 해당 좌표에 문자가 함께 표기됩니다.
문자 높이, 위치 등 설정은 아래 [확장 기능 사용]을 눌러 나오는 설정 창에서 설정합니다.
[확장 기능 사용]을 닫아도 이 설정으로 문자가 표기됩니다.
주의 사항
엑셀에서 가져올 때 설정에 선택한 열대로 엑셀 열을 선택해야 합니다.
X,Y (2 열)로 실행했다면 엑셀에서 2 열을 선택해야 합니다.
좌표 목록 수는 선의 시, 종점을 구성하는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합니다.
X, Y 좌표 바꿔서 가져오기
체크하면 X, Y 좌표 값을 서로 바꿔서 가져옵니다.
토목 좌표와 수학 좌표는 서로 X, Y 가 반대이므로 엑셀에 토목 좌표로 기록된 경우 수학
좌표로 그릴 때 사용합니다.
문자를 현재 뷰에 맞춰 회전
가져올 대상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활성됩니다.
체크하면 도면에 문자를 표기할 때 현재 도면의 뷰 상태에 맞춰 회전합니다.
예를 들어 가져온 문자가 000.00 일때
체크 해제하면 원래 캐드에서 표현되는대로 문자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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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현재 뷰 상태를 고려해 반듯하게 보이도록 가져온 문자를 회전합니다.

코드별 심볼 블록 넣기 사용
좌표 목록에 기록된 코드와 코드에 맞는 블록을 도면에 삽입합니다.
측량 심볼 블록을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체크하면 코드가 추가되므로 가져올 대상은 1 열씩 늘어납니다.
설정 상세 내용은 아래 4. 확장 기능 사용 → 심볼에 있습니다.

3. 레이어 및 색상

좌표로 그린 폴리선에 적용할 레이어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확장 기능 사용 안 할 때 이 레이어, 색상이 적용됩니다.
확장 기능 사용하면 각 설정 탭의 레이어, 색상이 적용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확장 기능 사용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좌표를 가져올 때 아래 내용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좌표 연결 선을 폴리선, 3D 폴리선으로 선택해 그립니다.
② 좌표와 함께 기록된 문자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③ Z 값을 도면에 문자로 표기합니다.
④ 좌표에 점, 원, 블록을 삽입합니다.
⑤ 좌표와 함께 기록된 코드에 맞는 블록을 삽입합니다.
[확장 기능 사용] 버튼을 누르면 추가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확장 기능을 사용려면 확장 옵션 화면이 표시된 상태로 실행해야합니다.
확장 기능 화면을 닫으면 확장 기능 설정 값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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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표기할 항목
'가져올 대상'에서 선택한 항목에 사용 가능한 객체만 활성됩니다.
체크된 표기 객체만 도면에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연결선에 체크 해제하면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문자 글꼴은 문자를 가져올 때 공통으로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X, Y (2 열)'을 선택했다면 연결선과 정점만 활성됩니다.
X, Y (2 열)에는 문자와 Z 값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은 비활성됩니다.

'문자, X, Y (3 열)'을 선택했다면 연결선, 문자, 정점만 활성됩니다.

표기 객체 설정
1) 연결선
각 좌표를 연결하는 폴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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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선을 일반 폴리선과 3D 폴리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좌표 Z 값을 다르게 설정하려면 3D 폴리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폴리선을 선택하면 각 좌표 Z 값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문자별로 연결선 그리기
가져올 대상에 '문자'가 포함될 때 활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좌표 목록이 있을 때 앞에 문자가 현황 코드라면

이 기능에 체크하고 연결선을 그리면 앞의 코드별, 좌표 순서대로 선을 연결합니다.
선을 연결하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면 해당 좌표는 현황 코드 셀 값을 지우면 됩니다.

한 점에 두 선 연결 구분은 좌표 한 점에서 두 선이 연결될 때
코드에 현황 코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 적었는지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 기호로 연결해 아래 두번째 좌표처럼 적었다면
두번째 bb 코드 좌표와 다음 네번째 bb 코드 좌표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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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같은 코드라도 코드 점 사이 거리가 지정 거리 이내일 때만 연결합니다.
거리가 먼 두 지역을 한번에 좌표가져올 때
두 지역이 멀리 있는데도 코드가 같아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때도 사용합니다.

2) 문자, 문자 2
좌표와 함께 기록된 문자, 문자 2 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가져올 대상에 '문자' 또는 '문자 2'가 포함될 때 활성됩니다.
문자의 레이어, 색상, 정렬, 높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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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ffset, Y Offset 설명은 이 도움말 맨 아래에 있습니다.
'Z 값 있는 경우 Z 값 넣기'는 가져올 대상에 Z 좌표가 있을 때만 활성됩니다.
체크하면 좌표에 Z 값이 있을 때 문자에도 이 Z 값을 적용합니다.
3) Z 값
Z 값을 도면에 문자로 표기합니다.

가져올 대상에 Z 값이 있을 때 활성됩니다.
문자의 레이어, 색상, 정렬, 높이를 지정합니다.
X Offset, Y Offset 설명은 이 도움말 맨 아래에 있습니다.
소수자리는 Z 값 문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Z 값이 10.123 일 때 소수 자릿수를 2 로 지정하면 도면에는 10.12 문자가 작성됩니다.
'Z 값 있는 경우 Z 값 넣기'에 체크하면 문자에 가져온 Z 값을 적용합니다.
4) 정점
좌표 점에 점(Point), 원, 블록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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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대상과 관계 없이 항상 활성됩니다.
'Z 값 있는 경우 Z 값 넣기'에 체크하면 객체에 가져온 Z 값을 적용합니다.
점(Point), 원, 블록 중 좌표 점에 삽입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점(Point)의 표기는 현재 도면의 캐드 설정을 따라갑니다.
도면에 점 모양을 설정 안 했다면 생성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 모양은 캐드 명령어 PTYPE 또는 DDPTYPE 으로 설정합니다.
5) 심볼
좌표와 함께 기록된 심볼 코드에 맞는 블록을 삽입합니다.
사용하려면 가져올 대상에 '코드별 심볼 블록 넣기 사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가져올 대상'에서 X, Y, Z, 코드 (4 열) 상태의 목록입니다.
좌표 목록의 맨 끝에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해당하는 블록을 도면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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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볼 블록이 각각 개별 파일로 있음 - 체크할 경우

아래 그림처럼 개별 블록 파일들이 특정 폴더에 있을 때 체크합니다.
경로는 이 블록 파일들이 위치한 폴더를 지정합니다.
dwg 파일 이름은 삽입될 블록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블록 파일을 열었을 때 블록 상태가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원점에 폭파된 상태로
있어야합니다.

② 심볼 블록이 각각 개별 파일로 있음 - 체크 해제할 경우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도면 안에 여러 블록이 있을 때 체크 해제합니다.
경로 위치에는 블록 도면을(dwg) 지정합니다.
블록 도면을 열었을 때 폭파된 것이 아니라 각각 블록 형태로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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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목록의 코드에 해당하는 블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좌표 목록에 코드와 이 코드에 맞는 블록 이름을 엑셀에서 가져와 등록합니다.
버튼을 눌러 실행하면 그림처럼 엑셀에서 코드와 블록 이름 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 후 그림처럼 프로그램에 코드와 블록 이름이 등록됩니다.
아래 그림 첫번 째를 예로 들어 엑셀 좌표 목록에 t 코드로 기록된 좌표는 C0236241 블록을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제거는 목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제거합니다.

한 점에 두 개의 심볼 코드가 있을 때
한 점에 두 개의 심볼 코드가 있을 때는 좌표 목록에 노란 부분 그림처럼 코드+코드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코드 구분 문자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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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좌표는 연결선 그리지 않음
코드별 심볼 블록 넣기 사용 및 연결선 그릴 때
체크하면 심볼 블록 좌표는 선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심볼 블록 좌표도 선을 연결합니다.
표기 객체 공통 설정 - X Offset, Y Offset
문자와 Z 값에 있는 설정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파란색 폴리선 정점에서 상, 하 좌, 우 떨어진 간격을 입력합니다.
정점부터 원하는 위치에 문자와 Z 값 문자를 표기합니다.

관련 명령
좌표 내보내기 (CEX)
XY 좌표 쓰기 (XY)
경계 좌표 추출 (ZBC)
순번 좌표 내보내기 (RCE)
2.5. 경계 좌표 추출

ZBC

경계 좌표 추출

기능
 폴리선 경계의 각 정점 좌표를 추출해 표로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좌표 → 경계 좌표 추출
명령 : ZBC (Zone Boundary Coordinat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폴리선 경계의 각 정점 좌표를 추출해 도면에 표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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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설정
좌표 목록을 표로 작성할 때 표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문자 높이, 문자 폭, 글꼴
표 문자 높이, 폭, 글꼴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높이, 폭 등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레이어, 선 레이어
표 문자의 레이어, 표 선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좌표 소수
표에 표기할 좌표의 소수 자리수를 입력합니다.
표 높이 / 표 제목 / 표 너비
표 높이 값은 표 전체 높이가 아닌 표 한 칸 높이입니다.
표 높이는 문자 크기보다 크게 입력해야합니다.
표 제목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표시된 번호, X 좌표, Y 좌표 부분을 입력해 사용합니다.
제목 아래 숫자 입력에는 표 너비를 입력합니다.
비고 칸은 선택 사항으로 체크하면 비고가 표에 추가 작성됩니다.
표 분리 행 수 (제목 제외)
표를 분리하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좌표가 100 개일 때,
체크 후 그림처럼 50 입력했다면 좌표를 50 개씩 두 개 표로 분리해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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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좌표 100 개를 하나의 표로 그립니다.

2. 번호 표기 설정
산출된 좌표 일련 번호를 폴리선 정점에 표기할 때 이 번호 표기 관련 설정입니다.

번호 표기는 그림처럼 원, 사각형, 숫자만 표기 세가지를 지원하므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숫자만 표기는 아래처럼 정점과 문자 중심 사이 간격 지정 설정이 활성됩니다.

시작 번호
표기되는 일련 번호의 시작 숫자를 입력합니다.
원 지름, 지시선 길이
그림처럼 원 지름과 모서리부터 원까지 지시선 길이입니다.
사각형 표기는 사각형 한변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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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글꼴 및 레이어
일련 번호 문자의 글꼴 및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말
번호와 함께 표기되는 머리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A 입력하면 번호는 A1, A2, A3... 으로 표기됩니다.
표기 방향
번호 표기를 경계 안쪽에 표기할지 바깥쪽에 표기할지 선택합니다.
동일 선 상에 포함된 점은 좌표 산출 안함

선이 직선일 때 중간 점들의 좌표를 산출하지 않는 설정입니다.
직선은 중간 좌표 값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체크하면 그림처럼 1 ~ 5 번 사이 2, 3,
4 번 좌표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표는 그리지 않고 번호만 표기
체크하면 좌표 목록 표 없이 폴리선 경계에 번호만 표기합니다.

3. 실행 절차
① 경계 폴리선 선택 (첫번째로 좌표를 추출할 부근 선택)
좌표를 추출할 경계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근과 가장 가까운 정점이 1 번으로 표기되고 표에 좌표 산출됩니다.
② 표 삽입점 지정
'표는 그리지 않고 번호만 표기' 설정에 체크했다면 표시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표를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관련 명령
좌표 내보내기 (C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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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가져오기 (CIM)
XY 좌표 쓰기 (XY)
순번 좌표 내보내기 (RCE)
2.6. 수치지도 도곽 경계 좌표 쓰기

WCD

수치지도 도곽 경계 좌표 쓰기

기능
 지적, 수치지도 등의 도곽 외곽에 좌표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좌표 → 수치지도 도곽 경계 좌표 쓰기
명령 : WCD (Write Coordinates of Digital map boundar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사각 경계 외곽에 좌표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공공측량 성과 심사, 지적 확정 측량 등 도곽의 외곽에 좌표를 표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곽 객체 선택, 영역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방법
객체 선택
도면에 이미 그려진 사각형 객체를 선택해 좌표 값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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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체 때문에 약간 회전된 수치지도 도곽 객체에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중복 정점 체크와 수평 정점 체크를 하므로 객체에 불필요한 점을 무시하고 좌표를
표기합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사각형 안에 정점이 여러 개가 있어도 모서리 네 곳의 좌표만 표기됩니다.

객체는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일 경우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 (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해주십시오.
영역 선택
마우스로 두 점(한 점과 대각선 구석 점)을 선택한 영역을 대상으로 좌표 값을 표기합니다.
직사각형이거나 도곽이 끊어져 있거나 도곽이 없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2. 좌표 형식
프로그램에 표시된 그림대로 어떤 형식으로 좌표를 표기할지 선택합니다.

3. 좌표 표기 위치
모서리 모두
아래 그림처럼 사각의 모서리 네 곳 모두에 좌표를 표기합니다.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아래 그림처럼 사각의 좌측 하단, 우측 상단에만 좌표를 표기합니다.

4. 문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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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문자 높이, 폭
좌표 값을 쓸 문자의 글꼴, 높이, 폭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ffset
아래 그림처럼 문자방향으로 볼 때 가로(X) 세로(Y) 사이 간격 값입니다.

소수 자리
좌표의 표기 소수 자리수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및 색상
좌표 문자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기본값 레이어인 H0010601 은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표준레이어
이름입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GRID 그리기 (DGR)
3. 도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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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 도면 번호 쓰기 (ADN)
- 도면 목록표 (DTC)
- 도면 제목으로 파일 이름 수정 (FNTN)
- 도면 분할 (DIVD)
- 수치지형도 도곽별 분리 (DIVM)
- 다중 도면 삽입,Xref (MUIN)
- 속성 도곽 내용 일괄 수정 (CALS)
- 도곽 특정 위치 문자 일괄 수정 (EMTT)
- 도곽 내 특정 범위 객체 삭제 (ESET)
- 도곽 정렬 재배치 (TBRE)
- 도곽 탐색 (TBE)
3.1. 도면 번호 쓰기

ADN

도면 번호 쓰기

기능
 한 도면 내 여러 도곽에 도면 번호를 일괄(순차) 삽입합니다.
 여러 도곽 축척이 각각 달라도 가능합니다.
 속성 도곽 속성 값에 도면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과 여러 도면을 지원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면 번호 쓰기
명령 : ADN (Add Drawing Numb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곽의 번호를 일괄적(순차적)으로 넣는 프로그램입니다.
번호을 넣을 때 기준이 되는 도곽이 있어야합니다.
도곽은 블록 또는 외부참조 도곽만 지원합니다.
번호뿐만 아니라 파일 명, 도곽 축척도 넣을 수 있습니다.
도곽이 선, 폴리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번호를 넣을 수 없습니다.

1. 간략한 실행 절차
도곽 등록 → 현재/다중 도면 선택 → 도면 번호 또는 삽입 문자 입력 →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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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곽 등록
번호를 넣을 때 기준이 되는 도곽을 등록합니다.
도곽을 등록해야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한번 등록한 도곽은 다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도곽은 블록 또는 외부참조 도곽만 지원됩니다.
도곽 등록할 때 '잘못된 도곽입니다' 나오면 도곽 객체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도곽, 블록
오류 해결을 참고하면 됩니다.
도곽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도곽 등록 순서는 도곽 종류 선택 → 도면에서 도곽을 선택하면 등록됩니다.
도곽 선택 후 파일 이름, 축척을 표기하는 추가 옵션창이 활성됩니다.

1) 도곽 종류
외부참조, 블록 : 외부참조 또는 블록으로 도면에 삽입된 도곽입니다.
속성 블록 : 속성 블록으로 만들어진 도곽입니다.
2) 도곽 선택
도면에서 아무 도곽이나 하나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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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을 선택하면 앞서 지정한 도곽 종류에 따라 번호 삽입 위치 또는 속성을 지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도곽 종류가 외부참조, 블록 : 번호 삽입 위치 지정
도곽 안에 번호를 표기할 위치의 두 대각선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꼭 좌하단, 우상단 순서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 두 대각선 모서리만 지정되면
됩니다.

앞서 도곽 선택 시 선택한 도곽에서 번호 삽입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도곽 종류가 속성 블록 : 번호 삽입 태그 선택
도곽 선택 후 아래 그림과 같은 선택 도곽의 속성 태그 목록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도면 번호가 있는 태그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3) 파일 이름 표기 설정
도면에서 도곽을 선택하면 아래같은 옵션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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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도곽의 특정 위치에 파일 이름을 표기하는 기능입니다.
문자 높이는 등록한 도곽 크기에 맞는 문자 높이를 입력해야합니다.

전체 경로로 파일 이름 쓰기
예를 들어 C:\Project\ABC.dwg 파일인 경우
체크하면 도면에 C:\Project\ABC 로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에 ABC 로 표기합니다.
필드로 삽입
필드로 삽입하면 도면의 파일 이름, 경로 등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C:\Project\ABC.dwg 파일인 경우
필드로 삽입해 ABC 로 표기하면
나중에 이 파일의 이름이 DEF 로 바뀐 경우
도면에 표기한 ABC 표기가 자동으로 DEF 로 변경됩니다.
전체 경로로 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로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확장자 포함
체크하면 파일 이름의 확장자를 포함해 도면에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C:\Project\ABC.dwg 파일인 경우
체크하면 도면에 ABC.dwg 로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에 ABC 로 표기합니다.
파일 이름 삽입 점 선택
문자 글꼴, 레이어, 높이 등 옵션 설정 후 삽입 점을 지정해야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설정한 옵션으로 확인용 가상의 문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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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할 위치를 선택하면됩니다.

4) 도곽 축척 표기 설정
도면에서 도곽을 선택하면 아래같은 옵션 창이 활성됩니다.
이 기능은 도곽의 특정 위치에 도곽 축척을 표기하는 기능입니다.
문자 높이는 등록한 도곽 크기에 맞는 문자 높이를 입력해야합니다.

이 기능은 축척을 두 개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척 표기 1 은 A1 용 축척을 설정하고
축척 표기 2 는 A3 용 축척을 설정하면 도면에 A1, A3 두 개의 축척을 표기합니다.
축척 표기 2 는 체크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지정
축척을 표기할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도곽 종류가 외부참조, 블록일 때 적합합니다.
속성 선택
축척을 표기할 속성 태그를 선택합니다.
도곽 종류가 속성 블록일 때 적합합니다.
도곽의 축척 × 곱할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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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도곽 자체 축척 값을 표기합니다.
곱할 배수는 도곽 자체 축척 값과 표기할 값이 다를 때 맞춰주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도곽 축척=100, 곱할배수=1 이면 도면에는 100 으로 표기됩니다.
도곽 축척=0.1, 곱할배수=1000 이면 도면에는 100 으로 표기됩니다.
축척 앞 머리말
축척 앞에 표기할 머리말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축척 100, 머리말 S=1: 이면 도면에 S=1:100 으로 표기됩니다.
기존에 써 있는 문자 삭제
축척 문자를 넣는 영역에 기존에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를 삭제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해당 영역에 기존 문자를 삭제하고 새로 축척 문자를 쓰게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해당 영역에 문자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문자가 있다면 새로 쓰는
것과 중복 표기됩니다.
레이어, 색상, 높이, 폭
축척 표기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위치 지정해 표기할 때 필요한 옵션입니다.
속성 선택할 때는 이 옵션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설정한 곱할 배수, 머리말 설정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용입니다.
버튼을 눌러 실행해 도면에서 도곽을 선택하면
아래 같이 표기할 축척 문자 값이 보여집니다.
이 값이 다르게 표현된다면 곱할 배수, 머리말 설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선택한 도곽에 실제 문자를 표기해 설정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용입니다.
버튼을 눌러 실행해 도면에서 도곽을 선택하면
설정대로 도면에 축척 문자를 표기합니다.
값이나 위치 등이 다르게 표현된다면 설정을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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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후 [표기 설정 완료] 버튼을 눌러야 파일 이름 또는 축척 표기가 됩니다.
표기 안하려면 [표기 설정 안함] 또는 [표기 설정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5) 등록된 도곽의 삭제

도곽 목록에서 삭제할 도곽을 선택 후 [선택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된 모든 도곽을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2. 정렬 방식
도곽의 인식 순서를 설정합니다.

정렬 순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도곽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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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왼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왼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오른쪽으로 정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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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오른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처리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옵션으로 기대되는 처리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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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처리됩니다.

4. 대상 도면

현재 : 현재 활성화된 도면의 도곽에만 번호를 넣습니다.
다중 : 여러 도면의 도곽에 번호를 넣습니다. 별도의 도면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을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표기 공간

활성된 도면 : 도면을 열었을 때 표시되는 모형 또는 배치 도면의 도곽에만 표기합니다.
모형만 검색 : 도면 중 모형(Model)안의 도곽에만 표기합니다.
배치만 검색 : 도면 중 배치(Paper)안의 도곽에만 표기합니다.
모형+배치 : 도면의 모형 및 배치 안에 모든 도곽에 표기합니다.

6. 도면 번호 또는 삽입 문자
도곽 등록할 때 설정한 번호 삽입 위치 또는 속성에 표기될 문자입니다.
여기서 도면 번호 형식을 결정하거나 삽입될 숫자 증분 문자 형식을 결정합니다.

1) 도면 번호

첫번째 칸에 도면 번호의 머리말, 두번째 칸에 시작 숫자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1-" 입력 후 시작 숫자를 1 로 지정했다면 번호는 1-1, 1-2, 1-3.... 이렇게
증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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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값을 입력할 때마다 미리보기가 되므로 적용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머리말이 없으면 비워놓습니다.
자리수의 버튼을 이용해 번호의 자리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수가 3 이라면 번호는 001, 002, 003.... 이렇게 됩니다.
2) 엑셀 목록에서 가져오기
엑셀에 도면 번호 또는 입력할 문자 목록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엑셀에 도면 번호 또는 입력할 문자 목록이 미리 한 열에 있어야 합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면 아래 그림처럼 목록을 입력 받는 창이 뜨고 그림처럼 목록이 입력된
부분의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삽입 문자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임의로 특정한 문자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삽입 문자 숫자 증가 옵션을 사용해 특정 문자 중 일부분을 숫자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삽입 문자 숫자 증가는 숫자가 증가될 부분에 "?" 를 입력해 ? 대신 숫자가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삽입 문자에 "평면도(?)" 을 입력, 시작숫자에 10, 자리수 3 을 입력했다면
삽입위치에 평면도(010), 평면도(011), 평면도(012).. 이런식으로 문자가 삽입됩니다.
"?" 의 위치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값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값을 입력할 때마다 미리보기가 되므로 적용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 도면 번호 문자 특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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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나 삽입 문자의 글꼴, 레이어, 높이, 폭, 각도, 정렬 등을 설정합니다.
문자 높이는 등록한 도곽 크기에 맞는 문자 높이를 입력해야합니다.
이 옵션은 도곽 종류가 속성 블록인 경우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또는 글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도
문자의 회전 방향입니다.
만약 문자를 세로로 쓰고 싶다면 각도를 90 도 또는 270 도로 선택하면 됩니다.
정렬
도면 번호 문자 영역에 왼쪽, 중심, 오른쪽으로 정렬해 표기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점선이 도곽 등록할 때 지정한 번호 영역이라면
각 정렬 상태는 그림처럼 표기됩니다.
중심은 상관 없지만 왼쪽, 오른쪽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영역
선택해야합니다.

기존에 써 있는 도면 번호 문자 삭제
도면 번호 또는 삽입 문자를 넣는 영역에 기존에 도면 번호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를 삭제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해당 영역에 기존 문자를 삭제하고 새로 번호를 쓰게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해당 영역에 문자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도면 번호 문자가 있다면
새로 쓰는 것과 중복 표기됩니다.

8. 실행

전체 도곽 실행
도면에 있는 모든 등록된 도곽에 번호 또는 삽입 문자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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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도곽만 실행
실행 중 일부 도곽만 선택해 번호 또는 삽입 문자를 표기합니다.
3.2. 도면 목록표

DTC

도면 목록표

기능
 도면 목록표를 만들어 엑셀로 내보내거나 도면에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면 목록표
명령 : DTC (Drawing Table Content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곽의 특정 범위 문자, 속성 문자를 읽어 도면 목록표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한 도면 안에 여러 도곽, 모형, 배치의 도곽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한 도면 안에 도곽들 축척이 달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도곽 등록
- 도곽 등록 시 도면 번호, 제목, 기타 항목의 위치 또는 속성 값 지정
- 도곽은 바뀌지 않는 이상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② 엑셀에 표를 그릴지 도면에 표를 그릴지 선택 후 옵션 설정
③ 목록표를 만들 대상 도면 추가
④ 실행
엑셀에 표 그릴 때 주의 사항
엑셀에 표가 작성되는 동안 엑셀 창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등 엑셀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도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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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등록 이유는 각각의 도면에서 목록 만들 문자를 가져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도곽은 외부참조(XREF) 또는 블록 도곽만 지원합니다.
굳이 도곽이 아니라도 각 도면 안에 한 개씩 있는 공통된 특정 블록을 등록해도 됩니다.
도곽을 기준으로 번호 및 제목 위치 등을 계산하므로 먼저 꼭 등록되어야 합니다.
도곽 등록
[도곽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도곽 등록]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도곽 또는 특정 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이름이 등록되고 추가 설정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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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제목, 기타 항목을 도곽에서 어떻게 가져올지 설정합니다.
기타 항목은 기타 1 ~ 기타 4 까지 4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 문자, 도곽 속성 값, 속성 블록 값 옵션은 각 옵션에 해당하는 설정 창에서
지정합니다.
없음은 목차로 내보낼 필요 없을 때 선택합니다.
모두 설정 방법이 같으므로 도면 번호를 기준으로 이 도움말에서 설명합니다.
1-1) 특정 위치 문자
도면 내에 특정 위치를 영역 지정해 그 위치의 문자로 도면 번호를 결정합니다
지정 영역 안에 문자 객체가 있어야합니다.

[도면 번호 위치 지정] 버튼으로 아래 그림 처럼 도면 번호를 가져올 위치의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위치는 등록할 때 선택한 도곽의 것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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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선 모서리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만약 지정 영역 내에 여러 개의 문자가 있다면 '정렬' 옵션에 따라 하나로 합쳐서 가져옵니다.
문자 여러 개 정렬
지정 영역 내에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정렬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한 칸 안에 문자를 좌, 우 2 개 썼다면 정렬 방식을 위 그림처럼 설정합니다.
문자 여러 개 사이 문자
지정 영역 내에 문자가 여러 개일 때 각 문자 사이에 들어갈 결합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칸 안에 A, 001 두 개의 번호가 있을 때 - 를 입력했다면 번호는 A-001 이 됩니다.
문자 사이 공백 제거
가져온 문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공백을 제거하고 문자 내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0 0 1' 이라는 문자를 가져왔다면 이 옵션 사용시 '001'로 공백이 제거된 문자를
사용합니다.
1-2) 도곽 속성 값
등록한 도곽(블록)이 속성 블록일 때 사용합니다.
속성 블록의 속성 중 특정 속성 값을 번호로 사용합니다.

[도면 번호 속성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도면 번호가 있는 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가져올 태그가 여러 개면 [태그 추가] 버튼을 눌러 다른 태그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태그 사이 값은 [태그 추가]로 여러 개 태그를 가져올 때 각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입니다.
태그 값을 제대로 가져왔는지는 맨 아래 '선택 값'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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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사이 공백 제거
가져온 문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공백을 제거하고 문자 내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0 0 1' 이라는 문자를 가져왔다면 이 옵션 사용시 '001'로 공백이 제거된 문자를
사용합니다.
1-3) 속성 블록 값
도곽 내 특정 영역에 있는 속성 블록에서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도면 번호가 문자로 씌여진 것이 아닌 속성 블록일 때 사용합니다.
이 설정 방법은 위 '도곽 속성 값' 내용과 같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4) 없음
도면 번호를 내보낼 필요 없을 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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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도곽 설정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 창을 닫습니다.
추가로 등록하려면 도곽이 있는 도면을 열고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2. 정렬 순서 및 기준
한 도면에 도곽이 여러 개일 때 인식 순서를 설정합니다.

정렬 순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도곽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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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왼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왼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오른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오른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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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처리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옵션으로 기대되는 처리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처리됩니다.

4. 엑셀에 표 그리기

삽입 위치
1) 활성화된 시트, 사용자 셀 선택
도면 목록을 현재 활성화된 엑셀 시트에 내보냅니다.
사용자가 내보낼 셀을 지정하는 방식이므로 실행 중 아래 그림처럼 내보낼 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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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시트의 A1 셀
엑셀에 새 시트를 만들고 A1 셀에 도면 목록을 내보냅니다.
표 선 그리기
체크하면 엑셀에 표 선을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에는 문자만 표기됩니다.
파일 이름 내보내기
체크하면 도면 목록과 함께 파일 이름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만 : 도곽이 위치한 파일의 이름을 내보냅니다.
전체 경로 포함 이름 : 도곽이 위치한 파일의 경로를 포함한 파일 이름을 내보냅니다.
표 분리
체크하면 표를 지정 행 개수마다 분리합니다.
목록이 많아 표를 나눌 때 제목을 제외한 행 개수를 지정해 사용합니다.

5. 도면에 표 그리기

문자 글꼴, 높이
도면에 그려지는 표의 문자 글꼴과 높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문자 글꼴, 높이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칸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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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 칸의 높이입니다.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합니다.
선, 문자 레이어
도면에 그려지는 표 선과 문자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분리
체크하면 표를 지정 행 개수마다 분리합니다.
목록이 많아 표를 나눌 때 제목을 제외한 행 개수를 지정해 사용합니다.

6. 표 내용 설정

여기서 목록에 체크된 것만 표로 만듭니다.
번호, 제목, 기타 1 ~ 기타 4 는 도곽 등록에서 설정된 값 입니다.
표 제목은 아래 그림처럼 항목을 클릭해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말과 꼬리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표를 그릴 때는 아래 그림처럼 표 폭을 설정해야합니다.
표 폭은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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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들로 목록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본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들로 목록에 축척 및 빈 칸 등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 목록표에 축척을 표기하려면
도곽 등록할 때 기타 항목에서 도곽의 축척 위치를 등록해도 되고
위 그림 버튼으로 블록 자체의 축척을 활용해 도면 축척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블록 축척 선택과 블록 축척에 곱할 배수 지정 후 '목록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도곽 블록을 캐드 특성 창에서 확인해보니 축척이 100 이고
도곽 내에 축척 200 으로 표기되어 있어 목록표에 축척 200 글자를 표기하고 싶다면
블록 축척 배수에 2 를 입력 후 '목록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 그림처럼 블록 축척을 표기하는 항목이 추가되므로 체크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머리말, 꼬리말은 원하는대로 지정하면 됩니다.
블록 축척은 배수를 다르게 지정 후 버튼을 눌러 더 추가해도 됩니다..

7. 도면 목록 추가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처리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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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검색 대상
도곽을 검색할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활성된 도면 : 활성된 도면만 검색합니다. 활성된 도면은 도면을 열었을 때 보이는 도면입니다.
모형만 검색 : 모형(Model)만 검색합니다.
배치만 검색 : 모든 배치(Layout)를 검색합니다.
모형 + 배치 : 모형(Model)과 모든 배치(Layout)를 검색합니다.

8. 도곽 오류 해결
에러 내용
잘못된 도곽입니다.
현재 도곽은 크기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도곽을 선택할 때 캐드가 드림플러스로 도곽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로
도곽 객체 자체 오류 또는 도면의 글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중 플롯 - 도곽 오류 해결] 링크의 해결 방법과 동일합니다.
3.3. 도면 제목으로 파일 이름 수정

FNTN

도면 제목으로 파일 이름 수정

기능
 도면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면 제목으로 파일 이름 수정
명령 : FNTN (File Name from Title Nam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파일 이름 자체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서 번호, 도면명을 가져와 실제 파일 이름을 변경합니다.
도면이 한 도곽씩 나눠져 있고 도면명과 파일명이 달라 수정이 필요할 때 편리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도곽, 특정 블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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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곽 등록 시 파일 번호, 파일 이름 항목의 위치 또는 속성 값 지정
- 도곽은 바뀌지 않는 이상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② [도면 제목 가져오기] 버튼으로 이름 수집
③ [파일 이름 변경] 버튼으로 내 컴퓨터의 파일 이름 변경

1.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도곽 등록 이유는 각각의 도면에서 제목 가져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도곽은 외부참조(XREF) 또는 블록 도곽만 지원합니다.
굳이 도곽이 아니라도 각 도면 안에 한 개씩 있는 공통된 특정 블록을 등록해도 됩니다.
도곽, 특정 블록을 기준으로 번호 및 도면명 위치 등을 계산하므로 먼저 꼭 등록되어야 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도곽, 특정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도곽 또는 특정 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선택이 완료되면 도곽(블록) 이름이 등록되면서 아래같은 창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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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도면 이름을 도곽에서 어떻게 가져올지 설정합니다.
도면 번호와 도면 이름 두 가지를 구분 등록하며 방법은 같으므로 도면 번호 하나만
설명합니다.
문자 아이템은 원하는 만큼 등록할 수 있고 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1) 특정 위치 문자 : 등록한 도곽 내에 특정 부분 문자를 가져옵니다.
2) 도곽 속성 값 :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 도곽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3) 속성 블록 값 :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위치 속성 블록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아이템을 등록 후 [파일 이름 테스트] 버튼으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도면 내에 특정 위치를 지정해 그 위치의 문자 내용을 가져옵니다.
지정 영역 안에 문자 객체가 있어야합니다.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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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그림처럼 도면에 문자 내용을 가져올 위치의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반복해 도면 여러 군데 위치에서 원하는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정렬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합쳐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좌 → 우 순서로 가져올지 위 → 아래 순서로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정렬 삽입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어 합쳐 가져올 때 문자와 문자 사이에 넣을 값입니다.
예를 들어 AAA, BBB 문자가 지정 영역 내 위, 아래 써 있고
문자 정렬은 위 → 아래, 정렬 삽입은 -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서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AA-BBB 가 됩니다.
공백 제거
가져올 문자 내용에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을 제거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A B C' 라는 문자가 써 있을 때 공백 제거해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BC'가
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가져온 문자 내용의 앞, 뒤에 추가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아이템과 다음 아이템을 이어주는 역할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ABC'이고 다음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가나다'라면
ABC 를 가져온 아이템의 꼬리말에 - 를 입력했을 때 최종 문자는 'ABC-가나다'가 됩니다.
1-2) [도곽 속성 값 추가]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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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속성 블록 도곽의 속성 값 중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도곽 속성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속성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가져올 값이 있는 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가져올 태그가 여러 개면 [태그 추가] 버튼을 눌러 다른 태그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태그 사이 값은 여러 개 태그를 가져올 때 각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입니다.
태그 값을 제대로 가져왔는지는 맨 아래 '선택 값'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속성 값은 '문자 정렬'과 '정렬 삽입' 설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공백제거, 머리말, 꼬리말은 위 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1-3) [속성 블록 값 추가]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영역에 있는 속성 블록에서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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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블록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블록 선택 중 에러가 표시되면
[다중 플롯 - 도곽, 블록 오류 해결]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곽 내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태그 선택은 위 1-2) 도곽 속성 값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설정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 창을 닫습니다.

2. 설정

도면 검색 위치
도곽을 검색할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활성된 도면 : 활성된 도면만 검색합니다. 활성된 도면은 도면을 열었을 때 보이는 도면입니다.
모형만 : 모형(Model)만 검색합니다.
첫번 째 배치만 : 여러 배치 중 첫 번째 배치(Layout)만 검색합니다.
모든 배치 : 모든 배치(Layout)를 검색합니다.
도면이 열려 있을 때
캐드가 도면을 열고 있으면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행할 때 목록의 도면 중 열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3. 도면 목록 추가
처리할 도면을 추가합니다.
프로그램 창 크기는 변경 가능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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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추가 : 출력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4. 도면 제목 가져오기
실행하면 아래 그림처럼 목록의 도면에서 등록한 도곽 설정대로 파일 번호, 파일 이름을
가져옵니다.
현재 파일 이름과 도면에서 읽어온 변경 파일 이름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5. 파일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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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튼은 [도면 제목 가져오기] 실행 후 활성됩니다.
실행하면 내 컴퓨터의 파일 이름을 '변경 파일 이름'대로 변경합니다.

6. 오류 해결
에러 내용
잘못된 블록입니다.
블록 객체 자체 오류 또는 도면의 글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중 플롯 - 도곽, 블록 오류 해결] 링크의 해결 방법과 동일합니다.
3.4. 도면 분할

DIVD

도면 분할

기능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도면이 있을 경우 도곽을 기준으로 한 장씩 분리 저장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면 분할
명령 : DIVD (DIVide Drawing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한 도면 안에 여러 도면을 도곽 기준으로 한 장씩 분리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한 도면 안에 여러 도곽들 축척, 회전 등이 달라도 분리됩니다.
분리 저장할 때 파일 번호, 도면 이름을 지정하는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UCS 도면은 저장 후 UCS 가 WCS 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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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S 로 변경되더라도 일반 캐드 WBLOCK 명령처럼 뷰가 회전되지 않아 편리합니다.
도면 분할 문제 해결
- 도면 분할과 관련된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분할 기준 등록
② 분할할 도면 목록에 추가
③ 분할 대상 선택
④ 저장 위치 및 분할 도면 설정
⑤ 분할 파일 번호, 분할 파일 이름 옵션 확인

1. 분할 기준
분할할 기준이 되는 도곽, 특정블록, 특정 문자를 등록합니다.
이 기준으로 도면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등록해야하며 한번 등록하면 다음 번 다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1-1) 도곽, 특정 블록
도곽이 블록일 때는 도곽을 등록해 각 도곽 기준으로 표를 내보냅니다.
한 도면에 축척 다른 도곽이 여러 개라도 각 도곽 안에 표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곽이 블록이 아닐 때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있는 특정 블록(회사 CI 등)을 등록해
분할합니다.

도곽은 블록, 외부참조(XREF) 도곽만 지원합니다.
특정 블록은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존재해야 합니다.
도곽 또는 특정 블록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 해야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방법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도면에 이름이 다른 도곽(블록)이 여러 개면 이름 다른 것마다 한 번씩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려면 등록할 도곽(블록)이 있는 도면이 하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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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도곽, 특정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 도곽(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분할 영역 모서리 점 지정에서 명령창에 따라 분할 영역의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③ 점 지정이 완료되면 도곽(블록) 이름이 등록되면서 아래 창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분할 파일 이름 등록'을 체크하면 각 도곽에서 문자, 속성 등을 가져와 분할할 때 파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분할 파일 이름 등록'을 체크 해제하면 분할할 때 파일 이름은 메인 창에서 결정합니다.
[설정 취소] 버튼을 누르면 파일 이름은 등록되지 않아 분할할 때 파일 이름은 메인 창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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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은 도곽에서 특정 위치 문자, 속성 문자 등을 조합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만들 아이템은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고 아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1) 특정 위치 문자 : 등록한 도곽 내에 특정 부분 문자를 가져옵니다.
2) 도곽 속성 값 :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 도곽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3) 속성 블록 값 :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위치 속성 블록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아이템을 등록 후 '이름 가져오기 테스트' 버튼으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도면 내에 특정 위치를 지정해 그 위치의 문자 내용을 가져와 파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지정 영역 안에 문자 객체가 있어야합니다.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그림처럼 도면에 문자 내용을 가져올 위치의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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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반복해 도면 여러 군데 위치에서 원하는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정렬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합쳐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좌 → 우 순서로 가져올지 위 → 아래 순서로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정렬 삽입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어 합쳐 가져올 때 문자와 문자 사이에 넣을 값입니다.
예를 들어 AAA, BBB 문자가 지정 영역 내 위, 아래 써 있고
문자 정렬은 위 → 아래, 정렬 삽입은 -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서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AA-BBB 가 됩니다.
공백 제거
가져올 문자 내용에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을 제거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A B C' 라는 문자가 써 있을 때 공백 제거해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BC'가
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가져온 문자 내용의 앞, 뒤에 추가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아이템과 다음 아이템을 이어주는 역할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ABC'이고 다음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가나다'라면
ABC 를 가져온 아이템의 꼬리말에 - 를 입력했을 때 최종 문자는 'ABC-가나다'가 됩니다.

1-1-2) [도곽 속성 값 추가]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속성 블록 도곽의 속성 값 중 특정 속성 값을 가져와 파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도곽 속성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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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가져올 값이 있는 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가져올 태그가 여러 개면 [태그 추가] 버튼을 눌러 다른 태그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태그 사이 값은 여러 개 태그를 가져올 때 각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입니다.
태그 값을 제대로 가져왔는지는 맨 아래 '선택 값'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속성 값은 '문자 정렬'과 '정렬 삽입' 설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공백제거, 머리말, 꼬리말은 위 1-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1-1-3) [속성 블록 값 추가]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영역에 있는 속성 블록에서 특정 속성 값을 가져와 파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속성 블록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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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곽 내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태그 선택은 위 1-1-2) 도곽 속성 값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1-2) 특정 문자 기준
도곽 블록이나 특정 블록은 없고 각 도곽마다 공통된 문자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즉, 같은 내용의 특정 문자가 도곽마다 하나씩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 특정 문자를 등록해 이 문자를 기준삼아 분할합니다.
(예 : 프로젝트명, 회사명 등)

특정 문자 등록 방법
각 도곽마다 있는 공통된 내용의 특정 문자를 하나 등록합니다.
[특정 문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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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특정 문자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다음 과정은 '1-1) 도곽, 특정 블록'에서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② 분할 영역 모서리 점 지정에서 명령창에 따라 분할 영역의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③ 점 지정이 완료되면 도곽(블록) 이름이 등록되면서 파일 이름 등록 창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분할 파일 이름 등록'을 체크하면 각 도곽에서 문자, 속성 등을 가져와 분할할 때 파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분할 파일 이름 등록'을 체크 해제하면 분할할 때 파일 이름은 메인 창에서 결정합니다.
[설정 취소] 버튼을 누르면 파일 이름은 등록되지 않아 분할할 때 파일 이름은 메인 창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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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1-1) 도곽, 특정 블록'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3) 도면 원점으로 이동
저장할 때 각 분할 도면의 지정한 점을 원점(0,0,0) 으로 이동해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도곽 좌측 하단 모서리를 지정한다면 분할된 도곽 모서리가 원점(0,0,0)으로
이동되어 분할됩니다.
체크하면 [원점이될 위치 점 지정] 버튼이 활성됩니다.
버튼을 클릭해 도곽 내 원하는 아무 한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 등록이 완료되면 [설정 완료] 버튼을 눌러 파일 이름 등록 창을 닫습니다.

2. 정렬 방식
도곽의 인식 순서를 설정합니다.

2-1) 정렬 순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도곽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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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왼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왼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오른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오른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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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2-3)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처리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옵션으로 기대되는 처리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처리됩니다.

3. 분할할 도면 목록에 추가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분할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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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4. 분할 대상
분할하려는 도면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 대상 공간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활성된 도면 (모형/배치)
현재 저장된 도면을 분할합니다.
모형에 객체를 그리고 저장했다면 모형을 분할하고 배치에 그리고 저장했다면 배치를
분할합니다.
즉, 도면을 열었을때 보이는 도면을 분할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여러 배치에 도면을 분할할 때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Model (모형)
모형에 그려진 도면만 분할합니다.
모든 Layout (배치)
한 도면 안에 모든 배치에 그려진 도면을 분할합니다.
Model + 모든 Layout
모형과 모든 배치를 분할합니다.
특정 Layout
특정한 배치 이름을 지정해 그 배치만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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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려는 모든 도면 안에 지정 이름의 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5. Layout 분할 옵션
Layout 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5-1) 모형으로 변환
배치를 모형으로 변환해 분할합니다.
즉 배치에 있는 도면은 모형으로 이동되어 분할됩니다.
배치 하나에 여러 도곽의 도면이 있어도 처리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뷰포트에 걸리는 객체를 처리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뷰포트 경계에 걸리는 치수 및 해치는 폭파됩니다.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면 폭파되지
않습니다.
- 뷰포트 경계에 걸리는 Solid 해치는 XCLIP 처리됩니다.
- 도면 한, 두장을 테스트로 실행해 본 후 여러 도면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모형유지 + 배치 한 장
모형은 유지하고 배치를 각각 한 장씩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모형, 배치 1, 배치 2, 배치 3) 있을 때
분할 후 (모형, 배치 1) (모형, 배치 2) (모형, 배치 3) 이렇게 3 개 도면으로 저장됩니다.
배치 하나에 여러 도곽이 있고 각 도곽 개별로 모형+배치 도곽 한개씩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치 하나에 하나의 도곽이 있는 경우만 사용해야합니다.

6. 저장 위치 및 분할 도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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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위치
① 저장 위치 사용자 지정 :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외부참조가 있다면 외부참조는 지정한 폴더로 함께 복사됩니다.
[경로] 버튼을 눌러 도면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② 원본 도면 폴더 : 원본 도면과 동일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③ 원본 도면 하위 폴더 : 원본 도면 아래 지정한 폴더를 만들고 저장됩니다.
외부참조가 있다면 상대 경로인 경우 경로가 자동 조정됩니다.
그림처럼 하위에 만들어질 폴더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
분할 이름과 같은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 처리 방식을 지정합니다.

덮어 쓰기 : 기존 파일을 덮어씁니다.
이름 뒤에 번호 붙임 : 분할 파일 이름 뒤에 (1) 같은 증분 숫자를 붙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이름 지정 :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덮어 쓰기로 설정해도 저장 위치가 '원본 도면 폴더'일 때는 '이름 뒤에 번호 붙임'으로
동작됩니다.
원본 도면 폴더에 원본 이름과 분할 이름이 같을 수 있어 오류 방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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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LTSCALE 조정
체크하면 저장할 때 각 분할 도면의 LTSCALE 을 도곽 비율 또는 도곽 축척에 따라 조정합니다.
1) 도곽 블록 축척
도곽(블록)의 축척 값에 입력한 값을 곱해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될 도곽(블록) 축척 값을 캐드 특성 창에서 확인했을 때 100 이고 곱할 값에 2 를
입력했다면
분할 된 도면의 LTSCALE 은 100 × 2 = 200 이 됩니다.
2) 기준 도곽 비율
등록한 도곽(블록) 대비 분할 도곽(블록)의 크기 비율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도면 LTSCALE = 100, 분할되는 도곽(블록)의 크기가 등록한 도곽(블록)보다
2 배 크고 곱할 값에 2 를 입력했다면
분할 된 도면의 LTSCALE 은 현재 LTSCALE 값 100 × 2 × 2 = 400 이 됩니다.

6-2) DIMSCALE 조정
체크하면 저장할 때 각 분할 도면의 DIMSCALE 을 도곽 비율 또는 도곽 축척에 따라
조정합니다.
방식은 위 LTSCALE 조정과 같습니다.
이미 그려진 치수 객체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1) 도곽 블록 축척
도곽(블록)의 축척 값에 입력한 값을 곱해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될 도곽(블록) 축척 값을 캐드 특성 창에서 확인했을 때 100 이고 곱할 값에 2 를
입력했다면
분할 된 도면의 DIMSCALE 은 100 × 2 = 200 이 됩니다.
2) 기준 도곽 비율
등록한 도곽(블록) 대비 분할 도곽(블록)의 크기 비율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도면 LTSCALE = 100, 분할되는 도곽(블록)의 크기가 등록한 도곽(블록)보다
2 배 크고 곱할 값에 2 를 입력했다면
분할 된 도면의 DIMSCALE 은 현재 LTSCALE 값 100 × 2 × 2 = 400 이 됩니다.

6-3) 도곽 영역으로 LIMITS 생성
체크하면 저장할 때 각 분할 도면 도곽 크기로 도면 LIMITS 를 지정합니다.
DVIEW 적용된 도면은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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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모든 Xref 결합
체크하면 도면에 포함된 모든 외부참조(Xref)를 결합한 후 분할합니다.
결합(Bind) : Bind 하면 도면이름$0$참조도면레이어 형식으로 결합됩니다.
삽입(Insert) : Insert 하면 참조도면레이어가 현재도면에 병합됩니다.
도곽 포함 : 체크하면 도곽이 외부참조인 경우 마찬가지로 결합 또는 삽입됩니다.
결합(Bind)과 삽입(Insert)의 차이점
결합 (Bind)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고유하게 현재 도면에 입력됩니다
이 방식은 외부참조와 현재 도면의 레이어, 블록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 Xref 에 BBB 라는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라는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서 AAA$0$0BBB 가 됩니다.
현재 도면과 Xref 모두 BBB 레이어 이름이 같지만 위와 같이 이름이 변경되면서 각 레이어의
특성이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각 객체의 특성을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도면 정리하는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삽입 (Insert)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현재 도면에 병합됩니다.
이 방식은 도면 정리하는데 편리합니다
다만 Xref 안의 블록 등도 병합되어 의도하지 않게 교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병합되므로 도면이 복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 Xref 에 BBB 라는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라는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 같은에 이름이 있으므로 병합되어 그대로 BBB 가 됩니다.

6-5) 모형 분할할 때 Xref 를 도곽 영역으로 Xclip
아래 그림처럼 이미 그려진 분리된 여러 평면도를 외부참조로 놓고 첫번째 처럼 도곽을 평면
위에 각각 넣은 후 작업하는 도면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모든 Xref 결합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하면 등록할 때 지정한 도곽 영역에 맞게 외부참조를 Xclip 합니다.
이런 도면은 체크 후 실행하면 아래 그림처럼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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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lip 안 된다면
외부 참조 도면 자체 오류로 안 될 수 있습니다.
- 참조 도면을 열고 AUDIT 명령을 실행해 오류를 수정 후 드림플러스 퍼지 명령(PP)으로 퍼지
후 도면을 닫습니다.
- 다시 참조 도면을 열고 AUDIT 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참조가 많다면 2015 이상은 다중 도면 복구 (MREC) 명령으로 여러 도면의 오류를 한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6-6)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
체크하면 도면에 포함된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한 후 분할합니다.
만들어 놓은 동적블록을 외부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나
다른 CAD 와의 호환성 등 때문에 동적블록이 문제가 있어 일반블록으로 변경할 경우
사용합니다.
도면 분할이 아닌 일반 도면에서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동적블록 일반블록으로 변환(DBTR) 명령을 사용합니다.

6-7) 참조된 이미지 모두 복사
체크하면 도곽 안에 있든 없든 도면에 포함된 이미지를 모두 분할 폴더로 복사합니다.
해제하면 도곽 안에 있는 이미지만 분할 폴더로 복사합니다.
해제할 때 도곽 안에 있더라도 블록 내 이미지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블록 안에 이미지가 있다면 체크 후 사용해 주세요.

6-8) 분할 후 특정 레이어 끄기, 동결 ...
체크하면 분할 후 도면의 특정 레이어를 끄기, 동결, 잠금, 플롯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면을 분할할 때만 사용됩니다.
여러 도면에 특정 레이어 상태를 분할 후 동일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분할이 아닌 여러 도면 레이어 상태를 모두 통일하는 기능은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MLS)
명령이 좋습니다.
레이어 추가는 [레이어 설정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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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를 가져올 객체 선택] 버튼으로 도면 객체를 선택하거나 목록 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상태 수정은 그림처럼 값을 선택해 수정합니다.

편집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7. 분할 파일 번호, 분할 파일 이름 옵션
분할 파일 번호와 이름을 어떻게할지 결정합니다.
도곽을 등록할 때 도곽에서 번호, 이름을 가져오도록 설정했다면 '도곽 설정에 따름'을
선택합니다.
도곽에서 가져오지 않을 것이면 '사용자 입력'을 선택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부분만 설명합니다.

7-1) 분할 파일 번호
사용자 입력은 사용자가 임의로 파일 번호 패턴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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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리말은 번호 앞에 고정적으로 표기되는 문자 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AA]를 입력했다면 [AA]001 평면도(1).dwg, [AA]002 평면도(2).dwg..
이런식입니다
값이 비어있으면 머리말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시작 숫자
파일 번호가 시작될 숫자 입니다.
자리수
파일 번호의 표기 자리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1 이고 자리수가 3 이라면 001 이 됩니다.
번호와 이름 사이 문자
파일 번호와 파일 이름 사이에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번호가 001 이고 파일 이름이 범례인 경우 그림처럼 - 문자를 입력했다면 001범례.dwg 가 됩니다.
값이 비어있으면 파일 번호와 이름 사이에 문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7-2) 분할 파일 이름
사용자 입력은 사용자가 임의로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파일 이름이 적용되어 여러 개 도면 파일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도면 파일이 모두 같은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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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을 직접 입력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파일 이름 앞, 뒤에 붙일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 자리수
분할 파일 번호를 '번호 없음'으로 적용했을 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한 도면에 도곽이 여러 개면 뒤에 숫자가 붙게되는데 그 때 자리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자리수가 3 이면 001 이 됩니다.

8. 즐겨찾는 설정 저장

현재 모든 설정 상태를 입력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설정을 바꿔가며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장 위치, 분할 도면 설정 등 여러 개를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사용합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설정 상태를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설정 상태는 옆 목록에 표시됩니다.
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9. 분할 실행
전체 도곽 분할
도면의 모든 도곽을 분할합니다.
선택 도곽만 분할
도면에서 선택한 도곽만 분할합니다.
실행 중 분할할 도곽만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문제 해결
1) 배치를 모형으로 변환 분할할 때 뷰포트에서 분할 안 되는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배치의 뷰포트는 뷰포트 경계에 걸리는 모형 객체를 트림하면서 분할합니다.
트림 후 새 데이터베이스로 넣지 못하는 경우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닫고 아래 사항을 확인 후 다시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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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면에 Proxy, AEC 객체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Proxy, AEC 객체가 있는 경우는 AECTOACAD 명령을 사용해 내보낸 도면으로 시도해 보세요.
현재 사용 캐드 보다 높은 버전에서 작성된 AEC 객체는 AECTOACAD 명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AECTOACAD 명령이 잘 안될 때는 PPO 명령에 'Proxy, AEC' 옵션을 사용해보거나 Proxy, AEC
객체 삭제 리습 등을 활용해서 정리 후 시도해 보세요.
② 도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먼저 AUDIT 명령으로 도면 오류를 수정하고 PURGE (또는 드림플러스 PP 명령)를 합니다.
그 다음 도면을 닫고 다시 열어 도면 분할을 시도해 보세요.
2) 잘못된 블록입니다.
블록 객체 자체 문제로 원인과 해결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다중 플롯에서의 블록 오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다중 플롯 문서로 링크했습니다.
[다중 플롯 - 도곽, 블록 오류 해결]
관련 명령
수치지형도 도곽별 분리 (DIVM)
3.5. 수치지형도 도곽별 분리

DIVM

수치지형도 도곽별 분리

기능
 수치지형도를 폴리선 도곽별로 한 장씩 분리 저장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수치지형도 도곽별 분리
명령 : DIVM (DIVide Ma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수치지형도를 폴리선 도곽별로 한 장씩 분리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6 개의 빨간색 도곽 폴리선이 AAA 레이어로 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에 경계 레이어 이름을 AAA 로 지정하면
이 레이어 이름의 사각형을 찾아 사각형에 맞게 수치지형도를 분리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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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레이어 사각 폴리선 도곽을 찾고 그 경계로 분할하므로
도곽이 서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분리할 부분에 맞춰 아래 그림처럼 떨어져있어도 됩니다.

도곽이 폴리선인 경우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지형도가 아닌 일반 도면의 블록, 외부참조 도곽 기준 분리는 도면 분할 (DIVD) 명령을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경계 설정
② 경계에서 자를 수 없는 객체 처리 옵션 설정
③ 저장 위치 찾기
④ 분할 파일 이름 옵션 설정

1. 경계 설정
경계는 사각형 폴리선 도곽입니다.
경계는 특정 레이어에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특정 레이어 객체를 선택해 그 기준으로 분리하므로
실행 전에 폴리선 경계 레이어에 다른 객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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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레이어 모두 선택
도면 안에 있는 지정한 레이어 경계를 모두 분리합니다.
사용자 선택
도면 안에 있는 지정한 레이어 경계 중 사용자가 지정한 경계만 분리합니다.
경계 레이어
분리할 기준이되는 폴리선 경계의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경계에서 자를 수 없는 객체 처리
선이 아닌 객체들은 경계를 기준으로 잘라낼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설정합니다.

무시에 체크하면 해당 객체가 경계에 걸린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삭제 또는 폭파 후 처리에 체크하면 해당 객체가 경계에 걸린 경우 옵션에 따라 수행합니다.
블록에서 경계 내 삽입점이 있는 것만 유지 옵션은
경계에 걸린 블록의 삽입점이 경계 내부에 있을 때는 유지하고
경계에 걸린 블록의 삽입점이 경계 외부에 있을 때는 삭제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파란 삽입 점의 위치에 따라 유지할지 삭제할지 결정됩니다.

DreamPlus

Page443

3. 저장 위치 및 순서

저장 위치
[저장 위치 찾기] 버튼을 눌러 분할 도면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합니다.
순서
순서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계의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분할.
경계의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분할.
경계의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분할.
경계의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분할.
수치지형도 도곽은 항상 직각으로 반듯하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아주 많은 도곽을 분리할 경우
위 순서대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순서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저장 파일 이름 - 도곽 중앙에 파일 이름 쓰기에 체크하고 분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파일 이름이 도면에도 표기되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파일과 도면을 서로 매치하기
편합니다.

4. 저장 파일 이름
4-1)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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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될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입력하거나 변경하면 파일 이름이 미리보기로 표시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파일 이름 앞, 뒤에 붙일 문자를 지정합니다.
시작 숫자
파일 이름 번호가 시작될 숫자 입니다.
자리수
파일 이름 번호의 표기 자리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1 이고 자리수가 3 이라면 001 이
됩니다.
도곽 중앙에 파일 이름 쓰기
체크하면 파일 이름을 도곽 중앙에도 표기합니다.
분할된 도면에는 표기되지 않고 원본 도면에만 표기됩니다.
분할된 도면과 원본 분할 부분과 매치해서 볼 때 편리합니다.
글꼴, 높이, 폭, 레이어
도면에 표기하는 파일 이름 문자에대한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각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2) 도곽 내 특정 레이어 문자

DreamPlus

Page445

도곽 내 특정 레이어의 문자 내용을 가져와 파일 이름을 작성합니다.

문자 레이어
문자 내용을 문자 객체의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도면 분할 (DIVD)
3.6. 다중 도면 삽입,XREF

MUIN

다중 도면 삽입, Xref

기능
 여러 도면을 하나의 도면에 삽입 또는 Xref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다중 도면 삽입,Xref
명령 : MUIN (MUltiple INser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을 하나의 도면에 삽입 또는 Xref 할 때 사용합니다.
즉, 여러 도면을 한 파일로 합칠 때 사용합니다.
여러 수치지도 등을 하나로 합칠 때, 도면 정리를 위해 여러 도면을 합칠 때 유용합니다.
합칠 때 폭파(Explode)했다면 도면 분할(DIVD) 명령으로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설정
도면을 삽입(Insert)할 것인지 외부참조(Xref)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1-1) 삽입
캐드 INSERT 명령처럼 각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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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왼쪽 아래 '삽입(Insert) 후 각 도면 Explode' 체크해 실행하면 삽입 후 폭파합니다.
폭파는 DWG 도면만 가능합니다. DXF 도면은 블록으로 삽입되지 않습니다.

모든 블록 이름 변경 후 삽입
각 도면에 모양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블록이 존재할 때 그냥 합치면 같은 이름은 블록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체크하고 블록 이름을 지정 규칙대로 변경 후 삽입하면 각 도면 블록이 유지됩니다.
제외 블록은 예를 들어 도곽 같이 각 도면마다 이름 변경할 필요 없는 블록을 지정합니다.
제외할 블록이 여러 개면 패턴을 입력하거나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AA* 를 입력했다면 여러 도면에 AAA 이름으로 시작하는 블록들은 이름 변경에서
제외됩니다.
도면의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치수스타일 이름 변경 후 삽입
각 도면에 모양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치수스타일이 존재할 때 그냥 합치면 치수 모양이
바뀝니다.
체크하고 치수스타일 이름을 지정 규칙대로 변경 후 삽입하면 각 도면 치수 모양이
유지됩니다.

1-2) 외부참조
캐드 XREF 명령처럼 각 도면을 외부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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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는 절대, 상대, 경로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경로를 사용하려면 현재 도면이 저장된 도면이어야 합니다.
현재 도면과 불러올 도면이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 있다면 상대경로를 사용해도 절대경로로
됩니다.
부착 또는 중첩
부착(Attached) : 일반적인 방식, 외부참조 A 가 포함된 도면 B 를 다른 도면 C 에 외부참조하면
A 가 보임
중첩(Overlay) : 외부참조 A 가 포함된 도면 B 를 다른 도면 C 에 외부참조하면 A 가 안보임
DXF 도면은 외부참조할 수 없고 삽입만 가능합니다.

2. 삽입 설정

1) 원래 좌표로 삽입
불러오는 도면의 원래 좌표대로 현재 도면에 삽입(참조)됩니다.
각 도면 좌표가 각각 다른 수치지도는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XF 도면은 원래 좌표로 삽입만 가능합니다.
2) 지정 XY 간격마다 삽입
도면을 지정한 간격마다 삽입(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 10 개 도면이 있다면
X 개수 5, Y 개수 2 로 설정하면 한 줄당 5 개의 도면이 두 줄로 삽입(참조)됩니다.
Y 개수는 임의로 크게 입력해도 상관 없습니다.
X 개수, Y 개수는 불러오는 도면의 실제 개수보다 커도 상관없지만 작으면 개수만큼만
삽입(참조)됩니다.
간격과 개수는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 사각형이 하나의 도면이라고 가정된 그림입니다.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간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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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곽 사이 X 간격 삽입
도면과 도면 사이를 X 간격대로 삽입합니다.
Y 는 지정 간격마다 삽입합니다.
간격과 개수는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 사각형이 하나의 도면, 크기가 다를 때로 가정된 그림입니다.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간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축척

단일 축척에 체크하면 X 에 입력한 축척으로 X, Y, Z 축척이 결정됩니다.
보통 체크하고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X, Y, Z 의 축척을 각각 따로 설정하므로 한 쪽으로 축척 다르게할 수 있습니다.
DXF 도면은 원래 좌표로만 삽입되므로 축척을 지정해도 원래 도면대로 삽입됩니다.

체크하면 DWG 도면은 삽입 후 도면을 폭파(Explode)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DWG 도면은 블록으로 삽입됩니다.
외부참조는 폭파할 수 없어 지원하지 않습니다.
DXF 도면은 이 설정과 관계 없이 폭파되어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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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속성 도곽 내용 일괄 수정

CALS

속성 도곽 내용 일괄수정

기능
 속성 블록 도곽의 내용을 일괄 내보내고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속성 도곽 내용 일괄수정
명령 : CAL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속성 블록 도곽의 각종 속성 값을 일괄로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도곽 뿐만 아니라 일반 속성 블록 값을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해도 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도곽 등록 후 도면 추가 → 엑셀로 내보내기
② 엑셀에서 값 수정 → 수정된 값을 도곽으로 가져오기
이 프로그램은 도면을 불러와 각 속성 블록 도곽의 내용을 엑셀로 내보내고
엑셀에서 수정 후 다시 이 값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선 [속성 정보 Excel 로 내보내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엑셀로 내보낸 내용은 저장 후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속성 정보 Excel 로 내보내기
각 도면에 있는 속성 블록 도곽의 내용을 Excel 로 내보냅니다.

실행 절차
① 검색할 도곽 이름에 속성 도곽 블록 이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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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렬 및 모형, 배치 등 검색할 대상을 지정
③ 엑셀로 내보낼 도면을 목록에 추가
④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1-1) 검색할 도곽
[도곽 선택] 버튼으로 속성 블록을 선택하거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 다른 블록이 여러 개면 각 블록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이름은 와일드카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 로 시작하는 모든 블록이라면 A* 입력합니다.
*만 입력하면 도면의 모든 블록 중 속성이 있는 블록은 다 처리됩니다.
와일드카드는 속성이 있는 여러 블록을 다 처리하므로 특정 블록만 검색하도록 일부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 보다는 ABC* 처럼 특정 블록 이름을 최대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정렬
도곽의 인식 순서를 설정합니다.

정렬 순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도곽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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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왼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왼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오른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오른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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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처리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옵션으로 기대되는 처리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처리됩니다.

1-3) 검색 대상
활성된 도면 (모형/배치) : 도면을 열었을때 보이는 공간(모형 또는 배치)입니다.
Model (모형) : 블록이 모형에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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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ayout (배치) : 블록이 배치에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Model + 모든 Layout : 블록이 모형과 배치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Layout : 블록이 특정한 배치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Layout 을 선택하면 배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각 도면에서 입력된 이름의 배치만
검색합니다.

1-4) 처리할 도면의 추가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엑셀로 내보낼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1-5) 엑셀로 내보낸 결과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같이 엑셀에 속성 정보가 기록됩니다.
(노란색은 수정하면 안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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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1 행에는 각 속성 블록의 태그명이 기록되고 그 아래로 계속 속성 값이 기록됩니다.
위 그림에 노란색 표시된 1 행과 A~D 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엑셀의 값을 수정 후 도면에 다시 가져올 때 1 행과 A~D 열 값을 기준으로 도면 속성을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행과 A~D 열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정 후 실행하면 됩니다.
수정 후 도면에 적용하는 것은 [속성 정보 CAD 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적용합니다.

2. 속성 정보 CAD 로 가져오기
엑셀 시트에 수정된 속성 값을 이 기능으로 다시 도면에 적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목록에서 속정 정보가 기록된 워크시트 선택
②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속성 정보 CAD 로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엑셀에 열려있는 모든 시트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중에 속성 정보가 기록된 시트를 지정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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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은 도면만 처리 후 저장하고 열린 도면은 처리 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합니다.
주의사항
엑셀이 여러 개 실행된 경우 시트 이름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보가 저장된 시트가 있는 엑셀을 제외한 다른 엑셀은
종료합니다.
속성 정보 가져오기는 시트의 '경로'에 기록된 도면 파일을 열고 각 도곽을 검색해 엑셀의
값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엑셀 시트의 '경로'에 기록된 도면 파일이 PC 에 없으면 도면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명령
도곽 특정 위치 문자 일괄 수정 (EMTT)
3.8. 도곽 특정 위치 문자 일괄 수정

EMTT

도곽 특정 위치 문자 일괄 수정

기능
 도곽 내 여러 특정 위치 문자를 일괄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곽 특정 위치 문자 일괄 수정
명령 : EMTT (Edit Multiple Text in Title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곽 내 여러 특정 위치 문자를 일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한 도면에 여러 도곽, 축척, 회전이 다를 때, UCS 도면 등을 지원합니다.
도곽이 속성 도곽이고 속성 도곽 값만 수정하려면 이 프로그램 보다 속성 도곽 내용 일괄수정
(CALS) 명령이 좋습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도곽 또는 특정 문자 등록 후 도면 추가 → 엑셀로 내보내기
② 엑셀에서 값 수정 → 수정된 값으로 도면 수정
이 프로그램은 도면을 불러와 특정 위치 문자 정보를 엑셀로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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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서 수정 후 다시 이 값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선 [CAD 문자 Excel 로 내보내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엑셀로 내보낸 내용은 저장 후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CAD 문자 Excel 로 내보내기
각 도면 도곽에 있는 특정 위치 문자 정보를 Excel 로 내보냅니다.

실행 절차
① 문자 내보낼 기준에 도곽, 특정 블록 또는 특정 문자 등록
② 정렬 및 모형, 배치 등 검색할 대상을 지정
③ 엑셀로 내보낼 도면을 목록에 추가
④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1-1) 문자 내보낼 기준
도곽 내 여러 위치를 파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지 설정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은 도곽이 블록(외부참조)일 때 또는 각 도곽마다 존재하는 고유 특정
블록(회사 CI 등)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문자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같은 위치에 하나만 있는 문자(회사명, 프로젝트명
등)입니다
도곽은 블록, 외부참조(XREF) 도곽만 지원합니다.
특정 블록, 특정 문자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존재해야합니다.
1-1-1) 등록 방법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며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 등록은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도곽(블록)으로 설명합니다.
도면에 이름이 다른 도곽(블록)이 여러 개면 이름 다른 것마다 한 번씩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려면 등록할 도곽(블록)이 있는 도면이 하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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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1-1-2) 등록 절차
[도곽, 특정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 도곽(블록)을 선택합니다.
도곽 또는 블록 선택이 완료되면 이름이 등록되면서 아래 창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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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 : 특정 위치의 문자를 내보내고 수정합니다.
[도곽 속성 값을 등록] : 도곽이 속성 도곽일 때 도곽 내 속성 값을 수정합니다.
[속성 블록 값을 등록] : 도곽 영역 안에 속성 블록의 속성 값을 수정합니다.
① 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
도면 내에 특정 위치를 지정해 그 위치의 문자 내용을 내보내고 수정합니다.
지정 영역 안에 문자 객체가 있어야합니다.
[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서 수정할 문자가 있는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위치 부분에 값이 표시되면 등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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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 버튼을 눌러 수정하고 싶은 문자 영역을 계속 등록하면 됩니다.
[속성 블록 값을 등록] 및 [속성 블록 값을 등록] 버튼으로 복합해 등록해도 됩니다.

② 도곽 속성 값을 등록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속성 블록 도곽의 속성 값 중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도곽 속성 값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속성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수정할 값이 있는 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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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속성 블록 값을 등록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영역에 있는 속성 블록에서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속성 블록 값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곽 내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태그 선택은 위 ② 속성 블록 값을 등록 내용과 동일합니다.

1-2) 정렬
도곽의 인식 순서를 설정합니다.

정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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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도곽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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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왼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왼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오른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오른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처리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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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옵션으로 기대되는 처리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처리됩니다.

1-3) 검색 대상
기준 도곽, 블록, 특정 문자가 있는 공간을 선택합니다.

활성된 도면 (모형/배치) : 도면을 열었을때 보이는 공간(모형 또는 배치)입니다.
Model (모형) : 블록이 모형에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모든 Layout (배치) : 블록이 배치에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Model + 모든 Layout : 블록이 모형과 배치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Layout : 블록이 특정한 배치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Layout 을 선택하면 배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각 도면에서 입력된 이름의 배치만
검색합니다.

1-4) 처리할 도면의 추가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엑셀로 내보낼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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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1-5) 엑셀로 내보낸 결과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같이 엑셀로 각 도곽의 문자 정보가 엑셀에 기록이 됩니다.

주의사항
맨 위 1~2 행에는 각 문자 정보가 기록되고 그 아래로 계속 문자 내용 값이 기록됩니다.
위 그림에 노란색 표시된 1~2 행과 A~D 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엑셀의 값을 수정 후 도면에 다시 가져올 때 1~2 행과 A~D 열 값을 기준으로 도면
문자를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 행과 A~D 열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정 후 실행하면 됩니다.
수정 후 도면에 적용하는 것은 [수정된 문자 CAD 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적용합니다.

2. 수정된 문자 CAD 로 가져오기
엑셀 시트에 수정된 문자 내용을 이 기능으로 다시 도면에 적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목록에서 문자 정보가 기록된 워크시트 선택
②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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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문자 CAD 로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엑셀에 열려있는 모든 시트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중에 문자 정보가 기록된 시트를 지정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은 도면만 열고 처리 후 저장합니다.
체크하면 열려 있는 도면도 처리 후 저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열린 도면은 처리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열린 도면은 나중에 사용자가 확인 후 직접 저장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엑셀이 여러 개 실행된 경우 시트 이름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보가 저장된 시트가 있는 엑셀을 제외한 다른 엑셀은
종료하면됩니다.
수정된 문자 CAD 로 가져오기는 시트의 '경로'에 기록된 도면 파일을 열고 각 도곽을 검색해
엑셀의 값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엑셀 시트의 '경로'에 기록된 도면 파일이 PC 에 없으면 도면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도면 영역에 문자 없으면 엑셀 셀 값으로 문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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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했을 때 사용됩니다.

각 도곽의 특정 위치에 문자가 있으면 엑셀 값으로 문자 내용이 수정됩니다만
특정 위치에 문자가 없으면 엑셀 값으로 문자를 표기합니다.
문자 높이는 최초 등록한 도곽의 크기에 비례한 높이 또는 고정 문자 높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속성 도곽 내용 일괄수정 (CALS)
3.9. 도곽 내 특정 범위 객체 삭제

ESET

도곽 내 특정 범위 객체 삭제

기능
 도곽의 여러 특정 범위내 객체를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곽 내 특정 범위 객체 삭제
명령 : ESET (Erase Specific Entities in Title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곽의 여러 특정 범위내 객체를 일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한 도면에 여러 도곽, 축척, 회전이 다를 때, UCS 도면 등을 지원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도곽 또는 특정 문자 등록 후 도면 추가
② 범위 내 삭제할 객체 추가 후 실행
주의사항
열린 도면이 아니면 객체 삭제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부 도면 복사본 등으로 테스트 후 문제 없을 때 전체 도면에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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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범위 삭제할 기준
도곽 내 여러 위치를 파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지 설정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은 도곽이 블록(외부참조)일 때 또는 각 도곽마다 존재하는 고유 특정
블록(회사 CI 등)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문자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같은 위치에 하나만 있는 문자(회사명, 프로젝트명
등)입니다
도곽은 블록, 외부참조(XREF) 도곽만 지원합니다.
특정 블록, 특정 문자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존재해야합니다.
1-1) 등록 방법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며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 등록은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도곽(블록)으로 설명합니다.
도면에 이름이 다른 도곽(블록)이 여러 개면 이름 다른 것마다 한 번씩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려면 등록할 도곽(블록)이 있는 도면이 하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활성화됩니다.

DreamPlus

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1-2) 등록 절차
① [도곽, 특정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 도곽(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도곽 또는 블록 선택이 완료되면 이름이 등록되면서 아래 창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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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위치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서 삭제할 객체가 있는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위치 부분에 값이 표시되면 등록된 것입니다.

다른 위치를 추가로 등록하고 싶다면 [삭제 위치 등록] 버튼을 눌러 계속 등록합니다.

2) 검색 대상
기준 도곽, 블록, 특정 문자가 있는 공간을 선택합니다.

활성된 도면 (모형/배치) : 도면을 열었을때 보이는 공간(모형 또는 배치)입니다.
Model (모형) : 블록이 모형에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모든 Layout (배치) : 블록이 배치에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Model + 모든 Layout : 블록이 모형과 배치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Layout : 블록이 특정한 배치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정 Layout 을 선택하면 배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각 도면에서 입력된 이름의 배치만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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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할 도면의 추가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엑셀로 내보낼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3. 특정 범위 내 삭제할 객체
등록한 범위 내 어떤 객체를 삭제할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① [종류 선택] 버튼으로 도면에서 삭제할 객체들 선택
② 왼쪽의 목록 중에서 삭제할 객체을 더블클릭해 오른쪽 '선택할 객체 종류' 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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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체크하면 등록한 범위에 있는 모든 객체를 삭제합니다.
삭제할 객체들 중 특정 조건(레이어, 색상 등) 객체만 삭제하려면 아래 4. 특정 특성 객체만
삭제를 지정합니다.

4. 특정 특성 객체만 삭제
객체들 중 특정 조건(레이어, 색상 등) 객체만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각 특성을 체크하고 조건을 입력하면 체크된 특정 조건의 객체만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 색상을 체크하고 빨간색을 지정하면 빨간색 객체만 삭제합니다.
[특성을 가져올 객체 선택] 버튼을 누르면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여러 객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삭제할 객체 종류에서 '모두'를 체크했다면 모든 종류의 공통 특성인 레이어, 색상, 선 축척만
사용 가능합니다.
레이어, 문자 스타일, 문자 내용, 블록 이름은 , 로 구분해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에 AAA,BBB,CCC 를 입력했다면
AAA, BBB, CCC 세 개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객체만 삭제됩니다.
3.10.

도곽 정렬 재배치

TBRE

도곽 정렬 재배치

기능
 도면의 도곽을 순서대로, 지정 간격대로 정렬해 재 배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곽 정렬 재배치
명령 : TBRE (Title Blocks R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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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도곽을 순서대로, 지정 간격대로 정렬해 재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 왼쪽처럼 여러 흩어져 있는 도곽을 오른쪽처럼 다시 정렬해 재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는 이 도움말 맨 아래에 있습니다.

1. 정렬 대상 도곽
1) 선택한 도곽
현재 도면 공간의 도곽 중 선택한 도곽과 이름이 같은 것만 정렬 재배치합니다.
도곽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실행할 때 적합합니다.
2) 등록된 도곽
현재 도면 공간에서 등록된 모든 도곽을 정렬 재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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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정보가 저장되므로 다른 도면에서도 도곽을 재배치할 일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현재 도면에 도곽이 여러 종류가 있을 때 적합합니다.
도곽 등록은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도곽이나 도곽마다 있는 특정 블록을 선택 후 도곽의 최 외곽 영역 모서리 두 점 지정해
등록합니다.
도곽의 최 외곽 영역 모서리 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의 빨간 외측 영역으로 이 영역 내의
객체를 이동해 재 배치합니다.

2. 정렬
정렬 대상 및 도곽 인식 순서를 설정합니다.
1) 정렬 대상
선택한 도곽만 정렬
도면에서 선택한 도곽만 정렬하고 처리합니다.
현재 공간 모두 정렬
현재 모형이나 배치의 모든 도곽을 정렬하고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하나씩 선택
사용자가 도곽을 하나씩 선택합니다.
도곽이 정렬 방법대로 적용이 곤란하게 여기 저기 있거나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선택해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2) 정렬 순서
정렬 순서는 기존의 도곽을 정렬할 때 및 다시 재배치할 때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위 정렬 대상에서 '사용자가 하나씩 선택' 하면 다시 재배치할 때만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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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좌, 우 순서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아래, 위 순서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위, 아래 순서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좌, 우 순서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3) 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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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4)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처리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옵션으로 기대되는 처리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처리됩니다.

3. 재배치
재배치할 때 아래 그림처럼 가로 배치 개수와 도곽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4. 실행 절차
정렬 대상 도곽에서 '선택한 도곽'으로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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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도곽'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래 ③번 부터 보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곽 내 객체들을 모두 옮기는 프로그램이므로
동결, 잠금, 꺼진 레이어는 실행 중 모두 켜졌다가 실행 후 다시 복구됩니다.
① 도곽 또는 특정 블록 선택
도면에서 정렬할 기준이 되는 도곽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② 도곽의 최 외곽 영역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아래 그림처럼 도곽의 빨간 외측 영역을 대각 두 점 지정합니다.
이 영역 내의 객체를 이동해 재 배치하므로 도곽이 포함된 외곽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③ 정렬할 도곽들 선택
정렬 대상을 '선택한 도곽만 정렬'로 지정했을 때 나오는 명령입니다.
도면에서 정렬할 도곽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렬 대상을 다른 것으로 지정하면 이 과정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④ 재배치 시작점 지정
도곽을 재배치할 점을 지정합니다.
점이 지정되면 선택한 도곽들 또는 도면의 모든 도곽들이 재배치 점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됩니다.
정렬 대상을 '사용자가 하나씩 선택'으로 지정했다면
재배치 점 지정 후 도곽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명령이 반복됩니다.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앞서 정렬된 다음 위치로 하나씩 정렬됩니다.
3.11.

도곽 탐색

TBE

도곽 탐색

기능
 도면의 도곽을 키보드 방향키(화살표키)로 상,하,좌,우 탐색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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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도곽 → 도곽 탐색
명령 : TBE (Title Block Explor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도곽을 키보드 방향키(화살표키)로 상,하,좌,우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도면에 도곽이 많고, 각 도곽 또는 도곽 내 일부분을 연속해서 검토할 때
기존에 마우스로 일일이 끌거나 줌하는 불편 없이 키보드 키로 연속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옵션 선택 후 실행 → 도면에서 도곽 선택 → 키보드 방향키(화살표키)를 눌러 탐색

1. 탐색 대상 도곽
현재 공간 전체 도곽
현재 도면 공간의 전체 도곽을 모두 탐색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도곽만
현재 도면 공간의 도곽 중 선택한 일부 도곽만 탐색합니다.

2. 도곽 정렬 순서
도곽의 인식 순서를 설정합니다.
정렬 순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DreamPlus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도곽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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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왼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왼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오른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오른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처리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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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으로 기대되는 처리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처리됩니다.

3. 탐색 영역 Zoom 단계
값이 1 이면 도곽 탐색 영역을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줍니다.
값이 2 이면 도곽 탐색 영역의 두배 정도쯤 축소시켜 보여줍니다.
값은 최소 1 에서 최대 5 까지 0.1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실행 절차
예를 들어 아래 같이 도면에 도곽이 배치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 후
① 도곽 선택
도면에서 탐색을 시작할 도곽을 선택합니다.
② 탐색 영역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도곽에서 탐색할 부분의 모서리 영역을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도곽 전체 영역을 지정했다면 도곽 전체를 줌하게됩니다.
도곽에서 일부분만 영역을 지정했다면 각 도곽의 선택한 일부분 영역만 탐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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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선택이 완료되면 이제 방향키(화살표키)를 눌러 선택한 도곽의 상,하,좌,우 도곽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최초 2 번 도곽 선택, 영역을 지정해 줌된 후
← 키보드를 누르면 1 번 도곽이 줌됩니다.
탐색 및 종료
탐색 : →, ←, ↑, ↓ 키
종료 : ESC 키 또는 ENTER 키
4. 레이어

레이어
- 표준 레이어 (CLAY)
- 자주 사용하는 객체 레이어 변경 (FML)
- 레이어 일치 (LMA)
- 현재 레이어로 설정 (SCL)
- 현재 레이어로 변경 (CCL)
- 현재 레이어로 복사 (CTL)
- 레이어 끄기 (LOF)
- 모든 레이어 켜기 (LON)
-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 (LOL)
-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 (FLO)
-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 (FOO)
- 꺼진 레이어만 켜기 (OLO)
- 선택한 외부참조 레이어 끄기 (XLOF)
- 외부참조 레이어 켜기 (XLON)
- 레이어 동결 (LFR)
-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 (FRE)
-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 (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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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레이어를 뷰포트에서 VP 동결 (VPFV)
- 선택 레이어를 지정 배치에서 VP 동결 (VPFL)
- 레이어 잠금 (LLO)
- 모든 레이어 잠금 (ALO)
-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 (LOE)
-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 (LUL)
-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 (ULA)
- 선택 레이어 플롯 안됨 (LPF)
- 선택 레이어 플롯 가능 (LPO)
- 레이어 끄기 상태 백업, 복원 (LBR)
4.1. 표준 레이어

CLAY

표준 레이어

기능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레이어를 조회하고 객체에 적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표준 레이어
명령 : CLAY (Cals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건설사업정보화(CALS) 표준 레이어를 조회하고 객체에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즉, 객체를 표준레이어로 정리할 때 사용하며 아래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표준 레이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찾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 후 객체를 선택해 객체의 레이어를 표준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 표준 레이어를 도면에 생성합니다.
-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를 즐겨찾기로 관리합니다.
- 사용자 정의 레이어를 추가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레이어 적용 기준
적용할 레이어 기준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두 개 기준 중에서 선택합니다.
- 2016.09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 2012.01 전자도면 작성표준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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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의 PDF 문서는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기준은 레이어 목록 변경 없이 다른 내용만 개정되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 레이어 찾기
분야를 선택하면 왼쪽 목록 창에 해당 분야 공종 목록이 보여집니다.
왼쪽 목록에서 공종을 선택하면 오른쪽 목록 창에 공종에 해당하는 표준 레이어 상세 목록이
보여집니다.
오른쪽 목록 창이 작다면 프로그램 창의 크기를 끌어 넓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색 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선택한 분야 내 레이어 이름과 설명에 검색어가 포함된
레이어를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문자'를 검색하면 아래 그림처럼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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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의 객체 레이어 변경
오른쪽 목록 창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 후 도면에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또는 레이어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빠르게 작업하려면 버튼 보다는 목록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옵션 - 실행 방식에 따라 목록을 한 번 클릭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레이어를 변경할 때 적용할 옵션은 [옵션]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객체 선택하지 않아도 레이어 만듦
이 프로그램은 객체 선택이 완료되어야 선택한 레이어를 만들고 적용합니다.
체크하면 객체 선택 완료와 관계 없이 항상 선택한 레이어를 만�年求�
현재 레이어로 설정
체크하면 실행할 때 선택한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도 적용
체크하면 블록 내부에 포함된 모든 객체의 레이어도 변경됩니다.
블록 특성 상 하나의 블록이 바뀌면 전체 도면의 동일 블록이 다 변경됩니다.
도면의 일부 블록 객체만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합니다.
실행 방식
목록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 실행할지 한 번 클릭해 실행할지 선택합니다.
한 번 클릭을 사용하면 선택하자마자 바로 실행되므로 프로그램 창 하단 레이어 세부 특성
확인이 안됩니다.
또한 여러 목록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이 곤란합니다.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 설정
레이어를 변경할 때 기존 객체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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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 없음
레이어 변경 후 객체들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ByLayer 이면 설정한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설정 레이어와 관계 없이 기존 객체 특성이 유지됩니다.
② 보존
레이어가 변경되도 기존 특성을(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변경해도 체크한 특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③ ByLayer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Layer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설정한 레이어 특성을 따라갑니다.
④ ByBlock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Block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객체가 블록이 되었을 때 블록 특성을 따라갑니다.

4. 도면에 표준 레이어 만들기
오른쪽 목록 창에서 도면에 만들 레이어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 - 실행 방식 - 목록 한 번 클릭으로 사용하면 선택할 때 바로 실행되어 아래 동작이
불편하니 주의해 주세요.
'선택한 레이어 만들기'을 클릭하면 도면에 표준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레이어는 Ctrl 또는 Shift 키와 마우스를 눌러 한번에 여러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즐겨찾기
즐겨찾기에 추가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는 즐겨찾기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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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싶은 레이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즐겨찾기는 분야 목록에서 즐겨찾기를 선택하면 추가된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관리
즐겨찾기 파일은 %AppData%\DreamPlus 경로에 Layer_Fav.xml 파일로 별도 저장됩니다.
컴퓨터 포맷 등을 대비해 Layer_Fav.xml 파일은 별도 백업 후 나중에 다시 넣어놓으면 됩니다.
즐겨찾기에서 항목 삭제는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는 확장 레이어 등 사용자가 레이어를 추가로 만들 경우 사용합니다.
맨 처음 실행한 상태이거나 추가된 레이어가 없다면 아래 그림처럼 빈 목록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 정의에 추가
레이어 목록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도면에서 객체 선택 추가'는 도면의 여러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추가'는 사용자가 하나씩 레이어를 입력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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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레이어 이름, 선종류, 색상, 설명 등을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설명 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목록에 레이어가 추가되는 것이 보이고 [닫기]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입력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레이어 관리, 수정 및 삭제
사용자 정의 파일은 %AppData%\DreamPlus 경로에 Layer_User.xml 파일로 별도 저장됩니다.
컴퓨터 포맷 등을 대비해 Layer_User.xml 파일은 별도 백업 후 나중에 다시 넣어놓으면 됩니다.
사용자 레이어를 수정 및 삭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4.2. 자주 사용하는 객체 레이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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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객체 레이어 변경

기능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를 등록해 놓고 객체 선택해 레이어 변경을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자주 사용하는 객체 레이어 변경
명령 : FML (Favorite Modify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 선택해 레이어 변경하는 일이 잦을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를 미리 등록해 놓고 목록을 클릭해 객체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들을 만들 때 사용해도 됩니다.

1. 사용 방법
최초 실행하면 그림처럼 '기본' 분류 하나와 이에 속한 샘플 레이어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록 레이어 이름를 더블 클릭 후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실행 방식에 따라 목록 레이어 이름을 한 번 클릭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도면에 없다면 등록된 특성으로 만들고 레이어가 변경됩니다.
이 레이어가 도면에 있어도 등록된 특성대로 기존 레이어 특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설정에서 지정합니다.

실행 방식
목록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 실행할지 한 번 클릭해 실행할지 선택합니다.
한 번 클릭을 사용하면 목록 상단 레이어 제거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클릭을 사용할 때 레이어 제거, 이름 변경 등은 목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
주세요.
분류
분류는 레이어를 등록 관리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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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여러 분류를 만들고 각 분류 안에 여러 레이어를 등록해 사용합니다.
분류 관리는 상단 아이콘 또는 목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분류 추가 및 레이어를 등록한 예입니다.

레이어 추가 및 관리는 상단 아이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합니다.
색상 등 레이어 특성은 각 항목을 선택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중 '도면에서 객체 선택 등록' 버튼은 도면의 여러 객체를 선택해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분류에 레이어 복사/이동
오른쪽 창 분류별 레이어 목록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다른 분류로 복사/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로 레이어 선택해 다른 분류로 끌어 놓으면 됩니다.
그냥 끌면 이동이고, CTRL 키를 누른채 끌어 놓으면 복사됩니다.

2. 레이어 변경 설정
실행해 도면 객체 레이어를 변경할 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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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레이어 특성도 목록대로 변경
목록의 레이어가 이미 도면에 있고 도면 레이어와 목록 레이어 특성이 서로 다를 때.
체크 해제하면 객체 레이어는 도면 레이어 특성을 따릅니다.
체크하면 객체 레이어 및 도면 레이어 특성도 목록의 레이어 특성으로 바꿉니다.
도면마다 레이어 이름은 같지만 색상 등이 달라 하나로 맞출 때 사용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도 적용
체크하면 블록 내부에 포함된 모든 객체의 레이어도 변경됩니다.
블록 특성 상 하나의 블록이 바뀌면 전체 도면의 동일 블록이 다 변경됩니다.
도면의 일부 블록 객체만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합니다.
객체 선택하지 않아도 레이어 만듦
이 프로그램은 객체 선택이 완료되어야 선택한 레이어를 만들고 적용합니다.
체크하면 객체 선택 완료와 관계 없이 항상 선택한 레이어를 만�年求�
현재 레이어로 설정
체크하면 실행할 때 선택한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 설정
레이어를 변경할 때 기존 객체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① 변경 없음
레이어 변경 후 객체들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ByLayer 이면 설정한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설정 레이어와 관계 없이 기존 객체 특성이 유지됩니다.
② 보존
레이어가 변경되도 기존 특성을(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변경해도 체크한 특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③ By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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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Layer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설정한 레이어 특성을 따라갑니다.
④ ByBlock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Block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객체가 블록이 되었을 때 블록 특성을 따라갑니다.

3. 데이터 경로
데이터는 %AppData%\DreamPlus 경로에 FML_XML.xml 파일로 저장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파일을 백업하면 됩니다.
위 경로를 복사 후 탐색기에 주소 표시줄에 붙여넣고 이동하면 됩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 파일을 삭제 후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4.3. 레이어 일치

LMA

레이어 일치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원본 객체의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레이어 일치
명령 : LMA (Layer MAtc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두 객체의 레이어를 서로 일치하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원본 객체 선택 후 대상 객체를 선택하면 대상 객체의 레이어가 원본과 같은 레이어가 됩니다.

1. 실행 절차
① 원본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레이어를 가져올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레이어로 다른 객체의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레이어를 변경할 객체 선택
레이어를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객체들의 레이어가 앞서 선택한 원본 객체의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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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 설정
레이어 일치해 레이어가 변경된 후 객체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① 변경 없음
레이어 변경 후 객체들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선택 객체 특성이 ByLayer 이면 레이어 변경 후 설정한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선택 객체 특성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설정 레이어와 관계 없이 선택 객체 특성이 유지됩니다.
② 보존
레이어는 변경되지만 기존 특성을 보존합니다.
레이어를 변경해도 기존 특성을(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③ ByLayer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Layer 적용합니다.
선택 객체들의 특성은 설정 레이어 특성을 따라갑니다.
④ ByBlock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Block 적용합니다.
선택 객체들의 특성은 객체가 블록이 되었을 때 블록 특성을 따라갑니다.
4.4. 현재 레이어로 설정

SCL

현재 레이어로 설정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가 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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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Plus → 레이어 → 현재 레이어로 설정
명령 : SCL (Set Current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선택해 현재 레이어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가 됩니다.

실행절차
① 현재로 설정될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레이어를 가져올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없이 S 입력하면 레이어를 가져오는 방식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설정에는 레이어 및 색상을 현재로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객체 레이어만 현재로 설정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만 가져와 현재로 설정합니다.
현재 색상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객체 레이어 및 색상을 현재로 설정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가져와 현재로 설정하고 색상도 가져와 현재로 설정합니다.
하나의 레이어에 색상만 다른 객체가 많은 경우
객체를 선택해 객체의 레이어 및 색상을 모두 현재로 설정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객체가 레이어 'AAA', 색상은 '빨간색'일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현재 레이어 'AAA' 현재 색상 '빨간색'이 됩니다.
선택한 객체 색상이 ByLayer 라면 현재 색상도 ByLayer 가 됩니다.
객체 레이어 및 색상 ByLayer 설정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가져와 현재로 설정하고 색상은 항상 ByLayer 로 설정합니다.
항상 ByLayer 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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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현재 레이어로 변경(CCL)
현재 레이어로 복사(CTL)
4.5. 현재 레이어로 변경

CCL

현재 레이어로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를 현재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현재 레이어로 변경
명령 : CCL (Change to Current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현재 레이어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먼저 선택 후 명령 입력해도 되고 명령 실행 후 객체 선택해도 됩니다.

1. 실행 절차
① 현재 레이어로 변경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한 객체들이 현재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2. 설정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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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도 현재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 설정
변경할 때 선택한 객체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① 변경 없음
레이어 변경 후 객체들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선택 객체 특성이 ByLayer 이면 레이어 변경 후 설정한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선택 객체 특성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설정 레이어와 관계 없이 선택 객체 특성이 유지됩니다.
② 보존
레이어는 변경되지만 기존 특성을 보존합니다.
레이어를 변경해도 기존 특성을(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③ ByLayer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Layer 적용합니다.
선택 객체들의 특성은 설정 레이어 특성을 따라갑니다.
④ ByBlock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Block 적용합니다.
선택 객체들의 특성은 객체가 블록이 되었을 때 블록 특성을 따라갑니다.
관련 명령
현재 레이어로 설정(SCL)
현재 레이어로 복사(CTL)
4.6. 현재 레이어로 복사

CTL

현재 레이어로 복사

기능
 선택한 객체를 현재 레이어로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현재 레이어로 복사
명령 : CTL (Copy To current Layer)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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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현재 레이어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먼저 선택 후 명령 입력해도 되고 명령 실행 후 객체 선택해도 됩니다.

실행 절차
① 현재 레이어로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현재 레이어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선택 완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복사 완료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는 복사 제외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는 선택되지 않아 복사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도 선택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색상 설정
복사된 객체 색상을 지정 색으로 변경합니다.
기본 값은 ByLayer 로 복사된 객체는 현재 레이어 색상을 따라 변경됩니다.
관련 명령
현재 레이어로 설정 (SCL)
현재 레이어로 변경 (CCL)
같은 위치에 복사 (CSL)
4.7. 레이어 끄기

LOF

레이어 끄기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끕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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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레이어 끄기
명령 : LOF (Layer OF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를 끄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팁
작업 전 레이어 끄기 상태 백업, 복원 (LBR) 명령으로 백업하고
도면 작업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끌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특정 이름 포함만(N)]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끕니다.
외부참조 또는 블록 안의 레이어도 끌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N 입력하면 특정 이름이 포함된 레이어만 끕니다.
실행 중 설정 변경(S) 입력했을 때, 설정 변경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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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끄기는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가 꺼집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정에 따라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됩니다.
블록은 블록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끕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A 이고 이 블록 안에 객체 레이어가 B 일 때
체크하면 A, B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해제하면 블록 자체 레이어인 A 레이어만 처리됩니다.
3) 현재 레이어 끌 때 경고창 표시
개별 선택, 현재 레이어 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현재 레이어를 끌 때 아래같은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작업 중 현재 레이어가 꺼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경고창을 우선 보이고 끄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행 중 특정 이름 포함만(N) 입력했을 때, 특정 이름 입력

입력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처리합니다.
윈도우 선택할 때는 이전에 선택했던 레이어가 무시되고 입력한 것만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명령
모든 레이어 켜기(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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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레이어 동결(LFR)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4.8. 모든 레이어 켜기

LON

모든 레이어 켜기

기능
 현재 도면에 꺼진 모든 레이어를 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모든 레이어 켜기
명령 : LON (all Layers 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에 꺼진 모든 레이어를 켜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동결된 레이어는 켜지지 않고 꺼진 레이어만 모두 켜서 보이게합니다.

실행 절차
별도의 과정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끄기(LOF)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레이어 동결(LFR)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4.9.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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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레이어만 켜기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만 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
명령 : LOL (Layer isOLat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만 켜고 나머지 레이어는 끄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끄지 않을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특정 이름 포함만(N)]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만 남겨놓고 다른 레이어는 모두 끕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N 입력하면 특정 이름이 포함된 레이어만 켭니다.
실행 중 설정 변경(S) 입력했을 때, 설정 변경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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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정에 따라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됩니다.
블록은 블록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처리합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A 이고 이 블록 안에 객체 레이어가 B 일 때
체크하면 A, B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해제하면 블록 자체 레이어인 A 레이어만 처리됩니다.
3) 현재 레이어 변경
선택한 객체들에 현재 레이어 객체가 있으면
- 도면의 현재 레이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택한 객체들에 현재 레이어 객체가 없으면
- 도면의 현재 레이어는 선택한 객체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즉 선택한 객체에 따라 도면의 현재 레이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레이어 변경 안함
현재 레이어를 항상 그대로 유지합니다.
선택한 객체들에 현재 레이어 객체가 없으면 현재 레이어는 꺼진 상태가 됩니다.
현재 레이어 켜진 상태 유지에 체크하면 현재 레이어는 항상 유지되고 켜진 상태가됩니다.
실행 중 특정 이름 포함만(N) 입력했을 때, 특정 이름 입력

입력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처리합니다.
윈도우 선택할 때는 이전에 선택했던 레이어가 무시되고 입력한 것만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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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끄기(LOF)
모든 레이어 켜기(LON)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레이어 동결(LFR)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4.10.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

FLO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

기능
 현재 도면의 동결된 레이어만 켜고 다른 레이어는 끕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
명령 : FLO (Freeze Layers 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에 동결된 레이어가 있을 경우 동결된 레이어만 켜고 다른 레이어는
끄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즉, 동결된 레이어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됩니다.

실행 절차
별도의 과정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끄기(LOF)
모든 레이어 켜기(LON)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레이어 동결(LFR)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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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

FO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

기능
 현재 도면의 동결되거나 꺼진 레이어만 켜고 다른 레이어는 끕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
명령 : FOO (Freeze and Off layers 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에 동결 또는 꺼진 레이어가 있을 경우 그 레이어만 켜고 다른
레이어는 끄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즉, 동결되거나 꺼진 레이어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됩니다.

실행 절차
별도의 과정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끄기(LOF)
모든 레이어 켜기(LON)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레이어 동결(LFR)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4.12.

꺼진 레이어만 켜기

OLO

꺼진 레이어만 켜기

기능
 현재 도면의 꺼진 레이어만 켜고 다른 레이어는 끕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꺼진 레이어만 켜기
명령 : OLO (Off Layer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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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에 꺼진 레이어가 있을 경우 그 레이어만 켜고 다른 레이어는 끄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즉, 꺼진 레이어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됩니다.

실행 절차
별도의 과정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끄기(LOF)
모든 레이어 켜기(LON)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레이어 동결(LFR)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4.13.

선택한 외부참조 레이어 끄기

XLOF

선택한 외부참조 레이어 끄기

기능
 도면에서 선택한 외부참조의 전체 레이어를 끕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한 외부참조 레이어 끄기
명령 : XLOF (Xref Layers OF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외부참조의 전체 레이어를 끌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 외부참조가 많아 일부 외부참조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작업하고 싶을 때
해당 외부참조를 언로드하거나 레이어 전체를 끄면 됩니다만
레이어 전체를 끌려면 캐드 레이어 관리자를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외부참조를 선택해 그 외부참조 레이어 전체를 끌 때 편리합니다.
특정 외부참조 레이어 전체를 켜고 싶다면 외부참조 레이어 켜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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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레이어를 끌 외부참조 선택
선택한 외부참조의 레이어 전체를 끕니다.
도면에서 외부참조를 선택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외부참조 레이어 켜기 (XLON)
4.14.

외부참조 레이어 켜기

XLON

외부참조 레이어 켜기

기능
 외부참조 목록에서 선택한 외부참조의 전체 레이어를 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외부참조 레이어 켜기
명령 : XLON (Xref Layers 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외부참조 목록에서 선택한 외부참조의 전체 레이어를 켤 때 사용합니다.
외부참조에 레이어가 많으면 캐드 레이어 관리자에서 해당 외부참조 레이어를 모두 켜기가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참조 단위로 레이어 전체를 켜는 기능이므로
특정 외부참조 레이어 전체를 켤 때 편리합니다.
특정 외부참조 레이어 전체를 끄고 싶다면 선택한 외부참조 레이어 끄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도 특정 외부참조 레이어 전체를 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목록 창에 외부참조 목록이 하나도 없다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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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에 외부참조가 있다면 아래 그림처럼 목록 창에 외부참조 목록이 표시됩니다.

외부참조 목록 옆에 레이어 상태는 현재 외부참조의 레이어 상태를 보여줍니다.
- 모두 켜짐 : 해당 외부참조 레이어가 모두 켜져 있음.
- 일부 꺼짐 : 해당 외부참조 레이어 중 일부는 꺼져 있음.
- 모두 꺼짐 : 해당 외부참조 레이어 모두가 꺼져 있음.

1. 목록에서 외부참조 선택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레이어를 켤 외부참조를 선택합니다.
목록 선택은 Ctrl 또는 Shift 를 누른채 마우스로 선택해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다.

모두 꺼짐만 선택 : 레이어 상태에서 모두 꺼짐으로 된 외부참조를 모두 선택합니다.
일부 꺼짐만 선택 : 레이어 상태에서 일부 꺼짐으로 된 외부참조를 모두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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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선택 해제 : 선택한 목록을 초기화 합니다. 즉, 아무 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체크하면 선택한 외부참조의 모든 레이어를 켤 때 동결된 레이어도 모두 동결 해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택한 외부참조의 레이어 중 동결된 레이어는 무시합니다.

2. 레이어 켜기, 끄기
목록에서 선택한 외부참조의 레이어를 아래 두 버튼으로 모두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선택 목록 켜기 : 선택한 목록의 외부참조 전체 레이어를 켭니다.
선택 목록 끄기 : 선택한 목록의 외부참조 전체 레이어를 끕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외부참조 레이어 끄기 (XLOF)
4.15.

레이어 동결

LFR

레이어 동결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동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레이어 동결
명령 : LFR (Layer FReez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를 동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팁
작업 전 레이어 끄기 상태 백업, 복원 (LBR) 명령으로 백업하고
도면 작업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동결할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선택 설정 변경(S)/특정 이름 포함만(N)]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동결합니다.
외부참조 또는 블록 안의 레이어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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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 상태에서 N 입력하면 특정 이름이 포함된 레이어만 동결합니다.
실행 중 선택 설정 변경(S) 입력했을 때, 설정 변경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의 레이어는 바로 동결됩니다.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동결은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가 동결 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정에 따라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됩니다.
블록은 블록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동결됩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A 이고 이 블록 안에 객체 레이어가 B 일 때
체크하면 A, B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해제하면 블록 자체 레이어인 A 레이어만 처리됩니다.
실행 중 특정 이름 포함만(N) 입력했을 때, 특정 이름 입력

입력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처리합니다.
윈도우 선택할 때는 이전에 선택했던 레이어가 무시되고 입력한 것만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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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레이어 끄기(LOF)
모든 레이어 켜기(LON)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4.16.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

FRE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

기능
 선택한 레이어외에 모든 레이어를 동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
명령 : FRE (FReeze all layers Except selected laye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만 켜고 나머지 레이어는 동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동결하지 않을 레이어의 객체 선택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만 남겨놓고 다른 레이어는 모두 동결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끄기(LOF)
모든 레이어 켜기(LON)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레이어 동결(LFR)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LTH)

DreamPlus

4.17.

Page510

모든 레이어 동결해제

LTH

모든 레이어 동결 해제

기능
 현재 도면에 동결된 모든 레이어를 동결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모든 레이어 동결 해제
명령 : LFR (all Layers THaw)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에 동결된 모든 레이어를 켜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별도의 과정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끄기(LOF)
모든 레이어 켜기(LON)
선택한 레이어만 켜기(LOL)
동결된 레이어만 켜기(FLO)
동결,꺼진 레이어만 켜기(FOO)
꺼진 레이어만 켜기(OLO)
레이어 동결(LFR)
선택 레이어외 모두 동결(FRE)
4.18.

선택 레이어를 뷰포트에서 VP 동결

VPFV

선택 레이어를 뷰포트에서 VP 동결

기능
 선택한 레이어들을 선택한 뷰포트들에서 VP 동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 레이어를 뷰포트에서 VP 동결
명령 : VPFV (VP Freeze in specific View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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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레이어들을 선택한 뷰포트들에서 VP 동결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들을 목록에서 선택 후 실행해 도면의 뷰포트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뷰포트 안에서 VP 동결은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명령을 사용해도 됩니다.
외부참조의 레이어도 작업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창 왼쪽 아래 옵션을 체크 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레이어 목록에서 VP 동결하거나 해제할 레이어 선택
② 실행 후 적용할 대상 뷰포트를 선택

레이어 목록

레이어 적용
아래 그림처럼 동결할지, 해제할지, 선택 레이어만 켤지 세 가지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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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특정 문자 포함 레이어만 선택
입력 후 엔터 또는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서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선택됩니다.
레이어 목록이 많고 특정 레이어만 선택할 때 유용합니다.
관련 명령
선택 레이어를 지정 배치에서 VP 동결 (VPFL)
4.19.

선택 레이어를 지정 배치에서 VP 동결

VPFL

선택 레이어를 지정 배치에서 VP 동결

기능
 선택한 레이어들을 지정 배치의 모든 뷰포트에서 VP 동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 레이어를 지정 배치에서 VP 동결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선택 레이어를 지정 배치에서 VP 동결
명령 : VPFL (VP Freeze in specific Layou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레이어들을 지정 배치의 모든 뷰포트에서 VP 동결할 때 사용합니다.
모형에서 새 레이어 작업 후 이 레이어가 특정 배치의 모든 뷰포트에서 안 보이게할 때
사용합니다.
외부참조의 레이어도 작업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창 왼쪽 아래 옵션을 체크 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레이어 목록에서 VP 동결하거나 해제할 레이어 선택
② 배치 목록에서 적용 배치 선택 후 실행

1. 레이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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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적용
아래 그림처럼 동결할지, 해제할지, 선택 레이어만 켤지 세 가지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선택
목록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특정 문자 포함 레이어만 선택
입력 후 엔터 또는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서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선택됩니다.
레이어 목록이 많고 특정 레이어만 선택할 때 유용합니다.

2. 적용 배치 선택
적용할 배치를 목록에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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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내 뷰포트에만 적용
체크하면 뷰포트 내부의 레이어만 적용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 전체 레이어에도 적용됩니다.
도면 전체 레이어를 동결, 해제할 때만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 레이어를 지정 배치에서 VP 동결 (VPFV)
4.20. 레이어 잠금

LLO

레이어 잠금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레이어 잠금
명령 : LLO (Layer 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를 잠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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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글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선택 설정 변경(S)]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니다.
외부참조 또는 블록 안의 레이어도 잠글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의 레이어는 바로 잠궈집니다.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잠금은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가 잠금 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정에 따라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됩니다.
블록은 블록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잠급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A 이고 이 블록 안에 객체 레이어가 B 일 때
체크하면 A, B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해제하면 블록 자체 레이어인 A 레이어만 처리됩니다.
관련 명령
모든 레이어 잠금(ALO)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LOE)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LUL)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ULA)
4.21.

모든 레이어 잠금

ALO

모든 레이어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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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현재 도면의 모든 레이어를 잠금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모든 레이어 잠금
명령 : ALO (All layers 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모든 레이어를 잠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별도의 과정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잠금(LLO)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LOE)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LUL)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ULA)
4.22.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

LOE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

기능
 선택한 레이어외에 모든 레이어를 잠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
명령 : LOE (LOck all layers Except selected laye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 외 나머지 레이어는 잠글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잠그지 않을 레이어의 객체 선택
레이어를 잠그지 않고 싶은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외 다른 레이어는 모두 잠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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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레이어 잠금(LLO)
모든 레이어 잠금(ALO)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LUL)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ULA)
4.23.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

LUL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
명령 : LUL (Layer Un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잠금 해제할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선택 설정 변경(S)]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 해제합니다.
외부참조 또는 블록안의 레이어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의 레이어는 바로 잠금 해제되며, 명령창에 해제된 레이어가
표시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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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잠금 해제는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가 잠금 해제 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정에 따라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됩니다.
블록은 블록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잠금 해제합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A 이고 이 블록 안에 객체 레이어가 B 일 때
체크하면 A, B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해제하면 블록 자체 레이어인 A 레이어만 처리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잠금(LLO)
모든 레이어 잠금(ALO)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LOE)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ULA)
4.24.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

ULA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

기능
 현재 도면에 모든 레이어를 잠금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모든 레이어 잠금 해제
명령 : ULA (UnLock All laye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에 모든 레이어를 잠금 해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별도의 과정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잠금(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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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레이어 잠금(ALO)
선택 레이어외 모두 잠금(LOE)
선택 레이어 잠금 해제(LUL)
4.25. 선택 레이어 플롯 안됨

LPF

선택 레이어 플롯 안됨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플롯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 레이어 플롯 안됨
명령 : LPF (select Layer Plottable oF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가 플롯되지 않도록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레이어 특성 관리자에서 설정하지 않고 객체를 선택해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플롯하지 않을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선택 설정 변경(S)]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플롯이 안되도록 설정합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의 레이어는 바로 플롯 불가능으로 변경되며, 명령창에 설정된
레이어가 표시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플롯 설정은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가 플롯 설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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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정에 따라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됩니다.
블록은 블록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처리합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A 이고 이 블록 안에 객체 레이어가 B 일 때
체크하면 A, B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해제하면 블록 자체 레이어인 A 레이어만 처리됩니다.
관련 명령
선택 레이어 플롯 가능(LPO)
4.26. 선택 레이어 플롯 가능

LPO

선택 레이어 플롯 가능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플롯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선택 레이어 플롯 가능
명령 : LPO (select Layer Plottable 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가 플롯이 되도록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레이어 특성 관리자에서 설정하지 않고 객체를 선택해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플롯되도록 변경할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선택 설정 변경(S)]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플롯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의 레이어는 바로 플롯 가능으로 변경되며, 명령창에 설정된
레이어가 표시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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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플롯 설정은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가 플롯 설정 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정에 따라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됩니다.
블록은 블록 내부 객체 레이어도 처리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처리합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A 이고 이 블록 안에 객체 레이어가 B 일 때
체크하면 A, B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해제하면 블록 자체 레이어인 A 레이어만 처리됩니다.
관련 명령
선택 레이어 플롯 안됨(LPF)
4.27. 레이어 끄기 상태 백업, 복원

LBR

레이어 끄기 상태 백업, 복원

기능
 레이어 끄기, 동결, 잠금 상태를 백업해 놓고 작업 후 다시 복원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 레이어 끄기 상태 백업, 복원
명령 : LBR (Layer status Backup Resore)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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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레이어 상태(끄기, 동결, 잠금)를 백업,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작업 전 레이어 상태를 백업해 놓고 작업 후 다시 원래대로 상태를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을 위해 동결 해제 후 작업하고 원래대로 다시 동결하는 등의 불편을
줄여줍니다.
배치의 뷰포트 안에서 실행해 백업/복원하면 뷰포트 레이어 동결 상태를 지원합니다.

캐드 LAYERP 명령과 다른 점
LAYERP
바로 이전 레이어 상태로 복원합니다.
또 실행하면 또 이전 레이어 상태로 복원합니다.
레이어 작업, 복원을 반복할 때 편리합니다.
LBR
최초 백업 후 계속 작업하다 백업한 상태로 복원합니다.
최초 백업 - 계속 레이어 변경 작업 후 - 최초 상태로 복원할 때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백업] 버튼을 눌러 백업하고 [복원] 버튼을 눌러 복원합니다.
복원 후 현재 도면의 백업한 정보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복원 후 다시 복원할 수 없고 백업을 다시 해야합니다.
5. 레이어 II

레이어 II
- 레이어별 보기 (LWLK)
- 레이어 만들기 (MLAY)
- 레이어 목록 도면에 작성 (L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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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레이어 이름 쓰기 (WELN)
- 레이어 필터 삭제 (DLF)
- 동결, 꺼진 레이어 객체 삭제 (DFO)
- 객체 색상별 레이어 정리 (LC)
- 레이어 객체 파일로 저장 (MLTF)
- 지정 레이어 일괄 삭제 (MDLA)
- 레이어 병합 (LME)
- 레이어 특성 변경 (LP)
- 특정 레이어 특성 일괄 수정 (MOLP)
-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MLS)
- 레이어 색상 변경 (LLP)
- 레이어 VP 색상 변경 (VLP)
-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CLN)
- 레이어 이름 변경 (REL)
- 외부참조 색상 변경 (XFC)
-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 복원 (RXL)
- 다른 레이어로 복사 (CEL)
- 다른 레이어로 변경 (MEO)
- 새 레이어로 변경 (MEL)
5.1. 레이어별 보기

LWLK

레이어별 보기

기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이어별 보기 상태를 전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별 보기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레이어별 보기
명령 : LWLK (Layer WaL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캐드 LAYWALK 명령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창을 띄워둔 채 작업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보기(켜기/끄기) 상태 전환 기능을 제공하는 점입니다.
켜기/끄기를 전환하며 작업 후 원래 켜기/끄기 상태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껐다 켰다 반복하며 작업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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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기능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레이어 이름이 길다면 창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목록에 선택된 것은 현재 켜진 레이어입니다.
아래처럼 위에 네 개 선택 해제된 것은 꺼진 레이어입니다.
다 켜진 상태에서 일부만 끌 때는 CTRL + 클릭하는 것이 낫습니다.
SHIFT 또는 CTRL + 클릭으로 여러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부가 기능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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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에 표시된 내용대로 켜고 끕니다.

도면 선택할 때 블록 내부 객체 개별 선택 허용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 내부 객체 선택은 안 되며 선택한 블록에 포함된 모든 객체 레이어가
켜지거거 꺼집니다.
종료할 때 레이어 상태 복원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 전 레이어 켜기/끄기 상태대로 복원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프로그램에서 최종 적용한 켜기/끄기 상태대로 종료됩니다.
5.2. 레이어 만들기

MLAY

레이어 만들기

기능
 다양한 방식으로 레이어를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만들기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레이어 만들기
명령 : MLAY (Make LAYe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주 만들어야하는 레이어 목록이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1. 엑셀 목록
엑셀에서 레이어 이름,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플롯 설정을 가져와 레이어를 만듭니다.
실행하면 아래 그림처럼 셀 범위 지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설정한 선종류가 현재 PC 에 없다면 Continuous 로 설정됩니다.

DreamPlus

이름 ~ 플롯까지 모두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처럼 일부만 선택해도 되고 이름만 또는 이름 및 색상만 선택해도 됩니다.
일부만 선택할 때 최소 이름은 항상 포함해야 합니다.

2. 선택한 문자 내용 (이름)

선택한 문자의 내용으로 레이어 이름을 만듭니다.
한번에 많은 문자를 선택해도됩니다.
문자 내용으로 이름만 만들기때문에 색상은 설정에서 지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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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색상으로 적용
모든 문자 내용별 레이어 색상을 지정 색 하나로 만듭니다.
- 색상 번호 내 임의 적용
문자 내용별 레이어 색상을 지정한 시작 ~ 끝 숫자 범위 내에서 임의로 만듭니다.
숫자 시작과 끝을 지정해야합니다.
- 선택한 문자도 레이어 변경
체크하면 문자 내용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이 문자를 해당 레이어로 옮깁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 내용으로 레이어만 만들뿐 문자의 레이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오늘 날짜 (이름)
오늘 날짜로 레이어 이름을 만듭니다.
날짜는 YYYYMMDD 형식입니다. 즉 20190101 형식으로 레이어 이름을 만듭니다.
색상은 지정 색상으로 만듭니다.

4. 숫자 (이름, 색상)

지정한 숫자 범위만큼 레이어를 만듭니다.
숫자 시작과 끝을 지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대로 지정하면 레이어 이름은 1 부터 8 까지 만들고 레이어 색상도 번호대로
만듭니다.

5. 사용자 목록
사용자 목록 창의 레이어 목록으로 만듭니다.
레이어 추가는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엑셀, 텍스트 파일에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 도움말 맨 위 '1. 엑셀 목록'과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도면 객체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만들 때 설정한 선종류가 현재 PC 에 없다면 Continuous 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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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정은 그림처럼 항목을 선택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
도면 레이어 특성도 설정대로 변경
'숫자 (이름, 색상)' 방식 외 모든 레이어 만드는 방식에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만들려는 레이어가 이미 도면에 있을 때
체크 해제하면 레이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레이어는 만들지 않지만 이미 있는 도면 레이어 특성(색상 등)을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레이어 설정대로 변경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만드는 방식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만들어지는 모든 레이어에 입력한 머리말, 꼬리말을 삽입합니다.
5.3. 레이어 목록 도면에 작성

Dream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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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목록 도면에 작성

기능
 현재 도면 레이어 목록을 도면에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목록 도면에 작성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레이어 목록 도면에 작성
명령 : LALI (LAyer LIs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 레이어 목록을 도면에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목록은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레이어 이름, 색상 번호, 선 종류, 미리보기 선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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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높이
도면에 작성할 레이어 목록의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
체크된 것만 도면에 작성합니다.
순서는 아래 목록 위, 아래 버튼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미리보기 선 축척
도면에 그려지는 미리보기 선의 선 종류 축척을 설정합니다.
목록 작성 후 끄기, 동결 모두 해제
도면에 작성되는 목록은 레이어별 모두 ByLayer 로 작성됩니다.
레이어가 꺼져있거나 동결되어 있으면 목록은 작성되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끄기 및 동결을 해제해 목록이 모두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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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레이어 제외
체크하면 꺼진 레이어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동결 레이어 제외
체크하면 동결된 레이어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체크하면 뷰포트의 레이어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됩니다.
[선택한 뷰포트 레이어 목록 작성]
배치에서 뷰포트를 한 개 선택해 선택한 뷰포트의 레이어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기능은 선택한 뷰포트에서 뷰포트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 레이어 목록을 작성합니다.
캐드에서 뷰포트는 모형과 다르게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 색상으로 작성'에 체크하면 뷰포트에 적용된 색상으로 목록을 작성합니다.
모형과 뷰포트 색상이 다를 때 사용합니다.
5.4. 객체 레이어 이름 쓰기

WELN

객체 레이어 이름 쓰기

기능
 객체의 레이어 이름을 객체 위에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객체 레이어 이름 쓰기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객체 레이어 이름 쓰기
명령 : WELN (Write Entities Layer Nam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레이어 이름을 객체 위에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1. 객체 종류
레이어 이름을 표기할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DreamPlus

Page532

여기서 선택한 객체만 도면에서 선택 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에 체크하면 선택할 때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2. 문자 설정

글꼴, 높이, 폭
도면에 작성할 레이어 이름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및 색상 설정
객체와 동일에 체크하면 도면 표기 문자의 레이어, 색상은 선택 객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의 레이어는 지정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 : 선과 문자 사이 간격
레이어 이름 문자 하단과 선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선의 중간에 표기됩니다.
폴리선은 꺾인 구간마다 표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레이어 이름을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폴리선 중간에 하나만 표기합니다.

관련 명령
객체 길이 쓰기 (CL)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C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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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레이어 필터 삭제

DLF

레이어 필터 삭제

기능
 현재 도면 내의 모든 레이어 필터를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필터 삭제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레이어 필터 삭제
명령 : DLF (Delete Layer Filters)
상세 설명
레이어 필터는 어떤 레이어만 현재 도면에서 보이게할지 여러가지 조건으로 필터를 만들어
레이어를 관리하는 캐드의 기능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레이어필터는 도면 파일의
크기가 큰 원인이 되고 도면에 따라 레이어 작업이 불가하거나 많이 늦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레이어 필터를 삭제하면 해결됩니다.
여러 도면의 레이어 필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도면 일괄 처리(MDWG)' 명령을 사용합니다.
5.6. 동결, 꺼진 레이어 객체 삭제

DFO

동결, 꺼진 레이어 객체 삭제

기능
 동결, 꺼진 레이어 또는 사용자가 선택한 레이어의 모든 객체 삭제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동결, 꺼진 레이어 객체 삭제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동결, 꺼진 레이어 객체 삭제
명령 : DFO (Delete Freeze or Off layers objec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동결, 꺼진 레이어의 모든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의 객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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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절차
현재 도면 또는 다중 도면을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은 도면 목록 창이 표시되고 대상 도면을 추가합니다.
삭제할 레이어 객체 선택에 표시된 옵션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옵션 중 '사용자 지정 레이어'는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를 삭제하는 옵션입니다.
버튼으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레이어가 여러 개면 버튼을 이용하거나 여러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2. 블록 삭제 옵션
삭제할 대상 레이어에 블록이 있을 때 처리 옵션입니다.
블록의 경우는 내부에 복합적인 객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면에 따라 선택적으로 옵션을 지정해 처리합니다.
블록 삭제
블록 레이어가 삭제할 대상 레이어라면 해당 블록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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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삭제 안함
블록 레이어가 삭제할 대상 레이어라도 블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정 레이어로 이동
도면이 복잡해 잘 모를 때 삭제하지는 않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레이어로 옮겨
놓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옵션
블록 안의 객체도 삭제
체크하면 블록 안에 있는 꺼지거나 동결된 레이어, 사용자 지정 레이어 객체를 삭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삭제할 대상 레이어라도 블록 안의 객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옵션은 블록 자체 삭제 옵션과 관계 없이 블록 내부 객체를 처리하는 옵션입니다.
삭제 후 Purge
체크하면 지정한 레이어의 모든 객체를 삭제 후 Purge 합니다.
삭제 후 불필요한 요소를 퍼지할 때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퍼지해도 0, Defpoints, 현재 레이어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지정 레이어 일괄 삭제 (MDLA)
5.7. 객체 색상별 레이어 정리

LC

객체 색상별 레이어 정리

기능
 객체의 색상별로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에 객체를 옮겨 넣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객체 색상별 레이어 정리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객체 색상별 레이어 정리
명령 : LC (arrange Layers by entities Color)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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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색상별로 레이어를 만들고 객체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가지 다른 색으로 도면이 그려진 경우 보통 도면 작업이 곤란합니다.
이 경우 각 객체별 색상과 같은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로 객체를 옮겨놓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즉, 1 번 색상 객체는 1 번 레이어로, 2 번 색상 객체는 2 번 레이어로.. 등 도면을 다시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수, 문자, 해치, 블록 객체 등은 색상과 관계없이 별도의 레이어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1. 레이어 정리 방법
아래 그림처럼 세가지 방법으로 색상별 레이어를 정리합니다.

객체 색상별로 자동 레이어 생성
객체 색상 이름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객체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1 번 색상으로 그려진 객체는 1 이라는 레이어를 만들고 객체를 정리합니다.
객체 색상별로 사용자가 레이어 지정
객체 색상별 레이어 이름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 번 색상으로 그려진 객체의 경우 사용자가 "AAA"라는 레이어 이름을 지정했다면
선택한 객체 중 1 번 색상을 가진 객체는 모두 "AAA"레이어가 됩니다.
색상이 다른 객체가 나올때마다 사용자에게 레이어 이름을 입력하도록 대화상자가
보여지게됩니다.
객체 색상별로 설정된 레이어 사용
매번 레이어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미리 설정해놓은 색상별 레이어 이름을 가져와
정리합니다.
이 때 레이어 설정 값은 엑셀의 값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미리 색상별 레이어 이름이 정의된 엑셀 파일이 있어야합니다.
별다른 형식은 없으며 아래 그림처럼 색상과 이에 따른 레이어 이름이 있으면됩니다.
이 옵션으로 실행하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색상 번호와 레이어 이름이 입력된 셀 영역을
지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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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어 정리 옵션

잠긴 레이어의 객체도 변경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의 객체도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블록 내 꺼지거나 동결된 객체도 변경
블록 외 꺼지거나 동결된 레이어 객체는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옵션은 블록에만
해당됩니다.
체크하면 잠긴 블록 안의 꺼지거나 동결된 레이어 객체도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 안의 꺼지거나 동결된 레이어 객체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보존
예를 들어 LINE 객체 선종류가 ByLayer 이고,
LINE 객체가 있던 레이어 선종류가 HIDDEN 이면
이 LINE 객체는 ByLayer 이므로 도면 상에 HIDDEN 선종류로 나타나게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정리 후 LINE 객체가 새 레이어로 바뀌면,
새 레이어는 선종류가 HIDDEN 이 아니므로
LINE 객체는 HIDDEN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옵션은 이렇게 객체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체크하면 레이어가 정리되도 객체의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이 보존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레이어를 정리하지 않고 별도로 객체 특성만 보존하고 싶으면 BEC 명령을
사용합니다.
아래 객체는 지정 레이어 설정에 따름
체크하면 지정한 객체들은 색상별로 레이어를 정리하지 않고 객체별 특성에 맞는 레이어로
정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의 객체들도 모두 색상별로 레이어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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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에 체크해도 아래 각 객체 이름 앞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객체는 색상별로 레이어를
정리합니다.
1) 치수, 지시선

체크하면 치수, 지시선을 지정한 레이어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색상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ByLayer 로 설정
체크하면 치수, 지시선 객체의 색은 지정한 레이어 색으로 ByLayer 설정됩니다.
색 지정
체크하면 치수, 지시선 객체의 색은 레이어와 관계 없이 지정한 색으로 설정됩니다.
색 지정은 선 색과 문자 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선과 문자가 지정된 색으로 변경됩니다.
일반 지시선(LEADER)은 선과 문자가 별개의 객체라 문자 색이 변경되지 않고 [문자] 탭 설정을
따릅니다.
다중 지시선(MLEADER)은 선과 문자가 지정된 색으로 변경됩니다.
2)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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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문자 객체를 지정한 레이어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각 색상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① By Layer 로 설정
지정한 레이어의 색으로 ByLayer 설정됩니다.
② 객체 색상 보존
지정 레이어로 변경해도 원본 객체 색상을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기존 객체 색상이 ByLayer 특성인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되면
기존 객체 색상이 지정한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이 옵션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색상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③ 색상 설정 안함
색상에 대해 아무 것도 설정하지 않고 지정한 레이어로만 변경합니다.
기존 객체가 ByLayer 라면 변경된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가 ByBlock 이라면 그대로 ByBlock 상태가됩니다.
기존 객체에 색상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그대로 그 색상이됩니다.
3) 블록,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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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블록
체크하면 블록 객체를 지정한 레이어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각 색상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객체도 지정 레이어로 변경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의 레이어도 지정한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 객체 자체만 레이어를 변경하고
내부 객체는 다른 설정 및 각 탭의 객체별 설정에 따라 변경합니다.
색상
위 '내부 객체도 지정 레이어로 변경' 옵션을 체크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① By Layer 로 설정
내부 객체가 지정한 레이어의 색으로 ByLayer 설정됩니다.
② 객체 색상 보존
내부 객체를 지정 레이어로 변경해도 원본 객체 색상을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기존 내부 객체 색상이 ByLayer 특성인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되면
기존 내부 객체 색상이 지정한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이 옵션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색상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③ 색상 설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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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객체 색상에 대해 아무 것도 설정하지 않고 지정한 레이어로만 변경합니다.
기존 내부 객체가 ByLayer 라면 그대로 ByLayer 이므로 변경된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기존 내부 객체가 ByBlock 이라면 그대로 ByBlock 상태가됩니다.
기존 내부 객체에 색상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그대로 그 색상이됩니다.
② 해치
체크하면 해치 객체를 지정한 레이어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각 색상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① By Layer 로 설정
해치 객체가 지정한 레이어의 색으로 ByLayer 설정됩니다.
② 객체 색상 보존
해치 객체를 지정 레이어로 변경해도 원본 객체 색상을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기존 해치 객체 색상이 ByLayer 특성인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되면
기존 해치 객체 색상이 지정한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이 옵션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색상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③ 색상 설정 안함
해치 객체 색상에 대해 아무 것도 설정하지 않고 지정한 레이어로만 변경합니다.
기존 해치 객체가 ByLayer 라면 그대로 ByLayer 이므로 변경된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기존 해치 객체가 ByBlock 이라면 그대로 ByBlock 상태가됩니다.
기존 해치 객체에 색상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그대로 그 색상이됩니다.
분류
설정하면 지정한 레이어 이름 뒤에 추가로 레이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치를 좀 더 세분화시켜 레이어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분류는 색상 설정에 따라 옵션 상태가 변합니다.
① 색상 By Layer 로 설정 또는 색상 설정 안함일 때
분류 안하거나(없음), 패턴별로 레이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객체 색상 보존일 때
분류 안하거나(없음), 패턴, 색상별로 레이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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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없음 : 추가 레이어 지정이 없습니다. 지정한 해치 레이어로만 정리합니다.
- 패턴 : '지정해치레이어-패턴이름'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 색상 : '지정해치레이어-색상이름'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 색상-패턴 : '지정해치레이어-색상이름-패턴이름'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레이어 색을 해치 색으로 적용

색상 설정이 '객체 색상 보존'이고
분류 설정이 '-색상' 또는 '-색상-패턴'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지정한 레이어의 색상을 지정 색이 아닌 보존된 객체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1 번 색상, ANSI31 패턴 해치가 있고
해치 레이어 : Hatch, 색상 8 로 설정하고 실행했을 때

아래 같이 결과가 나뉩니다.
- 색상 By Layer 로 설정, 분류 없음

- 색상 By Layer 로 설정, 분류 패턴

- 색상 객체 색상 보존, 분류 없음

- 색상 객체 색상 보존, 분류 패턴

- 색상 객체 색상 보존, 분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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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객체 색상 보존, 분류 색상-패턴

- 색상 객체 색상 보존, 분류 색상, 레이어 색을 해치 색으로 적용
(레이어 색이 지정한 8 이 아니라 객체 색과 같은 1 이 됩니다)

Xref, 이미지

① Xref
체크하면 Xref 객체를 지정한 레이어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② 이미지
체크하면 이미지 객체를 지정한 레이어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5.8. 레이어 객체 파일로 저장

MLTF

레이어 객체 파일로 저장

기능
 선택한 레이어 객체만 별도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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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객체 파일로 저장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레이어 객체 파일로 저장
명령 : MLTF (Multiple Layers To Fi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레이어 객체만 별도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 레이어를 선택했다면 A 레이어의 객체만 별도 파일로 저장됩니다.
해당 레이어를 켜고 WBLOCK 으로 저장하는 것과 결과는 비슷합니다.
여러 도면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저장할 레이어 선택 목록창에서 변경 레이어 선택
② 저장 옵션 및 저장 경로 지정
③ 대상 도면 추가 후 실행

1. 저장할 레이어 선택

레이어 선택 목록창에서 저장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선택은 CTRL 또는 SHIFT 키를 조합해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자 포함만 선택
입력 후 엔터 또는 버튼을 누르면 입력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목록에 선택됩니다.
레이어 목록이 많고 특정 레이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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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추가 검색
현재 목록에 삭제할 레이어가 없다면 다른 도면에서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열린 도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및 열린 도면의 레이어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도면 찾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다른 도면을 지정해 그 도면의 레이어 목록을 가져옵니다.

2. 저장옵션

파일 이름
기본적으로 대상 도면 이름이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접미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면 이름이 AAA 이고 설정이 위 그림 같다면 저장 도면 이름은
AAA_Layer.dwg 가 됩니다.
저장 위치
각 도면 폴더는 대상 도면이 있는 곳에 파일을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폴더 선택은 특정 저장 폴더를 지정해 그 곳에 파일을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폴더 선택을 사용하면 위치 찾는 버튼이 활성화되고 저장될 폴더를 지정해야합니다.

3. 대상 도면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대상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5.9. 지정 레이어 일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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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레이어 일괄 삭제

기능
 도면에서 지정한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지정 레이어 일괄 삭제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지정 레이어 일괄 삭제
명령 : MDLA (Multiple Delete LAye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지정한 레이어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지정 레이어 안에 있는 객체도 함께 삭제됩니다.
여러 도면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레이어 선택 목록창에서 삭제할 레이어 선택
② 옵션 설정
③ 대상 도면 추가 후 실행

1. 삭제할 레이어 선택

여기서 선택한 레이어 및 레이어의 객체가 삭제됩니다.
선택은 CTRL 또는 SHIFT 키를 조합해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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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자 포함만 선택
입력 후 엔터 또는 버튼을 누르면 입력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목록에 선택됩니다.
레이어 목록이 많고 특정 레이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추가 검색
현재 목록에 삭제할 레이어가 없다면 다른 도면에서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열린 도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및 열린 도면의 레이어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도면 찾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다른 도면을 지정해 그 도면의 레이어 목록을 가져옵니다.
주의 사항
1. 레이어 중 0, Defpoints, Xref 레이어는 레이어 자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가지 레이어는 캐드에서 삭제할 수 없는 레이어로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0 :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하는 기본 레이어
Defpoints : 치수 작성 시 생성되는 레이어, 치수의 원점이 속해 있음
Xref 레이어 : 현재 도면의 레이어가 아닌 외부참조의 레이어
0, Defpoints 레이어를 삭제할 레이어로 지정하면
레이어 자체를 삭제할 수 없지만 객체는 삭제됩니다.
2. 여러 도면에 적용 전 사본 도면 한 두개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에서 객체 및 레이어를 삭제 후 저장, 닫기 때문에 닫은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객체가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테스트 후 실행해 주세요.

2. 설정
1) 삭제할 레이어에 블록이 있는 경우 처리

블록은 다른 객체들과 달리 레이어를 신경쓰지 않고 작업을 많이합니다.
작업하다보면 같은 블록이라도 이 레이어, 저 레이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정은 이 경우 블록이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삭제하려고 설정된 레이어에 삭제하면 안되는 블록이 있다고 의심될 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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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이어 변경
블록을 지정한 레이어로 변경해 삭제를 방지합니다.
삭제하지 않을 레이어를 선택해 이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② 아래 변경할 레이어에 설정된 레이어로 변경
위와 마찬가지로 블록을 '객체를 삭제하지 못할 경우 처리'에 설정된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③ 블록 삭제
블록이 확실히 삭제할 레이어에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같은 블록이라도 삭제할 레이어에 속한 블록은 삭제됩니다.
주의 사항
블록 안의 모든 객체를 검사해 삭제할 레이어에 있는 객체는 삭제됩니다.
만약 블록 안의 객체가 삭제할 레이어가 아닐 때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안 됩니다.
2) 객체를 삭제하지 못할 경우 처리

프로그램은 실행 중 지정 레이어 안의 객체를 먼저 삭제 후 최종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이 설정은 객체가 삭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설정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객체 삭제가 실패하면
지정한 레이어라도 삭제하기 위해 삭제 실패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옮기고 지정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변경할 레이어는 삭제 실패한 객체를 옮겨놓을 레이어 이름을 지정합니다.
변경할 레이어 설정에 레이어 끄기, 동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변경할 레이어의 레이어 상태를 꺼지거나 동결된 상태로 만듭니다.
삭제 실패 객체가 없으면 여기서 설정한 레이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 대상 도면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을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대상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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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객체 삭제 (DFO)
5.10.

레이어 병합

LME

레이어 병합

기능
 여러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로 병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병합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작성/정리 → 레이어 병합
명령 : LME (Layer MErg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칠 때 사용합니다.

1. 병합할 레이어들 선택
목록에서 병합할 레이어들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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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
현재 도면 또는 다중 도면을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을 선택하면 도면을 추가하는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레이어 선택
레이어 목록창에서 병합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선택은 CTRL 또는 SHIFT 키를 조합해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 목록에서 직접 선택하지 않고 도면 객체를 선택해 목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 객체를 하나씩 개별 선택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도면 객체를 하나씩 개별 선택해 선택 레이어를 해제합니다.
도면 객체를 윈도우 선택해 여러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도면 객체를 윈도우 선택해 여러 선택 레이어를 해제합니다.
목록 레이어를 모두 선택합니다.
목록 선택된 레이어를 모두 해제합니다.
특정 문자 포함만 선택
입력 후 엔터 또는 버튼을 누르면 입력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목록에 선택됩니다.
레이어 목록이 많고 특정 레이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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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도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록에 병합할 레이어가 없다면 다른 도면에서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열린 도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및 열린 도면의 레이어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도면 찾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다른 도면을 지정해 그 도면의 레이어 목록을 가져옵니다.

2. 다음 레이어로 병합 및 설정
목록에서 선택한 레이어들이 여기서 선택한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됩니다.

객체 색상
레이어를 병합 후 병합된 객체들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① 변경 없음
병합 된 객체들의 색상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객체 색상이 By Layer 이면 설정한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 색상이 별도 지정된 경우는 설정한 레이어 색과 관계 없이 기존 객체 색이
유지됩니다.
② By Layer
병합 된 객체들의 색상을 모두 By Layer 적용해 설정한 레이어 색상을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 색상이 별도 지정된 경우도 병합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③ 색상 보존
기존 By Layer 객체 색상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병합 전 객체 색상이 By Layer 이면 병합 레이어 색을 따라 색상이 변하는데
이 때 병합되도 병합 전 레이어 색을 강제로 보존해 색상 변동이 없도록 합니다.
객체 선종류
① 변경 없음, ② By Layer, ③ 선종류 보존 중에서 선택합니다.
내용은 위 색상 설정과 동일합니다.
병합 후 레이어 퍼지
체크하면 실행 완료 후 필요없는 레이어를 퍼지합니다.

참고
LAYMRG 명령
LAYMRG 명령은 캐드의 기본 레이어 병합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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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병합이 문제가 있거나 간단히 하나씩 선택해 병합할 때 사용합니다.
5.11.

레이어 특성 변경

LP

레이어 특성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특성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특성 변경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레이어 만들기
명령 : LP (modify Layer Properit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특성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CAD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바꾸므로
편리합니다.
선택한 레이어의 색상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레이어 색상 변경(LLP)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 크기를 좌, 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특성을 변경할 레이어의 객체 선택
도면에서 특성을 바꾸고 싶은 레이어의 객체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림처럼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특성이 표시된 창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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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이름 및 레이어 상태 아이콘 등 여러 특성을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됩니다.
특성 아이콘 중 VP 동결은 모형에서는 '새 VP 동결'로 동작하고 배치, 뷰포트 안에서는 'VP
동결'로 동작합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색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VP 색상은 배치, 뷰포트 안에서 객체를 선택했을 때만 활성됩니다.
주의 사항
1) 레이어 0 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2) 외부참조(Xref)의 레이어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3) 레이어 이름은 CAD 에서 레이어 이름으로 지원하지 않는 < > / \ "" : ; ? * | , = ` 문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특성 변경 없이 아래 레이어에 병합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에 병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지정한 레이어에 병합시킵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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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퍼지 옵션에 체크하면 레이어를 병합 후 필요없는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배치에서는 선종류, 선가중치 등을 VP 특성 변경
배치, 뷰포트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체크하면 선종류, 선 가중치, 투명도 특성을 VP 특성으로 설정합니다.
투명도는 오토캐드 2013 이상에서만 VP 특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종류, 선 가중치, 투명도 특성은 일반 레이어 특성으로 설정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색상 변경(LLP)
레이어 VP 색상 변경(VLP)
5.12.

특정 레이어 특성 일괄 수정

MOLP

특정 레이어 특성 일괄 수정

기능
 여러 도면에 모든 레이어 및 특정 레이어 특성을 일괄 바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특정 레이어 특성 일괄 수정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특정 레이어 특성 일괄 수정
명령 : MOLP (MOdify Layer Proper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에 모든 레이어 및 특정 레이어 특성을 일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레이어 색상을 수정하거나 일부 레이어만 끄거나 잠금 등 특성을 바꿉니다.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MLS) 명령과 다른 점
1)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캐드 레이어 상태 파일을 이용해 처리합니다.
레이어 상태를 만든 도면과 다른 도면을 모두 동일하게 맞춥니다.
여러 도면의 레이어 상태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2) 특정 레이어 특성 일괄 수정
도면 레이어를 직접 처리합니다.
모든 또는 특정 레이어만 처리 가능합니다.
여러 도면의 모든 또는 특정 레이어 특성을 일괄 바꿀 때 사용합니다.

DreamPlus

Page555

모든 레이어와 특정 레이어를 조합해 모든 레이어를 변경하면서 일부는 다른 특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레이어

모든 레이어에 체크한 특성을 변경합니다.
체크한 특성만 변경하고 체크 해제한 것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색상에 체크하고 색상을 골라 모든 레이어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도면의 현재 레이어는 동결할 수 없습니다.
Defpoints 레이어는 플롯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색상은 색상 표시를 눌러 색상 선택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색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특정 레이어

특정 레이어에 체크한 특성을 변경합니다.
체크한 특성만 변경하고 체크 해제한 것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입력할 레이어 이름이 여러 개면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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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입력은 * 패턴, ?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를 입력했다면 여러 도면에 AAA 이름으로 시작하는 레이어들이 변경됩니다.
*BBB* 를 입력했다면 중간에 BBB 이름이 들어간 레이어들이 변경됩니다.
?는 한 글자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B 는 ? 부분에 임의 한 글자, A1B, A2B, A3B ...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A??B 로 지정했다면 A12B, A22B, A33B ... 같은 경우입니다.
*는 여러 글자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B 는 * 부분에 여러 글자, A1B, A12B, A123B ... 같은
경우입니다.
검색할 때 외부참조 레이어는 참조명 제외
체크하면 외부참조 레이어에서 참조 이름을 제외한 레이어 이름을 찾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ABC 도면을 참조한 도면에는 ABC 도면의 CENTER 레이어가 ABC|CENTER 입니다.
체크하면 CENTER 이름만 찾아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ABC|CENTER 이름을 찾아 변경합니다.

3. 대상 도면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을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대상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5.13.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MLS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기능
 현재 도면의 레이어 상태를 다른 여러 도면에 적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레이어 상태 일괄 적용
명령 : MLS (Modify Lay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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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의 레이어 상태를 다른 여러 도면에 일괄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상태는 각 레이어의 끄기/켜기, 동결, 잠금, 플롯, 색상, 선 가중치 등 레이어의
상태입니다.
즉, 모든 도면의 레이어 상태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간단한 실행 절차
① 현재 도면의 저장된 레이어 상태 준비 : 도면에 저장된 것이 없으면 [현재 상태 저장]으로
만듦
② 다른 도면에 적용할 레이어 상태를 목록에서 선택
③ 레이어 상태를 적용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
④ [레이어 상태 적용] 버튼으로 실행
주의 사항
1) 열린 도면에 적용하면 레이어 상태가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열린 도면을 저장하고 닫은 후 다시 도면을 열면됩니다.
2) 레이어 상태에 있는 레이어가 대상 도면에 없다면 ?
레이어 상태에 저장된 레이어가 적용할 대상 도면에 모두 있다면 상관 없지만
레이어 상태에 저장된 레이어가 적용할 대상 도면에 없다면 대상 도면에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상태에 A 레이어가 있지만 적용할 도면에 A 레이어가 없다면
적용할 도면에 A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A 레이어는 꺼진 상태로 적용됩니다.

1. 레이어 상태

실행했을 때 목록에 하나도 없다면 현재 도면에 레이어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레이어 상태는 캐드 기본 기능으로 레이어 특성 관리자에서 생성할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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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레이어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 [현재 상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림처럼 저장
이름 묻는 창이 실행됩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현재 레이어 상태가 저장됩니다.

가져오기
저장된 레이어 상태 파일(*.las)을 가져옵니다.
내보내기
목록의 선택한 레이어 상태를 파일(*.las)로 저장합니다.
이름 변경
선택한 레이어 상태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선택 상태 삭제
선택한 레이어 상태를 도면에서 삭제합니다.
목록에 외부참조의 레이어 상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모두 삭제
목록의 모든 레이어 상태를 도면에서 삭제합니다.
외부참조 등 삭제할 수 없는 레이어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레이어 상태를 다른 도면에 적용
다른 도면에 적용하려면 적용할 레이어 상태를 먼저 하나 선택합니다.
레이어 상태를 적용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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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레이어 상태를 적용할 도면을 가져옵니다. 한번에 여러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내의 모든 도면을 가져옵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엽니다
전체 삭제 : 도면 목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도면에 같은 이름 레이어 상태가 있을 때 덮어씌움
체크하면 적용하려는 도면에 같은 이름의 레이어 상태가 있을 때 덮어씌워 현재 것으로
적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같은 레이어 상태가 이미 있으므로 해당 도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실행
목록에 도면 추가 후 [레이어 상태 적용]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적용 완료되면 각 도면 레이어의 끄기/켜기, 동결, 잠금, 플롯, 색상, 선 가중치 등이 모두
동일하게됩니다.
5.14.

레이어 색상 변경

LLP
기능

레이어 색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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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색상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색상 변경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레이어 색상 변경
명령 : LL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색상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색을 변경하기 위해 캐드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선택해
변경하므로 간편하고 빠릅니다.
선택한 레이어의 여러가지 특성을 변경할 때는 레이어 특성 변경(LP) 명령을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색상을 변경할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색상을 바꾸고 싶은 레이어의 아무 객체나 도면에서 선택합니다.
객체를 선택 후 색상을 지정하면 레이어 색이 변경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설정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 색이 변경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블록, 외부참조 자체의 레이어 색이 변경됩니다.
3) 색상 지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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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색상 번호 입력해 지정
객체 선택 후 색상 숫자 번호를 입력해 변경합니다.
② 색상 선택 대화상자로 지정
객체 선택 후 색상은 색상 선택 창에서 선택해 변경합니다.

③ 색상 지정 없이 항상 같은 색 사용
객체 선택 후 색상 지정 없이 설정에서 지정한 색으로 바로 변경합니다.
체크하면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④ 색상 가져올 객체 선택
객체 선택 후 색상을 가져올 다른 객체를 선택해 이 객체의 색상 대로 변경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특성 변경(LP)
레이어 VP 색상 변경(V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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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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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VP 색상 변경

VLP

레이어 VP 색상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VP 색상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VP 색상 변경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레이어 VP 색상 변경
명령 : VL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뷰포트(VP) 색상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뷰포트 레이어 색을 변경하기 위해 캐드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선택해
변경하므로 간편하고 빠릅니다.
선택한 레이어의 여러가지 특성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레이어 특성 변경(LP) 명령을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이 명령은 배치, 뷰포트의 레이어 VP 색상을 변경하므로 모형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① VP 색상을 변경할 레이어의 객체 선택
VP 색상을 바꾸고 싶은 레이어의 아무 객체나 도면에서 선택합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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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지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VP 레이어 색이 변경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특성 변경 (LP)
레이어 색상 변경 (LLP)
5.16.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CLN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기능
 여러 레이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일괄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명령 : CLN (Convert Layer Nam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레이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일괄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이름 변경 (REL) 명령과 다른 점
1) 레이어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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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레이어 이름 일부를 교체, 삭제, 대소문자 변환, 일련 번호, 문자 추가
- 현재 도면만 실행 가능
2)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 하나씩 레이어 이름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변환
- 여러 도면 실행 가능

1. 기본 실행 방법
레이어 가져오기에서 원본 레이어 목록을 불러옵니다.
현재 도면, 도면 찾기는 현재 목록에 레이어가 있을 때 여기에 가져온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엑셀 목록으로 가져올 때는 원본, 변경 레이어 목록 초기화 후 엑셀 목록을 불러오니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면] 버튼을 눌러 현재 도면의 레이어 목록을 가져오면
그림처럼 원본 이름과 변경 이름에 레이어 이름이 표기됩니다.

이제 레이어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름 변경은 변경하고 싶은 것을 마우스로 선택하거나 키보드 F2 키 또는 엔터를 눌러
아래처럼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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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 팝업 메뉴에 '선택한 레이어 변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목록을 한번에 변경하려면 하나 선택 후 Ctrl 또는 Shift 를 누른 채 목록을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여러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레이어를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변경했다면
여러 개 레이어의 객체가 변경한 레이어 하나로 병합됩니다.

변경 대상은 이름 목록 창 상단에 변경 대상에 따릅니다.

'레이어 이름만' 선택하면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변경할 때 이름만 수정할 수 있고 색상,
선종류는 비활성됩니다.

변경 대상 항목을 다른 것으로 지정하면 색상 및 선종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색상을 지정하면 아래처럼 색상 항목이 표시됩니다.
색상을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한 레이어 변경'을 실행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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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 변경 레이어 선택
원본 레이어 선택은 직접 마우스로 골라 선택하거나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변경 레이어는 아래 여러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1) F2 또는 엔터로 이름, 색상, 선종류를 직접 편집.
2) 원본 레이어 선택 후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

3) 원본 레이어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면에서 변경 레이어 객체 선택' 사용.
4) 원본 레이어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한 레이어 변경' 실행 후 아래 버튼 사용.

3. 팝업 메뉴
목록 항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면에서 변경 레이어 객체 선택
선택한 레이어들을 어떤 레이어로 변경할지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지정합니다.
변경 대상에 이름, 색상, 선종류 어떤 것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것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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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레이어 변경
선택한 레이어들을 어떤 레이어로 변경할지 별도의 편집창에서 변경합니다.
변경 대상에 이름, 색상, 선종류 어떤 것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것만 수정됩니다.
- 선택한 레이어 원본과 동일
잘못 수정했을 때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레이어만 원본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 레이어 모두 원본과 동일
잘못 수정했을 때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레이어 목록 전체를 원본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 이름에서 참조$0$ 제거
외부참조를 도면에 결합하면 레이어 이름이 외부참조이름$0$레이어이름 형식이 됩니다.
이런 레이어가 목록에 있을 때 목록 전체에서 외부참조이름$0$를 제거해 레이어이름만
남기는 기능입니다.
- 참조$0$를 참조-이름으로 변경
외부참조를 도면에 결합하면 레이어 이름이 외부참조이름$0$레이어이름 형식이 됩니다.
이런 레이어가 목록에 있을 때 목록 전체에서 $0$를 제거해 외부참조이름-레이어이름으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 선택한 이름 목록에서 제거
목록에서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목록에서 수정하지 않을 항목만 제거하는 것이지 레이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즐겨 찾기

원본, 변경 레이어 목록 내용 전체를 입력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 목록을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목록에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5. 레이어 목록을 편리하게 수정하려면

DreamPlus

Page568

레이어 목록을 엑셀로 내보내 편집하면 됩니다.
내보내서 편집할 것이므로 '원본, 변경 내보내기'를 선택 후 [엑셀로 내보내기]를 실행합니다.
이 기능은 내보내 편집하는 목적과 다음에 다시 실행을 위한 레이어 목록 저장 역할도합니다.

엑셀이 활성되고 입력할 셀을 하나 선택하면 엑셀로 내보내집니다.

엑셀에서 레이어를 편집 후 레이어 가져오기에서 '원본, 변경' 선택 후 [엑셀 목록] 버튼을
실행합니다.

엑셀이 활성되고 레이어 목록 가져올 범위를 지정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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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 도면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 도면을 추가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스타일을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7. 실행
도면 목록 창의 실행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주의 사항
- 변경할 레이어 이름이 이미 존재할 경우 기존 레이어의 객체는 변경 레이어로 병합됩니다.
- 0 번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 경우 기존 0 번 레이어의 객체는 새 이름 레이어로 병합됩니다.
- 변경할 선종류가 현재 PC 에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5.17.

레이어 이름 변경

REL

레이어 이름 변경

기능
 레이어의 이름을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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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레이어 이름 변경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레이어 이름 변경
명령 : REL (REname Laye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의 이름을 일괄 변경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아래 조건으로 레이어 이름을 일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교체 : 이름에서 특정 문자 교체
문자 삭제 : 이름 중 일부 구간의 문자 삭제
대/소문자 변경
증분 숫자 삽입 : 이름에 일련 번호 삽입
문자 추가 : 머리말, 중간말, 꼬리말 추가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CLN) 명령과 다른 점
1) 레이어 이름 일괄 변환
- 하나씩 레이어 이름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변환
- 여러 도면 실행 가능
2) 레이어 이름 변경
- 하나의 레이어 이름 일부를 교체, 삭제, 대소문자 변환, 일련 번호, 문자 추가
- 현재 도면만 실행 가능

간략한 실행 절차
목록에서 이름 변경할 레이어 선택 → 실행할 각 기능에 체크 후 설정 → 실행
실행할 각 기능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이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미리보기됩니다.
목록에서 이름을 변경할 레이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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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면 현재 도면 레이어 목록이 왼쪽과 오른쪽 창에 보여집니다.
이름 변경할 레이어를 왼쪽 목록창에서 선택합니다.
오른쪽 창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미리보기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어의 선택은 Ctrl, Shift 등을 사용해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레이어만 이름이 변경됩니다.
레이어 선택 부가 기능

필터는 레이어 목록이 많고 특정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목록에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와일드카드 지원하므로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로 시작하는 레이어만 보여집니다.
목록의 모든 레이어가 선택됩니다.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해제합니다.

1. 문자 교체
특정 문자를 찾아 바꾸는 기능입니다.
입력 후 실행한 문자 내용은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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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문자 : 기존 레이어 이름에서 찾을 문자를 입력합니다.
바꿀 문자 : 찾는 문자를 교체할 바꿀 문자를 입력합니다.

2. 문자 삭제
선택한 레이어 이름에서 아래 조건에 맞춰 문자를 삭제합니다.
입력 후 실행한 문자 내용은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지정 문자
입력한 문자의 앞 또는 뒤를 삭제합니다.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조건은 무시됩니다.
이 문자만
입력한 문자만 찾아 삭제합니다.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조건은 무시됩니다.
앞에서, 뒤에서
레이어 이름의 앞 또는 뒤에서 지정 숫자만큼 문자를 삭제합니다.
앞 또는 뒤에서 일괄적으로 몇 글자씩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중간 위치, 부터
레이어 이름 중 중간에 몇 번째 글자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삭제합니다.
레이어 이름의 처음과 시작이 아닌 중간에 몇 글자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3. 대/소문자 변경
레이어 이름을 선택 설정에 따라 대,소문자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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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분 숫자 삽입
레이어 이름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길 때 사용합니다.

방식
방식은 레이어 이름의 어느 위치에 번호를 넣을지 결정합니다.
앞, 뒤, 앞+뒤, 중간 네가지 방식이 있으며 지정 위치에 일련 번호를 순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시작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길 시작 값을 지정합니다.
증분
시작 값부터 증분할 숫자를 지정합니다.
자리 수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번호의 앞, 뒤에 덧붙일 머리말, 꼬리말입니다.

5. 문자 추가
레이어 이름에 문자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후 실행한 문자 내용은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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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레이어 이름 앞에 넣는 내용입니다.
중간말 : 레이어 이름 중간에 넣는 내용입니다.
중간말은 중간말 삽입 위치를 지정해야합니다.
꼬리말 : 레이어 이름 끝에 넣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 각 기능의 실행 우선 순위는 맨 좌측부터 순서대로 입니다.
예를 들어 '증분 숫자 삽입' 보다 '문자 삭제'가 우선이므로 레이어 이름에서 '문자 삭제' 후
'증분 숫자 삽입' 조건에 맞춰 이름을 변경합니다.
미리보기로 모두 확인했다면 [이름 변경 실행]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설정 초기화
프로그램 설정을 초기 상태로 합니다.
또는 문자를 입력하는 기능은 입력 후 실행할 때 목록에 저장되는데 이 목록이 많아 다 삭제할
때도 사용합니다.
5.18.

외부참조 색상 변경

XFC

외부참조 색상 변경

기능
 선택한 외부참조 레이어의 모든 색상을 지정한 색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외부참조 색상 변경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외부참조 색상 변경
명령 : XFC (modify XreF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외부 참조의 모든 레이어 색상을 지정한 색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참조의 모든 레이어 색을 8 번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외부참조 도면의 레이어 색이 많아 현재 편집 중인 객체와 헛갈릴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외부참조 객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참조 레이어 색을 변경해 지정 색으로 보이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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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절차
① 레이어 색상을 변경할 외부참조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 외부참조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이 완료되면
설정에 따라 색상을 지정하거나 입력하거나 미리 지정된 색으로 변경됩니다.

2. 설정
1. 객체 선택 설정

①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외부참조를 하나씩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참조 안의 외부참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마우스로 선택 범위를 지정해 한번에 여러 외부참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참조 안의 외부참조는 윈도우로 선택할 수 없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Xref 내부 ByLayer 아닌 객체

이 프로그램은 외부참조 객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참조 레이어 색을 변경해 지정
색으로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Xref 내부에 ByLayer 아닌 강제 색상 지정된 객체는
이 프로그램으로 레이어 색을 변경해도
ByLayer 가 아니므로 변경된 레이어 색을 따라가지 않고 객체 색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체크하면 Xref 내부 ByLayer 아닌 객체도 변경된 색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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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Xref 내부 ByLayer 아닌 객체는 원래 객체 색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 설정은 2016 이상에서만 동작합니다.
이 설정은 2016 이상에 있는 XREFOVERRIDE 시스템 변수 값을 1 로 설정합니다.
XREFOVERRIDE 시스템 변수 값이 1 로 되면
외부참조에 ByLayer 아닌 객체 색도 현재 도면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단점은 외부참조에 같은 레이어, 일부 객체만 색상을 조정해도
현재 도면에서 모두 ByLayer 색상처럼 동작하므로 같은 레이어, 일부 객체만 다르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도면에서는 XREFOVERRIDE 입력 후 값을 0 설정합니다.
2016 아래 버전에서는
외부참조 도면을 직접 열거나 XOPEN 명령으로 외부참조 도면을 열어서
모든 객체 By Layer(BYL) 명령을 사용해 도면 전체 객체의 색상을 ByLayer 로 수정해야합니다.
3. 색상 지정 방식

① 색상 번호 입력해 지정
외부참조 선택 후 색상 숫자 번호를 입력해 변경합니다.
② 색상 선택 대화상자로 지정
외부참조 선택 후 색상 입력은 아래 그림처럼 색상 선택 창에서 선택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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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색상 입력 없이 항상 같은 색 지정
외부참조 선택 후 색상 입력 없이 설정에서 지정한 색으로 바로 변경합니다.
체크하면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색버튼이 표시됩니다.
④ 색상 가져올 객체 선택
외부참조 선택 후 색상을 가져올 객체를 선택해 이 객체의 색상 대로 변경합니다.

3. 외부참조 색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 복원 (RXL) 명령을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레이어 특성 변경 (LP)
레이어 색상 변경 (LLP)
5.19.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 복원

RXL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 복원

기능
 선택한 외부참조의 레이어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로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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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변경/복원 →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 복원
명령 : RXL (Reload Xref Layer states)
상세 설명
선택한 외부참조의 레이어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 도면에 B 도면을 외부참조한 상태에서
B 도면을 열어 레이어 색상 등 상태를 변경해도 A 도면에 B 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 도면에 B 도면 레이어 상태를 다시 원본 B 와 같게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현재 도면에 VISRETAIN 시스템 변수 값이 0 으로 설정되었거나
원본 도면의 레이어 이름을 바꾼 경우는 캐드가 다시 로드하므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참고 : VISRETAIN 시스템 변수
값 0 : 항상 도면을 열 때마다 원본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대로 현재 도면의 레이어 설정을
바꿉니다.
현재 도면에서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를 바꿔도 현재 도면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는 항상 원본대로 로드됩니다.
값 1 : (기본값) 현재 도면에서 바꾼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가 저장됩니다.
값 0 으로 설정하면 편리할 것 같지만 현재 도면에서 변경한 외부참조 레이어 상태가 저장되지
않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1. 설정
현재 도면, 다중 도면
현재 도면만 처리할지 다중 여러 도면을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복원할 레이어 특성
여러 레이어 특성 중 체크한 것만 레이어 상태를 다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색상만 체크하고 실행하면
레이어 색상만 외부참조 원본대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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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 현재 도면일 때

1) 선택한 외부참조 전체 복원
선택한 외부참조의 모든 레이어 상태를 복원합니다.
이중 참조된 파일은 원본이 아닌 직접 참조된 파일의 레이어 상태로 복원합니다.

그림처럼 이중참조되었을 때 B 를 선택하면 B 안에 포함된 C 도 복원됩니다.
이 때 C 원본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B 에 포함된 C 상태로 복원됩니다.
2) 선택한 객체 레이어만 복원
외부참조 안에 객체를 선택해 그 객체의 레이어 상태만 복원합니다.
전체가 아니므로 필요한 레이어만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참조가 다른 여러 레이어를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중 참조된 경우도 레이어 상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외부참조를 전체 복원
도면의 모든 외부참조를 전체 복원 시도합니다.
모든 외부참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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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이중참조 되었을 때
① 참조 안의 참조대로
C 도면은 B 에 있는 상태로 복원합니다.
② 각각 참조 원본대로
C 도면은 C 원본대로 복원합니다.

3. 실행 - 다중 도면일 때

1) 특정 참조 복원, 특정 레이어 복원
① 목록에서 특정 참조 복원할지 특정 레이어 복원할지 선택합니다.
② 특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면 각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③ [특정 참조 실행] 또는 [특정 레이어 실행]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2) 모든 외부참조를 전체 복원
도면의 모든 외부참조를 전체 복원 시도합니다.
상세 내용은 위 '실행 - 현재 도면일 때'와 같습니다.
5.20. 다른 레이어로 복사

CEL

다른 레이어로 복사

기능
 선택한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복사합니다.
 선택한 객체를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다른 레이어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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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복사/이동 → 다른 레이어로 복사
명령 : CEL (Copy Entities to other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을 다른 레이어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레이어로 변경하고 싶을 때는 다른 레이어로 변경 (MEO) 명령을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다른 레이어로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다른 레이어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대상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레이어 목록(N)]
설정에 객체 선택 후 동작이 '대상 레이어 객체 선택'일 때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복사할 다른 레이어에 있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로 처음 선택한 객체들이 복사됩니다.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 N 입력하면 레이어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N 입력하면 레이어 목록창이 실행됩니다. 목록창은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서 복사될 대상 레이어를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목록 검색에 입력하면 목록에서 찾고 새 레이어에 입력하면 없는 레이어일 때 만들어
복사합니다.
대상 레이어의 객체 선택 과정 없이 바로 목록이 실행되고 싶다면 설정 변경에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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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 설정
레이어를 복사할 때 기존 객체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① 변경 없음
레이어로 복사 후 객체들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ByLayer 이면 설정한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설정 레이어와 관계 없이 기존 객체 특성이 유지됩니다.
②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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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가 변경되도 기존 특성을(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복사해도 체크한 특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③ ByLayer
레이어로 복사 후 해당 특성을 ByLayer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설정한 레이어 특성을 따라갑니다.
④ ByBlock
레이어로 복사 후 해당 특성을 ByBlock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객체가 블록이 되었을 때 블록 특성을 따라갑니다.
객체 선택 후 동작
실행할 때 변경할 객체 선택 후 그 다음 실행 동작을 결정합니다.
'대상 레이어 객체 선택'을 선택하면 변경할 객체 선택 후 대상 레이어 객체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실행됩니다.
'레이어 목록창 보기'를 선택하면 변경할 객체 선택 후 다음 과정 없이 레이어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객체 복사 방식
'같은 위치에 복사'는 선택한 원본 객체와 동일한 위치 그대로 복사합니다.
'다른 위치에 복사'는 복사된 객체를 기준점 지정해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관련 명령
현재 레이어로 변경 (CCL)
현재 레이어로 복사 (CTL)
다른 레이어로 변경 (MEO)
새 레이어로 변경 (MEL) : 레이어 특성 조정 가능
5.21.

다른 레이어로 변경

MEO

다른 레이어로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선택한 객체를 새로운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다른 레이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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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복사/이동 → 다른 레이어로 변경
명령 : MEO (Move Entities to Other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을 다른 레이어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레이어로 복사하고 싶을 때는 다른 레이어로 복사 (CEL) 명령을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다른 레이어 변경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다른 레이어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대상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레이어 목록(N)]
설정에 객체 선택 후 동작이 '대상 레이어 객체 선택'일 때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변경할 다른 레이어에 있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로 처음 선택한 객체들이 변경됩니다.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 N 입력하면 레이어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N 입력하면 레이어 목록창이 실행됩니다. 목록창은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서 변경될 대상 레이어를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목록 검색에 입력하면 목록에서 찾고 새 레이어에 입력하면 없는 레이어일 때 만들어
변경합니다.
대상 레이어의 객체 선택 과정 없이 바로 목록이 실행되고 싶다면 설정 변경에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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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블록 내부 객체도 적용
체크하면 블록 내부에 포함된 모든 객체의 레이어도 변경됩니다.
블록 특성 상 하나의 블록이 바뀌면 전체 도면의 동일 블록이 다 변경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다른 동일 블록도 내부 객체는 변경되므로 도면 일부 블록만 변경할 때는
주의해야합니다.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 설정
레이어를 변경할 때 기존 객체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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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 없음
레이어 변경 후 객체들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ByLayer 이면 설정한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설정 레이어와 관계 없이 기존 객체 특성이 유지됩니다.
② 보존
레이어가 변경되도 기존 특성을(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변경해도 체크한 특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③ ByLayer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Layer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설정한 레이어 특성을 따라갑니다.
④ ByBlock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Block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객체가 블록이 되었을 때 블록 특성을 따라갑니다.
객체 선택 후 동작
실행할 때 변경할 객체 선택 후 그 다음 실행 동작을 결정합니다.
'대상 레이어 객체 선택'을 선택하면 변경할 객체 선택 후 대상 레이어 객체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실행됩니다.
'레이어 목록창 보기'를 선택하면 변경할 객체 선택 후 다음 과정 없이 레이어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관련 명령
현재 레이어 변경 (CCL)
현재 레이어로 복사 (CTL)
다른 레이어로 복사 (CEL)
새 레이어로 변경 (MEL) : 레이어 특성 조정 가능
5.22. 새 레이어로 변경

MEL

새 레이어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를 새 레이어를 만들어 새 레이어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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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레이어 II → 새 레이어로 변경
리본 : DreamPlus → 레이어 → 복사/이동 → 새 레이어로 변경
명령 : MEL (Move Entities to new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새 레이어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면서 여러 레이어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새 레이어 변경할 객체 선택
도면에서 새로운 레이어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같은 레이어 특성 설정 창이 실행됩니다.

이름 : 새 레이어 이름을 입력합니다.
상태 : 각 아이콘을 눌러 새 레이어의 켜기, 동결, 잠금, 플롯, VP 동결 상태를 설정합니다.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 새 레이어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다른 레이어 특성은 설정할 필요 없지만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VP 동결은 모형에서는 '새 VP 동결'로 동작하고 배치, 뷰포트 안에서는 'VP 동결'로
동작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레이어를 만들고 선택했던 객체들을 입력한 레이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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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된 객체 설정
블록 내부 객체도 적용
체크하면 블록 내부에 포함된 모든 객체의 레이어도 변경됩니다.
블록 특성 상 하나의 블록이 바뀌면 전체 도면의 동일 블록이 다 변경됩니다.
도면의 일부 블록 객체만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합니다.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특성 설정
레이어를 변경할 때 기존 객체의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① 변경 없음
레이어 변경 후 객체들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ByLayer 이면 설정한 레이어를 따라갑니다.
기존 객체 특성이 별도 지정되었다면 설정 레이어와 관계 없이 기존 객체 특성이 유지됩니다.
② 보존
레이어가 변경되도 기존 특성을(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변경해도 체크한 특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③ ByLayer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Layer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설정한 레이어 특성을 따라갑니다.
④ ByBlock
레이어 변경 후 해당 특성을 ByBlock 적용합니다.
기존 객체들의 특성은 객체가 블록이 되었을 때 블록 특성을 따라갑니다.
관련 명령
다른 레이어로 복사 (CEL)
다른 레이어로 변경 (MEO)
6. 뷰포트

뷰포트
- 모형 경계로 뷰포트 만들기 (MVO)
- 다중 뷰포트 자르기 (MVC)
- 뷰포트 경계 모형으로 복사 (C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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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포트 객체 모형으로 복사 (CVM)
- 모형 객체 뷰포트로 복사 (CMV)
- 배치도면 모형도면으로 변환 (PTM)
- 뷰포트 축척 변경 (CVSC)
-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 모든 뷰포트 잠금 (AVL)
-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VTH)
- 뷰포트 레이어 색상 변경 (VLC)
6.1. 모형 경계로 뷰포트 만들기

MVO

모형 경계로 뷰포트 만들기

기능
 모형에서 선택한 객체 경계로 배치에 뷰포트를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모형 경계로 뷰포트 만들기
명령 : MVO (Make Viewport by Objec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모형에 그려진 경계를 선택해 경계대로 배치에 뷰포트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경계는 폴리선, 원, 타원 등 닫힌 객체면 뷰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드에서 뷰포트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MVIEW 명령과 O 옵션을 사용해 만듭니다.
뷰포트가 사각형이면 간단하지만 호 등이 포함된 복잡한 모양이면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설계는 모형에 경계를(아래 그림 파란색) 미리 만들고 배치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 배치마다 뷰포트를 도로 선형에 맞춰 만들기가 번거롭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럴 때 배치에 쉽게 뷰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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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실행 절차
뷰포트 만들 배치 지정 → 실행 → 도면에서 경계 선택

1. 뷰포트로 만들 경계 선택
어떤 방식으로 경계 선택할지 지정합니다.
뷰포트 경계는 닫힌 객체를 선택해야합니다.
경계로 지원하는 객체는 폴리선, 원,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폴리선은 닫혀 있지 않아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닫아주지만
타원, 스플라인은 닫혀있지 않으면 뷰포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1) 하나의 객체 선택

한번에 하나의 경계를 선택해 만듭니다.
'경계 선택 후 회전 설정 사용'에 체크하면 실행 중 원하는 방향이 수평되도록 뷰포트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배치에 하나씩 뷰포트 만들 때 사용하거나 뷰포트를 회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2) 여러 객체 선택

한번에 여러 경계를 선택해 만듭니다.
배치 하나에 여러 뷰포트 만들 때 사용하거나 여러 경계 각각 여러 배치에 하나씩 넣을 때
사용합니다.
3) 특정 레이어 경계 모두 뷰포트 생성

선택 없이 지정한 특정 레이어 경계 객체를 모두 뷰포트로 만듭니다.
레이어를 입력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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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포트 설정

축척
만들어질 뷰포트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 입력하면 배치 뷰포트의 경계와 모형의 경계가 1:1 이 됩니다.
예를 들어 0.5 입력하면 배치 뷰포트의 경계는 모형보다 반이 줄어듭니다.
즉, 모형 경계 대비 비율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만들어질 뷰포트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경계와 동일은 뷰포트 레이어가 모형에서 선택한 경계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뷰포트 모형에서 UCS 아이콘 보이도록 설정
뷰포트 안에 모형에서 UCS 아이콘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캐드 MVIEW 기본 값은 UCS 아이콘이 없지만 UCS 상태를 보는 것이 편할 경우 체크합니다.
뷰포트 생성 후 모형의 선택 경계 삭제
체크하면 배치에 뷰포트를 만든 후 모형에서 선택했던 경계 객체를 삭제합니다.
만든 뷰포트에서 지정 레이어 VP 동결
만들어질 뷰포트에서 특정 레이어를 켜거나 끄고 싶을 때 (VP 동결) 사용합니다.
체크하면 그림처럼 레이어 목록 창이 활성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 채 다른 도면으로 전환했다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레이어 목록을
다시 읽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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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적용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선택 레이어 VP 동결 : 선택 레이어를 VP 동결해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게합니다.
2) 선택 레이어 VP 동결 해제 : 선택 레이어를 VP 동결 해제해 뷰포트에서 보이게합니다.
3) 선택 레이어만 켜기 : 모든 레이어를 VP 동결하고 선택 레이어만 해제해 선택 레이어만
보이게합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도곽 뷰포트에 삽입
체크하면 뷰포트를 만든 후 실행 중 선택했던 도곽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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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뷰포트 만들 배치(Layout) 지정
어떤 배치에 뷰포트를 생성할지 지정합니다.

배치 선택
현재 도면의 배치 목록에서 지정합니다.
하나의 경계든 여러 경계든 모두 지정한 배치에만 뷰포트가 생성됩니다.
새 배치
지정 이름의 새 배치를 만들고 이 배치에 뷰포트가 생성됩니다.
여러 경계 각각 이름 증분한 배치에 넣기
체크하면 새 배치 이름을 증분해 여러 배치를 만들고 여러 경계 뷰포트를 개별적으로 각각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평면' 으로 입력했고 선택한 경계가 세 개라면
평면(1), 평면(2), 평면(3) 세 개의 배치를 만들고 각각 뷰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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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순서
자를 닫힌 객체들을 선택할 때 정렬 순서입니다.
선택한 순서대로가 아니면 여러 개를 한번에 선택할 때 아래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위쪽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입니다.
좌측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입니다.
좌측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입니다.
정렬 오차
선택한 순서대로 정렬할 때는 필요 없는 설정입니다.
객체의 맨 왼쪽 위 점을 파악해 정렬하는데 객체끼리 높이가 입력한 값 보다 작으면 같은
높이로 판단합니다.

4. 실행 절차
하나의 경계 선택 예제입니다.
① 뷰포트를 만들 닫힌 객체 선택
도면에서 뷰포트를 만들 경계가 되는 닫힌 객체를 선택합니다.

하나의 경계 선택을 지정하면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계 선택을 지정하면 여러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수평으로 설정할 시작 점 지정 (엔터 입력 시 건너뜀)
'경계 선택 후 회전 설정 사용' 사용할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지정한 두 점이 배치에서 수평되도록 설정됩니다.
뷰포트를 수평으로 배치할 필요 없다면 그냥 엔터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완료되면 지정한 배치가 활성되고 뷰포트가 생성됩니다.
도로 설계는 보통 회전된 뷰포트 영역이 배치에서 반듯하게 보여야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예로 들면 좌, 우측의 중간점을 지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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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삽입할 도곽 선택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도곽 뷰포트에 삽입' 사용할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6.2. 다중 뷰포트 자르기

MVC

다중 뷰포트 자르기

기능
 하나의 뷰포트를 잘라 여러 개 뷰포트로 만듭니다.
 자른 여러 뷰포트를 각각 새 배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다중 뷰포트 자르기
명령 : MVC (Multiple VpCli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뷰포트를 잘라 여러 개 뷰포트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하나의 뷰포트에서 뷰포트 동결 등 레이어 정리 후 이걸 여러 개 뷰포트로 만들 때 편리합니다.
캐드의 VPCLIP 명령은 뷰포트를 원하는 형태로 다시 만들거나 원하는 형태로 자를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번만 실행되는 VPCLIP 과 달리 하나의 뷰포트를 여러 객체로 자를 때
사용합니다.
잘라서 새 배치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 현재 배치에서 자르기
뷰포트 선택 후 자를 닫힌 객체들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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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자른 후 각각 새 배치에 넣기
자른 뷰포트 수 만큼 배치를 만들고 각각의 뷰포트를 만든 배치에 넣습니다.

배치 이름
만들어질 배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 '평면' 입력했고 자른 배치가 세 개면
평면(1), 평면(2), 평면(3) 세 개 배치를 만들고 각각 자른 뷰포트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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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순서
자를 닫힌 객체들 선택할 때 정렬 순서입니다.
선택한 순서대로가 아니면 여러 개 한번에 선택할 때 아래 순서로 정렬됩니다.
위쪽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입니다.
좌측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입니다.
좌측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객체가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입니다.
정렬 오차
선택한 순서대로 정렬할 때는 필요 없는 설정입니다.
객체의 맨 왼쪽 위 점을 파악해 정렬하는데 객체끼리 높이가 입력한 값 보다 작으면 같은
높이로 판단합니다.

3.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도곽 뷰포트에 삽입

체크하면 뷰포트를 만든 후 실행 중 선택했던 도곽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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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뷰포트 레이어 변경
체크하면 생성된 뷰포트를 지정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6.3. 뷰포트 경계 모형으로 복사

CVB

뷰포트 경계 모형으로 복사

기능
 뷰포트의 경계를 모형으로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뷰포트 경계 모형으로 복사
명령 : CVB (Copy Viewport Borders to model spa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뷰포트의 경계를 모형으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작업할 때 모형에 경계를 만든 후 뷰포트를 만들거나 경계 없이 배치에서 바로 뷰포트를
만듭니다.
모형에 경계가 삭제되거나 원래 없는 경우 간혹 이 경계가 다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뷰포트의 경계를 모형에 다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 절차
① 경계를 모형으로 복사할 뷰포트 선택
모형으로 경계를 복사할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뷰포트를 선택해도됩니다.
뷰포트 선택이 완료되면 추가 절차 없이 경계가 모형에 복사됩니다.
관련 명령
뷰포트 객체 모형으로 복사 (CVB)
모형 객체 뷰포트로 복사 (CMV)
6.4. 뷰포트 객체 모형으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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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트 객체 모형으로 복사

기능
 뷰포트 내의 객체를 모형으로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뷰포트 객체 모형으로 복사
명령 : CVM (Copy Viewport entities to Model spa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뷰포트 내 배치의 객체를 모형으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배치의 뷰포트는 모형과 축척이 다르거나 좌표가 다릅니다.
따라서 뷰포트의 객체를 모형에 동일한 위치로 복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캐드 기본 명령인 CHSPACE 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 명령은 객체가 이동되므로 뷰포트에 객체를 유지하고 싶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모형으로 복사할 배치의 객체 선택
모형으로 복사할 뷰포트의 객체(배치에 있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 대상 뷰포트 활성 후 Enter 키를 눌러주십시오 **
객체 선택 완료 후 뷰포트 내 모형이 활성됩니다.
뷰포트가 한 개면 이 명령 상태에서 엔터(스페이스바 등) 입력하면 됩니다.
뷰포트가 여러 개면 이 복사 대상 뷰포트를 마우스로 선택해 활성 후 엔터(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활성된 뷰포트를 기준으로 축척 및 위치가 계산됩니다.
선택한 객체가 있는 뷰포트를 활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뷰포트를 활성했다면
배치에서의 객체와 선택 뷰포트 상대적 위치대로 모형에 복사됩니다.
관련 명령
뷰포트 경계 모형으로 복사 (CVB)
모형 객체 뷰포트로 복사 (CMV)
6.5. 모형 객체 뷰포트로 복사

CMV
기능

모형 객체 뷰포트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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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포트 내 모형의 객체를 뷰포트로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모형 객체 뷰포트로 복사
명령 : CMV (Copy Model space entities to Viewpor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뷰포트 내 모형의 객체를 뷰포트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배치의 뷰포트는 모형과 축척이 다르거나 좌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형의 객체를 뷰포트에 동일한 위치로 복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캐드에 기본 명령인 CHSPACE 를 사용하면 되나
이 명령은 객체가 이동이되므로 모형에 객체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 절차
① 뷰포트로 복사할 모형의 객체 선택
뷰포트로 복사할 뷰포트 내 모형의 객체(모형에 있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뷰포트가 여러 개면 이 상태에서 다른 뷰포트 안의 모형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추가 절차 없이 모형의 객체가 해당 뷰포트로 복사됩니다.
관련 명령
뷰포트 경계 모형으로 복사 (CVB)
뷰포트 객체 모형으로 복사 (CMV)
6.6. 배치도면 모형도면으로 변환

PTM

배치도면 모형도면으로 변환

기능
 배치 도면을 모형 도면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배치도면 모형도면으로 변환
명령 : PTM (Paper space To Model spa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배치 도면을 모형 도면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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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에서 배치 도면을 모형 도면으로 변환하는 것은 EXPORTLAYOUT 명령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EXPORTLAYOUT 명령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블록이 복잡하면(블록 안에 블록이 여러 번 중첩되는 등) 문제 발생
- 캐드 버전에 따라 2D 폴리선에서 문제 발생
- 프록시 객체가 있을 때 문제 발생
- 배치 하나 당 한번 씩 명령 실행 불편
위와 같은 불편함에도 EXPORTLAYOUT 명령은 캐드 기본 명령이므로 일반적 상황에서는 도면
변환이 잘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EXPORTLAYOUT 명령이 문제 있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뷰포트에 걸리는 객체를 처리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뷰포트 경계에 걸리는 치수 및 해치는 폭파됩니다.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면 폭파되지
않습니다.
- 뷰포트 경계에 걸리는 Solid 해치는 XCLIP 처리됩니다.
- 배치 한두 개를 테스트로 실행해 본 후 여러 배치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변환 대상 도면
현재 도면만 변환할지 다중 도면을 변환할지 지정합니다.

2. 현재 도면 - 모형으로 변환할 배치 선택
현재 도면을 변환할 때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변환할 배치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실행하면 현재 도면의 배치 목록을 보여주고 현재 활성화된 배치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 창에서 모형으로 변환할 배치를 체크합니다.

DreamPlus

Page602

프로그램 창의 목록과 도면 배치 목록이 다르면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실행해야합니다.
활성 배치
목록 중 현재 도면 활성된 배치 이름에 체크됩니다.
모두 선택, 모두 해제
목록의 모든 항목을 체크하거나 모두 해제합니다.
다시 읽기
도면의 배치 상태(이름, 개수, 순서 등)에 변화가 있을 때 배치를 다시 읽어 목록에 표시합니다.

3. 다중 도면 - 대상 도면
배치를 모형으로 변환할 여러 도면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배치만 변환
체크하면 각 도면의 첫 번째 배치 하나만 변환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각 도면의 모든 배치를 변환 시도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변환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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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다중 도면 설정 상태 저장

현재 다중 도면 설정 상태(도면 목록, 각종 설정 등)를 저장해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도면 위치, 도면 파일, 설정 상태를 자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저장 이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상태를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상태는 아래 불러오기에 목록에 표시됩니다.
상태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상태 목록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초기화합니다.

4. 저장 설정

저장 위치
변환된 모형 도면이 저장될 위치를 설정합니다.
[저장 위치] 버튼을 눌러 폴더를 찾아 지정합니다.
한번 지정한 저장 위치는 10 개까지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원본 도면과 같은 폴더에 저장
체크하면 원본 도면과 같은 폴더에 저장됩니다.
도면과 같은 폴더이므로 저장 이름을 주의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Xref 결합
1) 결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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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외부 참조를 결합하지 않고 저장 위치로 복사합니다.
외부 참조 파일을 저장 위치로 복사하므로 도면에서 참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참조는 프로그램에서 경로를 해석하지 못한 경우 복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사되지 않는다면 참조 파일을 직접 복사해 넣거나 결합 또는 삽입을 사용하면 됩니다.
2) 결합
체크하면 외부 참조를 결합(Bind) 후 모형 도면으로 만듭니다.
결합된 외부참조는 모형 도면에서 XCLIP 처리됩니다.
3) 삽입
체크하면 외부 참조를 삽입(Insert) 후 모형 도면으로 만듭니다.
삽입된 외부참조는 모형 도면에서 XCLIP 처리됩니다.
결합(Bind)과 삽입(Insert)의 차이점
결합(Bind)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고유하게 현재 도면에 입력됩니다
이 방식은 외부참조와 현재 도면의 레이어, 블록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 Xref 에 BBB 라는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라는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서 AAA$0$0BBB 가 됩니다.
현재 도면과 Xref 모두 BBB 레이어 이름이 같지만 위와 같이 이름이 변경되면서 각 레이어의
특성이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각 객체의 특성을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도면 정리하는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삽입(Insert)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현재 도면에 병합됩니다.
이 방식은 도면 정리하는데 편리합니다
다만 Xref 안의 블록 등도 병합되어 의도하지 않게 교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병합되므로 도면이 복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 Xref 에 BBB 라는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라는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 같은에 이름이 있으므로 병합되어 그대로 BBB 가 됩니다.
Revit 전용
Revit 에서 내보낸 도면 전용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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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CLIP 없음
이 프로그램은 모형 변환할 때 뷰포트 경계에 걸리는 블록, 해치 등 자르기 곤란한 객체는
XClip 처리합니다.
Revit 에서 내보낸 도면은 객체에 맞춰 개별적으로 뷰포트가 만들어지므로 경계에 걸리는
객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하면 불필요하게 XClip 을 생성해 모형으로 변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내보낸 뷰포트 경계 삭제
이 프로그램은 모형 변환할 때 뷰포트 경계를 모형으로 복사합니다.
Revit 에서 내보낸 도면은 뷰포트가 테두리 역할보다 변환용 경계 역할이라 모형 변환 후
도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뷰포트 경계를 모형으로 복사하지 않아 깔끔합니다.
3) 축척
Revit 에서 내보낸 도면은 객체에 축척을 적용해 변환될 수 있습니다.
항상 1:1 로 그리고 출력으로 축척을 조절하는 설계 방식이 아닌 객체 자체가 축척 조절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런 도면의 경우 1:1 이 되도록 축척을 적용해 모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단일은 다중 도면일 때만 활성됩니다. 모두 지정 축척으로 변환합니다.
개별은 다중 도면일 때만 활성됩니다. 도면 목록 창에 각 도면별로 개별 변환 축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
체크하면 도면에 포함된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한 후 변환합니다.
만들어 놓은 동적블록을 외부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CAD 와 호환성 등 때문에 동적블록이 문제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도면에서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동적블록 일반블록으로 변환 (DBTR) 명령을 사용합니다.

5. 저장 이름
변환된 모형 도면의 이름 형식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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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이름 + 배치 이름
'도면의 이름_배치 탭 이름'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배치 이름 + 도면 이름
'배치 탭 이름_도면의 이름'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도면 이름 + 증분 숫자
도면의 이름(1), 현재 도면의 이름(2) ... 처럼 증분 숫자를 붙여 저장합니다.
배치 이름만
배치 탭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다중 도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도면 이름 그대로
배치 하나만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배치를 변환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 도면과 같은 폴더에 저장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중 도면에 이 설정을 적용하려면 '첫 번째 배치만 변환'에 체크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 증분 숫자
사용자 지정 이름(1), 사용자 지정 이름(2) ... 처럼 증분 숫자를 붙여 저장합니다.
선택하면 사용자 지정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칸이 활성화 됩니다.
6.7. 뷰포트 축척 변경

CVSC

뷰포트 축척 변경

기능
 뷰포트 내부 화면 표시도 변경되도록 뷰포트 축척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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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뷰포트 축척 변경
명령 : CVSC (Change Viewport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뷰포트 내부 화면 표시도 변경되도록 뷰포트 축척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 SCALE 명령으로 뷰포트를 축척 변경하면 뷰포트 내부 화면 표시 축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뷰포트 내부 화면 표시 축척도 변경되도록 축척 변경합니다.
일반 SCALE 명령으로 축척 변경했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 축척 변경했을 때

실행 절차
① 축척 변경할 뷰포트 선택
축척 변경할 뷰포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 뷰포트가 하일라이트 표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명령창에 몇 개 찾음으로 선택되었음이
표시됩니다.
② 기준점 지정
축척 변경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축척 입력
변경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한 번 입력한 값은 다음 실행할 때 기본 값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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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선택한 뷰포트 잠금

기능
 선택한 뷰포트를 잠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선택한 뷰포트 잠금
명령 : VLO (Viewport 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뷰포트를 잠글 때 사용합니다.
뷰포트를 잠그면 뷰포트의 모형 안에서 줌할 때 뷰포트 축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행 절차
① 잠글 뷰포트 선택
축척을 잠글 뷰포트를 선택하고 엔터 입력하면 선택한 뷰포트가 잠깁니다.
선택한 뷰포트 잠금을 해제하려면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모형(Model)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모든 뷰포트 잠금 (AVL)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VTH)
6.9.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기능
 선택한 뷰포트를 잠금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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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명령 : VUL (Viewport Un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뷰포트를 잠금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뷰포트를 잠금 해제하면 뷰포트의 모형 안에서 줌할 때 뷰포트 축척이 변경됩니다.

실행 절차
① 잠금 해제할 뷰포트 선택
축척을 잠금 해제할 뷰포트를 선택하고 엔터 입력하면 선택한 뷰포트가 잠금 해제됩니다.
선택한 뷰포트를 잠그려면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모형(Model)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모든 뷰포트 잠금 (AVL)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VTH)
6.10.

모든 뷰포트 잠금

AVL

모든 뷰포트 잠금

기능
 현재 배치의 모든 뷰포트를 잠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모든 뷰포트 잠금
명령 : AVL (All Viewports 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간편하게 모든 뷰포트를 잠글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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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를 입력하면 현재 배치 내의 모든 뷰포트가 잠깁니다.
모든 뷰포트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모형(Model)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VTH)
6.11.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모든 뷰포트 잠금 해제

기능
 현재 배치의 모든 뷰포트 잠금을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모든 뷰포트 잠금 해제
명령 : AVU (All Viewports Un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간편하게 모든 뷰포트의 잠금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명령어를 입력하면 현재 배치 내의 모든 뷰포트가 잠금 해제됩니다
모든 뷰포트를 잠그려면 모든 뷰포트 잠금 (AVL)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모형(Model)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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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뷰포트 잠금 (AVL)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VTH)
6.12.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뷰포트 레이어 동결

기능
 선택한 뷰포트 내의 레이어만 동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뷰포트 레이어 동결
명령 : VFR (Viewport layer FReez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뷰포트 중 선택한 뷰포트의 객체 레이어만 동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즉, 어떤 뷰포트는 레이어를 표시하고 어떤 뷰포트는 레이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동결할 레이어의 객체 선택 또는 [선택 설정 변경(S)]
뷰포트 내부에 동결할 레이어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뷰포트가 여러 개면 마우스로 원하는 뷰포트를 선택해 동결할 레이어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블록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록 안의 객체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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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블록 자체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실행 중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모형(Model)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객체의 레이어가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일반 레이어 동결과 달리 객체를 선택할 때 바로 동결되지 않으므로 명령창의 레이어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스페이스 바 또는 엔터키를 눌러 객체 선택을 종료합니다.
선택 완료 후 해당 뷰포트만 선택한 객체 레이어가 동결됩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모든 뷰포트 잠금 (AVL)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VTH)
6.13.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VTH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기능
 선택한 뷰포트의 모든 레이어 동결을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뷰포트 레이어 동결해제
명령 : VTH (Viewport layers THaw)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뷰포트의 모든 레이어 동결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모든 레이어를 동결 해제할 뷰포트 선택
원하는 뷰포트를 선택하면 선택한 뷰포트의 모든 레이어가 동결 해제됩니다
선택한 뷰포트 내 레이어를 동결하려면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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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모형(Model)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뷰포트 잠금 (VLO)
선택한 뷰포트 잠금해제 (VUL)
모든 뷰포트 잠금 (AVL)
모든 뷰포트 잠금해제 (AVU)
뷰포트 레이어 동결 (VFR)
6.14.

뷰포트 레이어 색상 변경

VLC

뷰포트 레이어 색상 변경

기능
 선택한 뷰포트의 레이어 색상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뷰포트 → 뷰포트 레이어 색상 변경
명령 : VLC (Viewport Layer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뷰포트의 레이어 색상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뷰포트의 경우는 본래의 레이어 색상과 달리 해당 뷰포트만 레이어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배치에 여러 개의 뷰포트 중 어느 하나만 레이어 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모형과 달리 각각의 배치에 있는 뷰포트 레이어 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뷰포트에 있는 레이어 색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뷰포트 레이어 색상을 변경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원하는 뷰포트 안에 레이어 색상을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뷰포트가 여러 개면 원하는 뷰포트를 먼저 선택 후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설정에 따라 색상 선택 대화상자 또는 색상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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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입력 설정
색상 선택 대화상자 : 색상을 대화상자에서 선택합니다. 색상 번호 직접 입력 : 색상 번호를
명령창에 직접 입력합니다.
객체 선택 설정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색상은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 레이어 색상이 변경됩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레이어 색상은 블록, 외부참조 자체 레이어 색상이 변경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모형(Model)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7. 엑셀

엑셀
- 엑셀 표 캐드로 (ETC)
- 캐드 표 엑셀로 (CTE)
- 캐드 테이블 표 엑셀로 (CTAE)
- 여러 도면의 표 엑셀로 (MCTE)
- 도곽 여러 부분 문자 엑셀로 (M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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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엑셀로 (TTE)
- 캐드 테이블 표 유틸 (CTAU)
7.1. 엑셀 표 캐드로

ETC

엑셀 표 캐드로

기능
 엑셀의 표를 캐드로 가져와 선과 문자로된 표를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엑셀 → 엑셀 표 캐드로
명령 : ETC (Excel table To Ca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엑셀 표를 도면에 선과 문자로된 표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엑셀의 표 및 문자 셀 서식대로 캐드에 표를 그립니다.
엑셀의 행 높이, 열 너비대로 표를 그리고 행, 열 숨김 및 문자의 가로, 세로 정렬 값 등 서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문자 쓰기
체크하면 문자 내용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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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색상, 글꼴
도면에 표기할 문자의 레이어, 색상, 글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높이, 엑셀 문자 기준
높이는 엑셀과 캐드의 문자 크기 대응 값입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엑셀 폰트 크기가 11 일 때 도면에 문자 높이 3 으로 표기하는 설정입니다.
위 설정은 11 : 3 비율이므로 이대로 실행했을 때
엑셀 폰트 크기 11 은 도면에 3, 폰트 크기 16 은 도면에 4.36 높이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엑셀의 대표적인 문자 크기 값을 입력합니다.
문자 높이 등을 바꿔 그릴 때 여러 설정 값을 바꾸는 것보다
프로그램 맨 아래 '문자, 표 전체 축척 적용' 값을 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전체 축척 적용에 2 입력하면 3×2 = 6 크기로 도면에 그립니다.

폭, 문자 폭 표 안에 맞춤
폭은 도면에 표기할 문자의 폭입니다.
글꼴 설정을 윈도우 폰트(트루타입 글꼴)로 지정하면 엑셀과 거의 같게 가져올 수 있지만, 캐드
폰트(shx)로 지정하면 엑셀과 문자 폭이 달라 엑셀에서는 한 셀에 꽉차보여도 CAD 에서는
문자가 표의 한 칸을 넘을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문자의 폭을 조정해 표를 넘어가지 않도록합니다.
선~문자 사이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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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과 문자의 떨어진 간격입니다.
엑셀 셀의 수평 정렬이 왼쪽, 오른쪽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동은 적당한 간격 값을 계산해 문자를 띄워 표기합니다.
문자 높이×는 입력한 문자 높이 배수 값대로 선에서 문자를 띄워 표기합니다.
두 줄 이상 줄 간격

셀 안에 문자가 두 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자동은 셀 문자 높이 1.5 배로 적용됩니다.
문자 높이×는 셀 문자 높이에 입력한 문자 높이 배수 값을 곱해 적용됩니다.
2 보다 크게 입력하면 CAD 표를 벗어날 수 있으니 적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문자 사이 빈 공백 제거
체크하면 엑셀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 사이에 빈 공백을 모두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엑셀에 "수 량 산 출" 문자가 있다면 도면에는 공백을 모두 제거해 "수량산출" 로
표기됩니다.
엑셀 문자 색상 도면에 적용
체크하면 캐드 표의 문자 색상을 엑셀 셀 문자 색상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 문자 색상과 관계 없이 지정 레이어와 색상을 따릅니다.
한 셀 안의 문자 내용 중 일부만 색이 다른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셀 문자 색은 엑셀 특성상 글꼴 옵션의 색에서 셀 색상 전체 글꼴 색을 지정한 것만
반영됩니다.

2. 도면 ↔ 엑셀 업데이트
체크하고 실행하면 나중에 엑셀과 도면의 값을 상호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프로그램 창의 아래 그림 부분에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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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수정 → 엑셀 내용 업데이트
도면에 문자를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눌러 엑셀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에 체크 후 실행하면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 엑셀 수정 → 도면 내용 업데이트
엑셀의 내용을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도면 문자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에 체크 후 실행하면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문자에 구름형 개정 표시를 체크 후 실행하면 업데이트된 문자에 개정 표시를
합니다.
구름형 개정 표시는 지정 레이어 이름, 지정 색상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그립니다.
구름형 개정 표시 크기 비율, 호 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비율 값은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합니다.

3) 기록된 확장 데이터 (XDATA) 삭제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위해 도면 문자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를 넣게됩니다.
이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이 명령으로 기록된 확장 데이터만 삭제됩니다.
삭제되면 업데이트 기능을 쓸 수 없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어 업데이트 문제있거나
도면에 불필요한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문자와 연결된 엑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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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문자가 어떤 엑셀 파일 및 셀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버튼을 눌러 표 문자를 하나 선택하면 그림같은 메시지로 보여줍니다.

업데이트 주의사항
이 업데이트 기능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할 때 도면의 문자에는 엑셀 파일과 셀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XData)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된 확장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도면↔엑셀 상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셀 삽입, 삭제 등 셀 위치가 바뀌거나 문서가 바뀌면 정보가 달라져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엑셀은 변경되었지만, 도면의 확장 데이터는 자동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때는 다시 표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캐드의 객체에 기록된 확장 데이터 정보는 도면 내에서 객체를 복사할때도 따라갑니다.
따라서 엑셀로 내보낸 문자를 다른 곳에 복사해놓으면 나중에 엑셀에서 값을 가져올 때 원래
문자와 복사된 문자 둘 다 값이 바뀝니다.

3. 표 그리기
체크하면 표의 선을 도면에 그립니다.
체크 해제하면 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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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및 색상
표 선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셀높이와 셀너비 옵션
1) 자동
엑셀의 셀 높이와 너비, 캐드와 엑셀의 문자 비율을 감안해 자동으로 표의 높이와 너비를
그립니다.
도면에 그려지는 표의 높이와 너비는 정수가 아닌 소수로 작성됩니다.
2) 정수로 맞춤
표의 높이와 너비 값을 자동 계산 후 정수로 맞춥니다.
3) 사용자 높이(너비)
사용자가 입력한 높이, 너비로 표를 그립니다
셀 높이는 문자 높이보다 크게 지정해야합니다.
도면에서 거리를 지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단위 값 반올림
표 높이, 너비를 입력한 단위에 맞춰 그립니다.
예를 들어 너비 단위 값으로 10 을 입력했다면
계산된 너비가 11.5 인 경우 10 으로 맞추고
계산된 너비가 16.5 인 경우 20 으로 맞춥니다.
즉, 계산 값을 지정한 단위 값으로 반올림해서 그립니다.

5) 엑셀 셀 높이(너비) 값대로
엑셀 셀의 높이, 너비 값 그대로 캐드에 그립니다.
예를 들어 엑셀에 셀 너비 20 은 캐드에도 20 크기로 그립니다.

곱할 비율 값은 엑셀에서 가져온 값에 지정한 값을 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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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셀 너비 10, 곱할 비율 3 이면 캐드에는 30 크기 표가 그려집니다.
엑셀 셀 높이(너비) 값대로 사용 시 주의 사항
엑셀에 셀 너비와 높이는 같은 단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엑셀에서 셀 너비 10, 높이 10 으로 지정하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긴 직사각형 셀이
됩니다.
이 옵션은 지정된 값 자체 그대로 캐드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엑셀 셀 너비 10, 높이 10 을 도면에 너비 10, 높이 10 크기로 그립니다.
엑셀에서는 직사각형인데 도면에는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높이와 너비 둘 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엑셀 화면과 다른 셀 모양이됩니다.
높이 또는 너비 둘 중 하나만 이 옵션을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는 곱할 비율로 조정해야합니다.
프로그램 주의 사항
1.글꼴을 캐드 폰트(shx)로 지정했을 때 윈도우 특수문자를 인식할 수 없는 캐드 폰트는 엑셀
특수문자 기호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2.엑셀에서 가져올 표에 셀 테두리가 없으면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제한 사항
1.엑셀 셀 테두리 종류와 관계없이 캐드 에는 단일 선으로 표시됩니다.
2.셀 테두리 중 사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설정 즐겨찾기

현재 모든 설정 상태를 입력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설정을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설정 상태를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설정 상태는 불러오기 목록에 표시됩니다.
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5. 전체 축척 적용
도면에 표기할 축척이 달라 문자 높이, 셀 사용자 높이, 너비 등을 바꿔 그릴 때 여러 설정 값을
바꾸는 것보다
프로그램 맨 아래 '문자, 표 전체 축척 적용' 값을 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전체 축척 적용에 2 입력하면 3×2 = 6 크기로 도면에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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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빠르게 가져오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병합, 문자 정렬, 표시 형식, 테두리 등 서식을 적용해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셀마다 접근하기 때문에 캐드와 다른 프로그램 처리할 때 사용하는 윈도우 COM
방식에서 늦게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병합, 문자 서식 없이 값만 빠르게 가져오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내용이 많아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대신 셀 서식 무시하고 셀 실제 값을 가져오므로 눈에 보여지는 셀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 실제 값은 1.2345 이고 셀 서식 적용 값이 1.23 이면
체크 했을 때 도면에는 1.2345 가 표기됩니다.
엑셀에서 TEXT 또는 ROUND 함수 등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고 실행하면 눈에 보이는 값으로 도면에 표기되지만 셀이 많으면 느릴 수
있습니다.

7. 실행 절차
실행하면 엑셀이 활성되면서 캐드로 가져올 표 범위를 묻는 영역 선택창이 표시됩니다.
마우스로 표 영역 선택 후 영역 선택창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캐드가 활성화되고 (만약 자동으로 활성되지 않는다면 윈도우 작업표시줄에서 캐드를 선택해
활성합니다)
명령창에 '표를 삽입할 점 지정:' 명령 대로 삽입점을 지정하면 표가 그려집니다.
삽입점은 표의 좌측 상단이됩니다.
관련 명령
캐드 표 엑셀로(CTE)
캐드 테이블 표 엑셀로(CTAE)
여러 도면의 표 엑셀로(M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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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캐드 표 엑셀로

CTE

캐드 표 엑셀로

기능
 선과 문자로 이루어진 CAD 의 표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엑셀 → 캐드 표 엑셀로
명령 : CTE (Cad table To Exce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선과 문자로 이루어진 CAD 표를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 표의 선이 블록이나 외부참조에 있어도 인식합니다.
- 한 칸에 문자가 여러 줄 또는 여러 개 있어도 인식합니다.
- 수평, 수직 문자대로 엑셀에 셀 서식을 적용합니다.
- 행 높이,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 CAD 표 선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조각 조각 끊겨 있어도 인식합니다.
- 중복 선, 중복 문자가 있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 UCS 도면, DVIEW 적용된 도면도 지원합니다.
- 표 안에 사선으로 기울어진 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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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이 많고 서식 적용 때문에 내보내는데 오래 걸린다면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설정을 사용해 빠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설정은 아래 '4. 빠르게 내보내기'를 참조해 주세요.
주의 사항
엑셀에 표가 작성되는 동안 엑셀 창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등 엑셀 작업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1. 문자 설정

가로정렬, 세로정렬
도면 문자를 엑셀에 입력 후 셀 내에서 정렬될 값을 지정합니다.
가로 정렬
아래같이 5 가지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 셀 설정에 따름은 엑셀 셀에 지정된 정렬 설정대로 값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모두 가운데, 숫자 오른쪽은 숫자만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는
것입니다.

세로 정렬
아래같이 4 가지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행 높이, 열 너비 자동 맞춤
체크하면 엑셀에 문자를 입력 후 문자 길이에 따라 엑셀의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춥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 셀 폭이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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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문자 색상 엑셀에 적용
체크하면 도면의 문자 색상과 동일하게 엑셀 표 문자 색상에 적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의 문자 색상과 관계 없이 엑셀 표의 문자 색상은 모두
기본값(검은색)입니다.

2. 도면 ↔ 엑셀 업데이트
체크하고 실행하면 나중에 엑셀과 도면의 값을 상호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프로그램 창의 아래 그림 부분에서 실행합니다.

1) 도면 수정 → 엑셀 내용 업데이트
도면에 문자를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엑셀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에 체크하고 실행하면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 엑셀 수정 → 도면 내용 업데이트
엑셀의 내용을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도면 문자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에 체크하고 실행하면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문자에 구름형 개정 표시를 체크하고 실행하면 업데이트된 문자에 개정 표시를
합니다.
구름형 개정 표시는 지정 레이어 이름, 지정 색상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그립니다.
구름형 개정 표시 크기 비율, 호 비율 옵션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비율 값은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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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된 확장 데이터 (XDATA) 삭제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위해 도면 문자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를 넣게됩니다.
이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이 명령으로 기록된 확장 데이터만 삭제됩니다.
삭제되면 업데이트 기능을 쓸 수 없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어 업데이트 문제있거나
도면에 불필요한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문자와 연결된 엑셀 파일 확인
도면의 문자가 어떤 엑셀 파일 및 셀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버튼을 눌러 표 문자를 하나 선택하면 그림같은 메시지로 보여줍니다.

업데이트 주의사항
이 업데이트 기능은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할 때 도면의 문자에는 엑셀 파일과 셀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XData)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된 확장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도면↔엑셀 상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셀 삽입, 삭제 등 셀 위치가 바뀌거나 문서가 바뀌면 정보가 달라져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엑셀은 변경되었지만, 도면의 확장 데이터는 자동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때는 [기록된 확장데이터 (XDATA) 삭제] 실행 후 다시 표를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3. 엑셀에 표 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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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표를 그리지 않고 문자만 엑셀에 입력합니다.

항상 외곽선 그리기
체크 하면 캐드 표에 외곽선이 중간 중간 없어도 엑셀에 항상 외곽 테두리를 그려 표를
작성합니다.
셀 병합하지 않음
체크하면 캐드 표에 병합된 부분이 있어도 엑셀에는 병합되지 않은 상태로 내보냅니다.
캐드 표 병합 상태가 엑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4. 빠르게 내보내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병합, 문자 정렬, 표시 형식, 테두리 등 서식을 적용해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셀마다 접근하기 때문에 캐드와 다른 프로그램 처리할 때 사용하는 윈도우 COM
방식에서 늦게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병합, 서식 등을 무시하므로 표 내용이 많아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 설정은 병합 셀이 없고 테두리 선 등 서식이 필요 없는 표 처리에 유용합니다.
서식이 무시되므로 숫자도 값으로 입력되고 병합 처리가 없어 엑셀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실행 절차
표를 선택할 때는 선택 범위 안에 표가 완전히 포함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표 영역 한쪽 모서리 지정
아래 그림처럼 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② 표 영역 반대쪽 모서리 지정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표의 일부분만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안의 표만 엑셀로 내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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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부만 선택하는 경우

③ 엑셀이 활성화되면 아래 그림처럼 표의 좌측 상단이 될 셀을 선택합니다.

관련 명령
엑셀 표 캐드로(ETC)
캐드 테이블 표 엑셀로(CTAE)
여러 도면의 표 엑셀로(MCTE)
7.3. 캐드 테이블 표 엑셀로

CTAE

캐드 테이블 표 엑셀로

기능
 CAD 의 테이블 객체 표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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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엑셀 → 캐드 테이블 표 엑셀로
명령 : CTAE (Cad TAble entity to Exce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테이블 객체 표를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테이블 객체 표 서식(셀 테두리, 병합, 색상 등) 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표 내용이 많고 서식 적용 때문에 내보내는데 오래 걸린다면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설정을 사용해 빠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설정은 아래 '4. 빠르게 내보내기'를 참조해 주세요.
주의 사항
엑셀에 표가 작성되는 동안 엑셀 창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등 엑셀 작업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1. 설정

엑셀에 표 선 그리기
체크 해제하면 표 선을 그리지 않고 문자만 엑셀에 입력합니다.
문자 색상 엑셀에 적용
체크하면 도면의 문자 색상과 동일하게 엑셀 표 문자 색상에 적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의 문자 색상과 관계 없이 엑셀 표 문자 색상은 모두 기본값(검은색)입니다.
셀 배경 색상 엑셀에 적용
체크하면 테이블 객체 셀 색상을 엑셀 표 셀 색상에 적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 표 셀 색상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행 높이, 열 너비 자동 맞춤
체크하면 엑셀에 입력 후 문자 길이에 따라 엑셀의 행 높이,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춥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 셀 폭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도면 ↔ 엑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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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고 실행하면 나중에 엑셀과 도면의 값을 상호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프로그램 창의 아래 부분에서 실행합니다.

선택한 표만, 선택한 셀만 업데이트
체크하면 선택한 표 전체 또는 선택한 셀만 업데이트 합니다.
표 내용이 많을 때는 실행 속도가 늦기때문에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셀은 표의 선택한 셀만 업데이트하므로 속도가 더 빠릅니다.
셀을 선택할 때는 셀 내부 점을 지정해야합니다.
예) 잘된 셀 선택 (셀 내부 점 지정)

예) 잘못된 셀 선택 (셀 외부 점 지정)

1) 도면 수정 → 엑셀 내용 업데이트
도면에 테이블 내용을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엑셀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2) 엑셀 수정 → 도면 내용 업데이트
엑셀의 내용을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도면 문자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3) 기록된 확장 데이터 (XDATA) 삭제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위해 도면 테이블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를 넣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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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이 명령으로 기록된 확장 데이터만 삭제됩니다.
삭제되면 업데이트 기능을 쓸 수 없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어 업데이트 문제있거나
도면에 불필요한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주의사항
이 업데이트 기능은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할 때 도면의 문자에는 엑셀 파일과 셀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XData)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된 확장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도면 ↔ 엑셀 상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셀 삽입, 삭제 등 셀 위치가 바뀌거나 문서가 바뀌면 정보가 달라져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엑셀은 변경되었지만, 도면의 확장 데이터는 자동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때는 다시 표를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캐드의 객체에 기록된 확장 데이터 정보는 도면 내에서 객체를 복사할때도 따라갑니다.
따라서 엑셀로 내보낸 테이블을 다른 곳에 복사해놓으면 나중에 엑셀에서 값을 가져올 때
원래 테이블과 복사된 테이블 둘 다 값이 바뀝니다.

3. 빠르게 내보내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병합, 문자 정렬, 표시 형식, 테두리 등 서식을 적용해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셀마다 접근하기 때문에 캐드와 다른 프로그램 처리할 때 사용하는 윈도우 COM
방식에서 늦게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병합, 서식 등을 무시하므로 표 내용이 많아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 설정은 병합 셀이 없고 테두리 선 등 서식이 필요 없는 표 처리에 유용합니다.
서식이 무시되므로 숫자도 값으로 입력되고 병합 처리가 없어 엑셀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실행 절차
① 엑셀로 내보낼 테이블 객체 선택
엑셀로 내보낼 테이블 객체를 선택합니다.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DreamPlus

Page632

② 엑셀이 활성화되면 그림처럼 표의 좌측 상단이 될 셀을 선택합니다.

관련 명령
엑셀 표 캐드로(ETC)
여러 도면의 표 엑셀로(MCTE)
7.4. 여러 도면의 표 엑셀로

MCTE

여러 도면의 표 엑셀로

기능
 여러 도면의 선, 문자 표와 테이블 객체 표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엑셀 → 여러 도면의 표 엑셀로
명령 : MCTE (Multiple Cad table To Exce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의 선, 문자 표와 테이블 객체 표를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선, 문자 표는 아래 사항을 지원합니다.
- 표의 선이 블록이나 외부참조에 있어도 인식합니다.
- 한 칸에 문자가 여러 줄 또는 여러 개 있어도 인식합니다.
- 수평, 수직 문자대로 엑셀에 셀 서식을 적용합니다.
- 행 높이,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 CAD 표 선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조각 조각 끊겨 있어도 인식합니다.
- 중복 선, 중복 문자가 있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 UCS 도면, DVIEW 적용된 도면도 지원합니다.
- 표 안에 사선으로 기울어진 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표 내용이 많고 서식 적용 때문에 내보내는데 오래 걸린다면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설정을 사용해 빠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설정은 아래 '8. 빠르게 내보내기'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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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엑셀에 표가 작성되는 동안 엑셀 창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등 엑셀 작업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표 가져올 기준(도곽 특정 블록, 모두 같은 위치, 직접 위치 지정, 특정 문자) 등록
② 표 내보낼 도면 목록에 추가
③ 표 내보낼 설정 옵션 확인

1. 표 가져올 기준
도면에서 표를 가져올 기준은 네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1-1) 도곽, 특정 블록
도곽이 블록일 때는 도곽을 등록해 각 도곽 기준으로 표를 내보냅니다.
한 도면에 축척 다른 도곽이 여러 개라도 각 도곽 안에 표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곽이 블록이 아닐 때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있는 특정 블록(회사 CI 등)을 등록해 표를
내보냅니다.

도곽은 블록, 외부참조(XREF) 도곽만 지원합니다.
특정 블록은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존재해야 합니다.
도곽 또는 특정 블록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 해야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방법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도면에 이름이 다른 도곽(블록)이 여러 개면 이름 다른 것마다 한 번씩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려면 등록할 도곽(블록)이 있는 도면이 하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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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도곽, 특정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 도곽(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표 영역 모서리 점 지정에서 명령창에 따라 표 영역의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표의 일부만 가져오려면 표 내부 일부분만 지정해도 됩니다.

③ 점 지정이 완료되면 도곽(블록) 이름이 등록되면서 아래같은 창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표와 함께 내보낼 문자 등록'을 체크하면 각 도곽에서 문자, 속성 등을 가져와 표와 함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표와 함께 내보낼 문자 등록'을 체크 해제하면 표만 엑셀로 내보냅니다.
[설정 취소] 버튼을 누르면 도곽만 등록되고 표와 함께 내보낼 문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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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함께 내보낼 문자 아이템은 원하는 만큼 등록할 수 있고 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1) 특정 위치 문자 : 등록한 도곽 내에 특정 부분 문자를 가져옵니다.
2) 도곽 속성 값 :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 도곽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3) 속성 블록 값 :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위치 속성 블록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아이템을 등록 후 [문자 목록 테스트] 버튼으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도면 내에 특정 위치를 지정해 그 위치의 문자 내용을 엑셀로 내보냅니다.
지정하는 영역 안에 문자 객체가 있어야합니다.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그림처럼 도면에 문자 내용을 가져올 위치의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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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반복해 도면 여러 군데 위치에서 원하는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정렬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합쳐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좌 → 우 순서로 가져올지 위 → 아래 순서로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정렬 삽입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어 합쳐 가져올 때 문자와 문자 사이에 넣을 값입니다.
예를 들어 AAA, BBB 문자가 지정 영역 내 위, 아래 써 있고
문자 정렬은 위 → 아래, 정렬 삽입은 -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서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AA-BBB 가 됩니다.
공백 제거
가져올 문자 내용에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을 제거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A B C' 라는 문자가 써 있을 때 공백 제거해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BC'가
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가져온 문자 내용의 앞, 뒤에 추가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아이템과 다음 아이템을 이어주는 역할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ABC'이고 다음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가나다'라면
ABC 를 가져온 아이템의 꼬리말에 - 를 입력했을 때 최종 문자는 'ABC-가나다'가 됩니다.

1-1-2) 도곽 속성 값 추가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속성 블록 도곽의 속성 값 중 특정 속성 값을 가져와 엑셀로 내보냅니다.
[도곽 속성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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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가져올 값이 있는 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가져올 태그가 여러 개면 [태그 추가] 버튼을 눌러 다른 태그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태그 사이 값은 여러 개 태그를 가져올 때 각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입니다.
태그 값을 제대로 가져왔는지는 맨 아래 '선택 값'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속성 값은 '문자 정렬'과 '정렬 삽입' 설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공백제거, 머리말, 꼬리말은 위 1-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1-1-3) 속성 블록 값 추가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영역에 있는 속성 블록에서 특정 속성 값을 가져와 엑셀로 내보냅니다.
[속성 블록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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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곽 내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태그 선택은 위 1-1-2) 도곽 속성 값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1-2) 모두 같은 위치
도면마다 표의 위치가 같을 때 사용합니다.
최초 한번 위치 설정 후 모든 도면에서 같은 위치의 표를 찾아 내보냅니다.

위치 설정 방법
[위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① [표 위치 영역 지정] 버튼을 누릅니다.
② 명령창에 따라 표가 포함된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도면 LTSCALE 적용
각 도면을 LTSCALE 에 맞춰 작성했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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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재 도면의 LTSCALE 이 1 이고 다음 도면의 LTSCALE 이 2 라면
표의 위치와 크기도 현재 도면보다 다음 도면이 2 배 큰 경우입니다.
즉, 같은 위치에 같은 원점이고 도면의 표 크기가 LTSCALE 대비 비율만큼 축소, 확대된
경우입니다.

1-3) 도면마다 직접 위치 지정
목록의 도면이 열리면 사용자가 직접 표 위치를 지정합니다.
여러 도면의 표 위치가 모두 다를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위치 지정시 ESC 로 취소하면 목록의 이후 도면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AutoCAD 2015 이상은 도면이 닫혀 있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1-4) 특정 문자 기준
도곽 블록이나 특정 블록은 없고 각 도곽마다 공통된 문자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즉, 같은 내용의 특정 문자가 도곽마다 하나씩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 특정 문자를 등록해 이 문자를 기준삼아 표를 내보냅니다.
(예 : 프로젝트명, 회사명 등)

특정 문자 등록 방법
각 도곽마다 있는 공통된 내용의 특정 문자를 하나 등록합니다.
[특정 문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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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특정 문자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다음 과정은 '1-1) 도곽, 특정 블록'에서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② 표를 가져 올 모서리 점 선택에서 명령창에 따라 표가 포함된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표의 일부만 가져오려면 일부분만 지정해도 됩니다.

③ 점 지정이 완료되면 문자 내용이 등록되면서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표와 함께 내보낼 문자 등록'을 체크하면 각 도곽에서 문자, 속성 등을 가져와 표와 함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1-1) 도곽, 특정 블록'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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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범위 내 특정 레이어 선만 선택
지정한 범위 내 특정 레이어의 선만 표로 가져옵니다.
선, 문자 표만 적용되고 테이블 객체 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선의 레이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표 선의 레이어가 다른 것과 다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도곽 내 여러 표가 있을 때
엑셀로 내보낼 표가 파란색은 제외하고 빨간 부분만이면
각 표의 크기가 모두 달라 내보낼 영역 지정이 애매합니다.

이 때 표를 가져 올 영역 지정은 아래 같이 넓게 지정하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선의 특정 레이어를 아래 같이 입력하면
가져 올 영역에서 빨간색 부분 선, 문자 표만 가져와서 엑셀로 내보냅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2. 표 내보낼 도면 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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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내보낼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CAD 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3. 정렬 순서 및 정렬 기준
한 도면에 도곽이 여러 개일 때 표 내보내는 순서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표 가져올 기준이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일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은 도곽(블록), 특정 문자를 등록할 때 지정한 표 영역 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렬 순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DreamPlus

Page643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정렬 기준, 정렬 오차
한 도면에 여러 도곽 크기가 다를 때 정렬하는 기준입니다.
다중 플롯(MPL) 또는 도면 분할(DIVD) 도움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곽이 아닌 등록할 때 지정한 표 영역 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표 가져올 위치
표를 내보내려는 도면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 대상 공간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활성된 도면 (모형/배치)
현재 저장된 도면 공간의 표를 내보냅니다.
모형에 표를 그리고 저장했다면 모형의 표를 내보내고 배치에 그리고 저장했다면 배치의 표를
내보냅니다.
즉, 도면을 열었을때 보이는 도면의 표를 내보내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여러 배치에 도면이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Model (모형)
모형에 그려진 표만 내보냅니다.
모든 Layout (배치)
한 도면 안에 모든 배치에 그려진 표를 내보냅니다.
Model + 모든 Layout
모형과 모든 배치의 표를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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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Layout
특정한 배치 이름을 지정해 그 배치의 표만 내보냅니다.
내보내려는 모든 도면 안에 지정 이름의 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5. 표 가져올 종류
선과 문자로된 표를 가져올지 테이블 객체 표를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표 선이 외부참조 도곽에 있음
표 가져올 기준이 도곽이고 선과 문자로된 표를 가져올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 선이 외부참조 도곽에 있으면 체크해야합니다.
표 선이 외부참조 도곽에 있는데 체크 안하면 표가 내보내지지 않습니다.

6. 엑셀 문자 정렬 및 표 선 설정

가로정렬, 세로정렬
도면 문자를 엑셀에 입력 후 셀 내에서 정렬될 값을 지정합니다.
가로 정렬
아래 같이 5 가지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 셀 설정에 따름은 엑셀 셀 내에 지정된 정렬 설정에 따라 값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모두 가운데, 숫자 오른쪽은 숫자만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는
것입니다.

세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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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같이 4 가지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행 높이, 열 너비 자동 맞춤
체크하면 엑셀에 문자를 입력 후 문자의 길이에 따라 엑셀의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춥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 셀 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표 선 그리기
체크 해제하면 표를 그리지 않고 문자만 엑셀에 입력합니다.
항상 외곽선
체크 하면 캐드 표에 외곽선이 중간 중간 없어도 엑셀에 항상 외곽 테두리를 그려 표를
작성합니다.

7. 엑셀 시트 설정

도면명 시트 생성해 삽입
각 도면 파일 이름으로 시트를 생성하고 각 시트 하나씩마다 표를 내보냅니다.
도면 파일별로 시트를 나누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하나의 시트에 삽입
도면 파일과 관계 없이 하나의 시트에 모든 표를 내보냅니다.
도면명 쓰기
체크하면 표와 함께 도면명을 함께 내보냅니다.
배치를 내보낼 경우는 도면명 뒤에 배치 이름이 붙습니다.
도곽 설정의 내보낼 문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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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를 등록할 때 함께 설정한 여러 문자를 내보냅니다.
표가 여러 개일 때 사이 간격
지정한 값으로 각 표 사이 행을 띄워서 표를 내보냅니다.
즉, 첫번째 도면의 표와 다음 도면의 표 사이 행 칸 수입니다.

8. 빠르게 내보내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병합, 문자 정렬, 표시 형식, 테두리 등 서식을 적용해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셀마다 접근하기 때문에 캐드와 다른 프로그램 처리할 때 사용하는 윈도우 COM
방식에서 늦게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병합, 문자 서식 없이 빠르게 내보내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병합, 서식 등을 무시하므로 표 내용이 많아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 설정은 병합 셀이 없고 테두리 선 등 서식이 필요 없는 표 처리에 유용합니다.
서식이 무시되므로 숫자도 값으로 입력되고 병합 처리가 없어 엑셀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곽 오류 해결
도곽 선택 시 에러가 표시되면 [다중 플롯 - 도곽 오류 해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위 문서는 다중 플롯에 관련된 문서이지만 해결 방법은 같습니다.
관련 명령
엑셀 표 캐드로(ETC)
캐드 표 엑셀로(CTE)
캐드 테이블 표 엑셀로(CTAE)
7.5. 도곽 여러 부분 문자 엑셀로

MPTE

도곽 여러 부분 문자 엑셀로

기능
 도곽마다 공통적인 위치, 속성 블록 등의 문자 값을 추출해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엑셀 → 도곽 여러 부분 문자 엑셀로
명령 : MPTE (Multiple Partial Texts to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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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의 도곽마다 공통적인 위치, 속성 블록 등의 문자 값을 추출해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 특정 위치, 특정 속성 블록 값, 속성 도곽 값을 복합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순서를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 UCS 도면, DVIEW 적용된 도면도 지원합니다.
주의 사항
엑셀에 내보내는 동안 엑셀 창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등 엑셀 작업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문자 내보낼 기준(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 등록
② 문자 내보낼 도면 목록에 추가
③ 문자 내보낼 설정 옵션 확인

1. 문자 내보낼 기준
도면에서 문자를 내보낼 기준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1-1) 도곽, 특정 블록
도곽이 블록일 때는 도곽을 등록해 각 도곽 기준으로 문자를 내보냅니다.
한 도면에 축척 다른 도곽이 여러 개라도 각 도곽 안에 특정 위치 문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곽이 블록이 아닐 때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있는 특정 블록(회사 CI 등)을 등록해 문자를
내보냅니다.

도곽은 블록, 외부참조(XREF) 도곽만 지원합니다.
특정 블록은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존재해야 합니다.
도곽 또는 특정 블록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 해야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방법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도면에 이름이 다른 도곽(블록)이 여러 개면 이름 다른 것마다 한 번씩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려면 등록할 도곽(블록)이 있는 도면이 하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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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도곽, 특정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 도곽(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도곽 선택이 완료되면 도곽(블록) 이름이 등록되면서 아래같은 창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여기에 해당 도곽에서 내보낼 특정 위치 문자 속성 값 등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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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낼 문자 아이템은 원하는 만큼 등록할 수 있고 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1) 특정 위치 문자 : 등록한 도곽 내에 특정 부분 문자를 가져옵니다.
2) 도곽 속성 값 :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 도곽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3) 속성 블록 값 :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위치 속성 블록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아이템을 등록 후 [내보내기 테스트] 버튼으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도곽 내에 특정 위치를 지정해 그 위치의 문자 내용을 엑셀로 내보냅니다.
지정하는 영역 안에 문자 객체가 있어야합니다.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그림처럼 도면에 문자 내용을 가져올 위치의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 두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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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반복해 도면 여러 군데 위치에서 원하는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엑셀 제목
방금 지정한 문자를 엑셀로 내보낼 때 엑셀의 열 제목을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나 내보낼 문자 아이템이 여러 개면 구분이 쉽도록 제목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정렬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합쳐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좌 → 우 순서로 가져올지 위 → 아래 순서로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정렬 삽입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어 합쳐 가져올 때 문자와 문자 사이에 넣을 값입니다.
예를 들어 AAA, BBB 문자가 지정 영역 내 위, 아래 써 있고
문자 정렬은 위 → 아래, 정렬 삽입은 -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서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AA-BBB 가 됩니다.
공백 제거
가져올 문자 내용에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을 제거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A B C' 라는 문자가 써 있을 때 공백 제거해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BC'가
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가져온 문자 내용의 앞, 뒤에 추가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아이템과 다음 아이템을 이어주는 역할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ABC'이고 다음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가나다'라면
ABC 를 가져온 아이템의 꼬리말에 - 를 입력했을 때 최종 문자는 'ABC-가나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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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도곽 속성 값 추가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속성 블록 도곽의 속성 값 중 특정 속성 값을 가져와 엑셀로 내보냅니다.
[도곽 속성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속성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가져올 값이 있는 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가져올 태그가 여러 개면 [태그 추가] 버튼을 눌러 다른 태그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태그 사이 값은 여러 개 태그를 가져올 때 각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입니다.
태그 값을 제대로 가져왔는지는 맨 아래 '선택 값'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속성 값은 '문자 정렬'과 '정렬 삽입' 설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공백제거, 머리말, 꼬리말은 위 1-1-1) 특정 위치 문자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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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속성 블록 값 추가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영역에 있는 속성 블록에서 특정 속성 값을 가져와 엑셀로 내보냅니다.
[속성 블록 값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곽 내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태그 선택은 위 1-1-2) 도곽 속성 값 추가 내용과 동일합니다.

1-2) 특정 문자 기준
도곽 블록이나 특정 블록은 없고 각 도곽마다 공통된 문자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즉, 같은 내용의 특정 문자가 도곽마다 하나씩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 특정 문자를 등록해 이 문자를 기준삼아 문자를 내보냅니다.
(예 : 프로젝트명, 회사명 등)

특정 문자 등록 방법
각 도곽마다 있는 공통된 내용의 특정 문자를 하나 등록합니다.
[특정 문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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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모두 빈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등록 절차
① [특정 문자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후 과정은 위 '1-1) 도곽, 특정 블록'에서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2. 문자 내보낼 도면 목록에 추가
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내보낼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CAD 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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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3. 정렬 순서 및 정렬 기준
한 도면에 도곽이 여러 개일 때 내보내는 순서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문자 내보낼 기준이 도곽, 특정 블록일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렬 순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위쪽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좌, 우 순서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아래, 위 순서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위, 아래 순서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 우선, 다음 좌, 우 순서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정렬 기준, 정렬 오차
한 도면에 여러 도곽 크기가 다를 때 정렬하는 기준입니다.
다중 플롯(MPL) 또는 도면 분할(DIVD) 도움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 문자 내보낼 검색 대상
문자를 내보내려는 도면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 대상 공간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활성된 도면 (모형/배치)
현재 저장된 도면 공간의 문자를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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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열었을때 보이는 도면의 문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여러 배치에 도면이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Model (모형)
모형 도곽 내 문자만 내보냅니다.
모든 Layout (배치)
한 도면 안에 모든 배치의 도곽 내 문자를 내보냅니다.
Model + 모든 Layout
모형과 모든 배치의 도곽 내 문자를 내보냅니다.
특정 Layout
특정한 배치 이름을 지정해 그 배치의 도곽 내 문자만 내보냅니다.
내보내려는 모든 도면 안에 지정 이름의 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5. 엑셀 시트 설정

활성화된 시트, 사용자 셀 선택
현재 엑셀의 활성된 시트에 사용자가 셀 위치을 지정해 문자를 내보냅니다.
새 시트의 A1 셀
엑셀에 새 시트를 만들고 A1 셀부터 문자를 내보냅니다.
도면명 쓰기
체크하면 도면명을 함께 내보냅니다.
도면이 여러 개일 때 어떤 도면에서 추출했는지 판단이 됩니다.
배치를 내보낼 경우는 도면명 뒤에 배치 이름이 붙습니다.
경로 포함
도면명을 쓸 때 체크하면 해당 도면의 경로를 포함해 도면명을 작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명 자체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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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문자를 엑셀로 (TTE)
7.6. 문자를 엑셀로

TTE

문자를 엑셀로

기능
 선택한 문자의 내용을 위→아래, 좌→우 방향 등 순서대로 엑셀에 넣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엑셀 → 문자를 엑셀로
명령 : TTE (Text value To Exce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를 엑셀에 넣을 때 사용합니다.
문자의 내용을 위→아래, 좌→우 순서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정렬 순서대로 엑셀에 넣습니다.
치수 값, 속성 블록의 특정 속성 값도 엑셀에 넣을 수 있습니다.

1. 문자 정렬 방식
캐드에서 선택한 문자를 어떤 순서로 정렬 후 엑셀에 넣을지 지정합니다.
11 가지 정렬 방식 중 선택합니다.

: X 좌표 기준 좌 → 우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X 좌표 기준 우 → 좌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Y 좌표 기준 위 → 아래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Y 좌표 기준 아래 → 위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위 → 아래 우선, 좌 → 우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좌 → 우 우선, 아래 → 위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좌 → 우 우선, 위 → 아래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 아래 → 위 우선, 좌 → 우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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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오름차순 : 문자의 내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로 정렬합니다.
내용-내림차순 : 문자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나가 순서로 정렬합니다.
선택한 대로 : 정렬하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내보냅니다.

2. 엑셀 입력 방식
문자를 엑셀에 입력할 때 지정한 셀부터 어떻게 입력할지 선택합니다.

: 선택한 셀부터 좌 → 우 방향으로 입력합니다.
: 선택한 셀부터 위 → 아래 방향으로 입력합니다.
병합된 셀 유지
엑셀의 셀이 병합되어 있을 때
체크하면 엑셀의 병합된 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엑셀의 병합된 셀을 해제하고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엑셀의 셀이 일률적으로 병합되어 있지 않다면 체크 해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음 셀 지정 후 자동 연속 입력
이 프로그램은 문자를 내보낼 때 그룹별로 선택해 엑셀에 각 그룹별 문자 셀를 지정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개 문자 선택 후, D, E, F 세 개 문자 추가 선택하면 그룹이 2 개이고
엑셀에 그룹 1 입력 셀 지정, 그룹 2 입력 셀 지정해 엑셀의 원하는 곳에 입력합니다.
체크하면 그룹 1 입력 셀 지정 후 그룹 2 는 지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그룹 1 셀 지정, 그룹 2 셀 지정해 각각 원하는 셀에 입력합니다.

3. Excel 로 내보낸 문자 처리
Excel 로 문자를 내보낸 후 선택했던 문자를 추가로 처리할 옵션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문자 중 일부만 내보냈다면 내보낸 문자만 색상을 변경해 구분이 쉽도록할 때
사용합니다.

변경 없음 :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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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변경 : 내보낸 문자를 지정한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색상 변경 : 내보낸 문자의 색상을 지정한 색으로 변경합니다.
내보낸 후 삭제 : 내보낸 문자를 모두 삭제합니다. 이 경우 업데이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도면 ↔ 엑셀 업데이트
체크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나중에 엑셀과 도면의 값을 상호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할 경우는 프로그램 창의 아래 부분에서 실행합니다.

1) 도면 수정 → 엑셀 내용 업데이트
도면에 문자를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엑셀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에 체크하고 실행하면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 엑셀 수정 → 도면 내용 업데이트
엑셀의 내용을 수정 후 이 버튼을 눌러 도면 문자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3) 기록된 확장 데이터 (XDATA) 삭제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위해 도면 문자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를 넣게됩니다.
이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이 명령으로 기록된 확장 데이터만 삭제됩니다.
삭제되면 업데이트 기능을 쓸 수 없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어 업데이트 문제있거나
도면에 불필요한 확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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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데이트 기능은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할 때 도면의 문자에는 엑셀 파일과 셀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
데이터(XData)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된 확장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도면↔엑셀 상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셀 삽입, 삭제 등 값이 있는 셀 위치가 바뀌거나 문서가 바뀌면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엑셀은 변경되었지만, 도면의 확장 데이터는 자동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때는 다시 문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캐드의 객체에 기록된 확장 데이터 정보는 도면 내에서 객체를 복사할때도 따라갑니다.
따라서 엑셀로 내보낸 문자를 다른 곳에 복사해놓으면 나중에 엑셀에서 값을 가져올 때 원래
문자와 복사된 문자 둘 다 값이 바뀝니다.

5. 참고 사항 및 실행 절차
열이나 행 종류별로 선택한 문자의 처리
아래그림처럼 A 열 B 열 또는 A 행과 B 행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택한 그룹별로 엑셀에
각각 다른 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B 세로 표기된 그림을 예로 실행 과정을 설명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문자 정렬 방식을

(위→아래)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명령창에 아래

메시지가 나오고 객체 선택을 요구합니다.

빨간색 사각형이 있는 A 열을 지정하고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 메시지가 나옵니다.

B 열을 선택하고 엔터 입력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그룹 3, 그룹 4...를 요구합니다.
위 예제에서는 더 이상 선택할 문자열 그룹이 없으므로 엔터 입력해 선택 종료합니다.
선택이 종료되면 엑셀이 활성화 되고 아래같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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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선택한 A 열) 문자 내용을 입력할 셀을 하나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또 다시 그룹 2 문자를 입력할 셀을 선택하라는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그룹 2(선택한 B 열) 문자 내용을 삽입할 셀을 선택하면 내용 삽입 후 프로그램은 종료 됩니다.
이처럼 선택한 여러 개 그룹을 엑셀의 원하는 부분에 각각 개별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문자 선택 필터
도면에서 문자를 선택할 때 특정 특성을 가진 문자만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치수 값, 속성 블록의 특정 속성 값도 엑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를 가져옵니다.

필요한 특성만 체크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도면에서 체크된 특성의 문자만 선택됩니다.
특정 문자 포함만
체크하고 실행하면 입력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문자들만 내보냅니다.
특정 문자가 여러 개면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치수 문자 내보내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치수를 선택할 수 있고, 치수 값을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치수는 선택되지 않고 문자만 선택됩니다.
속성 블록 값 내보내기
체크하면 속성 블록의 특정 속성 값을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속성 블록을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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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블록 등록
① 속성 블록 값 내보내기를 체크하면 [속성 블록 등록] 버튼이 활성됩니다.

② [속성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속성 블록 등록 창이 활성됩니다.

③ [속성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의 속성 블록을 선택합니다.
④ 선택 후 속성 블록의 속성 목록이 보여집니다.

⑤ 엑셀로 내보낼 속성 태그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⑥ 아래 그림처럼 블록 이름과 속성이 등록되면 [완료] 버튼을 눌러 등록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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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도곽 여러 부분 문자 엑셀로 (MPTE)
7.7. 캐드 테이블 표 유틸

CTAU

캐드 테이블 표 유틸

기능
 CAD 테이블 객체와 관련된 몇 가지 유틸을 제공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엑셀 → 캐드 테이블 표 유틸
명령 : CTAU (Cad TAble Utilit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테이블 객체와 관련된 몇 가지 유틸을 제공합니다.

기능
보통 캐드 테이블 객체는 엑셀에서 표를 복사해 캐드에 붙여넣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엑셀 복사 → 편집 → 선택하여 붙여넣기(PASTESPEC 명령) → AutoCAD 도면요소)
엑셀에서 붙여넣은 테이블 객체는 표 안의 문자에 서식 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글꼴, 색상 서식이 강제 생성되므로 CAD 에서 글꼴, 색상 변경이 불편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표를 선택하면 강제 지정된 서식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선택한 테이블 객체의 모든 행 높이를 변경합니다.

선택한 테이블 객체의 모든 셀 문자 높이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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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테이블 객체의 모든 셀 문자 폭을 변경합니다.

폭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체크하면 폭 조절 후 셀 너비보다 문자가 길 때 셀 폭에 맞춰 문자 폭을 줄입니다.
모든 셀 문자를 줄넘김 없이 한 줄로 쓸 때 유용합니다.
8. 문자

문자
- 문자 사칙연산
- 행, 열별 사칙연산 (TCC)
- ㎡ → 평 변환 (MPY)
- 평 → ㎡ 변환 (PYM)
- 두 점 사이, 선 중간 문자 쓰기 (TMP)
- 곡선따라 문자 쓰기 (CTXT)
- 선 위 문자 넣기, 문자로 선 자르기 (ITL)
- 객체에 맞게 문자 회전 (TER)
- 문자 내용 복사 (TCO)
- 문자 내용 하나씩 연속 복사 (TCO2)
-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 (TCA)
- 문자 내용 클립보드에 복사 (TVC)
- 문자 대응 복사 (TEC)
-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EDB)
- 숫자 증감 (ADD)
- 숫자 반올림,올림,내림 (RTN)
- 다각형 문자 쓰기 (BC)
- 문자 박스 그리기 (TBOX)
- 연속 숫자 증가 (TEI)
- 임의 숫자 증가 (INN)
- 숫자 채우기 (FNU)
- 문자 정렬 (ART)
- 표 문자 정렬 (ATBL)
- 문자 정렬점 변경 (JU)
-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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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ATE)
- 문자 내용 오름/내림차순 정렬 (TRD)
- 문자 폭 맞춤 (TEF)
- 문자 머리말/꼬리말 (APT)
- 천단위 표기 (THP)
- 문자 외곽선 추출 (CTO)
- 문자 그림자 생성 (CTS)
8.1. 문자 사칙연산

+-*/

문자 사칙연산

기능
 선택한 문자 내용으로 +, -, *, / 사칙연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연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문자 연산
명령 : 다음 4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 +, -, *, /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 내용으로 +, -, *, / 사칙연산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 내용만 빠르게 사칙연산해 도면에 값을 쓰거나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 내용뿐만 아니라 면적, 치수, 거리 등을 사칙연산할 때는 캐드 계산기(CALC) 명령을
사용하면됩니다.
명령어
다음 4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문자 더하기 : +
문자 빼기 : 문자 곱하기 : *
문자 나누기 : /
문자 인식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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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문자의 앞, 뒤 몇 글자 또는 특정 문자 앞, 뒤 문자만 인식해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된 프로그램 설정에서 '문자 인식' 부분을 설정하면 됩니다.

1. 계산 방식
문자는 선택된 순서대로 사칙연산됩니다.
따라서 더하기 외 나머지 연산은 선택할 때 순서대로 선택해야 의도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설정
프로그램 실행 시 S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 높이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 문자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1) 선택 문자 높이와 동일
사칙 연산을 위해 선택한 문자 높이와 같은 높이로 결과 값 문자를 표기합니다.

DreamPlus

Page666

문자 높이들이 각각 다른 여러 개를 선택했다면 첫번째 선택한 문자 높이 값이 기준이 됩니다.
2) 지정
사용자가 입력한 지정 높이 값으로 결과 값 문자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 문자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1) 선택 문자 레이어와 동일
사칙 연산을 위해 선택한 문자와 같은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레이어가 각각 다른 여러 개를 선택했다면 첫번째 선택한 문자 레이어가 기준이 됩니다.
2) 현재 레이어
도면의 현재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3) 지정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삽입
체크하면 결과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단위 구분기호(,)를 삽입합니다.
산출 식 쓰기

체크하면 산출 식과 결과 값을 함께 도면에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결과 값만 도면에 표기합니다.
산출 식을 사용하면 머리말, 꼬리말 설정이 무시됩니다.
연산자 공백은 +, -, *, / 연산자 앞, 뒤로 넣을 공백 수입니다.
예를 들어 0 으로 설정하면 1.00+2.00+3.00 = 6.00
예를 들어 2 로 설정하면 1.00 + 2.00 + 3.0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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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인식
문자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숫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문자의 특정 부분만 인식해 계산할 때 설정하면 됩니다.
1) 문자 인식 없음
문자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앞, 뒤 일부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123-ABC-456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뒤에서' 3 문자만 인식 옵션을 선택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뒤의 456 만 계산할 숫자로 인식합니다.
3) 지정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AA03-BB1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지정 문자에 'BB'를 입력하고, 지정 문자 '뒤로만 인식' 옵션을 선택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뒤의 1 만 계산할 숫자로 인식합니다.

계산할 문자 선택할 때 치수 선택 허용
체크하면 계산할 대상 문자 선택할 때 치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치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치수 값으로도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치수는 선택되지 않고 문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과 표기 후 선택한 문자 삭제
체크하면 선택한 문자를 결과 표기 후 삭제합니다.

3. 실행 절차
예를 들어 더하기할 경우의 실행절차입니다.
① 더하기할 문자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더하기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결과 값 쓰기
결과 값은 도면에 문자로 표기하거나 기존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칙연산할 문자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와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Page667

DreamPlus

Page668

문자를 삽입할 점 지정 또는 [문자 선택(T)]
이 상태에서 점을 지정하면 결과 값을 도면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T 입력하면 아래같이 명령창에 표시되고 수정할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문자 선택 또는 [삽입점 지정(S)]
이와 같이 옵션을 변경해 문자를 새로 쓰거나 기존 문자를 수정할 수 있고 이 옵션은 다시
변경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관련 명령
캐드 계산기(CALC)
8.2. 행, 열별 사칙연산

TCC

행, 열별 사칙연산

기능
 행, 열별로 문자를 선택해 사칙연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연산 → 행, 열별 사칙연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행, 열별 사칙연산
명령 : TCC (Text Calculate by row, Colum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열별로 문자를 선택해 사칙연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같은 표에서 길이, 너비, 개소 행, 열 각각 전체 선택해 계를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선 없이 문자만 있어도 되고 행, 열 중간 값이 비어 있어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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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 대상
열별로 계산할 것인지 행별로 계산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2. 결과 값 설정
소수 자리와 자릿값은 결과 값을 소수 몇 째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할지 지정합니다.
값 표기
기존 문자 수정 : 위 예제 그림처럼 계에 이미 문자가 있는 경우 이 문자에 결과 값을 넣습니다.
문자 새로 작성 : 결과 값 문자를 새로 작성합니다. 정렬과 삽입점에서 얼마나 띄울지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값 증감
체크하면 결과 값에 특정 값을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단위중량을 결과에 곱할 때 사용합니다.

3. 연산자
열 선택할 때마다 연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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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 선택하고 연산자(+ - * / ) 입력하고 또 한 열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열마다 연산자가 다를 때 사용합니다.
기본 연산자 사용
선택한 각 열 사이에 지정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실행 중 연산자 입력 없이 각 계산될 열만 선택하면 됩니다.

4. 실행 절차
여기서는 열을 선택해 계산하는 예입니다.
① 계산 열 1 선택
아래 그림처럼 계산할 열 문자를 선택합니다.

② 연산자 입력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완료(=)]
'열 선택할 때마다 연산자 입력' 옵션을 사용할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앞서 선택한 열과 다음에 선택할 열 사이 연산자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열 선택이 끝나면 이 명령에서 완료 옵션인 =를 입력해야합니다.
① ~ ② 과정은 스페이스바, ESC 등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기본 연산자 사용' 옵션을 선택한 경우는 열 선택인 ① 과정만 반복됩니다.
즉 더 이상 선택할 열이 없을 때까지 열을 선택합니다.
③ 결과를 표기할 문자 선택
값 표기 설정에서 '기존 문자 수정'을 사용할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결과를 표기할 도면의 기존 문자를 선택합니다.
최종 아래 그림처럼 열별 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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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 평 변환

MPY

㎡ → 평 변환

기능
 ㎡ 면적을 평 면적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연산 - ㎡ → 평 변환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 → 평 변환
명령 : M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 면적을 평 면적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A=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숫자+문자, 문자+숫자, 문자+숫자+문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됩니다

실행 절차
① ㎡ → 평 변경할 문자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평 단위로 변경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소수 자리와 천단위 콤마를 넣을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평 → ㎡ 변환 (PYM)
8.4. 평 → ㎡ 변환

PYM

평 → ㎡ 변환

기능
 평 면적을 ㎡ 면적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연산 - 평 → ㎡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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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평 → ㎡ 변환
명령 : PYM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 면적을 ㎡ 면적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A=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숫자+문자, 문자+숫자, 문자+숫자+문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됩니다

실행 절차
① 평 → ㎡ 변경할 문자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 단위로 변경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소수 자리와 천단위 콤마를 넣을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평 → ㎡ 변환 (PYM)
8.5. 두 점 사이, 선 중간 문자 쓰기

TMP

두 점 사이, 선 중간 문자 쓰기

기능
 선의 지정 두 점 중간 또는 선 중간점에 문자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두 점 사이, 선 중간 문자 쓰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두 점 사이, 선 중간 문자 쓰기
명령 : TMP (Text at Middle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의 지정 두 점 중간 또는 선 중간점에 문자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선 방향과 같게 문자가 표기됩니다.

1.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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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위 문자, 선 아래 문자
선 위와 아래에 표기할 문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입력해야 하며 입력하지 않은 것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입력했던 문자는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다음에 다시 실행했을 때 목록에서 입력했던 문자를 골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목록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초기화합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도면에 표기될 문자의 글꼴, 높이, 폭, 레이어 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과 간격
그림처럼 문자 아래와 선 사이의 떨어진 간격을 입력합니다.

실행 방식
1) 두 점 지정, 점 사이 중간에 쓰기

선 선택하고 선 상에 지정한 두 점 사이 중간에 문자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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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에서는 그림처럼 평면의 폴대선에 선 하나 선택 후 측점 중간마다 어떤 문자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점 지정 스냅
현재 객체 스냅 설정을 무시하고 프로그램 실행 중 설정할 객체 스냅을 설정합니다.
모두 해제하면 현재 설정된 객체 스냅이 적용됩니다.
2) 점 지정 없이 선 중간에 쓰기
선 선택해 선의 중간점에 문자를 표기합니다.

선택한 여러 선들 중간점마다 특정 문자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은 정점 사이 중간마다 쓰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폴리선 중간에 하나만 표기합니다.

2. 실행 절차 - 두 점 지정, 점 사이 중간에 쓰기
① 문자 표기할 객체 선택
문자 표기할 선을 선택합니다.
② 선 상의 첫번째 점 지정 또는 [새 객체 선택(N)]
중간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을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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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에 문자를 표기할 첫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N 입력하면 문자를 표기할 다른 객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선 상의 두번째 점 지정
두번째 점을 지정하면 선 상의 첫번째 ~ 두번째 점 중간에 문자가 표기됩니다.
ESC 키나 엔터 등으로 종료하기 전까지 ② ~ ③ 과정은 반복됩니다.
그림처럼 빨간색 선을 선택하고 P1, P2 두 점을 지정하면 두 점의 중간에 선의 방향에 맞게
입력 문자가 표기됩니다.
만약 표기된 문자가 뒤집혀 표기되면 '문자 방향 회전 (RTE)' 명령을 이용해 180 도 회전합니다.
선에 따라 위, 아래 반대로 표기되면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명령을 이용해 서로 내용을
바꿉니다.

3. 실행 절차 - 점 지정 없이 선 중간에 쓰기
① 선 중간에 문자 표기할 객체 선택
문자 표기할 선들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8.6. 곡선따라 문자 쓰기

CTXT

곡선따라 문자 쓰기

기능
 곡선 객체를 따라 문자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곡선따라 문자 쓰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곡선따라 문자 쓰기
명령 : CTXT (Curve TeXT)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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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등 곡선 객체의 모양을 따라 문자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의 높이, 기울기, 간격, 폭 등 특성을 바꿔가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기본적인 실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자 내용 입력 및 특성 지정 → [선 선택] 버튼으로 실행
도면에서 곡선 객체를 선택하면 지정한 문자가 표기됩니다.
표기된 문자의 높이, 간격 등 특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은채 특성 변경
후 [변경 적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선 선택] 버튼으로 새로운 곡선을 지정하기 전까지 계속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문자 설정
내용
곡선 모양을 따라 표기할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글꼴, 레이어, 높이, 기울기, 폭
표기할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실행 후 문자의 특성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값을 변경 후 [변경 적용]버튼을 누르면 도면에
표기된 문자가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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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문자 내용이 한 글자씩 분리되어 곡선 모양을 따라 배치됩니다.
간격 값을 지정하면 문자 사이의 간격이 지정한 값 만큼 떨어져서 곡선에 배치됩니다.
Offset
선과 문자의 떨어진 간격을 입력합니다.
문자 삽입 위치
지정한 문자가 곡선 객체의 어디에 위치할지 문자 삽입 위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곡선의 중간 점
선택한 곡선 객체의 중간점에 문자가 표기됩니다.
사용자 선택
문자가 표기될 곡선 객체 상에 위치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합니다.

2. 표기된 문자의 조정
이 프로그램은 문자를 표기 후 아래 네가지 버튼을 통해 표기된 문자의 특성, 모양, 위치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문자의 특성, 모양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첫번째 그림처럼 도면에 문자를 표기 후 표기된 문자의 특성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은 채 특성 옵션 등을 바꾸고 [변경 적용] 버튼을 누르면 아래 두번째
그림처럼 됩니다.
[선 선택] 버튼으로 새로운 곡선을 지정하기 전까지 계속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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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튼은 문자의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표기된 문자의 방향이나 표기 위치는 이 세가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첫번째 그림처럼 문자 표기 후 위 세가지 버튼을 모두 누르면 아래 두번째
그림처럼 됩니다.

8.7. 선에 문자 쓰기, 문자로 선 자르기

ITL

선에 문자 쓰기, 문자로 선 자르기

기능
 선택한 선에 지정 문자를 표기 후 선을 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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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문자에 걸리는 선을 자릅니다.
 선택한 선 위, 아래에 지정 문자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선에 문자 쓰기, 문자로 선 자르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선에 문자 쓰기, 문자로 선 자르기
명령 : ITL (Insert Text on Lin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지정 문자를 표기 후 선을 자르거나 선에 문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지원하는 선 객체는 선, 폴리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방식
세 가지 실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선에 문자 쓰고 선 자르기
선택한 선에 지정 내용 문자를 쓰고 문자 주변으로 선을 자릅니다.
실행할 때 선을 선택합니다.

2) 선택 문자에 걸리는 선 자르기
선택한 문자에 걸리는 선들만 문자 주변으로 선을 자릅니다.
실행할 때 문자를 선택합니다.

3) 선 위, 아래 문자 쓰기
선택한 선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지정 내용 문자를 표기합니다.
실행할 때 선을 선택합니다.

1. 선에 문자 쓰고 선 자르기
선을 선택해 선에 지정 문자를 표기 후 문자 주변으로 선을 자릅니다.
1-1) 문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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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표기할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표기 후 주변을 자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글꼴, 높이, 폭
선 위에 표기할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방향 선에 맞춰 회전
체크하면 표기하는 문자의 방향을 선과 동일하게 맞춰 회전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표기하는 문자 방향을 회전하지 않습니다.

레이어 및 색상
표기할 문자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선택 객체와 동일에 체크하면 문자 레이어는 선 레이어와 동일하게 됩니다.
지정에 체크하면 문자 레이어는 지정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레이어만 동일하게 설정되고 색상은 지정 색상으로 설정됩니다.
1-2) 문자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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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중간에 문자 하나 쓰기
선택한 선들의 중간 위치에 지정 문자를 하나만 표기합니다.
아래 그림은 '폴리선은 정점 사이 중간마다 삽입' 체크 여부 차이입니다.

지정 간격 쓰기
선 시작부터 지정한 간격대로 문자를 여러 개 표기합니다.
지정 간격이므로 선의 길이에 따라 문자의 개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 개수 쓰기
선의 길이와 상관 없이 지정한 개수 만큼 문자를 표기합니다.

1-3) 선 자르기

문자 주위로 선 자르기
문자 표기 후 문자를 중심으로 선을 트림(Trim)합니다.
자르는 여유는 문자 설정에 지정한 문자 높이 × 여유 값만큼 자릅니다.
여유 값이 0 이면 문자 폭만큼만 자릅니다.
사용 폰트에 따라 문자 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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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삽입 수에 따라 선이 여러 개로 조각나는 불편이 있습니다.
선 자르지 않고 문자 마스크 사용
문자를 MTEXT 로 작성하고 MTEXT 특성 중 하나인 배경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선이 트림(Trim)되지 않고 잘라져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가 MTEXT 로 작성되므로 문자 편집 중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색상은 현재 도면의 배경색과 동일하게됩니다.
즉, 도면 배경색이 검은색이면 마스크 색은 검은색이 됩니다.
마스크를 없애거나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MTEXT 를 선택 후 CTRL+1 을 눌러 특성에서 문자 항목의 아래 그림 부분 사각형을 눌러
설정합니다.

1-4) 실행 절차
① 문자를 표기할 선 객체 선택
문자를 표기할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선 선택 완료되면 설정에 따라 문자가 표기됩니다.

2. 선택 문자에 걸리는 선 자르기
문자를 선택해 문자에 걸리는 선들만 문자 주변으로 선을 자릅니다.
2-1) 문자 선택 필터
도면에서 문자를 선택할 때 특정 문자만 선택하도록 필터 설정합니다.

지정 문자 내용만 선택
체크하면 지정한 내용의 문자만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범위를 넓게 선택해도 A 내용의 문자만 선택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문자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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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레이어만 선택
체크하면 지정한 레이어의 문자만 선택됩니다.
위 문자 내용과 조합해 필요한 문자만 한번에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2) 선 처리 필터

선을 자를 때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문자에 걸리는 선 중 지정 레이어 선만 처리합니다.
선을 자르는 것은 문자를 지나는 모든 선이 처리되므로 원하지 않는 선이 잘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3) 선 자르기

문자 주위로 선 자르기
문자 표기 후 문자를 중심으로 선을 트림(Trim)합니다.
자르는 여유는 문자 설정에 지정한 문자 높이 × 여유 값만큼 자릅니다.
여유 값이 0 이면 문자 폭만큼만 자릅니다.
사용 폰트에 따라 문자 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 삽입 수에 따라 선이 여러 개로 조각나는 불편이 있습니다.
선 자르지 않고 문자 마스크 사용
문자를 MTEXT 로 작성하고 MTEXT 특성 중 하나인 배경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선이 트림(Trim)되지 않고 잘라져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가 MTEXT 로 작성되므로 문자 편집 중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색상은 현재 도면의 배경색과 동일하게됩니다.
즉, 도면 배경색이 검은색이면 마스크 색은 검은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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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없애거나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MTEXT 를 선택 후 CTRL+1 을 눌러 특성에서 문자 항목의 아래 그림 부분 사각형을 눌러
설정합니다.

2-4) 실행 절차
① 선을 자를 문자 선택
선을 자를 문자를 선택 완료하면 이후 다른 절차 없이 문자 주변의 선이 잘립니다.

3. 선 위, 아래 문자 쓰기
선택한 선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지정 내용 문자를 표기합니다.
3-1) 문자 설정

내용
선에 표기할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글꼴, 높이, 폭
선 위에 표기할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방향 선에 맞춰 회전
체크하면 표기하는 문자의 방향을 선과 동일하게 맞춰 회전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표기하는 문자 방향을 회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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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및 색상
표기할 문자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선택 객체와 동일에 체크하면 문자 레이어는 선 레이어와 동일하게 됩니다.
지정에 체크하면 문자 레이어는 지정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레이어만 동일하게 설정되고 색상은 지정 색상으로 설정됩니다.
3-2) 문자 개수

객체 중간에 문자 하나 쓰기
선택한 선들의 중간 위치에 지정 문자를 하나만 표기합니다.
아래 그림은 '폴리선은 정점 사이 중간마다 삽입' 체크 여부 차이입니다.

지정 간격 쓰기
선 시작부터 지정한 간격대로 문자를 여러 개 표기합니다.
지정 간격이므로 선의 길이에 따라 문자의 개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 개수 쓰기
선의 길이와 상관 없이 지정한 개수 만큼 문자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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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자 표기

표기 위치
선의 위쪽 방향에 표기할지 아래쪽 방향에 표기할지 선택합니다.
중심은 문자 중간이 선에 걸리도록 표기합니다.
선과 간격
선과 문자 사이 간격입니다.

3-4) 실행 절차
① 문자를 표기할 선 객체 선택
문자를 표기할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선 선택 완료되면 설정에 따라 문자가 표기됩니다.
8.8. 객체에 맞게 문자 회전

TER

객체에 맞게 문자 회전

기능
 문자를 지정한 두 점에 맞게 회전 시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객체에 맞게 문자 회전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객체에 맞게 문자 회전
명령 : TER (TExt Rotat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를 다른 객체에 맞게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 회전은 참조 객체의 두 점을 지정 또는 객체를 선택해 회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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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① 회전할 문자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회전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설정을 변경하려면 S 입력합니다.
② 회전할 첫번째 기준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E)]
회전할 기준이 되는 객체의 점 또는 임의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E 입력하면 객체 선택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객체 선택으로 실행됩니다.
객체 선택 상태에서 두 점 지정 상태로 실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록 내부 객체도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 번 꺾인 폴리선이면 선택한 부분의 선 방향대로 회전됩니다.
③ 두번째 점 지정
객체의 두번째 점 또는 임의 점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두 점의 각도대로 문자가 회전됩니다.
회전 후 이동 설정된 경우
회전 후 이동이 '예'로 설정되면 문자 회전 후 아래 과정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① 이동 기준점 지정: 이동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② 다음점 지정: 다음 점을 지정하면 이동 완료됩니다.

2. 설정

1) 문자 회전 기준
삽입점을 기준으로 회전할지 정렬점을 기준으로 회전할지 선택합니다.
단일행 문자(DTEXT) 삽입점은 항상 왼쪽 아래입니다.
다중행 문자(MTEXT)는 삽입점과 정렬점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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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맨 아래 중심'으로 정렬된 문자의 삽입점과 정렬점 구분 그림입니다.

2) 회전 후 이동
체크하면 문자 회전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
8.9. 문자 내용 복사

TCO

문자 내용 복사

기능
 선택한 문자 내용을 다른 여러 문자에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내용 복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문자 내용 복사
명령 : TCO (Text value CO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 내용을 다른 여러 문자에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중 설정을 변경하면 문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원본 문자의 특성도 대상 문자에
복사합니다.
TCO2 명령과 차이점
① TCO 명령
원본 문자 하나를 선택해 이 내용을 여러 대상 문자들에 내용 복사합니다.
② TCO2 명령
원본 문자 하나, 대상 문자 하나씩 선택해 문자 내용 복사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실행 절차
① 원본 문자 선택[특성 복사 설정(S)]
내용을 가져올 원본 문자를 선택합니다.
외부참조, 블록 내부 문자 객체도 선택 가능합니다.
문자 선택 완료되면 선택한 문자의 내용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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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특성 복사 적용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특성도 복사해 적용
체크하면 문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원본 문자의 특성도 대상 문자에 복사합니다.
적용할 특성에 체크 후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 창을 닫습니다.
② 문자 내용을 복사할 대상 객체 선택
앞서 얻은 문자 내용으로 바꿀 대상 문자들을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 후 원본 문자 내용이 대상 문자에 복사됩니다.
특성 복사 설정에 따라 특성도 복사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내용 하나씩 연속 복사 (TCO2)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 (TCA)
문자 대응 복사 (TEC)
속성 복사 (ATC)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EDB)
8.10.

문자 내용 하나씩 연속 복사

TCO2

문자 내용 하나씩 연속 복사

기능
 선택한 문자 내용을 다른 한 문자에 복사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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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내용 하나씩 연속 복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문자 내용 하나씩 연속 복사
명령 : TCO2 (Text value CO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 내용을 다른 한 문자에 복사하는 것을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중 설정을 변경하면 문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원본 문자의 특성도 대상 문자에
복사합니다.
TCO 명령과 차이점
① TCO 명령
원본 문자 하나를 선택해 이 내용을 여러 대상 문자들에 내용 복사합니다.
② TCO2 명령
원본 문자 하나, 대상 문자 하나씩 선택해 문자 내용 복사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실행 절차
① 원본 문자 선택[특성 복사 설정(S)]
내용을 가져올 원본 문자를 선택합니다.
외부참조, 블록 내부 문자 객체도 선택 가능합니다.
문자 선택 완료되면 선택한 문자의 내용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특성 복사 적용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특성도 복사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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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문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원본 문자의 특성도 대상 문자에 복사합니다.
적용할 특성에 체크 후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 창을 닫습니다.
② 문자 내용을 복사할 대상 객체 선택
앞서 얻은 문자 내용으로 바꿀 대상 문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 후 원본 문자 내용이 대상 문자에 복사됩니다.
특성 복사 설정에 따라 특성도 복사됩니다.
① ~ ②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내용 복사 (TCO)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 (TCA)
문자 대응 복사 (TEC)
속성 복사 (ATC)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EDB)
8.11.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

TCA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

기능
 선택한 문자의 내용을 속성 블록의 속성 값에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
명령 : TCA (Text value Copy to Attribut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의 내용을 속성 블록의 속성 값에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TCO 명령과 달리 블록 내 속성 문자, 일반 문자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원본 문자 선택
내용을 가져올 원본 문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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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참조, 블록 내부의 문자 객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자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한 문자의 내용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② 문자 내용을 복사할 속성 문자 선택
문자 내용이 복사될 대상이 되는 블록 안의 속성 문자를 선택합니다.
블록 안의 문자를 선택해야 하므로 특성 상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속성 문자가 아닌 일반 문자를 선택해도 내용이 수정됩니다.
일반 문자는 블록이 업데이트 되어야하므로 프로그램 완료 후 반영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내용 복사(TCO)
문자 대응 복사(TEC)
속성 복사(ATC)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TSW)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EDB)
8.12.

문자 내용 클립보드에 복사

TVC

문자 내용 클립보드에 복사

기능
 선택한 문자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내용 클립보드에 복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문자 내용 클립보드에 복사
명령 : TVC (Text Value to Clipboar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된 내용은 다른 프로그램 등에 CTRL+V 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블록 안의 문자도 선택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클립보드로 내용 복사할 문자 선택
내용을 복사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외부참조, 블록 내부의 문자 객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자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한 문자의 내용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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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른 프로그램 등에 CTRL+V 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8.13.

문자 대응 복사

TEC

문자 대응 복사

기능
 선택한 문자 내용을 다른 문자에 대응이 되도록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대응 복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문자 대응 복사
명령 : TEC (multiple TExt value Co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문자 내용을 다른 여러개의 문자에 복사하고 싶을 때 정렬 방식대로
대응 복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A, B, C] 내용을 한번에 [가, 나, 다]에 내용 복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한번에 내용을 복사해야할 문자 개수가 많을 때 편리합니다.

1. 옵션 설정
원본 문자 정렬
문자 내용을 복사할 원본 문자의 정렬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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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그림을 예로 들어
좌 → 우 정렬 옵션을 사용하면 문자 내용을 A, B, C 로 가져옵니다.
우 → 좌 정렬 옵션을 사용하면 문자 내용을 C, B, A 로 가져옵니다.
대상 문자 정렬
대상 문자의 정렬 방식을 선택합니다.
맨 위의 그림을 예로 들어 A, B, C 원본 문자 내용을
위 → 아래 정렬 옵션을 사용하면 가, 나, 다 순서이므로
가 => A, 나 => B, 다 => C 로 내용이 바뀝니다.
아래 → 위 정렬 옵션을 사용하면 다, 나, 가 순서이므로
다 => A, 나 => B, 가 => C 로 내용이 바뀝니다.
원본 문자 개수와 대상 문자 개수가 같지 않으면 원본 문자 개수 만큼만 내용을 변경합니다.
대상 문자 여러 행(열)에 일괄 적용
체크하고 실행하면 한번에 대상 문자 여러 행(열)에 일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이 A, B, C 내용을 대상 문자 가, 나, 다에 모두 복사하고 싶을 때

아래 같이 정렬 순서 지정 후 이 옵션에 체크합니다.

실행할 때 대상 문자를 모두 선택하면 아래 그림처럼 여러 줄이 모두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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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절차
① 원본 문자 선택
내용을 가져올 원본 문자들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② 대상 문자 선택
문자 내용이 복사될 대상 문자들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① ~ ② 과정은 ESC 를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연속해서 여러 번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문자 내용 복사 (TCO)
속성 복사 (ATC)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EDB)
8.14.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TSW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기능
 선택한 두 문자의 내용을 서로 바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문자 →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
명령 : TSW (Text SWa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두 문자의 내용을 서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실행 중 설정을 변경하면 문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특성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블록 안의 일반 문자, 속성 문자 내용을 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블록 안의 속성 문자는 선택 하면 바로 값이 변경되지만 블록 안의 일반 문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반영됩니다.

DreamPlus

실행 절차
① 내용을 바꿀 첫번째 문자 선택 또는 [특성 적용 설정(S)]
첫 번째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문자 선택 없이 S 입력하면 특성을 서로 바꾸는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특성 적용 설정이 필요 없으면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 특성도 서로 바꿔 적용
체크하면 문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특성도 서로 바꿉니다.
서로 바꿔 적용할 특성에 체크 후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 창을 닫습니다.
② 내용을 바꿀 두번째 문자 선택
두 번째 문자를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두 문자의 내용이 서로 바뀝니다.
특성 적용 설정에 따라 특성도 서로 바뀝니다.
관련 명령
문자 내용 복사(TCO)
문자 대응 복사(TEC)
속성 복사(ATC)
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TCA)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EDB)
8.15.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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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기능
 선택한 블록 안의 문자 특성을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
명령 : EDB (EDit text in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 편집기를 열지 않고 선택한 블록 안의 문자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편집기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간단히 문자 내용 및 특성 변경할 때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① 수정할 블록 내부 문자 선택
블록 안의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 선택 완료되면 그림같은 편집 창이 실행됩니다.

변경 내용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 입력하면 수정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내용 복사(TCO)
문자 대응 복사(TEC)
속성 복사(ATC)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TSW)
8.16.

숫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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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증감

기능
 선택한 문자들에 일괄적으로 지정한 숫자를 +, -, ×, ÷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숫자증감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숫자증감
명령 : ADD (ADD text valu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들에 일괄적으로 지정한 숫자를 +, -, ×, ÷ 할 때 사용합니다.
숫자가 아닌 문자가 포함돼도 숫자 부분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성 블록 내 숫자 증감이라면 속성 문자 특성 변경 (MAT) 명령을 사용합니다.

1. 설정

증감숫자
선택한 문자들에 +, -, ×, ÷ 숫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10 을 + 하고 싶다면 계산방식을 +/-를 선택하고 10 입력
일괄적으로 10 을 - 하고 싶다면 계산방식을 +/-를 선택하고 -10 입력합니다.
자리 수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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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자리
지정한 값을 +, -, ×, ÷ 계산 후 표시될 문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증감된 숫자가 10, 소수 자리 2 면 10.00 입니다.
계산방식
선택한 문자와 지정한 숫자를 계산할 계산방식을 선택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체크하면 도면의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16 진수로 적용
체크하면 증감된 결과를 16 진수로 표시합니다.
증감숫자 역시 16 진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6 진수를 적용하면 아래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리수, 소수 자리,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변경한 문자 색상 변경
체크하면 수정된 문자 색상이 지정 색으로 변경됩니다.
체크하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이 표시됩니다.
치수 수정 허용
체크하면 치수 객체를 선택하고 치수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치수만 선택' 설정이 활성되고 이것을 체크하면 치수 객체만 선택, 처리됩니다.
치수 값은 실제 값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의 문자 재지정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Km 측점 인식 증감
체크하면 0+000, 0K000, 0Km000 같은 측점 형식의 거리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Km 구분 문자 입력이 활성됩니다.
Km 구분 문자는 0+000 의 경우 +, 0K000 의 경우 K 처럼 Km 를 구분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가 포함된 숫자의 경우 인식
문자가 포함된 숫자의 경우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문자내용 : AB123CD → 인식되는 숫자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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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문자의 앞, 뒤 몇 글자 또는 특정 문자 앞, 뒤 문자만 인식해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문자 내용 중 일부만 인식 옵션을 사용해 보다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중 일부만 인식
문자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숫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정입니다.

앞, 뒤 일부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123-ABC-456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뒤에서' 3 문자만 인식을 적용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뒤 456 만 숫자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지정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AA03-BB1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지정 문자에 'BB'를 입력하고, 지정 문자 '뒤로만 인식'을 적용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BB 뒤의 1 만 숫자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지정 문자가 포함된 문자만 숫자를 증감합니다.
예를 들어 BB 가 포함된 문자들은 숫자를 찾아 증감하고 BB 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무시합니다.
관련 명령
숫자 반올림,올림,내림 (RTN)
8.17.

숫자 반올림,올림,내림

RTN

숫자 반올림,올림,내림

기능
 선택한 숫자를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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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숫자 반올림, 올림, 내림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숫자 반올림, 올림, 내림
명령 : RTN (Round To Numb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 내용 중 숫자 부분을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할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적용 소수 자리
반올림, 올림, 내림할 때 결과 값에 적용할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지정한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계산 방식
계산 방식은 반올림, 올림, 내림과 오사오입이 있습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은 단위값 적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값 적용에 체크 해제하면 적용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면 지정한 값 단위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도면에 숫자 1002 → 1000
도면에 숫자 1003 → 1005
도면에 숫자 1008 → 1010
위와 같은 결과가되며, 소수 자리 옵션에 적용받지 않고 지정한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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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에 체크하면 단위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입력칸이 활성됩니다.
오사오입은 지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사오입은 단위값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자가 포함된 숫자의 경우 인식
문자가 포함된 숫자의 경우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문자내용 : AB123CD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문자의 앞, 뒤 몇 글자 또는 특정 문자 앞, 뒤 문자만 인식해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2. 문자 인식' 부분을 설정하면 됩니다.
결과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하면 도면의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단위 구분기호(,)를 삽입합니다.
치수 수정 허용
체크하면 치수 객체를 선택하고 치수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경우 '치수만 선택' 옵션이 활성화되고 이것을 체크하면 치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수 값은 실제 값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의 문자 재지정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2. 문자 인식
문자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숫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문자의 특정 부분만 인식해 계산할 때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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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 인식 없음
문자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앞, 뒤 일부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123-ABC-456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뒤에서' 3 문자만 인식 옵션을 선택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뒤의 456 만 계산할 숫자로 인식합니다.
3) 지정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AA03-BB1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지정 문자에 'BB'를 입력하고, 지정 문자 '뒤로만 인식' 옵션을 선택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뒤의 1 만 계산할 숫자로 인식합니다.
관련 명령
숫자 증감 (ADD)
8.18.

다각형 문자 쓰기

BC

다각형 문자 쓰기

기능
 다각형 도형 안에 증분 숫자를 표시해 문자를 작성합니다.
 지시선을 포함해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다각형 문자 쓰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다각형 문자 쓰기
명령 : BC

DreamPlu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숫자 증분한 다각형 도형 문자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증분 값을 지정할 수 있고 다각형의 모양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 포함 다각형 문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은 선과 꺾인 폴리선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설정

숫자 없이 고정 문자만 쓰려면?
기본 설정 맨 아래 '숫자 없이 머리말, 꼬리말 문자만 쓰기' 체크하고 사용합니다.
시작 값
도형 안에 들어갈 시작 숫자 값입니다.
증분 값
증분되는 숫자 값입니다.
도면에서 점 지정할 때 마다 이전 숫자보다 증분된 문자가 표기됩니다.
자리 수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Page704

DreamPlus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소수자리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숫자가 10, 소수 자리 2 면 10.00 입니다.
문자 특성
도형 안에 표기할 문자의 글꼴, 높이, 폭, 기울기, 레이어 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말, 꼬리말
도형 안에 표기할 문자의 앞과 뒤에 붙일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X 문자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X1, X2, X3 ... 이런식으로
머리말이 붙습니다.
숫자 없이 머리말, 꼬리말 문자만 쓰기
체크하면 숫자 없이 머리말, 꼬리말의 문자만 도형 문자로 표기합니다.
숫자 없이 항상 고정된 문자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머리말 또는 꼬리말에 문자가 입력되어야 실행됩니다.

2. 도형 설정

문자와 함께 그려질 도형 모양을 선택합니다.
도형 모양 중 '없음'은 도형 없이 문자만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도형 상세 설정] 버튼은 도형의 고정 및 가변 크기 등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도형 상세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설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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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상세 설정 - 길이 고정 도형
길이 고정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 입니다.
삼각형 등 다각형은 모두 정 다각형으로 그려집니다.

도형 크기 자동은 문자 높이에 따라 프로그램 내부 정해진 도형 비율로 크기 자동으로
그려지는 설정입니다.
문자 높이를 따르므로 문자 내용이 길면 문자 보다 도형이 작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에 곱할 값을 변경하면 내부 설정 값 × 입력 비율로 크거나 작게 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은 문자 높이와 관계 없이 도형의 크기를 고정해 그립니다.
도형 상세 설정 - 길이 변경 가능 도형
길이 변경 가능 도형은 마름모, 타원, 직사각형, 라운드 사각형 입니다.
이 도형들은 문자의 길이에 따라 도형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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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크기 자동
문자 높이를 따라 프로그램 내부에 정해진 도형 비율로 크기가 자동 그려집니다.
자동에 곱할 값을 변경하면 내부 설정 값 × 입력 비율로 크거나 작게 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문자 높이와 관계 없이 도형의 크기를 고정합니다.
가로 너비는 '문자 길이에 맞춤'하면 문자 길이에 따라 자동 늘어납니다.
타원을 폴리선으로 그리기
체크하면 타원 도형을 타원 객체가 아닌 폴리선 객체로 그립니다.
라운드 사각형 설정
라운드 사각형만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으로 모서리 라운드 크기를 입력합니다.
길이 변경 가능 도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3. 지시선 그리기, 화살표 그리기
체크하면 도형과 함께 지시선,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DreamPlus

지시선을 사용하면 '지정 점에 도형 맞춤' 설정은 비활성 됩니다.

1) 단일선-중심맞춤
라인(Line) 지시선을 그리고 끝이 도형 중심을 향하도록 그립니다.

2) 단일선-상, 하단 맞춤
라인(Line) 지시선을 그리고 끝을 도형의 상단 또는 하단에 연결 시켜 그립니다.

3) 꺾인 폴리선
폴리라인 지시선을 그립니다.

화살표 그리기
체크하면 지시선 시작점에 입력한 크기 화살표를 그립니다.
화살표 모양은 화살표,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지정 점에 도형 맞춤
지시선을 그리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중심, 상단, 하단
삽입점을 지정할 때 삽입점을 기준으로 도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결정합니다.
지정 삽입점에 따라 도형은 그림처럼 빨간색 X 표 기준으로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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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띄우기
체크하고 값을 입력하면 도형을 지정 점에서 지정 값만큼 띄워서 표기합니다.
지정한 점에서 +X, +Y 값 만큼 위치에 도형 중심이 위치됩니다.

5. 전체 축척 적용
설정한 값에 축척을 지정합니다.

전체 축척은 빈번하게 크기가 바뀔 때 매번 문자 높이, 도형 크기 값을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지정 값 비율로 적용해 그리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설정했을 때
전체 축척 값을 2 적용했다면 도면에 문자 높이는 6 으로 표기됩니다.
도형의 크기도 이 축척 값이 적용되어 도면에 표기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박스 그리기 (TBOX)
8.19.

문자 박스 그리기

TBOX

문자 박스 그리기

기능
 선택한 문자에 도형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박스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문자 박스 그리기
명령 : TextBOX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에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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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형 종류 및 크기

종류
삼각 ~ 육각은 정 다각 도형으로 문자 길이에 따라 도형 자체가 커집니다.
마름모, 타원, 직사각, 라운드 사각은 문자 길이에 따라 도형이 가로로 커집니다.
도형 크기 자동
프로그램 내부에 정한 값으로 크기를 자동 결정해 그립니다.
문자에서 Offset
입력한 값대로 문자 외곽에서 Offset 후 그립니다.
여유 폭 Offset 이므로 문자 높이, 길이에 따라 도형 크기가 변합니다.
참고로 그림의 기본 설정 값은 문자 높이 1 일 때 값입니다.
여기서 고정 값을 정하고 기타 설정의 축척을 조절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형 크기 고정
도형 전체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고정 크기이므로 문자 높이, 길이와 관계 없이 도형 크기를 같게 그릴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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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전체 축척 설정 값 × 지정 값
도형 크기에서 정한 값 × 지정 배수를 적용합니다.
전체 축척 설정 값 × DimScale 적용
도형 크기에서 정한 값 × 현재 도면의 DimScale 값을 배수로 적용합니다.
전체 축척 설정 값 × 문자 높이 적용
도형 크기에서 정한 값 × 선택한 객체 문자 높이 값을 적용합니다.
도형 크기 값 결정은 문자 높이 1 일 때 값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원을 폴리선으로 그리기
체크하면 타원 도형을 타원 객체가 아닌 폴리선 객체로 그립니다.
객체 가리기 적용
체크하면 도형에 객체 가리기가 적용되어 다른 객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선 두께
체크하면 선 두께 지정 창이 표시되며 지정 값대로 선 두께가 적용됩니다.
관련 명령
다각형 문자 쓰기 (BC)
8.20. 연속 숫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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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숫자 증가

기능
 문자에 포함된 숫자를 지정 값만큼 연속 증가시켜 문자를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연속 숫자 증가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연속 숫자 증가
명령 : TEI (TExt Increme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에 포함된 숫자를 지정 값만큼 연속 증가하면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증가할 문자를 포함해 다른 객체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1) 증가 숫자를 1 지정해 ABC(1) 문자를 선택, ABC(2), ABC(3)... 문자 복사합니다.
예 2) 증가 숫자를 100 지정해 A100 문자를 선택, A200, A300, A400 ... 문자 복사합니다.
참고 사항
문자 내용 중 숫자와 문자가 뒤섞여 복잡할 때 원하는 부분 숫자를 증가하고 싶다면 '임의 숫자
증가(INN)' 명령을 사용합니다.
임의 부분만 숫자를 끌어서 증가하고 싶다면 '숫자 채우기(FNU)' 명령을 사용합니다.
단, 위 두 명령은 문자와 다른 객체를 함께 증가할 수 없습니다.

1. 설정

증분 값
숫자를 얼마씩 증가시킬지 지정합니다.
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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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소수자리
증가할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증가된 숫자가 10, 소수 자리 2 면 10.00 입니다.
위 옵션 값을 바꿀 때마다 미리보기 부분이 변경되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체크하면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단위 구분기호(,)를 삽입합니다.
속성 블록의 속성값 증가
체크하면 속성 블록 내부의 속성 문자 값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 증가
체크하면 문자 내용 중에 알파벳 문자가 있는 경우 증가시킵니다.
알파벳 문자는 대문자와 소문자 따로 구분됩니다.
즉 A 가 있을 때 다음 문자는 B 이고 a 가 있을 때 다음 문자는 b 입니다.
알파벳 증가는 A. B....Z. AA. AB....AZ. BA.... 순으로 엑셀의 열 번호와 동일하게 증가됩니다.
체크하면 문자 내용 중 모든 영문 부분이 알파벳 증가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1-B 문자가 있을 때 다음같이 증가됩니다.
B-2-C, C-3-D, D-4-E
필요한 부분만 알파벳 증가하려면 아래 '문자 내용 중 일부만 인식' 기능을 사용해 필요한
부분만 인식시켜 사용합니다.
알파벳 증가는 개별 글자가 아닌 알파벳 문자 단위로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ABC-1 문자는 다음같이 증가됩니다.
ABD-1, ABE-1, ABF-1
즉 알파벳 문자 단위를 하나의 알파벳으로 취급합니다.
숫자 증가 16 진수 적용
체크하면 증가된 결과를 16 진수로 표시합니다.
증분 값 역시 16 진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6 진수를 적용하면 아래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리수, 소수 자리,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2. 문자 내용 중 일부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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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문자 내용 중 뒷쪽 숫자를 인식해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10AB20" 문자 내용은 뒷쪽 20 부분을 인식해 증가시킵니다.
만약 인식 결과가 원하는 것과 다르거나, 앞쪽를 증가시키고 싶은 경우 또는
문자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문자 내용 중 일부 숫자만 인식해 증감하고 싶을 때 아래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앞, 뒤 일부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123-ABC-456 내용 문자가 있을 때
'앞에서' 3 문자만 인식 옵션을 선택하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앞의 123 만 숫자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정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123-ABC-456 내용 문자가 있을 때
지정 문자에 'ABC'를 입력하고, 지정 문자 '앞,뒤 모두 인식' 옵션을 선택하면
위 문자 내용 중 ABC 앞, 뒤의 123 과 456 숫자를 모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지정 문자가 포함된 문자만 숫자를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ABC 가 포함된 문자들은 숫자를 찾아 증가하고 ABC 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무시합니다.

3. 복사될 영역의 기존 문자 삭제
예를 들어 왼쪽 A-1 문자를 증가시켜 오른쪽에 넣고 싶은데 오른쪽에 이미 B-1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면 오른쪽 이미 써 있는 B-1 같은 문자를 삭제하고 왼쪽 문자를 증가해 새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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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실행할 때 기준점 지정 후 아래 삭제 영역 지정 과정이 추가됩니다.
① 복사될 부분에 문자 삭제 영역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②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실행할 때 A-1 문자 선택 → 복사 기준점 지정 후 그림 빨간 점선 부분처럼 삭제할 영역을 대각
두점 지정합니다.

실행할 때 증가된 문자 작성 위치를 지정하면
작성 위치에서 앞서 선택한 영역 만큼 안에 있는 기존 문자를 먼저 삭제 후 작성됩니다.

4. 실행 절차
이 프로그램은 '점 지정 증가'와 '끌어서 증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각 버튼의 실행 방법은 아래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숫자 증가된 문자를 지정 점에 복사하면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숫자 증가된 문자 위치를 직접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① 숫자 있는 문자가 포함된 객체 선택
숫자 또는 숫자가 포함된 문자를 선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되고 문자 외 다른 객체를 함께 선택해도됩니다.

② 복사 기준점 지정
다른 곳에 복사하면서 문자가 증가되므로 복사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복사될 영역의 기존 문자 삭제'를 체크했다면 다음 과정이 추가됩니다.
복사될 부분에 문자 삭제 영역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③ 다음점 지정
숫자 증가된 문자가 작성될 점을 지정합니다.
취소나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 완료 전까지 다음점 지정이 계속 표시됩니다.
화면 상에 문자가 미리보기되므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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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지정 간격, 방향으로 쭉 끌어서 연속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간격, 한 방향으로 한번에 증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① 숫자가 있는 문자가 포함된 객체 선택
숫자 또는 숫자가 포함된 문자를 선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되고 문자 외 다른 객체를 함께 선택해도됩니다.

② 복사 기준점 지정
복사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기준점이므로 주변에 기준될만한 점이나 아무 곳을 지정합니다.

'복사될 영역의 기존 문자 삭제'를 체크했다면 다음 과정이 추가됩니다.
복사될 부분에 문자 삭제 영역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③ 방향 및 간격 거리점 지정
여기서 지정하는 점으로 연속 복사할 방향 및 간격 거리를 판단합니다.
즉, 앞서 지정한 기준점과 여기서 지정한 방향점 사이 거리가 복사 간격이 됩니다.

④ 복사 종료 점 지정
마우스로 끌면 앞서 지정한 방향으로 계속 복사됩니다.
복사되는 과정은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가상 객체로 표시됩니다.
가상 객체는 증가되는 숫자가 표시되지 않고 복사 형태만 표시됩니다.
가상 객체 증가 숫자 표시는 숫자 채우기 (FNU 명령)에서 지원됩니다.
이 상태에서 ESC 를 누르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필요한만큼 끌어서 종료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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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임의 숫자 증가 (INN)
숫자 채우기 (FNU)
8.21.

임의 숫자 증가

INN

임의 숫자 증가

기능
 문자 내용 중 원하는 부분을 증가시켜 문자를 새로 쓰거나 기존 문자를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임의 숫자 증가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임의 숫자 증가
명령 : INN (INcrese Numb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 내용 중 원하는 부분 숫자를 증가시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1-B2 라는 문자가 있을 때 앞 숫자 1 부분만 증가시켜 A2-B2, A3-B2... 문자를
작성합니다.
증가되는 문자는
① 새로 도면에 작성하거나
② 도면에 있는 기존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자를 수정할 때는 블록 안의 문자, 속성 문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문자 증가를 대화상자 없이 간단히 실행하려면 메뉴, 도움말은 없지만 TSI 명령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숫자 증가 관련 명령과 차이점
① 임의 숫자 증가 (INN 명령)
- 한개의 문자만 증가
- 문자 내용이 복잡해도 원하는 부분만 증가 가능
- 지정한 점에 증가된 문자를 새로 쓰거나 기존 문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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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숫자 채우기 (FNU 명령)
- 한개의 문자만 증가
- 문자 내용이 복잡해도 원하는 부분만 증가 가능
- 쭉 끌어서 숫자 채우거나 같은 간격으로 숫자 채울 때 편리
③ 연속 숫자 증가 (TEI 명령)
- 여러 문자를 동시에 증가
- 다른 객체와 함께 문자 내용 증가
- 지정한 점에 증가된 문자를 새로 쓰거나 쭉 끌어서 증가

실행 절차
① 숫자를 증가시킬 문자 선택
도면에서 숫자를 증가시킬 문자를 선택합니다.
객체 선택 완료 후 선택한 문자 내용이 표시된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아래 그림은 도면에서 'A-001' 내용 문자를 선택한 예입니다.

가져온 문자 내용에서 숫자가 증가될 부분에 ?(물음표)를 입력하고 시작 값, 증분 값, 자리수,
소수자리를 조정합니다.
아래는 시작 값 = 1, 증분 값 = 1, 자리수 = 3 지정한 상태입니다.
물음표 입력 및 설정을 변경하면 바로 미리보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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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값
? 부분에 증가되는 시작 값을 입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증가된 숫자 문자를 새로 도면에 작성하므로
시작 값에는 새로 작성하는 문자의 시작 값을 입력합니다.
시작 값에 알파벳 문자를 지정하면 알파벳 문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A 입력하면 다음 문자는 B 가 되고 a 입력하면 다음은 b 가 됩니다.
A 같이 한 글자를 입력해도 되고 ABC 같이 여러 글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알파벳 증가는 A. B....Z. AA. AB....AZ. BA.... 순으로 증가됩니다.
즉 엑셀의 열 번호와 동일합니다.
알파벳 문자를 증가할 때는 자리수, 소수 자리 설정이 무시됩니다.
16 진수 적용에 체크한 경우 알파벳 증가보다 16 진수 증가가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시작 값에 A 를 입력한 경우
16 진수 적용 체크 해제 : 알파벳 문자로 증가됩니다
16 진수 적용 체크 : 16 진수 숫자로 증가됩니다.
증분 값
? 부분에 값이 증가될 단계 값을 입력합니다.
알파벳 문자를 증가할 때는 증분 값에 소수점 없는 정수로 입력해야합니다.
자리 수
? 부분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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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리
? 부분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증가된 숫자가 10, 소수 자리 2 면 10.00 입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체크하면 증가된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숫자 증가 16 진수 적용
체크하면 증가된 결과를 16 진수로 표시합니다.
증분 값 역시 16 진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6 진수로 증가할 때는 자리수, 소수 자리 설정이 무시됩니다.
문자 작성
증분되는 문자는 선택한 문자를 복사하는 것과 기존 문자를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선택 문자 복사
처음 선택했던 문자를 연속적으로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선택 문자 복사] 버튼을 눌러 실행하면 됩니다.
선택 문자 복사 실행 절차
① 복사 기준점 지정
문자를 복사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② 다음 점 지정
문자를 표기할 지점을 지정합니다.
물음표를 입력한 부분에 숫자가 증가되면서 도면에 문자가 작성됩니다.

2. 기존 문자 수정
기존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문자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일반 문자, 블록 안의 일반 문자, 속성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자 수정] 버튼을 눌러 실행하면 됩니다.
기존 문자 수정 실행 절차
① 수정할 문자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수정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수정될 문자 내용이 명령창에 표시되므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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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연속 숫자 증가 (TEI)
숫자 채우기 (FNU)
8.22. 숫자 채우기

FNU

숫자 채우기

기능
 문자 내용 중 원하는 부분을 끌거나 같은 간격으로 증가시켜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숫자 채우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증감 → 숫자 채우기
명령 : FNU (Fill NUmb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 내용 중 원하는 부분을 끌거나 같은 간격으로 증가시켜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1-B2 라는 문자가 있을 때 앞 숫자 1 부분만 증가시켜 A2-B2, A3-B2... 문자를
작성합니다.
엑셀처럼 쭉 끌어서 채우거나 도곽 번호처럼 같은 간격 숫자를 증분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숫자 증가 관련 명령과 차이점
① 숫자 채우기 (FNU 명령)
- 한개의 문자만 증가
- 문자 내용이 복잡해도 원하는 부분만 증가 가능
- 쭉 끌어서 숫자 채우거나 같은 간격으로 숫자 채울 때 편리
② 임의 숫자 증가 (INN 명령)
- 한개의 문자만 증가
- 문자 내용이 복잡해도 원하는 부분만 증가 가능
- 지정한 점에 증가된 문자를 새로 쓰거나 기존 문자 수정
③ 연속 숫자 증가 (TEI 명령)
- 여러 문자를 동시에 증가
- 다른 객체와 함께 문자 내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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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한 점에 증가된 문자를 새로 쓰거나 쭉 끌어서 증가

실행 절차
① 숫자를 증가시킬 문자 선택
도면에서 숫자를 증가시킬 문자를 선택합니다.
객체 선택 완료 후 선택한 문자 내용이 표시된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아래 그림은 도면에서 'A-001' 내용 문자를 선택한 예입니다.

가져온 문자 내용에서 숫자가 증가될 부분에 ?(물음표)를 입력하고 시작 값, 증분 값, 자리수,
소수자리를 조정합니다.
아래는 시작 값 = 1, 증분 값 = 1, 자리수 = 3 지정한 상태입니다.
물음표 입력 및 설정을 변경하면 바로 미리보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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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값
? 부분에 증가되는 시작 값을 입력합니다.
도면에 있는 문자의 다음 값 문자부터 이 프로그램이 작성하므로
시작 값에는 현재 선택한 문자의 값을 입력합니다.
시작 값에 알파벳 문자를 지정하면 알파벳 문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A 입력하면 다음 문자는 B 가 되고 a 입력하면 다음은 b 가 됩니다.
A 같이 한 글자를 입력해도 되고 ABC 같이 여러 글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알파벳 증가는 A. B....Z. AA. AB....AZ. BA.... 순으로 증가됩니다.
즉 엑셀의 열 번호와 동일합니다.
알파벳 문자를 증가할 때는 자리수, 소수 자리 설정이 무시됩니다.
16 진수 적용에 체크한 경우 알파벳 증가보다 16 진수 증가가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시작 값에 A 를 입력한 경우
16 진수 적용 체크 해제 : 알파벳 문자로 증가됩니다
16 진수 적용 체크 : 16 진수 숫자로 증가됩니다.
증분 값
? 부분에 값이 증가될 단계 값을 입력합니다.
정수가 아닌 소수를 입력해도 됩니다.
알파벳 문자를 증가할 때는 증분 값에 소수점 없는 정수로 입력해야합니다.
자리 수
? 부분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소수자리
? 부분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증가된 숫자가 10, 소수 자리 2 면 10.00 입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체크하면 증가된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숫자 증가 16 진수 적용
체크하면 증가된 결과를 16 진수로 표시합니다.
증분 값 역시 16 진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6 진수로 증가할 때는 자리수, 소수 자리 설정이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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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방법
증분되는 문자는 끌어서 증가하는 것과 문자 간격 및 순서를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끌어서 증가
문자를 지정 간격, 방향으로 쭉 끌어 연속 증가합니다.
동일한 간격, 한 방향으로 한번에 증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① 복사 기준점 지정
복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기준점이므로 주변에 기준될만한 부분 아무 곳을 지정합니다.

② 방향 및 간격 거리점 지정
여기서 지정하는 점으로 연속 복사할 방향 및 간격 거리를 판단합니다.
즉, 앞서 지정한 기준점과 여기서 지정한 방향점 사이 거리가 복사 간격입니다.

③ 복사 종료점 지정
마우스로 끌면 앞서 지정한 방향으로 계속 복사됩니다.
복사되는 과정은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가상 객체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ESC 를 누르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필요한만큼 끌어 종료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2. 문자 간격 및 순서 지정
문자를 상, 하, 좌, 우 지정 개수 및 간격만큼 복사 증분합니다.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도곽의 번호나 행, 열이 일정한 표 내용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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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와 간격에 대한 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이 하나의 문자라고 가정된 그림입니다.
도면에서 두 점을 선택해 간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서는 문자를 증분하는 방향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설정은 아래 그림처럼됩니다.

예를 들어

설정은 아래 그림처럼됩니다.

관련 명령
연속 숫자 증가 (TEI)
숫자 채우기 (FNU)
8.23. 문자 정렬

ART

문자 정렬

기능
 선택한 문자들을 지정 기준점에 수평, 수직으로 정렬합니다.
 문자들의 간격을 똑같이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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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정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정렬 → 문자 정렬
명령 : ART (ARrange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문자를 지정 점에 맞춰 수평, 수직 정렬하거나 문자 사이 간격을 같게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프로그램 창의 정렬 방법 및 옵션 선택 → 실행 → 도면에서 문자 선택

1. 정렬 방법

1) 수평 정렬
지정 점에 수평 방향 정렬합니다.
아래 그림 빨간색 점선은 사용자가 지정한 점 위치입니다. 실행 중 표기되는 점선은 아닙니다.

2) 수직 정렬
지정 점에 수직 방향 정렬합니다.
아래 그림은 중간 중심을 적용한 수직 정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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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수평 또는 수직 정렬과 간격 조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간격 조정 설명은 아래 3) 간격 조정을 참조해 주세요.
아래 그림은 체크 해제했을 때 체크 했을 때 차이입니다.

3) 간격 조정
문자들의 간격만 동일하게 정렬합니다.

실행 중 간격 입력 : 실행 중 직접 입력하거나 도면 상에서 간격을 지정합니다.
선택 문자 높이 : 도면에서 선택한 문자 높이 × 입력한 값을 간격 값으로 적용합니다.
간격 조정은 5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수직 - 문자 사이 간격 :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② 수직 - 문자의 줄 간격 : 문자 한 줄 간격입니다.

③ 수직 - 맨 위, 아래 사이 등간격 : 선택한 문자들 중 맨 위와 맨 아래 문자 사이를 등간격해
중간 문자들 위치를 조정합니다.

④ 수평 - 문자의 줄 간격 : 문자 사이 수평 줄 간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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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평 - 맨 앞, 뒤 사이 등간격 : 선택한 문자들 중 맨 앞과 맨 뒤 문자 사이를 등간격해 중간
문자들 위치를 조정합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면 간격 조정할 때 문자 높이도 함께 변경됩니다.
선택 문자 높이 × 입력한 값을 간격 값으로 적용했다면 여기서 변경한 문자 높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정렬 옵션
문자의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정렬할지 지정합니다.
그림처럼 'TEXT' 예제 문자가 있을 때 어떤 위치 점이 정렬 점인지 보여줍니다

위 그림은 중간 중심 정렬입니다.
왼쪽 맨위는 좌측 상단, 오른쪽 맨 아래는 우측 하단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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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있는 왼쪽, 중심, 오른쪽은 하단 정렬이지만 하단 왼쪽, 하단 중심, 하단 오른쪽과 약간
다릅니다.
지정 점 ~ 정렬 점 사이 거리
정렬 옵션이 중앙 중심, 중심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값을 지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지정 점과 문자 정렬 점 사이 거리를 띄워 정렬합니다.
표, 지시선 등에서 거리를 띄워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지정 사이 거리 값 × 는 입력한 거리 값에 추가로 곱할 값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 값 0.5 입력, 사이 거리 값 × 문자 높이 적용했고 선택 문자 높이가 3 이라면
지정 점과 문자 사이 거리는 0.5 × 3 = 1.5 만큼 떨어져 정렬됩니다.

지정한 점으로 문자 이동
체크하면 정렬 변경 후 문자를 지정한 정렬 점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중간 중심으로 실행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항상 중간 중심이 체크된 상태로 실행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이전 선택한 정렬 위치가 체크된 상태로 실행됩니다.
중간 중심을 주로 사용할 때 체크하고 사용합니다.

3. 점 지정 옵션
실행 중 문자가 정렬될 점을 지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 설정합니다.

정렬 기준점 지정
정렬 기준되는 한 점만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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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 지정
두 점을 지정해 두 점의 중간 점이 정렬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 한 칸의 중간에 문자를 위치하려면 두 점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두 점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을 때 사용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으로 실행해도 명령 실행 중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점 지정일 때는 '정렬 기준점 지정 또는 [두 점 선택(T)]' 명령이 표시되며 여기서 T
입력해 두 점 지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점 지정일 때는 '두 점의 첫번째 점 지정 또는 [정렬 기준점 지정(S)]' 명령이 표시되며
여기서 S 입력해 한 점 지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표 문자 정렬 (ATBL)
문자 정렬점 변경 (JU)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CR)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ATE)
8.24. 표 문자 정렬

ATBL

표 문자 정렬

기능
 표 안의 문자를 표 선에 맞추어 왼쪽, 중심, 오른쪽 일괄 정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표 문자 정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정렬 → 표 문자 정렬
명령 : ATBL (Align text in T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표 안의 문자를 표 칸에 맞춰 일괄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정렬 방법은 왼쪽, 중심,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고 표 모양이 조금 복잡하거나 문자가 여러
개 있어도 정렬됩니다.
표 선이 중복되거나 일부만 조각 조각 끊겨있어도 인식됩니다.
UCS 도면, DVIEW 적용된 도면도 지원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정렬은 표 선에서 떨어진 거리를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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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렬 옵션
왼쪽 정렬, 중심 정렬, 오른쪽 정렬을 선택합니다.
정렬 점 ~ 표 선 사이 거리에 값을 입력하면 왼쪽, 오른쪽 정렬일 때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사이 거리 값 × 는 입력한 거리 값에 추가로 곱할 값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 값 0.5 입력, 사이 거리 값 × 문자 높이 적용했고 표 내부 문자 높이가 3 이라면
표 선과 문자 사이 거리는 0.5 × 3 = 1.5 만큼 떨어져 정렬됩니다.
실행 결과는 아래 원본 표가 있을 때

왼쪽 정렬

중심 정렬
중심 정렬은 정렬 점 ~ 표 선 사이 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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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정렬

2. 실행 절차
표 범위 지정은 범위 안에 표가 완전히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표 영역 한쪽 모서리 지정
아래 그림처럼 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② 표 영역 반대쪽 모서리 지정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표의 일부분만 지정하면 지정한 영역안의 문자만 정렬됩니다.
표 일부만 실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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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문자 정렬 (ART)
문자 정렬점 변경 (JU)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CR)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ATE)
8.25. 문자 정렬점 변경

JU

문자 정렬점 변경

기능
 문자의 위치 변경 없이 문자의 정렬점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정렬점 변경
리본 : DreamPlus → 문자 → 정렬 → 문자 정렬점 변경
명령 : JU (JUstify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의 위치 변경 없이 문자의 정렬점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캐드 특성에서 문자 정렬위치를 중간중심으로 바꾸면 문자 위치가 이동되는 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위치 변경 없이 모두 중간중심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드 기능인 JUSTIFYTEXT 명령과 기본적인 기능은 같습니다
만약 문자 위치 변경 없이 일괄 축척 변경할 것이면 객체 축척 일괄 변경 (MSC) 명령이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① 자리맞추기할 문자 선택 또는 [실행 설정(S)] < 현재설정 : 명령줄 >
도면에서 정렬점을 변경하고 싶은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실행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아래같은 명령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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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선택 후 실행 방법 [대화상자로 실행(Y)/명령줄로 실행(N)]
실행 방법 설정
1) 대화상자 : 정렬점 옵션 선택이 프로그램 창으로 표시됩니다.
2) 명령줄 : 정렬점 옵션 선택이 명령창으로 표시됩니다.
② 대화상자로 실행하면 객체 선택 후 아래 창이 실행됩니다.

ABCD 라는 예제 문자가 있을 때 어떤 위치 점이 정렬 점인지 보여줍니다.
위 그림과 같은 경우는 중간 중심 정렬입니다.
이와 같이 왼쪽 맨위는 좌측 상단, 오른쪽 맨 아래는 우측 하단이됩니다.
프로그램 창에서 정렬 옵션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됩니다.
선택한 정렬 옵션을 기본값으로 사용
체크하면 객체 선택 후 이 창이 표시되지 않고 선택한 기본값으로 바로 변경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객체 선택 후 항상 이 창이 표시됩니다.
기본 값으로 저장 후 다시 이 창을 보고 싶다면 객체 선택 명령 상태에서 '기본 정렬값 변경(J)'
옵션의 J 입력하면 됩니다.
③ 명렬줄로 실행하면 객체 선택 후 아래 같이 명령창에 옵션이 표시됩니다.
[왼쪽(L)/중심(C)/중간(M)/오른쪽(R)/좌상단(TL)/상단중앙(TC)/우상단(TR)/좌측중간(ML)/중앙
중간(MC)/우측중간(MR)/좌하단(BL)/하단중앙(BC)/우하단(BR)]
명렬줄은 여기서 영문 정렬 옵션을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한 옵션 값은 다음에 변경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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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행문자(DTEXT)는 위 옵션 값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행문자(MTEXT)는 정렬 옵션 중 왼쪽을 지원하지 않는 객체이기때문에
위 옵션 값 중 왼쪽(L)을 사용해도 좌하단(BL)으로 정렬점이 지정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정렬 (ART)
표 문자 정렬 (ATBL)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CR)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ATE)
8.26.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CR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기능
 선택한 문자들을 지정한 두 점(사각형) 또는 선택 객체 중심으로 이동 및 정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정렬 →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명령 : CR (align text in Center of Rectangle)
상세 설명

실행 절차
① 사각 영역의 중심으로 이동할 문자 선택
정렬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를 여러 개 선택해도 됩니다.
② 첫번째 모서리 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E)]
문자를 중심에 배치하려는 영역의 첫번째 점 (모서리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 없이 이 상태에서 E 입력하면 객체 선택 상태가 됩니다.
객체 선택은 객체만 선택해 객체의 중심으로 문자를 이동합니다.
객체 선택 상태는 아래처럼 명령이 표시됩니다.
문자를 이동할 객체 선택 또는 [두 점 지정(S)]
객체 선택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점 지정 상태로 변경됩니다.
객체 중 원, 타원 등 중심점 있는 객체는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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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중 불규칙 폴리선, 해치, 영역, 솔리드 등은 그림처럼 최 외곽 경계 기준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③ 두번째 모서리 점 지정
점 지정 상태일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문자를 중심에 배치하려는 영역의 두번째 점 (반대편 모서리 점)을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선택한 두 점(또는 객체)의 중심에 문자를 배치하며 문자의 정렬은 중간중심으로
변경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정렬 (ART)
표 문자 정렬 (ATBL)
문자 정렬점 변경 (JU)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ATE)
8.27.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ATE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기능
 선택한 객체들 내부 문자를 객체 중심으로 이동 및 정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정렬 →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명령 : ATE (Align Text in center of Entit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 내부 문자를 객체 중심으로 이동 및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CR) 명령은 문자를 선택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선택해 객체 내부의 문자들을 객체 중심으로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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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객체 종류
여기서 체크한 객체만 도면에서 선택 후 각 객체 내부의 문자를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특정 레이어 객체, 문자만 선택
체크하면 특정 레이어 객체와 문자만 선택해 정렬합니다.
객체 및 문자 레이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이름에는 패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입력했다면 AAA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레이어 객체가 처리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잠긴 레이어 문자도 처리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 문자도 처리되며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 문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자 중심이 객체 외부에 있으면 제외
체크하면 그림처럼 문자 중심이 객체 외부에 있는 문자를 제외하고 실행됩니다.
객체에 걸쳐있는 문자를 제외하고 싶을 때 체크하고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객체에 걸친 모든 문자가 객체 중심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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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문자 정렬 (ART)
표 문자 정렬 (ATBL)
문자 정렬점 변경 (JU)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CR)
8.28. 문자 내용 오름/내림차순 정렬

TRD

문자 내용 오름/내림차순 정렬

기능
 선택한 문자들을 내용에 따라 오름/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내용 오름/내림차순 정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정렬 → 문자 내용 오름/내림차순 정렬
명령 : TRD (Text value oRD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여러 개 문자들을 내용에 따라 오름/내림차순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 된 문자들을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정렬하던가
문자 내용을 오름/내림차순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내용 정렬 방식은 알파뉴메릭(Alphanumeric)이므로 윈도우 탐색기 정렬 방식과 같습니다.
실행 결과는 그림처럼 선택한 문자들의 위치 변경 없이 그자리에서 내용만 오름/내림차순
정렬됩니다.
아래는 오름차순, 문자 정렬 순서

설정한 예입니다.

DreamPlus

Page739

문자 정렬 설정
오름차순 정렬 : 내용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정렬합니다.
내림차순 정렬 : 내용을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문자 정렬 순서
선택한 문자들을 어떤 순서로 인식, 정렬할지 선택합니다.
정렬되는 기준은 문자 삽입점(왼쪽 아래) 기준입니다.
X 좌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인식, 정렬합니다.
X 좌표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인식, 정렬합니다.
Y 좌표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인식, 정렬합니다.
Y 좌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인식, 정렬합니다.
다음은 표 형식처럼 인식, 정렬하는 옵션입니다.
맨 위 행을 좌→우로 인식하고 다음 아래 행을 좌→우로 인식,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아래→위로 인식하고 다음 열을 아래→위로 인식,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위→아래로 인식하고 다음 열을 위→아래로 인식, 정렬합니다.
맨 아래 행을 좌→우로 인식하고 다음 위 행을 좌→우로 인식, 정렬합니다.
도면에서 선택한 순서대로 : 정렬 없이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8.29. 문자 폭 맞춤

TEF
기능

문자 폭 맞춤

DreamPlus

 문자의 길이(폭)를 서로 동일하게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폭 맞춤
리본 : DreamPlus → 문자 → 정렬 → 문자 폭 맞춤
명령 : TEF (TExt Fi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의 길이(폭)를 서로 동일하게 맞출 때 사용합니다.
표 같은 곳에서 문자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 보기 좋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1. 맞춤 기준
길이를 어떤 것에 기준으로 맞출지 선택합니다.
선택한 두 점에 맞춤
선택한 문자들 길이를 두 점의 길이에 맞춰 조정합니다.
두 점은 길이를 계산하기위한 점이므로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기준 문자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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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문자들 길이를 선택한 기준 문자 길이에 맞춰 조정합니다.
맞춤 방법에서 '폭 비율 고정 (MText 로 변환)인 경우 기준 문자보다 길이가 긴 문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문자 중 제일 긴 문자에 맞춤
선택한 문자들 중 제일 긴 문자에 맞춰 조정합니다.

2. 맞춤 방법
문자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문자 폭 비율 변경
문자의 폭 속성 자체를 변경합니다.
캐드 폰트(*.SHX)에 적합합니다.
윈도우용 폰트(*.TTF)는 폭 속성을 변경하면 문자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자 폭 비율 고정 (MText 로 변환됨)
폭 속성은 변경하지 않고 문자의 길이를 맞추기위해 다중행문자(MText)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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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용 폰트(*.TTF)에 적합합니다.
8.30. 문자 머리말/꼬리말

APT

문자 머리말/꼬리말

기능
 선택한 문자들에 머리말, 중간말, 꼬리말을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머리말/꼬리말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문자 머리말/꼬리말
명령 : APT (APpend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들의 앞, 중간, 뒤에 일괄적으로 어떤 문자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문자는 TEXT, MTEXT, 치수 문자를 지원합니다.
한번 입력했던 문자는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다음에 다시 실행했을 때 목록에서 입력했던 문자를 골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설정

머리말, 꼬리말은 그림처럼 문자의 맨 앞, 뒤에 추가하는 문자입니다.
중간말은 문자 중간에 삽입하는 문자입니다.

머리말, 중간말, 꼬리말 체크한 것만 추가됩니다.
체크해도 내용이 없으면 추가되지 않습니다.

DreamPlus

Page743

목록의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목록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초기화합니다.
머리말
입력한 문자를 선택한 문자의 앞에 삽입합니다.
중간말
입력한 문자를 선택한 문자의 몇 번째 문자 뒤에 삽입합니다.
중간말을 삽입하려면 아래 입력 칸에 기존 문자 내용 중 몇 번째 뒤에 삽입할지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선택한 문자 내용 수보다 입력한 수가 같거나 크면 중간말이 삽입되지 않습니다.
꼬리말
입력한 문자를 선택한 문자의 뒤에 삽입합니다.
뒤에서를 체크하면 문자의 맨 뒤가 아닌 뒤에서 몇 번째 문자 앞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꼬리말은 선택한 문자의 맨 뒤에 삽입됩니다.
입력한 숫자가 0 이면 꼬리말은 선택한 문자의 맨 뒤에 삽입됩니다.

2. 서식 다르게 적용 MTEXT 로 만들기

머리말, 꼬리말을 추가하되 기존 문자와 서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단일행 문자는 한 문자에 서식을 다르게 할 수 없으므로 서식 적용 가능한 MText 로
변환됩니다.
머리말, 꼬리말만 가능하고 중간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ABC 문자에 꼬리말 123 을 추가하되 123 글자만 빨간색으로 적용한 예입니다.

색상, 스타일, 높이, 폭 비율 설정 중 서식 다르게할 특성에 체크하고 입력해 사용합니다.
모든 특성을 체크 해제하면 단순 MText 로만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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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단위 표기

THP

천단위 표기

기능
 선택한 문자들에 천단위를 표기하거나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천단위 표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천단위 표기
명령 : THP (THousand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들에 마침표(.) 또는 쉼표(,) 로 천단위를 표기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숫자만 있는 문자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숫자로 구성된 형태의 숫자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1000m 같은 문자+숫자+문자의 형태에도 숫자만 천단위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천단위 표기 : 선택한 문자들에 옵션에 따라 마침표 또는 쉼표로 천단위를 표기합니다.
천단위 삭제 : 선택한 문자들에 천단위 표기를 삭제합니다.
쉼표(,)로 천단위 표기
선택한 문자의 천단위를 쉼표(,)로 표기합니다.
마침표(.)로 천단위 표기
선택한 문자의 천단위를 마침표(.)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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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문자 수정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문자 객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체크하면 치수의 문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 값을 재지정하는 것이므로 나중에라도 치수값을 원래대로 돌리려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마침표(.)로 적용시 선택한 문자 중 쉼표(,)로 천단위 표기가 된 숫자가 있다면 쉼표(,)를 지우고
마침표(.)를 적용해서 천단위 표기합니다.
쉼표(,)로 적용시 선택한 문자 중 마침표(.)로 표기가 된 숫자가 있다면 이 마침표가 소수점인지
천단위 표기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8.32. 문자 외곽선 추출

CTO

문자 외곽선 추출

기능
 선택한 문자들의 외곽선을 폴리선으로 추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외곽선 추출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문자 외곽선 추출
명령 : CTO (Create Text Out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들의 외곽선을 폴리선으로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 외곽을 따라 추출된 폴리선은 문자 효과, 문자 좌표, 가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press TXTEXP 명령보다 결과가 깔끔하고 정밀합니다.
캐드 폰트(*.shx)를 폭파하고 싶을 때는 Express 의 TXTEXP 명령을 사용합니다.
외곽선 주의 사항
- 외곽선이므로 윈도우 폰트(Truetype, *.ttf)만 지원되고 캐드 폰트(*.shx)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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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은 세로 폰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안 되는 폰트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폰트는 스타일 글꼴을 변경해야
합니다)
- MTEXT, 치수는 강제 폰트 적용, 한 문자 내 복합 폰트, 서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대상 객체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실행할 때 선택한 객체 종류만 선택되고 처리됩니다.

2. 설정

외곽선 추출 후 원본 문자 삭제
체크하면 원본 문자를 삭제하고 외곽 폴리선만 남깁니다.
체크 해제하면 원본 문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곡선 구간 정밀도
문자의 곡선 부위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할지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 5 는 Express 명령 TXTEXP 명령보다 조금 더 정밀한 수준입니다.
만약 값을 10 으로 설정하면 두배 정도 더 정밀하게 좌표가 추출됩니다.
단순히 문자 외곽을 폴리선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는 5 정도가 적당합니다.
문자 높이가 100 이상 크다면 값을 0 ~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어 및 색상
'원본 문자와 동일' 체크하면 추출한 외곽선은 선택한 문자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지정' 체크하면 추출한 외곽선은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와 색상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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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문자 그림자 생성

CTS

문자 그림자 생성

기능
 선택한 문자들에 외곽 그림자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문자 그림자 생성
리본 : DreamPlus → 문자 → 작성 → 문자 그림자 생성
명령 : CTS (Create Text Shadow)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들에 그림자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림자는 문자의 외곽을 따라 그리는 방법과
문자를 복사해 그림자처럼 보이게하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외곽선 주의 사항
- 외곽선이므로 윈도우 폰트(Truetype, *.ttf)만 지원되고 캐드 폰트(*.shx)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붙은 세로 폰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안 되는 폰트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폰트는 스타일 글꼴을 변경해야
합니다)
- MTEXT, 치수는 강제 폰트 적용, 한 문자 내 복합 폰트, 서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안 되는 문자는 Express 의 TXTEXP 명령을 사용해 수작업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대상 객체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실행할 때 선택한 객체 종류만 선택되고 처리됩니다.

2. 그림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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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 외곽선
여러 도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림처럼 문자의 외곽선을 따라 선 두께 있는 폴리선을 그립니다.

외곽선은 폴리선이므로 특성에서 전역 폭을 변경하면 두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모든 선의 선 두께를 일괄 변경하려면 선 두께 변경 (PW)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림자가 문자 앞으로 나온것처럼 보인다면 REGEN 실행합니다.
2) 문자 복사
지정한 값 만큼의 거리에 문자를 복사해 그림자처럼 보이게합니다.
그림처럼 지정 색상의 문자가 선택한 문자 뒤로 복사됩니다.
설정에 따라 선택한 문자의 어느 방향이든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원본 문자 색상

그림자를 넣은 후 선택했던 원본 문자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문자 외곽선' 사용할 때는 밝은 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복사' 사용할 때는 '변경 없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정합니다.

3. 그림자 설정
1) 문자 외곽선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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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구간 정밀도
문자의 곡선 부위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할지 값을 입력합니다.
값을 크게 입력하면 곡선 부위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 폴리선을 작성합니다.
문자 높이가 100 이상 크다면 값을 0 ~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자 두께
문자 외곽의 선 두께를 문자 높이에 대한 % 값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가 3 이고 10% 입력하면 외곽 두께는 0.3 입니다.
2) 문자 복사 사용할 때

그림자 크기
복사된 문자를 선택한 문자 X, Y 방향으로 얼만큼 띄울지 입력합니다.
문자 높이에 대한 % 값을 입력합니다.
3) 공통 설정
문자 외곽선, 문자 복사 모두 해당하는 공통 설정입니다.

레이어
'원본 문자와 동일' 체크하면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한 원본 문자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지정' 체크하면 그림자 레이어를 직접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색상
그림자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색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본 문자와 그룹으로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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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고 실행하면 원본 문자와 그림자 객체를 하나의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문자를 복사,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문자 II

문자 II
속성
- 속성 복사 (ATC)
- 속성 문자 추출, 변환 (TAT)
- 속성 문자로 변경 (CAT)
- 속성 문자 특성 변경 (MAT)
문자 II
- 문자 찾기/바꾸기 (FTE)
- 동일 문자 찾아 선으로 표시 (FMT)
- 최대/최소값 찾기 (MAX)
- 문자 특성 일괄 변경 (CHTE)
- 선 위 문자 특성 변경 (CHTC)
- 연속 문자 수정 (SED)
- 문자 내용 일부 삭제 (DET)
- 문자 덧붙이기 (AT)
- 문자 합치기 (TJO)
- 문자 자르기 (STE)
- 문자 Offset (TF)
- 문자 수평 Offset (THF)
- 문자 복사 Offset (TCF)
- 문자 양방향 Offset (TFB)
- 문자 방향 회전 (RTE)
- 문자 스타일 병합 (MTS)
- 문자 스타일 변경 (CFS)
- 없는 글꼴 일괄 수정 (FTF)
- 현재 문자스타일로 설정 (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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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문자 변환 (CTC)
- Text 를 MText 로 변환 (DTMT)
- MText 를 Text 로 변환 (MTDT)
- 필드 문자 일반 문자로 변환 (FLDT)
9.1. 속성
9.1.1. 속성 복사

ATC

속성 복사

기능
 선택한 속성 블록의 Tag, Prompt 값을 다른 속성 블록에 복사해 넣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속성 → 속성 복사
리본 : DreamPlus → 문자 → 속성 → 속성 복사
명령 : ATC (ATtribute Co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속성 블록의 Tag, Prompt 값을 다른 속성 블록에 복사해 넣는 프로그램
입니다.
속성 블록의 속성 값은 일반적인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속성 블록을 동일한 값으로
변경하기 위해 하나 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값을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원본 속성 블록 선택
값을 가져올 속성 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속성을 복사할 대상 블록 선택
속성을 복사할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태그(Tag) 값을 기준으로 값을 가져와 복사해 넣습니다.
그러므로 원본과 대상 속성 블록은 서로 같은 태그(Tag) 값이 존재해야 속성 값 복사가 됩니다.
복사되는 것은 프롬프트 값과 속성 값입니다.
관련 명령
문자 내용 복사(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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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속성에 복사(TCA)
문자 대응 복사(TEC)
문자 내용 서로 바꾸기(TSW)
블록 내부 문자 내용 수정(EDB)
9.1.2. 속성 문자 추출, 변환

TAT

속성 문자 추출, 변환

기능
 속성 블록을 속성 값 유지해 폭파하거나 일반 문자로 추출합니다.
 속성 문자를 일반 문자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속성 → 속성 문자 추출, 변환
리본 : DreamPlus → 문자 → 속성 → 속성 문자 추출, 변환
명령 : TAT (Text from ATtribut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경우 사용합니다.
- 속성 블록을 속성 값 유지한 상태로 폭파할 때
- 속성 블록 폭파없이 속성 문자만 일반 문자로 추출할 때
- 속성 문자를 일반 문자로 변환할 때

속성 값 유지 속성 블록 폭파
속성 값을 유지한 상태로 속성 블록을 폭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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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은 폭파되고 블록의 속성 문자는 모두 일반 문자가 됩니다.
폭파 없이 속성 문자 복사 추출
속성 블록을 폭파하지 않고 기존 속성 문자를 복사해 일반 문자로 추출합니다.
속성 블록은 그냥 유지한채 속성 값만 문자로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블록 내에 선택한 속성 문자 하나만 일반 문자로 추출하려면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복사 (CN) 명령을 사용합니다.
속성 정의 문자 → 일반 문자 변환
속성 정의 문자(Attribute Definition)는 폭파할 수 없으므로 일반 문자처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속성 정의 문자를 일반 문자(DTEXT)로 변환합니다.

실행 절차
① 속성블록 또는 속성문자 선택
명령에 따라 속성블록 또는 속성문자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9.1.3. 속성 문자로 변경

CAT

속성 문자로 변경

기능
 선택한 문자들을 속성 문자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속성 → 속성 문자로 변경
리본 : DreamPlus → 문자 → 속성 → 속성 문자로 변경
명령 : CAT (Convert to Attribute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써 있는 문자를 속성문자로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번거롭게 속성 문자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문자만 선택하면 속성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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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자 정렬점 적용
기존 문자의 정렬점을 변경하지 않고 속성 문자로 변경합니다.
정렬점 변경
속성 문자로 변경 후 지정한 옵션대로 정렬점을 변경합니다.
문자의 위치 변동은 없으며 그 자리에서 정렬점만 변경됩니다.

실행 절차
① 속성 문자로 변경할 문자 선택
도면에서 문자들을 선택하면 다른 절차 없이 속성 문자로 변경됩니다.
속성의 태그, 프롬프트, 기본값은 문자의 내용대로 입력이 됩니다.
태그 값은 속성 특성 상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띄어쓰기는 삭제되고 영문의 경우
대문자로 변경이 됩니다.
프롬프트, 기본값은 문자 내용 그대로 반영됩니다.
9.1.4. 속성 문자 특성 변경

MAT

속성 문자 특성 변경

기능
 선택한 속성 블록 내 속성 문자 특성을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속성 → 속성 문자 특성 변경
리본 : DreamPlus → 문자 → 속성 → 속성 문자 특성 변경
명령 : MAT (Modify Attribute Text)
상세 설명
일반적으로 속성 블록은 특성상 각 속성 문자의 특성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속성 블록안에 여러 속성 문자의 특성을 일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적 블록이 지원되며, 지정한 Tag 가 있는 특정 속성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대상 객체
속성 블록을 변경할지 속성 문자를 변경할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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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블록 변경을 변경할 경우는 특정 블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속성 블록만 선택'에 체크하면 블록 이름을 입력하는 박스가 활성됩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을 선택해 블록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경 속성 선택
모든 속성을 수정할지 특정 속성을(특정 TAG 값) 수정할지 선택합니다.

'특정 Tag 만 적용'에 체크하면 적용할 태그 이름 입력 박스가 활성됩니다.
Tag 값을 여러개 지정하려면 , 로 태그 값을 구분해 여러 개 입력합니다.
예) AAA,BBB,CCC 처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 속성 블록 안에 속성 문자를 선택해 태그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블록 내 속성 문자 선택할 때 해치 등이 함께 있는 속성 문자는 문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치가 선택되어 속성 문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직접 태그 값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특성 조정

조정할 특성을 체크하고 수정할 값을 입력합니다.
체크한 특성만 수정되고 체크 해제한 특성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특성 중 값은 태그가 아닌 속성 문자의 값(Valu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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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숫자 증감
체크하면 속성의 숫자를 일괄 증감할 수 있습니다.
특성 조정의 속성 값 수정과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감숫자
선택한 문자들에 +, -, ×, ÷ 숫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10 을 + 하고 싶다면 계산방식을 +/-를 선택하고 10 을 입력
일괄적으로 10 을 - 하고 싶다면 계산방식을 +/-를 선택하고 -10 을 입력합니다.
자리 수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소수자리
지정한 값을 +, -, ×, ÷ 계산 후 표시될 문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증감된 숫자가 10, 소수 자리 2 면 10.00 입니다.
계산방식
속성 값과 지정한 숫자를 계산할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삽입
체크하면 도면의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문자가 포함된 숫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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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숫자의 앞, 뒤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도 숫자를 인식합니다.
예를들어 문자 내용이 "EL:123" 이라면 인식되는 숫자는 123 입니다.
문자 내용이 "가나 123.456 다라" 라면 인식되는 숫자는 123.456 입니다.
숫자의 사이에 문자가 있는 123.456+678.890 이런 경우라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잘못된
결과가 나오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문자 내용 중 일부 숫자만 인식해 증감하고 싶다면 아래 문자 내용
중 일부만 인식 옵션을 사용해 보다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중 일부만 인식
문자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숫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앞, 뒤 일부 문자만 인식
예를 들어 123-ABC-456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뒤에서' 3 문자만 인식 옵션을 선택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뒤의 456 만 숫자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지정 문자
예를 들어 AA03-BB1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경우
지정 문자에 'BB'를 입력하고, 지정 문자 '뒤로만 인식' 옵션을 선택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BB 뒤의 1 만 숫자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지정 문자가 포함된 문자만 숫자를 증감합니다.
예를 들어 BB 가 포함된 문자들은 숫자를 찾아 증감하고 BB 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무시합니다.
9.2. 문자 찾기/바꾸기

FTE

문자 찾기/바꾸기

기능
 현재 도면에서 지정한 내용의 문자를 찾거나 내용을 바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찾기/바꾸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찾기바꾸기 → 문자 찾기/바꾸기
명령 : FTE (Find and replace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문자를 찾거나 문자 내용을 다른 것으로 일괄 바꿀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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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크게 문자 찾기 탭, 문자 바꾸기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하는 기능의 탭에서
실행합니다.

문자 검색 위치
문자를 검색할 대상 공간을 지정합니다.
선택한 문자 중에서만 찾기/바꾸기 하려면 '객체 선택'으로 지정합니다.

전체 도면 : 모형(Model), 배치(Layout) 모두에서 문자를 검색합니다.
현재 공간 : 현재 활성된 도면(모형 또는 배치)에서만 문자를 검색합니다.
모형 : 모형(Model)에서만 문자를 검색합니다.
배치 : 모든 배치(Layout)에서만 문자를 검색합니다.
객체 선택 : 선택한 객체 중에서만 문자를 검색합니다.

1. 문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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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찾을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문자 내용은 목록에 계속 저장됩니다.
: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현재 도면 여러 문자를 선택해 각 문자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자 찾기용)
: 저장된 내용 목록의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 저장된 내용 목록 전체를 초기화합니다
다중 도면 찾기
체크하면 여러 도면에서 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여러 도면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전체 내용 일치 문자만 찾기
체크하면 입력 문자와 도면 문자를 비교해 전체 내용이 일치하는 것만 찾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캐드 드림플러스' 문자가 있고
찾는 내용에 '캐드'를 입력하고 실행했을 때
체크 해제하면 '캐드 드림플러스' 문자를 찾습니다만
체크하면 전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찾는 문자가 없게됩니다.
찾는 내용 쉼표로 구분해 여러 문자 찾기
체크하면 여러 문자를 한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에 AAA,BBB,CCC 처럼 찾을 문자를 쉼표(콤마)로 구분해 입력, 체크 후 실행하면
도면에서 AAA, BBB, CCC 각각 세 가지 내용이 있는 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중 도면 찾기 주의점
다중 도면이 아닐 때는 찾은 후 찾은 문자만 선택하거나 해당 문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중 도면일 때는 찾은 문자 선택, 확대 할 수 없고 선택한 도면에 찾으려는 문자가 몇
개인가만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찾는 문자가 몇 개인지 표시되고 목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해당
도면을 열 수 있습니다.
'결과 클립보드로 복사'를 선택하면 결과 목록 전체가 클립보드에 복사되므로 엑셀 등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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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문자 선택

목록 아래의 이 버튼은 찾은 문자를 도면에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다중 도면 찾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비활성화되고 문자를 찾은 후 찾은 문자가 1 개 이상일 때 활성됩니다.
찾은 문자만 특성을 바꾼다거나 복사, 이동 등 선택해 다른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목록에서 [찾은 문자 선택] 버튼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 사항
찾은 문자 목록을 더블 클릭 또는 엔터 입력하면 해당 문자가 ZOOM 됩니다.
ZOOM 을 얼마나 크게할지는 [검색 옵션] 탭에서 지정합니다.

2. 문자 바꾸기

찾기/바꾸기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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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 버튼을 눌러 찾기/바꾸기할 내용을 추가합니다.
직접 입력, Excel 화면, Text 파일 세가지를 지원합니다.

1) 직접 입력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 추가]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입력된 값을 목록에 넣고 계속 입력 상태가 됩니다.
[입력창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창을 닫고 찾기/바꾸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Excel 화면

엑셀에는 미리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Excel 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엑셀 화면이 활성화되고 아래 그림처럼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가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의 경우 가나다, 어쩌구, 하하하가 찾을 문자가 되고 그 옆이 바꿀 문자입니다.

DreamPlus

Page762

3) Text 파일

텍스트 파일에서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경로] 버튼을 눌러 텍스트 파일을 찾습니다.
구분 문자는 텍스트 파일 안에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구분해 놓은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쉼표로 구분해놨다면 아래 같이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가 텍스트 파일에 한줄씩
있어야 합니다.
가나다,ABC
어쩌구,저쩌구
하하하,호호호
만약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의 구분 문자가 쉼표가 아니라면 지정 옵션을 눌러 직접
입력합니다.
전체 내용 일치 문자만 바꾸기
체크하면 입력 문자와 도면 문자를 비교해 전체 내용이 일치할 때만 바꿉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캐드 드림플러스' 문자가 있고
'캐드' 문자를 찾아 바꿀 때
체크 해제하면 '캐드 드림플러스' 문자를 찾아 지정 내용으로 바꾸지만
체크하면 찾는 문자가 없어 바꿔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중 도면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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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여러 도면에서 문자를 찾아 바꿀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여러 도면을 추가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이 표시됩니다.
다중 도면 바꾸기 주의점
MTEXT 의 줄바뀜은 문자를 바꿔도 유지되나 지정된 서식은 사라집니다.
다중 도면이 아닐 때는 문자를 바꾼 후 목록을 더블클릭 또는 엔터 입력해 현재 도면에 바꿔진
문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중 도면일 때는 확대 할 수 없고 선택한 도면에 바꾼 문자가 몇 개인가만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도면에 바꾼 문자가 몇 개인지 표시되고 목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해당 도면을 열 수 있습니다.
'결과 클립보드로 복사'를 선택하면 결과 목록 전체가 클립보드에 복사되므로 엑셀 등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찾는 내용의 수정, 삭제
등록된 찾는 내용을 수정하려면 목록에 찾는 내용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찾는 목록의 삭제는 맨 위 [선택 목록 삭제] 와 [전체 목록 삭제] 버튼으로 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저장

현재 찾기/바꾸기 목록 내용 전체를 입력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다음 실행할 때 바꿔 가며 찾기/바꾸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목록에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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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옵션
1) 검색 대상 객체
찾기/바꾸기할 때 검색할 객체를 지정합니다.
체크된 객체만 도면에서 검색해 찾고 바꾸기합니다.
바꾸기 중 치수는 치수 자체 값을 바꾸지 않고 재지정 값만 찾아 바꿉니다.
찾기 띄어쓰기 무시 : 객체 내용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찾습니다.
바꾸기 띄어쓰기 무시 :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찾아 바꿀 수 있지만 바꾼 결과가 띄워쓰기
삭제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와일드카드 사용 : * 사용으로 같은 패턴를 찾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했을 때 A
문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찾습니다.

2) 설정

찾은 문자 Zoom 할 때 문자 영역에 가상 사각형 표시
찾은 문자 파악이 쉽도록 문자 영역에 가상의 사각형을 표시합니다.
도면을 움직이면 가상 사각형은 사라집니다.
찾은 문자 Zoom 단계
검색된 목록 창을 더블 클릭, 엔터 입력할 때 문자 객체 Zoom 단계를 지정합니다.
숫자를 작게 입력할수록 더 확대 Zoom 됩니다. 10~20 정도가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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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 프로그램 실행할 때 찾는 내용 입력 칸 우선 활성
찾기에서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찾기] 버튼이 활성되어 키보드 엔터 입력 시 바로 찾기
동작 수행합니다.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찾는 내용 입력 칸이 활성되어 찾는 내용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찾은 문자 처리
이 기능을 사용하면 문자를 찾거나 바꿀 때 찾은 문자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찾기/바꾸기 문자 처리
찾기/바꾸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크게 찾은 문자 삭제와 찾은 문자 특성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 찾은 문자 처리 없음
찾은 문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 찾은 문자 삭제
찾은 문자를 도면에서 삭제합니다.
- 찾은 문자 특성 변경
높이, 폭 변경 등 5 가지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특성에 체크하고 변경 값을 입력합니다.
찾은 문자 처리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그램 창 우측 하단에 빨간색 설정 글자가 표시됩니다.
삭제, 특성 변경, 구름형 개정 표시 사용할 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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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설정 글자가 표시되면 찾기/바꾸기 후 처리하는 것이므로 실수 방지를 위해
표시됩니다.

2) 구름형 개정 표시
찾거나 바꾼 문자에 구름형 개정 표시를 합니다.

구름형 개정 표시는 지정 레이어 이름, 지정 색상, 플롯 여부를 설정해 레이어를 만들고
그립니다.
크기 비율, 호 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비율 값은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합니다.

개정 표시는 동일한 블록이 여러 개일 때 동일 블록 모두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같은 찾기/바꾸기 동작 및 객체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① 찾기
일반 문자 : [검색 옵션]에 '결과 창에 동일 블록은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 옵션에 따릅니다.
속성 문자 : 객체 특성상 동일 블록이라도 모두 표시됩니다.
② 바꾸기
바꾸기는 블록 특성상 하나를 찾아 바꾸면 다음 동일 블록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검색 옵션]의 옵션 설정과 관계없이 동작합니다.
일반 문자 : 동일 블록 중 블록 하나에만 표시됩니다.
속성 문자 : 객체 특성상 동일 블록이라도 모두 표시됩니다.
3) 목록 엑셀로 내보내기
체크하면 찾거나 바꾸기 완료 후 결과를 결과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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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도면에서 문자로 수량을 파악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찾거나 바꾼 문자 목록을 더블 클릭 또는 엔터 입력하면 해당 문자가 ZOOM 됩니다.
다중 도면 바꾸기에서는 ZOOM 할 수 없습니다.
ZOOM 을 얼마나 크게할지는 [검색 옵션] 탭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9.3. 동일 문자 찾아 선으로 표시

FMT

동일 문자 찾아 선으로 표시

기능
 입력한 문자 내용과 동일 문자를 도면에서 찾고 위치를 선으로 표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 동일 문자 찾아 선으로 표시
리본 : DreamPlus → 문자 → 찾기바꾸기 → 동일 문자 찾아 선으로 표시
명령 : FMT (Find and Mark the same Text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입력한 문자 내용과 동일 문자를 도면에서 찾고 위치를 선으로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가 도면 여기 저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할 때 편리합니다.

1.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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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내용
찾을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문자 내용은 목록에 계속 저장됩니다.
: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현재 도면 여러 문자를 선택해 각 문자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자 찾기용)
: 저장된 내용 목록의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 저장된 내용 목록 전체를 초기화합니다
쉼표로 구분해 여러 내용 찾기
체크하면 여러 내용 문자를 한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에 AAA,BBB,CCC 처럼 찾을 문자를 쉼표(콤마)로 구분해 입력하고 체크 후
실행하면
도면에서 AAA, BBB, CCC 각각 세 가지 내용이 있는 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내용은 연결선을 하나로 그리는데 설정에 따라 각각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BBB 입력하고 찾을 때
여러 내용별로 각각 연결선 그리기 체크 해제

여러 내용별로 각각 연결선 그리기 체크

전체 내용 일치 문자만 찾기
체크하면 입력한 문자와 도면의 문자를 비교해 전체 내용이 일치하는 것만 찾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캐드 드림플러스'라는 문자가 있고
찾는 내용에 '캐드'를 입력하고 실행했을 때
체크 해제하면 '캐드 드림플러스' 문자를 찾습니다만
체크하면 전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찾는 문자가 없게됩니다.
기타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의 문자는 무시하고 찾습니다.
띄어쓰기 무시 : 문자 내용이 띄어쓰기 되었을 때 이를 무시하고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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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카드 사용 : * 사용으로 같은 패턴를 찾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했을 때 A
문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찾습니다.

2. 연결선, 검색 대상

선 레이어, 색상
동일 문자를 찾아 표시하는 연결선의 레이어 및 색상입니다.
선 연결
선을 문자의 어느 위치에 연결할지 선택합니다.
문자 삽입점은 DTEXT 의 경우 항상 왼쪽 아래입니다.
문자 중간점은 문자의 중간 위치로 선을 연결합니다.
문자 내용, 개수 표기
체크하면 지정한 점에 선택한 문자 내용과 찾은 개수를 표기합니다.

찾을 객체를 지정합니다.
체크된 객체만 도면에서 검색해 찾습니다.

3. 실행 절차
찾는 내용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눌러 실행하면 아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① 찾은 문자를 표시할 연결선 위치 점 지정
점을 지정하면 찾은 문자의 위치를 선으로 연결하고
설정에 따라 문자 내용과 개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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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최대/최소값 찾기

MAX

최소, 최대, 평균 값 찾기

기능
 선택한 문자의 값 중 최소, 최대, 평균 값을 찾습니다.
 최소 ~ 최대 사이, 지정 값의 이상, 이하를 찾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최소, 최대, 평균 값 찾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찾기바꾸기 → 최소, 최대, 평균 값 찾기
명령 : MAX (find MAX, min valu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선택한 문자들 값 중 최소, 최대 평균 값을 찾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TEXT 내용 중 문자+숫자, 숫자+문자 형태도 숫자만 인식해서 찾습니다.
찾는 값은 최소, 최대, 평균, 최소~최대 사이, 지정 값 이상/이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찾는 대상
어떤 값을 찾을지 선택합니다.

최소 값 찾기
선택한 문자들 내용에서 최소 숫자 값을 찾습니다.
찾은 결과는 프로그램 창에 표시되고 도면에 해당 문자가 선택이 됩니다.
최대 값 찾기
선택한 문자들 내용에서 최대 숫자 값을 찾습니다.
찾은 결과는 프로그램 창에 표시되고 도면에 해당 문자가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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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값 찾기
선택한 문자들 내용에서 평균 숫자 값을 찾습니다.
찾은 결과는 프로그램 창에 표시됩니다.
최소, 최대, 평균 값 각각 찾기
선택한 문자들 내용에서 최소, 최대, 평균 숫자 값을 각각 모두 찾습니다.
찾은 결과는 프로그램 창에 표시됩니다.
최소, 최대 값 문자는 도면에 해당 문자가 선택이 됩니다.
최소 ~ 최대 사이 값 찾기

지정한 최소와 최대 사이에 있는 숫자 값을 선택한 문자들 내용에서 찾습니다.
최소와 최대 값을 입력 후 옆에 필터 선택 상자에서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찾은 결과는 도면에 찾은 문자들이 선택 됩니다.
지정 값 이상 이하 찾기

지정한 값의 이상/이하 숫자 값을 선택한 문자들 내용에서 찾습니다.
지정 값을 입력 후 옆에 필터 선택 상자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찾은 결과는 도면에 찾은 문자들이 선택 됩니다.

2. 찾은 후 설정

찾은 문자 확대
체크하면 찾은 문자를 확대합니다.
최소, 최대 값을 찾는 옵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찾은 값이 도면에 여기 저기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확대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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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문자 색상 변경
체크하면 찾은 문자를 지정한 색으로 변경합니다.
체크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선택 상자가 활성됩니다.
문자가 많은 경우 유용합니다.

3. 찾은 값
찾은 값을 이 부분에 표시합니다.

최소, 최대, 평균 옵션을 사용할 경우만 값이 프로그램 창에 표시됩니다.
다른 옵션은 찾은 값이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평균 값 옆 소수 옵션은 찾은 평균 값의 소수 자릿수입니다.
값을 찾은 후 소수 자릿수를 변경해도됩니다.

4. 찾은 문자 쓰기
찾은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특성
표기하는 문자의 특성을 선택했던 문자와 동일하게할지 임의로 지정할지 선택합니다.
최소, 최대, 평균 구분 문자
최소, 최대, 평균 값을 한번에 모두 표기할 때 각 값 사이를 구분할 문자를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객체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AutoCAD 2010 ~ 2011 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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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 후 화면을 마우스로 한번 선택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선택해도 객체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의 객체 선택
시 P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MOVE 할 경우
만약 프로그램 완료 후 객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완료 후 MOVE - 객체 선택 - P 입력하면 됩니다.
9.5. 문자 특성 일괄 변경

CHTE

문자 특성 일괄 변경

기능
 선택한 문자들의 특성을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특성 일괄 변경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특성 일괄 변경
명령 : CHTE (CHange TExt proper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들 특성을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1. 대상 객체
특성 변경할 문자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경우는 그림처럼 객체 종류가 표시됩니다.

도면에서 문자 먼저 선택 후 실행한 경우는 그림처럼 선택한 문자 개수가 표시됩니다.

2. 문자 특성
변경할 특성에 체크 후 값을 조정합니다.
여기에서 체크된 특성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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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입력 주의 사항
1. 회전 값은 캐드와 동일하게 '도' 단위입니다.
2. 기울기 값은 캐드와 동일하게 -85 도 ~ 85 도 사이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3. 폭 비율을 기본값으로 되돌리고 싶으면 1 입력 또는 값을 비워놓습니다.
4. 기울기를 기본값으로 되돌리고 싶으면 0 입력 또는 값을 비워놓습니다.

3. 실행 절차
① 문자를 먼저 선택한 경우
명령창에 CHTE 명령을 입력해 프로그램 실행, 특성을 조정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필터 객체 선택 (FSE) 명령을 먼저 사용해 조건에 맞는 문자를 선택 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②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경우
특성을 조정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관련 명령
선 위 문자 특성 변경 (CHTC)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 변경 (CHDT)
9.6. 선 위 문자 특성 변경

CHTC

선 위 문자 특성 변경

기능
 선택한 선에 걸리는 문자들의 특성을 일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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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선 위 문자 특성 변경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선 위 문자 특성 변경
명령 : CHTC (CHange Text properties on Curv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에 걸리는 문자들의 특성을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선을 따라 문자가 표기된 경우 이 선에 걸리는 문자의 특성만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선에 걸리는 문자는 선과 특성을 동일하게 맞추던지 별도 지정한 특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선이 많다면 PEDIT 명령 또는 선 결합 (JJJ) 명령으로 결합 시킨 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선택할 선으로 지원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 등 선 객체입니다.

1. 선택한 선과 특성 일치
이 옵션은 선택한 선에 걸리는 문자를 선의 특성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옵션입니다.

선의 특성과 동일하게 적용할 특성에 체크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체크된 특성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만 특성을 맞추고 싶다면 다른 것은 체크 해제하고 '레이어'만 체크하면
됩니다.

2. 특성 변경
이 옵션은 선택한 선에 걸리는 문자를 지정한 특성으로 변경하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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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특성에 체크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체크된 특성만 적용됩니다.

3.실행 절차
① 문자에 걸쳐 있는 선 선택
문자와 겹쳐진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선을 선택해도 됩니다.
지원되는 선 객체는 선(LINE),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 등 선 객체입니다.
선 선택이 완료되면 선 위에 걸쳐있는 문자는 옵션에서 선택한대로 특성이 변경됩니다.
ESC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선 선택은 반복되므로 한 번에 여러 번의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문자 선택이 안되는 경우
아래 그림처럼 문자 사이로 선이 지나가는 경우는 캐드가 문자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자가 한 두개면 캐드에서 직접 수정해야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다면 선을 조금만 Offset 해서 그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2. 다른 문자가 선택되는 경우
다른 선 위의 문자에 선택한 선이 조금만 걸려도 다른 선 위의 문자가 선택됩니다.
이 경우는 다른 선 위 문자가 걸리지 않도록 전체 문자 크기를 일괄 줄여 특성 변경 후 다시
크기를 일괄 키우는 것이 도움됩니다.
문자 크기는 문자 정렬점 기준으로 작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그냥 CAD 특성에서 일괄 줄이면 엉뚱한 위치 기준으로 크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들 중 하나로 문자 크기를 줄이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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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 특성 일괄 변경 (CHTE) 명령 활용
CHTE 명령에서 아래 그림처럼 설정하면 한번에 중간중심 기준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문자 정렬점 변경 (JU) 명령 활용
JU 명령은 문자 위치 변동 없이 문자의 정렬점을 수정하는 명령입니다.
실행 후 정렬점을 중앙중간(MC)으로 변경 후 CAD 특성(CTRL+1) 에서 일괄 문자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3. SCALETEXT 명령 활용
SCALETEXT 명령은 CAD 기본 명령으로 정렬점을 변경하면서 문자 크기를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실행할 때 옵션 입력에서 MC 입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로 줄이면 문자가 중앙중간 기준으로 줄어들어 편리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해서 특성을 변경 후 다시 크기를 원래대로 일괄 키우면됩니다.
줄일 때 정렬을 중앙중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키울 때는 정렬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크기만 일괄 키우면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특성 일괄 변경 (CHTE)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 변경 (CHDT)
9.7. 연속 문자 수정

SED

연속 문자 수정

기능
 선택한 문자들을 지정 순서대로 연속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연속 문자 수정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연속 문자 수정
명령 : SED (Sequence text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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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여러 문자를 연속으로 수정하거나, 숫자를 증분할 때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자 수정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편집할 경우 수정 중인 문자는 Zoom 되면서 수정할 수 있고 문자 인식 기능이 있어 좀 더
편리합니다.

1. 수정방법

1) 문자 직접 편집
선택한 문자의 수정 내용을 명령창에 직접 입력해 편집합니다.
설정 중 '편집할 때 문자 편집 창 사용'을 체크하면 명령창 입력 대신 별도의 창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한번에 수정할 때 편리합니다.
문자 인식으로 특정 부분의 문자 내용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숫자 증분
선택한 문자의 숫자를 정렬 순서에 따라 증분합니다.
연속적으로 써 있는 문자를 알파벳(A,B,C...) 또는 숫자(1,2,3...) 증분할 때 편리합니다.
문자 인식으로 특정 부분의 문자만 증분할 수 있습니다.
정렬이 곤란한 비연속적 문자나 문자 인식이 곤란한 특정 부분만 숫자 증가는 아래 명령
사용이 낫습니다.
임의 숫자 증가 (INN)

2. 편집(증분) 순서
선택한 문자들을 어떤 순서로 편집(증분)할지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은 문자 삽입점(왼쪽 아래) 기준입니다.
X 좌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인식, 편집합니다.
X 좌표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인식, 편집합니다.
Y 좌표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인식, 편집합니다.
Y 좌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인식, 편집합니다.
다음은 표 형식처럼 인식, 정렬하는 설정입니다.
맨 위 행을 좌→우로 인식하고 다음 아래 행을 좌→우로 인식, 편집합니다.
맨 앞 열을 아래→위로 인식하고 다음 열을 아래→위로 인식,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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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 열을 위→아래로 인식하고 다음 열을 위→아래로 인식, 편집합니다.
맨 아래 행을 좌→우로 인식하고 다음 위 행을 좌→우로 인식, 편집합니다.
도면에서 선택한 순서대로 : 정렬 없이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3. 설정
1) 문자 직접 편집할 때

편집할 문자 Zoom
체크하면 문자를 Zoom 하면서 수정합니다.
Zoom 할 때 얼만큼 문자 주위를 확대할지 단계를 설정합니다.
값을 1 로 지정하면 최대한 확대해 크게 보는 것이고 1 이상 값은 반대로 작게 보입니다.
편집할 때 문자 편집 창 사용
체크하면 편집할 때 그림처럼 창이 표시됩니다.
문자 인식을 사용했다면 수정할 부분 문자만 선택됩니다.
문자 수정 후 엔터 입력하거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자가 편집됩니다.
ESC 키를 누르거나 [종료]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편집을 취소하고 다음 문자가 편집됩니다.
창의 위치는 최초 좌측 상단에 표시되며 위치를 조정하면 위치 값이 저장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그림처럼 명령창에서 문자 내용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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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중 스페이스 입력 허용
명령창에 수정 내용을 입력할 때 스페이스바을 누른 경우 처리입니다.
체크하면 내용을 입력할 때 스페이스바를 빈칸으로 처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스페이스바를 캐드 기본 동작인 엔터로 처리합니다.
엔터 처리되면 현재 내용 수정 중인 문자 편집이 완료되어 다음 문자가 편집됩니다.
치수 편집 허용
체크하면 치수 객체를 선택하고 치수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치수만 선택' 설정이 활성됩니다. 실행 중 치수 객체만 선택됩니다.
치수 값은 실제 값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의 문자 재지정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문자 수정 내용 Excel 에서 가져오기
체크하면 수정할 문자 내용을 엑셀에서 가져옵니다.
선택한 문자들을 편집 순서대로 정렬 후 엑셀에서 가져온 값들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엑셀이 실행되어 있고 수정할 문자 내용이 엑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cel 에서 가져올 때 셀 읽는 순서
여러 행, 열을 엑셀에서 선택했을 때 아래 설정에 따라 셀의 값을 가져옵니다.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만 선택했을 때는 아래 설정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맨 위 행을 좌→우로 읽고 다음 아래 행을 좌→우로 읽어 가져옵니다.
맨 앞 열을 위→아래로 읽고 다음 열을 위→아래로 읽어 가져옵니다.

2) 문자 숫자 증분할 때

적용
증분 숫자를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합니다.
① 문자 내용 증분숫자로 변경
선택한 문자 내용을 증분 숫자로 변경합니다.
문자 인식 설정에 따라 일부 문자만 증분 숫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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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자 앞에 증분숫자 덧붙임
선택한 문자 내용 앞에 증분 숫자를 덧붙입니다.
문자 인식 설정은 필요 없으므로 비활성됩니다.
③ 문자 뒤에 증분숫자 덧붙임
선택한 문자 내용 뒤에 증분 숫자를 덧붙입니다.
문자 인식 설정은 필요 없으므로 비활성됩니다.
시작 값
증분 시작 숫자를 입력합니다.
알파벳 증가를 체크하면 알파벳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증가는 시작 값을 숫자가 아닌 영문 알파벳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증분 값
증분할 단계 값을 입력합니다.
알파벳 증가는 증분 값에 소수 없이 정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리 수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소수자리
증가된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증가된 숫자가 10, 소수 자리 2 면 10.00 입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증가된 숫자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증가된 숫자가 10 일 때 머리말에 A-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는 A-10
입니다.
알파벳 증가
체크하면 A, B, C ... 알파벳 순서로 증가합니다.
알파벳 증가는 시작 값을 숫자가 아닌 영문 알파벳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천 단위 기호
체크하면 증가된 숫자가 1000 이 넘는 경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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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편집 허용
체크하면 치수 객체를 선택하고 치수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치수만 선택' 설정이 활성됩니다. 실행 중 치수 객체만 선택됩니다.
치수 값은 실제 값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의 문자 재지정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4. 문자 인식
도면의 문자 내용 중 일부만 편집하고 싶을 때 아래같은 특정 옵션을 사용해 일부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문자 숫자 증분 - 문자 앞 또는 뒤 증분숫자 덧붙임할 때는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자 인식 없음
문자 내용 일부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도면의 문자 내용 전체를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
앞, 뒤 일부 문자 개수만 인식
문자의 앞, 뒤 일부 글자만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23-ABC-456 내용의 문자가 있을 때
'뒤에서' 선택 후 3 입력하면
위 문자 내용에서 맨 뒤 세 글자인 456 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창 입력은 앞에 "123-ABC-" 문자가 이미 입력되어 나오므로 456 에 해당하는 문자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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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창 입력은 아래같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인식한 일부 문자를 제외한 부분(명령창의 ? 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합니다.
지정 문자 인식
지정한 문자의 앞, 뒤 일부 글자만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A03-BB1 내용의 문자가 있을 때
지정 문자에 'AA'를 입력, '뒤로' 선택, 2 를 입력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AA 뒤의 03 만 문자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문자에 'BB'를 입력하고, '뒤로 모두' 옵션을 선택했다면
위 문자 내용에서 BB 뒤의 1 만 문자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문자 내용에 지정 문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편집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지정 문자가 포함되지 않아도 수정하려면 아래 '지정 문자, 단어가 없어도 편집 허용'을
체크합니다.
명령창 입력은 아래처럼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인식한 일부 문자를 제외한 부분(명령창의 ? 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합니다.
지정 단어 뒤 문자를 편집
지정한 단어 뒤 문자 내용만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아래같은 문자 내용이 있을 때
L=1.111
L=2.222
L=3.333
앞에 "L=" 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 뒤에 숫자만 계속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에 인식할 단어인 "L=" 을 등록 후 실행하면 아래같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L=" 문자가 이미 입력되어 나오므로 사용자는 뒤에 숫자만 입력합니다.

수정 방법에서 숫자 증분을 사용 할때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단어를 지정하려면 단어를 , 로 구분해 프로그램 창에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문자 내용에 지정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편집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지정 단어가 포함되지 않아도 수정하려면 아래 '지정 문자, 단어가 없어도 편집 허용'을
체크합니다.
문장 하나에 지정 단어가 여러 개 있다면 지정 단어가 더 없을 때까지 한 문장 수정이
반복됩니다.
편집할 때 문자 편집창을 사용하면 문장 하나가 다 끝날 때까지 캐드 화면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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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문자, 단어가 없어도 편집 허용
지정 문자 인식, 지정 단어 뒤 문자를 편집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편집 대상에 지정 문자, 단어가 없으면 건너뜁니다.
건너뛰지 않고 모두 편집하려면 이 옵션에 체크합니다.

5. 실행 절차
1) 문자 직접 편집
① 편집할 대상 문자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수정할 여러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를 모두 선택 후 엔터 입력하면 편집할 문자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되며 아래 그림
처럼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수정할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면 지정한 편집 순서에 따라 다음 문자를 또 수정하게
됩니다.

문자 수정 내용 Excel 에서 가져오기를 체크했을 때
도면에서 편집 대상 문자 선택 후 엑셀이 활성화되며 아래 그림처럼 값을 가져올 영역 선택
상자가 표시됩니다.

엑셀의 셀 범위를 지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문자 숫자 증분
① 증분할 대상 문자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증분할 여러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를 모두 선택 후 엔터 입력하면 선택한 정렬 방식과 옵션에 따라 선택한 문자들의 내용이
증분된 숫자(또는 알파벳)으로 변경됩니다.
9.8. 문자 내용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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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일부 삭제

기능
 선택한 문자의 내용 중 일부를 여러가지 조건으로 일괄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내용 일부 삭제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내용 일부 삭제
명령 : DET (DElete Text valu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의 내용을 다양한 조건으로 일괄 일부 삭제 및 괄호 삽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네 가지 기능에 대해 각각 체크한 기능만 실행이됩니다.
1. 지정 문자 삭제
2. 문자 자르기
3. 공백 삽입, 삭제
4. 괄호 삽입, 삭제
각 기능을 여러 개 체크할 경우 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기능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 문자 삭제와 문자 자르기를 함께 체크할 경우
지정 문자를 삭제한 후 → 변경된 문자 내용으로 → 문자 자르기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1. 지정 문자 삭제
문자 내용 중 지정 문자만 삭제하거나 지정 문자의 앞, 뒤 내용 삭제 등 여러 옵션에 따라 문자
내용을 삭제합니다.

지정한 문자를 입력 후 목록 상자에서 수행할 기능을 고르면 됩니다.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검색할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자르기
문자 내용 중 앞, 뒤, 중간 지정 숫자만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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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뒤에서
지정 숫자만큼 앞, 뒤에서 문자를 삭제합니다.
앞, 뒤에서 일괄적으로 몇 글자씩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중간, 부터
중간에 지정한 숫자부터 다음 지정한 숫자까지 문자를 삭제합니다.
문자 내용 중 처음과 시작이 아닌 중간에 몇 글자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3. 공백 삽입, 삭제
문자 사이 공백을 제거하거나 문자 사이마다 공백을 일정하게 삽입합니다.

4. 괄호
선택한 문자의 괄호를 삭제하거나 문자 내용 앞, 뒤에 일괄 괄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괄호 종류를 먼저 선택후 실행하면 됩니다.

5. 실행

실행전 미리보기
체크하면 문자 내용 삭제 전에 변경 내용을 미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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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를 보면서 다른 옵션을 바꾸면 바로 미리보기에 반영되므로 편리합니다.
미리보기 후 최종 실행되려면 [실행] 버튼을 눌러야 설정 옵션대로 문자 내용이 변경됩니다.
아래 그림은 지정 문자 삭제 기능을 이용해 - 문자 앞을 삭제하는 옵션으로 미리보기한
화면입니다.
좌측 창이 도면에 있는 문자 내용이고 우측 창이 실행되면 변경될 문자 내용을 미리 보여준
화면입니다.

미리보기 없이 실행
체크하면 미리보기 없이 설정 옵션대로 바로 문자 내용이 변경됩니다.
9.9. 문자 덧붙이기

AT

문자 덧붙이기

기능
 선택한 문자의 내용을 다른 문자의 앞 또는 뒤에 추가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덧붙이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덧붙이기
명령 : AT (Append to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써 있는 어떤 문자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른 문자의 앞,뒤에 덧 붙일 때
사용합니다.

실행절차
① 추가할 내용을 가져올 문자 선택 또는 [공백 개수 설정(S)]
다른 문자에 덧붙일 내용이 있는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공백 개수 설정을 변경합니다.
공백 개수는 덧붙일 문자와 대상 문자 사이에 공백 띄워쓰기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1 입력하면 공백 한 칸 띄워서 문자 내용을 덧붙입니다.
② 대상 문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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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추가할 대상이되는 문자를 선택합니다.
여러개의 문자를 선택해도 됩니다.
③ 옵션 입력 [앞에 추가(F)/뒤에 추가(B)]
가져온 문자 내용을 대상 문자 앞에 추가할지 뒤에 추가할지 입력합니다.
입력한 옵션은 저장됩니다.
옵션 입력없이 엔터 입력하면 이전 실행한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9.10.

문자 합치기

TJO

문자 합치기

기능
 선택한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로 합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합치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합치기
명령 : TJO (Text JOi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여러 개 분리된 문자를 하나로 합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가지 결합 방식과 설정을 지원합니다.

결합 방식별 실행
문자를 여러 개 선택할지 하나씩 선택할지에 따라 아래같이 실행됩니다.

1. 여러 문자 선택, 모두 결합
여러 개의 문자를 선택해 모두 하나로 합칩니다.

이 방식은 여러 문자를 어떤 순서로 합칠지 정렬 순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정렬된 순서대로 결합해 하나의 문자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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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

위 → 아래

아래 → 위

맨 위 행을 좌→우, 다음 아래 행을 좌→우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위→아래, 다음 열을 위→아래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아래→위, 다음 열 아래→위 정렬합니다.
없음 : 정렬하지 않고 선택한 순서대로 결합합니다.
없음에선 여러 문자를 선택할 때는 도면에 맨 마지막 생성된 문자가 처음 문자가 됩니다.
Z 방향 정렬 때 한 행씩 결합.
정렬을 사용할때 활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문자들이 있을 때

1) 체크한 경우
아래처럼 한 행씩 결합됩니다.

2) 체크 해제한 경우
아래처럼 모두 하나로 결합됩니다.

문자 삽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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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문자
맨 처음 문자 내용을 결합된 문자 내용으로 바꿉니다.
2) 새로 작성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 삽입 점 위치에 새 문자를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할 때 합쳐진 문자의 정렬 값,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에서 '문자대로'는 처음 문자의 각도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Z 방향 정렬 때 한 행씩 결합'을 사용하면 아래 그림처럼 문자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은 문자와 문자의 줄 간격으로 문자 높이 배수, 또는 지정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높이는 각 행별 첫 문자 높이대로 적용됩니다.
결합 설정
결합할 때 적용되는 설정은 이 도움말 7. 결합 설정에 상세히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결합할 문자들 모두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결합할 문자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되면 정렬 순서대로 합쳐진 내용으로 문자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됩니다.
이 선택과 결합 과정은 ESC 키나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2. 여러 문자 선택, 입력 개수씩 결합
선택된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 개수씩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여러 문자 선택 후 2 입력하면 순서대로 2 개씩 결합합니다.

이 방식은 선택한 여러 문자를 어떤 순서로 합칠지 정렬 순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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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

위 → 아래

아래 → 위

맨 위 행을 좌→우, 다음 아래 행을 좌→우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위→아래, 다음 열을 위→아래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아래→위, 다음 열 아래→위 정렬합니다.
없음 : 정렬하지 않고 선택한 순서대로 결합됩니다.
없음에선 여러 문자를 선택할 때는 도면에 맨 마지막 생성된 문자가 처음 문자가 됩니다.
문자 삽입 방식

1) 처음 문자
맨 처음 문자의 내용을 결합된 문자 내용으로 바꿉니다.
2) 새로 작성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 삽입 점 위치에 새 문자를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할 때 합쳐진 문자의 정렬 값, 문자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은 문자와 문자의 줄 간격으로 문자 높이 배수, 또는 지정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높이는 각 행별 첫 문자 높이대로 적용됩니다.
결합 설정
결합할 때 적용되는 설정은 이 도움말 7. 결합 설정에 상세히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결합할 문자들 모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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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내용을 결합할 문자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② 몇 개씩 결합할지 개수 입력
순서대로 입력된 개수씩 결합 후 문자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됩니다.
① ~ ② 과정은 ESC 키나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3. 여러 문자 한 열씩 선택, 행별 결합
여러 개의 문자를 한 열씩 선택해 한 행씩 합칩니다.

예를 들어 맨 왼쪽 합치기 전 상태를 한 열씩 선택해 맨 오른쪽 합쳐진 상태로 결합합니다.
한 열씩 선택하므로 각 열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치가 균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열은 2 개 이상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삽입 방식
1) 처음 문자
맨 처음 열의 각 행별 문자 내용을 결합된 문자 내용으로 바꿉니다.
2) 새로 작성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 삽입 점 위치에 새 문자를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할 때 합쳐진 문자의 정렬 값, 문자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은 문자와 문자의 줄 간격으로 문자 높이 배수, 또는 지정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높이는 각 행별 첫 문자 높이대로 적용됩니다.
결합 설정
결합할 때 적용되는 설정은 이 도움말 7. 결합 설정에 상세히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결합할 문자 열 1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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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내용을 결합할 첫 번째 문자 열을 선택합니다.
② 결합할 문자 열 2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결합할 두 번째 문자 열을 선택합니다.
이런식으로 문자 열 3, 문자 열 4 ... 계속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열이 없다면 엔터(스페이스바, 엔터, 마우스 오른쪽 등) 입력해 완료합니다.
완료되면 지정 설정에 따라 합쳐진 내용의 문자로 수정되거나 새로 작성됩니다.
여러 문자 한 열씩 선택 기능은 합친 후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4. 여러 문자 한 행씩 선택, 열별 결합
여러 개의 문자를 한 행씩 선택해 한 열씩 합칩니다.

예를 들어 맨 왼쪽 합치기 전 상태를 한 행씩 선택해 맨 오른쪽 합쳐진 상태로 결합합니다.
한 행씩 선택하므로 각 행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치가 균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행은 2 개 이상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삽입 방식
1) 처음 문자
맨 처음 행의 각 열별 문자 내용을 결합된 문자 내용으로 바꿉니다.
2) 새로 작성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 삽입 점 위치에 새 문자를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할 때 합쳐진 문자의 정렬 값, 문자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은 문자와 문자의 열 간격으로 문자 높이 배수, 또는 지정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높이는 첫 문자 높이대로 적용됩니다.
결합 설정
결합할 때 적용되는 설정은 이 도움말 7. 결합 설정에 상세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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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결합할 문자 행 1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결합할 첫 번째 문자 행을 선택합니다.
② 결합할 문자 행 2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결합할 두 번째 문자 행을 선택합니다.
이런식으로 문자 행 3, 문자 행 4 ... 계속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행이 없다면 엔터(스페이스바, 엔터, 마우스 오른쪽 등) 입력해 완료합니다.
완료되면 지정 설정에 따라 합쳐진 내용의 문자로 수정되거나 새로 작성됩니다.
여러 문자 한 행씩 선택 기능은 합친 후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5. 문자 하나씩 선택, 순서대로 결합
문자를 하나씩 선택해 선택한 순서대로 내용을 합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① ② ③ 순서로 선택한 각 문자 내용을 하나로 합칩니다.

지정 개수마다 연속 결합
지정 개수만큼 문자를 선택하면 바로 결합시키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값을 2 로 입력했다면
도면에서 문자 두 개를 선택하면 바로 합쳐지고 다음 문자 두 개를 선택하면 바로 합쳐집니다.
체크하면 지정 개수만큼 선택할때마다 바로 합쳐지고
해제하면 문자들을 선택 후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를 입력해 선택을 완료해야
합쳐집니다.
동일 개수씩 문자를 연속 합치는 작업을 할 때 편리합니다.
문자 삽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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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문자
맨 처음 문자의 내용을 결합된 문자 내용으로 바꿉니다.
2) 새로 작성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 삽입 점 위치에 새 문자를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할 때 합쳐진 문자의 정렬 값,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에서 '문자대로'는 처음 문자의 각도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합 설정
결합할 때 적용되는 설정은 이 도움말 7. 결합 설정에 상세히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결합할 문자 선택
도면에서 내용을 문자를 하나씩 선택합니다.
엔터(스페이스바, 엔터, 마우스 오른쪽 등)를 입력해 선택을 완료하면 문자 내용이 합쳐집니다.
이 선택과 결합 과정은 ESC 키나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6. 원 안의 문자만 결합
도면에 선택된 원 안의 문자들을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왼쪽 원 안의 문자들을 오른쪽처럼 결합합니다.
맨 처음 문자의 내용을 결합된 문자 내용으로 바꿉니다.

이 방식은 선택한 여러 문자를 어떤 순서로 합칠지 정렬 순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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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

위 → 아래

아래 → 위

맨 위 행을 좌→우, 다음 아래 행을 좌→우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위→아래, 다음 열을 위→아래 정렬합니다.
맨 앞 열을 아래→위, 다음 열 아래→위 정렬합니다.
없음 : 정렬하지 않고 선택한 순서대로 결합됩니다.
없음에선 여러 문자를 선택할 때는 도면에 맨 마지막 생성된 문자가 처음 문자가 됩니다.
결합 설정
결합할 때 적용되는 설정은 이 도움말 7. 결합 설정에 상세히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기준 원 선택
도면에서 검색할 원 지름 기준이 되는 아무 원이나 선택합니다.
② 원 선택 범위 지정
원 안의 문자를 합칠 원을 선택합니다.
위 기준 원과 동일한 지름의 원만 선택되고 완료됩니다.

7. 결합 설정
결합할 때 공통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기존 문자 삭제
체크하면 합친 문자 작성 후 기존 선택했던 문자를 삭제합니다.
문자 삽입 방식이 '처음 문자'인 경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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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문자 사이 공백 지정
체크하면 합친 문자 사이에 지정한 개수만큼 공백(Space)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치기 전 A, B, C 라는 문자가 있고 이것을 하나로 합칠 때
체크 해제하면 합쳐진 결과 문자는 ABC 가 됩니다.
체크해 공백 값을 2 로 지정했다면 합쳐진 결과 문자는 A B C 가 됩니다.
머리말, 결합 문자, 꼬리말
합친 문자에 머리말, 결합 문자, 꼬리말을 입력합니다.
머리말과 꼬리말은 합쳐진 문자의 앞, 뒤에 추가로 넣을 내용입니다.
결합 문자는 합치기 전 각 문자 사이에 넣을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합치기 전 A, B, C 라는 문자가 있고 이것을 하나로 합칠 때
결합 문자에 '-' 를 입력했다면 최종 합친 문자는 A-B-C 가 됩니다.
각 문자마다 넣기 : 머리말, 꼬리말
체크하면 지정한 합치기 전 각 문자마다 머리말, 꼬리말을 넣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합친 문자 내용에만 머리말, 꼬리말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합치기 전 A, B, C 라는 문자가 있고 이것을 하나로 합칠 때
머리말에 체크하고 머리말 @ 중간말 , 를 지정했다면 최종 합친 문자는 @A, @B, @C 가
됩니다.

8. 결합 문자 특성 변경
결합된 문자의 특성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각 설정에 체크하면 결합된 문자의 특성을 지정한 특성으로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기존 문자 특성과 동일하게 작성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자르기 (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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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자르기

STE

문자 자르기

기능
 선택한 문자들을 지정한 위치 또는 특정 문자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자르기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자르기
명령 : STE (Split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를 지정한 위치 또는 특정 문자 기준으로 잘라서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문자를 위치 변동 없이 분리하거나 여러 개로 줄넘김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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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방법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낼지 마우스로 자를 점을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1. 특정 문자 앞에서 분리
이 옵션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문자들의 내용에 지정한 특정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 앞에서 자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자를 기준 설정' 옵션 창이 활성화 됩니다.

1) 처음 검색된 문자에서 한 번만 자르기
체크하면 문자를 자를 곳이 여러 번이라도 한 번만 자르고 종료합니다.
문자 내용에서 맨 처음 한 번만 잘라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백 기준으로 자르고 싶은데 문자 내용에 공백이 너무 많을 때
또는 특정 문자가 여러 번 들어가는데 처음 검색된 곳에서 한 번만 자를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옵션을 체크한 경우와 해제한 경우 차이입니다.

2) 공백 기준으로 자르기
선택한 문자들 내용 중 공백이 있는 부분에서 자릅니다.
공백이 많이 있어도 알아서 잘라집니다.

3) 특정 문자
선택한 문자들 내용에 특정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 앞에서 자릅니다.
아래 그림은 '앞에' 라는 문자를 지정해 자른 결과입니다.
지정한 문자가 없으면 잘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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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른 후 삭제
체크하면 찾은 특정 문자 앞에서 자른 후 앞 또는 뒤 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설정
잘라낸 문자에 대한 옵션입니다.

잘라낸 문자 앞, 뒤 공백 제거
체크하면 문자를 자른 후 앞,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합니다.
아래 그림은 체크한 경우와 해제한 경우 차이입니다.

자른 곳에서 줄 넘김
문자를 자른 후 한줄 씩 줄넘김할 때 사용합니다.
원본 문자와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줄 간격 설정' 창이 활성화 됩니다.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 문자 크기 : 선택 문자의 높이에 지정 값을 곱한 크기로 줄 간격을 설정합니다.
고정 간격 : 선택 문자의 높이와 관계 없이 고정된 크기로 줄 간격을 설정합니다.

2. 자를 점 지정
이 옵션은 한 번에 한 개의 문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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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문자들 내용에 공백이나 특정 문자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문자의 위치 변동 없이 바로 잘라지므로 문자가 많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3. 자를 점 지정 실행 절차
① 문자 선택
도면에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② 문자를 자를 점 지정
마우스 커서로 자를 곳을 지정합니다.

③ 자른 후 선택해 보면 아래 같이 선택한 점에서 문자가 분리됩니다.

ESC 등으로 취소 전 까지 ① ~ ② 과정은 반복됩니다.
주의 사항
자르는 부분이 공백 없이 붙어 있는 경우 자를 점을 지정할 때 약간 뒤쪽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를 곳 앞 문자 + 아주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합니다.
즉, 아래 그림 중 위 그림보다 아래 그림이 원하는 결과대로 잘립니다.
또는 뒷 문자쪽으로 약간 더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관련 명령
문자 합치기 (TJO)
9.12.

문자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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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문자 Offset

기능
 문자를 위 또는 아래로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Offset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Offset
명령 : TF (Text oFfs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를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문자를 위,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문자 방향대로 이동되므로 문자가
회전된 경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 위에 회전된 문자가 있고 이 문자를 선과 간격을 벌려 더 띄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Offset 할 문자들 선택
Offset 할 문자들을 선택합니다.
② Offset 거리 입력 또는 [문자 비율 입력(P)]
Offset 거리를 입력합니다.
+ 값 입력하면 위쪽으로 Offset 됩니다.
- 값 입력하면 아래쪽으로 Offset 됩니다.
거리 값은 다음 변경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이전 실행 때와 거리 값이 같다면 그냥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P 입력하면 문자 비율로 Offset 합니다.
Offset 문자 비율 입력 또는 [거리 입력(D)]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일 때 문자 비율로 0.5 입력했다면 50%인 1.5 값만큼 Offset 합니다.
D 를 입력해 다시 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거리 입력과 비율 입력은 다시 변경 전까지 다음 실행할 때도 같은 방식대로 실행됩니다.

Offset 간격의 적용
빨간색 문자가 Offset 된 문자일 때 그림처럼 문자의 중심 거리로 Offset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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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문자 양방향 Offset (TFB)
문자 수평 Offset (THF)
문자 복사 Offset (TCF)
9.13.

문자 수평 OFFSET

THF

문자 수평 Offset

기능
 문자를 왼쪽 또는 오른쪽로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수평 Offset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수평 Offset
명령 : THF (Text Horizontal oFfs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를 좌, 우로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지정한 문자를 좌, 우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문자 방향대로 이동되므로 문자가 회전된
경우 유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수평 Offset 할 문자들 선택
Offset 할 문자들을 선택합니다.
② 수평 Offset 거리 입력
Offset 거리를 입력합니다.
+ 값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Offset 됩니다.
- 값 입력하면 왼쪽으로 Offset 됩니다.
거리 값은 다음 변경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이전 실행 때와 거리 값이 같다면 그냥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관련 명령
문자 Offset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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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양방향 Offset (TFB)
문자 복사 Offset (TCF)
9.14.

문자 복사 OFFSET

TCF

문자 복사 Offset

기능
 문자를 위 또는 아래로 복사하면서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복사 Offset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복사 Offset
명령 : TCF (Text Copy oFfs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를 복사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문자를 위, 아래에 복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문자 방향대로 복사되므로 문자가
회전된 경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 위에 회전된 문자가 있고 이 문자를 선 아래에 똑같이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복사 Offset 할 문자들 선택
복사하며 Offset 할 문자들을 선택합니다.
② 복사 Offset 거리 입력 또는 [문자 비율 입력(P)]
Offset 거리를 입력합니다.
+ 값 입력하면 위쪽으로 Offset 됩니다.
- 값 입력하면 아래쪽으로 Offset 됩니다.
거리 값은 다음 변경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이전 실행 때와 거리 값이 같다면 그냥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P 입력하면 문자 비율로 Offset 합니다.
Offset 문자 비율 입력 또는 [거리 입력(D)]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일 때 문자 비율로 0.5 입력했다면 50%인 1.5 값만큼 Offset 합니다.
D 를 입력해 다시 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거리 입력과 비율 입력은 다시 변경 전까지 다음 실행할 때도 같은 방식대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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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간격의 적용
빨간색 문자가 복사된 문자일 때 그림처럼 문자의 중심 거리로 Offset 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Offset (TF)
문자 양방향 Offset (TFB)
문자 수평 Offset (THF)
9.15.

문자 양방향 OFFSET

TFB

문자 양방향 Offset

기능
 문자를 위, 아래로 양방향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양방향 Offset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I → 문자 양방향 Offset
명령 : TFB (Text oFfset to Both sid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문자를 양방향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문자를 위, 아래에 복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문자 방향대로 복사되므로 문자가
회전된 경우 유용합니다.
선택한 문자를 위, 아래 Offset 하므로 문자 하나를 두 줄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행 중 설정을 변경해 원본 문자를 삭제 안 하면 문자 하나를 세 줄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양방향 Offset 할 문자들 선택 [설정 변경(S)]
양방향 Offset 할 문자들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Offset 후 원본 문자를 삭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Offset 후 원본 문자 삭제입니다.
② Offset 거리 입력 또는 [문자 비율 입력(P)]
Offset 거리를 입력합니다.
거리 값은 다음 변경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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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실행 때와 거리 값이 같다면 그냥 엔터(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P 입력하면 문자 비율로 Offset 합니다.
Offset 문자 비율 입력 또는 [거리 입력(D)]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 일 때 문자 비율로 0.5 입력했다면 50%인 1.5 값만큼 Offset 합니다.
D 를 입력해 다시 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거리 입력과 비율 입력은 다시 변경 전까지 다음 실행할 때도 같은 방식대로 실행됩니다.

Offset 간격의 적용
빨간색 문자가 Offset 된 문자일 때 그림처럼 문자의 중심 거리로 Offset 됩니다.

관련 명령
문자 Offset (TF)
문자 복사 Offset (TCF)
문자 수평 Offset (THF)
9.16.

문자 방향 회전

RTE

문자 방향 회전

기능
 선택 문자에 지정 각도를 더해 문자를 회전합니다.
 선택 문자를 지정 각도가 되도록 회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방향 회전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문자 방향 회전
명령 : RTE (Rotate TExt ang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의 방향을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의 회전 값에 지정 각도를 더해 회전하거나 지정 각도가 되도록 회전합니다.

1. 회전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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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할 각도
문자를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문자들 회전값에 지정 각도를 더해 문자를 회전합니다.
그림처럼 180 도 지정하면 선택한 문자들이 모두 180 도 뒤집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각도는 캐드 기본 값처럼 시계 반대 방향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30 도 지정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 도 회전되며, -값 입력하면 시계 방향
회전됩니다.
지정 각도
문자를 지정 각도가 되도록 회전합니다.
캐드 기본 기능으로도 가능하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블록 내부 문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 내부 문자를 변경하려면 설정에 '블록 내부 문자도 회전' 체크해야 합니다.

2. 각도 가져오기

각도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두 버튼을 이용해 각도를 가져와도 됩니다.
문자 선택 : 문자를 선택해 선택한 문자의 회전 값을 가져옵니다.
두점 지정 : 두 점을 지정해 두 점의 각도를 가져옵니다.

3. 설정

블록 내부 문자도 회전
체크하면 블록 내부 문자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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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특성 상 블록은 하나만 처리해도 도면에 같은 이름의 모든 블록이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문자 중심점 기준으로 회전
선택한 문자의 중심점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문자를 '중간 중심' 정렬 후 회전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문자 정렬점 기준으로 회전
선택한 문자의 정렬점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정렬 상태가 '중간 오른쪽'이면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다중행문자(Mtext)는 정렬점이 없으므로 삽입점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문자 삽입점 기준으로 회전
선택한 문자의 삽입점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삽입점은 문자의 왼쪽 아래입니다.
9.17.

문자 스타일 병합

MTS

문자 스타일 병합

기능
 현재 도면의 여러 문자 스타일을 하나의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록 안의 문자, 치수 문자 스타일도 변경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스타일 병합
리본 : DreamPlus → 문자 → 스타일 → 문자 스타일 병합
명령 : MTS (Merge Text Sty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의 문자 스타일을 지정 스타일로 모두 일괄 병합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도면, 여러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변경할 때는 문자 스타일 변경 (CFS) 명령을
사용합니다
현재 도면을 빠르게 변경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완료, 퍼지 후에도 병합할 스타일이 남아 있다면?
도면 모든 객체를 선택해 복사 후 새 도면에 붙여넣고 실행해 보세요.

실행 절차

DreamPlus

① 병합 대상 스타일 설정에서 대상 스타일 선택
② 다음 스타일로 병합 설정에서 스타일 선택 후 실행

1. 병합 대상 스타일
병합 대상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① 도면 모든 스타일 병합
현재 도면의 모든 문자 스타일을 하나의 스타일로 병합합니다.
② 목록 선택 스타일만 병합
목록에 선택한 문자 스타일들만 하나의 스타일로 병합합니다.
도면 문자를 선택해 목록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 스타일 목록을 다시 불러옵니다.
목록 모든 스타일이 선택됩니다.
목록 모든 스타일을 선택 해제합니다.

2. 다음 스타일로 병합
병합 대상 스타일들을 여기서 선택한 문자 스타일로 병합합니다.
스타일을 선택하면 어떤 글꼴, 큰글꼴인지 설정을 보여줍니다.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스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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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xt 내부 강제 지정된 글꼴 제거
MText 는 문자 내용 중 일부만 글꼴 및 스타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강제 지정된 글꼴을 제거합니다.
병합 후 Purge
체크하면 병합 후 퍼지해 필요 없는 도면 요소를 삭제합니다.
문자 스타일만 퍼지할지 도면 전체를 퍼지할지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병합해도 병합 이전 문자 스타일이 현재 도면에 계속 유지됩니다.
Standard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는 스타일이므로 병합 후 Purge 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문자 스타일 변경 (CFS)
없는 글꼴 일괄 수정 (FTF)
9.18.

문자 스타일 변경

CFS

문자 스타일 변경

기능
 여러 도면의 문자 스타일을 지정한 스타일로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문자 스타일 변경
리본 : DreamPlus → 문자 → 스타일 → 문자 스타일 변경
명령 : CFS (Change Font Sty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의 문자 스타일을 지정 스타일로 모두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여러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빠르게 병합할 때는 문자 스타일 병합 (MTS)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러 도면을 변경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DreamPlus

실행 절차
① 변경 대상 스타일 설정에서 대상 스타일 선택
② 다음 스타일로 변경 설정에서 스타일 선택
③ 대상 도면 추가 후 실행

1. 변경 대상 문자 스타일
변경 대상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① 도면 모든 스타일 변경
현재 도면의 모든 문자 스타일을 하나의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② 목록 선택 스타일만 변경
목록에 선택한 문자 스타일들만 하나의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목록 모든 스타일이 선택됩니다.
목록 모든 스타일을 선택 해제합니다.
추가 검색
목록에 변경 대상 스타일이 없다면 다른 도면에서 스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열린 도면, 도면 찾기 버튼으로 다른 도면의 스타일을 가져옵니다.

2. 다음 스타일로 변경
변경 대상 스타일들을 여기서 선택한 문자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스타일을 선택하면 어떤 글꼴, 큰글꼴인지 설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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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스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Text 내부 강제 지정된 글꼴 제거
MText 는 문자 내용 중 일부만 글꼴 및 스타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강제 지정된 글꼴을 제거합니다.
병합 후 Purge
체크하면 병합 후 퍼지해 필요 없는 도면 요소를 삭제합니다.
문자 스타일만 퍼지할지 도면 전체를 퍼지할지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병합해도 병합 이전 문자 스타일이 현재 도면에 계속 유지됩니다.
Standard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는 스타일이므로 병합 후 Purge 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3. 대상 도면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
체크 해제하면 대상 도면 중 열린 도면은 처리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대상 도면 중 열려 있는 도면도 처리 후 저장합니다.
관련 명령
문자 스타일 병합 (MTS)
없는 글꼴 일괄 수정 (F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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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자스타일로 설정

SCT

현재 문자스타일로 설정

기능
 선택한 문자의 스타일이 현재 문자 스타일로 설정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현재 문자스타일로 설정
리본 : DreamPlus → 문자 → 스타일 → 현재 문자스타일로 설정
명령 : SCT (Set Current Text sty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를 선택해 현재 문자 스타일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문자의 스타일이 현재 문자 스타일로 설정됩니다.

실행절차
① 현재 문자 스타일로 설정할 문자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스타일을 가져올 문자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문자의 스타일이 현재 문자 스타일로 설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없이 'S' 입력하면 문자 높이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 변경하면 아래 명령이 표시됩니다.
선택한 문자 높이를 도면 기본 문자 높이로 설정 [예(Y)/아니오(N)]
기본 값은 Y 입니다.
선택한 문자의 높이가 현재 도면의 기본 문자 높이로 설정되므로
문자를 새로 작성할 때 설정된 문자 높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9.20. 없는 글꼴 일괄 수정

FTF

없는 글꼴 일괄 수정

기능
 폰트가 없어 ? 표로 표시되는 문자스타일을 일괄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없는 글꼴 일괄 수정
리본 : DreamPlus → 문자 → 스타일 → 없는 글꼴 일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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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FTF (Fix Text style Fo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폰트가 없어 ? 표로 표시되는 문자스타일을 일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문자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폰트가 없어 ? 표로 표시되는 것만 수정합니다.
도면을 열었을 때 폰트가 없어 ? 로 표시된다면
일반적으로 캐드 시스템변수 FONTALT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만
윈도우 트루타입 글꼴은 이 설정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변수 설정은 도면끼리 다르게 폰트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스타일 글꼴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위 같은 단점 없이 여러 도면에 일괄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적용할 글꼴 설정
? 글꼴을 대체할 폰트를 설정합니다.

현재 컴퓨터에 폰트가 있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스타일은 제외하고
폰트가 없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스타일만 여기서 설정한 폰트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처럼 윈도우 트루타입 글꼴 '돋움'으로 설정하고 실행하면
폰트가 없는 스타일의 글꼴을 모두 돋움으로 변경해 정상 표시되도록 합니다.
트루타입 또는 SHX 폰트 목록에서 필요한 글꼴로 설정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1) 외국 도면같이 한자나 특수한 문자를 포함하는 폰트가 사용되어 ? 표로 표시된 스타일은
폰트를 선택할 때 원래 언어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폰트를 선택해야합니다.
2) 요즘은 거의 없지만 아주 오래된 도면에서 조합형 SHX 폰트를 사용한 도면은
해당 SHX 폰트가 없으면 글꼴을 변경해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3) 프로그램 실행 후 다시 변경하고 싶을 때는 문자 스타일 변경 (CFS) 명령을 사용합니다.
4) 여러 도면을 적용할 때는 샘플로 한장 실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변경 대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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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스타일을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은 도면만 열고 처리 후 저장합니다.
체크하면 열려 있는 도면도 처리 후 저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열린 도면은 처리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명령
문자 스타일 병합 (MTS)
문자 스타일 변경 (CFS)
9.21.

대소문자 변환

CTC

대소문자 변환

기능
 문자를 전체 대문자, 전체 소문자,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대소문자 변환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대소문자 변환
명령 : CTC (Convert Text Cas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영문 문자에 대해 대, 소문자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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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로 변환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바꿉니다.
예: "convert text" → "CONVERT TEXT"
소문자로 변환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바꿉니다.
예: "CONVERT TEXT" → "convert text"
첫글자만 대문자로 변환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꿉니다.
예: "convert text" → "Convert Text"
대소문자 전환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전환합니다.
예: "Convert Text" → "cONVERT tEXT"
9.22. TEXT 를 MTEXT 로 변환

DTMT

Text 를 MText 로 변환

기능
 선택한 단일행문자(DTEXT)들을 다중행문자(MTEXT)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Text 를 MText 로 변환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Text 를 MText 로 변환
명령 : DTMT (DText to MText)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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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여러 문자들을 MText 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Express 에 있는 TXT2MTXT 명령과 결과는 비슷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옵션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1. 설정

1) 하나의 MText 로 변환
선택한 여러 개의 문자를 하나의 MText 로 변환합니다.
줄 넘김
체크하면 여러 개 각각 문자를 줄 넘겨서 MText 로 작성합니다.
아래 그림은 체크한 상태와 안한 상태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문자 서식 유지
체크하면 여러 개 각각 문자의 서식(글꼴, 크기, 폭, 기울기, 색상)을 유지한채 MText 로
작성합니다.
아래 그림은 체크한 상태와 안한 상태의 차이점입니다.

새 위치에 별도로 작성
체크하면 MText 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새로 지정해 작성합니다.
체크하면 선택한 원본 문자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복사본 MText 가 만들어집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택한 원본 문자들은 삭제되고 제일 처음 문자 위치에 MText 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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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여러 개의 문자를 하나의 MText 로 변환할 때 어떤 순서로 문자를 정렬해 가져올지
결정합니다.
정렬되는 기준은 문자 삽입점(왼쪽 아래) 기준입니다.

X 좌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정렬합니다.
X 좌표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Y 좌표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Y 좌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정렬합니다.
선택한 순서대로 : 정렬 없이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2) 각각 개별 MText 로 변환
선택한 여러 개의 문자를 각각 개별 MText 로 변환합니다.
이 옵션 역시 기존 문자 서식 유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자의 서식은 폭, 기울기가 반영됩니다.

2. 변환 후 특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MText 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자 서식 유지에 체크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변경할 각각의 특성이 체크된 것만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9.23. MTEXT 를 TEXT 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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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xt 를 Text 로 변환

기능
 선택한 다중행문자(MTEXT)들을 단일행문자(DTEXT)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MText 를 Text 로 변환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MText 를 Text 로 변환
명령 : MTDT (MText to D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여러 MText 들을 단일행문자(DTEXT)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일반 방식과 동일하게 MTEXT 를 폭파해 변환합니다.
주의 사항
- MTEXT 에 강제 폰트 적용, 한 문자 내 복합 폰트, 서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처리 대상

처리 대상
처리 대상이 현재 도면인지 다중 도면인지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을 선택하면 파일 목록을 추가 창이 활성됩니다.
대상 문자
현재 도면 실행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도면 모든 MText 를 변환할지 선택한 MText 만 변환할지 선택합니다.
블록 내부 MText 도 변환
체크하면 블록 내부 MText 도 변환합니다.

2. 변환 후 특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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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변환된 Text 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각각의 특성이 체크된 것만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9.24. 필드 문자 일반 문자로 변환

FLDT

필드 문자 일반 문자로 변환

기능
 필드 문자를 일반 문자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문자 II → 필드 문자 일반 문자로 변환
리본 : DreamPlus → 문자 → 수정 I → 필드 문자 일반 문자로 변환
명령 : FLDT (FieLD to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필드 문자를 일반 문자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DTEXT 와 MTEXT 모두 지원됩니다.

실행 절차
① 문자 선택
문자들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선택한 문자들(DTEXT, MTEXT)에 필드가 있다면 필드를 제거합니다.
10. 치수

치수
-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 (SCD)
- 치수 스타일 병합 (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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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간격 조정 (DSP)
- 치수 선 위치 변경 (DLP)
- 치수 보조선 시작점 변경 (DEX)
- 치수 보조선 길이 변경 (DEXL)
- 치수 값 원래대로 (RDV)
- 치수 값 고정 (FXDV)
-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 치수 문자 위,아래 이동 (MDT)
-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 치수 나누기 (DID)
- 치수 합치기 (DIJ)
- 치수 등분 (DIDE)
- 지시선 Extend, Trim (EXL)
-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 변경 (CHDT)
- 치수 축척 변경 (SDS)
- 연속 치수 (DIMC)
- 선택한 치수들의 전체 치수 작성 (DOD)
- 객체 사이 치수 작성 (DBE)
- 객체 사이 개별 정렬 치수 (ADBE)
- 치수 자동 삽입 (ADI)
- 다중 치수 (MDIM)
- 두 점 사이 수평, 수직 치수 (HVD)
- 간편 지시선 그리기 (ELEA)
- 도곽 인식 자동 치수 축척 조정 (ACS)
- 선, 폴리선, 호 치수 삽입 (DIL)
- ISO 치수 기입 (ISD)
- 치수 위,아래 문자 표기 (ABD)
- 행, 열 번호 넣기 (DRCN)
- 치수 문자 등분 간격 표기 (DDM)
10.1.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

SCD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

기능
 선택한 치수의 스타일을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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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
리본 : DreamPlus → 치수 → 스타일 →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
명령 : SCD (Set Current Dimsty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치수를 선택해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한 도면에 여러 치수 스타일로 작업할 때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설정할 필요 없이
치수 선택만으로 현재 치수 스타일 전환이 됩니다.
재 지정된 스타일을 지원하므로 선택한 치수 모양과 동일한 치수를 그릴 때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① 스타일을 가져올 치수 선택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할 치수를 도면에서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한 치수의 스타일이 현재 치수 스타일이됩니다.
10.2.

치수 스타일 병합

MDS

치수 스타일 병합

기능
 여러 도면의 치수 스타일을 지정한 스타일로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스타일 병합
리본 : DreamPlus → 치수 → 스타일 → 치수 스타일 병합
명령 : MDS (Merge Dimension Sty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의 치수 스타일을 지정한 스타일로 모두 일괄 병합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병합할 치수 스타일 선택 목록창에서 병합 대상 스타일 선택
② 스타일 병합 부분에서 위 스타일들을 일괄 병합할 스타일 선택
③ 대상 도면 추가 후 실행

1. 병합 대상 치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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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표시되는 스타일 중 병합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대상 도면의 모든 스타일 병합
대상 도면의 모든 치수 스타일을 하나의 스타일로 병합합니다.
② 목록에서 선택한 스타일만 병합
목록에 선택된 치수 스타일만 하나의 스타일로 병합합니다.
목록의 모든 스타일이 선택됩니다.
스타일 추가 검색
현재 목록에 병합 대상 스타일이 없다면 다른 도면에서 스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열린 도면, 도면 찾기 버튼으로 다른 도면의 스타일을 가져옵니다.

2. 병합 스타일

병합 대상의 치수 스타일들을 여기서 선택한 스타일로 병합합니다.
현재 도면의 치수 객체를 선택해 스타일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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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치수를 변경 스타일대로 맞춤
병합할 여러 개의 대상 스타일을 변경 스타일로 바꾼 후 변경 스타일의 설정값대로 재
조정합니다.
캐드의 Dim-Update 와 유사합니다.
한 도면에 여러 스타일로 작성된 치수가 각각 문자 높이, 축척 등이 다르다면 이 옵션 사용에
주의해야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변경 스타일의 설정 값대로 기존 치수의 문자 높이, 축척 등 치수 설정이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스타일만 병합하고 기존 치수의 문자 높이, 축척 등은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변경 대상 도면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스타일을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10.3.

치수 간격 조정

DSP

치수 간격 조정

기능
 선택한 치수선들의 사이 간격을 지정한 값으로 일괄 조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간격 조정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간격 조정
명령 : DSP (Dimension SPa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치수선들의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일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행 중 표시되는 간격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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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기준 치수 선택
아래 그림처럼 간격의 기준이 될 치수선을 하나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된 치수선을 기준으로 간격이 조정됩니다.

② 간격을 조정할 치수 선택
아래 그림처럼 간격을 조정할 치수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③ 간격 입력 또는 [자동(A)]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번 실행 시 값이 같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만
입력하면됩니다.
A 입력하면 간격 값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 값은 (기준 치수 문자의 크기 × 2 × 기준 치수의 DimScale 값) 입니다.
간격을 입력 후 완료된 치수선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 간격 값으로 0 을 입력했다면 치수는 모두 같은 높이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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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값 0 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치수들이 미세하게 높이가 달라서 모두 같은 위치로 만들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10.4.

치수 선 위치 변경

DLP

치수 선 위치 변경

기능
 선택한 치수들의 치수 선 위치를 모두 같은 위치로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선 위치 변경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선 위치 변경
명령 : DLP (Dimension Line Pos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각 치수 선의 위치가 달라 동일하게 맞출 때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치수 선 위치를 변경할 치수 객체 선택
아래 그림처럼 치수 선 위치를 조정할 치수를 모두 선택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선택 절차는 무시됩니다.

② 치수 선 위치 점 지정
아래 그림처럼 원하는 점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치수 바깥 쪽 아무데나 선택해도 됩니다.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치수 선 위치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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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변경되거나 변경이 안되면?
치수가 도면의 원점(0, 0, 0)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좌표로 볼 때 수억, 수십억 원점에서 떨어지면 캐드가 교차점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은 도면 전체를 원점과 가깝게 이동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보조선 시작점 변경 (DEX)
치수 보조선 길이 변경 (DEXL)
10.5.

치수 보조선 시작점 변경

DEX

치수 보조선 시작점 변경

기능
 선택한 치수들의 보조선 시작 점을 모두 같은 위치로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보조선 시작점 변경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보조선 시작점 변경
명령 : DEX (Dimension EXtension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각 치수 보조선의 시작 위치가 달라 동일하게 맞출 때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보조선 시작점을 변경할 치수 객체 선택
아래 그림처럼 시작 점을 조정할 치수를 모두 선택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선택 절차는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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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수 보조선 시작점 위치 지정
아래 그림처럼 원하는 시작 점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치수 보조선 시작점 위치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일부만 변경되거나 변경이 안되면?
치수가 도면의 원점(0, 0, 0)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좌표로 볼 때 수억, 수십억 원점에서 떨어지면 캐드가 교차점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은 도면 전체를 원점과 가깝게 이동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선 위치 변경 (DLP)
치수 보조선 길이 변경 (DEXL)
10.6.

치수 보조선 길이 변경

DEXL

치수 보조선 길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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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선택한 치수들의 치수 보조선 길이를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보조선 길이 변경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보조선 길이 변경
명령 : DEXL (Dimension EXtension lines Leng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치수들의 치수 보조선 길이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보조선 길이가 입력한 길이로 변경됩니다.

1. 실행 절차
① 보조선 길이를 변경할 치수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보조선 길이를 변경할 치수를 모두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보조선 길이 입력
변경할 보조선 길이를 입력합니다.

2. 설정

길이 적용
입력한 길이를 선 시작~치수선 길이로 적용하는 방식과
입력한 길이를 원점~치수선 길이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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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선 고정, 보조선 시작 점 이동
치수 선 위치는 고정하고 보조선 시작점 위치를 수정해 길이를 변경합니다.

보조선 시작 점 고정, 치수선 이동
보조선 시작점 위치는 고정하고 치수 선 위치를 수정해 길이를 변경합니다.

관련 명령
치수 선 위치 변경 (DLP)
치수 보조선 시작점 변경 (DEX)
10.7.

치수 값 원래대로

RDV

치수 값 원래대로

기능
 재 지정된 치수 값을 원래 치수 값으로 돌려놓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값 원래대로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값 원래대로
명령 : RDV (Restore Dim Value)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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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문자 재지정해 변경된 치수 값을 원래 치수 값으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치수 값을 원래대로 복원할 치수 선택
치수 객체를 선택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치수 값을 원래대로 복원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 절차 없이 바로 완료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MDT)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10.8.

치수 값 고정

FXDV

치수 값 고정

기능
 치수 값을 고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값 고정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값 고정
명령 : FXDV (FiX Dimension Valu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치수 값을 고정해 치수 축척 조정, 스트레치해도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 재지정에 치수 값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기존 문자 재지정 값을 유지해 고정합니다.
치수 위, 아래 줄바꿈된 치수와 서식 적용한 치수도 지원됩니다.
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릴 때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하면 되지만
RDV 명령은 문자 재지정된 임의 문자 내용을 복구하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행 절차
① 치수 값을 고정할 치수 선택
치수 객체를 선택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치수 값을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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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 절차 없이 바로 완료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MDT)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10.9.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기능
 치수선에서 떨어진 치수 문자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명령 : RDT (Reset Dim Text loc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치수선에서 떨어진 치수 문자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을 때 사용합니다.
도면 편집 중 치수 문자가 겹치는 경우 옮겨서 조정할 일이 있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또는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줄바꿈해 아래로 내린 치수를 원래대로 되돌릴 때도 사용합니다.
실행 전, 후 치수 상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실행 절차
① 문자 위치를 원래대로 설정할 치수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치수 객체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 절차 없이 바로 완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아래 '줄바꿈 제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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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위치로 설정할 때 줄바꿈도 제거하시겠습니까? [예(Y)/아니오(N)]
아래 치수는 특성 - 문자 재지정에 줄바꿈 기호가 들어간 치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줄바꿈을 제거하도록 설정 후 실행하면
그림처럼 줄바꿈 없이 원래 위치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줄바꿈을 제거하지 않도록 설정 후 실행하면
그림처럼 줄바꿈을 유지한채 원래 위치가 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값 원래대로 (RDV)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MDT)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10.10.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MDT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기능
 선택한 치수 문자를 치수의 위, 아래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명령 : MDT (Move Dimension Text vertically)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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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의 문자를 치수 선의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작은 치수가 여러 번 연속될 때 치수 문자가 겹치는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문자 위치를 위, 아래로 이동할 치수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적용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선택 절차는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치수에서 200 표기된 치수 문자를 아래로 내리고 싶은 경우 200 표기된
치수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치수 문자가 아래로 이동됩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식으로 치수 문자를 선택할때마다 치수 문자가 위,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2. 설정
치수 문자 이동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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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치수 문자 줄바꿈 기호를 이용해 문자 위치를 변경합니다.
장점은 치수를 스트레치, 축척 변경을 했을 때 문자 위치도 변경됩니다.
줄바꿈 기호를 넣을 수 없는 치수는 아래 좌표 이동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문자 위치 이동
문자의 좌표를 강제로 이동해 변경합니다.
장점은 일부 치수 시스템 변수와 관계 없이 문자 위치가 변경됩니다.
단점은 치수를 스트레치, 축척 변경을 했을 때 문자 위치가 고정이되고
여러 줄 치수 또는 복잡한 서식의 치수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명령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10.11.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기능
 선택한 치수 문자를 치수의 좌, 우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명령 : MDTH (Move Dimension Text Horizontall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의 문자를 치수의 좌, 우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치수 문자가 겹치는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아래 그림은 실행 전과 실행 후 결과 입니다.

DreamPlus

Page836

1. 실행 절차
① 문자 위치를 좌, 우로 이동할 치수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적용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선택 절차는 무시됩니다.
② 방향 입력 [좌(L)/우(R)]
왼쪽으로 이동할지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옵션을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한 옵션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에 다시 실행할 때 옵션 값이 같다면 이 과정에서 그냥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면 됩니다.
옵션 입력이 완료되면 문자가 이동됩니다.
원래 문자 위치로 되돌리려면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명령을 사용합니다.

2. 설정

선과 문자 간격 1 이하 적용할 때 주의 사항
지시선이 있으면 선과 문자는 0 을 적용해도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선과 문자 간격에 0 을 적용하거나 치수 기본 최소값 보다 가깝게 하려면 지시선 없음에
체크해야 합니다.
관련 명령
치수 값 원래대로 (RDV)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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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MDT)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10.12.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치수 문자 양쪽 이동

기능
 선택한 두 개의 치수 문자를 치수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문자 양쪽 이동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문자 양쪽 이동
명령 : MDTE (Move Dimension Text to Each sid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두 개의 치수 문자를 치수 양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치수 문자가 겹치는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아래 그림은 실행 전과 실행 후 결과 입니다.

1. 설정
명령 실행 중 S 입력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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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방식
한 번에 두 개 치수만 선택
아래 그림처럼 두 개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관계 없이
치수 두 개만 선택해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한 번에 여러 치수 선택
그림처럼 치수가 두 개씩 붙어서 여러 위치에 있을 때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양쪽 이동합니다.
양쪽 이동할 치수는 서로 붙어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두 치수 사이 오차는 서로 치수 점이 입력한 간격 내에 있을 때 붙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세하게 떨어진 치수를 판단할 오차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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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선과 문자 간격 1 이하 적용할 때 주의 사항
지시선이 있으면 선과 문자는 0 을 적용해도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선과 문자 간격에 0 을 적용하거나 치수 기본 최소값 보다 가깝게 하려면 지시선 없음에
체크해야 합니다.

2. 실행 절차
① 문자 위치를 양쪽으로 이동할 두 개의 치수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치수 선택'으로 설정된 경우는 아래 명령으로 표시됩니다.
문자 위치를 양쪽으로 이동할 치수들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선택이 완료되면 치수의 문자가 양쪽으로 이동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위 선택 절차는 무시되고 바로 완료됩니다.
원래 문자 위치로 되돌리려면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명령을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치수 값 원래대로 (RDV)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MDT)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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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MDTF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기능
 선택한 치수 문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문자 자유 이동하게 설정
명령 : MDTF (Move Dimension Text Freel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의 문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에서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수의 문자는 선과 함께 움직입니다.
치수 문자가 겹쳐 문자를 임의 위치로 옮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실행 후 문자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입니다.

실행 절차
① 문자 위치 자유 이동하게 설정할 치수 선택 또는 [원래대로 복원(B)]
적용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치수에서 문자를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B 입력하면 자유 이동하게 설정된 치수를 원래대로 복원합니다.
만약 문자 위치가 움직인 치수를 원래대로 복원하면
치수의 선 위치가 문자 위치로 이동해 치수 모양이 변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됩니다.
치수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 절차 없이 바로 완료됩니다.
원래 문자 위치로 되돌리려면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명령을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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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값 원래대로 (RDV)
치수 문자 위치 원래대로 (RDT)
치수 문자 위, 아래 이동 (MDT)
치수 문자 좌, 우 이동 (MDTH)
치수 문자 양쪽 이동 (MDTE)
10.14. 치수 나누기

DID

치수 나누기

기능
 하나의 치수를 지정한 점마다 나눕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나누기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나누기
명령 : DID (DImension Divid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치수를 지정 점마다 나누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하나의 치수를 먼저 그리고 구조물 위치마다 점을 지정해 치수를 나눌 때 편리합니다.
다른 도면에서 하나의 치수를 복사해와서 나눌 때도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치수가 있을 때

원하는 점을 지정하면(P1, P2)

아래같이 치수가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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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치수는 선형(Linear), 정렬(Align) 치수이며 기울기(Oblique) 적용된 치수도
지원합니다.

실행 절차
① 나눌 치수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여러 개로 나눌 하나의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② 치수를 나눌 점 지정
치수 나눌 점을 지정합니다.
점을 지정할 때마다 치수가 나누어 표기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등분(DIDE)
치수 합치기(DIJ)
10.15. 치수 합치기

DIJ

치수 합치기

기능
 여러 개의 치수를 하나의 치수로 합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합치기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합치기
명령 : DIJ (DImension Joi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치수를 하나의 치수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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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편집 중 여러 개 치수를 하나로 합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치수가 있을 때

합치려는 치수를 선택하면

아래 같이 치수가 합쳐지고 하나로 표시됩니다.

지원하는 치수는 선형(Linear), 정렬(Align) 치수이며 기울기(Oblique)가 적용된 치수도
지원합니다.
가로, 세로 서로 다른 치수를 선택해도 같은 방향끼리 치수가 합쳐집니다.
아래 그림처럼 치수의 문자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정렬해서 맨 처음 치수로 인식되는 높이를 따릅니다.

주의 사항
1. 서로 다른 스타일을 합칠 때
맨 처음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드래그로 한번에 치수를 모두 선택하면 캐드에선 맨 마지막에 생성된 치수가 처음 치수로
인식됩니다.
어떤 것이 맨 마지막 생성된 것인지 알기 곤란하므로 서로 다른 스타일을 합칠 때는
기준되는 치수 먼저 선택 후 나머지는 드래그로 모두 선택하면 됩니다.
2. 합쳐지는 치수는 모두 방향이 같은 것만 합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치수들은 서로 방향이 같지 않아 합쳐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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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치수들은 서로 방향이 같아 합쳐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합치려는 치수 선택
도면에서 하나로 합치려는 여러 개의 치수를 선택합니다.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선택한 치수가 합쳐지게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등분(DIDE)
치수 나누기(DID)
10.16. 치수 등분

DIDE

치수 등분

기능
 하나의 치수를 지정 개수로 등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등분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등분
명령 : DIDE (DIvide Dimension into Equal part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치수를 지정 개수로 등분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의 전체 치수를 먼저 그리고 등 간격 치수를 만들 때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같은 치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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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분 개수를 입력하면 아래 같이 치수가 등분됩니다.

지원하는 치수는 선형(Linear), 정렬(Align) 치수이며 기울기(Oblique)가 적용된 치수도
지원합니다.

실행 절차
① 등분할 치수 선택
도면에서 등분할 하나의 치수를 선택합니다.
② 등분 개수 입력
등분할 개수를 입력합니다.
이전 입력 값은 기억되므로 재 실행 시 값이 같다면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나누기(DID)
치수 합치기(DIJ)
10.17. 지시선 EXTEND, TRIM

EXL

지시선 Extend, Trim

기능
 선택한 지시선을 지정한 객체에 맞게 연장(Extend) 또는 자르기(Trim)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지시선 Extend, Trim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지시선 Extend, Trim
명령 : EXL (EXtend, trim Leaders)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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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지시선을 지정한 객체에 맞게 연장(Extend) 또는 자르기(Trim)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에서는 지시선을 Extend 또는 Trim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작업을 할 때 유용합니다.
지원되는 객체는 지시선과 다중 지시선입니다.

실행 절차
① Extend, Trim 기준 객체 선택
Extend, Trim 할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선 또는 문자를 선택해도 됩니다.
블록의 경우는 블록 내부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하단의 빨간색 객체를 선택하였습니다.

② 연장할 지시선 선택
위에서 선택한 객체에 연장(Extend) 또는 자르기(Trim)할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지시선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기준 객체에 맞춰 Extend, Trim 됩니다.

10.18.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 변경

CHDT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 변경

기능
 선택한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의 특성을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 변경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 변경
명령 : CHDT (CHange Dim Tex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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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 특성을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치수, 다중지시선 문자는 문자 색상, 폭, 기울기 등 변경이 불편합니다.
스타일에서 변경하면 되지만 도면 전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특정 치수, 다중지시선만 변경하고
싶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1. 대상 객체
특성을 변경할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경우는 그림처럼 객체 종류가 표시됩니다.

도면에서 객체 먼저 선택 후 실행한 경우는 그림처럼 선택한 객체 개수가 표시됩니다.

2. 문자 특성
변경할 특성에 체크 후 값을 조정합니다.
여기에서 체크된 특성만 변경됩니다.

값 입력 주의 사항
1. 기울기 값은 캐드와 동일하게 -85 도 ~ 85 도 사이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2. 폭 비율을 기본값으로 되돌리고 싶으면 1 입력 또는 값을 비워놓습니다.
3. 기울기를 기본값으로 되돌리고 싶으면 0 입력 또는 값을 비워놓습니다.
4. 치수 문자 높이는 치수 DIMSCALE 과 연관됩니다.
그림처럼 높이만 체크, 값을 입력한 경우는 입력한 값 × 치수 DIMSCALE 값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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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높이 : 화면 표시 크기로 적용 체크했을 때는 화면 상 눈에 보이는 높이로 크기가
적용됩니다.
이 설정은 다중지시선은 적용되지 않고 치수만 적용됩니다.

3. 실행 절차
① 객체를 먼저 선택한 경우
명령창에 CHDT 명령을 입력해 프로그램 실행, 특성을 조정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필터 객체 선택 (FSE) 명령을 먼저 사용해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 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②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경우
특성을 조정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관련 명령
문자 특성 일괄 변경 (CHTE)
선 위 문자 특성 변경 (CHTC)
10.19. 치수 축척 변경

SDS

치수 축척 변경

기능
 선택한 치수의 축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축척 변경
리본 : DreamPlus → 치수 → 수정 → 치수 축척 변경
명령 : SDS (Set Dimension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의 축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괄 변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도면에서 치수를 복사해 수정할 때 보통 도곽 크기, 축척 등에 맞춰 치수 축척 변경을
자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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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는 특성에서 축척을 일괄 변경하면 되지만 치수 보조선 길이를 맞춰야할 때
번거롭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척을 조정하면서 치수 위치까지 변경해 수정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옵션
1) 축척 값 직접 입력
실행 중 변경할 치수 축척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선택한 치수의 축척이 입력한 값으로 모두 변경됩니다.
입력할 때 숫자 x (영문 x)입력하면 배수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할 때 2x 입력했다면
축척 10 치수 → 축척 20 이 되고, 축척 20 치수 → 축척 40 이 됩니다.
기존 치수 축척에 입력 값 배수로 변경됩니다.
2) 선택 도곽 축척과 동일
치수의 축척을 선택한 블록(외부참조) 도곽 축척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블록(외부참조) 도곽 축척이 100 이면 치수 축척도 100 으로 변경됩니다.
치수와 블록의 축척이 동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수와 블록의 축척이 다르다면 도곽 축척 × 입력 칸에 값을 입력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3) 지정 문자 높이가 되도록 적용
선택한 치수를 지정 문자 높이에 맞춰 축척을 변경합니다.
보통 도곽 안에 표현되는 치수 문자의 높이가 있는데 그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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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값을 계산하기 애매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2. 기타
치수선 위치도 축척에 맞게 조정
체크하면 치수선의 위치도 함께 변경합니다.
다중 지시선은 이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축척 변경하면서 치수 보조선 길이를 함께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치수를 2 배 키웠을 때 이 옵션 사용과 사용 안함의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치수 축척만 변경될 뿐 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꺾기 치수, 세로 좌표 치수 외 나머지 치수 종류에 적용됩니다.

다중 지시선도 적용
체크하면 객체를 선택할 때 다중 지시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세 가지 기능을 다중 지시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20. 연속 치수

DIMC

연속 치수

기능
 선택한 치수에서 이어지는 치수를 연속으로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연속 치수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연속 치수
명령 : DIMC (DIMension Continu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에서 이어지는 치수를 연속으로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기본 명령 'DIMCONTINUE' 명령과 비슷하지만 다음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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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한 치수와 동일한 보조선 길이 치수를 연속으로 작성합니다.
연속 치수 작성할 때 첫 번째 치수 선택 후 빨간 점 부분을 지정하면 아래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2. 선택 위치에 따라 치수 왼쪽, 오른쪽에서 이어 나가는 치수를 작성합니다.
빨간색이 기준 치수일 때 기본 명령은 두번째 보조선 방향으로만 연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준 치수의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연속됩니다.

실행 절차
① 연속 작성할 치수 선택
연속으로 이어 치수를 작성할 기준 치수를 선택합니다.
회전된 치수와 정렬된 치수만 선택 가능합니다.
② 치수 점 지정 또는 [새 치수 시작점 지정(N)]
치수 보조선 원점을 지정합니다.
점을 지정할 때마다 치수가 이전 치수에 이어 연속 작성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N 입력하면 연속 작성 중 새 치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처럼 연속 치수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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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을 입력해 점을 지정하면 그 점부터 새 치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21. 선택한 치수들의 전체 치수 작성

DOD

선택한 치수들의 전체 치수 작성

기능
 선택한 치수들의 전체 치수를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선택한 치수들의 전체 치수 작성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선택한 치수들의 전체 치수 작성
명령 : DOD (Draw Overall Dimens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들의 전체 치수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전체 치수를 작성할 치수들 선택
도면에서 전체 치수를 작성할 치수들을 선택합니다.

② 간격 입력 또는 [자동(A)]
선택한 치수와 작성될 전체 치수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번 실행 시 값이 같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만
입력하면됩니다.
A 입력하면 간격 값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 값은 (치수 문자의 크기 × 2 × 치수의 DimScale 값) 입니다.
완료되면 그림처럼 전체 치수가 작성됩니다.

DreamPlus

Page853

10.22. 객체 사이 치수 작성

DBE

객체 사이 치수 작성

기능
 선택한 객체들 사이에 치수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객체 사이 치수 작성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객체 사이 치수 작성
명령 : DBE (Dimensions Between Entities posi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 사이에 치수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블록들 삽입점 사이에 치수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1) 치수를 작성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치수를 작성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선택할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설정에서 '객체 선택 후 추가 점 지정'을 체크했다면
객체 선택 후 치수를 표기할 점을 사용자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점을 지정할 때는 도면에 가상의 위치점이 표기됩니다.

2) 치수선의 위치 지정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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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보조선 시작점 위치 지정
설정에 '치수 작성 후 보조선 시작점 위치 지정' 체크했을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점을 지정해 보조선 시작점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설정
1) 치수 작성 객체 종류

여기서 체크한 객체들만 도면에서 선택, 처리됩니다.
'객체 선택 없이 점만 지정'에 체크하면
실행할 때 객체 선택은 없고 사용자가 점을 직접 지정해 치수 작성합니다.
점을 지정할 때 도면에 가상의 위치점이 표기됩니다.
2)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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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선택 후 추가 점 지정
체크하면 객체 선택 후 추가로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객체 위치와 추가로 지정한 점 위치 사이에 치수가 작성됩니다.
치수 작성 후 보조선 시작점 위치 지정
체크하면 치수 작성 완료 후 보조선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보조선의 시작점이 각각 달라 시작점 위치를 같게할 때 사용합니다.
같은 점으로 판단할 소수자리
지정한 소수자리 내에서 반올림해 같다면 같은 점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자리 3 으로 지정했을 때
X = 100.0004, X = 100.0002 두 개의 점 X 위치는 소수 3 반올림하면 100.000 같은 위치입니다.
스타일, 레이어
치수가 그려질 스타일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지정을 선택하면 지정한 특정 스타일, 특정 레이어에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때 지정한 스타일이 현재 도면에 없을 때는 현재 스타일, 레이어 값으로
실행됩니다.
10.23. 객체 사이 개별 정렬 치수

ADBE

객체 사이 정렬 치수 작성

기능
 선택한 객체들 사이에 정렬 치수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객체 사이 정렬 치수 작성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객체 사이 정렬 치수 작성
명령 : ADBE (Aligned Dimensions Between Entities posi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 사이에 정렬 치수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객체에서 얻은 점과 점 사이에 정렬 치수를 그립니다.

1. 실행 절차
1) 개별 정렬 치수를 작성할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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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를 작성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객체는 프로그램 창에서 지정한 객체만 선택됩니다.
아래는 선과 선 사이 설정으로 선(LINE)을 선택한 예입니다.

2) 치수 위치 판단 기준점 지정
치수 위치 판단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쪽을 점 지정하면 위쪽에 치수가 그려지고
아래쪽을 점 지정하면 아래쪽에 치수가 그려집니다.

3) 치수선의 위치 지정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완료합니다.

2.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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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작성 객체 종류
여기서 체크한 객체들만 도면에서 선택, 처리됩니다.
같은 점으로 판단할 소수자리
지정한 소수자리 내에서 반올림해 같다면 같은 점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자리 3 으로 지정했을 때
X = 100.0004, X = 100.0002 두 개의 점 X 위치는 소수 3 반올림하면 100.000 같은 위치입니다.
스타일, 레이어
치수가 그려질 스타일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10.24. 치수 자동 삽입

ADI

치수 자동 삽입

기능
 선, 폴리선을 선택해 치수를 자동으로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자동 삽입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치수 자동 삽입
명령 : ADI (Auto DImension)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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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객체에 자동으로 치수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1. 특성 및 간격
스타일, 레이어
작성할 치수 스타일과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수 간격
원점에서 떨어진 간격 및 치수 보조선 길이 등을 지정합니다.
문자 높이 및 기본 치수 설정은 지정한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전체 치수 없음
체크하면 그림처럼 전체 치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그림처럼 전체 치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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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1, 2, 3
입력한 값대로 치수가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거리 2'에 100 입력하면 치수 보조선 길이는 100 으로 작성됩니다.
이 값을 매번 바꾸는 것보다 한번 설정한 후 아래 '전체 축척' 설정값만 바꿔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치수 설정에 따름
거리 3 값은 치수 보조선과 치수 원점 사이 간격입니다.
체크하면 입력값 대신 치수 스타일 설정의 값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작성한 치수의 원점 간격은 0 으로 설정되고 거리 3 값만큼 원점에서 띄웁니다.
전체 축척
거리 1, 2, 3 값에 곱할 배수값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 2 값 10, 전체 축척 100 입력하면 거리 2 = 10 × 100 = 1000 으로 작성됩니다.
축척 다른 도면에 치수 작성할 때 매번 거리 1, 2, 3 값을 바꾸는 것 보다
원하는 값으로 한 번 설정 후 이 축척 배수 값만 바꿔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 치수 DimScale
체크하면
거리 = 거리 입력값 × 전체 축척값 × 치수 스타일의 DimScale 값으로 계산됩니다.
체크는 전체 축척을 1, 2, 3 ... 간단히 입력하고 치수 스타일의 DimScale 을 따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거리 = 거리 입력값 × 전체 축척값으로 계산됩니다.
체크 해제는 전체 축척을 100, 150, 200 ... 직관적으로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전체 축척 값대로 치수 축척도 변경
체크하면 치수의 축척값 자체를 전체 축척 값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1 로 입력했을 때 그림의 첫 번째면 2 로 입력했을 때 두 배 커진 치수가됩니다.

수평 수직 판단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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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수평, 수직인것 같지만 미세하게 기울어졌을 때
프로그램은 미세한 거리 치수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왼쪽처럼 수직선 하나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을 때
그림 오른쪽처럼 치수가 두 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체크하고 값을 입력해 놓으면 입력값 미만으로 기울어진 것은 수평, 수직으로
판단합니다.
위 그림 왼쪽같은 경우 아래 그림처럼 치수가 한 개만 작성됩니다.

2. 치수 표기 설정
아래 설정 중 같은 간격은 등분 표기는 '3. 같은 간격은 등분 표기' 설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1) 표기 방식 - 자동
지정 치수 위치에 치수를 자동으로 그립니다.
객체가 간단하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치수 그릴 때 추천합니다.

모든 방향은 아래 그림처럼 객체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모두 치수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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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는 치수 방향을 '위, 오른쪽' 선택하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치수 간격 좁을 때
'같은 간격은 등분 표기' 설정이 체크되면 사용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간격이 좁을 때 문자를 어떻게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은 순서대로 처리 안 함, 문자 회전, 지시선 문자 이동 상태입니다.

객체별 각각 치수 삽입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선택, 각각 치수 작성합니다.
여러 객체는 폴리선으로 폐합된 객체이어야 합니다.
그림처럼 객체 여러 개가 떨어져 있을 때 각각 치수 작성합니다.

2) 표기 방식 - 방향, 위치 사용자 지정
선택한 객체에 필요한 부분만 치수를 표기합니다.
객체가 복잡하거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원하는 방향에 그릴 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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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위치 사용자 지정 실행 절차
아래 실행 절차는 ESC,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 입력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① 선, 폴리선 객체 선택
아래 그림처럼 치수를 표기할 선, 폴리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는 서로 끊어져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② 치수 방향 시작점 지정
방향 기준이 되는 점을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③ 치수 방향 끝점 지정
아래 그림처럼 방향 기준이 되는 끝점을 아무 점이나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방향점 첫 점을 치수의 원점으로 사용
체크하면 실행 중 '② 치수 방향 시작점 지정'에서 지정한 점이 치수 원점이 됩니다.
해제하면 객체 끝을 치수 원점으로 적용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치수를 원하는 부분에 떨어트려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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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간격은 등분 표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아래 철근 배근처럼 같은 간격이 연속될 때
같은 간격끼리 묶어서 등분 표기를 합니다.
표기 방식 자동 또는 방향, 위치 사용자 지정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체크하면 [설정] 버튼이 표시되고 버튼을 누르면 추가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천 단위 구분 표기
체크하면 치수 값에 마침표 또는 쉼표로 천 단위 구분 표기합니다.
천 단위 구분 표기는 치수 값을 강제로 수정하는 것이라 표기 후 치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치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등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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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등분 기호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 대신 × 입력했다면 4×250=1000 처럼 표기됩니다.
전체 길이
전체 길이를 표기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길이를 표기하면 4@250=1000
전체 길이를 표기 안 한면 4@250 만 치수에 표기됩니다.
작은 치수는 등분 문자 위, 아래 분리
체크하면 문자 길이보다 치수 간격이 작은 경우 아래 그림처럼 등분된 문자를 위, 아래로 나눠
분리합니다.
이 설정은 전체 길이 표기할 때만 동작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 그림처럼 위, 아래로 나누지 않고 한 줄로 표기합니다.

단어 사이 공백 설정
체크하면 단어 사이에 지정한 공백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8@250=2000 문자에 단어 사이 공백 1 을 설정하면
8 @ 250 = 2000 처럼 각 단어 사이에 공백 한 칸씩 추가합니다.
고정폭 폰트를 사용할 때나 문자 폭이 좁을 때 사용하면 보기 좋게됩니다.
관련 명령
다중 치수 (MDIM)
선, 폴리선, 호 치수 삽입 (DIL)
10.25. 다중 치수

MDIM

다중 치수

기능
 치수를 동시에 여러 개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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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치수 → 다중 치수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다중 치수
명령 : MDIM (Multiple DIMens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여러 개의 치수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연속적으로 치수 기준이 되는 점만 선택해 치수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이 도움말 아래의 실행 절차를 참고하면 어떤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치수 방식 및 특성

수평, 수직, 정렬 치수
수평과 수직은 글자 그대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치수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정렬된 치수는 기울어진 방향의 치수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스타일, 레이어
작성할 치수 스타일과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치
주로 높 낮이가 다른 치수 점 때문에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1) 첫 번째 치수대로 고정
첫 번째 치수를 지정 거리에 작성 후 다른 치수는 처음 치수와 같은 위치에 작성합니다.

2) 수평, 수직점에 맞춰 변경
수평, 수직 치수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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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점 중 가장 높은 부분에 맞춰 지정거리에 작성합니다.

3) 치수선 위치 직접 지정
처음에 치수 선의 위치를 직접 지정하고 다른 치수는 처음 치수와 같은 위치에 작성합니다.

2. 치수 간격
원점에서 떨어진 간격 및 치수 보조선 길이 등을 지정합니다.
문자 높이 및 기본 치수 설정은 지정한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치수 설정에 따름
거리 3 값은 치수 보조선과 치수 원점 사이 간격입니다.
치수 설정에 따름을 체크하면 이 값 대신 치수 스타일 설정의 값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원점 간격은 0 으로 설정되고 거리 3 값 만큼 원점에서 띄워 작성합니다.
전체 축척
거리 값에 곱할 전체 축척 변경 값입니다.
거리 값을 최초 설정해 놓은 후 이 축척 배수 값만 바꿔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2 입력하면 각 거리 설정은 × 2 값으로 작성됩니다.
× DimScale 에 체크하면 전체 축척은 지정 값 × 치수 스타일의 DimScale 값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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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축척 값대로 치수 축척도 변경
체크하면 치수의 축척 값 자체를 전체 축척 값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1 로 입력했을 때 그림의 첫 번째면 2 로 입력했을 때 두 배 커진 치수가됩니다.

3. 실행 절차
치수 방식 및 특성 설정에서 수평, 수직, 정렬 치수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수평, 수직, 정렬은 실행 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① 치수 점 지정
처음 치수 점을 지정합니다.
② 치수 점 지정 또는 [치수 반전(R)/수평(H)/수직(V)/정렬(A)]
두번째 점 지정할 때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R 을 누르면 치수가 반전됩니다.
예를 들어 윗쪽 방향 치수는 R 을 누르면 아래쪽 방향 치수로 반전됩니다.
H, V, A 를 누르면 각각 치수 형태가 수평, 수직, 정렬로 변경됩니다.
이후 치수는 점을 지정할 때마다 처음 치수와 동일하게 작성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자동 삽입 (ADI)
선, 폴리선, 호 치수 삽입 (DIL)
10.26. 두 점 사이 수평, 수직 치수

HVD

두 점 사이 수평, 수직 치수

기능
 대각 지정한 두 점 사이에 수평, 수직 치수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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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치수 → 두 점 사이 수평, 수직 치수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두 점 사이 수평, 수직 치수
명령 : HVD (Horizontal, Vertical Dimension between two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대각 지정한 두 점 사이에 수평, 수직 치수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P1, P2 두 점을 지정하면 치수가 그려집니다.
P1, P2 어떤 점을 먼저 지정하는지에 따라 수평, 수직 치수 표기 위치가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
항상 표기 위치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설정에서 지정합니다.
설정은 명령을 실행 후 표시되는 아래 명령에서 S 입력해 실행합니다.
치수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DreamPlus

1. 위치
위치는 치수 표기 위치입니다. 실행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수평 동적, 시작점에 수직
수평은 P1 이 아래쪽이면 아래쪽에, 위쪽이면 위쪽에 동적으로 표기합니다.
수직은 시작점인 P1 점 쪽에 표기됩니다.

2) 수평 동적, 대각점에 수직
수평은 P1 이 아래쪽이면 아래쪽에, 위쪽이면 위쪽에 동적으로 표기합니다.
수직은 대각 점인 P2 점 쪽에 표기됩니다.

3) 수평 위, 수직 왼쪽 고정
4) 수평 위, 수직 오른쪽 고정
5) 수평 아래, 수직 왼쪽 고정
6) 수평 아래, 수직 오른쪽 고정
위 네 가지는 P1, P2 지정 순서에 관계 없이 항상 고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 수평 위, 수직 왼쪽 고정은 아래 그림처럼 수평은 항상 위, 수직은 항상
왼쪽입니다.

스타일, 레이어
치수가 그려질 스타일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지정을 선택하면 지정한 특정 스타일, 특정 레이어에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때 지정한 스타일이 현재 도면에 없을 때는 현재 스타일, 레이어 값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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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수 간격
원점에서 떨어진 간격 및 치수 보조선 길이를 지정합니다.
문자 높이 및 기본 치수 설정은 지정한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치수 설정에 따름
거리 2 값은 치수 보조선과 치수 원점 사이 간격입니다.
치수 설정에 따름을 체크하면 이 값 대신 치수 스타일 설정의 값을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원점 간격은 0 으로 설정되고 거리 2 값 만큼 원점에서 띄워 작성합니다.
전체 축척
거리 값에 곱할 전체 축척 변경 값입니다.
거리 값을 최초 설정해 놓은 후 이 축척 배수 값만 바꿔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2 입력하면 각 거리 설정은 × 2 값으로 작성됩니다.
× DimScale 에 체크하면 전체 축척은 지정 값 × 치수 스타일의 DimScale 값으로 설정됩니다.
전체 축척 값대로 치수 축척도 변경
체크하면 치수의 축척 값 자체를 전체 축척 값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1 로 입력했을 때 그림의 첫 번째면 2 로 입력했을 때 두 배 커진 치수가됩니다.

3. 실행 절차
① 치수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대각 두 점 중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두 번째 점 지정 또는 [시작점 수직(1)/대각점 수직(2)/위, 왼쪽(3)/위, 오른쪽(4)/아래,
왼쪽(5)/아래, 오른쪽(6)]
대각 두 점 중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명령에 숫자 옵션을 입력하면 설정과 관계 없이 치수 표기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숫자 옵션을 변경하면 다시 변경 전까지 입력한 옵션 상태로 계속 실행됩니다.
명령에 숫자 옵션에 해당하는 설명은 위 1. 위치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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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간편 지시선 그리기

ELEA

간편 지시선 그리기

기능
 입력해 놓은 항목으로 간편하게 지시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간편 지시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간편 지시선 그리기
명령 : ELEA (Easy LEAd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입력해 놓은 항목으로 간편하게 지시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내용이 반복되는 지지선을 여러 번 작성할 때 간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하고 실행한 문자 내용은 목록으로 저장되므로 언제든 불러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 점을 지정할 때 미리보기가 되므로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시선은 수직, 수평일 때의 아래 모양이 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지시선의 모양, 문자 높이 등 설정
② 문자 내용에 값을 입력 후 실행
문자 내용에 입력한 값은 실행 후 저장됩니다.

1. 지시선 및 화살표
지시선 레이어 및 화살표 형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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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및 색상
지시선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지시선 방향 각도 고정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마우스로 점 지정하는 모양대로 지시선이 그려집니다.
만약 마우스로 지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지시선의 각도를 고정하고 싶다면 체크합니다.
지시선은 항상 지정 각도 방향으로만 그려집니다.
화살표 모양
세가지의 형태를 지원합니다.
화살표 모양 밑에 크기 입력칸은 각 화살표 모양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없음에 체크하면 화살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2. 문자
지시선에 표기되는 문자 설정을 합니다.

글꼴, 높이, 폭, 기울기
도면에 표기될 지시선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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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연결선 옆에 표기할지 위에 표기할지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은 옆에 표기한 경우와 위에 표기한 경우 차이입니다.

레이어 및 색상
문자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3. 연결선
지시선에 표기되는 연결선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각각의 옵션 값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옵션 값 중 '길이'는 문자를 옆에 표기할 경우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4. 문자
지시선에 표기되는 문자 내용을 설정합니다.
입력 칸에 내용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그 내용은 저장됩니다.
하나의 입력 칸이라도 이전 입력했던 목록이 계속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입력한 목록에서 다시 꺼내거나 체크를 활용해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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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최초에 실행하면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로 실행됩니다.
문자 입력칸 앞에 체크상자에 체크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예제를 위해 세 개를 체크 후 값을 입력한 상태입니다.
전체 10 개의 입력칸에 내용이 다 있어도 체크된 것만 도면에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체크를 하나 해제하면 도면에는 AAA, CCC 두 내용만 표기됩니다.

저장된 문자 내용 입력 내용을 초기화하고 싶다면
아래 두 가지 버튼을 사용해 문자 입력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전체 삭제 : 전체 입력 칸의 모든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체크한 것만 삭제 : 체크한 입력 칸의 내용만 초기화합니다.

5. 전체 축척 적용
설정한 값들에 축척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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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축척은 지시선의 크기를 다르게 그릴 때
문자, 연결선 길이 등을 매번 변경할 필요 없이 간단히 지정 비율만 수정해 다르게 그리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 300 으로 설정했을 때
전체 축척에 값을 0.5 로 적용했다면 도면에 문자 높이는 150 으로 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길이, 간격 등의 값도 이 축척 값이 적용되어 도면에 표기됩니다.
생성된 지시선 구성 객체를 그룹으로 묶음

이 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지시선은 선, 문자 등의 객체로 그려지는 지시선입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면 지시선을 구성하는 선,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지시선 생성 후 복사,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실행 절차
① 시작 점 지정
지시선이 시작하는 점을 지정합니다.
시작 점이 지정되면 화면에 지시선의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② 지시선 다음 점 지정
지시선의 다음 점을 지정합니다.
마우스로 선택하는 방향대로 지시선이 미리보기로 표시됩니다.
F8 을 눌러 직교모드로 바꾸면 수직, 수평 지시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③ 지시선 방향점 지정
문자가 표시되는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방향점을 어느 곳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연결선과 문자 위치가 변경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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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 ③ 과정은 ESC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0.28. 도곽 인식 자동 치수 축척 조정

ACS

도곽 인식 자동 축척 조정

기능
 도곽의 축척을 인식해 도곽 안에 그려지는 치수 및 선종류 축척을 자동 조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도곽 인식 자동 치수 축척 조정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도곽 인식 자동 치수 축척 조정
명령 : ACS (Automatically Change dimension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곽의 축척을 인식해 도곽 안에 그려지는 치수 및 선종류 축척을 자동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도곽 안에서 치수를 그리면 축척이 작게 그려지고 큰 도곽 안에서 치수를
그리면 축척이 크게 그려집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도곽 안에 그려지는 치수 및 선은 도곽 크기에 맞게 선종류 축척과 크기가
자동 변경되어 그려집니다.
선 객체는 객체 자체 크기가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선종류 축척이 자동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축척이 변경되는 명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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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종류 축척이 자동 변경되는 명령
- *LINE (LINE, PLINE, 3DPOLY, MLINE)
- RECTANG
- POLYGON
- ARC
- CIRCLE
- ELLIPSE
2) 크기 자체가 자동 변경되는 명령
- DIM* (각종 치수 명령)
- *LEADER (지시선, 다중지시선)

1. 설정
도곽을 자동 인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도곽 이름이 등록되어야합니다.
도곽 이름 등록 및 프로그램 설정을 위해 명령창에 ACSSET 명령을 입력합니다.

1) 처리 방식
도곽 자동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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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도곽 이름을 인식해 도곽 안에 그려지는 치수 및 선종류 축척을 자동 조정합니다.
도곽 밖에 그려지는 객체는 축척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그려지는 객체의 도곽을 자동 검색하므로
최초 ACS 명령을 입력해 프로그램이 활성되면 이후 다시 명령을 입력할 필요 없이 계속
작업하면 됩니다.
도곽 직접 선택
도곽을 자동 인식하지 않고 실행할 때마다 도곽을 선택해 축척을 설정합니다.
자동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도곽 자동 인식이 아니므로
- 도곽 내, 외부 치수 및 선 모두 설정된 축척으로 변경되어 그려집니다.
- 축척을 바꿀때마다 ACS 명령을 실행해 참조가 되는 도곽을 선택해야합니다.
2) 검색할 도곽 이름
도곽 자동 인식 옵션의 경우 인식할 도곽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도곽이 여러 개라 이름이 다 다르다면 각 도곽 블록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도곽 선택]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도면의 도곽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축척 비율 설정
도곽의 축척 대비 그려지는 객체의 축척 비율을 설정합니다.
만약 아래 그림처럼 1 : 1 로 설정해놨다면

도곽 축척이 100 인 경우 그려지는 객체의 축척은 100 으로 설정됩니다.
4) 축척을 조정할 객체 설정
축척을 조정할 객체에 체크합니다.

체크 해제한 객체는 도면에 그려지더라도 축척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2. 실행
1) 도곽 자동 인식을 사용할 경우
- ACS 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됩니다.
- ACS 명령은 한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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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곽 인식이 안된다면 다시 입력해 주세요)
(도곽 인식이 계속 안된다면 이 도움말 아래 주의 사항을 읽어봐주세요)
- 현재 도면이 아닌 다른 도면에서는 다시 ACS 명령을 입력해야 그 도면에서 명령이
활성됩니다.
2) 도곽 직접 선택을 사용할 경우
- ACS 명령을 입력하면 도곽 선택이 표시됩니다.
- 도곽을 선택하면 선택한 도곽의 축척에 따라 프로그램이 활성화 됩니다.
- 축척을 바꾸려면 다시 ACS 명령을 입력해야합니다.

3. 이 프로그램 기능 끄기
명령창에 ACSOFF 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기능이 꺼집니다.
주의 사항
1) 도곽이 인식 안되는 경우
ACSSET 명령을 실행해 도곽 이름이 등록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름이 등록되었는데 인식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캐드에 도곽의 정보를 요청하는데 캐드가 그 정보를 주지 못하면 인식 안 됩니다.
캐드가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 입니다.
① 도곽에 포함된 글꼴 폰트가 컴퓨터에 없는 경우
없는 글꼴 일괄 수정 (FTF) 명령을 사용해 도면에 없는 글꼴을 모두 수정합니다.
② 도곽 자체가 오류 있는 경우
[다중 플롯 - 도곽 오류 해결] 부분과 동일한 문제이므로 이 문서를 참고해 수정합니다.
2) 자동 인식 옵션에서 도곽 밖의 객체도 축척이 변경되는 경우
캐드가 도곽의 범위를 넓게 프로그램에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도곽 내부에 범위를 넒게 넘겨주는 빈 객체 또는 MTEXT 등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도면 분할 도움말의 맨 아래 '3) 도곽 범위보다 넓게 분할될 때, 옆 도곽의 내용까지 분할될 때'
부분를 참고해 수정하면 됩니다.
3)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 도면에 생겨나는 객체를 항상 감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류의 도면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은 도면의 상태에 따라 실행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중 오류가 있다면 ACSOFF 명령으로 이 프로그램 기능을 끄는 것이 낫습니다.

DreamPlus

Page880

10.29. 선, 폴리선, 호 치수 삽입

DIL

선, 폴리선, 호 치수 삽입

기능
 선, 폴리선, 호 객체에 치수를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선, 폴리선, 호 치수 삽입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선, 폴리선, 호 치수 삽입
명령 : DIL (DImension of Line, polyline, arc)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폴리선, 호 객체에 치수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각 객체의 연장을 치수로 표현하거나 선 길이 물량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폴리선은 각 정점별로 치수가 삽입됩니다.

1. 치수 설정

스타일, 레이어
작성할 치수 스타일과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수 간격
원점에서 떨어진 간격 및 치수 보조선 길이 등을 지정합니다.
문자 높이 및 기본 치수 설정은 지정한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DreamPlus

Page881

전체 축척
거리 값에 곱할 전체 축척 변경 값입니다.
거리 값을 최초 설정해 놓은 후 이 축척 배수 값만 바꿔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2 입력하면 각 거리 설정은 × 2 값으로 작성됩니다.
× DimScale 에 체크하면 전체 축척은 지정 값 × DimScale 값으로 설정됩니다.
전체 축척 값대로 치수 축척도 변경
체크하면 치수의 축척 값 자체를 전체 축척 값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1 로 입력했을 때 그림의 첫 번째면 2 로 입력했을 때 두 배 커진 치수가됩니다.

2. 치수 표시 방향
치수 표시는 각 객체의 시작→끝 점 각도를 기준으로 아래 설정대로 표시됩니다.
객체가 하나의 폴리선으로 연결된 경우는 왼쪽, 오른쪽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호는 캐드 호길이 치수(DIMARC)로 삽입됩니다.

기본 : 각도를 1~4 분면으로 판단해 윗쪽에 표시
왼쪽 표시 : 객체 진행 방향(시작→끝) 왼쪽에 치수를 표시
오른쪽 표시 : 객체 진행 방향(시작→끝) 오른쪽에 치수를 표시

3. 추가 치수 삽입
체크하면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추가로 그립니다.
문자 높이 및 기본 치수 설정은 지정한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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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객체
체크한 객체에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삽입합니다.
폴리선은 폴리선에 포함된 호 부분에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삽입합니다.
치수 종류
반지름 치수를 삽입할지 지름 치수를 삽입할지 선택합니다.
문자 표기
객체에 치수 값 문자가 표기되는 위치를 설정합니다.
기본 : 치수 스타일을 따릅니다. 보통 객체 외부(바깥쪽)에 표시되며 원의 경우 안쪽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 원, 호의 내측(중심부 쪽)에 치수 문자를 표기합니다.
외부 : 원, 호의 외측(중심부 바깥쪽)에 치수 문자를 표기합니다

4. 실행 절차
① 치수를 표기할 객체 선택
치수를 표기할 선, 폴리선, 호 객체를 선택합니다.
각 객체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치수가 삽입됩니다.
폴리선은 각 정점별로 치수가 삽입됩니다.
관련 명령
치수 자동 삽입 (ADI)
다중 치수 (MDIM)
10.30. ISO 치수 기입

ISD

ISO 치수 기입

기능
 ISO 치수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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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ISO 치수 기입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ISO 치수 기입
명령 : ISD (ISometric Dimens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Isometric 도면에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에서 치수 기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ISO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현재 도면의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문자 크기, 글꼴, 색상 및 각종 치수 설정 등은 치수 스타일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실행 절차
① 치수의 첫 번째 원점 지정
도면에서 치수를 표기할 첫 번째 치수보조선 원점을 지정합니다.
② 치수의 두 번째 원점 지정
도면에서 치수를 표기할 두 번째 치수보조선 원점을 지정합니다.
③ 치수선 위치 지정
치수 선이 위치할 점을 지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우스의 방향에 따라 치수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아래 그림은 마우스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치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에서 치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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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첫번 째 원점과 마우스 방향의 관계 또는
치수 두번 째 원점과 마우스 방향의 관계로 결정하므로
치수의 첫번 째 점 또는 두번째 점 근처에서 다음 치수선 방향을 결정해야 원하는 형태대로
치수가 기입됩니다.
10.31. 치수 위, 아래 문자 표기

ABD

치수 위, 아래 문자 표기

기능
 선택한 치수의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에 입력한 문자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위, 아래 문자 표기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치수 위, 아래 문자 표기
명령 : ABD (Above or Below Dimens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치수의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에 입력한 문자를 표기하거나 선택한
치수 값을 입력한 문자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위 문자 : 치수의 위에 지정한 문자를 표기합니다.
아래 문자 : 치수의 아래에 지정한 문자를 표기합니다.
머리말 : 치수의 머리말에 지정한 문자를 표기합니다.
꼬리말 : 치수의 꼬리말에 지정한 문자를 표기합니다.
가운데 입력 칸에는 치수를 대체할 문자를 입력합니다.
가운데 입력 칸에 문자가 입력하면 기존 치수 값은 사라지고 입력한 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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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값을 초기화 합니다.
선 위에 치수, 선 아래에 치수
아래 그림처럼 기존 치수의 치수 값을 치수선 위 또는 아래에 표시 후 입력한 문자를
표시합니다.
선 위에 치수

선 아래에 치수

치수값 복원
이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치수 문자를 재 지정했을 때 실행하면 원래
치수값으로 되돌립니다.
10.32. 행, 열 번호 넣기

DRCN

행, 열 번호 넣기

기능
 선택한 선, 치수에 행, 열 번호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행, 열 번호 넣기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행, 열 번호 넣기
명령 : DRCN (Rraw Row, Column Number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치수의 상, 하, 좌, 우에 행, 열 번호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번호는 숫자 증분과 영문 증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가 아니어도 선택한 선들의 상, 하, 좌, 우에 행, 열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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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체 선택 및 정렬
기준 선택 객체 및 번호를 입력할 순서를 결정합니다.

기준 객체 선택
행,열 번호를 넣을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설정합니다.
치수로 설정해도 되고 치수에 기준 중심선을 선택할 경우는 선으로 설정하면됩니다.
지정 레이어의 선만 선택
기준 객체 옵션에서 선을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도면이 복잡하면 기준 선을 하나씩 선택하기가 곤란하므로 지정한 레이어의 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레이어 입력 부분이 활성되고 필요한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정렬
번호 증분을 좌에서 우로 넣을지 위에서 아래로 넣을지 등 정렬 방식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선이나 치수는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자동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인 경우와 세로인 경우 어떻게 넣을지 설정하면 됩니다.
번호 증분을 좌 → 우로 넣습니다.
번호 증분을 우 → 좌로 넣습니다.
번호 증분을 위 → 아래로 넣습니다.
번호 증분을 아래 → 위로 넣습니다.

2. 증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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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번호 형식
번호를 숫자로 증분할지 영문으로 증분할지 선택합니다.
영문은 숫자 없이 A,B,C,D... 같은 알파벳 영문으로 증분됩니다.
시작 값
증분을 시작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번호 형식에서 영문을 체크한 경우는 시작 값을 숫자가 아닌 영문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머리말
머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증가된 숫자 값의 앞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증가된 숫자가 10 일 때 머리말에 A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는 A10 이
됩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도면에 표시될 번호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Dimscale 적용
체크하면 지정한 문자 높이에 도면의 Dimscale 값을 곱해 문자 높이로 적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지정한 문자 높이로 도면에 문자를 작성합니다.
세로 번호는 방향에 맞춰 문자 회전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90 도 회전해 표기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 그림처럼 똑바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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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 표시

예시 그림에 있는 규격 값을 입력합니다.
'증분 문자'에서 설정한 문자 높이의 배수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4. 레이어

도형과 문자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실행 절차
① 수평 또는 수직 선(치수) 선택
행, 열 번호를 넣을 기준이 되는 선 또는 치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선(치수)이 수평인지 수직인지 자동 판단되나 수평, 수직 선(치수)을 함께 선택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평만 선택하거나 수직만 선택해야합니다.
② 원점 지정:
행, 열 번호가 표기될 원점을 지정합니다.
③ 그려질 방향점 지정
어느 방향으로 그릴지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점에서 윗쪽을 선택하면 위로 그려지고 아랫쪽을 선택하면 아래로 그려집니다.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점이므로 아무 점이나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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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치수 문자 등분 간격 표기

DDM

치수 문자 등분 간격 표기

기능
 선택한 치수 값을 등분 간격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치수 → 치수 문자 등분 간격 표기
리본 : DreamPlus → 치수 → 작성 → 치수 문자 등분 간격 표기
명령 : DDM (Dimension Divide Ma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치수 값을 간격을 입력해 등분 간격 형식으로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원본

적용

1. 실행 절차
① 등분 간격을 표기할 치수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등분 간격을 표기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등분 간격 입력
등분 간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 1000 치수에 등분 간격 250 입력하면 4@250=1000 으로 표기 됩니다.
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한번 입력한 등분 간격 값은 저장됩니다.
치수는 원래 치수의 값과 치수 값이 강제 입력된(문자 재지정된) 경우 모두 지원합니다.
등분된 표기가 치수를 넘으면 아래 그림처럼 자동으로 위, 아래 나누어 분리 표기됩니다.
위, 아래 나누지 않고 한 줄로 표기하고 싶다면 설정에서 '작은 치수는 등분 문자 위, 아래
분리'를 해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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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적용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아래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1) 나눠지지 않는 치수 처리
치수 값이 입력한 간격으로 나눠지지 않을 때(짜투리 값) 처리하는 설정입니다.
올림처리 후 등분 간격 표기
예를 들어 5500 치수가 있을 때 간격 300 으로 나누면 개수 18 과 100 이 남습니다.
체크하면 19@300=5700 으로 5500 을 올림처리해 표기합니다.
처리하지 않음
나눠지지 않는 치수는 등분간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천 단위 구분 표기
체크하면 치수 값에 마침표 또는 쉼표로 천 단위 구분 표기합니다.
천 단위 구분 표기는 치수 값을 강제로 수정하는 것이라 표기 후 치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치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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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면 치수 값 원래대로 (RDV) 명령을 사용합니다.
값 강제 입력된(재지정) 치수만 표기
체크하면 치수 값이 강제 입력된(문자 재지정된) 치수만 천 단위 구분 표기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택한 모든 치수에 치수 값을 강제 입력해 천 단위 구분 표기합니다.
3) 기타 설정
등분 기호
입력한 등분 기호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 대신 ×를 입력했다면 4×250=1000 처럼 표기됩니다.
전체 길이
전체 길이를 표기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길이를 표기하면 4@250=1000
전체 길이를 표기 안 한면 4@250 만 치수에 표기됩니다.
작은 치수는 등분 문자 위, 아래 분리
체크하면 문자 길이보다 치수 간격이 작은 경우 아래 그림처럼 등분된 문자를 위, 아래로 나눠
분리합니다.
이 설정은 전체 길이 표기할 때만 동작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 그림처럼 위, 아래로 나누지 않고 한 줄로 표기합니다.

단어 사이 공백 설정
체크하면 단어 사이에 지정한 공백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8@250=2000 문자에 단어 사이 공백 1 을 설정하면
8 @ 250 = 2000 처럼 각 단어 사이에 공백 한 칸씩 추가합니다.
고정폭 폰트를 사용할 때나 문자 폭이 좁을 때 사용하면 보기 좋게됩니다.
치수 외 일반 문자도 수정 허용
체크하면 치수 객체가 아닌 일반 문자 객체도 등분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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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문자가 폭파된 경우 또는 설계 프로그램에서 치수가 문자로만 표시된 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11. 블록

블록
- 블록 관리 (BLM)
- 동일 블록 찾아 선으로 표시 (FMB)
- 빠른 블록 만들기 (QMB)
- 선택한 블록 편집 (SBE)
-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 (BCO)
-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복사 (CN)
- 특정 블록 삭제 (DELB)
- 정점, 포인트에 블록 삽입 (IBV)
- 블록 번호 매기기 (BNUM)
- 특정 블록 폭파 (EXPB)
- 다중 삽입 블록 폭파 (MEX)
- 블록 안에 블록 모두 폭파 (ENB)
- 블록을 레이어로 폭파 (EEL)
- 블록 폭파 가능 설정 변경 (ABEX)
- 블록 색상 변경, 교체 (RBC)
- 여러 도면 블록 교체/재정의 (REPB)
- 블록 이름 변경 (REB)
- 블록 이름 일괄 변경 (RNB)
- 블록 기준점 변경 (RBI)
- 블록 축척 변경 (CHBS)
- 블록 외부참조로 변환 (BTX)
- 동적블록 일반블록으로 변환 (DBTR)
- 블록 합치기 (MERB)
- 블록에 객체 추가 (AETB)
- 블록 내부 객체 삭제 (EEIB)
- 블록과 내부객체 레이어 맞춤 (MABL)
-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 (CTPB)
- 블록 내부 객체 선종류 변경 (CLTB)
- 블록 안 객체 가리기, 해치 맨 뒤로 (WMBB)
- 원, 도넛을 블록으로 변경 (CD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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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블록 관리

BLM

블록 관리

기능
 자주 사용하는 블록 도면을 등록해 블록 삽입을 편리하게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관리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블록 관리
명령 : BLM (BLock Manag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자주 사용하는 블록 도면을 등록해 블록 삽입을 편리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블록 미리보기 크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면을 항상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미리보기를 사용자가 생성/관리하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도면에 변경된 블록을 바로
읽어옵니다.
다만 한 도면에 종류가 다른 블록이 수 백개씩 있다면 읽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 도면에 다른 블록이 너무 많지 않도록 종류별로 도면을 분리 저장해 관리하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및 도면 등록
1) 메뉴 아이콘
메뉴 아이콘은 아래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변경할 때 메뉴를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기 등에서 파일을 끌어오거나 마우스로 아이템을 위/아래 옮기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을 추가합니다.
도면을 찾아 추가합니다.
현재 도면을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을 추가합니다.
아이템을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아이템을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아이템을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프로그램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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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 등록
최초 실행하면 아래 같이 그룹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룹은 블록 종류별로 묶어서 관리할 때 추가해 사용합니다.
도면은 블록이 있는 도면을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도면 추가
도면 추가는 아래 같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탐색기에서 끌어다 놓기
탐색기, 내 컴퓨터 등에서 폴더/파일을 끌어다 원하는 그룹에 놓으면

아래 그림처럼 추가가됩니다.
한번에 여러 파일을 끌어다 놓아도 됩니다.

② 그룹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원하는 그룹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 메뉴에서 '도면 추가'를 실행합니다.
도면을 추가할 때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그룹 선택 후 메뉴 아이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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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눌러 추가하면 됩니다.

아이템 삭제/이름 변경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단축키
이름 변경 : 아이템을 선택 후 단축키 F2 또는 CTRL+R 을 눌러도 됩니다.
삭제 : 아이템 선택 후 DEL 키
② 팝업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 메뉴에서 실행합니다.

아이템 열기
등록된 도면를 열면 캐드로 파일이 열립니다.
여는 것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아이템 더블 클릭
② 아이템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 팝업 메뉴 - 열기
아이템 이동
아이템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같은 그룹 내 위/아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아이템을 마우스로 끌어서 이동
② 아이템 선택 후 메뉴 상단에 이동 버튼
③ 아이템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잘라내기 - 다른 그룹 선택 후 - 붙여넣기

2. 데이터 경로
데이터는 %AppData%\DreamPlus 경로에 BLM_DwgXML.xml 파일로 저장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파일을 백업하면 됩니다.
위 경로를 복사 후 탐색기에 주소 표시줄에 붙여넣고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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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xml 파일을 삭제하면 프로그램에 저장된 도면들이 모두 제거됩니다.
모두 삭제된 경우 캐드 종료, 다시 실행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새 빈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3. 삽입 설정
블록을 삽입할 때 설정을 지정합니다..

- 삽입 후 폭파에 체크하면 블록 삽입 후 폭파됩니다.
- 연속 삽입에 체크하면 하나의 블록을 삽입할 때 ESC,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계속
삽입됩니다.
- 축척을 체크하면 삽입할 때 사용자가 축척을 지정합니다.
- 축척을 체크 해제하면 입력된 축척(또는 단일축척)으로 삽입합니다.
- 회전을 체크하면 삽입할 때 사용자가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 회전을 체크 해제하면 입력된 각도대로 삽입합니다.
- 레이어를 체크하면 사용자 지정 레이어로 삽입합니다.
- 레이어를 체크 해제하면 현재 레이어로 삽입합니다.

4. 블록 삽입 및 미리보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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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삽입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미리보기 창의 블록을 더블 클릭
② 미리보기 창의 블록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팝업 메뉴
팝업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면에 삽입 : 일반 블록 삽입
② 삽입 및 재정의 : 삽입하면서 도면에 같은 블록은 삽입 블록으로 교체
③ 재정의만 : 삽입하지 않고 도면에 같은 블록 교체
미리 보기 크기
픽셀 단위로 미리 보기 크기를 입력합니다.
크게 입력하면 미리 보기 목록에 블록이 한 줄씩 배치되며 이 때는 창 크기를 늘리면 됩니다.
크기 값을 바꾸면 목록의 도면을 다시 클릭해야 입력한 크기로 다시 읽어 표시합니다.
블록 삽입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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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블록 미리 보기 그림에 블록 삽입점을 빨간 점으로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빨간 점 없이 그냥 블록만 보여집니다.
체크를 바꾸면 목록의 도면을 다시 클릭해야 다시 읽어 삽입 점 상태를 표시합니다.
11.2.

동일 블록 찾아 선으로 표시

FMB

동일 블록 찾아 선으로 표시

기능
 선택한 블록과 동일한 블록을 현재 도면에서 찾고 위치를 선으로 표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동일 블록 찾아 선으로 표시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동일 블록 찾아 선으로 표시
명령 : FMB (Find and Mark the same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과 동일한 블록을 현재 도면에서 찾고 위치를 선으로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블록이 도면 여기 저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할 때 편리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찾을 블록을 하나 선택 또는 [블록 안에 블록 선택(B)/목록(N)/설정 변경(S)]
위치를 찾을 블록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B 입력하면 블록 안에 블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N 입력하면 블록 목록에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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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블록을 찾을 객체 선택
설정에 검색 위치가 객체 선택일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앞서 선택한 블록을 찾을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객체들 중에서만 앞서 선택한 블록을 찾습니다.
③ 찾은 블록을 표시할 선 위치 점 지정
앞서 선택한 블록과 동일 이름 블록을 찾아 선으로 위치 표시할 점을 지정합니다.
점을 지정하면 아래같이 동일 블록들의 위치를 선으로 표시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S 입력했을 때 표시됩니다.

검색 위치
도면 전체는 현재 공간 전체에서 블록을 찾습니다.
객체 선택은 선택한 객체 중에서 블록을 찾습니다.
선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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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블록을 찾아 표시하는 선의 색상입니다.
블록 이름, 개수 표기
체크하면 지정한 점에 선택한 블록 이름과 찾은 개수를 표기합니다.
동일한 동적 블록은 모양 관계 없이 찾기
체크하면 동적 블록 모양에 관계 없이 같은 이름 동적 블록을 모두 찾아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택한 동적 블록 모양과 동일한 것만 표시합니다.
목록으로 찾을 때는 이 설정과 관계 없이 항상 동일한 동적 블록은 모양 관계 없이 찾습니다.
블록 안에 블록도 찾기
체크하면 블록 안에 있는 블록도 검색해 찾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 안에 있는 블록은 무시하고 찾습니다.
블록 안의 블록은 XClip 되어 블록이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찾아지므로 주의해야합니다.
11.3.

빠른 블록 만들기

QMB

빠른 블록 만들기

기능
 객체 선택과 기준점만 지정해 바로 블록을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빠른 블록 만들기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빠른 블록 만들기
명령 : QMB (Quick Make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 선택만으로 빠르게 블록 만들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블록을 만들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블록 만들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 상세 내용은 아래 '옵션 설정' 부분에 있습니다.
② 블록 기준점 지정
설정에 기준점 지정 사용했을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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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지정 완료되면 앞서 선택한 객체들이 블록으로 변경됩니다.

2. 옵션 설정
블록 만드는 방식

1)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듦
블록 이름 및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문제 있을 때는 아래 '캐드 블록으로 붙여넣기 명령 사용'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름 설정
① 프로그램 임의 생성
프로그램에서 임의의 이름을 생성합니다.
머리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 지정 + 숫자 증분, ③ 도면 이름 + 숫자 증분
사용자 지정은 입력한 이름과 숫자를 증분해 이름을 생성합니다.
도면 이름은 현재 도면 이름과 숫자를 증분해 이름을 생성합니다.
숫자 형식은 1, (1) 두 가지 중 선택합니다.
자리수는 숫자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증분된 숫자가 9 고 자리 수가 3 이면 009 가 됩니다
2) 캐드 블록으로 붙여넣기 명령 사용
캐드 명령을 직접 사용해 만듭니다.
시스템에 클립보드 감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예 : BetterWMF, 클립보드 프로그램)
블록 만드는 과정 중 이 프로그램들이 중간에 가로채 도면에 선택 객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위 '프로그램이 직접 만드는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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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설정

객체 선택 후 기준점 지정
블록의 기준점을 원하는 위치로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기준점 지정 없이 자동 지정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자동 기준점 지정 위치는 선택한 객체들의 최외곽 영역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모서리 및 중심을 지정합니다.

기타 설정

지정 레이어에 블록 만들기
만드는 방식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듦'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현재 레이어에 블록을 만듭니다.
체크하면 지정한 이름과 색상의 레이어에 블록을 만듭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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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이름 변경 (REB)
블록 이름 일괄 변경 (RNB)
11.4.

선택한 블록 편집

SBE

선택한 블록 편집

기능
 선택한 블록을 블록 편집기로 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선택한 블록 편집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선택한 블록 편집
명령 : SBE (Select Block Edi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을 블록 편집기로 열 때 사용합니다.
캐드에서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블록 편집 대화상자가 표시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누르는 귀찮음과 속성 블록은 더블 클릭을 해도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다른 절차 필요 없이
명령 실행 후 블록을 선택하면 바로 블록 편집기로 열어서 간편합니다.
11.5.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

BCO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

기능
 선택한 블록을 다른 이름으로 복사합니다.
 속성 블록도 지원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
명령 : BCO (rename Block CO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기존 블록을 다른 이름으로 복사해 새로운 블록으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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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다른 이름으로 복사할 블록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다른 이름으로 복사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블록이 선택되면 아래 같이 이름을 지정하는 창이 뜨며 여기서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사항
블록 이름에는 캐드에서 블록 이름으로 지원하지 않는 < > / \ "" : ; ? * | , = ` 문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삽입 기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명령창에 다음같이 표시됩니다.
삽입할 때 원본 블록 기준점대로 삽입하시겠습니까? [예(Y)/아니오(N)]
이 옵션은 다른 이름으로 복사된 블록을 삽입할 때 원본 블록의 삽입점을 그대로 이용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이 왼쪽 아래 파란 그립점이 기준점인 블록이 있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다른 이름으로 복사된 블록 삽입 점 지정한 곳에 원본의 기준점대로
삽입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본 블록 근처에 자동 삽입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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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처럼 블록 내 기준점이 있을 때 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경우는
아래 그림 처럼 블록과 멀리 떨어져 기준점이 있을 때 입니다.

② 블록 삽입 점 지정
다른 이름으로 복사된 블록이 삽입될 점을 지정합니다.
관련 명령
블록 이름 변경 (REB)
블록 기준점 변경 (RBI)
블록 합치기 (MERB)
블록에 객체 추가 (AETB)
11.6.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복사

CN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복사

기능
 블록 이나 외부참조 안의 일부 객체를 현재 도면으로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복사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블록, 외부참조 내부 객체 복사
명령 : CN (Copy Nested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 또는 외부참조 내부의 일부 객체만 현재 도면으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Express 의 NCOPY 명령과 비슷하지만 NCOPY 와 다르게 객체를 선택하면 바로 복사됩니다.

1.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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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블록 또는 외부참조 내부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록 또는 외부참조 내부 객체 중 현재 도면으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별도 추가 과정 없이 현재 도면으로 객체가 복사됩니다.
복사한 객체는 현재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ESC, 엔터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연속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설정
명령 상태에서 설정 변경 실행하면 표시됩니다.

연속 복사
체크하면 ESC, 엔터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연속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 완료 후 이동
체크하면 복사 후 객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치수 내부 객체 복사 허용
체크하면 블록 또는 외부참조가 아닌 그냥 일반 치수 내 선, 문자, 점 블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폭파하지 않고 치수 내부 객체를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별 복사 설정
1) 속성 문자
속성 블록 안의 속성 문자를 선택했을 때 일반 문자로 복사할지 속성으로 복사할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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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
블록, 외부 참조 내 선택 객체가 블록일 때 블록 자체를 복사할지 내부 객체만 복사할지
지정합니다.
내부 객체만 복사하면 블록 자체가 아닌 선택한 객체 하나만 복사됩니다.
3) 치수
블록, 외부 참조 내 선택 객체가 치수일 때 치수 자체를 복사할지 내부 객체만 복사할지
지정합니다.
내부 객체만 복사하면 치수 자체가 아닌 선택한 문자, 선 등 하나만 복사됩니다.
11.7.

특정 블록 삭제

DELB

특정 블록 삭제

기능
 특정 블록을 현재 도면 또는 여러 도면에서 일괄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특정 블록 삭제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특정 블록 삭제
명령 : DELB (DELete specific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특정 블록을 현재 도면 또는 여러 도면에서 일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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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삭제 대상
삭제할 대상이 현재 도면인지 다중 도면인지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을 선택하면 파일 목록을 추가하는 창이 활성됩니다.
삭제할 블록 선택
목록에서 삭제할 블록 이름을 선택합니다.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채 선택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 포함
익명 블록은 이름이 * 로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블록 선택 후 CTRL + 1 눌러 특성창을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은 캐드 자체 블록 편집, 이름 변경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익명 블록 포함'에 체크하면 * 이름 시작하는 익명 블록도 목록에 표시되고 처리 가능합니다.
캐드에선 테이블 객체 등 익명 블록화된 객체가 있으므로 이 설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도면의 익명 블록도 이름을 가져오려면 체크 후 다른 도면 이름 가져오는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이름 가져오기 및 선택

DreamPlus

Page909

현재 도면에서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옵니다.
다른 도면에서 블록 이름을 가져옵니다.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됩니다.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 해제됩니다.

2. 대상 도면
다중 도면으로 실행할 때 처리할 도면을 추가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3. 실행
목록에 선택된 블록 이름을 도면 전체에서 찾아 삭제합니다.

도면에서 대각 두 점 지정으로 영역을 선택해 영역 안에서 목록의 선택된 블록 이름을 찾아
삭제합니다.
11.8.

정점, 교차점에 블록, 객체 삽입

IBV

정점, 교차점에 블록, 객체 삽입

기능
 객체의 정점, 중심점, 끝점, 삽입점, 교차점 등에 블록, 지정 객체, 점을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정점, 교차점에 블록, 객체 삽입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정점, 교차점에 블록, 객체 삽입
명령 : IBV (Insert Block at Verticies)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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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정점, 중심점, 끝점, 삽입점, 교차점 등에 블록, 지정 객체, 점을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1. 삽입 대상 객체

지정 블록, 지정 객체, 점이 삽입될 대상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실행 중 여기서 선택한 종류의 객체들만 도면에서 선택되고 이 객체들에 삽입됩니다.
점(Point)에 삽입 후 점 삭제
객체 중 점(Point)을 선택한 경우 활성화 됩니다.
선택한 점에 객체, 블록을 삽입 후 선택한 점을 도면에서 삭제할지 설정합니다.
객체 중 블록을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블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보여집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의 삽입점에 다른 블록, 지정 객체, 점을 삽입합니다.
도면에서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체크하면 목록에서 블록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되고 실행 중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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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입 옵션

선택한 객체에 삽입할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 객체에서 호 선택, 여기서 중간점과 중심점을 선택했다면 호의 중간점,
중심점에 삽입됩니다.
객체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므로 필요한 것만 선택합니다.
폴리선은 꺾인 정점 중간점마다
중간점에 체크한 경우 활성되며 폴리선 중간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설정합니다.

교차점은 대상 객체에서 선택한 객체들의 교차점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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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상 객체에서 선만 선택했다면 다른 객체는 무시되고 선의 상호 교차점에만
삽입됩니다.

3. 삽입할 객체
삽입할 객체는 1)블록, 2)도면에서 선택한 객체, 3)점 세 가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1) 블록 삽입
여기서 선택한 블록을 객체에 삽입합니다.

삽입 블록 지정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부분 차이만 주의하면 됩니다.
①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실행 중에 삽입할 블록을 도면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블록 복제 방식이므로 XCLIP, 동적블록, 속성블록 등 블록 특성을 유지해 삽입됩니다.
'삽입 기준점 별도 지정'을 체크하면 블록의 삽입점을 원하는 위치로 임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 기준점 별도 지정'을 해제하면 선택한 블록의 원래 삽입점 기준으로 삽입됩니다.
② 목록
삽입할 블록을 현재 도면 블록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상태에서 다른 도면으로 바꾸면 바꾼 도면의 블록 목록을 읽어오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지정해도 됩니다.
XCLIP, 동적블록, 속성블록 등은 블록 특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블록 삽입 축척
삽입하는 블록의 축척을 지정합니다.
폴리선 정점 각도대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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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객체에서 '폴리선'을 체크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폴리선 정점의 각도대로 블록을 회전해 삽입합니다.

중간점 각도대로 회전
삽입 옵션이 중간점일 때 사용됩니다.
체크하면 선의 중간점 각도대로 위 그림처럼 블록을 회전해 삽입합니다.
삽입한 블록 폭파
체크하면 블록을 삽입 후 폭파합니다.

2) 도면에서 객체 선택
도면에서 원하는 아무 객체나 선택해 이 객체를 삽입합니다.

3) 점 삽입
점(Point)을 삽입합니다.
점 크기는 도면의 설정 또는 사용자 지정 후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레이어와 색상대로 점이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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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 절차
1) 블록 삽입 -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① 삽입할 블록 선택
삽입할 블록을 도면에서 선택합니다.
삽입 기준점 별도 지정을 체크했다면 블록 선택 후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② 삽입 대상 객체 선택
프로그램 창의 삽입 대상 객체에 체크된 객체들만 필터되어 선택됩니다.
대상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삽입 옵션에 따른 정점, 중심점, 끝점, 삽입점, 교차점 등에 블록이
삽입됩니다.

2) 블록 삽입 - 목록 선택
① 삽입 대상 객체 선택
프로그램 창의 삽입 대상 객체에 체크된 객체들만 필터되어 선택됩니다.
대상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삽입 옵션에 따른 정점, 중심점, 끝점, 삽입점, 교차점 등에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이 삽입됩니다.

3) 도면에서 객체 선택 삽입
① 삽입할 객체 선택
삽입할 객체를 도면에서 선택합니다.
여러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② 삽입 기준점 지정
앞서 선택한 객체들의 삽입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삽입 대상 객체 선택
프로그램 창의 삽입 대상 객체에 체크된 객체들만 필터되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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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삽입 옵션에 따른 정점, 중심점, 끝점, 삽입점, 교차점 등에 앞서
선택한 객체가 삽입됩니다.

4) 점 삽입
① 삽입 대상 객체 선택
프로그램 창의 삽입 대상 객체에 체크된 객체들만 필터되어 선택됩니다.
대상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삽입 옵션에 따른 정점, 중심점, 끝점, 삽입점, 교차점 등에 점이
삽입됩니다.
11.9.

블록 번호 매기기

BNUM

블록 번호 매기기

기능
 블록들에 순서대로 번호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번호 매기기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블록 번호 매기기
명령 : BNUM (Block NUMberin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들에 순서대로 번호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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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값, 자리 수
일련 번호의 시작 값을 입력합니다.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일련 번호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 'A-' 이면 일련 번호는 A-1, A-2, A-3 처럼 됩니다.
정렬
선택한 순서대로가 아니면 아래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위쪽에 있는 블록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입니다.
좌측에 있는 블록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입니다.
좌측에 있는 블록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블록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입니다.
정렬 오차
선택한 순서대로 정렬할 때는 필요 없는 설정입니다.
블록 삽입점끼리 높이가 입력한 값 보다 작으면 같은 높이로 판단합니다.
수평, 수직으로 배치된 블록보다 아래 그림처럼 회전된 블록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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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블록
중복 블록 제외에 체크하면 중복된 블록은 제외하고 번호를 넣습니다.
특정 블록으로 설정하면 번호를 넣을 블록들을 선택할 때 지정한 이름 블록만 선택됩니다.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으로 설정하면 이름과 관계 없이 실행 중 선택한 블록들에 번호를
넣습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일련 번호 쓰기

표기할 번호 문자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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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겹친 블록의 문자는 색상 다르게
그림처럼 블록이 서로 일부 겹쳐 있을 때 알아보기 쉽게 겹친 블록의 문자는 색상을 다르게
합니다.

3. 속성 블록 속성 값 변경

속성 블록의 모든 속성 값 또는 특정 태그(Tag) 속성만 일련 번호로 변경합니다.
태그 값을 여러개 지정하려면 , 로 값을 구분해 여러 개 입력합니다.
예) AAA,BBB,CCC 처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 속성 블록 안에 속성 문자를 선택해 태그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1.10. 특정 블록 폭파

EXPB

특정 블록 폭파

기능
 지정한 특정 블록만 폭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특정 블록 폭파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특정 블록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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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EXPB (EXPlode specific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특정 블록만 폭파할 때 사용합니다.

1. 폭파 대상 및 설정

현재 도면, 다중 도면
현재 도면만 처리할지 여러 도면을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을 선택하면 파일 목록을 추가하는 창이 활성됩니다.
블록 안의 블록도 폭파
예를 들어 AAA 이름의 블록이 도면에 있고
프로그램에서 AAA 이름 블록을 선택하고 실행했을 때
체크하면 AAA 블록 안에 있는 다른 블록도 폭파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AAA 블록 안에 다른 블록은 폭파하지 않습니다.
잠긴 레이어의 블록도 폭파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와 관계 없이 선택한 이름의 블록은 모두 폭파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같은 블록이라도 잠긴 레이어의 블록은 폭파하지 않습니다.
폭파 후 퍼지
체크하면 실행 완료 후 필요 없어진 불필요한 블록은 도면에서 제거해 퍼지합니다.

2. 폭파할 블록 선택
목록에서 폭파할 블록 이름을 선택합니다.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채 선택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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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선택, 도면의 모든 블록
목록에서 선택은 블록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만 폭파합니다.
도면의 모든 블록은 도면 안에 모든 블록을 폭파 시도합니다.
모든 블록이기 때문에 '블록 안에 블록', '익명 블록' 설정은 비활성됩니다.
익명 블록 포함
익명 블록은 이름이 * 로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블록 선택 후 CTRL + 1 눌러 특성창을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은 캐드 자체 블록 편집, 이름 변경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익명 블록 포함'에 체크하면 * 이름 시작하는 익명 블록도 목록에 표시되고 처리 가능합니다.
캐드에선 테이블 객체 등 익명 블록화된 객체가 있으므로 이 설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도면의 익명 블록도 이름을 가져오려면 체크 후 다른 도면 이름 가져오는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이름 가져오기 및 선택
현재 도면에서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옵니다.
다른 도면에서 블록 이름을 가져옵니다.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됩니다.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 해제됩니다.

3. 대상 도면
다중 도면으로 실행할 때 처리할 도면을 추가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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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추가 :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11.11. 다중 삽입 블록 폭파

MEX

다중 삽입 블록 폭파

기능
 다중삽입(Minsert)된 블록 객체를 폭파하거나 일반 블록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다중 삽입 블록 폭파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다중 삽입 블록 폭파
명령 : MEX (Minsert block EXplod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다중삽입(Minsert)된 블록 객체를 폭파하거나 일반 블록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다중삽입 블록은 캐드 EXPLODE 명령으로 폭파가 되지 않습니다.
AutoCAD 는 함께 설치된 EXPRESS 의 FLATTEN 명령을 활용하면 일반 블록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 프로그램이 더 편리합니다.
참고로 EXPRESS 의 FLATTEN 명령을 활용한 일반 블록 변경은 이 도움말 맨 아래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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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plode
체크하면 다중 삽입된 블록을 폭파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다중 삽입된 블록을 폭파하지 않고 그냥 일반 블록으로 변경합니다.
Explode 후 레이어 및 색상 변경
체크하면 폭파된 블록의 객체가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 : FLATTEN 명령을 활용한 다중 삽입 블록의 일반 블록 변경
FLATTEN 명령은 캐드 설치 시 함께 설치할 수 있는 Express 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FLATTEN 명령이 알 수 없는 명령으로 나온다면 Express 가 설치되지 않은것이므로 추가로
Express 를 설치해야합니다.
절차
① FLATTEN 명령을 입력해 블록 다중 삽입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Remove hidden lines? <No>: 엔터 입력합니다.
③ 블록 다중 삽입 객체가 이제 일반 블록이 되어 Explode 로 폭파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명령
블록 폭파 가능 설정 변경 (ABEX)
블록 안에 블록 모두 폭파 (ENB)
11.12. 블록 안에 블록 모두 폭파

ENB

블록 안에 블록 모두 폭파

기능
 선택한 블록과 이 블록 내부의 블록까지 모두 폭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안에 블록 모두 폭파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블록 안에 블록 모두 폭파
명령 : ENB (Explode Nested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과 이 블록 내부의 블록까지 모두 폭파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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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폭파했더니 그 안에 다른 블록이 또 있어 연속적으로 폭파하는 것이 번거로울 때
사용합니다.
속성 블록은 속성 값을 유지한 채 폭파됩니다.

실행 절차
① 폭파할 블록 선택 또는 [목록으로 선택(N)]
도면에서 폭파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블록을 선택해도 됩니다.
외부 참조는 블록이 아니므로 폭파되지 않습니다.
외부 참조를 폭파하려면 먼저 삽입이나 결합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합니다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 N 입력하면 블록 이름을 지정해 폭파할 수 있습니다.
특정 블록만 폭파하고 싶은데 도면에서 선택하기 곤란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N 입력하면 현재 도면의 블록 목록창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폭파할 블록 이름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관련 명령
다중 삽입 블록 폭파 (MEX)
블록 폭파 가능 설정 변경 (ABEX)
11.13. 블록을 레이어로 폭파

EEL

블록을 레이어로 폭파

기능
 선택한 블록을 지정 레이어로 폭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을 레이어로 폭파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블록을 레이어로 폭파
명령 : EEL (Explode Entities to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을 지정 레이어로 폭파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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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레이어로 폭파
예를 들어 블록의 레이어가 ABC 라면 블록 안 객체들이 폭파된 후 모두 ABC 레이어가 됩니다
다른 레이어로 폭파
블록 안의 모든 객체가 폭파 후 지정 레이어가 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 레이어로 폭파
새 레이어를 만들고 새로 만든 레이어로 폭파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색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폭파된 객체 색상 설정
변경 안함
별도로 색상이 지정된 객체면 그 객체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ByLayer 객체는 지정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모두 By Layer
폭파된 객체 모두 지정 레이어 색을 따라가는 By Layer 로 변경됩니다.
모두 B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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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된 객체 모두 By Block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블록 내부 객체의 색상 유지
지정 레이어가 되지만 색상은 기존 색상을 모두 유지합니다.
객체가 By Layer 라도 기존 색상을 유지합니다.
즉 폭파되도 블록 폭파 전 내부 객체 각각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1.14. 블록 폭파 가능 설정 변경

ABEX

블록 폭파 가능 설정 변경

기능
 선택한 블록의 폭파 가능 여부를 설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폭파 가능 설정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일반 → 블록 폭파 가능 설정 변경
명령 : ABEX (Allow Block EXplod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의 폭파(Explode) 가능 여부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즉, 선택한 블록을 Explode 명령으로 폭파할 수 있게하거나 할 수 없게 설정합니다.
폭파되면 곤란한 블록을 관리할 때 사용하거나 일괄 폭파 가능하게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 사항
다중 삽입 블록의 폭파
다중 삽입 블록은 이 프로그램의 설정 여부와 관계 없이 Explode 명령으로 폭파되지 않습니다.
다중 삽입 블록은 다중 삽입 블록 폭파 (MEX) 명령으로 폭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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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옵션 설정
폭파 되도록 설정할지 안되도록 설정할지 선택합니다.

2.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 보이는 블록들은 현재 도면의 블록입니다.
이 목록에서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즉, 선택한 블록들만 폭파 설정이 변경됩니다.
블록 특성 상 ABC 이름의 블록을 목록에서 선택 후 실행했다면 도면의 모든 ABC 블록이
변경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 또는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Anonymous Block) 처리
익명 블록은 이름이 * 로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블록 선택 후 CTRL + 1 눌러 특성창을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은 프로그램 목록에 표시되지 않거나
않을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이름을 가져올 수 없어 처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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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블록 이름 변경(REB) 명령으로 해당 블록을 선택해 이름 변경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서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되고 실행 중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만
변경합니다.
블록 특성상 하나의 블록이 바뀌면 전체 도면에 반영됩니다.
즉, 도면에서 ABC 이름의 블록을 하나만 선택해서 변경해도 도면 전체 ABC 블록은 다
변경됩니다.
관련 명령
다중 삽입 블록 폭파 (MEX)
블록 안에 블록 모두 폭파 (ENB)
11.15. 블록 레이어, 색상 변경 및 교체

RBC

블록 레이어, 색상 변경 및 교체

기능
 블록 및 내부 객체의 레이어, 색상을 변경합니다.
 선택한 블록으로 다른 블록을 교체합니다.
 블록 내부 특정 색상 객체만 지정 색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레이어, 색상 변경 및 교체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레이어, 색상 변경 및 교체
명령 : RBC (Redefine Blocks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 선택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옵션이 활성됩니다.

1. 블록 레이어, 색상 변경
이 기능은 블록 및 내부 객체 레이어,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기존 색상 및 선종류를 유지한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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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
아래 목록처럼 블록 및 내부 객체를 변경할지 블록 또는 내부만 변경할지 선택합니다.

레이어는 변경하지 않고 색상만 변경하고 싶을 때
아래 그림처럼 '레이어 변경 없이'를 체크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 색상만 변경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체크하면 아래 세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① By Layer 로
예를 들어 블록 내부 객체가 A 와 B 레이어로 그려졌을 때
A 레이어 객체는 A 레이어 색상대로, B 레이어 객체는 B 레이어 색상대로 설정됩니다.
② By Block 으로
객체의 색상을 모두 By Block 으로 변경합니다.
③ 색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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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색상을 모두 지정 색으로 변경합니다.
변경할 레이어 및 색상
블록 또는 내부 객체 레이어가 지정한 레이어와 색으로 변경됩니다.

블록 내부 객체 색상 유지
체크하면 레이어는 변경하지만 객체의 색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번, 2 번색 레이어 객체가 있는 블록이 있을 때,
체크하면 지정한 레이어로 바꿔도 색상은 기존 1 번, 2 번 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내부 객체는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을 따라갑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 내부 0 번 레이어 객체의 문제점
블록 내부 0 번 레이어, ByLayer 객체는 블록 자체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같은 블록이라도 레이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색으로 블록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색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블록 내부 객체 선종류 유지
체크하면 ByLayer 선종류 객체가 변경될 때 레이어가 바뀌어도 기존 선종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치수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치수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해치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해치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솔리드 해치만 제외할지 모든 해치를 제외할지 선택합니다.
해치 제외 체크 후 '다른 색으로 변경'에 체크하면
솔리드 해치만 또는 모든 해치는 여기서 지정한 색으로 변경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잠긴 레이어 객체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특정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지정한 특정 레이어 객체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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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에 따른 설정
1) 블록 및 내부 객체 레이어를 모두 하나로 바꿀 때
레이어만 지정합니다.

2) 블록 및 내부 객체 레이어를 모두 하나로 바꾸지만 색상은 유지할 때
레이어 지정 및 블록 내부 객체 색상 유지 체크합니다.

3) 블록 내부 객체만 레이어 변경 없이 ByLayer 로 또는 색상을 바꿀 때
레이어 변경 없이에 체크합니다.

대상 블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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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블록들은 현재 도면의 블록입니다.
목록에서 변경할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이름과 같은 도면 모든 블록이 변경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서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Anonymous Block) 처리
익명 블록은 이름이 * 로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블록 선택 후 CTRL + 1 눌러 특성창을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은 이 프로그램의 목록에 표시되지 않거나

버튼으로 이름을 가져올 수 없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블록 이름 변경(REB) 명령으로 해당 블록을 선택해 이름 변경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서 블록 선택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되고
실행 중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의 레이어 및 색상을 변경합니다.
블록 특성상 하나의 블록을 바꾸면 도면 전체 동일 블록이 변경됩니다.
즉, 도면에서 A 이름 블록을 하나만 선택해 레이어를 바꿔도 도면 전체 A 블록은 다 바뀝니다.

2. 블록 교체
이 기능은 선택한 블록으로 다른 블록을 교체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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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블록
교체 블록 선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부분 차이만 주의합니다.
1)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실행 중 교체 블록을 도면에서 직접 선택해 이 블록으로 교체합니다.
블록 복제 방식이므로 교체 블록 XCLIP 상태 등 고유 특성을 유지해 교체합니다.
대상 블록이 XCLIP 된 상태도 지원합니다.
'삽입 기준점 별도 지정' 체크하면 블록의 삽입점을 원하는 위치로 임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 기준점 별도 지정' 체크 해제하면 선택한 블록의 원래 삽입점 기준으로 삽입됩니다.
2) 목록
블록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으로 교체합니다.
프로그램 실행된 상태에서 다른 도면으로 바꾸면 바꾼 도면의 블록 목록을 읽어오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합니다.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블록 선택해 이름 지정해도 됩니다.
교체 블록의 XCLIP 상태 특성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블록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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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블록대로
대상 블록 축척대로 교체합니다.
대상 블록 축척이 1 이면 교체 블록도 축척 1 로, 축척 2 면 교체 블록도 축척 2 로 교체됩니다.
② 지정 축척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축척을 고정해 교체됩니다.
대상 블록 축척과 관계 없이 입력한 축척대로 교체됩니다.
③ 교체 블록 그대로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대상 블록 축척과 관계없이 실행 중 선택한 교체 블록 상태 그대로 교체됩니다.
블록 회전
① 대상 블록대로
대상 블록 회전 값대로 교체합니다.
교체 블록 회전 각도 0, 대상 블록 회전 각도가 30 이면 교체 블록도 30 으로 교체됩니다.
③ 교체 블록 그대로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대상 블록 회전 값과 관계없이 실행 중 선택한 교체 블록 상태 그대로 교체됩니다.
속성이 같은 경우 속성 일치
교체 블록과 대상 블록 모두 '속성 블록'일 때 태그 값이 같다면 교체하면서 기존 속성 값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속성 블록을 교체할 때 체크하면 편리합니다.
영역 내 대상 블록과 동일 블록만 교체
체크하면 아래 순서로 실행됩니다.
도면에서 선택한 여러 블록 중 같은 이름만 바꿀 때 사용합니다..
2-1) 교체 블록 -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대상 블록 - 목록에서 선택

① 교체 블록 선택 : 도면에서 교체 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교체 대상 블록들 선택 : 영역을 지정해 대상 블록들을 선택합니다.
대상 블록들 중 목록의 이름과 같은 것만 교체 블록으로 교체됩니다.

DreamPlus

Page934

2-2) 교체 블록 -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대상 블록 -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① 교체 블록 선택 : 도면에서 교체 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교체 대상 이름 가져올 블록들 선택 : 여기서 선택한 이름 블록만 교체됩니다.
③ 교체 대상 블록들 선택 : 영역을 지정해 대상 블록들을 선택합니다.
대상 블록들 중 이름 가져올 블록과 같은 것만 교체 블록으로 교체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 순서로 실행됩니다.
도면 모두 또는 선택한 것 모두 바꿀 때 사용합니다..
2-3) 교체 블록 -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대상 블록 - 목록에서 선택

① 교체 블록 선택 : 도면에서 교체 블록을 선택합니다.
도면 전체 블록 중 목록의 이름과 같은 것이 모두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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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체 블록 -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대상 블록 -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① 교체 블록 선택 : 도면에서 교체 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교체 대상 블록들 선택 : 영역을 지정해 대상 블록들을 선택합니다.
대상 블록들 모두 교체 블록으로 교체됩니다.

잠긴 레이어 블록 제외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 블록은 제외하고 교체합니다.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 블록들은 현재 도면의 블록입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이름과 같은 블록이 교체 블록으로 교체됩니다.
'영역 내 대상 블록과 동일 블록만 교체' 체크하면 실행할 때 선택 블록들 중 이름 동일한 것만
교체됩니다.
'영역 내 대상 블록과 동일 블록만 교체' 체크 해제하면 도면의 모든 동일 이름 블록이
교체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서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서 블록 선택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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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됩니다.
'영역 내 대상 블록과 동일 블록만 교체' 체크하면 실행할 때 선택 블록들 중 이름 동일한 것만
교체됩니다.
'영역 내 대상 블록과 동일 블록만 교체' 체크 해제하면 실행 중 선택 블록들 모두 교체됩니다.

3. 블록 내부 특정 색상 객체의 색상 변경
이 기능은 블록 내부 특정 색상 객체만 지정 색으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 내부 1 번 색상 객체를 모두 8 번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내부 0 번 레이어 객체의 문제점
블록 내부 0 번 레이어, ByLayer 객체는 블록 자체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같은 블록이라도 레이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색으로 블록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같은 블록이라도 색이 달라 찾는 색상 조건에 맞지 않고 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정 색상 등록
[색상 등록] 버튼을 누르면 우선 아래 처럼 찾을 색상과 변경 색상에 흰색이 모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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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글자를 누르면 색상 지정하는 대화상자에서 색상을 지정해 원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찾을 색상과 변경 색상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치수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치수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해치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해치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솔리드 해치만 제외할지 모든 해치를 제외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치 제외 체크 후 '다른 색으로 변경'에 체크하면
블록 해치는 여기서 지정한 색으로 변경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잠긴 레이어 객체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특정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 중 입력한 레이어 객체는 제외하고 변경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 블록들은 현재 도면의 블록입니다.
목록에서 변경할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이름과 같은 도면 모든 블록이 변경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서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Anonymous Block) 처리
익명 블록은 이름이 * 로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블록 선택 후 CTRL + 1 눌러 특성창을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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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블록은 이 프로그램의 목록에 표시되지 않거나

버튼으로 이름을 가져올 수 없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블록 이름 변경(REB) 명령으로 해당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변경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서 블록 선택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되고
실행 중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의 레이어 및 색상을 변경합니다.
블록 특성상 하나의 블록을 바꾸면 도면 전체 동일 블록이 변경됩니다.
즉, 도면에서 A 이름 블록을 하나만 선택해 레이어를 바꿔도 도면 전체 A 블록은 다 바뀝니다.
11.16. 여러 도면 블록 교체/재정의

REPB

여러 도면 블록 교체/재정의

기능
 지정한 블록으로 여러 도면의 블록을 교체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여러 도면 블록 교체/재정의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여러 도면 블록 교체/재정의
명령 : REPB (REPlace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블록으로 여러 도면의 블록을 교체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도면에 블록 일부만 교체하고 싶을 때는 블록 레이어, 색상 변경 및 교체 (RBC) 명령을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1) 교체 블록과 대상 블록은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교체 블록, 대상 블록 둘 다 축척 1 일 때 크기가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크기가 다르다면 블록 축척 설정을 '대상 블록 축척 ×' 및 축척 배수 입력해 교체해 보세요.
2) 교체 블록과 대상 블록 삽입점
교체 블록 삽입점이 대상 블록 삽입점으로 위치해 교체됩니다.
교체 블록과 대상 블록 삽입점 위치가 너무 다르면 교체 후 엉뚱한 위치로 교체됩니다.
블록 삽입점을 변경하려면 블록 기준점 변경 (RBI)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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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실행 절차는 아래 3. 실행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교체 블록
여기서 선택한 블록으로 교체됩니다.
교체 블록 선택 방법은 두 가지로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1)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실행 중 교체 블록을 도면에서 직접 선택해 이 블록으로 교체합니다.
블록 복제 방식이므로 교체 블록 XCLIP 상태 등 고유 특성을 유지해 교체합니다.
교체 블록에 XCLIP 적용되었으면 이 방식으로 실행해 주세요.
2) 목록
현재 도면 블록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으로 교체합니다.
프로그램 실행된 상태에서 다른 도면으로 바꾸면 바꾼 도면의 블록 목록을 읽어오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합니다.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블록 선택해 이름 지정해도 됩니다.
교체 블록에 XCLIP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블록 축척
① 대상 블록대로
대상 블록 축척대로 교체합니다.
대상 블록 축척이 1 이면 교체 블록도 축척 1 로, 축척 2 면 교체 블록도 축척 2 로 교체됩니다.
② 지정 축척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축척을 고정해 교체됩니다.
대상 블록 축척과 관계 없이 입력한 축척대로 교체됩니다.
③ 교체 블록 그대로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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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블록 축척과 관계없이 실행 중 선택한 교체 블록 상태 그대로 교체됩니다.
④ 대상 블록 축척 ×
교체 블록 축척 = 대상 블록 축척 × 입력한 축척 배수입니다.
교체 블록과 대상 블록이 축척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2. 대상 블록
교체하고 싶은 블록을 선택합니다.

이름 패턴 입력
특정 이름 패턴을 가진 블록들을 교체합니다. * 패턴, ?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를 입력했다면 여러 도면에 AAA 이름으로 시작하는 블록들이 모두
교체됩니다.
*BBB* 를 입력했다면 중간에 BBB 이름 들어간 블록들이 모두 교체됩니다.
?는 한 글자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B 는 ? 부분에 임의 한 글자, A1B, A2B, A3B ...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A??B 로 지정했다면 A12B, A22B, A33B ... 같은 경우입니다.
*는 여러 글자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B 는 * 부분에 여러 글자, A1B, A12B, A123B ... 같은
경우입니다.
목록에서 지정
교체하고 싶은 블록 이름을 목록에서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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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도면 : 현재 도면의 블록 목록을 읽어와 목록에 표시합니다.
② 도면 찾기 : 찾기 대화상자에서 찾은 도면들의 블록 목록을 표시합니다.
③ 모두 제거 : 목록을 모두 제거하고 초기화합니다.

3. 실행
예를 들어 도곽 교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도곽은 각각 축척, 회전 다르거나 속성 도곽도 값을 유지해 교체됩니다.
대상 도곽(예전 도곽)과 교체 도곽(새 도곽)은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예전 도곽, 새 도곽 둘 다 축척 1 일 때 크기가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다르면 아래 2) 방식대로 합니다.
① 교체 도곽(새 도곽)이 있는 도면을 엽니다.
② 프로그램을 실행해 목록에서 새 도곽 이름을 선택합니다.
(또는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 체크하고 실행할 때 선택해도 됩니다)
1) 예전 도곽, 새 도곽 둘 다 축척 1 일 때 크기가 같으면
블록 축척은 '대상 블록대로' 선택합니다.

2) 예전 도곽, 새 도곽 둘 다 축척 1 일 때 크기가 다르면
블록 축척은 '대상 블록 축척 ×' 선택합니다.
축척 배수는 예를 들어
예전 도곽이 새 도곽보다 50 배 크다면 축척 배수에 50 입력합니다.
예전 도곽이 새 도곽보다 50 배 작다면 축척 배수에 0.02 입력합니다 (0.02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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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 도곽(예전 도곽)을 찾습니다.
예전 도곽이 현재 도면에 있다면 [현재 도면] 버튼을 눌러 블록 목록을 불러옵니다.
예전 도곽이 다른 도면에 있다면 [도면 찾기] 버튼을 눌러 블록 목록을 불러옵니다.
목록에서 예전 도곽 이름을 선택합니다.

④ 대상 도면에 처리할 도면들을 목록 추가 후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잘 되는지 테스트하려면 처리할 도면 복사본 하나만 목록에 추가 후 실행해 보세요.

4. 대상 도면
블록을 교체할 도면을 추가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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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11.17. 블록 이름 변경

REB

블록 이름 변경

기능
 선택한 블록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이름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이름 변경
명령 : REB (REname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의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이름을 변경할 블록 선택
이름을 변경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블록이 선택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실행됩니다.
<현재 도면만 변경할 때>

변경할 이름을 입력하고 [이름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블록 특성 상 선택한 블록과 이름이 같은 모든 블록이 변경됩니다.
만약 선택한 블록만 이름 변경하고 싶다면 선택한 블록만 이름 변경에 체크하고 [이름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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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문자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도면을 변경할 때>
다중 도면에 체크하면 프로그램 창이 아래처럼 변경됩니다.
다중 도면일 때는 '선택한 블록만 이름 변경'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블록 이름 입력 후 도면을 추가하고 [이름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블록 이름에는 캐드에서 블록 이름으로 지원하지 않는 < > / \ "" : ; ? * | , = ` 문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관련 명령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 (BCO)
블록 합치기 (MERB)
블록에 객체 추가 (A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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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블록 이름 일괄 변경

RNB

블록 이름 일괄 변경

기능
 여러 블록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이름 일괄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이름 일괄 변경
명령 : RNB (ReName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블록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일괄 바꿀 때 사용합니다.
블록 이름 변경 (REB) 명령과 다른 점
1) 블록 이름 변경
- 선택한 블록 이름만 변경
- 이름 바꾸고 싶은 것을 선택해 바로 변경
2) 블록 이름 일괄 변환
- 여러 도면, 여러 블록 이름 변경
- 블록 목록에서 이름을 수정해 여러 도면에 적용

1. 기본 실행 방법
이름 가져오기 부분에서 원본 블록 이름들을 불러옵니다.
현재 도면, 도면 찾기, 엑셀 목록 세 가지 버튼으로 원본 이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도면 찾기는 현재 목록에 이름이 있을 때 여기에 가져온 이름을 추가합니다.
엑셀 목록으로 가져올 때는 목록을 초기화 후 엑셀 목록을 불러오니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면] 버튼을 눌러 현재 도면의 블록 이름 목록을 가져오면
아래 그림처럼 원본 이름, 변경 이름에 블록 이름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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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설정
예를 들어 A, B, C 이름 블록이 있을 때
체크해 허용하면 A, B, C 이름을 D 하나로 같게 변경합니다.
A, B, C 블록이 각각 다른 도면에 있고 서로 다른 이름을 하나로 맞출 때 사용합니다.
A, B, C 블록이 한 도면에 있다면
한 도면에서 다른 블록이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설정의 '대상 도면에 변경할 블록이 이미 존재할 때' 설정에 따릅니다.
이제 블록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름 변경은 변경하고 싶은 것을 마우스로 선택하거나 키보드 F2 키 또는 엔터를 눌러
아래처럼 편집합니다.

또는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 팝업 메뉴에 '선택한 목록 이름 변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팝업 메뉴로 변경하면 여러 블록을 선택해 아래같이 머리말, 꼬리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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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팝업 메뉴
목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사용합니다.

- 선택한 목록 이름 변경
선택한 블록 이름을 별도의 편집 창에서 수정합니다.
여러 블록을 선택하면 일괄 머리말 꼬리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목록 원본과 동일
잘못 수정했을 때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목록만 원본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 목록 모두 원본과 동일
잘못 수정했을 때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목록 이름 전체를 원본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 이름에서 참조$0$ 제거
외부참조를 도면에 결합하면 블록 이름이 '외부참조이름$0$블록이름' 형식이 됩니다.
이런 이름이 목록에 있을 때 목록 전체에서 '외부참조이름$0$'를 제거 후 블록이름만
남깁니다.
- 참조$0$를 참조-이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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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참조를 도면에 결합하면 블록 이름이 외부참조이름$0$블록이름 형식이 됩니다.
이런 이름이 목록에 있을 때 목록 전체에서 $0$를 제거 후 외부참조이름-블록이름으로
변경합니다.
- 선택한 이름 목록에서 제거
목록에서 블록 이름을 제거합니다.
목록에서 수정하지 않을 항목만 제거하는 것이지 블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대량의 블록 이름을 편리하게 수정하려면
블록 목록을 엑셀로 내보내 편집하면 됩니다.
내보내서 편집할 것이므로 '원본, 변경 모두'를 선택 후 [엑셀로 내보내기]를 실행합니다.
(이 기능은 내보내 편집하는 목적도 있고 다음에 다시 실행을 위한 블록 이름 목록 저장
역할도합니다)

엑셀이 활성되고 블록 입력 셀을 하나 선택하면 엑셀로 내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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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서 블록를 편집 후 이름 가져오기에서 '원본, 변경'을 선택 후 [엑셀 목록] 버튼을
실행합니다.

엑셀이 활성화되고 블록 목록을 가져올 범위를 지정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설정

1) 대상 도면에 변경할 블록이 이미 존재할 때
도면에 바꾸려는 이름의 블록이 이미 존재할 때 처리 방법입니다.
- 이름 변경 안함
A 이름 블록을 B 로 변경했는데 이미 B 블록이 존재할 때
A 이름 변경하는 것을 취소합니다.
- 이름 변경 블록을 기존 블록으로 교체
A 이름 블록을 B 로 변경했는데 이미 B 블록이 존재할 때
A 블록을 B 블록으로 교체합니다.
- 변경 이름_숫자로 적용
A 이름 블록을 B 로 변경했는데 이미 B 블록이 존재할 때
A 블록은 B_1 처럼 이름 뒤에 숫자를 넣어 이름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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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 미리 보기 사용
체크하면 목록 창에서 블록 이름을 선택할 때 미리보기 창이 표시됩니다.
미리보기 창은 프로그램 창의 옆에 표시되고 마우스로 끌어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만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5. 대상 도면
블록 이름을 변경할 도면을 추가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변경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6. 실행
도면 목록 창의 실행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11.19. 블록 기준점 변경

RBI

블록 기준점 변경

기능
 선택한 블록의 기준점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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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기준점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기준점 변경
명령 : RBI (Redefine Block Insertion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의 위치 변경 없이 블록 기준점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기준점을 변경하기위해 블록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점만 지정하면됩니다.
블록이 회전, 축척, 미러 등이 적용되어 있거나 XCLIP 적용된 블록도 지원합니다.
동적 블록, 외부참조는 객체 특성 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기준점을 변경할 블록 선택 또는 [다중 도면(S)]
기준점을 변경할 블록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다중 도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한 블록의 새 기준점 지정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점을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은 위 블록의 기준점이 바뀌기 전, 후입니다.

2. 다중 도면 실행 절차
명령 실행할 때 S 입력하면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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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록에 도면 추가
추가 버튼 또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합니다.
② [확인] 버튼을 눌러 실행
③ 기준점을 변경할 블록 선택
기준점을 변경할 블록을 하나 선택합니다.
④ 선택한 블록의 새 기준점 지정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점을 지정합니다.
11.20. 블록 축척 변경

CHBS

블록 축척 변경

기능
 선택한 블록의 축척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DreamPlus

Page953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축척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축척 변경
명령 : CHBS (CHange Block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의 축척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축척 변경할 블록 선택
축척을 변경할 블록를 선택합니다.
② 축척 입력 또는 [상대적인 축척(R)]
변경할 블록 축척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축척 값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R 입력하면 상대적인 축척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 축척이 100 일 때
R 입력 후 2 입력하면 현재 블록 축척 × 2 값으로 변경되어 200 이 됩니다.
상대적인 축척은 도면에 여러 블록이 각각 축척이 다르고 현재 상태보다 반 작게(0.5 입력)
또는 두 배 크게(2 입력) 변경처럼 각각 상대적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11.21. 블록 외부참조로 변환, 교체

BTX

블록 외부참조로 변환, 교체

기능
 선택한 블록을 외부참조로 저장 또는 외부참조로 교체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외부참조로 변환, 교체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외부참조로 변환, 교체
명령 : BTX (Block To Xre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을 외부참조로 저장 또는 외부참조로 교체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블록과 같은 도면 내 모든 블록은 모두 하나의 외부참조로 변경되므로
동일한 여러 블록을 하나의 외부참조 파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으로 삽입된 도곽 등을 외부참조로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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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속성 블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속성 블록이 외부참조가 되면 각 블록의 고유 특성인 속성이 사라지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속성 블록 여부는 실행 중 판단해 걸러내고 처리합니다.
2) 동적 블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적 블록이 외부참조가 되면 현재 도면 내 같은 동적 블록이 모두 같은 외부참조로
변경되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적 블록 여부는 실행 중 판단해 걸러내고 처리합니다.
3) 블록 이름은 캐드에서 블록 이름으로 지원하지 않는 < > / \ "" : ; ? * | , = ` 문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1. 처리 대상 및 적용

처리 대상
처리 대상이 현재 도면인지 다중 도면인지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을 선택하면 파일 목록을 추가 창이 활성됩니다.
적용
① 블록을 외부참조로 저장
선택한 블록을 외부참조 파일로 저장합니다.
블록을 외부참조로 변환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블록은 '외부참조 저장 위치' 설정의 폴더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도면 내 선택한 블록과 같은 블록이 모두 외부참조로 변환됩니다.
② 블록을 외부참조로 교체
선택한 블록을 지정 외부참조 파일로 교체합니다.
블록을 지정 외부참조 파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도면 내 선택한 블록과 같은 블록이 모두 외부참조로 교체됩니다.

2-1. 외부참조 저장 위치
블록을 외부참조로 저장할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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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이 파일로 저장될 때 어떤 위치에 저장될지 선택합니다.

① 도면과 같은 폴더
외부참조로 만들어진 파일은 도면과 같은 폴더에 저장됩니다.
② 위치 지정
[저장 위치 폴더 찾기] 버튼을 눌러 저장될 폴더를 직접 지정합니다.

2-2. 외부참조 파일 선택
블록을 외부참조로 교체할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① 실행 중 파일 찾기
실행할 때 파일 찾기 대화 상자에서 블록을 교체할 외부참조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파일 지정
[외부참조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블록을 교체할 외부참조 파일을 선택합니다.

3. 경로 설정 및 레이어 변경

1) 경로 설정
외부참조를 상대 경로로 삽입할지 절대 경로로 삽입할지 선택합니다.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특성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autoc.tistory.com/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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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 경로
현재 도면을 기준으로 어떤 곳에 파일이 위치하는지 상대적으로 참조됩니다.
(예: 내 집에서 다른 집을 알려면 내 집에서 옆에 옆에 앞에 집)
상대적이라 현재 도면을 외부참조 경로와 함께 다른 곳에 옮겨도 참조가 제대로 표시됩니다.
파일이 다른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에 있으면 상대 경로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 상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때는 절대 경로로 처리됩니다.
② 절대 경로
외부참조의 위치는 절대적인 경로로 참조됩니다.
(예: 내 집에서 다른 집을 알려면 그 집의 집 주소)
현재 도면을 외부참조 경로와 함께 다른 곳에 옮긴 경우 (= 절대 경로가 바뀌므로) 참조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면과 참조 도면이 같은 폴더에 있는 상태면 절대 경로라도 다른 곳에 옮길 때 제대로
표시됩니다.
2) 레이어 변경
체크하면 블록을 외부참조로 저장 또는 교체 후 레이어 변경합니다.
완료되면 블록이 외부참조가 되며 이 외부참조의 레이어가 선택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4. 대상 블록
외부참조로 변환하거나 교체할 대상 블록을 설정합니다.

① 실행 중 직접 선택
실행할 때 사용자가 도면에서 처리할 블록을 직접 선택합니다.
② 목록에서 선택
대상 블록 이름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도면에서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reamPlus

Page957

잠긴 레이어 블록도 처리
체크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 블록은 제외하고 처리됩니다.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의 블록도 외부참조로 변환 또는 교체됩니다.

5. 실행 절차
현재 도면, 실행 중 선택할 때의 실행 절차입니다.
외부참조로 저장할 때
① 외부참조로 저장할 블록들 선택
외부참조로 저장할 블록들을 선택합니다.
블록 선택 완료 후 '외부참조 저장 위치' 설정의 폴더에 블록이 외부 파일로 분리됩니다.
전체 도면 모든 같은 블록은 분리된 블록도면으로 외부참조됩니다.
외부참조로 교체할 때
① 외부참조로 교체할 블록들 선택
외부참조로 교체할 블록들을 선택합니다.
② 파일 선택 대화상자
'실행 중 파일 찾기' 설정일 때 표시됩니다.
블록이 선택되면 파일 선택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선택한 파일이 외부참조됩니다.
전체 도면 모든 같은 블록은 참조로 교체됩니다.
11.22. 동적블록 일반블록으로 변환

DBTR

동적블록 일반블록으로 변환

기능
 동적블록을 일반블록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동적블록 일반블록으로 변환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동적블록 일반블록으로 변환
명령 : DBTR (Dynamic Block To Regular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동적블록을 일반블록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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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은 동적블록을 외부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나
다른 CAD 와의 호환성 등 때문에 동적블록이 문제가 있어 일반블록으로 변경할 경우
사용합니다.

1. 블록 변경 대상
현재 도면 : 현재 도면의 블록만 변환합니다.
다중 도면 : 다중 도면의 블록을 변환합니다.
다중 도면의 경우는 도면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도면 추가 목록창에 도면은 버튼으로 추가해도 되고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옵션
모든 동적 블록 변환
도면에 있는 모든 동적 블록을 일반블록으로 변환합니다.
특정 이름 동적 블록만 변환
지정한 이름의 동적 블록만 일반블록으로 변환합니다.
블록 이름은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름을 입력할 경우는 이름을 , 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예) AAA,BBB,CCC
현재 도면의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만 변환
현재 도면에서 선택한 동적 블록만 일반블록으로 변환합니다.
다중 도면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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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블록 합치기

MERB

블록 합치기

기능
 선택한 블록을 합쳐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합치기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합치기
명령 : MERB (MERge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블록을 합쳐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합쳐질 여러 블록들을 선택 후 대상 블록을 선택해 대상 블록에 선택한 블록이 추가, 변경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적 블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블록에 객체 추가(AETB) 명령과 다른 점
1) 블록에 객체 추가
선택한 객체를 대상 블록에 추가합니다.
이 명령으로 블록을 선택 후 대상 블록을 선택하면
대상 블록 안에 또 다른 블록이 존재하게됩니다.
이 명령은 블록이 아닌 객체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2) 블록 합치기
선택한 블록들의 내부 객체를 대상 블록에 추가합니다.
선택한 블록들 내부 객체와 대상 블록 내부 객체를 합치는 결과가 됩니다.
즉 블록 내부 객체끼리 합쳐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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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친 대상 블록 이름 설정
새 이름으로 블록 작성
합쳐진 대상 블록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만듭니다.
다른 이름으로 만들기때문에 도면의 기존 블록들은 모두 유지되고 합쳐진 새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블록을 합쳐 새 블록을 만들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옵션은 새로 만들어질 블록 이름을 지정해야합니다.
블록 이름에는 캐드에서 블록 이름으로 지원하지 않는 < > / \ "" : ; ? * | , = ` 문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상 블록 기존 이름 유지
합쳐진 대상 블록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름이 유지되므로 현재 도면의 같은 이름 블록이 모두 합쳐진 블록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A,B 블록을 C 블록에 합쳤다면 도면의 모든 C 블록이 합쳐진 블록으로 변경됩니다.
도면 전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추가할 블록 설정
처음 선택한 블록들을 대상 블록과 합친 후 처리하는 옵션입니다.
추가 후 그대로 유지
대상 블록에 합친 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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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 선택한 것만 삭제
대상 블록에 합친 후 선택한 블록들을 삭제합니다.
추가 후 현재 도면에서 모두 삭제
대상 블록에 합친 후 현재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과 이름이 같은 블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블록을 합친 후 더 이상 필요없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3. 실행 전 주의 사항
블록의 내부 객체들을 합친다는 것은 블록의 삽입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블록을 B 블록과 합치는 것은
A 블록 삽입점 기준 내부 객체들이 B 블록의 삽입점 기준으로 합쳐지는 결과가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을 기준으로 합쳐지므로 블록 삽입점이 블록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합쳐진 블록에서도 멀리 떨어지게됩니다.
합치기 전 삽입점 조정이 필요하면 블록 기준점 변경 (RBI) 명령을 사용합니다.

4. 실행 절차
① 기존 블록에 추가할 블록 선택
대상 블록에 추가되어 합쳐질 블록들을 선택합니다.
여러 종류의 블록을 선택해도 되며 블록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② 블록과 합칠 대상 블록 선택
앞서 선택한 블록들과 합칠 대상 블록을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블록 내부 객체들이 합쳐집니다.
추가할 블록의 축척과 대상 블록의 축척이 다르면 대상 블록 기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관련 명령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BCO)
블록 이름 변경(REB)
블록에 객체 추가(AETB)
11.24. 블록에 객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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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에 객체 추가

기능
 선택한 객체를 블록에 추가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에 객체 추가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에 객체 추가
명령 : AETB (Add Entities To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블록에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추가하기 위해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거나 블록을 폭파 후 다시 블록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객체를 추가합니다.
주의 사항
블록에 추가할 때 객체를 블록의 어느 부분에 위치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객체 위치에서 바로 추가됩니다.
따라서 추가할 객체는 블록 어느 부분에 위치할지 미리 옮겨 놓은 상태에서 명령을
실행해야합니다.
블록 합치기(MERB) 명령과 다른 점
1) 블록 합치기
선택한 블록들의 내부 객체를 대상 블록에 추가합니다.
선택한 블록들 내부 객체와 대상 블록 내부 객체를 합치는 결과가 됩니다.
즉 블록 내부 객체끼리 합쳐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2) 블록에 객체 추가
선택한 객체를 대상 블록에 추가합니다.
이 명령으로 블록 선택 후 대상 블록을 선택하면 대상 블록 안에 또 다른 블록이
존재하게됩니다.
이 명령은 블록이 아닌 객체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블록에 추가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블록에 추가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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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체를 추가할 대상 블록 선택
앞서 선택한 객체를 추가할 대상 블록을 선택합니다.
블록 특성 상 도면의 같은 이름 블록 모두 객체가 추가됩니다.
만약 선택한 블록에만 추가하고 싶다면
블록 다른 이름으로 복사(BCO) 명령으로 블록을 복사하거나
블록 이름 변경(REB) 명령으로 해당 블록만 이름을 변경 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2. 설정
명령 상태에서 설정 변경을 실행하면 표시됩니다.

선택한 블록만 자동 다른 이름으로 변경
블록에 객체를 추가하면 도면의 동일한 이름 블록이 모두 변경됩니다.
이 기능은 현재 선택한 블록만 이름을 바꿔 다른 같은 블록은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름은 원래 이름 뒤에 _숫자를 증분해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객체 추가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기존 블록은 영향 없도록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블록 추가 객체는 완료 후 삭제
체크하면 블록에 객체 추가 후 이 객체를 삭제합니다.
외부참조에 객체 추가 허용
체크하면 외부참조에도 객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블록 합치기 (MERB)
블록 내부 객체 삭제 (EEIB)
11.25. 블록 내부 객체 삭제

EEIB
기능

블록 내부 객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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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내부에서 선택한 객체를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내부 객체 삭제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내부 객체 삭제
명령 : EEIB (Erase Entities In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 내부에서 선택한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삭제하기 위해 블록 편집기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객체를 삭제합니다.
속성 블록 안의 속성 문자 삭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블록 내부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다른 절차 없이 블록 내부에 삭제할 객체들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선택할 때 여러 블록 안의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2. 설정
명령 상태에서 설정 변경을 실행하면 표시됩니다.

블록 내부 선택한 객체가 블록일 때
블록 내부에 선택한 객체가 블록일 때 어떤 동작을 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원 모양 블록 A 가 블록 B 안에 있고 객체 삭제를 위해 원을 선택했을 때

① 블록 내부 객체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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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원 객체만 삭제됩니다.

② 블록 자체를 삭제
선택한 원은 블록 A 에 있으므로 이 블록 A 자체가 삭제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삭제 하용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가 잠긴 레이어 객체라도 삭제됩니다.
외부참조내 객체 삭제 허용
체크하면 외부참조 내부의 객체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블록 합치기(MERB)
블록에 객체 추가(AETB)
11.26. 블록과 내부객체 레이어 맞춤

MABL

블록과 내부객체 레이어 맞춤

기능
 블록과 내부객체의 레이어를 서로 같게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과 내부객체 레이어 맞춤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과 내부객체 레이어 맞춤
명령 : MABL (MAtch Block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과 내부객체의 레이어를 서로 같게 맞출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의 레이어는 A 인데 내부 객체 레이어는 B 일 때
블록과 내부 객체 레이어를 A 또는 B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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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내부 객체 레이어를 블록 레이어로 설정
블록 레이어가 A 라면 내부 객체 레이어는 A 로 변경됩니다.
객체 색상 : 내부 객체의 색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설정합니다.
1) 변경 없음 : 내부 객체 색상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2) 내부 객체 색상 유지 : 레이어는 변경해도 색상은 유지되도록 조정합니다.
3) 모두 By Layer : 블록의 레이어를 따라 모두 ByLayer 처리합니다.
3) 모두 By Block : 블록의 색상 상태를 따르도록 ByBlock 처리합니다.
블록 레이어를 내부 객체 레이어로 설정
내부 객체 레이어가 A 라면 블록 레이어는 A 로 변경됩니다.

2. 대상 블록 선택

목록은 현재 도면의 블록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들만 변경됩니다.
블록 특성 상 ABC 이름의 블록을 목록에서 선택 후 실행했다면 도면의 모든 ABC 블록이
변경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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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Anonymous Block) 처리
익명 블록은 이름이 * 로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블록 선택 후 CTRL + 1 눌러 특성창을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 블록은 프로그램 목록에 표시되지 않거나

버튼으로 이름을 가져올 수 없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블록 이름 변경(REB) 명령으로 해당 블록을 선택해 이름 변경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이 옵션은 목록에서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되고 실행 중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만
변경합니다.
블록 특성상 하나의 블록이 바뀌면 전체 도면에 반영됩니다.
도면에서 ABC 이름의 블록을 하나만 선택해 변경해도 도면 전체 ABC 블록은 모두
변경됩니다.
11.27.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

CTPB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

기능
 블록 내부의 문자 특성을 변경하거나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
명령 : CTPB (Change Text Properties in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 내부의 문자 특성을 일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편집기에서 여러 블록을 일일이 수정하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특성은 문자 스타일, 레이어, 색상, 높이, 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대상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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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모든 블록
도면의 모든 블록 내 문자를 처리합니다.
목록에서 선택
이 목록에서 처리하고 싶은 블록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보이는 블록들은 현재 도면의 블록입니다.
다른 도면 블록 목록을 가져오려면 버튼을 눌러 가져옵니다.
도면에서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옵니다.
다른 도면의 블록 이름을 가져옵니다.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됩니다.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 해제됩니다.
블록 안에 블록도 처리
목록에서 선택할 때 활성되고 체크하면 선택한 블록 안에 다른 블록들도 처리됩니다.
속성의 특성 변경
블록이 속성 블록일 때 체크하면 속성 블록 내 속성 문자 특성을 변경합니다.
'문자 제외, 속성만 변경'에 체크하면 블록 내 일반 문자는 변경하지 않고 속성 문자만
변경합니다.

2. 스타일, 특성 변경 및 삭제
스타일 변경
스타일 변경에 체크하면 블록 내부 문자를 지정한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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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경 및 삭제

특성 변경에 체크하면 블록 내부 문자의 특성을 변경합니다.
체크 안 한 특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문자 삭제에 체크하면 블록 내 모든 문자를 삭제합니다.
관련 명령
블록 내부 객체 선종류 변경 (CLTB)

3. 속성 블록일 때 속성의 특성 변경
변경 대상 블록 - 속성의 특성 변경 체크할 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모든 속성을 수정할지 특정 속성을(특정 TAG 값) 수정할지 선택합니다.
'특정 Tag 만 적용'에 체크하면 적용할 태그 이름 입력 박스가 활성됩니다.
Tag 값을 여러개 지정하려면 , 로 태그 값을 구분해 여러 개 입력합니다.
예) AAA,BBB,CCC 처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 속성 블록 안에 속성 문자를 선택해 태그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블록 내 속성 문자 선택할 때 해치 등이 함께 있는 속성 문자는 문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치가 선택되어 속성 문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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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직접 태그 값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11.28. 블록 내부 객체 선종류 변경

CLTB

블록 내부 객체 선종류 변경

기능
 블록 내부의 객체 선종류를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내부 객체 선종류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내부 객체 선종류 변경
명령 : CLTB (Change LineType in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 내부의 객체 특정 선종류를 다른 것으로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편집기에서 여러 블록을 일일이 수정하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1. 변경 대상 블록

도면의 모든 블록
도면의 모든 블록 내 문자를 처리합니다.
목록에서 선택
목록에 보이는 블록들은 현재 도면의 블록입니다.
이 목록에서 처리하고 싶은 블록을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블록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옵니다.
다른 도면에서 블록 이름을 가져옵니다.

DreamPlus

Page971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됩니다.
목록의 모든 블록이 선택 해제됩니다.

2. 변경 대상 선종류

모든 선종류
블록 내 모든 선종류를 다른 것으로 변경합니다.
목록에서 선택
블록 내 선택한 선종류를 다른 것으로 변경합니다.
목록에 보이는 선종류들은 현재 도면의 선종류입니다.
이 목록에서 변경 대상 선종류를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선종류 이름을 가져옵니다.
다른 도면에서 선종류 이름을 가져옵니다.
목록의 모든 선종류가 선택됩니다.
목록의 모든 선종류가 선택 해제됩니다.

3. 아래 선종류로 변경
여기서 지정한 선종류로 변경합니다.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선종류 이름을 가져옵니다.
현재 도면에 변경하고 싶은 선종류가 없다면
ByLayer 는 레이어 선종류를 변경

버튼을 눌러 다른 도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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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선종류 특성이 ByLayer 일 때
체크하면 이 객체의 레이어 선종류를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객체의 선종류를 변경하므로 ByLayer 특성은 사라집니다.
선 축척 변경
체크하면 선종류 변경 후 입력한 선 축척으로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선종류만 변경합니다.
관련 명령
블록 내부 문자 특성 변경 (CTPB)
11.29. 블록 안 객체 가리기, 해치 맨 뒤로

WMBB

블록 안 객체 가리기, 해치 맨 뒤로

기능
 블록 내부의 객체 가리기, 해치를 블록 내부 맨 뒤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블록 안 객체 가리기, 해치 맨 뒤로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블록 안 객체 가리기, 해치 맨 뒤로
명령 : WMBB (Wipeout Move to Bottom in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 내부의 객체 가리기, 해치를 블록 내부의 맨 뒤로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여러 블록들 안에 객체 가리기 또는 해치가 앞으로 나와 다른 객체를 가릴 경우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블록 안의 객체가리기 또는 해치만 처리합니다.

1. 설정

적용 객체
체크한 객체 종류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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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해치
적용 객체에서 해치를 체크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솔리드 해치 ② 모든 해치 ③ 특정 패턴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선택한 해치가
처리됩니다.
패턴은 여러 패턴을 입력할 수 없고 한 번에 하나의 패턴만 입력해 실행해야 합니다.
특정 색상은 위 세가지 조건 + 색상 조합으로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색상은 한 번에 하나의 색상만 입력해 실행해야 합니다.
트루컬러는 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해치 객체를 선택해 패턴, 색상 값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처리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11.30. 원, 도넛을 블록으로 변경

CDTB

원, 도넛을 블록으로 변경

기능
 원, 도넛 객체를 블록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블록 → 원, 도넛을 블록으로 변경
리본 : DreamPlus → 블록 → 수정 → 원, 도넛을 블록으로 변경
명령 : CDTB (Circle, Donut To Bloc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원, 도넛 객체를 블록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 크기만 다른 동일한 원, 도넛 객체를 블록 하나로 변경해서 관리가 쉽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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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으로 변경할 대상 객체
체크한 객체를 블록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원만 체크하면 도면에서 원 객체만 선택해 변경됩니다.

2. 블록 옵션
객체 크기에 맞게 블록 크기 조정
예를 들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원이 있을 때
체크하면 원을 블록으로 변경 후 원래 원 크기에 맞게 블록 크기를 조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으로 변경 후 원래 원 크기와 관계 없이 블록 크기대로 유지됩니다.

변경 후 기존 객체 삭제
체크하면 블록으로 변경 후 기존 객체는 삭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경 후 기존 객체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블록 선택
블록을 새로 생성할지 기존 도면의 블록을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블록 생성
임의 이름으로 임시 블록을 만든 후 이 블록으로 기존 원, 도넛 객체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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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완료 후 이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블록 이름 변경 (REB) 명령을 사용해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록 삽입
도면에 이미 있는 블록을 골라 이 블록으로 기존 원, 도넛 객체를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를 선택해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아래 기준 크기 옵션에 주의해야합니다.
기준 크기
어떤 크기를 기준으로 블록을 생성하거나 삽입할지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아래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블록을 생성할 경우
기준 크기 1 을 입력했는데 원본 원 지름이 50 이라면
지름 1 의 블록을 만들고 원본 원을 교체합니다. 이 블록을 축척을 50 으로 키워 원본과
동일하게합니다.
기준 크기 100 을 입력했는데 원본 원 지름이 50 이라면
지름 100 의 블록을 만들고 원본 원을 교체합니다. 이 블록을 축척을 0.5 로 줄여 원본과
동일하게합니다.
블록을 삽입할 경우
기준 크기 1 을 입력했는데 원본 원 지름이 50 이라면
블록의 축척을 1 로 보고 원본 원을 교체합니다. 이 블록을 축척을 50 으로 키웁니다.
기준 크기 100 을 입력했는데 원본 원 지름이 50 이라면
블록의 축척을 1 로 보고 원본 원을 교체합니다. 이 블록을 축척을 0.5 로 줄입니다.
12. 수정

수정
경계
- 경계 내,외부 삭제 (EBB)
- 경계 외부 자르기 (EXTR)
- XCLIP 경계로 잘라내기 (XBT)
- 다중 XCLIP (MXCL)
- 이미지 다중 자르기 (MICL)

Page975

DreamPlus

연결
- 선 결합 (JJJ)
- 끊어진 객체 연결 (COE)
- 연결되는 선만 결합 (JOL)
- 선 끊어진 부분 검색 (FIBP)
- 두 선 끝 부분 연결 선 그리기 (DLCE)
- 다중 선 Fillet (FIM)
- 길이 연장 Fillet (EXF)
끊기
- 한점에서 객체 끊기 (BOP)
-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BSP)
- 객체 끊기 (BRE)
- 블록에서 선 자르기 (TRB)
- 여러 선 두 점 사이 끊기 (BRM)
- 건축 벽 두 점 사이 끊기 (BRW)
- 건축 벽 모서리 정리 (WET)
- 간편 Trim (ETR)
정렬
- 지정 점에 맞춰 객체 정렬 (ALIE)
- 다중 방향 복사 (MCO)
- 두 점 등분, 간격 복사 (DIC)
- 증분 복사 (ICO)
- 두 점 사이 입력 거리에 맞춰 이동 (MAD)
- 두 점의 중간점 복사 (COT)
- 두 점의 중간점 이동 (MOT)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복사 (CDD)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이동 (MDD)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뷰 이동 (PDD)
- 지정 거리 방향키 복사 (CDA)
- 지정 거리 방향키 이동 (MDA)
- 선 지정 거리에 선택 객체 배치 (AEDC)
- 선을 따라 객체 정렬 (AETC)
- 객체 배열 (ARRE)
수정
- 객체 참조 회전 (REF)
- 복사 후 회전 (CORO)
- 같은 위치에 복사 (C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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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Point) 각도 변경 (PORO)
- 객체 위치 좌표 보정 (CEP)
- 특정 객체 특성 변경, 삭제 (CSEP)
12.1.

경계

12.1.1. 경계 내,외부 삭제

EBB

경계 내,외부 삭제

기능
 도면에서 선택한 경계 내부 또는 외부를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경계 → 경계 내,외부 삭제
리본 : DreamPlus → 수정 → 경계 → 경계 내,외부 삭제
명령 : EBB (Erase By Boundar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경계 내부 또는 외부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AutoCAD Civil3D, MAP3D 를 사용한다면 이 프로그램보다 자체 MAPTRIM 명령이 강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경계로 삭제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지원되는 경계 객체는 폴리선, 원, 타원 객체입니다.

참고 : 경계 외부 자르기 (EXTR) 명령과 차이점
경계 외부 자르기 : 경계 내부를 잘라 현재 도면에 삽입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경계 내,외부 삭제 : 경계 내부 또는 외부의 객체를 모두 삭제합니다.
외부참조도 자르려면
외부참조를 먼저 삽입이나 결합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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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내는 부분 선택
경계 내부 : 선택한 경계 내부를 삭제합니다.
경계 외부 : 선택한 경계 외부를 삭제합니다.
경계에서 잘라낼 수 없는 객체 처리
선이 아닌 객체들은 경계를 기준으로 잘라낼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설정합니다.
무시에 체크하면 해당 객체가 경계에 걸린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삭제 또는 폭파 후 처리에 체크하면 해당 객체가 경계에 걸린 경우 옵션에 따라 수행합니다.
참고로
해치의 경우 SOLID 해치 패턴은 캐드에서 폭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치를 다시 수행합니다.
SOLID 해치 패턴의 복잡도에 따라 경계를 기준으로 다시 해치가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패턴은 해치를 폭파하고 처리하므로 해치 객체가 많다면 주의해야합니다.
관련 명령
경계 외부 자르기 (EXTR)
XCLIP 경계로 자르기 (XBT)
12.1.2. 경계 외부 자르기

EXTR

경계 외부 자르기

기능
 도면에서 선택한 경계 외부를 잘라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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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수정 → 경계 → 경계 외부 자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경계 → 경계 외부 자르기
명령 : EXTR (EXtend TRim)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경계 외부를 잘라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경계 외부를 잘라낸 도면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그림처럼 전체 도면에서 사각형 경계를 잘라내 별도로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또는 그림처럼 삽입 축척을 조절해 상세 만들 때 사용합니다.

참고 : 경계 내, 외부 삭제 (EBB) 명령과 차이점
경계 내, 외부 삭제 (EBB) : 경계 내부 또는 외부의 객체를 모두 삭제합니다.
경계 외부 자르기 (EXTR) : 경계 내부를 잘라 복사한 객체를 현재 도면에 삽입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Trim 방식은 외부참조를 자르려면 외부참조를 먼저 결합 후 실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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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lip 방식은 외부참조를 결합하지 않아도됩니다.

1. 잘라내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도면과 작업 대상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1) Trim
- 선택한 경계에서 객체를 트림해 잘라냅니다.
- 경계에 걸리는 블록은 폭파 후 내부 객체를 트림합니다.
- 문자 등 자를 수 없는 객체는 잘리지 않습니다.
솔리드 해치는 XClip 처리에 체크하면 선택 객체 중 솔리드 해치가 있을 때 트림하지 않고
XClip 합니다.
솔리드 해치는 경계 복원 후 트림하고 다시 해치 넣는 과정 등으로 진행되는데
솔리드 해치 특성 상 경계 복원, 다시 해치 등에 문제가 있는 해치가 많습니다.
솔리드 해치는 XClip 처리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XClip
- 선택한 경계에서 임시 블록을 만들고 XClip 합니다.
- XClip 이기 때문에 Trim 이나 ExportLayout 이 안되는 객체도 상관 없이 잘려서 보입니다.
- 블록이기 때문에 폭파하면 숨겨진 XClip 외측 객체가 보여집니다.
- 숨겨진 XClip 외측 경계는 XCLIP 경계로 자르기 (XBT) 명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해치는 XClip 처리
Trim 방식에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솔리드 해치는 잘라 다시 복원할 때 해치 경계가 복잡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해치가 있다면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르는 경계 선택
경계 객체 선택 : 도면에 그려진 경계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각 영역 지정 : 객체 선택 없이 대각 두 점 사각 영역을 지정해 자릅니다.
위 두 방식은 실행 중 서로 바꿔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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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 방식으로 잘 자르지 못할 때
① 솔리드 해치가 있을 때
솔리드 해치는 잘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솔리드 해치는 XClip 처리' 설정을 체크 해제했다면 체크하고 실행해 보세요.
② 도면에 Proxy, AEC 객체가 있을 때
이 경우는 AECTOACAD 명령을 사용해 내보낸 도면으로 시도하거나
프록시 객체 정리 (DPRO) 명령으로 정리 후 시도해 보세요.
③ 도면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
먼저 AUDIT 명령으로 도면 오류를 수정하고 PURGE (또는 드림플러스 PP 명령) 합니다.
그 다음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도해 보세요.
1) 잘라낼 경계가 포함된 부분을 복사 후 새 도면에 붙여넣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복사 후 새 도면에서 편집-원래의 좌표로 붙여넣기(PASTEORIG 명령)를 활용하면 원래 좌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W 명령으로 잘라낼 경계가 포함된 부분을 WBLOCK 저장해 그 도면을 열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④ 다른 명령 활용
자를 부분을 새 도면에 복사 후 경계 내, 외부 삭제 (EBB) 명령을 사용해 보세요.

2. 잘라낸 도면 설정

현재 도면에 삽입
잘라낸 후 현재 도면에 복사본으로 작성합니다.
블록으로 삽입에 체크하면 블록으로 만들어 작성합니다.
파일로 저장
잘라낸 도면을 현재 도면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체크하면 경로를 지정하는 버튼이 활성되고 저장 경로를 지정 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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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절차
① 경계 객체 선택 또는 [사각 영역 지정(R)]
자르는 경계 선택 설정이 '경계 객체 선택'일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자르는 경계 선택 설정이 '사각 영역 지정'이면 아래처럼 명령이 실행됩니다.
사각 영역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E)]
경계 객체 선택일 때는 도면에서 닫힌 경계를 선택합니다.
사각 영역 지정일 때는 대각 두 점을 지정해 사각 영역을 자릅니다.
경계 선택 또는 사각 영역 지정 후 바로 실행되며 도면 상태에 따라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삽입할 점 지정
'현재 도면에 삽입'에 체크했을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잘라낸 도면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관련 명령
경계 내,외부 삭제 (EBB)
XCLIP 경계로 자르기 (XBT)
12.1.3. XCLIP 경계로 자르기

XBT

XCLIP 경계로 자르기

기능
 XCLIP 블록의 경계 내, 외측을 잘라내서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경계 → XCLIP 경계로 자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경계 → XCLIP 경계로 자르기
명령 : XBT (Xclip Boundary Trim)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XCLIP 블록의 경계 내, 외측을 잘라내서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XCLIP 명령으로 숨겨진 부분은 화면에 보이지만 않을 뿐 실제 존재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도면 크기 증가의 원인이 되고 최종 도면의 XCLIP 은 도면 편집 중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기 위해 폭파하면 숨겨졌던 것이 모두 보이므로 TRIM 도 시간이 걸리고
XCLIP 과 다른 객체가 겹쳐 그려진 도면은 폭파된 것만 TRIM 하는 것도 아주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XCLIP 과 겹쳐진 다른 객체 영향 없이 편리하게 경계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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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참조도 자르려면
외부참조를 먼저 삽입 또는 결합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합니다.

1. 객체 선택
단일 선택
한번에 하나의 XCLIP 블록만 선택해 처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계에 걸친 블록 내부 객체들을 검사하고 처리하는데 자원 소모가 많습니다.
경계에 걸친 객체들이 복잡하거나 큰 도면이면 단일 객체로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중 선택
한번에 여러 개의 XCLIP 블록을 선택해 모두 처리합니다.

2. 삭제 부분
경계 내부
XCLIP 경계 내부를 삭제합니다.
아래 그림 가운데 빈 부분처럼 블록에서 필요한 부분외 내부를 숨긴 경우입니다.
폭파 후 내부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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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외부
XCLIP 경계 외부를 삭제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블록에서 필요한 부분외 외부를 숨긴 경우입니다.
폭파 후 외부를 삭제합니다.

3. 기타 설정
XClip 경계선 생성
체크하면 XCLIP 경계선을 도면에 생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경계선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블록에 XCLIP 경계선이 이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객체가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 후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변수 XCLIPFRAME 값이 0 이 아니면 XClip 경계선은 화면에 보이지만 실제는 없는
경계입니다)
생성되는 경계선은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생성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완료 후 퍼지
체크하면 실행 완료 후 불필요한 요소를 퍼지합니다.
XCLIP 블록 안에 다른 블록이 있는 경우 체크하는 것이 도면 정리에는 좋습니다.
관련 명령
경계 내,외부 삭제 (EBB)
경계 외부 자르기(EX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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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다중 XCLIP

MXCL

다중 XCLIP

기능
 외부참조, 블록을 한번에 여러 경계로 XCLIP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경계 → 다중 XCLIP
리본 : DreamPlus → 수정 → 경계 → 다중 XCLIP
명령 : MXCL (Multiple XCLi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외부참조, 블록을 한번에 여러 경계로 XCLIP 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 베이스 도면을 여러 부분으로 XCLIP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실행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1. 블록 하나만 여러 경계로 자르기
아래 같이 하나의 블록과 블록에 걸친 경계들을 주로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① 다중 XCLIP 적용할 블록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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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XCLIP 적용할 외부참조 또는 블록을 선택합니다.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방식 및 자른 후 경계 삭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XCLIP 경계 모두 선택
XCLIP 할 경계가 되는 객체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사각 경계 2 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경계가 되는 객체는 폴리선, 원, 타원, 스플라인을 지원합니다.
선택 완료 후 엔터(스페이스바 등) 입력하면 선택한 경계들 각각 XCLIP 됩니다.

2. 여러 블록을 여러 경계로 자르기
아래 같이 여러 블록과 각각의 블록에 걸친 경계들을 주로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① 다중 XCLIP 적용할 모든 블록들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다중 XCLIP 적용할 외부참조 또는 블록을 모두 선택 후 엔터(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평면 블록 2 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방식 및 자른 후 경계 삭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XCLIP 경계 모두 선택
XCLIP 할 경계가 되는 객체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사각 경계 4 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경계가 되는 객체는 폴리선, 원, 타원, 스플라인을 지원합니다.
선택 완료 후 엔터(스페이스바 등) 입력하면 선택한 경계들 각각 XCLIP 됩니다.

12.1.5. 이미지 다중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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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다중 자르기

기능
 이미지를 여러 경계로 다중 자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경계 → 이미지 다중 자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경계 → 이미지 다중 자르기
명령 : MICL (Multiple Image CLi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여러 경계로 다중 자를 때 사용합니다.
호가 포함된 폴리선이나 원, 타원 같은 경계도 지원하므로 편리합니다.
아래 같이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경계들을 자릅니다.

1. 실행 절차
① 다중 자르기 적용할 이미지 선택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② 자를 경계 모두 선택
이미지를 자를 경계가 되는 객체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빨간색 경계 2 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경계가 되는 객체는 폴리선, 원, 타원, 스플라인을 지원합니다.
선택 완료 후 엔터(스페이스바 등) 입력하면 선택한 경계들 각각 CLIP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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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12.2.1. 선 결합

JJJ

선 결합

기능
 선택한 선, 호, 폴리선을 하나의 폴리선으로 결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연결 → 선 결합
리본 : DreamPlus → 수정 → 연결 → 선 결합
명령 : JJJ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들을 모두 결합해 하나의 선으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별다른 실행 절차 없이 명령 실행 후 결합할 객체를 선택하면됩니다.
객체는 선, 호, 폴리선을 지원하며, 결합 후 하나의 폴리선이 됩니다.
3D 폴리선 및 Z 값이 서로 다른 선은 결합되지 않습니다.
결합되어 닫힌 폴리선은 결합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택 시 제외되고 선택됩니다.
관련 명령
끊어진 객체 연결 (COE)
연결되는 선만 결합 (JOL)
12.2.2. 끊어진 객체 연결

COE

끊어진 객체 연결

기능
 끊어진 선, 폴리선, 호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호를 원으로, 끊어진 타원은 완전한 타원으로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연결 → 끊어진 객체 연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연결 → 끊어진 객체 연결
명령 : COE (COnnect Entities)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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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끊어진 선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할 때 또는 끊어진 호를 원으로, 끊어진 타원은
완전한 타원으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1. 연결 대상
연결할 대상 객체에 체크합니다.

연결할 객체는 대상에 따라 아래 같이 동작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도 가능합니다.
1) 끊어진 여러 선 → 한 선
여러 개의 끊어진 선들을 같은 선상에 있는 것끼리 연결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선은 LINE 객체입니다.

2) 같은 방향 끊어진 폴리선 → 한 폴리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끊어진 폴리선을 하나의 폴리선으로 연결합니다.
두 폴리선 중 어느 하나가 방향이 다르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 방향을 조회할 때는 폴리선 방향 조회 (CDR) 명령을 사용합니다.
선 방향을 바꾸려면 폴리선 방향 바꾸기 (RC) 명령을 사용합니다.

3) 호
① 끊어진 호 연결
동일한 중심, 반지름의 끊어진 호를 하나의 호로 연결합니다.

②호→원
호를 동일한 반지름 원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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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끊어진 타원 → 완전한 타원
끊어진 타원을 완전한 타원으로 변환합니다.

2. 설정

연결 판단 좌표 오차 소수 자리
끊어진 선들은 동일 선상에 있는 것들만 연결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선상 같지만 미세 좌표 오차로 두 선이 한 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끊어진 두 선이 맞닿았을 때 지정 소수 자리 이내는 서로 같은 선상으로 파악합니다.
선은 오차 범위 수직, 수평일 때 직선화
끊어진 여러 선(LINE) 기능에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선이 수직, 수평일 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 후 미세 좌표 차이로 정확한 수평, 수직이 안될 때 수평, 수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위 연결 판단 좌표 오차 소수 자리 이내에 수평, 수직선은 정확한 수평, 수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선은 방향이 조금 달라도 연결
끊어진 여러 선(LINE) 기능에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두 선이 완벽하게 같은 방향이 아니라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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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아주 미세하게 방향이 달라 연결 안될 때 사용합니다.
각각 같은 레이어만 연결
체크하면 끊어진 객체가 서로 같은 레이어에 있는 것들만 연결합니다.
선들이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연결된 객체 특성 변경
체크하면 연결 성공한 객체를 지정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연결 완료를 확인할 때 또는 연결 후 다른 레이어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선 결합 (JJJ)
연결되는 선만 결합 (JOL)
12.2.3. 연결되는 선만 결합

JOL

연결되는 선만 결합

기능
 선택한 선과 이어져 있는 객체만 결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연결 → 연결되는 선만 결합
리본 : DreamPlus → 수정 → 연결 → 연결되는 선만 결합
명령 : JOL (JOin Lin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과 이어진 객체만 결합할 때 사용합니다.
선을 결합할 때 도면이 복잡한 경우는 결합할 선만 선택하기도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결합할 객체만 특성이 다르다면 FSE 명령으로 필터해 JJJ 명령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객체 특성들이 같거나 연속적이지 않으면 결합할 선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빨간선과 이어진 선들만 선택해서 결합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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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하나의 객체와 연결된 선들을 모두 결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연결할 선을 모두 선택할 필요 없이 아무 객체나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호, 폴리선 입니다.
Z 값이 다르면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선 연결 검색 거리
선의 끝에서 다음 연결할 선을 찾을 때 검색할 거리를 입력합니다.
즉, 여기서 입력한 거리 내에 다른 선이 검색되면 그 객체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값을 크게 입력하면 선 끝에서 다른 객체가 많이 검색될 수 있으니 작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에서 거리를 지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한 거리 내에 여러 개의 선이 검색되면 아래 그림처럼 검색된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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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부분에는 이전 선에서 결합되어오는 부분에 녹색 화살표가 보여지고 다음 연결할
객체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명령창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여러 객체 검색 됨. 객체들 중 이전 선과 연결할 객체 선택
여기서 이전 선과 결합할 다음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ESC 등으로 취소하면 이전 선까지만 결합이 된채 종료됩니다.
연결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연결 후 원본 객체들을 삭제 합니다.
연결된 객체를 Zoom
체크하면 연결 후 연결된 객체가 화면에 꽉차게 Zoom 합니다.
연결이 잘 된것인지 확인할 때 편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현재 Zoom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결된 객체 속성 변경
체크하면 연결된 선을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선 결합 (JJJ)
끊어진 객체 연결 (COE)
12.2.4. 선 끊어진 부분 검색

FIBP

선 끊어진 부분 검색

기능
 선택한 선들 사이 끊어진 부분을 검색해 표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연결 → 선 끊어진 부분 검색
리본 : DreamPlus → 수정 → 연결 → 선 끊어진 부분 검색
명령 : FIBP (FInd Break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들 사이 끊어진 부분을 검색해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서로 이어져 있는 선들에서 끊어진 부분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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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판단 거리
두 선 사이가 끊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거리를 입력합니다.
지정 거리보다 작으면 붙어있다고 판단하고 이상은 끊어진 선으로 판단합니다.
초과 거리는 다른 선으로 판단할 거리를 입력합니다.
지정 초과 거리보다 크면 서로 다른 선으로 판단해 끊어진 부분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Z 값 무시한 2D 거리로 판단
서로 붙은 부분에서 평면상으로 붙은 것 같지만 Z 값 차이가 커 실제로는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객체가 많다면 체크 해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체크 해제는 체크할 경우보다 3D 를 고려한 끊어진 선 판단 거리를 유의해 입력해주세요.
특정 레이어 객체만 검색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할 때 지정 레이어 객체만 선택합니다.
체크하면 레이어 입력 부분이 활성되고 필요한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2. 끊어진 부분 표기
레이어
끊어진 부분에 표기할 아래 '표기 객체'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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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이름과 색상의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에 표기합니다.
표기 객체
원 또는 점 중에 표기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점으로 선택하면 현재 도면의 점 표기는 X 모양과 지정한 크기로 설정됩니다.
현재 도면에 다른 점 객체가 있다면 X 모양으로 바뀌니 주의해야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점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캐드 명령어 PTYPE 또는 DDPTYPE 으로
설정합니다.

3. 실행 절차
① 끊어진 부분을 검색할 선, 폴리선, 호 선택
도면에서 선, 폴리선, 호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도면에 결과가 지정 객체와 크기로 표기됩니다.

12.2.5. 두 선 끝 부분 연결 선 그리기

DLCE

두 선 끝 부분 연결 선 그리기

기능
 선택한 두 선의 끝을 연결하는 선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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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연결 → 두 선 끝 부분 연결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연결 → 두 선 끝 부분 연결 선 그리기
명령 : DLCE (Draw a Line Connecting the End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두 선의 끝을 연결하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벽체 닫힌 부분을 그리는 등 두 선 선택으로 선 끝 연결 선 그릴 때 사용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입니다.

실행 절차
① 선을 연결해 그릴 부분 두 선 선택
두 선의 연결할 부분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두 개의 선만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완료하면 선택한 부분 끝을 서로 연결한 선이 그려집니다.

12.2.6. 다중 선 FILLET

FIM

다중 선 Fillet

기능
 여러 선을 한번에 Fill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연결 → 다중 선 Fill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연결 → 다중 선 Fillet
명령 : FIM (FIllet Multiple lin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선을 한번에 Fillet 할 때 사용합니다.
Fillet 반지름은 선 간격에 따라 커집니다.
설정에서 Fillet 반지름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이 아닌 폴리선 하나를 선택하면 폴리선 정점마다 Fillet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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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절차
① 첫번째 선택 모서리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② 반대 구석 지정
그림처럼 첫번째 모서리 점과 대각 구석 점을 지정합니다.
처음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첫번째 모서리 점과 대각 구석 영역은 순서, 위치 관계 없이 아무 부분이나 지정해도됩니다.
사각 영역 가상 점선에 Fillet 할 선이 걸리도록 영역 지정해야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선택 영역 양쪽변(노란색 하일라이트 부분)에 선이 걸리도록 선택해야합니다.

두 선이 기울어져 있을 때 선택 주의 사항
아래 그림처럼 선택 영역 양쪽변(노란색 하일라이트 부분)에 선이 걸리도록 선택해야합니다.

DreamPlus

아래 그림처럼 선택 영역 양쪽변에 일부만 선이 걸리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양쪽 맨 아래 선이 영역 양쪽변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③ 가장 작은 반지름 입력
설정에 반지름 Offset 일 때는 제일 안쪽에서 시작하는 가장 작은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설정에 반지름 고정일 때는 여기서 입력한 값으로 여러 선이 동일하게 Fillet 됩니다.
이전 입력 값은 저장되어 다음 실행할 때 기본값으로 표시됩니다.
반지름을 0 입력하면 호 부분 없이 두 선이 서로 붙습니다.
값을 입력하면 Fillet 완료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S 입력했을 때 표시됩니다.

실행 반복
체크하면 선택 취소, ESC 키 등을 눌러 종료할 때까지 실행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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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
실행 중 입력에 체크하면 실행 중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실행 중 입력은 반지름 값이 계속 바뀔 때 사용합니다.
고정 값 적용에 체크하면 반지름 입력 없이 입력한 값으로 실행됩니다.
Fillet 설정
아래 그림은 반지름 값 증가와 동일의 차이입니다.

12.2.7. 길이 연장 FILLET

EXF

길이 연장 Fillet

기능
 교차점에서 길이를 연장해 Fill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연결 → 길이 연장 Fill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연결 → 길이 연장 Fillet
명령 : EXF (EXtend length Fill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두 선의 교차점에서 길이를 더 연장해 Fillet 할 때 사용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LINE), 폴리선입니다.

실행 절차
① 첫 번째 선 선택
② 두 번째 선 선택
두 개의 선을 각각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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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장 길이 입력
교차점에서 연장 길이를 입력하면 아래 그림처럼 연장되어 Fillet 됩니다.
연장 길이에 0 을 입력해도 됩니다.

12.3.

끊기

12.3.1. 한점에서 객체 끊기

BOP

한 점에서 객체 끊기

기능
 선택한 선 객체를 지정한 한 점에서 끊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한 점에서 객체 끊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한 점에서 객체 끊기
명령 : BOP (Break at One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객체 임의의 점을 끊을 때 사용합니다.
캐드 기본 Break 명령과 달리 간편하게 하나의 점에서 끊어집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호, 끊어진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여유 간격을 설정하면 한 점에서 여유 간격만큼 더 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원은 한 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CAD 에서는 360 도를 갖는 호가 작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택한 점마다 객체를 끊을 경우는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BSP)'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끊을 경우는 '객체 끊기 (BRE)' 명령을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한 점에서 끊을 객체 선택 또는 [여유 간격 설정(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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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끊을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여유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유 간격을 설정하면 그림처럼 지정한 점에서 여유 간격만큼 더 끊어집니다.

점 지정할 때마다 묻는 것은 끊는 점 지정 후 항상 간격 값을 입력하는 것이고
고정은 점 지정 후 묻는 것 없이 지정 값만큼 바로 끊어집니다.
② 끊을 점 지정
끊을 점을 지정합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BSP)
객체 끊기 (BRE)
12.3.2.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BSP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기능
 선택한 선 객체를 지정한 점들에서 끊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명령 : BSP (Break at Selected Point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객체를 선택한 점들에서 끊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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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객체를 끊을 경우는 '한 점에서 객체 끊기 (BOP)'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끊을 경우는 '객체 끊기 (BRE)' 명령을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여러 점에서 끊을 객체 선택
여러 점에서 끊을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끊을 점 지정 :
끊을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 명령이 반복되므로 끊을 여러 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점 지정이 완료되면 선택한 객체가 지정한 점들에서 끊어집니다.
관련 명령
한 점에서 객체 끊기 (BOP)
객체 끊기 (BRE)
12.3.3. 객체 끊기

BRE

객체 끊기

기능
 선택한 선 객체들을 교차점 또는 지정 거리마다 객체를 끊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객체 끊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객체 끊기
명령 : BRE (extend BREa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객체들을 끊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 등 선 객체 입니다.
① 서로 교차하는 모든 객체 끊기
② 기준 객체에 교차되는 객체만 끊기
③ 지정 거리마다 끊기
④ 지정 거리 입력 끊기
여러 선택한 점마다 객체를 끊을 때는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BSP)' 명령을 사용합니다.
한 점에서 끊고 싶은 때는 '한 점에서 객체 끊기(BOP)'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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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① 원은 한 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캐드에서는 360 도를 갖는 호가 작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객체가 안 끊어질 때
객체가 도면 원점(0, 0, 0)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ID 명령으로 아무데나 점 지정해 봐서 좌표가 원점과 너무 멀리 있다면 (좌표가 몇 천만, 몇 억)
캐드는 교차점의 좌표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면 전체를 원점 근처로 이동하던가 끊을 부분만 새 도면에 붙여넣고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 방법
원하는 기능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실행한 버튼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에 다시 실행할 때 마우스로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실행 후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동작으로 이전 실행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로 교차하는 모든 객체 끊기
선택한 객체들을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모든 객체를 끊습니다.
이 기능은 대화상자 없이 BRA 명령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BRA 명령 실행 후 객체 선택하면 교차하는 모든 점에서 끊어집니다.
BRA 명령은 여유 간격 등의 설정이 없습니다.

DreamPlus

Page1004

2. 기준 객체에 교차되는 객체만 끊기
기준 객체는 끊어지지 않고 기준 객체와 교차되는 객체들만 끊습니다.
아래 두 과정으로 실행됩니다.
① 끊을 기준이되는 객체 선택: 기준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② 기준선과 교차점에서 끊을 객체 선택: 끊을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3. 지정 거리마다 끊기
선택한 객체를 지정한 거리마다 끊습니다.
지정 거리는 프로그램 창에서 지정하고 실행합니다.

4. 지정 거리 입력 끊기
선택한 객체를 입력한 거리에서 끊습니다.
거리는 여러 번 입력해 하나의 객체를 원하는 거리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과정으로 실행됩니다.
① 객체의 끊기 시작할 부분 선택
끊을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의 시작점 쪽을 선택하면 시작점부터 끊고 끝점 쪽을 선택하면 끝점부터 끊습니다.
선택하면 끊기 시작할 부분에 가상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② 끊을 거리 입력 (현재 전체 길이 = 000.0000)
끊기 시작할 부분에서 입력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끊습니다.
현재 객체의 전체 길이를 위 형식으로 명령창에 보여줍니다.
거리를 입력하면 끊은 점에 빨간색 가상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끊어진 점부터 다음 거리를 반복해서 입력해 하나의 객체를 여러 번 원하는 거리마다 끊을 수
있습니다.
거리를 입력해 끊을 때 마다 가상 포인트와 남은 길이가 표시됩니다.
이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반복됩니다.

5. 기타 설정
위 네 가지 기능에 모두 공통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끊어지는 점에서 여유 간격
값을 지정하면 끊어지는 점 주변으로 지정 여유 간격만큼 더 잘라집니다.
여유 간격은 선, 폴리선, 호, 원, 스플라인 등 선 객체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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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파란색 선을 기준 객체로하고 빨간색 선을 끊을 때 지정 여유 간격을
적용한 예입니다.
여유 간격은 한쪽 거리입니다.

끊은 후 길이가 여유 간격 이하 삭제
여유 간격을 0 보다 크게 설정했을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끊어진 객체의 길이가 여유 간격 이하라 여유 간격대로 더 잘라낼 수 없을 때
체크하면 이 객체를 삭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에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끊은 후 길이가 지정 값 이하 삭제
체크하면 끊어진 객체의 길이가 지정한 값 이하일 때 삭제합니다.
Z 값 다르면 끊지 않음
체크하면 객체들 Z 값이 서로 다른 객체는 끊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객체들 Z 값이 서로 달라도 끊습니다.
완료 후 창 다시 보이기
체크하면 실행 완료 후 프로그램 창이 다시 표시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관련 명령
한 점에서 객체 끊기 (BOP)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BSP)
12.3.4. 블록에서 선 자르기

TRB

블록에서 선 자르기

기능
 블록 외곽에 맞춰 선택한 선을 잘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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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블록에서 선 자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블록에서 선 자르기
명령 : TRB (TRim lines at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선들에 걸리는 블록 외곽에 맞춰 선을 잘라낼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블록에서 자를 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블록에 걸친 선(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등)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이후 별도 과정 없이 블록에서 선을 잘라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 실행할 때만 관련 기능 로드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처리 제외 블록
제외 블록은 선에 걸리더라도 제외되는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 평면 같은 큰 블록이 있거나 선이 지나는 곳에 다른 블록이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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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간단한 심볼 블록을 자를 경우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 수가 많은 블록은
제외하도록 설정합니다.
제외 블록은 블록 내 객체 수로 설정하며 기본 값은 50 입니다.
즉 블록 내 객체 수가 50 개 이상인 블록은 선에 걸리더라도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끊는 점에서 여유
값을 지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블록 외곽에서 지정 값 만큼 더 자릅니다.

관련 명령
한 점에서 객체 끊기 (BOP)
선택한 점들에서 객체 끊기 (BSP)
12.3.5. 여러 선 두 점 사이 끊기

BRM

여러 선 두 점 사이 끊기

기능
 선택한 선들을 지정한 두 점 사이에서 끊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여러 선 두 점 사이 끊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여러 선 두 점 사이 끊기
명령 : BRM (BRreak Multiple lin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들을 지정한 두 점 사이에서 끊을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여러 선에 p1, p2 두 점을 지정하면 끊어집니다.
설정에 끊은 후 연결 또는 끊지 않을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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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끊을 선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끊을 선들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끊기 시작 점 지정, 끊기 끝 점 지정
두 점을 지정하면 끊습니다.
직교 방향은 점 지정할 때 한 점 지정 후 직교 방향 마우스로 놓고 거리 입력해도 됩니다.
두 점 지정은 ESC,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 입력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최초 선택한 선들에 여러 부분을 계속 끊을 수 있습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끊은 부분 연결
체크하고 실행하면 그림처럼 끊어진 부분에 연결선을 그립니다.

특정 레이어 객체 제외
입력한 레이어의 객체는 제외하고 끊습니다.
여러 레이어는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위 그림 설정대로면
레이어 이름에 CNTL 이름이 있거나 CEN 이름이 있는 레이어는 제외하는 설정입니다.
현재 도면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12.3.6. 건축 벽 두 점 사이 끊기

BRW

건축 벽체 두 점 사이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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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선택한 건축 벽체에 지정한 두 점 사이를 끊고 연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건축 벽체 두 점 사이 끊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건축 벽체 두 점 사이 끊기
명령 : BRW (BRreak Wal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건축 벽체에 지정한 두 점 사이를 끊고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지정한 두 점에서 오프셋해 끊는 등의 설정을 활용하면 창호 부분 잘라낼 때 편리합니다.
아래 각각의 그림에 오른쪽 부분이 잘라낸 단면 부분입니다.
1) 콘크리트에 내부 마감이 있는 경우 벽체 선에 맞춰 끊고 정리합니다.

2) 조적블록에 내부 마감이 있는 경우 마감 두께만큼 오프셋해 정리합니다.
조적블록에 내부 마감 부분은 여러 선이 있을 수 있어 연결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벽체(조적블록은 몰탈 포함) 선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벽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조적블록은 몰탈 포함해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 4 개 선 모두 선택입니다)
만약 내부 마감이 있다면 외측 몰탈 한 선과 조적 블록 두 선을 선택합니다.
조적블록은 몰탈과 색상이 달라야합니다.

② 내부 마감선 선택 (없으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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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감선이 있다면 선택하고 없으면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 입력합니다.
내부 마감 맨 마지막 두 선의 두께로 끊는 부분에서 정리됩니다.
맨 마지막 두 선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조적블록에서 아래같이 응용 가능합니다만 외측 선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③ 끊기 시작 점 지정, 끊기 끝 점 지정
두 점을 지정하면 끊습니다.
직교 방향은 점 지정할 때 한 점 지정 후 직교 방향 마우스로 놓고 거리 입력해도 됩니다.
두 점 지정은 ESC,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 입력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최초 선택한 선들에 여러 부분을 계속 끊을 수 있습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벽체는 끊는 부분에서 바깥쪽 offset
입력한 값 만큼 바깥쪽으로 Offset 한 점을 끊습니다.

내부 마감선은 안쪽 잘라내기만 적용
체크하면 창호쪽으로 돌아가는 선 정리 없이 그냥 끊고 잘라내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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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값이 있으면 값만큼
특정 레이어 객체 제외
입력한 레이어의 객체는 제외하고 끊습니다.
여러 레이어는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위 그림 설정대로면
레이어 이름에 CNTL 이름이 있거나 CEN 이름이 있는 레이어는 제외하는 설정입니다.
현재 도면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12.3.7. 건축 벽 모서리 정리

WET

건축 벽 모서리 정리

기능
 건축 벽 모서리를 정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건축 벽 모서리 정리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건축 벽 모서리 정리
명령 : WET (Wall Extend and Trim)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건축 벽 모서리를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 자동으로 Extend, Trim 해서 정리합니다.
- 명령 하나로 T 형태, L 형태, ┼ 형태 등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실행 방식
- 지정한 대각 두 점 사각 영역 내부를 정리합니다.
- 사각 영역은 대각 순서 상관 없이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됩니다.
- 설정에 지정된 특정 레이어, 특정 색상 객체는 정리에서 제외됩니다. (예 : 중심선)
- 같은 색상 객체끼리 Extend, Trim 시도합니다.
- 사각 영역 안에 벽이 모두 포함되면 제거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한쪽 벽이 영역에 모두 포함되면 T 형태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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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모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 형태로 정리됩니다.

마찬가지로 L 형태 정리하려면 정리할 부분을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벽에 마감선이 있어도 정리됩니다.

벽 한 면에 마감이 다를 때 그림처럼 다른 벽 마감과 색상이 달라야 정리됩니다.
마감 색이 모두 같다면 형태에 따라 정리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색상 객체끼리 정리되므로 벽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응용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① 모서리 첫번째 점 지정 또는 [두 모서리 정리(T)/설정 변경(S)]

DreamPlus

Page1013

정리할 영역 모서리 한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제외 레이어,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 구석 지정
대각 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① ~ ②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두 모서리 정리(T)
실행 중 T 입력하면 두 모서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모서리는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두 모서리를 한 번에 지정해

그림처럼 두 벽 사이를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3.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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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레이어 객체 제외, 특정 색상 객체 제외
체크하고 입력한 레이어, 색상 객체는 제외하고 정리합니다.
여러 항목은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는 예를 들어 위 그림 설정대로면
레이어 이름에 CNTL 이름이 있거나 CEN 이름이 있는 레이어는 제외하는 설정입니다.
현재 도면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옵니다.
12.3.8. 간편 TRIM

ETR

간편 Trim

기능
 여러 선을 한번에 Trim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간편 Trim
리본 : DreamPlus → 수정 → 끊기 → 간편 Trim
명령 : ETR (Eazy TRim)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자를 기준 선에 걸리는 여러 선을 한번에 Trim 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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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를 기준 객체 선택
기준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자를 쪽으로 점 지정
Trim 할 쪽으로 아무 점이나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방향점 지정 후 완료됩니다.

12.4.

정렬

12.4.1. 지정 점에 맞춰 객체 정렬

ALIE

지정 점에 맞춰 객체 정렬

기능
 선택한 객체를 지정 점에 맞춰 정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점에 맞춰 객체 정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점에 맞춰 객체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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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ALIE (ALIgn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지정 점에 맞춰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여러 객체를 지정한 점에 맞춰 오른쪽 정렬하는 것입니다.

1. 정렬 방식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수직 중심, 수평 중심 정렬로 아이콘 그림 대로입니다.

객체 중심 기준 수직 간격과 수평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 수직이면 그림처럼 맨 위 객체부터 입력한 간격으로 객체 중심 기준 수직
정렬합니다.

수직 간격 등분은 맨 위와 맨 아래는 고정, 중간 객체들을 간격 등분해 정렬합니다.
수평 간격 등분은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고정, 중간 객체들을 간격 등분해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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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직이면 그림처럼 중간 객체를 간격 등분해 정렬합니다.

2. 설정

지정 점 ~ 정렬 점 사이 거리
정렬 점에서 입력한 거리만큼 띄워 정렬합니다.
정렬할 때 정렬 점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띄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블록만 선택해 처리
체크하면 실행할 때 블록만 선택되고 처리됩니다.
블록과 여러 객체가 뒤섞인 도면에서 블록만 정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블록은 삽입점 기준으로 처리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객체 중심을 파악해 중심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체크하면 블록은 블록 객체 중심이 아니라 블록 삽입점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임시 안내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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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오른쪽, 위, 아래, 수직 중심, 수평 중심 정렬할 때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실행할 때 가상의 선과 어느 방향 정렬인지 가상 화살표를 보여줍니다.
체크하면 실행할 때 복잡한 도면에서 또는 어떤 설정으로 실행 중인지 파악이 쉽습니다.

3. 프로그램 창 없이 명령으로 실행
체크하면 다음 번 실행할 때 창이 뜨지 않고 명령으로만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명령으로 진행되면 명령창에 아래 절차로 실행됩니다.
① 정렬할 객체들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정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 변경 창이 표시됩니다.
② 정렬 설정 입력
[왼쪽(L)/오른쪽(R)/위(T)/아래(B)/수직(V)/수평(H)/수직간격(VS)/수평간격(HS)/수직등분(VE)/수
평등분(HE)
정렬 옵션을 입력합니다.
한 번 입력한 정렬 옵션은 다시 변경 전까지 다음 실행할 때 기본 값으로 표시됩니다.
12.4.2. 다중 방향 복사

MCO

다중 방향 복사

기능
 선택한 객체를 지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다중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다중 방향 복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다중 방향 복사
명령 : MCO (Multiple CO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지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다중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같은 간격, 같은 방향으로 배열할 경우 편리하며 철근 같은 것을 배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복사할 객체 선택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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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준점 지정
복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복사 방향 및 거리 점 지정
여기서 지정하는 점으로 복사할 방향 및 거리를 판단합니다.
즉, 거리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선택한 기준점과 여기서 선택한 방향점 사이의
거리가 복사할 간격이 됩니다.

④ 복사 종료 점 지정
마우스로 십자선을 움직이면 앞서 선택한 방향으로만 계속 복사가됩니다.
복사되는 과정은 도면에 가상 객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파악이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 를 누르면 복사되지 않고 취소됩니다.
관련 명령
두 점 등분, 간격 복사(DIC)
증분 복사(ICO)
선을 따라 객체 정렬(AETC)
객체 배열(ARRE)
12.4.3. 두 점 등분, 간격 복사

DIC

두 점 등분, 간격 복사

기능
 지정한 두 점 사이를 등분 또는 간격 지정해서 객체를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 등분, 간격 복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 등분, 간격 복사
명령 : DIC (DIvide Copy)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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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두 점 사이를 등분 또는 간격 지정해서 객체를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복사 방식
선택한 두 점 사이를 등분해 복사할지 지정 간격마다 복사할지 선택합니다.
복사 시작점 별도 지정
아래 실행 절차에 설명이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① 복사할 객체 선택
도면에서 등분 또는 간격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복사할 기준점 지정
객체를 복사할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정한 기준점이 복사 시작 점이 됩니다.
두 점 사이를 등분 또는 간격 복사하기 위해 두 점의 입력이 필요한데 이 기준점을 시작 점으로
이용합니다.
복사 시작점을 별도로 지정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창의 옵션에 체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중 원이 복사할 객체이고 빨간 선이 복사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가상 선이라면
기본값인 기준점을 시작점으로 이용이 편리한 경우는
복사할 객체와 두 점이 서로 맞닿은 경우입니다.

복사 시작점 별도 지정이 편리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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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할 객체와 두 점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③ 복사 끝 점 지정
복사할 구간의 끝 점을 지정합니다.
④ 등분 개수 입력 또는 복사 간격 입력
복사 방식 옵션에 따라 등분 값 또는 간격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므로 다음 번 실행시 값이 같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 입력하면 됩니다.
명령이 완료되면 등분 또는 간격 값 결과가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관련 명령
다중 방향 복사(MCO)
증분 복사(ICO)
선을 따라 객체 정렬(AETC)
객체 배열(ARRE)
12.4.4. 증분 복사

ICO

증분 복사

기능
 입력한 거리 값으로 증분하면서 객체를 복사합니다.
 선택한 점 방향 거리 값으로 객체를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증분 복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증분 복사
명령 : ICO (Incremental COp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같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① 거리 직접 입력 증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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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선택 후 기준점과 방향점을 지정해 입력한 거리 값으로 증분하면서 계속 복사합니다.
복사할 객체 사이 거리가 다를 때 사용합니다.

이 기능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값이며
아래 점 선택으로 변경은 실행 시 설정 변경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② 점 지정 거리로 연속 복사
객체 선택 후 선택한 기준점과 방향점 사이의 거리로 계속 복사합니다.
복사할 때마다 거리를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 입력하면 계속 복사됩니다.
복사할 객체 사이 거리가 같을 때 사용합니다.

이 기능과 다중 방향 복사(MCO) 명령이 다른 점은
이 기능은 계속 엔터 입력해 원하는 만큼 복사하는 것이고
MCO 명령은 엔터 입력이 아니라 십자선을 움직여 동적으로 배열 복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절차
① 증분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거리 지정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거리를 직접 입력해 증분 복사하는 것과
거리를 입력하지 않고 방향점만 지정해 연속 복사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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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직접 입력 증분 복사 절차
② 복사할 기준점 지정
복사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복사 방향점 지정
복사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④ 복사할 증분 거리 입력
거리를 입력하거나 두 점을 지정하면 앞서 지정한 방향으로 복사됩니다.
ESC 키를 눌러 종료전까지 계속 반복되므로 원하는 만큼 증분된 거리를 계속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한 거리 값은 기억되었다가 다음 거리 지정 때 기본값으로 나옵니다.
점 지정 거리로 연속 복사 절차
② 복사할 기준점 지정
복사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복사 방향 및 거리 점 지정
여기서 선택하는 점으로 복사할 방향 및 거리를 판단합니다.
즉, 거리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선택한 기준점과 여기서 선택한 방향점 사이의
거리가 복사할 간격이 됩니다.
④ 계속 복사 = 엔터, 스페이스바, 복사 중지 = ESC
엔터키, 스페이스바 등을 입력하면 계속 복사됩니다.
복사를 중지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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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방향 복사(MCO)
두 점 등분, 간격 복사(DIC)
선을 따라 객체 정렬(AETC)
객체 배열(ARRE)
12.4.5. 두 점 사이 입력 거리에 맞춰 이동

MAD

두 점 사이 입력 거리에 맞춰 이동

기능
 이동 후 두 점 사이 거리가 지정 거리가 되도록 객체를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 사이 입력 거리에 맞춰 이동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 사이 입력 거리에 맞춰 이동
명령 : MAD (Move According to input Distan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이동 후 두 점 사이 거리가 지정 거리가 되도록 객체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① ~ ② 점 사이 거리가 100 되도록 왼쪽 객체를 이동하려면
왼쪽 객체를 이동 후 다시 이동하거나 100 거리의 임시선을 그려 왼쪽 객체를 이동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체 선택 - ①, ② 점 지정 - 100 입력하면 됩니다.
객체를 두 점 사이 정확한 거리로 맞출 때도 유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이동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이동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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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한 객체의 이동 기준점 지정 또는 [수평(H)/수직(V)]
이동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옵션 입력 없이 그냥 진행하면 기준점과 다음점 점 사이 거리 및 방향 대로
이동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H 입력하면 수평 이동, V 입력하면 수직 이동입니다.
기준점과 다음점을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수평 거리 판단' 또는 '수직 거리 판단' 및
이동입니다.

③ 다음 점 지정
여기서 지정하는 점으로 복사할 방향 및 거리를 판단합니다.
앞서 H 입력했다면 수평 거리로 판단하고 수평 이동합니다.
앞서 V 입력했다면 수직 거리로 판단하고 수평 이동합니다.

④ 이동해 맞출 거리 입력
앞서 지정한 두 점의 거리(H 에서는 수평거리, V 에서는 수직거리)가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맞출 거리를 입력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입력 거리가 되도록 객체를 이동합니다.

2.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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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 직교 스냅 적용
체크하면 실행 중 두 점 지정할 때 직교 스냅을 적용합니다.
수평(H) 수직(V) 옵션 입력 상태 기억
체크하면 프로그램 창 설명 대로 이전 옵션 입력 상태가 기억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수평, 수직 우선 없이 일반 두 점 지정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값 소수자리 적용
실행 중 '④ 이동해 맞출 거리 입력' 과정에서 입력 기본값을 어떤 소수자리로 표시할지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두점 사이 실제 거리가 123.45678 일 때
소수자리를 0 설정하면
이동해 맞출 거리 입력 <123> 으로 123 을 기본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이 맞다면 값 입력 필요 없이 엔터(스페이스바, 엔터키 등)하면 되므로 정수 이동할 때
편리합니다.
소수자리를 2 설정하면
이동해 맞출 거리 입력 <123.46> 으로 123.46 을 기본값으로 표시합니다.
소수자리는 엑셀처럼 음수를 입력할 수 있고 -3 까지 지원합니다.
-1 : 10 단위에서 반올림
-2 : 100 단위에서 반올림
-3 : 1000 단위에서 반올림
12.4.6. 두 점의 중간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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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의 중간점 복사

기능
 선택 객체 두 점 중간점을 다른 두 점 중간점으로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의 중간점 복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의 중간점 복사
명령 : COT (COpy Two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 중간점으로 다른 중간점에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중간점은 사용자가 지정한 두 점의 중간점으로 사용됩니다
캐드에 기본적으로 '2 점 사이의 중간' 스냅이 있지만 이 스냅 이용보다는 간편합니다.

실행 절차
사각형을 다른 사각형 중간점에 복사하는 예입니다.
① 복사할 객체 선택

② 기준 중간점을 가져올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한 점 사용(S)]
③ 기준 중간점을 가져올 두 번째 점 지정
중간점을 파악할 두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 지정에서 S 입력해 한 점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아무렇게나 두 점을 지정하면 두 점 사이 중간점이 복사 기준점이 됩니다.

④ 대상 중간점을 가져올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한 점 사용(S)]
⑤ 대상 중간점을 가져올 두 번째 점 지정
복사할 위치에 중간점을 파악할 두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 지정에서 S 입력해 한 점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아무렇게나 두 점을 지정하면 두 점 사이 중간점이 복사 대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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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복사됩니다.

④ ~ ⑤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연속해서 계속 복사됩니다.
관련 명령
두 점의 중간점 이동 (MOT)
12.4.7. 두 점의 중간점 이동

MOT

두 점의 중간점 이동

기능
 선택 객체 두 점 중간점을 다른 두 점 중간점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의 중간점 이동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두 점의 중간점 이동
명령 : MOT (MOve Two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 중간점으로 다른 중간점에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중간점은 사용자가 지정한 두 점의 중간점으로 사용됩니다
캐드에 기본적으로 '2 점 사이의 중간' 스냅이 있지만 이 스냅 이용보다는 간편합니다.

실행 절차
사각형을 다른 사각형 중간점에 이동하는 예입니다.
① 이동할 객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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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준 중간점을 가져올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한 점 사용(S)]
③ 기준 중간점을 가져올 두 번째 점 지정
중간점을 파악할 두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 지정에서 S 입력해 한 점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아무렇게나 두 점을 지정하면 두 점 사이 중간점이 이동 기준점이 됩니다.

④ 대상 중간점을 가져올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한 점 사용(S)]
⑤ 대상 중간점을 가져올 두 번째 점 지정
이동할 위치에 중간점을 파악할 두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 지정에서 S 입력해 한 점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아무렇게나 두 점을 지정하면 두 점 사이 중간점이 이동 대상점이 됩니다.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이동됩니다.

관련 명령
두 점의 중간점 복사 (COT)
12.4.8.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복사

CDD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복사

기능
 선택한 객체를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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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복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복사
명령 : CDD (Copy using the Distance, Dir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동일 거리, 마우스로 방향 지정해 상, 하, 좌, 우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거리 입력(D)/거리 두 점(T)/설정 변경(S)]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D 를 입력해 거리 값을 입력하거나 T 를 입력해 지정한 두 점 거리를 복사 거리로
설정합니다.
거리는 객체 선택 후 지정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최초 실행할 때 입력된 거리가 없다면 아래 명령이 표시됩니다.
현재 설정된 복사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 입력
이 상태에서 거리를 입력하면 다음 부터 이전 입력된 거리 값이 유지됩니다.
② 복사 기준점 지정, 현재 설정 거리 = 100 [거리 변경 입력(D)/거리 변경 두 점(T)]
복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는 이전에 입력된 설정 거리가 표시됩니다.
거리를 변경하려면
D 를 입력해 거리 값을 입력하거나 T 를 입력해 지정한 두 점 거리를 복사 거리로 설정합니다.
③ 복사 방향점 지정
마우스로 상, 하, 좌, 우 복사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가상의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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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점을 지정하면 복사가 완료되며 설정에 따라 계속 복사하거나 뷰가 이동됩니다.
연속 복사 상태에서는 ESC 또는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 전까지 계속 ③ 과정이
반복됩니다.

2. 설정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연속 복사
체크하면 복사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한 번만 복사 후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복사할 때 화면 뷰 이동
체크하면 현재 화면의 뷰 중심이 복사된 위치로 옮겨집니다.
복사된 위치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체크하는 것이 낫습니다.
CDD, MDD, PDD 명령 거리 설정 공유
CDD, MDD, PDD 명령은 모두 마우스를 끌어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크하면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거리를 세 프로그램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세 프로그램 각각 따로 거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이동(MDD)
12.4.9.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이동

MDD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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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선택한 객체를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이동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이동
명령 : MDD (Move using the Distance, Dir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동일 거리, 마우스로 방향 지정해 상, 하, 좌, 우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이동할 객체 선택 또는 [거리 입력(D)/거리 두 점(T)/설정 변경(S)]
이동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D 를 입력해 거리 값을 입력하거나 T 를 입력해 지정한 두 점 거리를 복사 거리로
설정합니다.
거리는 객체 선택 후 지정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최초 실행할 때 입력된 거리가 없다면 아래 명령이 표시됩니다.
현재 설정된 이동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 입력
이 상태에서 거리를 입력하면 다음 부터 이전 입력된 거리 값이 유지됩니다.
② 이동 기준점 지정, 현재 설정 거리 = 100 [거리 변경 입력(D)/거리 변경 두 점(T)]
이동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는 이전에 입력된 설정 거리가 표시됩니다.
거리를 변경하려면
D 를 입력해 거리 값을 입력하거나 T 를 입력해 지정한 두 점 거리를 이동 거리로 설정합니다.
③ 이동 방향점 지정
마우스로 상, 하, 좌, 우 이동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가상의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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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점을 지정하면 이동이 완료되며 설정에 따라 계속 이동하거나 뷰가 이동됩니다.
연속 이동 상태에서는 ESC 또는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 전까지 계속 ③ 과정이
반복됩니다.

2. 설정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연속 이동
체크하면 이동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한 번만 이동 후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이동할 때 화면 뷰 이동
체크하면 현재 화면의 뷰 중심이 이동된 위치로 옮겨집니다.
이동된 위치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체크하는 것이 낫습니다.
CDD, MDD, PDD 명령 거리 설정 공유
CDD, MDD, PDD 명령은 모두 마우스를 끌어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크하면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거리를 세 프로그램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세 프로그램 각각 따로 거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복사(CDD)
12.4.10.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뷰 이동

PDD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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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으로 화면 뷰를 초점이동(PAN)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뷰 이동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뷰 이동
명령 : PDD (Pan using the Distance, Dir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으로 화면 뷰를 초점이동(PAN)할 때 사용합니다.
지정 거리만큼 상, 하, 좌, 우 PAN 합니다.

1. 실행 절차
최초 실행할 때는 입력된 거리가 없어 아래 명령이 표시됩니다.
현재 설정된 뷰 이동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 입력
이 상태에서 거리 입력하면 다음 부터 이전 입력된 거리 값이 유지됩니다.
① 뷰 이동 기준점 지정, 현재 설정 거리 = 841 [거리 변경 입력(D)/거리 변경 두점(T)/거리 공유
설정(S)]
뷰를 이동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는 이전에 입력된 설정 거리가 표시됩니다.
거리를 변경하려면
D 를 입력해 거리 값을 입력하거나 T 를 입력해 지정한 두 점 거리를 복사 거리로 설정합니다.
S 입력하면 CDD, MDD, PDD 세 가지 명령 거리 공유를 설정합니다.
CDD, MDD, PDD 명령은 모두 마우스를 끌어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Y 설정하면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거리를 세 프로그램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N 설정하면 세 프로그램 각각 따로 거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뷰 이동 방향점 지정
마우스로 상, 하, 좌, 우 방향을 지정합니다.
가상의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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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점을 지정하면 뷰가 초점이동됩니다.

ESC 또는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 전까지 계속 ① ~ ② 과정이 반복됩니다.
관련 명령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복사(CDD)
지정 거리 마우스 방향 이동(MDD)
12.4.11.

지정 거리 방향키 복사

CDA

지정 거리 방향키 복사

기능
 선택한 객체를 방향키 방향대로 지정 거리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방향키 복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방향키 복사
명령 : CDA (Copy using the Distance, Arrow ke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방향키 방향대로 지정 거리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동일 거리로 상, 하, 좌, 우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에서 뷰 이동 설정하면 예를 들어 같은 간격 배치된 도곽간 객체 복사할 때 편리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복사 거리 입력 또는 [두 점 지정(T)]
설정에 '실행할 때 거리 입력' 체크했을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T 입력하면 두 점을 지정해 복사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복사 방향 = 방향 키. 종료 = ESC 또는 ENTER **
이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면 그 방향대로 객체가 복사됩니다.
ESC 또는 ENTER 입력하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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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실행할 때마다 복사 거리를 입력할지 항상 같은 거리를 적용할지 선택합니다.
이동할 때 화면 뷰 이동에 체크하면 화면 중심이 복사된 거리 만큼 이동됩니다.
화면 뷰 이동은 도곽마다 동일하게 객체 복사를 확인하면서 할 때 유용합니다.
관련 명령
지정 거리 방향키 이동(MDA)
12.4.12.

지정 거리 방향키 이동

MDA

지정 거리 방향키 이동

기능
 선택한 객체를 방향키 방향대로 지정 거리 이동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방향키 이동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지정 거리 방향키 이동
명령 : MDA (Move using the Distance, Arrow ke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방향키 방향대로 지정 거리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동일 거리로 상, 하, 좌, 우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이동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이동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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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이동 거리 입력 또는 [두 점 지정(T)]
설정에 '실행할 때 거리 입력' 체크했을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T 입력하면 두 점을 지정해 이동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동 방향 = 방향 키. 종료 = ESC 또는 ENTER **
이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면 그 방향대로 객체가 이동됩니다.
ESC 또는 ENTER 입력하면 종료됩니다.

2. 설정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실행할 때마다 이동 거리를 입력할지 항상 같은 거리를 적용할지 선택합니다.
이동할 때 화면 뷰 이동에 체크하면 화면 중심이 이동된 거리 만큼 이동됩니다.
관련 명령
지정 거리 방향키 복사(CDA)
12.4.13.

선 지정 거리에 선택 객체 배치

AEDC

선 지정 거리에 선택 객체 배치

기능
 선택한 객체를 선 객체 상의 지정 점부터 원하는 거리에 정렬 배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선 지정 거리에 선택 객체 배치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선 지정 거리에 선택 객체 배치
명령 : AEDC (Align selected Entities to Distance of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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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선 객체 상의 지정 점부터 원하는 거리에 정렬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명령 MEASURE 처럼 배치됩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정렬할 객체를 블록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정렬 간격을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정렬할 객체 선택
정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정렬 기준점 지정
선에 정렬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선 객체 선택
대상 선을 선택합니다.

④ 정렬 시작점 지정
정렬 거리 기준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지정한 시작점에서 다음에 입력할 거리만큼 떨어진 점에 정렬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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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진행할 방향으로 아무 점이나 지정
선의 어느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선 객체와 동떨어진 아무 점이나 지정해도됩니다.

⑥ 정렬 거리 입력
거리를 입력하면 최초 시작점에서 입력한 거리에 객체가 정렬 배치됩니다.
최초 시작할 때 거리 0 입력하면 시작점부터 정렬 배치됩니다.
거리 입력은 ESC 로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전 점부터 입력 거리만큼 떨어진 점에 정렬 배치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거리를 바꿔가며 정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렬이 반대로 뒤집어져 된다면
캐드 MEASURE 명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로그램도 대상 선 객체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리선 방향 바꾸기 (RC) 명령으로 선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RC 명령은 폴리선, 선, 호 등의 선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선 방향을 바꾸기 곤란하다면 정렬할 객체를 반대로 뒤집어 실행하면 됩니다.
12.4.14.

선을 따라 객체 정렬

AETC

선을 따라 객체 정렬

기능
 선택한 객체를 선 객체 상에 지정 간격으로 정렬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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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선을 따라 객체 정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선을 따라 객체 정렬
명령 : AETC (Align Entity To Curv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선(선, 폴리선, 호 등) 상에 지정 간격 정렬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객체를 선에 지정 간격 정렬 배치하려면
객체를 블록으로 만들고 → MEASURE 명령 → B 옵션으로 블록을 입력해 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한 구간만 배치하기 곤란한 점
- 블록을 잘못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하는 점
- 회전하고 싶지 않은데 선 직각방향으로 회전되는 점
이 프로그램은 위같은 불편한 점 없이 선택한 객체를 선 상에 정렬 배치합니다.

1. 정렬할 객체

도면에서 객체 선택
정렬할 객체를 실행 중 직접 선택합니다.
- 정렬 후 블록 형태로 유지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를 블록으로 만들어 정렬 배치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이 아닌 선택한 객체 그대로 배치합니다.
체크가 필요한 경우는 정렬 배치 후 객체 수정이 필요할 때
블록 하나만 수정하면 정렬된 전체 객체가 모두 반영되므로 정렬한 객체 수정이 필요할 때
체크합니다.
기존 블록
도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록을 선택해 정렬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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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블록을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 축척에 값을 입력하면 정렬할 때 입력 축척 값으로 정렬 배치합니다.

2. 정렬 대상
정렬 대상 선(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등)에 대한 설정입니다.

1) 객체 선택
도면에 있는 선(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등)을 선택해 이 선을 따라 배치합니다.
2) 두 점 지정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두 점 사이에 배치합니다.
정렬 위치
정렬 위치는 예를 들어 X 모양 객체를 배치할 때 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① 시작점부터 정렬
정렬 대상 전체 길이에 걸쳐 시작점부터 정렬 배치합니다.
선 선택할 때는 선택한 부분이 시작점이 됩니다.

② 선택 구간에만 정렬
정렬 대상 중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 구간에만 정렬 배치합니다.

③ 정렬 시작점 직접 지정
정렬 대상 중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 구간에만 정렬 배치합니다.
정렬 시작점 지정 후 진행 방향점을 지정해 지정한 쪽으로 배치합니다.

3. 정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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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분 정렬할지 간격 마다 정렬할지 결정합니다.

등분 정렬
선택한 객체를 정렬할 등분 개수를 입력합니다.

정렬 간격
선택한 객체를 정렬할 간격 값을 입력합니다.
간격은 '간격숫자' 와 '간격개수@간격숫자' 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100'을 입력했다면 100 간격씩 세번 정렬 배치합니다.

- 선 중간부터 앞, 뒤로 간격 정렬
간격으로 정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시작점부터 정렬하면 위 그림처럼 끝에만 간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 체크하면 아래처럼 선의 중심부터 간격대로 정렬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남는 간격은 시작, 끝에 배분됩니다.

4. 기타 설정

1) 실행 반복
체크하면 ESC,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선 선택 ~ 배치 완료' 실행을 반복합니다.
2) 시작점, 끝점은 정렬에서 제외
체크하면 선의 시작과 끝에 객체를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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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렬할 객체를 선 방향에 맞춰 회전
체크하면 객체를 선의 직각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객체를 선 방향에 맞춰 회전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캐드 명령 MEASURE 처럼 배치됩니다.
체크하면 실행 중 마지막에 '정렬된 객체 90 도씩 회전' 추가 과정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5. 실행 절차
① 선을 따라 정렬할 객체 선택
'도면에서 객체 선택'을 사용했을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정렬할 객체를 도면에서 선택합니다.

② 정렬 기준점 지정
'도면에서 객체 선택'을 사용했을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선택한 객체의 정렬할 기준되는 점을 지정합니다.

③ 선 객체 선택
정렬 대상에서 '객체 선택'을 사용했을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정렬 대상이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 같은 선 객체입니다.
정렬 대상에서 '두 점 지정'을 사용했을 때는 이 과정에서 두 점을 지정합니다.
1) 시작점부터 정렬을 사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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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선택한 부분을 시작으로해서 정렬이 시작됩니다.
즉, 같은 선이라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렬 시작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캐드에서 호 객체는 항상 시계 반대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호에서 선택 부분부터 정렬되지 않는다면 CTP 명령으로 폴리선 변환 후 실행합니다.
2) 선택 구간에만 정렬을 사용했을 때
추가로 정렬 시작 점과 끝 점을 지정합니다.
3) 정렬 시작점 직접 지정을 사용했을 때
추가로 정렬 시작 점과 진행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점부터 정렬이라 선의 정렬 시작 쪽을 지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완료됩니다.

④ R 키 누름 = 정렬된 객체 90 도씩 회전. ESC, ENTER 키 = 회전 종료
'정렬할 객체를 선 방향에 맞춰 회전' 체크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선택한 객체 또는 지정한 블록 정렬 후 이 명령 상태에서 R 을 누를 때마다 정렬된 객체가
90 도씩 회전합니다.
정렬 배치된 것이 원하는 형태면 ESC 또는 ENTER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완료합니다.
관련 명령
다중 방향 복사(MCO)
두 점 등분, 간격 복사(DIC)
증분 복사(ICO)
객체 배열(ARRE)
12.4.15.

객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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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배열

기능
 선택한 객체를 수평, 수직, 사선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배열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정렬 → 객체 배열
리본 : DreamPlus → 수정 → 정렬 → 객체 배열
명령 : ARRE (ARRay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배열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배열보다는 철근을 배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X, Y, 사선 배열, 수평, 수직 일직선 배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배열할 객체 선택
배열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배열 간격 입력
객체를 배열할 간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배열 간격은 다음 번 실행 중 변경할 때까지 기억됩니다.
③ 배열할 길이 기준이 되는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길이 값 입력
배열할 길이를 얻기위한 첫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길이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④ 배열할 길이 기준이 되는 두번째 점 지정
앞서 점을 지정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배열할 길이를 얻기위한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이 완료되면 첫번째 점 ~ 두번째 점 거리가 배열 길이가 됩니다.
⑤ 옵션 입력 [X 방향(X)/Y 방향(Y)/사선(D)/수평(H)/수직(V)]
모두 5 개의 옵션이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력한 옵션은 다음 번 실행 중 변경할 때까지 기억됩니다.
X 방향(X) = 배열 간격이 X 방향입니다.
배열 방향은 다음 명령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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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방향(Y) = 배열 간격이 Y 방향입니다.
배열 방향은 다음 명령에서 결정됩니다.

사선(D) = 배열 간격이 사선 방향입니다.
배열 방향은 다음 명령에서 결정됩니다.

수평(H) = 배열 간격이 수평 방향 입니다.
방향에 관계없이 수평으로만 배열이 됩니다.
이 옵션 선택시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다음 과정 없이 프로그램이 완료됩니다.
왼쪽, 오른쪽 방향 기준은 앞서 선택했던 길이 기준 두 점 방향에 따릅니다.
즉, 첫점 보다 왼쪽을 선택했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을 선택했으면 오른쪽으로 배열 합니다.
앞서 점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길이 값을 직접 입력한 것이라면 길이 값이 음수/양수에 따라
왼쪽/오른쪽이 결정됩니다.

수직(V) = 배열 간격이 수직 방향 입니다.
방향에 관계없이 수직으로만 배열이 됩니다.
이 옵션 선택시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다음 과정 없이 프로그램이 완료됩니다.
윗쪽, 아래쪽 방향 기준은 앞서 선택했던 길이 기준 두 점 방향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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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첫점 보다 윗쪽을 선택했으면 윗쪽으로, 아래쪽을 선택했으면 아래쪽으로 배열 합니다.
앞서 점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길이 값을 직접 입력한 것이라면 길이 값이 양수/음수에 따라
윗쪽/아래쪽이 결정됩니다.

⑥ 배열할 방향 기준이 되는 첫번째 점 지정
위 배열 옵션 중 X 방향(X), Y 방향(Y), 사선(D) 옵션을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배열할 방향을 얻기 위한 첫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단순히 방향을 얻기 위한 점이므로 아무점이나 선택해도 됩니다.
⑦ 배열할 방향 기준이 되는 두번째 점 지정
배열할 방향을 얻기 위한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단순히 방향을 얻기 위한 점이므로 아무점이나 선택해도 됩니다.
관련 명령
다중 방향 복사(MCO)
두 점 등분, 간격 복사(DIC)
증분 복사(ICO)
선을 따라 객체 정렬(AETC)
12.5.

객체 참조 회전

REF

객체 참조 회전

기능
 다른 객체를 참조해서 객체를 회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객체 참조 회전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객체 참조 회전
명령 : REF (REFerence rotat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두 점을 참조해 객체를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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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빨간색 사각형을 기울어진 선에 맞춰 회전하는 예입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된 회전 후 이동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① 회전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회전할 객체를 선택 후 아래 그림처럼 ② ~ ⑤를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회전 후 이동 등을 설정합니다.
설정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아래에 있습니다.

② 회전할 객체의 기준점 지정
③ 회전할 객체의 두번째 점 지정
④ 참조 객체의 첫번째 점 지정 또는 [회전 객체 기준점 사용(P)]
⑤ 참조 객체의 두번째 점 지정
완료된 상태

④ 과정에 회전 객체 기준점 사용(P) 옵션은 이전에 지정한 회전할 객체의 기준점 ②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처럼 객체가 서로 맞물린 경우 ④ 기준점 지정 없이 ② 점을 회전 기준점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P 를 입력 또는 점 지정 없이 그냥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입력합니다.
②지정 - ③지정 - 엔터(스페이스바) - ⑤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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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회전 후 이동에 체크하면 회전된 객체를 이동합니다.
아래 옵션에 따라 이동 방식을 설정합니다.

이동 기준점
회전 완료된 후 객체를 이동할 때 이동 기준점입니다.
'새로 지정'은 사용자가 새로 지정하는 점을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객체 기준점을 이동 기준점으로 사용'은 점을 지정할 필요 없이
위 예제와 같은 그림에서 지정한 객체 기준점 ②가 이동 기준점이 됩니다.

이동할 점
객체를 옮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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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은 실행할 때 사용자가 지정하는 점으로 객체가 이동됩니다.
'참조 첫 점으로 바로 이동'은 점을 지정할 필요 없이
위 예제와 같은 그림에서 ④ 참조 객체의 첫번째 점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12.6.

복사 후 회전

CORO

복사 후 회전

기능
 객체를 복사 및 대칭(Mirror), 회전합니다.
 TAB 키를 누를 때마다 지정 각도씩 회전하며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복사 후 회전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복사 후 회전
명령 : CORO (COpy and ROtat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복사 및 대칭(Mirror),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 변경에서 TAB 으로 설정하면 TAB 키를 누를 때마다 지정 각도씩 회전하며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복사 후 회전)
①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② 복사 기준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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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사 위치 점 지정 또는 (Q = 좌우 대칭, W = 상하 대칭)
위치점 지정 전에 이 명령 상태에서 Q 또는 W 입력하면 대칭(Mirror) 됩니다.

④ 회전 각도 지정 또는 [참조(R)]
회전 각도를 마우스로 지정하거나 각도를 입력합니다.

R 을 입력해 참조 상태가 되면 참조할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복사 기준점 ~ 참조 두 번째 점이 기준 각도가 됩니다.
설정이 다중 복사면 ESC 등으로 종료 전까지위 ③ ~ ④ 과정이 반복됩니다.

2. 실행 절차 (TAB 키를 눌러 회전 후 복사)
TAB 키를 누를 때마다 설정 변경에서 지정된 각도씩 계속 회전됩니다.
회전 완료 후 복사할 위치 점을 지정합니다.
①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위 실행 절차 복사 후 회전과 같습니다.
② 복사 기준점 지정
위 실행 절차 복사 후 회전과 같습니다.
③ 복사 위치 점 지정 또는 복사 위치 점 지정 또는 (Q = 좌우 대칭, W = 상하 대칭, Tab = 방향
회전)
TAB 키를 누를 때마다 설정 변경에서 지정된 각도씩 계속 회전됩니다.
Q 또는 W 입력하면 대칭(Mirror)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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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이 완료되면 복사 위치 점을 지정합니다.

설정이 다중 복사면 ESC 등으로 종료 전까지위 ③ 과정이 반복됩니다.

3. 설정

1) 복사 설정
다중 복사는 복사할 객체 선택 - 여러 번 복사 및 회전 동작을 반복합니다.
단일 복사는 복사할 객체 선택 - 한 번 복사 및 회전 후 종료합니다.
2) 회전 설정
복사 완료 후 회전
객체 선택 - 복사 완료 - 회전 동작을 합니다.
복사 완료 전 TAB 키를 눌러 회전
객체 선택 - TAB 키를 누를 때 마다 회전 - 복사 위치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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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은 TAB 키 각도에 지정된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12.7.

같은 위치에 복사

CSL

같은 위치에 복사

기능
 객체를 같은 위치에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같은 위치에 복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같은 위치에 복사
명령 : CSL (Copy Same Loc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같은 위치에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먼저 선택 후 명령 입력해도 되고 명령 실행 후 객체 선택해도 됩니다.

1. 실행 절차
① 같은 위치로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같은 위치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선택 완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복사 완료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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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레이어 객체는 복사 제외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는 선택되지 않아 복사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도 선택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
① 변경 없음
객체를 같은 위치에 복사만 합니다.
② 현재 레이어
객체를 같은 위치에 복사 후 현재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것 보다 현재 레이어로 복사 (CTL) 명령이 더 간편합니다.
③ 지정 레이어, 색상
객체를 같은 위치에 복사 후 지정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이름, 레이어 색 설정, 객체 색 설정이 활성됩니다.
관련 명령
현재 레이어로 복사 (CTL)
12.8.

점(POINT) 각도 변경

PORO

점(Point) 각도 변경

기능
 회전된 점(Point) 객체 각도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점(Point) 각도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점(Point) 각도 변경
명령 : PORO (POint ROta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UCS 도면 등에서 붙여넣은 도면에 점(Point) 객체 각도가 틀어진 경우
점 객체 각도를 원래대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왼쪽처럼 각도가 틀어진 점 상태를 오른쪽처럼 되돌립니다.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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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도를 변경할 점 객체 선택
도면에서 각도를 원래대로 되돌릴 점(Point)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이후 절차 없이 완료됩니다.
12.9.

객체 위치 좌표 보정

CEP

객체 위치 좌표 보정

기능
 미세하게 틀어진 객체 좌표를 보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객체 위치 좌표 보정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객체 위치 좌표 보정
명령 : CEP (Correction of Entities Posi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좌표를 지정한 소수점 단위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미세하게 시, 종점 좌표가 다른 수평선, 수직선 등의 좌표를 보정해 똑바르게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X 좌표가 100.00001 로 정확한 위치가 아닌 것을 100.0 으로 맞출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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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할 객체
도면에서 좌표를 보정할 객체 종류를 체크합니다.
호, 원은 체크하면 호와 원의 반지름 체크가 활성됩니다.
반지름에 체크하면 좌표 뿐만 아니라 반지름까지 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블록을 체크하면 문자 크기와 블록 축척 체크가 활성됩니다.

2. 값 적용
보정 값 소수 자리
지정한 소수 자리로 좌표를 보정합니다.
예를 들어 X 좌표가 100.123 일때
소수 자리 값을 0 으로 설정하면 : 100
소수 자리 값을 1 로 설정하면 : 100.1 이 됩니다.
소수 자리에서 처리
반올림, 올림, 내림과 오사오입이 있습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은 단위값 적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사오입은 단위값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단위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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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같은 5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102 → 100
103 → 105
108 → 110
소수 이하로 지정해 단위값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예 : 0.5)
반올림, 올림, 내림 옵션과 함께 사용 시 다양하게 원하는 결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Z 값 삭제
체크하면 좌표를 보정하면서 Z 값을 삭제합니다.
도면 작업 시 특성에는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Z 값(예 : 0.000000001)이 있거나
연결된 라인의 이음 부분이 서로 미세하게 Z 값이 달라 결합이 안되는 경우 등
Z 값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 사용합니다.
12.10. 특정 객체 특성 변경, 삭제

CSEP

특정 객체 특성 변경, 삭제

기능
 여러 조건에 맞는 특정 객체 특성을 변경하거나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 특정 객체 특성 변경, 삭제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특정 객체 특성 변경, 삭제
명령 : CSEP (Change Specific Entities Proper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조건에 맞는 특정 객체 특성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LINE) 이면서 레이어는 0, 색상은 빨간색 객체만 특성 변경하거나 삭제합니다.

대상 도면 및 검색 대상

현재 도면 : 현재 활성된 도면만 처리합니다.
다중 도면 : 여러 도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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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대상 : 지정 공간에 있는 객체만 처리합니다.
검색 대상에 예를 들어 배치를 지정했다면 도면 전체 공간 중 배치의 객체만 처리됩니다.

1. 객체 종류
여기서 선택한 객체 종류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 선, 원만 처리하고 싶을 때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① [종류 선택] 버튼으로 도면에서 선, 원 객체들 선택
② 왼쪽의 목록 중에서 선과 원을 더블클릭해 오른쪽 '처리할 객체 종류' 창으로 이동
③ 찾을 특성 탭의 [특성 가져올 객체 선택] 버튼으로 도면에서 선, 원 객체들 선택

도면에서 객체 종류를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버튼을 눌러 도면의 객체들을 선택하면 각 객체들 종류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모두'에 체크는 객체 종류와 관계없이 특성만으로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모두'는 예를 들어 레이어가 A 인 모든 객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2. 찾을 특성
여기서 체크한 특성들과 일치하는 객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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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레이어를 체크, 0 을 지정했다면
'객체 종류' 탭 목록의 객체이면서 레이어가 0 인 객체가 도면에서 처리됩니다.
이같이 여러 객체,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객체가 처리됩니다
[특성 가져올 객체 선택] 버튼으로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한 객체의 기본 특성이 표시되므로
편리합니다.
[특성 가져올 객체 선택] 선택하면 선택한 객체 종류가 객체 종류 탭에도 추가됩니다.
찾을 특성이 여러 개면 ,로 구분해 입력하거나 [특성 가져올 객체 선택] 버튼으로 추가
선택합니다.
색상 - 256 색상
체크하면 0 ~ 256 여러 가지 색상을 , 구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한 가지 색만 지정되지만 트루컬러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값 찾을 때 소수 범위 오차 적용

객체 길이, 높이, 회전, 축척 같은 숫자 값 특성을 찾을 때 범위 내 오차를 적용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객체 길이 10, 소수 범위 오차 4 를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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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서 소수 4 자리 0.0001 범위인 9.9999 보다 크고 10.0001 보다 작은 범위 객체가
처리됩니다.
특성으로 보면 값이 같지만 실제는 미세하게 값이 다른 객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설정을 활용하면 값 범위 내 객체를 처리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찾은 객체 처리
특정 객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1) 삭제
찾은 객체를 삭제합니다.
삭제이므로 다중 도면일 때는 테스트 후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블록은 찾는 레이어에 있어도 삭제 안 함'에 체크하면
블록 레이어가 찾을 특성의 체크된 레이어에 있어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블록은 특성 상 레이어가 달라도 보기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블록을 레이어 구분해 작업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실수 방지용입니다.
2) 새 레이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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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객체 레이어를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변경합니다.
새 레이어 이름, 색상, 레이어 플롯 특성 여부를 지정합니다.
3) 특성 변경
찾은 객체를 체크하고 지정한 특성으로 변경합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색상, 선종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색상에서 처리할 객체가 치수, 다중지시선일 때
치수, 다중지시선의 문자 및 선 모두 색상을 변경하거나 문자 또는 선만 색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시선은 지시선과 문자가 서로 개별 객체입니다.
일반 지시선은 각각 적용하려면 객체 종류에 '지시선' 또는 '문자' 객체를 추가해야 합니다.
선 두께는 '폴리선 두께' 입니다. 폴리선만 두께가 변경됩니다.

4. 실행
맨 위 검색 대상에서 지정한 공간(도면 전체, 모형, 배치)의 모든 객체를 처리합니다.
블록 내부의 객체도 처리할지 여부는 [객체 종류] 탭 맨 아래 '블록 내부 객체 처리' 체크
여부에 따릅니다.

맨 위 검색 대상에서 지정한 공간(도면 전체, 모형, 배치)의 모든 객체 중
블록이 아닌 객체는 건너뛰고 블록 내부의 객체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 내부 해치만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종류] 탭 맨 아래 '블록 내부 객체 처리' 체크 여부와 관계 없이 도면의 블록 내부 객체만
처리됩니다.
13. 수정 II

수정 II
- 선 두께 변경 (PW)
- 선 배경 만들기 (LIBA)
- 선 끝을 같은 선 상에 맞춤 (AEP)
- 선들의 선택 부분 한 점으로 (ELOP)
- 교차점에서 선길이 맞춤 (LLI)
- 선 길이 양쪽 증분 (ILB)
- 선 길이 한쪽 증분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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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전체 길이 변경 (CHCL)
- 끌어서 선 길이 변경 (DCHL)
- 객체 길이 정리 (FCL)
- Z 값 변경 (RZV)
- 해치를 뒤로 보내기 (DRH)
- 레이어별 Draworder (DRLA)
- 이미지 Draworder (DRI)
- X,Y 축척 다르게 변환 (XYB)
- 객체 축척 일괄변경 (MSC)
- 기준 객체대로 축척 변경 (SCB)
- 객체별 축척 맞춤 (MASC)
- 축척 변경 (SST)
- 면적으로 축척 변경 (SCAR)
- 치수, 선 형태 비율 조정 축척 (RESC)
- 선 형태 유지 LTSCALE 변경 (RELS)
- 객체별 회전 맞춤 (MARO)
- 간편 Mirror (MIXY)
- 간편 DVIEW (EDV)
- 간편 십자선 회전 (ESN)
- 두 점으로 UCS 작성 (TU)
- 객체 색상 변경 (EC)
- 객체 색상 회색조, 밝기, 트루컬러 변경 (ECTG)
- 모든 객체 ByLayer, ByBlock (BYL)
- ByLayer 객체 색상 보존 (BEC)
- 객체 등각투영 변환 (ISOP)
13.1.

선 두께 변경

PW

선 두께 변경

기능
 선택한 선, 폴리선, 호, 원의 선 두께를 일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 두께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 두께 변경
명령 : PW (modify Polylin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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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폴리선, 호, 원의 선 두께를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선, 호, 원은 두께 적용을 위해 폴리선으로 변경됩니다.
단순히 선, 호, 원을 폴리선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됩니다.

실행 절차
① 선 두께를 변경할 객체 선택
선 두께를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입니다.
② 변경 선 두께 입력
변경할 선 두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어 다음 번에 실행할 때 기본 값으로 표시됩니다.
관련 명령
선 길이 변경 (CHCL)
13.2.

선 배경 만들기

LIBA

선 배경 만들기

기능
 선택한 선 뒤에 배경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 배경 만들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 배경 만들기
명령 : LIBA (LIne BAckgroun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뒤에 배경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제안서, 삽도 등에 강조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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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원본 선 두께
'변경 없음' 체크하면 원본 선의 두께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정 두께' 체크하면 원본 선의 두께를 변경합니다.
지정 두께는 원본에 선 두께 없거나 여러 선을 일괄 선 두께 같게할 때 사용합니다.
지정 두께 사용하면 선 두께 넣기위해 우선 폴리선 변경 작업을 하므로
새로 그린 객체가 되어 완료 후 객체 순서가(DrawOrder) 다른 선들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배경 선 두께
원본 선보다 얼마다 폭을 두껍게할지 배수를 입력합니다.
배수는 1 보다 크게 입력해야 합니다.
배경 선 종류
'실선'은 배경 선을 Continuous 로 설정합니다.
'원본과 동일'은 원본 그대로 선종류를 적용합니다.
배경 선 색상
배경 선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출력했을 때 배경 선이 흰색으로 보이려면 255,255,255 트루컬러로 지정합니다.
뒤로 보내기
처리할 각각의 선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기본 설정인 '선택한 선 각각의 뒤로' 사용합니다.
처리할 각각의 선들이 붙어 있다면 아래 그림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1) 선택한 선 각각의 뒤로
각각의 선 뒤에 배경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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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한 선 모두의 뒤로
선택한 선들이 배경보다 모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본 선과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원본과 배경 선을 하나의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선을 복사,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3.

선 끝을 같은 선 상에 맞춤

AEP

선 끝을 같은 선 상에 맞춤

기능
 선택한 선, 폴리선의 끝을 지정한 선 상에 동일하게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s → 선 끝을 같은 선 상에 맞춤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 끝을 같은 선 상에 맞춤
명령 : AEP (Align End Point on same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폴리선의 끝을 지정한 선 상에 동일하게 맞출 때 사용합니다.
중심선 등을 동일 높이 등으로 맞출 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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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캐드의 CHANGE 명령과 비슷합니다.
캐드의 CHANGE 명령은 폴리선 미지원, 외부 점을 지정할 때 엉뚱하게 변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정점이 여러 개인 폴리선은 지원하지 않고 라인처럼 시작, 끝 정점만 있는
폴리선을 지원합니다.

실행 절차
① 끝을 맞출 선 선택
높낮이나 좌, 우 위치를 동일하게 맞출 선들을 선택합니다.
② 맞출 점 지정
점을 지정하면 이 점에 맞춰 선들의 끝 점이 조정됩니다.
선들의 끝 점 변경이 안 되면
객체 위치가 도면 원점(0, 0, 0)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선들을 원점 근처로 옮기면 됩니다.
13.4.

선들의 선택 부분 한 점으로

ELOP

선들의 선택 부분 한 점으로

기능
 선택한 선, 폴리선의 선택 부분 끝을 지정한 한 점으로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들의 선택 부분 한 점으로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들의 선택 부분 한 점으로
명령 : ELOP (End of the Line to One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폴리선의 선택 부분 끝을 지정한 한 점으로 맞출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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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끝 점을 한 점으로 움직일 객체 선택 구석점 지정 또는 [울타리 선택(F)]
두 점 대각 영역 선택해 선들의 끝 부분쪽을 선택합니다.
영역 선택이 곤란하면 F 를 입력해 울타리 선택합니다.
울타리 선택할 때는 움직일 부분 쪽이 걸리도록 울타리 선을 그려주세요.
② 한 점 지정
점을 지정하면 이 점에 맞춰 선들의 끝 점이 조정됩니다.
13.5.

교차점에서 선길이 맞춤

LLI

교차점에서 선길이 맞춤

기능
 선들의 각 교차점에서 길이를 입력 길이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교차점에서 선길이 맞춤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교차점에서 선길이 맞춤
명령 : LLI (Line Length from Inters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들의 각 교차점에서 길이를 입력 길이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같은 중심선들이 도면이 있을 때

각 교차점에서 길이가 모두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림처럼 모두 같게 맞출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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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교차점부터 튀어나온 길이를 맞출 선들 선택
길이를 맞출 선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② 길이 입력
교차점부터 길이를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한 값은 저장됩니다.
13.6.

선 길이 양쪽 증분

ILB

선 길이 양쪽 증분

기능
 선택한 선들의 길이를 양쪽으로 증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 길이 양쪽 증분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 길이 양쪽 증분
명령 : ILB (Increment Length of Both sid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들의 길이를 양쪽으로 증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들을 선택 후 100 입력하면 선들의 길이가 양쪽으로 100 씩 늘어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LINE), 폴리선, 호, 끊어진 타원입니다.

실행 절차
① 양쪽 증분할 객체 선택
길이 증분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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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복잡할 때는 필터 객체 선택 (FSE) 또는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명령 등을 활용해
먼저 선택 후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② 증분 길이 입력
양수 값 입력하면 객체 양쪽에서 입력 길이만큼 늘어납니다.
음수 값 입력하면 객체 양쪽에서 입력 길이만큼 줄어듭니다.
13.7.

선 길이 한쪽 증분

ILO

선 길이 한쪽 증분

기능
 선택한 선들의 한쪽 길이를 증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 길이 한쪽 증분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 길이 한쪽 증분
명령 : ILO (Increment Length of One sid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들의 한쪽 길이를 증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들의 증분할 부분 선택 후 100 입력하면 길이가 100 씩 늘어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LINE), 폴리선, 호, 끊어진 타원입니다.

실행 절차
① 객체들 증분할 부분 선택
객체의 길이 증분할 부분을 선택합니다.

한 번 선택할 때 그림처럼 빨간 영역 각각 선택해
여러 선의 각각 선택한 부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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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먼저 선택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절차 대신 증분할 부분 쪽 점을 지정합니다.
객체 먼저 선택할 때는 변경 부분 쪽이 한 쪽으로 같을 때만 사용해주세요.
도면이 복잡할 때는 필터 객체 선택 (FSE) 또는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명령 등을 활용해
먼저 선택 후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② 증분 길이 입력
양수 값 입력하면 선택한 부분이 입력 길이만큼 늘어납니다.
음수 값 입력하면 선택한 부분이 입력 길이만큼 줄어듭니다.
13.8.

선 전체 길이 변경

CHCL

선 전체 길이 변경

기능
 선택한 선, 폴리선, 호의 전체 길이를 지정 길이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 전체 길이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 전체 길이 변경
명령 : CHCL (CHange Curve Leng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전체 길이를 지정 길이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호, 끊긴 타원입니다.
캐드에 LENGTHEN(기본 단축 명령 LEN) 명령과 결과는 같습니다.
LENGTHEN 명령은 전체 길이를 변경하기 위해 옵션 입력이 번거로운 점과
선택 객체마다 다른 길이 적용이 안되는 것, 여러 선 선택 안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실행 절차
① 선 하나, 전체 길이 변경할 부분 선택 또는 [선 여러 개, 전체 길이 변경(S)]
객체 하나의 길이 변경할 부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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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방향과 관계 없이 선택한 부분 길이가 변경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 여러 개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S 입력하면 아래같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선 여러 개, 전체 길이 변경할 부분 선택 또는 [선 하나, 전체 길이 변경(S)]
마찬가지로 다시 S 입력하면 선 하나씩 선택해 실행합니다.
실행 상태는 변경 전까지 다음 번 실행할 때도 유지됩니다.
선 하나 선택은 하나씩 길이 변경 값이 다를 때, 변경 부분이 다를 때 편리합니다.
선 여러 개 선택은 여러 개 길이 변경 값이 같을 때, 변경 부분이 같을 때 편리합니다.
선 여러 개 선택은 한 번 선택할 때 그림처럼 빨간 영역 각각 선택해
여러 선의 각각 선택한 부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② 전체 길이 입력 [문자 선택(E)]
변경할 선 길이를 입력합니다.
E 입력하면 도면에 있는 문자를 선택해 문자 값으로 객체 길이를 변경합니다.
① ~ ②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관련 명령
선 두께 변경 (PW)
13.9.

끌어서 선 길이 변경

DCHL

끌어서 선 길이 변경

기능
 선의 끝을 마우스로 끌어서 길이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끌어서 선 길이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끌어서 선 길이 변경
명령 : DCHL (Drag to CHange Line length)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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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의 끝을 마우스로 끌어서 길이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선 끝 길이를 늘리고 싶을 때 임의 범위까지 EXTEND 명령 사용하는 불편을 줄여줍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LINE), 폴리선, 호입니다.

실행 절차
① 길이 변경할 선 끝 부분 선택
선의 길이 변경할 끝 부분을 선택합니다.
선 시작 쪽을 선택하면 시작 부분을 늘리고 끝 쪽을 선택 끝 부분을 늘립니다.

② 변경 위치 점 지정
마우스로 끌면 선택한 부분이 방향대로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 지정하면 길이 변경이 완료됩니다.

끝 부분이 호라면 같은 반지름으로 길이만 줄어들어나 늘어납니다.

13.10. 객체 길이 정리

FCL

객체 길이 정리

기능
 선택한 선의 길이를 지정 소수자리에 맞춰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객체 길이 정리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객체 길이 정리
명령 : FCL (Fixed Curve Leng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의 길이를 지정 소수자리에 맞춰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의 길이가 100.1234 일 때 소수자리 0 에서 반올림해 길이 100 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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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객체 종류
여기서 체크한 객체들만 도면에서 선택, 처리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선택할 때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폴리선은 '정점 사이 길이를 변경'에 체크하면 폴리선 전체 길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선의 각 정점 사이 길이를 변경합니다.
소수 자리, 소수 적용
입력한 소수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단위값 적용
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 결과로 도면에 표시됩니다.
도면 객체 길이 1002 → 1000
도면 객체 길이 1003 → 1005
도면 객체 길이 1008 → 1010

DreamPlus

Page1074

소수자리에 적용받지 않고 지정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13.11. Z 값 변경

RZV

Z 값 변경

기능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한 객체의 Z 값을 바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Z 값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Z 값 변경
명령 : RZV (Remove Z-coordinate Valu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Z 값 변경과 관련된 6 가지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 입니다.
1. Z 값 변경 : 선택한 객체의 Z 값을 지정 값으로 일괄 변경, 기존 Z 값을 지정 값으로 사칙 연산
2. Z 값 연속 변경 : 선택한 객체의 Z 값을 증분 값으로 연속해 변경
3. 객체 Z 값 문자 쓰기 : 객체가 가진 Z 값을 문자로 표기
4. 문자 내용으로 문자 Z 값 생성 : 선택한 문자들의 숫자 값대로 각 문자의 Z 값을 설정
5. 문자 내용으로 객체 Z 값 변경 : 선택한 문자의 숫자 값대로 선택한 객체들의 Z 값을 변경
6. 3D 폴리선 선택 정점 Z 값 변경 : 3D 폴리선의 선택한 정점 Z 값을 변경
소수 자리는 'Z 값 변경'과 '객체 Z 값 문자 쓰기' 기능의 공통 설정으로 적용할 Z 값의 소수
자리 값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 값이 10.123 일 때 소수 자리 2 로 적용하면 10.12 가 객체에 적용되거나
도면에 표기됩니다.

1. Z 값 변경
기존 객체의 Z 값을 지정 값으로 일괄 변경하거나 기존 Z 값에 지정 값을 사칙연산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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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Z 값을 지정 값으로 변경하려면 체크 후 '객체 Z 값 지정'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0 을 입력했다면 선택한 객체의 Z 값은 0 이 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문자 내용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 객체의 Z 값에 어떤 값을 사칙 연산하려면 +/-, ×, ÷ 에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1.5 씩 빼고 싶다면 +/- 를 선택하고 -1.5 를 입력해 실행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도 적용
체크하면 블록 내부의 객체 Z 값도 변경합니다.
변경한 객체의 레이어 변경
Z 값이 변경된 객체의 레이어와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설정합니다.
객체가 많아 어떤 객체가 바뀌었는지 모를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레이어, 색상이 변경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Z 값 변경 반복 실행
체크하면 종료(엔터키, ESC 등) 전까지 '객체 선택 - Z 값 입력' 명령을 반복합니다.
여러 객체 각각 다른 Z 값으로 변경할 때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프로그램 창의 지정 값으로 변경 후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2. Z 값 연속 변경
지정한 시작 값 부터 증분 값으로 연속해 객체의 Z 값을 바꿉니다.
등고선처럼 1m 또는 5m 씩 일정한 증분 값을 가진 객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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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Z 값 지정
시작할 Z 값을 지정합니다.
증분 Z 값 지정
연속적으로 계속 증분할 Z 값을 지정합니다.
변경한 객체의 레이어 변경
Z 값이 변경된 객체의 레이어와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설정합니다.
객체가 많아 어떤 객체가 바뀌었는지 모를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레이어, 색상이 변경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예를 들어 시작 Z 값을 0, 증분 Z 값을 5 라고 입력한 경우입니다.
① 설정할 Z 값은 0.000 입니다. Z 값을 바꿀 객체 선택
최초 실행이므로 시작 Z 값에 지정한 0 으로 바꿀 객체를 선택하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입력하면 선택한 객체의 Z 값이 0 으로 바뀌고 다음
메세지가 나옵니다.
② 설정할 Z 값은 5.000 입니다. Z 값을 바꿀 객체 선택
증분 값을 5 로 지정했으므로 최초 시작 값인 0 보다 5 증분된 값으로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입력하면 선택한 객체의 Z 값이 5 로 바뀝니다.
다음 증분된 값은 10 이므로 이후 다음 객체를 선택하게됩니다.

DreamPlus

Page1077

이와 같이 최종 엔터 또는 취소를 입력해 종료전까지 연속적으로 증분해 객체의 Z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객체 Z 값 문자 쓰기
점, 선, 3D 폴리선, 블록 객체에 대해 각 점 또는 정점 등 객체가 가진 Z 값을 문자로 쓰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Z 값을 가지고 있는 점(Point)들이 많을 때 각 점의 Z 값을 문자로 표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Z 값을 문자로 표기하고 싶은 객체에 체크합니다.
선택된 객체 종류만 Z 값을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점 객체만 체크했다면 실행 중 점 객체의 Z 값만 문자로 표기합니다.
'Z 값 0 제외'에 체크하면 Z 값이 0 인 점은 문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글꼴, 높이, 폭, 레이어
도면에 Z 값을 표기할 문자의 글꼴과 높이, 폭,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글꼴, 레이어 등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렬
도면에 Z 값을 표기할 문자의 문자 정렬을 선택합니다.
이 정렬 값은 문자를 객체 위에 표기할지 아래에 표기할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들어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중앙 하단으로 표기한 것이고, 오른쪽은 중앙 상단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하단으로 표기하면 문자의 하단에 객체가 위치하고 상단으로 표기하면 문자의 상단에 객체가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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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Z 값을 표시할 위치와 문자의 정렬점 사이 떨어진 간격을 입력합니다.
선, 폴리선일때 점(Point) 표시
객체가 Line 또는 3D Polyline 인 경우 각 정점에 문자를 표기하는데 각 정점에 문자와 함께
점(Point) 객체를 추가할지 여부입니다
체크하면 정점에 문자와 함께 점 객체가 추가됩니다.
점(Point)의 표기는 현재 도면의 캐드 설정을 따라갑니다.
도면에서 점의 모양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생성된 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 모양은 캐드 명령어 PTYPE 또는 DDPTYPE 으로 설정합니다.

4. 문자 내용으로 문자 Z 값 변경
문자의 내용 중 숫자를 가지고 문자의 Z 값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내용이 10.123 일 때 이 기능을 실행하면 문자의 Z 값은 10.123 이 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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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변경한 객체의 레이어 변경
변경된 객체의 레이어와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설정합니다.
객체가 많아 어떤 객체가 바뀌었는지 모를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레이어, 색상이 변경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문자 내용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문자 내용으로 객체 Z 값 변경
도면에서 선택한 문자의 값으로 선택한 객체들의 Z 값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 내용이 10.123 인 문자를 선택 후 다른 객체를 선택하면 다른 객체들의 Z
값이 10.123 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형도에서 선택한 EL 로 논 경계 EL 을 동일하게 맞출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이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변경한 객체의 레이어 변경
변경된 객체의 레이어와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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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가 많아 어떤 객체가 바뀌었는지 모를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레이어, 색상이 변경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문자 내용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Z 값을 가져올 문자 선택
도면에서 Z 값을 가져올 문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문자에서 숫자만 인식한 값으로 다음 과정의 객체들에 이 값을 적용하게됩니다.
② Z 값을 적용할 객체 선택
앞서 문자에서 인식된 값으로 Z 값을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입력하면 선택한 객체의 Z 값이 변경됩니다.
위 ①~② 절차는 최종적으로 엔터 또는 취소를 입력해 종료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6. 3D 폴리선 선택 정점 Z 값 변경
3D 폴리선의 선택한 정점 Z 값만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캐드에서 3D 폴리선의 특정 정점 Z 값만 수정하려면 특성창에서 편집해야하는데 정점이 많을
때는 특성창에서 바로 파악/변경이 곤란합니다.
이 기능은 변경하고 싶은 정점만 바로 선택해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선택 시 정점 Z 값 임시 보기
체크하면 3D 폴리선 전체 정점의 Z 값을 도면에 임시로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수정하고 싶은 정점 Z 값을 파악할 때 편리합니다.
임시로 표기되는 Z 값은 프로그램 종료 후 사라집니다.
현재 레이어가 꺼져있거나 현재 문자 스타일이 없는 글꼴이라면 문자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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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문자 높이에는 임시로 표기되는 Z 값 문자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실행 절차
① 정점 Z 값을 변경할 3D 폴리선 선택
도면에서 3D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 시 정점 Z 값 임시 보기' 옵션에 따라 전체 정점의 Z 값이 도면에
보여집니다.
② Z 값을 변경할 정점 지정
Z 값을 변경할 정점을 지정합니다.
정확히 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지정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정점의 Z 값이 변경됩니다.
③ 변경 Z 값 입력
기본값으로 현재 정점의 Z 값이 명령창에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변경할 Z 값을 입력합니다.
만약 Z 값 변경이 필요 없다면 엔터(엔터키, 스페이스 바 등)를 입력해 다른 정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②~③ 절차는 최종적으로 엔터 또는 취소를 입력해 종료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관련 명령
Z 값 점 ↔ 문자 생성(TTP)
13.12. 해치를 뒤로 보내기

DRH

해치를 뒤로 보내기

기능
 해치를 다른 객체 보다 뒤에 표시되도록 Draw Order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해치를 뒤로 보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해치를 뒤로 보내기
명령 : DRH (DRaworder by Hatc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해치를 다른 객체 뒤로 표시되도록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객체 뒤로 보낼 해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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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객체를 선택합니다.
영역을 지정하면 해치만 필터되어 선택이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해치를 다른 객체보다 뒤로 보내게됩니다
명령을 실행했는데도 해치가 여전히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Regen 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이미지 Draworder (DRI)
13.13. 레이어별 DRAWORDER

DRLA

레이어별 Draworder

기능
 레이어별로 객체 그리기 순서를 조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레이어별 Draworder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레이어별 Draworder
명령 : DRLA (DRaworder by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별로 객체의 그리기 순서를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의 창 크기는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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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프로그램은 목록에 체크된 레이어 객체끼리만 서로 순서가 적용됩니다.
위 그림을 예로 들어
0, AA, BB 체크된 것만 순서대로 그리기 순서(Draworder)가 적용됩니다.
만약 BB 를 맨 위로 표시하고 싶다면 도구모음의 아이콘을 눌러 목록의 맨 위로 이동 후
실행합니다.
설정에 따라 체크된 레이어 전체는 체크 해제 레이어보다 위 또는 아래에 표시됩니다.

2. 설정
도구 모음
목록에서 선택 레이어를 맨 위로 올립니다.
목록에서 선택 레이어를 위로 올립니다.
목록에서 선택 레이어를 아래로 내립니다.
목록에서 선택 레이어를 맨 아래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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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모든 레이어를 체크합니다.
목록의 모든 레이어를 체크 해제합니다.
도면에서 레이어를 다시 읽습니다.
목록의 레이어를 이름순 정렬합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목록에 레이어를 표시, 체크합니다.
체크된 레이어
체크된 레이어를 체크 해제 레이어보다 위에 표시할지 아래에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처리 위치
① 현재 공간 : 현재 보이는 공간(모형 또는 배치) 객체만 그리기 순서를 변경합니다.
② 전체 도면 : 도면의 모형 및 모든 배치에 객체를 그리기 순서 변경합니다.
③ 모형 : 도면의 모형에 객체만 그리기 순서를 변경합니다.
④ 모든 배치 : 도면의 모든 배치에 객체만 그리기 순서를 변경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 적용
체크하면 블록의 내부 객체들도 설정대로 그리기 순서를 변경합니다.
블록은 블록 자체 레이어 영향이 있어 블록 내부 전체가 다른 레이어보다 위 또는 아래 표시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3. 실행
처리 위치 공간의 모든 객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 위치에 '현재 공간'을 선택했다면 현재 공간(모형 또는 배치)의 모든 객체가
조정됩니다.

처리 위치 공간에서 선택한 객체만 조정합니다.
실행하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한 객체만 조정됩니다.
처리 위치가 도면 전체 또는 모든 배치라면 모형/배치 창이 바뀔 때마다 객체를
선택해야합니다.
관련 명령
해치를 뒤로 보내기 (DRH)
이미지 Draworder (DRI)
13.14. 이미지 DRAW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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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Draworder

기능
 선택한 이미지를 도면의 맨 뒤로 또는 맨 앞으로 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이미지 Draworder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이미지 Draworder
명령 : DRI (DRaworder by Imag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다른 객체 맨 뒤로 또는 맨 앞으로 보냅니다.

실행 절차
① 이미지 선택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영역을 지정하면 이미지만 필터되어 선택이됩니다.
② 순서 옵션[앞으로(F)/뒤로(B)] 뒤로(B)
선택한 이미지를 앞으로 보낼지 뒤로 보낼지 옵션을 입력합니다
뒤로가 기본값이므로 뒤로 보내려면 B 옵션을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 누르면됩니다
관련 명령
해치를 뒤로 보내기 (DRH)
13.15. X,Y 축척 다르게 변환

XYB

X,Y 축척 다르게 변환

기능
 지정한 객체를 가로, 세로 비율을 다르게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X,Y 축척 다르게 변환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X,Y 축척 다르게 변환
명령 : XYB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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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의 가로, 세로 축척을 다르게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이 X, Y 축척을 다르게 변환하고 싶으면 객체를 블록으로 만들고, 그 블록을
삽입할 때 X, Y 축척을 다르게 삽입하면 됩니다.

1. 축척 설정
원본 객체 대비 변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X 에 0.5 입력하면 원본보다 가로가 50% 줄어듭니다.
도면에서 거리를 지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 과정으로 입력됩니다.
① 참조 길이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값 입력
변환전 원본 길이 값을 가져올 첫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 1.0 의 원본객체를 길이 2.0 에 맞출 경우 길이 1.0 을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② 참조 길이 두번째 점 지정
앞서 점을 지정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두번째 점을 지정하면 도면에 지정한 거리가 표시됩니다.
③ 실제 길이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값 입력
변환될 실제 길이 값을 가져올 첫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 1.0 의 원본객체를 길이 2.0 에 맞출 경우 길이 2.0 을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④ 실제 길이 두번째 점 지정
앞서 점을 지정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두번째 점을 지정하면 도면에 지정한 거리가 표시되고 비율 값이 프로그램 창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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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
변환 후 원본 유지
체크하면 원본은 유지하고 복사본을 변환해 도면에 삽입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원본이 변환됩니다.
변환 후 삽입점 사용자 지정
체크하면 변환된 객체를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삽입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원본 객체와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작성합니다.
'변환 후 원본 유지'를 사용하면 이 설정과 관계 없이 변환 후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변환 후 Explode 안함
이 프로그램은 변환을 위해 선택 객체를 블록으로 우선 만듭니다.
체크하면 변환 후 Explode 하지 않고 블록 상태가됩니다.
주의 사항
1) 원, 호는 변환 후 스플라인이 됩니다.
스플라인 객체는 다시 축척을 원래대로 되돌려도 원래의 원, 호가 되지 않습니다.
스플라인에서 다시 원, 호 변경은 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플라인을 폴리선으로 변환하고 싶다면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STP) 명령을 사용합니다.
2) 폴리선 객체는 변환 후 선(LINE)이 됩니다.
변환 후 선 객체는 다시 축척을 원래대로 되돌려도 원래의 폴리선이 되지 않습니다.

3. 실행 절차
① X,Y 축척을 다르게 변환할 객체 선택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변환 기준점 지정
변환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기준점 지정 후 프로그램은 완료됩니다.
'변환 후 원본 유지' 또는 '변환 후 삽입점 사용자 지정'에 체크되어 있다면 이 명령 후 삽입점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4. 사각 계산기
사각 계산기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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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지정한 직각 길이가 입력한 사각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m 가 사각 70 도면 1.06417777247591 이 됩니다
도로 설계를 예로 들면 배수계획 횡단면도 등에서 사각에 따라 횡단 비율을 늘릴 때
사용합니다.
[값 적용] 버튼을 누르면 계산된 값이 프로그램 창의 X 부분에 입력됩니다.
[값 복사] 버튼을 누르면 클립보드로 복사하므로 다른 프로그램 등에 값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13.16. 객체 축척 일괄변경

MSC

객체 축척 일괄 변경

기능
 여러 객체의 축척을 한번에 바꿉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객체 축척 일괄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객체 축척 일괄 변경
명령 : MSC (Modify entities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객체의 축척을 한번에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축척을 바꾸기 위해서는 축척 기준점이 있어야하므로 기준점을 판단할 수 있는 객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객체는 문자, 원, 호, 블록, 선, 타원, 닫힌 폴리선 입니다.
일괄적인 비율로 전체 객체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객체별로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 축척 변경 객체
축척 변경할 객체에 체크합니다

DreamPlus

Page1089

문자
문자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축척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기준점을 '중간 중심'을 선택하고 실행하면 문자의 중심을 기준으로 크기가
변경됩니다.
문자만 변경할 것이면 캐드 기본 기능인 SCALETEXT 명령이 좋습니다.
원, 호, 선, 타원, 폴리선
각 객체 중심을 기준으로 축척을 바꿉니다.
블록
블록의 삽입 점을 기준으로 축척을 바꿉니다.
만약 블록 삽입 점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블록 기준점 변경 (RBI) 명령을 사용하면됩니다.
블록에 체크하면 그림처럼 블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보여집니다.
목록에 보이는 블록들은 현재 도면의 블록입니다.
여기서 축척 변경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서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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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목록에서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되고 실행 중 사용자가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만 축척
변경합니다.
위 객체 중 지정 레이어만
객체를 선택할 때 지정한 레이어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레이어를 입력 부분이 활성되고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2. 축척 변경 기준
축척 변경을 비율로할지 고정 크기로할지 선택합니다.

1) 비율로 변경
선택한 객체 크기를 상대적인 비율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원을 3 배 크게할 때 축척 비율에 3 입력해 실행합니다.
현재 원의 크기보다 3 배 크게됩니다.
2) 크기 고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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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객체를 절대적인 크기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원의 반지름에 1 입력하면 선택한 모든 원 반지름 1 로 변경됩니다.
이 옵션은 아래 같이 별도로 크기를 지정하는 창이 활성됩니다.
축척 변경 객체에 체크된 객체는 크기 입력 부분이 활성됩니다.
각 객체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폴리선은 모양이 각각 달라 고정 크기를 파악할 수 없어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변경 대상
변경할 대상 객체를 선택합니다.

1) 선택 객체만
도면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객체만 축척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을 도면 전체 중에서 일부만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2) 도면 전체
도면 전체에서 지정한 객체를 모두 찾아 축척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을 도면 전체 모두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13.17. 기준 객체대로 축척 변경

SCB

기준 객체대로 축척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의 축척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기준 객체대로 축척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기준 객체대로 축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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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SCB (SCale by Base entit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축척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중 선택한 두 개의 기준 객체 크기 차이대로 축척을 변경합니다.

1. 실행 절차
예를 들어 아래 오른쪽 객체를 왼쪽과 똑같이 축척 줄일 때
둘의 축척 차이를 확인 후 SCALE 명령으로 줄일 필요 없이 객체 선택만으로 줄입니다.

① 축척을 가져올 블록 또는 문자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크기를 가져올 객체를 (블록 또는 문자)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객체 크기대로 축척 변경합니다.
문자를 선택하면 문자 크기를 얻고, 블록을 선택하면 블록 축척을 얻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예제는 왼쪽 문자를 선택했습니다.

② 축척 변경 대상 기준 문자/블록 선택
앞서 선택한 객체와 크기 차이를 판단할 기준 블록 또는 문자를 선택합니다.
앞서 블록을 선택했으면 여기서 블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자를 선택했으면 여기서 문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축척은 여기서 선택한 대상 기준 객체의 삽입점을 기준으로 축척 변경됩니다.
예제는 오른쪽 문자를 선택했습니다.

③ 축척 변경할 객체들 선택
축척 변경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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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축척 변경됩니다.

2. 설정 변경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치수 선종류 형태 비율 조정 축척과 치수 값 강제 유지 설정은
치수, 선 형태 비율 조정 축척 (RESC) 명령 기능과 같습니다.
상세 설명은 RESC 도움말을 참고해 주세요.
13.18. 객체별 축척 맞춤

MASC

객체별 축척 맞춤

기능
 선택한 객체들끼리 서로 축척만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객체별 축척 맞춤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객체별 축척 맞춤
명령 : MASC (MAtc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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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끼리 서로 축척만 맞출 때 사용합니다.
- 블록 선택해 이 축척대로 다른 블록들 축척을 변경.
- 문자 선택해 이 높이대로 다른 문자들 높이를 변경.
- 해치 선택해 이 축척대로 다른 해치들 축척을 변경.
- 선을 선택해 이 선종류 축척대로 다른 선들 선종류 축척을 변경.

실행 절차
① 축척을 가져올 기준 객체 선택
축척을 가져올 객체를 선택합니다.
블록, 문자, 해치, 선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축척 변경할 객체들 선택
축척 변경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앞서 선택한 객체 종류만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블록을 선택했다면 이 과정에서 블록만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된 객체들이 앞서 선택한 객체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13.19. 축척 변경

SST

축척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의 축척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축척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축척 변경
명령 : SST (Set Scale by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축척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축척이 50 이었는데 30 으로 변경할 때 값만 입력해 축척을 바꿉니다.
1:50 으로 그려진 객체를 1:30 으로 바꿀 때 50 과 30 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없이 캐드 투명 명령 CAL 로 계산해도 되나 몇 가지 설정이 지원됩니다.
도면에 표기된 축척 문자를 선택할 경우 이 축척 문자 내용도 변경된 축척으로 바꿔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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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축척 문자 선택 또는 [현재 축척 입력(E)/설정 변경(S)]
도면에 축척 표기 문자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50, 1:50, S=50 으로 표기된 문자를 선택합니다.
도면에 선택할 문자가 없다면 E 를 입력해 현재 축척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도면과 실제가 1:1 객체라면 1000 입력합니다.
현재 축척 값은 저장되므로 다른 객체를 변경할 때 같은 값을 선택(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
입력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치수 선종류 형태 비율 조정 축척과 치수 값 강제 유지 설정은
치수, 선 형태 비율 조정 축척 (RESC) 명령 기능과 같습니다.
상세 설명은 RESC 도움말을 참고해 주세요.
② 축척 변경할 객체들 선택
축척 변경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③ 기준점 지정
축척을 변경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④ 변경 축척 입력 (현재 = 50)
변경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현재 = 50) 이라고 표기되는 이유는 앞서 축척 문자를 선택했거나(50, 1:50, S=50) 50 을 직접
입력해서 현재 축척 값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한번 입력한 변경 축척 값은 저장되므로 다른 객체를 변경할 때 같은 값을 선택(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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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축척을 변경하고 앞서 문자를 선택한 경우 문자의 값도 변경됩니다.
13.20. 면적으로 축척 변경

SCAR

면적으로 축척 변경

기능
 입력한 면적이 되도록 객체 축척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종류 → 면적으로 축척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면적으로 축척 변경
명령 : SCAR (SCale by ARea)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입력한 면적이 되도록 객체 축척을 변경합니다.
일반 축척 명령은 축척 비율을 입력해 축척을 조정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면적을 입력해 축척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객체의 면적이 100 일 때 50 을 입력해 축척을 줄입니다.
선택한 객체는 면적 50 으로 변경되어 축척 조정됩니다.

실행절차
실행하면 아래같이 현재 계산 축척이 보여집니다.
<현재 설정 : 계산 축척 = 1000>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m 도면은 1000 으로 mm 도면은 1 로 설정해야 합니다.
① 면적으로 축척 변경할 객체 선택 또는 [계산 축척 변경(S)]
축척 변경할 객체를 하나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해 계산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기준점 지정
축척 변경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변경 ㎡ 면적 입력 또는 [평 면적 입력(P)]
현재 선택한 객체의 면적이 명령창에 아래같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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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의 py 는 평 면적입니다.
<현재 면적 : 100.0000 ㎡ (30.2500py)>
변경 면적을 입력하면 입력한 면적이 되도록 객체가 축척 변경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P 입력하면 '평' 단위로 면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입력한 단위 입력 방식은 다음 번에 다시 변경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13.21. 치수, 선 형태 유지 축척 조정

RESC

치수, 선 형태 비율 조정 축척

기능
 치수 형태, 선종류 형태 비율을 조정해 축척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치수, 선 형태 비율 조정 축척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치수, 선 형태 비율 조정 축척
명령 : RESC (REtain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치수와 객체의 선종류 모양 비율을 조정해 축척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CAD 에서 SCALE 명령으로 축척 조정해도 치수 설정과 선종류 축척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므로 선종류는 선 간격이 넓거나 반대로 조밀해져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수도 그림처럼 점 크기 등은 그대로이고 값은 변하므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축척 조정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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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치수와 선종류 모양을 축척에 따라 비율 조정합니다.
아래 예제 그림처럼 축척이 작아지면 치수, 선종류 형태도 작아집니다.
설정에 따라 치수 값도 강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축척 변경할 객체들 선택 또는 [치수 값 강제 유지 설정(S)]
축척 변경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치수 값 강제 유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수 값 강제 유지는 축척을 변경해도 변경 전 치수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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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길이 100 치수가 있을 때 축척을 0.5 로 줄이면
강제 유지할 때 : 치수 길이 값은 그대로 100 입니다.
강제 유지 안할 때 : 치수 길이 값은 50 입니다.
② 기준점 지정
축척 변경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축척 비율 지정 또는 [참조 길이(R)]
변경할 축척 값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완료됩니다.
참조 길이로 축척 비율을 지정하려면 'R'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참조 길이 R 입력했을 때 진행 과정입니다.
참조 길이는 캐드와 동일하게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도면에서 점을 지정해 설정합니다.
① 참조 길이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값 입력
변환 전 원본 길이 값을 가져올 첫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 1.0 의 원본 객체를 길이 2.0 에 맞출 때 길이 1.0 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② 참조 길이 두번째 점 지정
앞서 점을 지정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두번째 점을 지정하면 도면에 지정한 거리가 표시됩니다.
③ 적용 길이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값 입력
변환될 실제 길이 값을 가져올 첫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 1.0 의 원본 객체를 길이 2.0 에 맞출 때 길이 2.0 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④ 적용 길이 두번째 점 지정
앞서 점을 지정한 경우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두번째 점을 지정하면 도면에 지정 거리가 표시되고 비율 값이 프로그램에 입력됩니다.
13.22. 선 형태 유지 LTSCALE 변경

RELS

선 형태 유지 LTSCALE 변경

기능
 객체의 선종류 모양을 유지한채 LTSCALE 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선 형태 유지 LTSCALE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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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선 형태 유지 LTSCALE 변경
명령 : RELS (REtain Linetype Scale)
상세 설명
LTSCALE 을 변경하면 현재 도면 선종류 모양이 바뀝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선종류 모양을 유지한채 LTSCALE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LTSCALE 이 서로 다른 두 도면에서 선종류 모양을 유지한채 붙여넣을 때 유용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다른 도면과 LTSCALE 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복사 - 붙여넣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CAD 에서 LTSCALE 을 변경하면
객체 선종류 모양도 선 간격이 넓어지거나 또는 조밀해집니다.
일반적인 LTSCALE 변경 전, 후

이 프로그램은 객체 선종류 모양을 유지한채 LTSCALE 을 변경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LTSCALE 변경 전, 후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현재 LTSCALE 값이 표시됩니다.
① LTSCALE 새 선종류 축척 비율 입력 (현재 = 1)
변경할 LTSCALE 값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완료됩니다.
13.23. 객체별 회전 맞춤

MARO

객체별 회전 맞춤

기능
 선택한 객체들끼리 서로 회전값만 맞춥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객체별 회전 맞춤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객체별 회전 맞춤
명령 : MARO (MAtch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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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끼리 서로 회전값만 맞출 때 사용합니다.
- 블록 선택해 이 회전 값대로 다른 블록들 회전 값을 변경.
- 문자 선택해 이 회전 값대로 다른 문자들 회전 값을 변경.
- 해치 선택해 이 회전 값대로 다른 해치들 회전 값을 변경.

실행 절차
① 회전 각도를 가져올 기준 객체 선택
회전 각도를 가져올 객체를 선택합니다.
블록, 문자, 해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전 변경할 객체들 선택
회전 변경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앞서 선택한 객체 종류만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블록을 선택했다면 이 과정에서 블록만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된 객체들 회전 값이 앞서 선택한 객체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13.24. 간편 MIRROR

MIXY

간편 Mirror

기능
 Mirror 명령을 간편하게 실행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간편 Mirror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간편 Mirror
명령 : MIXY (MIrror by X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Mirror 명령을 간편하게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Mirror 명령은 객체 선택 후 기준이 되는 두 점 지정, 기존 객체 삭제 여부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좌,우 또는 상,하로 빠르게 뒤집고 싶을 때는 일반적인 과정이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선택하면 바로 Mirror 시키므로 편리합니다.
제자리에서 바로 Mirror 되고 기존 객체는 삭제됩니다.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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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우 대칭할 객체 선택 또는 [상,하 대칭(Y)/문자 설정 변경(S)]
Mirror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객체를 모두 선택했다면 엔터(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를 입력해
객체 선택을 완료합니다.
- 상,하 대칭
최초 실행 시 기본값은 좌,우로 Mirror 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명령이 표시됩니다.
상,하로 Mirror 할 것이면 이 명령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지 말고 Y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된 대칭 기준 값은 다음 변경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아래 그림은 좌,우 대칭과 상,하 대칭되는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 그림입니다.

- 문자설정 변경
명령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지 말고 S 입력하면 문자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 입력하면 좌,우 대칭할 때 문자 정렬점도 대칭 옵션이 표시되고 Y 또는 N 을 눌러 옵션을
변경합니다.
이 옵션은 좌, 우 대칭에만 영향을 주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Y 로 대칭할 때 정렬점도 대칭됩니다.
정렬점을 대칭하지 않는 것은 캐드 기본 MIRROR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아래 그림처럼 '왼쪽 정렬'의 문자는 MIRROR 후에도 '왼쪽 정렬' 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문자를 수정할 경우 아래 그림처럼 밀리기 때문에 추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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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점을 대칭하는 것은 MIRROR 후 정렬점을 반대로 설정해주는 것으로
아래 그림처럼 '왼쪽 정렬'의 문자는 MIRROR 후 '오른쪽 정렬' 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자를 수정할 경우 아래 그림처럼 밀리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렬점을 대칭하는 것이 기본값 입니다.
정렬점 대칭이 필요없다면 옵션 설정에서 N 을 입력해 대칭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13.25. 간편 DVIEW

EDV

간편 DVIEW

기능
 DVIEW 명령의 비틀기를 간편하게 적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간편 DVIEW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간편 DVIEW
명령 : EDV (Easy DView)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캐드의 좌표를 유지하면서 화면을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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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첫 번째처럼 빨간색 선형이 수평, 수직이 아니면 모두 기울어진채 작업해야 하므로
DVIEW 또는 UCS 명령으로 아래 두 번째처럼 돌려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드 기본 명령인 DVIEW 로 위 두 번째처럼 만들려면 과정이 약간 불편하고 정확한 수평
지정이 곤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점을 지정하거나 객체를 선택해 화면 뷰를 회전시키므로 편리합니다.
지정한 두 점을 수직으로 만들고 싶다면 메뉴 및 도구모음에는 없지만 EDVV 명령을 사용해
주세요.

1. 명령 옵션
두 가지 방식으로 화면 뷰를 회전합니다.
1) 두 점 지정(P)
지정한 두 점이 수평이 되도록 화면 뷰를 회전합니다.
객체 선택 중 명령에 표시된 P 입력하면 두 점 지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두 점 지정으로 실행됩니다.
① 뷰를 수평으로 만들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E)/복원(엔터키)/십자선 회전 설정
변경(S)]
② 뷰를 수평으로 만들 두번째 점 지정
2) 객체 선택(E)
선 방향대로 뷰를 회전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두 점 지정 중 명령에 표시된 E 입력하면 객체 선택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객체 선택으로 실행됩니다.
객체는 선, 폴리선, 문자, 치수 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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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내부 객체도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 번 꺾인 폴리선이면 선택한 부분의 선 방향대로 뷰가 회전됩니다.
① 뷰를 수평으로 만들 객체 선택 또는 [두 점 지정(P)/복원(엔터키)/십자선 회전 설정 변경(S)]
3) 복원(엔터키)
화면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명령 실행 후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4) 십자선 회전 설정 변경(S)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십자선 회전 설정을 변경합니다.
십자선 회전은 회전된 뷰에 맞춰 십자선도 수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설정은 뷰 회전 후 십자선도 회전하도록 예(Y) 입니다.
관련 명령
간편 십자선 회전 (ESN)
두 점으로 UCS 작성 (TU)
13.26. 간편 십자선 회전

ESN

간편 십자선 회전

기능
 십자선을 간편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간편 십자선 회전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간편 십자선 회전
명령 : ESN (Easy SNap ang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십자선 각도를 원하는 방향대로 회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캐드 기본 명령인 SNAPANG 값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정확한 각도 값을 얻기까지 과정이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점을 지정하거나 객체를 선택해 십자선을 회전시켜주므로 편리합니다.
회전된 직각 객체를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십자선이 아닌 화면 자체를 회전하려면 간편 DVIEW (EDV) 명령을 사용합니다.
치수를 그리기위해 십자선을 회전한다면
치수가 십자선 방향에 맞게 그려지려면 UCS 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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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명령 옵션 중 'UCS 로 설정 변경(S)'을 Y 로 설정하면
십자선 자체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UCS 로 설정하므로 치수를 방향대로 그리기 편합니다.

1. 명령 옵션
다섯 가지 방식으로 십자선을 회전합니다.
1) 두 점 지정(P)
지정한 두 점이 수평이 되도록 십자선을 회전합니다.
다른 방식 실행 중 명령에 표시된 P 입력하면 두 점 지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두 점 지정으로 실행됩니다.
① 십자선 각도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E)/퍼센트(G)/각도(A)/뷰(V)/복원(엔터키)/UCS 로 설정 변경(S)]
② 십자선 각도 두번째 점 지정
2) 객체 선택(E)
선 방향대로 십자선을 회전합니다.
다른 방식 실행 중 명령에 표시된 E 입력하면 객체 선택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객체 선택으로 실행됩니다.
객체는 선, 폴리선, 문자, 치수 선을 지원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도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 번 꺾인 폴리선이라면 선택한 부분의 선 방향대로 십자선이 회전됩니다.
① 십자선 각도 객체 선택 또는 [두 점 지정(P)/퍼센트(G)/각도(A)/뷰(V)/복원(엔터키)/UCS 로
설정 변경(S)]
3) 퍼센트(G)
퍼센트(%) 값을 입력해 십자선을 회전합니다.
다른 방식 실행 중 명령에 표시된 G 입력하면 퍼센트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퍼센트 상태로 실행됩니다.
① 십자선 각도 % 입력 또는 [두 점 지정(P)/객체 선택(E)/각도(A)/뷰(V)/복원(엔터키)/UCS 로
설정 변경(S)]
4) 각도(A)
도 단위 각도 값을 입력해 십자선을 회전합니다.
다른 방식 실행 중 명령에 표시된 A 입력하면 각도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각도 상태로 실행됩니다.
① 십자선 각도 입력 또는 [두 점 지정(P)/객체 선택(E)/퍼센트(G)/뷰(V)/복원(엔터키)/UCS 로
설정 변경(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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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뷰(V)
도면이 그림처럼 화면 회전되어 십자선이 기울어졌을 때 현재 뷰 상태에 맞춰 십자선을
반듯하게 만듭니다.

6) 복원(엔터키)
십자선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7) UCS 로 설정 변경(S)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UCS 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예(Y)로 설정하면 십자선 자체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UCS 로 설정해 십자선을 회전합니다.
십자선 회전이 치수를 그리기 위함이면 여기서 예(Y)로 설정해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본 설정은 아니오(N) 입니다.
관련 명령
간편 DVIEW (EDV)
두 점으로 UCS 작성 (TU)
13.27. 두 점으로 UCS 작성

TU

두 점으로 UCS 작성

기능
 두 점 지정, 객체 선택으로 수평 축 UCS 를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두 점으로 UCS 작성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수정 → 두 점으로 UCS 작성
명령 : TU (Two point Uc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두 점을 지정하거나 객체를 선택해 수평 축이 되는 UCS 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치수를 그리기위해 UCS 를 설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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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UCS 로 설정 후 수평(X) 축이 반듯하도록 화면 뷰를 회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명령 옵션 중 '뷰 회전 설정 변경(S)'을 Y 로 설정하면
UCS 로 설정 후 뷰를 반듯하게 회전하지 않아 여러 치수를 방향대로 그릴 때 편합니다.

1. 명령 옵션
두 가지 방식으로 UCS 를 설정합니다.
1) 두 점 지정(P)
지정한 두 점이 수평(X) 축이 되도록 UCS 를 설정합니다.
객체 선택 중 명령에 표시된 P 입력하면 두 점 지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두 점 지정으로 실행됩니다.
① UCS 첫번째 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E)/뷰(V)/WCS 로 되돌리기(W)/뷰 회전 설정 변경(S)]
② UCS 두번째 점 지정
2) 객체 선택(E)
선 방향이 수평(X) 축이 되도록 UCS 를 설정합니다.
두 점 지정 중 명령에 표시된 E 입력하면 객체 선택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음 번 다른 실행 방식으로 변경 전까지 계속 객체 선택으로 실행됩니다.
객체는 선, 폴리선, 문자, 치수 선을 지원합니다.
블록 내부 객체도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 번 꺾인 폴리선이라면 선택한 부분의 선 방향대로 UCS 가 설정됩니다.
① UCS 설정할 객체 선택 또는 [두 점 지정(P)/뷰(V)/WCS 로 되돌리기(W)/뷰 회전 설정
변경(S)]
3) 뷰(V)
현재 회전된 화면 뷰에 맞춰서 반듯하게 UCS 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캐드 기본 명령 UCS → V 와 같습니다.
4) WCS 로 되돌리기(W)
WCS 상태로 되돌리려면 명령 실행 중 W 입력합니다.
5) 뷰 회전 설정 변경(S)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UCS 설정 후 뷰도 반듯하게 설정할지 여부를 변경합니다.
아니오(N)로 설정하면 UCS 만 설정하고 화면 뷰는 반듯하게 회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객체 방향따라 치수 그릴 때는 아니오(N)가 낫습니다.
기본 설정은 UCS 로 설정 후 수평(X) 축이 반듯하도록 회전하는 예(Y) 입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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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DVIEW (EDV)
간편 십자선 회전 (ESN)
13.28. 객체 색상 변경

EC

객체 색상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의 색상을 입력한 0 ~ 256 숫자의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객체 색상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객체 색상 변경
명령 : EC (modify Entities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색상을 입력한 숫자 색으로 변경합니다.
한번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어 다음 실행할 때 유지됩니다.
설정에 따라 숫자 입력이 아닌 항상 지정한 색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색상을 변경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색상을 바꿀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② 색상 입력(0 ~ 256) 또는 [색상 선택(S)/객체 선택(E)]
설정에 색상 지정 방식이 '색상 번호 입력해 지정'일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실제 색상은 1 부터 255 까지입니다.
숫자 0 = ByBlock 으로 색상 지정됩니다.
숫자 256 = ByLayer 로 색상 지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색상 선택 대화상자 창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E 입력하면 색상을 가져올 다른 객체를 선택해 이 객체의 색상 대로 변경합니다.

2. 설정
1. 치수 및 블록 내부 객체 색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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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문자 등 일반적인 객체 외 치수, 다중지시선, 테이블, 블록의 색상 변경을 설정합니다.
체크한 객체는 내부 색상도 변경됩니다.
블록 자체 색만 바꾸고 내부는 바꾸고 싶지 않다면 '블록 내부 객체'를 해제해 주세요.
항상 완료 후 Regen 실행
블록 또는 테이블 등 일부 객체는 색상 변경 후 Regen 해야 변경 색으로 표시됩니다.
항상 완료 후 Regen 실행하면 객체가 많은 도면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체크해 사용합니다.
완료 후 객체 선택 상태 유지
체크하면 완료 후 객체가 선택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체크하면 색상 변경 후 복사, 이동 등 추가 작업이 있을 때 다시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2. 제외 객체

색상 변경하지 않을 객체입니다.
해치 제외에 체크해 솔리드 해치만 제외할지 모든 해치를 제외할지 선택합니다.
해치 제외 체크 후 '다른 색으로 변경'에 체크하면
다른 객체는 입력한 색으로 변경되고
솔리드 해치만 또는 모든 해치는 여기서 지정한 색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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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레이어 객체 제외에 체크해 지정한 특정 레이어 객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3. 색상 지정 방식

① 색상 번호 입력해 지정
객체 선택 후 색상 숫자 번호를 입력해 변경합니다.
② 색상 선택 대화상자로 지정
객체 선택 후 색상은 색상 선택 창에서 선택해 변경합니다.
캐드 버전에 따라 치수(치수, 지시선 등) 및 일부 객체는 트루 컬러를 선택해도 인덱스 색이
적용됩니다.

③ 색상 지정 없이 항상 같은 색 사용
객체 선택 후 색상 지정 없이 설정에서 지정한 색으로 바로 변경합니다.
체크하면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④ 색상 가져올 객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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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선택 후 색상을 가져올 다른 객체를 선택해 이 객체의 색상 대로 변경합니다.
13.29. 객체 색상 회색조, 밝기, 트루칼라 변경

ECTG

객체 색상 회색조, 밝기, 트루컬러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 색상을 회색조(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합니다.
 선택한 객체 색상의 채도, 광도를 변경합니다.
 선택한 객체 색상을 트루 컬러, 인덱스 컬러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객체 색상 회색조, 밝기, 트루컬러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객체 색상 회색조, 밝기, 트루컬러 변경
명령 : ECTG (Entities Color To Gray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 색상을 회색조, 트루 컬러, 인덱스 컬러로 변경하거나, 밝기를 바꿀 때
사용합니다.
전체 평면 중 일부를 바꿔 바탕에 베이스 객체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트루 컬러는 CTB 에 관계 없이 객체 색상대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인덱스 컬러는 트루 컬러 객체에 CTB 적용해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버전에 따라 치수(치수, 지시선 등) 및 일부 객체는 트루 컬러를 선택해도 인덱스 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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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색조(그레이스케일)로 변경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것처럼 객체 색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객체 색을 오른쪽처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변경 후 추가 밝기 변화
회색조로 변경 후 지정 값을 더해 밝기를 추가로 조절합니다.
양수(+) 값은 밝아지고 음수(-) 값은 어두워집니다.
변경해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UNDO 로 되돌린 후 값을 다시 지정해 사용합니다.
회색조+추가 밝기 변화한 결과물에 또 회색조+추가 밝기 변화는 계산 차이가 있습니다.
회색조+추가 밝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UNDO 후 다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밝기는 255,255,255 를 넘지 않습니다.
255,255,255 는 흰색이므로 과도한 값을 지정하면 객체가 모두 흰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0 ~ 30 정도로 값을 입력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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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도, 광도 변경
기존 색에 지정 채도, 광도 값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객체 색에 광도를 더해 오른쪽처럼 밝게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예제는 광도만 +25 한 것입니다)

채도를 올리면 색이 선명해지고 낮추면 색이 탁해집니다.
광도를 올리면 색이 밝아지고 낮추면 색이 어두워집니다.
변경해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UNDO 로 되돌린 후 값을 다시 지정해 사용합니다.

3. 트루 컬러,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는 CTB 에 관계 없이 객체 색상대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인덱스 컬러는 트루 컬러 객체에 CTB 적용해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인덱스 컬러는 1 ~ 255 까지의 색상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객체 색상을 강제 변경하므로 필요한 경우만 사용합니다.
ByLayer 객체도 강제 색이 지정됩니다.

4. 대상 객체
해치만 변경할지 선택한 모든 객체를 변경할지 지정합니다.
'블록 및 블록 내부 객체 포함'에 체크하면 블록 내부 객체도 변경됩니다.
블록 내부 0 번 레이어 객체의 문제점
블록 내부 0 번 레이어, ByLayer 객체는 블록 자체 레이어 색을 따라갑니다.
같은 블록이라도 레이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색으로 블록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같은 블록이라도 색이 다를 때는 어느 하나의 블록에 맞춰 변경됩니다.
13.30. 모든 객체 BYLAYER, BYBLOCK

BYL

모든 객체 ByLayer, ByBlock

기능
 도면의 모든 객체 또는 선택한 객체 특성을 ByLayer, ByBlock 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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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내부 객체 특성도 ByLayer, ByBlock 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모든 객체 ByLayer, ByBlock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모든 객체 ByLayer, ByBlock
명령 : BYL (BY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객체 특성을 모두 ByLayer 또는 ByBlock 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 정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도면

1) 현재 도면
현재 도면을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 실행은 도면에서 일부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다중 도면
다중 도면을 변경합니다.
다중 도면은 일부 객체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체크하면 도면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도면 추가 목록창에 도면은 버튼으로 추가해도 되고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상 객체

1) 선택한 객체
현재 도면에서 실행 중 선택한 객체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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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객체
도면의 모든 객체를 변경합니다.
특정 레이어 객체만 선택
체크하면 특정 레이어 객체만 변경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이름에는 패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를 입력했다면 AAA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레이어 객체가 변경됩니다.
레이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블록 객체 포함
변경 대상에 블록 객체를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블록 자체 특성은 ByLayer, ByBlock 으로 변경하지만 내부 객체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블록
내부 객체 색상 및 특성 유지'에 체크합니다.
잠긴 레이어의 객체도 변경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 안의 객체도 특성을 변경합니다.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3. 변경 특성

By Layer 로 변경할 것인지 By Block 으로 변경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변경할 특성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특성만 ByLayer 또는 ByBlock 으로 변경됩니다.
네가지 특성 중 하나라도 선택해야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13.31. BYLAYER 객체 색상 보존

BEC
기능

ByLayer 객체 색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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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Layer 객체의 레이어를 바꿔도 기존 레이어 특성(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ByLayer 객체 색상 보존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ByLayer 객체 색상 보존
명령 : BEC (Bylayer Entities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ByLayer 객체의 현재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 번 레이어의 특성이 빨간색, Hidden 선종류일 때
이 레이어에 ByLayer 로 그려진 객체는 빨간색, Hidden 특성이 됩니다.
이 객체를 2 번 레이어로 바꾸면
ByLayer 이므로 2 번 레이어의 특성대로 색상과 선종류 등이 변경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 번 레이어로 바꾸더라도 기존에 가졌던 빨간색, Hidden 특성이 되도록
객체의 특성을 ByLayer 대신 색상은 빨간색, 선종류는 Hidden 으로 조정합니다.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각 옵션에 체크한 항목만 특성을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색상에만 체크하면
객체 색상만 ByLayer 대신 객체의 레이어 색상으로 지정합니다.
변경된 객체는 레이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도 기존 색상이 계속 유지됩니다.
블록 객체 및 내부 객체 포함
체크하면 블록 및 블록 내부 객체를 변경해 블록이 레이어가 바뀌어도 이전 특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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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특성 상 하나의 블록이 바뀌면 전체 도면의 동일 블록이 다 변경됩니다.
도면의 일부 객체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합니다.
잠긴 레이어의 객체도 변경
기본적으로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변경하지 않지만 이 옵션에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의 객체도
변경해줍니다.
참고
객체를 다시 ByLayer 로 만들려면 모든 객체 By Layer (BYL)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13.32. 객체 등각투영 변환

ISOP

객체 등각투영 변환

기능
 선택한 객체를 등각투영 형태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 → 객체 등각투영 변환
리본 : DreamPlus → 수정 → 변경 → 객체 등각투영 변환
명령 : ISOP (ISOmetric Proj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등각투영 형태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은 원본 객체가 있을 때

설정에 따라 아래 형태들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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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형태 영구 변환이 아니기 때문에 변환 후 객체 특성(길이, 높이, 면적 등)이 원본대로
유지됩니다.
영구적으로 변환하고 싶다면 ?
캐드 FLATTEN 명령을 실행해 이 프로그램으로 변환된 객체를 선택, 적용하면 됩니다.

실행 절차
① 등각투영 변환할 객체 선택
변환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변환 기준점 지정
변환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뷰 입력 [남서(S)/남동(E)/북동(N)/북서(W)]
뷰 설정을 입력합니다.
14. 수정 III

수정 III
숨기기
- 선택한 객체 숨기기 (VSE)
- 블록 숨기기 보이기 (BVO)
- 색상별 끄기, 켜기 (VSC)
-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VOL)
- 모든 객체 보이기 (VON)
Offset
- 여러 번 Offset (RF)
- 증분 Offset (I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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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증분 Offset (BSF)
- 양쪽 Offset (OBS)
- 레이어로 Offset (OTL)
- 닫힌 객체 Offset (CEO)
- 오프셋 후 결합 (JOO)
참조
- 참조 경로 변경 (CHRP)
- 외부참조 결합, 삽입 (BXR)
- 모든 외부참조 결합, 삽입 (BAXR)
- 외부참조 분리 (DXR)
- 외부참조 언로드 (UXR)
-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 선택한 외부참조 교체 (CHXR)
- 외부참조 결합 문자 $ 삭제 (DBT)
- 참조 이미지를 OLE 객체로 변환 (IOLE)
그룹
- 객체 그룹 묶기 (BGR)
- 선택 그룹 풀기 (UGR)
- 모든 그룹 풀기 (EGR)
- 그룹에 객체 추가 (AGR)
- 그룹에서 객체 제거 (RGR)
해치
- 간편 해치 (EHA)
- 해치 간격 변경 (MHSP)
- 해치 원점 변경 (MHOP)
- 해치 축척 변경 (CHHS)
- 해치 합치기 (MEH)
- 해치 나누기 (DIVH)
- 해치 경계 복원 (RHB)
-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 해치 패턴 만들기 (MHPA)
- 해치 특성 일치 (HMA)
- 해치 경계선 다시 연관 (REAH)
- 벽체 닫힌 부분 찾아 해치 (WHAT)
- 해치 패턴 고침 (FXH)
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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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포함 선종류 만들기 (MTLT)
- 선종류 병합 (MELT)
- 객체 선종류 축척 변경 (CHLS)
- 현재 선종류로 설정 (SCLT)
14.1.

숨기기

14.1.1. 선택한 객체 숨기기

VSE

선택한 객체 숨기기

기능
 선택한 객체를 도면에서 숨김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숨기기 → 선택한 객체 숨기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숨김 → 선택한 객체 숨기기
명령 : VSE (Visible SElected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도면에서 숨길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숨기는 것은 레이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선택한 객체만 현재 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행 절차
① 숨길 객체 선택 또는 [선택 설정 변경(S)]
현재 도면에서 숨기고 싶은 객체를 선택합니다.
블록 안의 객체는 실행이 완료되면 Regen 후 반영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선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객체 선택 시 개별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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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안의 객체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완료 후 도면의 모든 같은 블록 안 객체가 숨겨집니다.
블록 자체를 개별적으로 숨길 수는 없습니다.
2) 객체 선택 시 윈도우로 다중 선택
블록,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블록 안의 객체를 선택하려면 개별 선택으로 실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블록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동일 블록이 여러개라도 선택한 블록만 개별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숨겨진 객체는 모든 객체 보이기 (VON) 명령으로 모두 숨김을 해제하기 전까지 도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는 색상별 끄기, 켜기 (VSC) 명령으로 숨겨진 색상을 선택적으로 보이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블록 숨기기 보이기 (BVO)
색상별 끄기, 켜기 (VSC)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VOL)
모든 객체 보이기 (VON)
14.1.2. 블록 숨기기 보이기

BVO

블록 숨기기 보이기

기능
 도면에서 지정한 블록을 숨기거나 보이게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숨기기 → 블록 숨기기 보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숨김 → 블록 숨기기 보이기
명령 : BVO (Block Visible On of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지정한 블록을 숨기거나 보이게 할 때 사용합니다.

1. 블록 선택 방법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 같이 블록 목록이 보여집니다.
블록 목록에서 숨기거나 보여지게할 블록 이름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버튼은 목록의 모든 블록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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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블록를 선택해 블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 선택
이 옵션은 목록에서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중 도면에서 직접 대상 블록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비활성되고 실행 중 사용자가 도면에서 직접 블록을 선택해
처리합니다.
상태
블록 목록에 표시된 상태 항목은 해당 블록의 숨김 여부를 나타냅니다.
도면에서 블록이 숨겨진 상태인 경우 아래 그림처럼 표시됩니다.

2. 블록 숨김 처리
목록에서 블록을 선택 후 아래 버튼들을 이용해 블록을 숨기거나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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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선택한 블록 숨기기
선택한 블록을 도면에서 숨깁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 보이기
선택한 블록을 도면에서 보이게합니다.
실행 시 도면에서 직접 블록 선택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블록 외 나머지 숨기기
선택한 블록만 도면에서 보이게하고 나머지 블록은 모두 숨깁니다.
숨겨진 모든 블록 보이기
도면에 숨겨진 모든 블록을 보이게 합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객체 숨기기 (VSE)
색상별 끄기, 켜기 (VSC)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VOL)
모든 객체 보이기 (VON)
14.1.3. 색상별 끄기, 켜기

VSC

색상별 끄기, 켜기

기능
 레이어에 관계없이 선택한 색상의 객체를 끄고, 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숨기기 → 색상별 끄기, 켜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숨김 → 색상별 끄기, 켜기
명령 : VSC (set Visible by Selected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에 관계없이 색상별로 객체를 끄고 켤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현재 도면에 사용된 객체 색상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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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상 끄기
왼쪽 목록은 현재 도면의 있는 색상 중 켜진 색상을 모두 표시하는 창입니다.
색상을 끄는 방법은 아래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목록에서 선택
목록에서 끄고 싶은 색상을 선택 후 [선택한 색상 끄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도면에서 선택
[도면에서 선택 끄기]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끄고 싶은 색상을 가진 객체를 선택합니다.

2. 색상 켜기
오른쪽 목록은 현재 도면의 있는 색상 중 꺼진 색상을 모두 표시하는 창입니다.
색상을 켜는 방법은 아래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목록에서 선택
목록에서 켜고 싶은 색상을 선택 후 [선택한 색상 켜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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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색상 켜기
현재 도면에 꺼져 있는 모든 색상을 켭니다.
끄거나 켤 때마다 항상 Regen
이 프로그램은 블록 내부의 객체도 끄기 때문에 블록을 반영하려면 도면이 Regen
되어야합니다.
도면에 객체가 많으면 Regen 시 오래 걸리거나 끄거나 켤 때 깜빡거릴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해제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한번만 Regen 해서 오래걸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옵션에 체크하면 색상을 하나씩 끄거나 켤 때마다 Regen 하게 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블록 내부의 객체도 검사해 색상을 끕니다.
하지만 블록 또는 외부참조 도면의 경우에서 제대로 색상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ByBlock 으로 정의된 객체를 블록으로 작성할 경우 이 객체 색상은 블록이 속한
레이어를 따라가므로
같은 블록이라도 색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블록의 특성상 하나의 블록이 수정되면 다른 모든 같은 블록도 영향을 받으므로
ByBlock 으로 된 블록 내부의 객체가 꺼지면 다른 레이어의 같은 블록도 다른 색상이지만 꺼질
수 있습니다.
블록 내부의 객체가 ByBlock 이 아닌 ByLayer 로 되어 있거나 그냥 색상이 지정된 경우라면
이런 영향 없이 잘 꺼지고 켜집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객체 숨기기 (VSE)
블록 숨기기 보이기 (BVO)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VOL)
모든 객체 보이기 (VON)
14.1.4.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VOL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기능
 선택한 색상을 가진 객체만 보이고 다른 색상의 객체는 숨깁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숨기기 →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숨김 →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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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VOL (Visible isOLate by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에 관계없이 선택한 색상 객체만 보이고 다른 색상 객체는 숨길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보여질 색상의 객체 선택
도면에 남기고 싶은 색상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색상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한 색상의 객체만 켜고 다른 색상 객체는 숨겨집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으로 숨겨진 객체는 아래 관련 명령 프로그램으로만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객체 숨기기 (VSE)
블록 숨기기 보이기 (BVO)
색상별 끄기, 켜기 (VSC)
모든 객체 보이기 (VON)
14.1.5. 모든 객체 보이기

VON

모든 객체 보이기

기능
 도면에 숨겨진 객체를 모두 표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숨기기 → 모든 객체 보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숨김 → 모든 객체 보이기
명령 : VON (all entities Visible 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숨겨진 객체를 모두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실행됩니다.
선택한 객체 숨기기 (VSE) 명령 또는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VOL) 명령에의해 현재 도면에
숨겨진 객체를 모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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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객체수가 많으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한 객체 숨기기 (VSE)
블록 숨기기 보이기 (BVO)
색상별 끄기, 켜기 (VSC)
선택한 색상만 보이기 (VOL)
14.2.

OFFSET

14.2.1. 여러 번 OFFSET

RF

여러 번 OFFSET

기능
 입력 거리값으로 지정 개수만큼 Offset 을 자동 반복해서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Offset → 여러 번 OFFS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Offset → 여러 번 OFFSET
명령 : RF (Repeatedly oFfs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입력 개수만큼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기본 명령은 한 번만 Offset 되지만 이 프로그램은 원하는 개수만큼 Offset 하므로 한 번에
여러 개를 Offset 할 때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① Offset 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Offset 할 객체를 하나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스플라인, X 선, 광선(RAY), 호, 원, 타원입니다.
3D 폴리선은 Offset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Offset 후 원본 객체를 삭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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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ffset 할 쪽으로 점 지정
Offset 방향을 지정합니다.
③ Offset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거리 값은 저장되어 다음 번 실행할 때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④ Offset 개수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반복 개수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두 점 지정할 때는 (두 점 사이 거리 / Offset 거리) 계산해 개수 판단합니다.
관련 명령
증분 Offset (IOF)
양쪽 증분 Offset (BSF)
양쪽 Offset (OBS)
레이어로 Offset (OTL)
14.2.2. 증분 OFFSET

IOF

증분 Offset

기능
 입력 거리값으로 증분하면서 객체를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Offset → 증분 Offs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Offset → 증분 Offset
명령 : IOF (Incremental OFfs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증분 거리로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증분 거리는 원본 객체와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전 Offset 된 객체와 떨어진
거리입니다.
처음은 입력 거리만큼 Offset 되고 다음부터는 바로 이전 Offset 된 객체와 떨어진 거리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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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증분 Offset 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Offset 할 객체를 하나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스플라인, X 선, 광선(RAY), 호, 원, 타원입니다
3D 폴리선은 Offset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Offset 후 원본 객체를 삭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Offset 할 쪽으로 점 지정
Offset 방향을 지정합니다.
③ Offset 증분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이 명령은 ESC 키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되므로 계속 원하는 증분 거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여러 번 Offset (RF)
양쪽 증분 Offset (BSF)
양쪽 Offset (OBS)
레이어로 Offset (OTL)
14.2.3. 양쪽 증분 OFFSET

BSF

양쪽 증분 Offset

기능
 선택한 객체들을 양쪽으로 증분하며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Offset → 양쪽 증분 Offs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Offset → 양쪽 증분 Offset
명령 : BSF (Both Sides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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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들을 양쪽 방향 증분 거리로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증분 거리는 원본 객체와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전 Offset 된 객체와 떨어진
거리입니다.
처음은 입력 거리만큼 Offset 되고 다음부터는 바로 이전 Offset 된 객체와 떨어진 거리로
실행됩니다.

실행 절차
① 양쪽 증분 Offset 할 객체들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Offset 할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스플라인, X 선, 광선(RAY), 호, 원, 타원입니다
3D 폴리선은 Offset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Offset 후 원본 객체를 삭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양쪽 Offset 증분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거리만큼 양쪽(좌, 우)으로 Offset 됩니다.
이 명령은 ESC 키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반복되므로 계속 원하는 증분 거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여러 번 Offset (RF)
증분 Offset (IOF)
양쪽 Offset (OBS)
레이어로 Offset (OTL)
14.2.4. 양쪽 OFFSET

OBS

양쪽 Offset

기능
 선택한 객체들을 입력 값만큼 양쪽으로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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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Offset → 양쪽 Offs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Offset → 양쪽 Offset
명령 : OB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들을 입력 값만큼 양쪽으로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양쪽 Offset 할 객체들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Offset 할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스플라인, X 선, 광선(RAY), 호, 원, 타원입니다
3D 폴리선은 Offset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Offset 후 원본 객체를 삭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Offset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거리 값은 저장되어 다음 번 실행할 때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관련 명령
여러 번 Offset (RF)
증분 Offset (IOF)
양쪽 증분 Offset (BSF)
레이어로 Offset (OTL)
14.2.5. 레이어로 OFFSET

OTL

레이어로 Offset

기능
 선택한 객체를 지정한 레이어로 Offset 합니다.
 5 가지 다양한 Offset 방식을 지원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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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Offset → 레이어로 Offs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Offset → 레이어로 Offset
명령 : OTL (Offset To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로 Offset 하는 프로그램으로 Offset 된 객체가 지정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다양한 Offset 방식을 지원합니다.

1. Offset 대상 레이어
Offset 된 객체가 지정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Offset 방식
아래같이 5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1) 일반 Offset
캐드 Offset 명령과 같은 방식입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Offset 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번 Offset
입력 거리값으로 입력 개수만큼 Offset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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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는 여러 번 Offset (RF) 명령 도움말을 참고해 주십시오.
3) 증분 Offset
입력 거리값으로 증분하면서 객체를 Offset 합니다.
실행 절차는 증분 Offset (IOF) 명령 도움말을 참고해 주십시오.
4) 양쪽 증분 Offset
선택한 객체들을 양쪽으로 증분하며 Offset 합니다.
실행 절차는 양쪽 증분 Offset (BSF) 명령 도움말을 참고해 주십시오.
5) 양쪽 Offset
선택한 객체들을 입력 값만큼 양쪽으로 Offset 합니다.
실행 절차는 양쪽 Offset (OBS) 명령 도움말을 참고해 주십시오.
Offset 선의 선종류 ByLayer 로 변경
체크하면 Offset 된 객체의 선종류를 지정 레이어 선종류를 따라가도록 ByLayer 로
변경됩니다.
Offset 완료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Offset 완료 후 원본 객체가 삭제됩니다.
14.2.6. 닫힌 객체 OFFSET

CEO

닫힌 객체 Offset

기능
 닫힌(폐합) 객체를 안쪽, 바깥쪽, 양쪽 Offset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Offset → 닫힌 객체 Offset
리본 : DreamPlus → 수정 → Offset → 닫힌 객체 Offset
명령 : CEO (Closed Entity Offs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닫힌(폐합) 객체들을 안쪽, 바깥쪽, 양쪽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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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방식
아래같이 3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1) 한 번 Offset
아래 과정으로 한 번만 Offset 합니다.
① Offset 할 객체들 선택
② Offset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2) 여러 번 Offset
아래 과정으로 입력 개수만큼 Offset 합니다
'증분 Offset'은 거리를 변경하며 계속 Offset 하는 것이고
'여러 번 Offset'은 같은 거리로 입력 개수만큼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① Offset 할 객체들 선택
② Offset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③ Offset 개수 입력
개수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3) 증분 Offset
아래 과정으로 거리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Offset 합니다.
'여러 번 Offset'은 같은 거리로 입력 개수만큼 Offset 하는 것이고
'증분 Offset'은 거리를 변경하며 계속 Offset 할 때 사용합니다.
① Offset 할 객체들 선택
② Offset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③ Offset 증분 거리 입력 (종료 = ESC)
ESC 로 종료 전까지 입력한 거리씩 계속 Offset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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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Offset 방향
안쪽, 바깥쪽, 양쪽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실행 중 입력'을 지정하면 실행 중에 안쪽, 바깥쪽, 양쪽을 입력합니다.
Offset 완료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Offset 완료 후 원본 객체가 삭제됩니다.
Offset 객체 특성 변경
체크하면 Offset 된 객체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변경하려면 '레이어' 체크 후 원하는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색상, 선종류, 선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각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2.7. OFFSET 후 결합

JOO

Offset 후 결합

기능
 선택한 객체를 Offset 한 후 원본 선과 결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Offset → Offset 후 결합
리본 : DreamPlus → 수정 → Offset → Offset 후 결합
명령 : JOO (JOin after Offse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Offset 한 후 원본 선과 Offset 객체를 결합할 때 사용합니다.

DreamPlus

1. 실행 절차
① Offset 후 결합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Offset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지원되는 객체는 결합이 가능한 선, 폴리선, 호 객체입니다.

② Offset 할 쪽으로 점 지정
Offset 방향을 지정합니다.

③ Offset 거리 점 지정 또는 입력
Offset 거리를 두 점 지정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거리 값은 저장되어 다음 번 실행시 기본값으로 유지됩니다.
완료되면 그림처럼 원본과 Offset 객체가 결합됩니다.
엔터(엔터, 스페이스바 등), ESC 로 종료전까지 위 ① ~ ③ 과정이 반복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S 입력했을 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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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된 객체만 결합
체크하면 그림 부분처럼 원본을 제외하고 Offset 된 객체만 결합합니다.

결합 후 레이어, 색상 변경
체크하면 결합된 객체의 레이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지정에 체크하면 지정된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관련 명령
여러 번 Offset (RF)
증분 Offset (IOF)
양쪽 증분 Offset (BSF)
양쪽 Offset (OBS)
레이어로 Offset (OTL)
14.3.

참조

14.3.1. 참조 경로 변경

CHRP

참조 경로 변경

기능
 도면의 참조 경로를 재지정하거나 경로 유형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참조 경로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참조 경로 변경
명령 : CHRP (CHange References Pa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참조 경로를 재지정하거나 경로 유형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DWG 참조는 일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참조를 일괄 분리할 수 있습니다.

1. 처리할 참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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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참조 유형에 체크합니다.
체크 해제된 유형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설정
실행 전 주의 사항
예를 들어 현재 도면에 참조된 A 도면 안에 B 도면이 참조되어 있을 때

B 도면은 현재 도면에 참조된 것이 아니라 A 도면에 참조되어 현재 도면에선 '내포된 외부
참조'입니다.
현재 도면만 실행하면 내포된 외부 참조 B 도면은 경로 등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도면 목록에 A 도면도 추가해 실행해야 합니다.
결합할 때는 현재 도면보다 A 도면이 먼저 실행되도록 도면 목록에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1) 참조 경로 재지정

도면에 참조들 경로를 찾지 못해 표시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모든 참조들이 한 폴더에 있고 참조들을 이 폴더에서 찾게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경로] 버튼을 눌러 참조가 있는 폴더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 경로 안에 하위 폴더도 검색
참조가 XREF 폴더에 있어 지정 경로를 XREF 폴더 지정했는데 하위에 또 다른 참조있는 폴더가
있을 때

또는 XREF 폴더 아래 여러 폴더에 각각 참조 파일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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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고 실행하면 이 하위 폴더를 검색해 경로를 재지정합니다.
하위 폴더에서 파일이 검색되지 않으면 지정한 참조 경로로 설정됩니다.

2) 경로 유형 변경

도면을 열었을 때 참조가 보이지만 경로 유형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도면을 열었을 때 참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 '참조 경로 재지정'을 설정해 주세요.
참고로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특성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autoc.tistory.com/189
상대 경로는 도면과 참조들을 상대적인 위치에서 찾도록 설정합니다.
절대적인 경로가 아니므로 동일 폴더 구조가 없는 다른 사용자가 열어도 참조가 표시됩니다.
상대 경로로 실행해도 참조가 현재 도면과 다른 드라이브, 네트워크 등에 있으면
상대 경로가 될 수 없으므로 절대 경로로 자동 설정됩니다.
절대 경로는 참조들이 절대적인 위치로 기록되므로 드라이브, 폴더명 등 위치가 바뀌면 참조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초 작업은 절대 경로로 해도 다른 사용자가 열어볼 수 있도록 상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 없음은 이름만 설정하고 경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경로 없음은 캐드가 참조 도면을 찾는 순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참조 도면을 찾지 못할 때 캐드가 참조 도면을 찾는 순서는
- 현재 도면 폴더
- 캐드 옵션 [파일] 탭에 지정된 '프로젝트 파일 검색 경로'
- 캐드 옵션 [파일] 탭에 지정된 '지원 파일 검색 경로'
- 캐드 바로 가기의 속성에 지정된 시작 경로
위 순서로 참조 도면을 찾고 위 순서 경로들에서도 못 찾으면 도면에 참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경로 없음은 도면과 참조 도면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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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조 결합 (DWG)

도면의 DWG 참조를 결합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을 열었을 때 참조 도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조 경로 재지정'을 설정해 주세요.
결합 (Bind)과 삽입 (Insert) 차이점
결합 (Bind)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고유하게 현재 도면에 입력됩니다
외부참조와 현재 도면의 레이어, 블록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서 AAA$0$0BBB 가 됩니다.
현재 도면과 Xref 모두 BBB 레이어 이름이 같지만 위처럼 이름 변경되어 각 레이어 특성이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특성을 고유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도면 정리하는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삽입 (Insert)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현재 도면에 병합됩니다.
다만 Xref 안의 블록 등도 병합되어 의도하지 않게 교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병합되어 도면이 복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 같은 이름이 있으므로 병합되어 그대로 BBB 가 됩니다.
이 방식은 도면 정리하는데 편리하지만 병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참조 제외
지정한 이름의 참조는 결합(삽입)에서 제외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면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참조를 선택해 이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합(삽입) 후 Explode
체크하면 도면에 결합(삽입) 후 폭파합니다.
결합(삽입) 후 객체 순서 뒤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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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도면에 결합(삽입) 후 도면 맨 뒤로 보내기 시도합니다.
결합(삽입)된 객체가 앞으로 나온다면 체크 후 실행해 보세요.

4) 참조 분리

도면 안에 포함된 참조를 분리합니다.
특정 참조만
지정한 이름의 참조만 분리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면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참조를 선택해 이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참조 분리
도면의 모든 참조를 분리합니다.
언로드, 미 참조만 분리
언로드되거나 미참조되어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참조만 모두 분리합니다.
불필요한 참조를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14.3.2. 외부참조 결합, 삽입

BXR

외부참조 결합, 삽입

기능
 선택한 외부참조를 현재 도면에 결합 또는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외부참조 결합, 삽입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외부참조 결합, 삽입
명령 : BXR (Bind XRe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외부참조를 바로 결합 또는 삽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참조 관리자를 열지 않고 바로 처리하므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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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결합(삽입)할 외부참조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현재 도면에 결합 또는 삽입할 외부참조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도면의 외부 참조 경로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합니다.

잠긴 레이어 외부참조 처리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에 있는 외부참도도 처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의 외부참도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합 방식
결합 (Bind)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고유하게 현재 도면에 입력됩니다
외부참조와 현재 도면의 레이어, 블록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서 AAA$0$0BBB 가 됩니다.
현재 도면과 Xref 모두 BBB 레이어 이름이 같지만 위처럼 이름 변경되어 각 레이어 특성이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특성을 고유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도면 정리하는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삽입 (Insert)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현재 도면에 병합됩니다.
다만 Xref 안의 블록 등도 병합되어 의도하지 않게 교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병합되어 도면이 복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 같은 이름이 있으므로 병합되어 그대로 BBB 가 됩니다.
이 방식은 도면 정리하는데 편리하지만 병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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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참조 분리 (DXR)
외부참조 언로드 (UXR)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14.3.3. 모든 외부참조 결합, 삽입

BAXR

모든 외부참조 결합, 삽입

기능
 모든 외부참조를 결합 또는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모든 외부참조 결합, 삽입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모든 외부참조 결합, 삽입
명령 : BAXR (Bind All XRe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 내 모든 외부참조를 바로 결합 또는 삽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도면 또는 열린 모든 도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합되지 않는 도면은 ?
캐드가 처리하지 못하는 도면으로 보통 아래 원인입니다.
- 외부참조에 결합할 수 없는 객체가 있을 때
- 외부참조 도면 자체 문제
- 외부참조가 순환참조일 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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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처리
현재 도면만 처리할 지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결합 방식
① 결합 (Bind)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고유하게 현재 도면에 입력됩니다
외부참조와 현재 도면의 레이어, 블록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서 AAA$0$0BBB 가 됩니다.
현재 도면과 Xref 모두 BBB 레이어 이름이 같지만 위처럼 이름 변경되어 각 레이어 특성이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특성을 고유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도면 정리하는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② 삽입 (Insert)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현재 도면에 병합됩니다.
다만 Xref 안의 블록 등도 병합되어 의도하지 않게 교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병합되어 도면이 복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 같은 이름이 있으므로 병합되어 그대로 BBB 가 됩니다.
이 방식은 도면 정리하는데 편리하지만 병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언로드, 미참조된 Xref 는 분리
언로드되거나 미참조되어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Xref 를 모두 분리합니다.
불필요한 Xref 를 정리할 때 체크합니다.
관련 명령
외부참조 분리 (DXR)
외부참조 언로드 (UXR)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14.3.4. 외부참조 분리

DXR

외부참조 분리

기능
 선택한 외부참조를 도면에서 분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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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외부참조 분리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외부참조 분리
명령 : DXR (Detach XRe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외부참조를 바로 분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참조 관리자를 열지 않고 바로 분리하므로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① 분리할 외부참조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분리할 외부참조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잠긴 레이어의 외부참조도 처리할지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외부 참조 경로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외부참조 결합, 삽입 (BXR)
외부참조 언로드 (UXR)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14.3.5. 외부참조 언로드

UXR

외부참조 언로드

기능
 선택한 외부참조를 도면에서 언로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외부 참조 언로드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외부 참조 언로드
명령 : UXR (Unload XRe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외부참조를 바로 언로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참조 관리자를 열지 않고 바로 언로드하므로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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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로드할 외부참조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언로드할 외부참조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잠긴 레이어의 외부참조도 처리할지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외부 참조 경로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언로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외부참조 결합, 삽입 (BXR)
외부참조 분리 (DXR)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14.3.6.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외부참조 다시 로드

기능
 선택한 외부 참조를 다시 로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외부참조 다시 로드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외부참조 다시 로드
명령 : RXR (Reload XRe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외부참조를 다시 로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참조 관리자를 열지 않고 바로 다시 로드하므로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① 다시 로드할 외부참조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서 다시 로드할 외부참조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잠긴 레이어의 외부참조도 처리할지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외부 참조 경로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다시 로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외부참조 결합, 삽입 (BXR)
외부참조 분리 (DXR)
외부참조 언로드 (U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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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14.3.7.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기능
 도면의 모든 외부 참조를 다시 로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명령 : RAXR (Reload All XRef)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모든 외부참조를 다시 로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참조 관리자를 열지 않고 바로 다시 로드하므로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별다른 실행 절차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모든 외부참조가 다시 로드됩니다.
도면의 외부 참조 경로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다시 로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외부참조 결합, 삽입 (BXR)
외부참조 분리 (DXR)
외부참조 언로드 (UXR)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14.3.8. 선택한 외부참조 교체

CHXR

선택한 외부참조 교체

기능
 선택한 외부참조를 지정한 파일로 교체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선택한 외부참조 교체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선택한 외부참조 교체
명령 : CHXR (CHange X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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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선택한 외부참조를 지정한 파일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참조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선택해 교체하므로 편리합니다.
동일한 외부참조가 도면에 여러 개 있을 때 모두 교체할 수도 있고 선택한 것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외부참조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 외부참조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없이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설정에 대한 설명은 이 도움말 아래에 있습니다.
② 교체할 도면 선택
외부참조가 선택되면 아래 그림처럼 교체할 도면 선택 창이 표시됩니다.
선택 창에서 교체할 도면을 찾은 후
도면을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 버튼을 눌러 선택이 완료되면 외부참조가 교체됩니다.

2. 설정

DreamPlus

1) 교체 대상
선택한 외부참조가 도면에 여러 개 있을 때 설정입니다.
도면의 동일한 모든 참조를 교체할지 선택한 것만 교체할지 지정합니다.
2) 경로
교체되는 참조 도면의 경로 설정을 지정합니다.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특성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autoc.tistory.com/189
상대 경로로 설정해도 참조되는 도면이 현재 도면과 다른 네트워크 컴퓨터에 있으면
상대 경로로 되지 않고 절대 경로로 자동 설정됩니다.
경로 없음은 이름만 설정하고 경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경로 없음은 캐드가 참조 도면을 찾는 순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참조 도면을 찾지 못할 때 캐드가 참조 도면을 찾는 순서는
- 현재 도면 폴더
- 캐드 옵션 [파일] 탭에 지정된 '프로젝트 파일 검색 경로'
- 캐드 옵션 [파일] 탭에 지정된 '지원 파일 검색 경로'
- 캐드 바로 가기의 속성에 지정된 시작 경로
위 순서로 참조 도면을 찾고 위 순서 경로들에서도 못 찾으면 도면에 참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캐드 옵션 경로에 참조 도면을 넣어 놓는 일은 많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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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없음은 도면과 참조 도면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편리합니다.
경로 없음이고 같은 위치라면 파일을 다른 컴퓨터 다른 위치로 이동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면과 참조 도면이 같은 위치 또는 다른 위치일 때 더 편리한 것은 상대경로가
제일 좋습니다.
관련 명령
외부참조 결합, 삽입 (BXR)
외부참조 분리 (DXR)
외부참조 언로드 (UXR)
외부참조 다시 로드 (RXR)
모든 외부참조 다시 로드 (RAXR)
14.3.9. 외부참조 결합 문자 $ 삭제

DBT

외부참조 결합 문자 $ 삭제

기능
 외부참조 결합시 포함되는 $문자를 현재 도면에서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외부참조 결합 문자 $ 삭제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외부참조 결합 문자 $ 삭제
명령 : DBT (Delete Bind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외부참조 결합시 포함되는 $문자를 현재 도면에서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외부참조를 결합(Bind)하면 "외부참조명$0$명칭" 과 같은 형식으로 레이어, 스타일 등의
이름이 현재도면에 생깁니다.
관리에 불편함이 생기므로 여기서 외부참조명$0$를 삭제해 각 이름들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DreamPlus

Page1152

1. 이름을 수정할 대상
이름을 수정할 대상에 체크하면 체크한 항목의 이름에서 외부참조명$0$ 문자를 삭제합니다.

2. 현재 도면에 이름이 있는 경우
외부참조명$0$ 문자를 삭제한 이름이 현재 도면에 이미 있는 경우에 대한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참조 결합 레이어 이름이 선형$0$Center 이고, 현재 도면에 Center 레이어가
이미 있는 경우
선형$0$Center 레이어는 정리 후 이름이 Center 가 되므로 현재 도면에 이미 있는 Center
레이어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옵션을 설정합니다.
블록의 경우는 아래 '같은 이름 블록이 이미 있는 경우'에서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 현재 이름에 병합
정리된 외부참조 결합 레이어, 스타일 등 이름이 현재 도면 레이어, 스타일 등 이름과 같은
경우
이 옵션은 외부참조 결합 레이어, 스타일 등 이름을 현재 도면 레이어, 스타일 등으로
병합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의 경우 외부참조의 동일 레이어 객체는 현재 도면 동일 레이어 이름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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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의 경우 현재 도면의 레이어에 병합되므로 색상, 선종류 등 레이어 속성이 현재 도면을
따라가게됩니다.
- 참조명-이름으로 바꿈
정리된 외부참조 결합 레이어, 스타일 등 이름이 현재 도면 레이어, 스타일 등 이름과 같은
경우
이 옵션은 외부참조 결합 레이어, 스타일 등 이름을 '참조명-이름'형식으로 변경합니다.

3. 같은 이름 블록이 이미 있는 경우
외부참조명$0$ 문자를 삭제한 블록 이름이 현재 도면에 이미 있는 경우에 대한 옵션입니다.
- 현재 도면 블록으로 대체
정리된 외부참조 결합 블록 이름이 현재 도면 블록 이름과 같은 경우
이 옵션은 외부참조의 블록이 현재 도면 블록으로 대체됩니다.
이름만 같고 블록 모양이 다르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참조명-이름으로 바꿈
정리된 외부참조 결합 블록 이름이 현재 도면 블록 이름과 같은 경우
이 옵션은 정리된 외부참조 블록 이름을 '참조명-이름'형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름만 같고 블록 모양이 다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이어 이름에서 $문자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
레이어는 객체 및 스타일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객체 및 스타일이 레이어를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퍼지 후에도 삭제되지 않는다면 캐드 기본 레이어 병합 명령인 LAYMRG 명령을 사용해서
삭제되지 않는 레이어를 정리하면 됩니다.
LAYMRG 명령 사용 후에도 레이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도면입니다.
문제 있는 도면은 AUDIT 명령으로 감사를 수행 후 LAYMRG 를 시도해보거나
전체 복사 후 새 도면에 붙여넣고 LAYMRG 를 시도하면 해결됩니다.
주의 사항
Standard 문자 스타일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이름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용되지 않는 블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객체 등의
영향으로 이름이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3.10.

참조 이미지를 OLE 객체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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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미지를 OLE 객체로 변환

기능
 참조된 래스터 이미지를 OLE 객체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참조 → 참조 이미지를 OLE 객체로 변환
리본 : DreamPlus → 수정 → 참조 → 참조 이미지를 OLE 객체로 변환
명령 : IOLE (Image to OLE)
상세 설명
이미지는 도면에 참조만 될 뿐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도면을 전달할 때는 전자 전송으로 묶어서 전달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도면에 결합해 저장하려면 이미지를 편집기에서 열어 - 복사 - 캐드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 때 이미지는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객체로 도면에 삽입이 되고 도면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참조된 이미지를 간편하게 OLE 객체로 변경해줍니다.
이미 참조된 여러 이미지를 한번에 변경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만
아래같은 장/단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장점
- 도면에 이미지가 삽입되어 함께 저장됩니다.
- 이미지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단점
- 도면 크기가 증가됩니다.
- 아래 주의 사항과 같은 변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OLE 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기술이므로 Mac 용 캐드에서 도면을 열면 OLE 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1. 이 프로그램은 클립보드를 활용합니다.
Better WMF 같은 클립보드 감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면 변환되지 않습니다.
클립보드 감시 프로그램이 중간에 가로채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실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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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환 제한 사항
OLE 객체는 캐드용 객체가 아니므로 캐드에서 여러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여러 도면을 변환할 때는 검토 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합니다.
① OLE 객체는 회전할 수 없습니다.
캐드에서 OLE 객체는 회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가 회전된 경우 메모리 상에서 회전 후 OLE 로 넣습니다.
회전된 것과 동일한 효과는 나지만 원본 이미지 해상도에 따라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OLE 객체는 CLIP 할 수 없습니다.
캐드에서 OLE 객체는 CLIP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MAGECLIP 이 적용된 이미지는 보여지는 영역만큼 OLE 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LIP 여부와 관계 없이 OLE 로 변경합니다.
③ OLE 객체는 이미지 효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캐드에서 OLE 객체는 밝기, 대비, 페이드, 투명도, 반전 등 각종 효과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에 이런 효과가 적용된 여부와 관계 없이 OLE 로 변경합니다.
즉, 효과가 없는 원본 그림 그대로 OLE 객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래 프로그램에서 일부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상 도면

현재 도면: 현재 활성화된 도면 안의 이미지를 변환합니다.
다중 도면: 여러 도면 안의 이미지를 한번에 변환합니다. 별도의 도면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변환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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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2. 대상 이미지

도면의 모든 이미지
체크하면 도면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OLE 객체로 변환합니다.
변환 후 필요 없어진 이미지 참조는 참조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블록 내부 이미지도 변환하려면 '블록 내부 이미지도 적용'을 체크하고 실행합니다.
블록이 회전되었다면 OLE 는 회전을 지원할 수 없어 빈 상태로 보여집니다.
회전되지 않은 블록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 선택
선택한 이미지만 OLE 객체로 변환합니다.
다중 도면을 실행할 경우는 아래 같이 대상 공간을 선택하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활성된 도면 : 도면을 열었을 때 표시되는 모형 또는 배치 도면의 이미지만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모형만 선택 : 도면 중 모형(Model)안의 이미지만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배치만 선택 : 도면 중 배치(Paper)안의 이미지만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모형 + 배치 : 도면의 모형 및 배치를 모두 순환하며 이미지만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3. 레이어
변환된 OLE 객체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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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미지 레이어대로
OLE 객체 레이어를 기존 이미지 레이어대로 적용합니다.
지정 레이어
OLE 객체 레이어를 현재 도면 레이어 목록에서 선택해 지정합니다.
색상은 레이어와 관계 없이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규 레이어
OLE 객체 레이어를 새 레이어를 만들어 지정합니다.
색상은 새로 만들어지는 레이어의 색상입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엑셀을 이용해 OLE 삽입
엑셀을 이용하면 삽입된 OLE 이미지 품질이 향상됩니다.

체크하면 OLE 로 변환할 때 엑셀을 이용해서 변환합니다.
이미지에 따라 OLE 로 변환하면 아래 같이 투박한 색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OLE 를 확대하면 별 차이가 없지만 축소해서 볼 때나 출력할 때 품질이 원본과 다르다면
체크하고 엑셀을 이용해 실행하면 됩니다.
캐드 도면 원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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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 변환

엑셀을 이용해 OLE 변환

14.4.

그룹

14.4.1. 객체 그룹 묶기

BGR

객체 그룹 묶기

기능
 선택한 객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그룹 → 객체 그룹 묶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그룹 → 객체 그룹 묶기
명령 : BGR (Bind GRou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객체를 간편하게 그룹으로 묶을 때 사용합니다.
객체 먼저 선택 후 명령 입력해도 되고 명령 실행 후 객체 선택해도 됩니다.

실행 절차
① 그룹으로 만들 객체 선택
그룹으로 묶을 객체를 선택하면 다른 과정 없이 바로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룹은 빠른 실행을 위해 이름이 없는 그룹으로 묶어집니다.
그룹 객체는 Explode 명령으로 폭파를 하면 선들이 분해가 되므로 Explode 명령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룹 객체의 해제는 '선택 그룹 풀기(UGR)' 명령 또는 캐드의 UNGROUP 명령을
사용해야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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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선택 그룹 풀기(UGR)
모든 그룹 풀기(EGR)
그룹에 객체 추가(AGR)
그룹에서 객체 제거(RGR)
14.4.2. 선택 그룹 풀기

UGR

선택 그룹 풀기

기능
 선택한 그룹을 해제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그룹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그룹 → 선택 그룹 풀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그룹 → 선택 그룹 풀기
명령 : UGR (Unbind GRou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그룹 객체를 간편하게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먼저 선택 후 명령 입력해도 되고 명령 실행 후 객체 선택해도 됩니다.

실행 절차
① 그룹을 풀 객체 선택
그룹을 해제할 객체를 선택하면 다른 과정 없이 바로 그룹을 해제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그룹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객체를 다시 그룹으로 묶을 경우는 '객체 그룹 묶기(BGR)' 명령을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객체 그룹 묶기(BGR)
모든 그룹 풀기(EGR)
그룹에 객체 추가(AGR)
그룹에서 객체 제거(RGR)
14.4.3. 모든 그룹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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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그룹 풀기

기능
 현재 도면의 모든 그룹을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그룹 → 모든 그룹 풀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그룹 → 모든 그룹 풀기
명령 : EGR (Explode all GRoup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 전체의 모든 그룹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그룹 작업을 여러 번 하다보면 도면의 여기 저기 그룹이 쌓이게 되는데 한번에 해제하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명령어를 실행하면 다른 실행 절차 없이 현재 도면의 모든 그룹을 해제합니다.
그룹 객체는 Explode 명령으로 폭파를 하면 선들이 분해가 되므로 Explode 명령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선택한 그룹만 해제할 경우는 '선택 그룹 풀기(UGR)' 명령 또는 캐드의 UNGROUP 명령을
사용해야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객체 그룹 묶기(BGR)
선택 그룹 풀기(UGR)
그룹에 객체 추가(AGR)
그룹에서 객체 제거(RGR)
14.4.4. 그룹에 객체 추가

AGR

그룹에 객체 추가

기능
 선택한 그룹에 객체를 추가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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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그룹 → 그룹에 객체 추가
리본 : DreamPlus → 수정 → 그룹 → 그룹에 객체 추가
명령 : AGR (Add entities to GRou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기존 그룹 객체를 해제하지 않고 선택한 그룹에 객체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객체를 추가할 그룹 선택
도면에서 객체를 추가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② 선택한 그룹에 추가할 객체 선택
앞서 선택한 그룹에 추가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앞서 선택한 그룹과 추가한 객체가 같이 묶여있는 그룹 객체가 됩니다.
그룹 객체는 Explode 명령으로 폭파를 하면 선들이 분해가 되므로 Explode 명령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룹 객체의 해제는 '선택 그룹 풀기(UGR)' 명령 또는 캐드의 UNGROUP 명령을
사용해야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객체 그룹 묶기(BGR)
선택 그룹 풀기(UGR)
모든 그룹 풀기(EGR)
그룹에서 객체 제거(RGR)
14.4.5. 그룹에서 객체 제거

RGR

그룹에서 객체 제거

기능
 선택한 그룹에서 지정 객체만 해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그룹 → 그룹에서 객체 제거
리본 : DreamPlus → 수정 → 그룹 → 그룹에서 객체 제거
명령 : RGR (Remove entity fro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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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기존 그룹 객체를 해제하지 않고 선택한 그룹에서 지정한 객체만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객체를 제거할 그룹 선택
특정 객체만 해제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② 선택한 그룹에서 제거할 객체 선택
앞서 선택한 그룹에서 해제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선택한 그룹에서 지정한 객체만 해제가 됩니다.
그룹에 객체를 추가할 경우는 '그룹에 객체 추가(AGR)' 명령을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객체 그룹 묶기(BGR)
선택 그룹 풀기(UGR)
모든 그룹 풀기(EGR)
그룹에 객체 추가(AGR)
14.5.

해치

14.5.1. 간편 해치

EHA

간편 해치

기능
 점, 객체, 선, 사각 등 여러 해치 방식으로 해치합니다.
 즐겨찾기 설정을 지원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간편 해치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간편 해치
명령 : EHA (Easy HAtc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방식 해치를 한번에 간편하게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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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설정을 지원해 아래 장점이 있습니다.
- 자주 사용하는 해치 설정을 저장
- 저장된 해치 설정을 바로 적용해 해치

1. 패턴
해치 패턴 및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패턴은 [패턴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패턴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패턴을 선택합니다.
도면의 해치를 선택해 패턴 및 기본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현재 레이어로 설정되며 '지정' 체크해 원하는 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특성 및 옵션
해치의 특성 및 기타 옵션을 설정합니다.

축척 및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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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의 축척 및 각도를 입력합니다.
축척을 변경하면 간격 값이 자동 변경됩니다.
간격
간격은 반복되는 패턴 사이 간격으로 패턴에 정의된 값입니다.
예를 들어 ANSI31 은 패턴이 하나의 선이라 간격 값은 아래 그림처럼 선과 선 사이 간격입니다.

간격은 해치 고유 특성이므로 해치 패턴을 변경하면 값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간격 값을 조정해 해치의 패턴 크기를 지정 크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격 값을 조정하면 축척이 자동 변경됩니다.
같은 해치라도 도면이 인치단위인지 미터단위인지에 따라 간격은 다르게 표시됩니다.
투명도
4 가지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 설정'은 현재 도면의 투명도 변수 HPTRANSPARENCY 값을 따릅니다.
'값 지정'은 0 ~ 90 사이 값을 입력합니다.
순서
해치의 그리기 순서를 지정합니다.
도면 맨 뒤로 보낼지 선택한 경계 뒤로 보낼지 등 5 가지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고립영역
객체가 여러 개일때 고립영역을 탐지하는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주석
체크하면 해치를 주석축척으로 설정합니다.
해치에 주석을 추가하고 도면의 주석 축척을 변경하면 해치 축척이 자동 변경됩니다.
상세 내용은 캐드 도움말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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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해치
체크하면 실행할 때 생성되는 여러 개의 해치가 각각 개별적으로 생성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여러 개의 해치는 하나의 해치로 생성됩니다.
경계 유지
체크하면 해치 외곽선을 별도로 생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해치 외곽선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연관
체크하면 해치 외곽선과 해치를 연관시킵니다.
연관되면 외곽선을 스트레치할 때 해치도 함께 스트레치됩니다.
원점 지정
해치 원점(해치 패턴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지정합니다.
없음
원점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원점은 현재 도면 설정 HPORIGIN 값을 따릅니다. (기본값 0,0,0)
실행할 때 지정
해치를 작성할 때마다 해치 원점을 지정합니다.
원점을 먼저 지정하고 이후 해치 점 지정, 객체 선택 등 순서로 실행됩니다.
경계점
해치 경계의 경계점에 맞춰 자동으로 원점 지정됩니다.
회전되지 않은 직사각형 형태를 자주 해치한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보기 좋게됩니다.
다각형에서 해치 경계는 아래 그림처럼 가상의 외곽 사각 경계를 따릅니다.

실행 후 도면 해치 이전 설정 복원
체크 해제하면 프로그램에서 실행된 값이 현재 도면 해치 기본 설정 값이 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캐드 해치 명령으로 해치해도 프로그램에서 실행된 마지막 값대로 해치됩니다.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 후 실행 전의 도면 해치 설정을 다시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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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 후 캐드 해치 명령으로 해치할 때의 값이 유지됩니다.

3.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해치 설정을 저장하고 불러내 사용합니다.
즐겨찾기에는 해치의 주요 특성(패턴, 레이어, 색상, 각도, 축척, 투명도)만 저장됩니다.
1) 즐겨찾기에 저장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현재 설정을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릅니다.

즐겨찾기 추가 후 설명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어떤 곳에 적용할 해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보기를 눌러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 즐겨찾기된 해치 특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즐겨찾기 사용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된 즐겨찾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즐겨찾기 설정을 더블 클릭
② 사용하려는 즐겨찾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한 즐겨찾기로 해치 설정' 실행

4. 해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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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5 가지 해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1) 점 지정
폐합된 내부 점을 지정해 해치합니다.
점 지정이 모두 완료되면 해치가 완료됩니다.
2) 객체 선택
폐합된 객체를 선택해 해치합니다.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해치가 완료됩니다.
엔터(엔터, 스페이스바 등) 또는 ESC 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해치할 수 있습니다.
3) 선 선택
선, 폴리선을 선택해 한쪽 또는 양쪽으로 오프셋된 간격만큼 해치합니다.
엔터(엔터, 스페이스바 등) 또는 ESC 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해치할 수 있습니다.
실행은 아래 순서대로 입니다.
① 한쪽 방향 해치할 선, 폴리선, 호 선택 또는 [양쪽 방향(B)]

② 해치할 방향쪽으로 점 지정

② 해치 폭 입력
해치 폭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며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해치가 생성됩니다.

4) 2 점 사각
대각 두 점을 지정해 사각 영역을 해치합니다.
엔터(엔터, 스페이스바 등) 또는 ESC 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해치할 수 있습니다.
사각 경계도 그리고 싶다면 옵션에 '경계 유지'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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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점 사각
세 점을 지정해 사각 영역을 해치합니다.
회전된 사각 영역 등에 해치할 때 편리합니다.
엔터(엔터, 스페이스바 등) 또는 ESC 를 눌러 종료 전까지 계속 해치할 수 있습니다.
사각 경계도 그리고 싶다면 옵션에 '경계 유지'를 체크합니다.

14.5.2. 해치 간격 변경

MHSP

해치 간격 변경

기능
 선택한 해치의 패턴 간격을 지정 값으로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간격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간격 변경
명령 : MHSP (Modify Hatch SPa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해치의 패턴 간격을 지정 값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해치는 특정 패턴의 연속이고 이 패턴은 지정 간격 값으로 반복됩니다.
간격을 활용하면 굳이 선을 그리지 않고 해치를 활용해 도면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SI31 패턴을 -45 도 각도로 그리면 아래 그림처럼 수평선이 됩니다.
ANSI31 패턴의 간격은 각 선 사이 간격 값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간격 값을 지정하면 선을 반복적으로 그리지 않고 해치를 활용해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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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를들어 벽돌 모양인 AR-B816 패턴은 간격 값이 아래와 같고 이 값을 정확히 지정해
정확한 벽돌 크기로 해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 해치 원점 변경 (MHOP) 명령을 활용해 패턴이 시작할 기준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① 간격을 변경할 해치 객체 선택
패턴 간격을 변경할 해치를 선택합니다.
② 해치 간격 입력 <3.175>
원하는 패턴 간격을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뒤에 표시되는 숫자는 현재 선택한 해치의 패턴 간격입니다.
적용 안되고 아래 에러가 발생한다면

1. 현재 캐드에 없는 해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명령으로 내보내 캐드에 적용 후 실행하면 됩니다.
캐드 적용 방법은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명령 도움말에 있습니다.
캐드에 해치를 추가하면 캐드는 재시작해야합니다.
2. 객체 자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명령창에 AUDIT 입력 후 Y 를 입력해 도면 오류를 수정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해치 원점 변경 (M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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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축척 변경 (CHHS)
14.5.3. 해치 원점 변경

MHOP

해치 원점 변경

기능
 선택한 해치의 원점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원점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원점 변경
명령 : MHOP (Modify Hatch Origin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해치의 원점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해치 원점 변경은 보통 아래 이유로 합니다.
- 패턴 모양 시작을 특정 기준점부터 표시되게 할 때
- 패턴 모양이 깨져보일 때
원점은 캐드 기본 명령어인 -HATCHEDIT 명령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원점을 변경할 해치 객체 선택
원점을 변경할 해치를 선택합니다.

② 해치 원점 지정
해치의 원점을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원점이 변경되어 패턴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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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안되고 아래 에러가 발생한다면

1. 현재 캐드에 없는 해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명령으로 내보내 캐드에 적용 후 실행하면 됩니다.
캐드 적용 방법은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명령 도움말에 있습니다.
캐드에 해치를 추가하면 캐드는 재시작해야합니다.
2. 객체 자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명령창에 AUDIT 입력 후 Y 를 입력해 도면 오류를 수정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해치 간격 변경 (MHSP)
해치 축척 변경 (CHHS)
14.5.4. 해치 축척 변경

CHHS

해치 축척 변경

기능
 선택한 해치의 축척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축척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축척 변경
명령 : CHHS (CHange Hatch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해치의 축척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축척 변경할 해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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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을 변경할 해치를 선택합니다.
② 축척 입력 또는 [상대적인 축척(R)]
변경할 해치 축척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축척 값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R 입력하면 상대적인 축척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치 축척이 100 일 때
R 입력 후 2 입력하면 현재 해치 축척 × 2 값으로 변경되어 200 이 됩니다.
상대적인 축척은 도면에 여러 해치가 각각 축척이 다르고 현재 상태보다 반 작게(0.5 입력)
또는 두 배 크게(2 입력) 변경처럼 각각 상대적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해치 간격 변경 (MHSP)
해치 원점 변경 (MHOP)
14.5.5. 해치 합치기

MEH

해치 합치기

기능
 선택한 해치들을 하나의 해치로 합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합치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합치기
명령 : MEH (MErge Hatch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해치들을 하나의 해치로 합칠 때 사용합니다.
하나의 해치로 합쳐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합친 해치의 특성 기준이 되는 해치 선택
해치를 합쳤을 때 특성(패턴, 각도, 레이어, 색상 등) 기준이 되는 해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해치의 특성을 합친 해치에 적용합니다.
② 합칠 해치 모두 선택
하나로 합칠 해치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되면 해치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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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안되고 아래 에러가 발생한다면

1. 현재 캐드에 없는 해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명령으로 내보내 캐드에 적용 후 실행하면 됩니다.
캐드 적용 방법은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명령 도움말에 있습니다.
캐드에 해치를 추가하면 캐드는 재시작해야합니다.
2. 객체 자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명령창에 AUDIT 입력 후 Y 를 입력해 도면 오류를 수정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해치 나누기 (DIVH)
14.5.6. 해치 나누기

DIVH

해치 나누기

기능
 선택한 해치들을 선택한 기준선에 맞춰 나눕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나누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나누기
명령 : DIVH (DIVide Hatch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해치들을 선택한 기준선에 맞춰 나눌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나눌 해치 선택
기준선에 맞춰 나눌 해치를 선택합니다.
나눌 해치가 많을 때 모두 선택보다는 몇 개씩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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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치를 나눌 기준 선 선택
앞서 선택한 해치를 나눌 기준 선을 선택합니다.
기준 선은 선, 폴리선, 호를 지원합니다.

완료되면 그림처럼 기준선에 맞춰 해치가 나눠집니다.
나눠진 해치는 다른 객체보다 앞으로 나오므로
필요하면 캐드 DRAWORDER 명령 또는 해치를 뒤로 보내기 (DRH) 명령으로 뒤로
보내야합니다.

관련 명령
해치 합치기 (MEH)
14.5.7. 해치 경계 복원

RHB

해치 경계 복원

기능
 해치의 외곽 경계선을 다시 복원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경계 복원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경계 복원
명령 : RHB (Restore Hatch Boundar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외곽 경계선이 없는 해치의 경계선을 다시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해치가 하나라면 캐드의 해치 편집(HATCHEDIT) 명령 또는 해치를 더블 클릭해 해치 편집
창에서 '경계 재작성'을 실행하면 됩니다.
경계를 복원할 해치가 여러 개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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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가 하나라도 빠르게 경계 생성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1. 실행 절차
① 경계를 복원할 해치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경계를 다시 만들 해치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현재 레이어에 해치 경계가 작성됩니다.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아래 그림같은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복원된 경계 선을 결합할지 여부와 경계선의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참고
캐드에서 해치를 더블 클릭했을 때 해치 편집 실행되도록 하려면
1. 명령창에 CUI 를 입력해 사용자화 창에서 '두 번 클릭 동작' 선택.

2. 객체 리스트에서 스크롤바를 내려 해치를 찾고 빠른 특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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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른쪽 화면 특성 창에서 ^P_.QUICKPROPERTIES 매크로 부분 선택.

4. 아래 그림처럼 ^C^C_HATCHEDIT 값으로 수정.

5. [확인] 버튼을 눌러 CUI 창을 닫음.
14.5.8. 해치 패턴 내보내기

EHP

해치 패턴 내보내기

기능
 선택한 해치의 패턴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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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패턴 내보내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패턴 내보내기
명령 : EHP (Export Hatch Pattern to fi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해치의 패턴을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해치 패턴은 도면에 저장되므로 내 컴퓨터에 패턴이 없어도 형태가 제대로 표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 해치 패턴을 다른 도면에 적용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치를 복사해 다른 도면에 붙여넣고 특성을 일치시켜 적용하면되지만 패턴이
없으므로 잘 안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패턴을 파일로 저장하므로 이런 문제 없이 앞으로 계속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패턴을 저장할 해치 객체 선택
도면에서 패턴을 저장할 해치를 선택합니다.
② 파일 저장 대화상자
파일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표시되는 파일 이름은 선택한 해치의 패턴 이름이 기본값으로 보여집니다.

2. 해치 패턴 파일 사용 방법
저장한 해치 패턴 파일은 해치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저장된 패턴 파일을 캐드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 넣습니다.
지원 파일 검색 경로를 모른다면 캐드 명령창에 OPTIONS 명령을 실행해 옵션을 실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 여러 폴더 중 편한 곳에 패턴 파일을 넣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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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치 명령을 실행해 확인합니다.
패턴 옆의 [...] 버튼을 눌러 해치 패턴 팔레트를 실행합니다.

③ 해치 패턴 팔레트가 표시되면 [사용자]탭을 클릭합니다.
그림처럼 저장 후 넣어놓은 패턴이 보인다면 완료되었으며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넣어놓은 패턴이 없다면 캐드를 종료 후 다시 실행합니다.

14.5.9. 해치 패턴 만들기

MHPA

해치 패턴 만들기

기능
 사용자가 그린 모양을 해치 패턴으로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패턴 만들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패턴 만들기
명령 : MHPA (Make Hatch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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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그린 모양을 해치 패턴으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패턴을 그릴 영역 생성] 버튼으로 영역 생성
② 생성된 영역에 원하는 모양을 그림
③ [영역 및 객채 선택, 패턴 만들기] 버튼으로 영역 선택해 완료

형식

직선, 사선, 원, 호 객체 전용
패턴 모양에 사선, 원, 호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해치 패턴에 곡선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작성하고 선 끝의 연결 등 때문에
좌표를 보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선 및 곡선의 모양이 그린 모양과 약간 다르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 점(Point) 입니다.
수평, 수직 선 전용
패턴 모양에 수평 선과 수직 선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벽돌, 사각 타일 등을 만들 때 적합합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점(Point) 입니다.

1. 해치 패턴 영역 생성 및 그리기
프로그램이 인식할 영역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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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크기
직선, 사선, 원, 호 객체 전용일 때
1, 10, 100 세 개의 정해진 크기가 있고 선택한 크기가 축척 1 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 선택했다면 가로, 세로 10 크기 정사각형이 생성되고
여기에 그려진 크기가 해치 축척 1 이 됩니다.
수평, 수직 선 전용
크기는 사용자 원하는 크기로 입력입니다.
예를 들어 1000 을 입력했다면 가로, 세로 1000 크기 정사각형이 생성되고
여기에 그려진 크기가 해치 축척 1 이 됩니다.
그리기
① [패턴을 그릴 영역 생성] 버튼을 누르면 도면에 영역이 생성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그려진 영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그려진 영역은 패턴에 맞게 크기를 축척 적용 변경해도 됩니다.

② 영역 안에 해치 패턴이 될 모양을 그립니다.

위 모양은 해치되면 아래처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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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 TIP
① 해치는 최소한의 패턴으로 그립니다.
위 벽돌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되는 최소한의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 영역 안에 아래 그림처럼 그려도 해치는 생성되지만
선이 많을수록 해치 데이터는 커지고 캐드 버전에 따라 해치 작업, 편집이 느릴 수 있습니다.

위 패턴은 아래 그림처럼 최소한의 반복 패턴으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해치 모양 예상
사각 영역 안에 그린 후 해치 모양을 예상하려면
예를 들어 아래 모양을 그린 후

그려진 모양을 위, 아래, 좌,우로 붙여 넣어보면 해치 모양을 예상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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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 겹친 객체 삭제
중복되거나 겹쳐 있어도 해치 패턴은 생성되지만 불필요하게 해치 데이터가 커집니다.
② '해치 모양 예상'처럼 그린 것을 붙여넣어봐서 중복, 겹친 것은 삭제해 주세요.
직선, 사선, 원, 호 객체 전용 - 그리기 주의 사항
- 해치 데이터는 곡선이 없기 때문에 원, 호, 타원, 스플라인은 실행 중 잘게 쪼개 선 데이터로
만듭니다.
- 해치는 반복 계산 값 때문에 좌표를 조정해 데이터를 만듭니다. 조정하면 원 등은 그릴 때 원
모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원 등은 작게 그릴 수록 원 모양과 다른 찌그러진 형태로 해치 데이터가 생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영역 및 객체 선택해 패턴 만들기
영역에 그린 후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해치 패턴 파일을 생성합니다.

패턴 설명
입력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패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저장 위치
패턴은 캐드 Support 폴더 또는 캐드 옵션의 지원 파일 검색 경로 중 하나에 저장해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캐드 Support 폴더 또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실행하면 됩니다.
영역 및 객체 선택, 패턴 만들기
① 영역 및 영역 안의 객체를 모두 선택합니다.
② 선택을 완료하면 저장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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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입력한 파일 이름이 패턴 이름이됩니다.
짧고 간단한 파일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③ 만든 해치 사용
앞서 캐드 Support 폴더에 저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드 해치 명령 대화 상자에서 [미리 정의] 확인 후 패턴 옆의 팔레트 버튼을 누릅니다.

방금 저장한 해치가 보입니다.

아래는 도면에 해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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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Support 폴더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저장된 해치를 캐드 Support 폴더에 복사 후 앞의 ③ 과정 대로 합니다.
캐드 Support 폴더는
탐색기 주소 표시줄에 %APPDATA% 입력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하위 경로를 찾아갑니다.
오토캐드 : Autodesk\AutoCAD 버전\R 버전숫자\kor\Support
브릭스캐드 : Bricsys\BricsCAD\V 버전숫자\ko_KR\Support
14.5.10.

해치 특성 일치

HMA

해치 특성 일치

기능
 캐드 특성 일치로 적용하지 못하는 해치 패턴의 특성을 일치시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특성 일치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특성 일치
명령 : HMA (Hatch MAtch proper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캐드 특성 일치로 적용하지 못하는 해치 패턴 특성을 일치시킬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특성을 동일하게 만들 때 캐드 의 특성 일치(기본 단축 명령 : MA)를
사용합니다.
MA 명령은 해치의 경우 내 컴퓨터에 패턴이 없을 때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패턴이 있더라도 축척 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 경우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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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원본 해치 객체 선택
특성을 가져올 원본 해치를 선택합니다.
② 대상 해치 객체 선택
가져온 특성과 일치시킬 대상 해치를 선택합니다.
14.5.11.

해치 경계선 다시 연관

REAH

해치 경계선 다시 연관

기능
 해치와 외곽 경계선을 다시 연관시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경계선 다시 연관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경계선 다시 연관
명령 : REAH (REAssociate Hatc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해치와 외곽 경계선을 다시 연관시킬 때 사용합니다.
캐드 명령 -HATCHEDIT 의 연관 기능과 결과는 같지만 이 프로그램은 절차가 단순하고 닫히지
않은 폴리선은 닫아줘서 편리합니다.
해치와 외곽 경계선을 연관 시키면
- 경계선 정점을 끌어 수정했을 때 해치도 함께 수정됩니다.
- 경계선 정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해치도 함께 수정되어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① 해치 객체 선택
경계와 연관시킬 해치를 선택합니다.
하나의 해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해치와 다시 연관시킬 닫힌 객체들 선택
해치와 연관시킬 경계 객체들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지원되는 객체는 폴리선, 원, 타원입니다.
14.5.12.

벽체 닫힌 부분 찾아 해치

WHAT

벽체 닫힌 부분 찾아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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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선택한 벽체 선들 중 닫힌 부분을 찾아 해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벽체 닫힌 부분 찾아 해치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벽체 닫힌 부분 찾아 해치
명령 : WHAT (Wall HATc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벽체 내 닫힌 부분을 찾아 일괄 해치할 때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AutoCAD 2013 버전 이상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닫힌 부분을 찾으라고 캐드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 아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도면 내 블록이 있으면 문제 있음
캐드는 닫힌 영역 찾기위해 블록 내부까지 검사합니다.
블록 내부 검사 중 캐드가 멈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치할 벽체만 도면에 있어야 함
캐드는 닫힌 영역 찾기위해 주변 객체까지 검사합니다.
벽체 외 레이어를 끄더라도 큰 도면은 캐드가 일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해치할 벽체만 새 도면에 넣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립 영역 판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부분도 해치될 수 있습니다.

1.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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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레이어, 색상, 축척, 각도
해치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내부 점 찾기 검색 거리
그림처럼 벽체 한쪽 끝에서 다른쪽까지 양쪽 벽체 선을 찾을 거리입니다.

기본 값 1500 은 벽체 두께가 1500 이 되지는 않지만
벽체 외 기둥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설정한 값입니다.
기둥 보다 좀 더 큰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이 너무 크면?
검색 중인 벽체와 떨어진 다른 벽체 선이 걸릴 수 있어 문제 있습니다.
이 값이 너무 작으면?
벽체를 찾지 못하므로 최소 벽체 두께 이상 입력해 주세요.

2. 실행 절차
닫힌 부분 찾아 해치할 벽체 선들 선택
도면에서 벽체 선을 선택합니다.
선, 폴리선, 호 객체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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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완료 후 아래처럼 해치됩니다.

14.5.13.

해치 패턴 고침

FXH

해치 패턴 고침

기능
 AR-CONC, GRAVEL 같은 해치 패턴이 깨져 나오는 경우 이를 제대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해치 → 해치 패턴 고침
리본 : DreamPlus → 수정 → 해치 → 해치 패턴 고침
명령 : FXH (FiX Hatch)
상세 설명
AR-CONC, GRAVEL 같은 해치 패턴이 깨져 보일 때 캐드 버전에따라 변수 조정해 다시
그리거나 원점을 다시 지정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왼쪽 그림처럼 해치 패턴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 오른쪽처럼 제대로
보이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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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패턴을 수정할 해치 선택
깨져 보이는 해치들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은 완료됩니다.
14.6.

선종류

14.6.1. 문자 포함 선종류 만들기

MTLT

문자 포함 선종류 만들기

기능
 문자가 포함된 선종류를 만듭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선종류 → 문자 포함 선종류 만들기
리본 : DreamPlus → 수정 → 선종류 → 문자 포함 선종류 만들기
명령 : MTLT (Make Text LineTy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문자가 포함된 선종류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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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선종류 이름
캐드 선종류 관리자 그림 부분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만약 이미 있는 이름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변경 또는
캐드 선종류 관리자에서 이름에 F2 키 또는 천천히 두 번 클릭해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설정은 예를 들어 AB 문자가 포함된 선종류를 만들 때 아래 그림에 파란 색 글자들이 해당
설정입니다.
선과 문자 간격, 선의 단위 길이는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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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추가

체크하면 화살표가 포함된 선종류를 만듭니다.
'반대 방향도 생성'에 체크하면 문자의 방향이 반대되는 선종류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선종류 이름 'AB 라인'으로 만들었을 때 반대 방향은 그림처럼 뒤에 R 글자가
붙습니다.

반대 방향은 문자가 반대가 되며 선의 방향에 따라 아래 그림처럼됩니다.
각종 선의 방향을 반대로 변경하는 명령은 폴리선 방향 바꾸기(RC) 사용하면 됩니다.

2. 실행
객체 선택
객체를 선택해 만든 선종류로 변경합니다.
설정 중 '객체 선택 만들 때 선 축척' 값에 따라 객체의 선종류 축척이 변경됩니다.
화살표 추가 및 반대 방향도 생성 둘 다 체크했다면 실행 중 문자의 방향을 반대로 묻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선종류만 생성
객체 선택 없이 현재 도면에 선종류만 추가합니다.

3. 문제 해결
1)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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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는 드림플러스 폴더에 KOSDIC.shx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 파일은 건설사업정보화(건설 CALS) 표준 파일입니다.
다른 PC 에 이 파일이 없다면 화살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문자가 표시되지 않거나 이상한 문자로 표시된다면
지정한 문자 스타일 글꼴이 도면에 없거나 이상한 글꼴로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STYLE 명령에서 지정 스타일의 글꼴을 다른 것으로(예 : 돋움, 굴림 등) 지정 후 REGEN 하면
됩니다.
14.6.2. 선종류 병합

MELT

선종류 병합

기능
 도면의 선종류를 하나로 병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선종류 → 선종류 병합
리본 : DreamPlus → 수정 → 선종류 → 선종류 병합
명령 : MELT (MErge LineTy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선종류를 하나로 병합할 때 사용합니다.

1. 병합 대상 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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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대상 선종류
목록에 선택된 선종류를 하나의 선종류로 병합합니다.
선택은 CTRL 또는 SHIFT 키를 조합해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외부참조 선종류는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외부참조는 열린 도면, 도면 찾기 등으로 외부참조 도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객체 선택, 모두 선택, 모두 해제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들 선종류로 목록의 선종류가 선택됩니다.
목록의 모든 선종류가 선택됩니다.
목록의 모든 선종류가 선택 해제됩니다.
특정 문자 포함만 선택
입력 후 엔터 또는 버튼을 누르면 입력 문자가 포함된 선종류만 목록에 선택됩니다.
선종류 목록이 많고 특정 선종류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은 * 패턴, ?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패턴은 여러 글자일 때, ? 패턴은 한 글자일 때 사용합니다.
선종류 가져오기
현재 목록에 병합할 선종류가 없다면 다른 도면에서 선종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열린 도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및 열린 도면의 선종류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도면 찾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다른 도면을 지정해 그 도면의 선종류 목록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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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합 선종류

병합 대상 선종류들을 여기서 지정한 선종류로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선종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 변경하고 싶은 선종류가 없다면

버튼을 눌러 다른 도면을 선택합니다.

3. 대상 도면
도면 추가는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대상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14.6.3. 객체 선종류 축척 변경

CHLS

객체 선종류 축척 변경

기능
 선택한 객체의 선종류 축척을 변경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선종류 → 객체 선종류 축척 변경
리본 : DreamPlus → 수정 → 선종류 → 객체 선종류 축척 변경
명령 : CHLS (CHange Linetype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의 선종류 축척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선종류 축척 변경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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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류 축척을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블록 내부 객체 적용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선종류 축척 입력 또는 [상대적인 축척(R)]
변경할 선종류 축척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축척 값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R 입력하면 상대적인 축척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선종류 축척이 10 일 때
R 입력 후 2 입력하면 현재 선종류 축척 × 2 값으로 변경되어 20 이 됩니다.
상대적인 축척은 도면에 여러 객체가 각각 선종류 축척이 다르고 현재 상태보다 반 작게(0.5
입력) 또는 두 배 크게(2 입력) 변경처럼 각각 상대적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2. 설정
명령 실행 중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블록 내부 객체도 변경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가 블록일 때 블록 내부 객체도 선종류 축척을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 내부 객체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14.6.4. 현재 선종류로 설정

SCLT

현재 선종류로 설정

기능
 선택한 객체의 선종류가 현재 선종류 스타일로 설정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III → 선종류 → 현재 선종류로 설정
리본 : DreamPlus → 수정 → 선종류 → 현재 선종류로 설정
명령 : SCLT (Set Current LineType sty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선택해 현재 선종류 스타일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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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객체의 선종류가 현재 선종류 스타일로 설정됩니다.

실행절차
① 현재 선종류로 설정할 객체 선택 또는 [ByLayer(L)/ByBlock(B)]
도면에서 선종류 가져올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객체의 선종류가 현재 선종류 스타일로 설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없이 'L' 입력하면 현재 선종류는 ByLayer 설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없이 'B' 입력하면 현재 선종류는 ByBlock 설정됩니다.
15. 폴리선

폴리선
- 원, 호 폴리선 변환 (CTP)
-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STP)
- 타원 폴리선 변환 (ETP)
- 타원을 원, 호, 폴리선 변환 (ELTC)
- 솔리드 폴리선 변환 (SOP)
- 3D 면 폴리선 변환 (FTP)
- 선 폴리선 변환 (LTP)
- 폴리선 상호 변환 (CPL)
-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LTM)
-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MLPL)
- 폴리선 방향 조회 (CDR)
- 폴리선 방향 바꾸기 (RC)
- 폴리선 부분 복사 (CPS)
- 폴리선 정점 추가 (AVE)
- 폴리선 정점 삭제 (DVE)
- 폴리선 단순화, 정점 정리 (SPV)
- 폴리선 정점에 번호 표기 (POVN)
15.1.

원, 호 폴리선 변환

CTP

원, 호 폴리선 변환

기능
 원 또는 호 객체를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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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원, 호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원, 호 폴리선 변환
명령 : CTP (Circle, arc To Poly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원 또는 호 객체를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원, 호는 선 두께를 변경할 수 없어 폴리선으로 변환 후 선 두께를 변경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 두께 변경하는 PW 명령을 사용해도 폴리선으로 변경됩니다.

실행 절차
① 폴리선으로 변환할 원, 호 선택
도면에서 원 또는 호를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되면 바로 폴리선으로 변경됩니다.
관련 명령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STP)
타원 폴리선 변환(ETP)
솔리드 폴리선 변환(SOP)
3D 면 폴리선 변환(FTP)
선 폴리선 변환(LTP)
선,폴리선 멀티라인 변환(LTM)
15.2.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S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기능
 스플라인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명령 : STP (Spline To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스플라인을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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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인 분할 정도 값
스플라인을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얼마나 스플라인과 비슷하게 폴리선으로 변환할지 정도
값입니다.
값을 크게 넣으면 세밀하게 변환됩니다.
하지만 큰 값일수록 폴리선 정점 수가 많아져 변환할 스플라인이 많다면 파일 크기가
증가됩니다.
한 두개 샘플로 변환해보고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스플라인을 삭제 합니다.
변환 후 선 두께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선 두께를 입력한 값으로 변경합니다.
기존 스플라인 Z 값 유지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기존에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던 Z 값을 유지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0 이 됩니다.
변환된 스플라인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원, 호 폴리선 변환(C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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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 폴리선 변환(ETP)
솔리드 폴리선 변환(SOP)
3D 면 폴리선 변환(FTP)
선 폴리선 변환(LTP)
선,폴리선 멀티라인 변환(LTM)
15.3.

타원 폴리선 변환

ETP

타원 폴리선 변환

기능
 타원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타원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타원 폴리선 변환
명령 : ETP (Ellipse To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타원을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타원은 선 두께를 바꿀 수 없고 객체가리기(Wipeout) 할 수 없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폴리선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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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변환
변환된 폴리선이 호로 이루어지도록 변환합니다.
변환 후 Explode 해보면 모두 호로 이루어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변환과 다른 점은 변환된 폴리선의 각 정점 사이가 ARC 이기 때문에 원본에 좀 더
근접하게 변환됩니다.
선으로 변환
변환된 폴리선의 각 정점 사이가 직선으로만 이루어지도록 변환합니다.
타원 변환 정도 값 지정
타원으로 변환할 때 얼마나 더 정밀하게 변환할지 정도 값을 지정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더 세밀하게 변환됩니다.;
기본값 60 은 캐드에서 폴리선으로 타원을 그리는 경우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값입니다.
타원이 잘리지 않은 경우는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더 큰 값을 지정해도 됩니다)
타원이 잘린 경우는 잘린 부분에 따라 값을 더 크게 지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타원을 삭제 합니다.
변환 후 선 두께 변경
체크하면 변환 후 폴리선의 선 두께를 입력한 값으로 변경합니다.
기존 타원의 Z 값 유지
체크하면 기존에 타원이 가지고 있던 Z 값을 유지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0 이 됩니다.
변환된 타원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원, 호 폴리선 변환(C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STP)
솔리드 폴리선 변환(SOP)
3D 면 폴리선 변환(FTP)
선 폴리선 변환(LTP)
선,폴리선 멀티라인 변환(L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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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을 원, 호, 폴리선 변환

ELTC

타원을 원, 호, 폴리선 변환

기능
 장축, 단축이 같은 타원을 원, 호,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타원을 원, 호,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타원을 원, 호, 폴리선 변환
명령 : ELTC (ELlipse To Circ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장축, 단축이 같은 타원을 원, 호,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장축, 단축이 같은 타원은 화면 상으로 원, 호처럼 보이는 타원입니다.

원, 호
타원을 원으로 변환합니다. 잘린 타원은 호로 변환합니다.
폴리선 원, 호
타원을 폴리선 원으로 변환합니다. 잘린 타원은 호로 변환합니다.
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타원을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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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타원의 Z 값 유지
체크하면 기존에 타원이 가지고 있던 Z 값을 유지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객체의 Z 값은 0 이 됩니다.
변환된 타원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객체는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원, 호 폴리선 변환(C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STP)
솔리드 폴리선 변환(SOP)
3D 면 폴리선 변환(FTP)
선 폴리선 변환(LTP)
선,폴리선 멀티라인 변환(LTM)
15.5.

솔리드 폴리선 변환

SOP

솔리드 폴리선 변환

기능
 선택한 솔리드를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솔리드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솔리드 폴리선 변환
명령 : SOP (SOlid to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2D 솔리드를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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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솔리드를 삭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 후 원본 솔리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솔리드 Z 값 유지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기존 솔리드가 가지고 있던 Z 값이 유지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0 이 됩니다.
변환된 폴리선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원, 호 폴리선 변환(C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STP)
타원 폴리선 변환(ETP)
3D 면 폴리선 변환(FTP)
선 폴리선 변환(LTP)
선,폴리선 멀티라인 변환(LTM)
15.6.

3D 면 폴리선 변환

FTP

3D 면 폴리선 변환

기능
 선택한 3D 면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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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3D 면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3D 면 폴리선 변환
명령 : FTP (3d Face To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3D 면 객체를 폴리선 또는 3D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3D 면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3D 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3D 면을 3D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3D 면을 삭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 후 원본 3D 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3D 면의 Z 값 유지
3D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기존에 3D 면이 가지고 있던 Z 값이 유지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0 이 됩니다.
변환된 폴리선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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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원, 호 폴리선 변환(C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STP)
타원 폴리선 변환(ETP)
솔리드 폴리선 변환(SOP)
선 폴리선 변환(LTP)
15.7.

선 폴리선 변환

LTP

선 폴리선 변환

기능
 선택한 선(Line)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선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선 폴리선 변환
명령 : LTP (Line To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선(Line)을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 2D 폴리선, 3D 폴리선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Z 값을 유지하려면 3D 폴리선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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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선(Line)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2D 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선(Line)을 2D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3D 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선(Line)을 3D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선(Line)을 삭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 후 원본 선(Line)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Line 의 Z 값 유지
3D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선의 시작, 끝 점은 서로 다른 Z 값을 가질 수 있지만 폴리선, 2D 폴리선은 서로 다른 Z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3D 폴리선으로 변경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기존 선이 가지고 있던 Z 값으로 유지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0 이 됩니다.
변환된 폴리선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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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원, 호 폴리선 변환(C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STP)
타원 폴리선 변환(ETP)
솔리드 폴리선 변환(SOP)
3D 면 폴리선 변환(FTP)
선,폴리선 멀티라인 변환(LTM)
15.8.

폴리선 상호 변환

CPL

폴리선 상호 변환

기능
 선택한 폴리선을 폴리선, 2D 폴리선 또는 3D 폴리선으로 상호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상호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폴리선 상호 변환
명령 : CPL (Convert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폴리선을 폴리선, 2D 폴리선 또는 3D 폴리선으로 상호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변환된 폴리선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 어떤 것을 변경했는지 파악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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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폴리선(폴리선, 2D, 3D)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2D 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폴리선(폴리선, 2D, 3D)을 2D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3D 폴리선으로 변환
선택한 폴리선(폴리선, 2D, 3D)을 3D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폴리선을 삭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 후 원본 폴리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것과 변환 전 폴리선 두 개가 존재합니다.
기존 폴리선의 Z 값 유지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 Z 값은 기존 선 Z 값 대로 유지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폴리선의 Z 값은 0 이 됩니다.
Z 값 유지할 때 각 정점 Z 값이 모두 다른 3D 폴리선을 폴리선으로 변환하면 변환된 폴리선 Z
값은 기존 3D 폴리선 첫번째 점 Z 값 대로 설정합니다.
폴리선과 2D 폴리선은 각 정점마다 다른 Z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3D 폴리선에서의 변환 시 Z
값 유지는 주의해야합니다.
변환된 폴리선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폴리선은 지정 레이어,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5.9.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LTM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기능
 선택한 선, 폴리선을 멀티라인(MLine)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명령 : LTM (Line, polyline To 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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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폴리선을 멀티라인(MLine)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멀티라인의 한글판 캐드 표기명은 '여러 줄'입니다.

적용 스타일
목록에서 적용할 멀티라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스타일을 추가했다면 바로 반영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실행합니다.
멀티라인 스타일은 캐드 MLSTYLE 명령으로 추가, 삭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여러 멀티라인은 캐드 MLEDIT 명령으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변환 후 원본 삭제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선, 폴리선을 삭제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 후 원본 선, 폴리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의 사항
멀티라인은 호(Arc)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호(Arc)가 포함된 폴리선은 변환 후 모두 정점을
잇는 직선이 됩니다.
기존 선의 Z 값 유지
체크하면 변환된 멀티라인의 Z 값은 기존 선이 가지고 있던 Z 값으로 유지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변환된 멀티라인의 Z 값은 0 이 됩니다.
멀티라인은 각 정점별로 다른 Z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각 점마다 다른 Z 값을 가질 수 있는 선, 3D 폴리선은 멀티라인으로 변환 후 원본 객체 시작점
Z 값이 멀티라인의 Z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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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멀티라인 속성 변경
체크하면 변환된 멀티라인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원, 호 폴리선 변환(C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STP)
타원 폴리선 변환(ETP)
솔리드 폴리선 변환(SOP)
3D 면 폴리선 변환(FTP)
15.10.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MLPL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기능
 선택한 멀티라인(MLine)을 폴리선으로 변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변환 →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명령 : MLPL (MLine to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멀티라인(MLine)을 폴리선으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멀티라인의 한글판 캐드 표기명은 '여러 줄'입니다.

실행 절차
① 폴리선으로 변환할 멀티라인 선택
폴리선으로 변환할 멀티라인 선택
선택 완료 후 추가 과정 없이 폴리선으로 바로 변환됩니다.
시작, 끝이 막힌 아래 그림 첫번째 같은 멀티라인의 외곽은
변환 후 아래 그림 두번째처럼 연결된 하나의 폴리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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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폴리선 방향 조회

CDR

폴리선 방향 조회

기능
 선택한 선, 폴리선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방향 조회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수정 → 폴리선 방향 조회
명령 : CDR (Check DiR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폴리선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방향 조회 후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폴리선 방향 바꾸기(RC) 명령을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방향을 조회할 객체 선택
방향을 알고 싶은 선,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그림처럼 가상의 화살표가 표시되어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려지는 화살표는 임시 표시되는 가상 선이므로 줌 또는 Pan 하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15.12. 폴리선 방향 바꾸기

RC

폴리선 방향 바꾸기

기능
 선택한 폴리선의 진행 방향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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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방향 바꾸기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수정 → 폴리선 방향 바꾸기
명령 : RC (Reverse polyline Coordinat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폴리선의 진행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입니다
화살표가 있는 라인타입 폴리선 같은 경우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의 좌표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선 방향을 조회할 때는 폴리선 방향 조회 (CDR) 명령을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방향을 바꿀 선, 폴리선, 호 선택
객체를 선택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호 객체는 항상 반시계 방향이므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폴리선으로
변경됩니다.
15.13. 폴리선 부분 복사

CPS

폴리선 부분 복사

기능
 선택한 폴리선의 일부를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부분 복사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수정 → 폴리선 부분 복사
명령 : CPS (Copy Polyline Segme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폴리선에서 원하는 일부 부분만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지원 객체는 폴리선, 2D 폴리선, 3D 폴리선입니다.
복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명령 실행 중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부분 복사
폴리선의 선택한 부분(정점과 정점사이)을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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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한 두 점 사이 복사
폴리선에서 지정한 점과 점 사이를 복사합니다.

실행 절차
① 폴리선에서 복사할 부분 선택 또는 [지정 점 사이를 복사(P)/복사 후 이동 설정(M)]
폴리선에서 복사할 부분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P 입력하면 아래같이 지정 점 사이를 복사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지정 점 사이를 복사할 폴리선 선택 또는 [선택 부분 복사(S)/복사 후 이동 설정(M)]
지정 점 사이 복사는 폴리선 내에 복사할 부분 시작, 끝 두 점을 지정합니다.
한번 사용한 복사 방법은 다음 변경 전까지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단축키를 입력해 복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M 입력하면 복사 후 이동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복사 후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정에서 이동으로 변경하면 복사 후 이동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15.14. 폴리선 정점 추가

AVE

폴리선 정점 추가

기능
 선택한 폴리선의 지정한 점에 정점을 추가합니다.
 3D 폴리선의 경우 추가한 점은 Z 값이 보간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정점 추가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정점 → 폴리선 정점 추가
명령 : AVE (Add polyline VE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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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Line), 폴리선 상의 임의 점에 정점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정점을 추가할 폴리선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정점을 추가할 선(Line),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아래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정점을 끌어서 지정 [예(Y)/아니오(N)]
Y 입력하면 추가할 정점을 지정할 때 아래 그림처럼 점을 끌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N 입력하면 점 지정 시 정점이 바로 추가됩니다.

끌어서 지정하는 것이 좋은 경우
폴리선이 복잡하거나 바로 추가할 때 원하지 않는 곳에 정점이 추가될 경우 끌어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중 선택 그립 표시 [예(Y)/아니오(N)]
Y 입력하면 실행 중 아래 그림처럼 폴리선의 그립점이 활성됩니다.
N 입력하면 실행 중 그립점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설정해도 AutoCAD 2010~2011 은 그립점이 표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② 폴리선에 정점이 추가될 부분 지정
선택한 폴리선 상에 정점을 추가할 부분을 아무데나 지정합니다.
설정에서 '추가할 정점을 끌어서 지정'이 설정된 경우는 십자선에 가상의 선이 보여집니다.
설정에서 '추가할 정점을 끌어서 지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지정한 점에 바로 정점이
추가됩니다.
③ 정점이 위치할 점 지정
설정에서 '추가할 정점을 끌어서 지정'이 설정된 경우 나오는 명령입니다.
추가한 정점이 위치할 점을 지정합니다.
엔터 입력하거나 ESC 등으로 취소 전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정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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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폴리선 선 상의 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폴리선 밖의 점을 지정해도 그 점에 정점이
추가됩니다.
Z 값이 있는 3D 폴리선의 경우는 추가된 정점에 보간된 Z 값이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관련 명령
폴리선 정점 삭제(DVE)
15.15. 폴리선 정점 삭제

DVE

폴리선 정점 삭제

기능
 선택한 폴리선의 지정한 정점을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정점 삭제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정점 → 폴리선 정점 삭제
명령 : DVE (Delete polyline VErtex)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폴리선 상의 정점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정점을 삭제할 폴리선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정점을 삭제할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아래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선택 그립 표시 [예(Y)/아니오(N)]
Y 입력하면 실행 중 아래 그림처럼 폴리선의 그립점이 활성됩니다.
N 입력하면 실행 중 그립점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설정해도 AutoCAD 2010~2011 은 그립점이 표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② 정점을 삭제할 점 지정
폴리선의 삭제할 정점을 지정합니다.
엔터 입력하거나 ESC 등으로 취소 전까지 계속 정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 두 점만 있는 폴리선은 더 이상 정점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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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폴리선 정점 추가(AVE)
15.16. 폴리선 단순화, 정점 정리

SPV

폴리선 단순화, 정점 정리

기능
 폴리선의 중복 정점 삭제, 정점 단순화, 엇갈림 정점을 정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단순화, 정점 정리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정점 → 폴리선 단순화, 정점 정리
명령 : SPV (Simplify Polyline Vertic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폴리선에서 중복 정점 삭제, 정점 단순화, 엇갈림 정점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폴리선의 정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점이 엇갈린 경우는 객체가 Offset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폴리선, 2D 폴리선, 3D 폴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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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크게 중복 정점 삭제, 정점 단순화, 엇갈린 정점 정리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실행할 기능에 체크하면 됩니다.

1. 중복 정점 삭제
중복 정점은 동일한 위치에 여러 개의 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좌표를 다루는 경우 중복 정점은 아무 의미가 없고 데이터 크기만 커지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판단 좌표 소수 자리
정점의 좌표가 지정한 소수 자리까지 같으면 중복된 점으로 판단합니다.
경우에따라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2. 정점 단순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단순화를 합니다.
1) 동일 선 상의 정점 삭제
아래 그림처럼 동일 선 상의 중간에 위치한 점을 삭제합니다.

아래 그림은 실행 전과 실행 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 지정 각도 범위내 정점 삭제
아래 그림처럼 정점 사이 각도가 지정한 각도보다 작은 경우 중간에 위치한 점을 삭제합니다.
각도는 대상 선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각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각도는 도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이 방식은 지형도의 등고선 같은 것을 정리할 때 좋습니다.
각도 방식이므로 동일 선 상에 있는 정점 역시 함께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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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실행 전과 실행 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3) 지정 거리 범위내 정점 삭제
아래 그림처럼 정점 사이 거리가 지정한 거리보다 작은 경우 중간에 위치한 점을 삭제합니다.
거리는 대상 선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잘게 끊어진 정점이 많은 것을 정리할 때 좋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행 전과 실행 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3. 엇갈린 정점 정리
엇갈린 정점은 아래 그림처럼 선이 서로 엇갈린 경우입니다.
아래 그림은 선의 방향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엇갈려서 서로 겹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폴리선, 2D 폴리선 안에 호+호, 호+직선 부분이 서로 엇갈려 있어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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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림 거리는 아래 그림과 같은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엇갈림 거리는 선의 양쪽에서 두 군데가 발생되는데 두 군데 모두 지정 거리 안에 있어야
삭제합니다.

엇갈림 부분을 확대하면 아래 그림처럼 정리됩니다.

3D 폴리선은 Z 값 무시하고 판단
체크하면 3D 폴리선은 Z 값을 무시하고 계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Z 값을 고려하므로 Z 값의 차이에 따라 중복, 각도, 거리 등이 평면에서 볼 때와
달리 지정 옵션 값 보다 큰 경우 삭제하지 않습니다.
15.17. 폴리선 정점에 번호 표기

POVN

폴리선 정점에 번호 표기

기능
 폴리선의 각 정점에 번호를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폴리선 → 폴리선 정점에 번호 표기
리본 : DreamPlus → 폴리선 → 정점 → 폴리선 정점에 번호 표기
명령 : POVN (POlyline Vertex Numberin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폴리선의 각 정점에 번호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정점마다 고유한 번호를 넣어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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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원, 사각으로 표기하고 싶다면
경계 좌표 추출 (ZBC) 명령에서 '표는 그리지 않고 번호만 표기' 체크 후 사용하면 됩니다.

정점에서 위치
정점과 번호 문자 정렬점과 떨어진 거리입니다.
정점에서 X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X Offset)와 Y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Y Offset) 입력합니다.
Y 값에 음수(-) 값 입력하면 문자는 정점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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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정점 제외
체크하면 같은 점(중복 정점)은 제외하고 번호를 표기합니다.
동일 선 상의 정점 제외
체크하면 아래 첫 번째 그림처럼 같은 선 상에 있는 중간점들은 제외하고 번호를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 두 번째 그림처럼 같은 선 상이라도 모두 번호를 표기합니다.

관련 명령
경계 좌표 추출 (ZBC)
16. 조회

조회
- 면적 구하기(점선택) (ARE)
- 면적 구하기(객체선택) (SEA)
- 선택 객체 면적 표 그리기 (SEAT)
- 건축 슬래브 면적 집계 표 (SLAT)
- 면적 분할 (DIVA)
- 높이 입력해 면적, 체적 산출 (CAV)
-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CLT)
-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 (HAR)
- 객체 정보 지시선 그리기 (OIL)
- 경계석 길이 산출 (CLR)
- 간편 객체 길이 합산 (QTL)
- 선을 그려 길이 수량 집계 (DLL)
- 객체 길이 쓰기 (CL)
- 간편 객체 길이 쓰기 (QCL)
- 블록 수량 집계 (CBL)
- 간편 블록 수량 집계 (CBL2)
- 문자 수량 집계 (CTEX)
- 객체 색상별 개수 집계 (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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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레이어별 개수 집계 (CLA)
- 건축 창호 기호 수량 집계 (CWN)
- 선의 내부 길이 측정 (CD)
- 축척이 적용된 거리 (SD)
-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 (VSD)
-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 (HSD)
- 두 선 사이 가장 가까운 점 찾기 (FNEP)
- 거리 Text 로 쓰기 (DIT)
- 도곽 축척 조회 (DFS)
- 색상 조회 (OCO)
- 현재 도면 경로 열기 (ETD)
16.1.

면적 구하기

ARE

면적 구하기(점 선택)

기능
 지정한 점 내부의 폐합된 면적을 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면적 구하기(점 선택)
리본 : DreamPlus → 조회 → 면적 → 면적 구하기(점 선택)
명령 : ARE (AREa)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폐합된 부분을 점 지정해 면적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 면적은 도면에 표기하거나 기존 문자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연속적으로 구한 면적은 계속 합산됩니다.
- 면적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을 지원합니다.
점 지정이 아닌 객체를 선택해 면적 구하려면 면적 구하기(객체 선택)(SEA) 명령을 이용합니다.
면적이 잘 안 구해질 때는 '참고사항-면적이 구해지지 않으면'을 확인해 주세요.

1. 실행 절차
① 면적 구할 점 지정
명령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1] 면적 구할 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E)/설정 변경(S)] < 현재설정 : 축척=1000, 문자크기=3,
소수자리=2,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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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1] 표시는 점 면적의 개수이며 두번째 지정할 때는 [2]가 되고 선택할수록 증가됩니다.
내부 점 지정이 아닌 객체 선택해 면적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실행 중 E 입력합니다.
명령 실행 중 '객체 선택'과 '점 지정'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점 지정한 부분은 그림처럼 활성되어 표시됩니다.
설정에 '면적 산출 시 해치'를 사용하면 점 지정 부분이 해치되어 알아보기 쉽습니다.

지정 부분 면적은 명령창에 아래 같이 표시됩니다.
지정한 부분 면적 : 1000.00 ㎡, 면적 합계 : 2000.00 ㎡
여기서,
지정한 부분 면적 : 현재 지정 점 부분의 면적.
면적 합계 : 현재까지 면적의 총 합계.
면적 산출은 종료(스페이스바, 엔터 등) 전까지 계속 산출할 수 있습니다.
폐합된 내부 안에 또 폐합된 부분이 있을 때 빗금이 있는 부분만(내부에 폐합된 부분 제외)
면적이 산출됩니다.

② 구해진 면적 쓰기
구해진 면적은 도면에 문자로 표기하거나 기존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 구하는 것 종료(스페이스바, 엔터 등) 후 아래 두가지 방식 중 하나가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면적을 삽입할 점 지정 또는 [문자 선택(T)]
수정할 문자 선택 또는 [삽입점 지정(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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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면적 문자를 도면에 표기할 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선택한 문자 내용을 현재 구한 면적 값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삽입할 점 지정 또는 [문자 선택(T)]에서 T 입력하면 수정할 문자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옵션을 입력해 표기 방식을 변경하면 다시 변경 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참고사항 - 면적이 구해지지 않으면
점 선택 면적은 캐드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며, 캐드의 면적 산출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① 첫번째
면적을 구하려는 객체 주변, 눈에 보이는 화면 안에 객체가 많거나 블록이 있을 때입니다.
CAD 는 면적을 구할 때 경계를 찾기위해 면적 부분이 아니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검사합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면적을 구할 부분 외 나머지는 가급적 없거나 안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록은 블록의 내부까지 다 검사하므로 간단한 블록이라도 개수가 많으면 잘 안됩니다.
해결 방법은 면적 구할 부분 외 나머지는 레이어를 끄거나 화면 상에 다른 객체가 안보이도록
줌 확대 또는 이동 후 면적 구하면 됩니다.
(면적 구할 객체 외 나머지 객체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상에만 안보이면 됩니다)
② 두번째
폐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단일 객체가 실제 폐합되었는지 확인은 객체 선택 후 특성창(Ctrl+1)을 열어 맨 아래 닫기 항목
값이 '예'로 되어있으면 폐합된 것입니다.
닫기 항목 값이 '아니오'일 때 '예'로 바꾸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떨어진 부분을 CAD 가 알아서
폐합시켜줍니다.
③ 세번째
위 ①, ②에 문제가 없어도 도면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때는 Regen 하거나 면적을 구할 객체를 복사 후 새 도면에 붙여넣고 면적을 구하면 대부분
해결 됩니다.
Zoom 상태에 따라 캐드의 면적 기능이 잘 될 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휠로 줌을 조절해가며 해보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옵션 설정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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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면적 옵션

산출 축척
축척은 현재 도면에 면적을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면적 단위
면적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외 다른 단위는 우선 ㎡으로 산출 후 다른 단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y 는 평 표기입니다.
㎡(py)는 ㎡과 평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면적을 구하면 000 ㎡(000py)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소수 자리
산출 소수 자리 : 각 개별 면적을 소수 몇 째 자리까지 산출할지 지정합니다.
결과 소수 자리 : 최종 합산된 면적을 도면에 표기, 수정할 때 소수 몇 째 자리로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면적 값이 1000 을 넘을 때 1000 단위 구분 기호 " , " 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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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높이
면적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면적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머리말의 내용은 '머리말에 숫자 증분 사용' 옵션을 사용하면 숫자를 증분시킬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추가 머리말 선택
체크하면 머리말 문자를 도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번이나 기호 등 선택한 면적을 특정하게 구분지을 문자가 도면에 있는 경우 활용합니다.
체크하면 면적을 구한 후 도면에서 머리말을 선택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 기능과 위 머리말 숫자 증분 기능을 활용해 엑셀에서 정리하는 예는 이 도움말 맨 아래에
있습니다.
결과 값 표시 레이어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 문자의 레이어입니다.
현재 레이어에 체크하면 도면의 현재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지정에 체크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면적 산출 후 경계선 삭제
체크하면 면적을 구하면서 생기는 경계선을 면적 산출 후 삭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면적을 구한 후 경계선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시선 쓰기
체크하면 결과 값 문자를 지시선으로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문자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지시선 시작 점과 끝 점을 지정해 표기합니다.
지시선 기본 스타일은 현재 도면의 치수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지시선 화살촉은 화살표와 점 두가지를 지원합니다.
수정 시 색상 변경
체크하면 기존 문자 내용을 수정할 때 색상을 변경합니다.
지시선 쓰기 사용하면 문자를 항상 새로 쓰므로 이 설정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자가 수정되었는지 알기 쉽습니다.
색상 변경은 색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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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산출 시 해치
체크하면 면적 산출 중 선택 부분에 해치를 표기합니다.
현재 어떤 부분 면적 구하는 중인지 파악이 쉽습니다.
면적 산출 후 해치 삭제
체크하면 완료 후 면적 산출 중 표시한 해치를 모두 삭제합니다.
해치를 그대로 두고 싶으면 체크 해제합니다.
산출 후 해치 하나로 묶음
면적 산출 후 해치 삭제 해제했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10 군데의 점 지정 면적을 산출했을 때
체크하면 10 군데 해치들을 하나의 해치 객체로 만듭니다.
채크 해제하면 10 군데 해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해치 패턴, 축척, 레이어
지정한 해치 패턴과 축척, 레이어로 해치 합니다.
현재 레이어에 체크하면 도면의 현재 레이어에 해치를 표시합니다.
지정에 체크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에 해치를 표시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정한 레이어가 꺼져있으면 면적 산출 중 해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입력한 해치 패턴 축척 값이 너무 작거나 커서 그렇습니다.
미리 도면에 선택한 해치 패턴으로 해치 후 적절한 축척 값을 입력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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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복 점 지정 면적 제외
체크하면 동일한 내부 점을 지정했을 때 이 면적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동일한 내부 점을 지정해도 면적이 합산됩니다.
경계가 스플라인일 때는 이 설정을 체크해도 중복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 머리말에 숫자 증분 사용
머리말의 숫자 부분을 증분 표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머리말에 내용이 입력되고 내용에는 숫자를 증분시킬 부분에 ? 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머리말을 설정했을 때

프로그램 창에는 ? 부분을 숫자로 대체해 위 그림처럼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설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작 숫자 : ? 부분에 증가되는 시작 숫자 값
증분 값 : ? 부분에 값이 증가될 단계 값
자리 수 : ? 부분 숫자 앞 쪽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예를 들어 숫자가 9, 자리 수가 3 이면 009 가 됩니다.
자리 수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값을 1 로 입력합니다.
위 옵션을 조합할 때 예를 들어
머리말 : [?] , 시작 숫자 : 1 , 증분 값 : 1 , 자리 수 : 2 는 아래처럼 증가됩니다.
[01] [02] [03] [04] ....
주의 사항
시작 숫자 값은 마지막에 적용된 숫자의 다음 값이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최초 설정한 값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실행해 1, 2, 3, 4, 5 까지 증분해 도면에 표기되었을 때
다음 번 실행할 때는 이전에 실행할 때의 마지막 숫자 5 다음 값인 6 부터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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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숫자 값은 명령 실행 중 언제든 S 입력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머리말 문자가 포함된 경우 엑셀에서의 활용
면적 문자를 엑셀로 내보내 엑셀에서 면적만 분리하는 예제입니다.
엑셀에서 분리하기 위해 특정 문자를 머리말에 입력해야합니다.
1) 면적에 증분 숫자 표기
아래 예제에서는 엑셀에서 구분을 설명하기위해 - 문자를 머리말에 넣었습니다.
굳이 - 문자가 아니어도 구분할 특정 문자가 머리말에 있으면 분리가 쉽습니다.
이 예제는 도면에 증분 숫자 면적을 표기하는 예제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머리말을 지정하고, 증분 기능을 사용하면
[01] - 면적, [02] - 면적, [03] - 면적.... 처럼 도면에 표기가 됩니다.

도면에 표기된 면적 문자를 문자를 엑셀로 (TTE) 명령으로 엑셀로 내보냅니다.
엑셀에서 정렬하면 되므로 정렬 방식은 아무거나 관계없고 엑셀 삽입 방식은 아래처럼
합니다.
TTE 명령에서 선택하기 쉽도록 면적 문자를 쓸 때 특정 레이어에 쓰고 나중에 이 레이어만
켜서 작업하면 편합니다.

엑셀로 면적 문자가 내보내지면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 모든 행을 선택해 정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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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후 아래 같이 셀에 수식을 입력해 순번과 면적을 분리하면 됩니다.

수식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는 위 예제에서 입력한 수식입니다.
B1 에 입력된 수식은 =TRIM(LEFT(A1,(FIND("-",A1)-1)))
설명 : FIND 함수로 - 문자의 위치를 찾아 LEFT 함수로 찾은 위치 앞까지 추출 후 TRIM 함수로
공백을 제거합니다.
C1 에 입력된 수식은 =VALUE(MID(A1,(FIND("-",A1)+1),100))
설명 : FIND 함수로 - 문자의 위치를 찾아 MID 함수로 찾은 위치 뒤부터 추출 후(100 은 글자
수입니다, 임의로 크게 지정) VALUE 함수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합니다.
2) 면적에 지번을 표기
숫자 증분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서 추가 머리말 선택 기능을 사용하면
도면에서 지번을 머리말로 선택해 표기 후 엑셀로 내보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엑셀에서 구분할 문자로 : 를 머리말에 사용했습니다.

위 예제처럼 TTE 명령으로 엑셀로 내보낸 후 분리한 결과

DreamPlus

Page1231

B1 에 입력된 수식은 =TRIM(LEFT(A1,(FIND(":",A1)-1)))
C1 에 입력된 수식은 =VALUE(MID(A1,(FIND(":",A1)+1),100))
위 예제와 수식 설명은 같습니다. FIND 로 분리할 문자만 상황에 맞게 여기서는 :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관련 명령
면적 구하기(객체 선택) (SEA)
선택 객체 면적 표 그리기 (SEAT)
CAD 계산기 (CALC)
16.2.

면적 구하기(객체 선택)

SEA

면적 구하기(객체 선택)

기능
 선택한 객체의 면적을 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면적 구하기(객체 선택)
리본 : DreamPlus → 조회 → 면적 → 면적 구하기(객체 선택)
명령 : SEA (Selected Entities Area)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를 선택해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 면적은 도면에 표기하거나 기존 문자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면적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을 지원합니다.
객체를 선택이 아닌 폐합된 내부를 점 지정해 면적 구하려면 면적 구하기(ARE) 명령을
이용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면적을 구할 객체 선택
명령 실행하면 명령창에 명령과 함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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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구할 객체 선택 < 현재설정 : 축척=1000, 문자크기=3, 소수자리=2, 면적=㎡ > 설정
변경[S]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설정 변경할 것이 아니면 도면에서 면적을 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전 객체를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한번 선택했던 객체는 다시 선택해도 면적이 중복 합산되지 않습니다
객체가 폐합되지 않아도 면적이 구해집니다.
객체 선택 완료(스페이스바, 엔터 등) 후 명령창에 아래같이 결과가 표시됩니다
[ 선택 객체 수: 2, 선택 객체 면적 : 200 ㎡, 총 면적 합계 : 200 ㎡ ]
선택 객체 수 : 현재 선택한 객체의 수.
선택 객체 면적 : 현재 선택한 객체의 총 면적.
총 면적 합계 : 프로그램 실행 후 선택한 전체 객체의 면적 합계.
이 상태에서 추가로 객체 선택할 수 있으며 객체 선택이 완료될 때마다 위 결과가 표시됩니다.
최종 모든 객체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스페이스바, 엔터 등으로 객체 선택을 종료합니다.
② 구해진 면적 쓰기
프로그램 옵션에서 '개별 면적 표기'로 설정했다면
아래 과정 필요없이 각 객체마다 면적이 표기됩니다.
프로그램 옵션에서 '합산 면적 표기'로 설정했다면
아래 과정으로 도면에 표기하거나 기존 문자 내용을 수정합니다.
면적 구하는 것 종료(스페이스바, 엔터 등) 후 아래 두가지 방식 중 하나가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면적을 삽입할 점 지정 또는 [문자 선택(T)]
수정할 문자 선택 또는 [삽입점 지정(S)]
첫번째는 면적 문자를 도면에 표기할 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선택한 문자 내용을 현재 구한 면적 값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삽입할 점 지정 또는 T 입력하면 수정할 문자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옵션을 입력해 표기 방식을 변경하면 다시 변경 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2. 옵션 설정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2-1) 면적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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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축척
축척은 현재 도면에 면적을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면적 단위
면적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외 다른 단위는 우선 ㎡으로 산출 후 다른 단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y 는 평 표기입니다.
㎡(py)는 ㎡과 평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면적을 구하면 000 ㎡(000py)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소수 자리
산출 소수 자리 : 각 개별 면적을 소수 몇 째 자리까지 산출할지 지정합니다.
결과 소수 자리 : 최종 합산된 면적을 도면에 표기, 수정할 때 소수 몇 째 자리로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면적 값이 1000 을 넘을 때 1000 단위 구분 기호 " , " 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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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높이
면적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면적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머리말의 내용은 '머리말에 숫자 증분 사용' 옵션을 사용하면 숫자를 증분시킬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추가 머리말 선택
체크하면 머리말 문자를 도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번이나 기호 등 선택한 면적을 특정하게 구분지을 문자가 도면에 있는 경우 활용합니다.
체크하면 면적을 구한 후 도면에서 머리말을 선택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 기능과 위 머리말 숫자 증분 기능을 활용해 엑셀에서 정리하는 예는 면적 구하기(ARE)
명령의 도움말 맨 아래에 있습니다.
결과 값 표시 레이어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 문자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레이어에 체크하면 도면의 현재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지정에 체크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 객체 레이어와 동일
체크하면 결과 문자 레이어는 위에서 지정한 것과 관계없이 선택 객체와 동일하게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결과 문자 레이어는 위에서 지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지시선 쓰기
체크하면 결과 값 문자를 지시선으로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문자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지시선 시작 점과 끝 점을 지정해 표기합니다.
지시선 기본 스타일은 현재 도면의 치수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지시선 화살촉은 화살표와 점 두가지를 지원합니다.
수정 시 색상 변경
체크하면 기존 문자 내용을 수정할 때 색상을 변경합니다.
어떤 문자가 수정되었는지 알기 쉽습니다.
색상 변경은 색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2) 해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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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산출 시 해치
체크하면 면적 산출 중 선택 부분에 해치를 표기합니다.
현재 어떤 부분 면적 구하는 중인지 파악이 쉽습니다.
면적 산출 후 해치 삭제
체크하면 완료 후 면적 산출 중 표시한 해치를 모두 삭제합니다.
해치를 그대로 두고 싶으면 체크 해제합니다.
산출 후 해치 하나로 묶음
면적 산출 후 해치 삭제 해제했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10 군데의 점 지정 면적을 산출했을 때
체크하면 10 군데 해치들을 하나의 해치 객체로 만듭니다.
채크 해제하면 10 군데 해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해치 패턴, 축척, 레이어
지정한 해치 패턴과 축척, 레이어로 해치 합니다.
현재 레이어에 체크하면 도면의 현재 레이어에 해치를 표시합니다.
지정에 체크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에 해치를 표시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정한 레이어가 꺼져있으면 면적 산출 중 해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입력한 해치 패턴 축척 값이 너무 작거나 커서 그렇습니다.
미리 도면에 선택한 해치 패턴으로 해치 후 적절한 축척 값을 입력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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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객체 레이어와 동일
체크하면 해치 레이어는 선택한 객체와 동일하게 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해치의 레이어는 위에서 지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2-3) 면적 표기 옵션

합산 면적 : 선택한 객체 전체 합산 면적을 표기합니다.
개별 면적 : 선택한 객체 각 개별 면적을 각 객체마다 표기합니다.
개별 면적은 각 객체 면적을 각 객체 어느 위치에 표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심 : 선택한 객체 중심에 표기.
객체 위 : 선택한 객체 중심 윗쪽 부근에 표기.
중심과 위 위치는 객체 최 외곽 경계로 산출하므로 중심이나 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 면적은 '도면에서 추가 머리말 선택'을 사용할 때 각각 머리말을 다르게 넣을 수
없습니다.
개별 면적은 각 객체의 레이어 이름을 면적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명 표기 : 체크하면 객체의 레이어 이름을 면적과 함께 표기합니다.
한줄 = 문자를 한 줄로 '레이어명 : 면적'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두줄 = 문자를 두 줄로 레이어명 아래에 면적을 표기합니다.

2-4) 머리말에 숫자 증분 사용
머리말의 숫자 부분을 증분 표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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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머리말에 내용이 입력되고 내용에는 숫자를 증분시킬 부분에 ? 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머리말을 설정했을 때

프로그램 창에는 ? 부분을 숫자로 대체해 위 그림처럼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설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작 숫자 : ? 부분에 증가되는 시작 숫자 값
증분 값 : ? 부분에 값이 증가될 단계 값
자리 수 : ? 부분 숫자 앞 쪽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예를 들어 숫자가 9, 자리 수가 3 이면 009 가 됩니다.
자리 수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값을 1 로 입력합니다.
위 옵션을 조합할 때 예를 들어
머리말 : [?] , 시작 숫자 : 1 , 증분 값 : 1 , 자리 수 : 2 는 아래처럼 증가됩니다.
[01] [02] [03] [04] ....
주의 사항
시작 숫자 값은 마지막에 적용된 숫자의 다음 값이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최초 설정한 값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실행해 1, 2, 3, 4, 5 까지 증분해 도면에 표기되었을 때
다음 번 실행할 때는 이전에 실행할 때의 마지막 숫자 5 다음 값인 6 부터 표기됩니다.
시작 숫자 값은 명령 실행 중 언제든 S 입력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면적 구하기(점 선택) (ARE)
선택 객체 면적 표 그리기 (SEAT)
CAD 계산기 (CALC)
16.3.

선택 객체 면적 표 그리기

SEAT

선택 객체 면적 표 그리기

기능
 선택한 객체들의 개별 면적을 표로 그립니다.

DreamPlus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선택 객체 면적 표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조회 → 면적 → 선택 객체 면적 표 그리기
명령 : SEAT (Select Entities Area T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의 개별 면적을 표로 그릴 때 사용합니다.
객체는 레이어, 색상, 면적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둘레 길이 값도 산출, 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그림처럼 도면에 표로 생성됩니다.

1. 산출 대상 및 구분
여기서 체크된 객체만 선택되고 면적을 산출합니다.
'잠긴 레이어 제외'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객체 모두 체크 해제하면 ?
폐합되지 않은 면적 0 의 선, 폴리선 길이 산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설정에 '표에 길이 값 산출' 체크해야 합니다)

1) 면적 표기 구분
레이어 이름을 선택하면 객체 레이어별 면적을 집계합니다.
색상 번호를 선택하면 객체 색상별 면적을 집계합니다.
2) 산출 대상 순서
① 레이어 이름(또는 색상 번호)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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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면적 표기 구분'이 레이어 이름이면 레이어 이름 순서대로 집계합니다.
위 '면적 표기 구분'이 색상 번호면 객체 색상 순서대로 집계합니다.
② 좌표 순서대로
맨 위 객체 우선, 다음 왼쪽 → 오른쪽 객체 순서로(Z 방향) 표에 집계합니다.
아래 면적 옵션에 소계 설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선택한 순서대로
사용자가 객체 선택한 순서대로 표에 집계합니다.
아래 면적 옵션에 소계 설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면적 크기 순서대로
면적이 작은 것 부터 큰 순서로 집계합니다.
객체가 사각형이면 '기타 옵션'에 산출 근거를(가로, 세로)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 아니면 산출 근거 없이 면적 크기 순서대로만 집계됩니다.
아래 면적 옵션에 '면적별 순서 집계' 설정이 활성됩니다.

2. 면적 설정
면적을 산출할 축척 및 단위, 소수 자리 등을 설정합니다.

산출 축척
축척은 현재 도면에 면적을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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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 산출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외 다른 단위는 ㎡으로 산출해 다른 단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y 는 평 표기입니다.
㎡(py)는 ㎡과 평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면적을 구하면 000 ㎡(000py)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소수 자리
면적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면적 값의 표기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면적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소수 적용
면적을 소수 자리 처리할 때 설정입니다.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적용합니다.
단위값 적용
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 결과로 도면에 표시됩니다.
도면 객체 면적 1002 → 결과 1000
도면 객체 면적 1003 → 결과 1005
도면 객체 면적 1008 → 결과 1010
소수자리에 적용받지 않고 지정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표에 합계 표기
체크하면 도면의 표에 합계 문자 및 값을 표기합니다.
표에 길이 값 산출
체크하면 객체의 둘레 길이 값을 산출해 표에 표기합니다.
해치 객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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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옵션을 활용해 객체에도 길이 값을 표기하거나 폴리선 정점 사이마다 길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객체, 표에 일련번호 표기
체크하면 도면의 객체와 표에 일련번호를 표기합니다.
일련번호의 문자 높이는 기타 옵션에서 지정합니다.
일련번호를 넣을 때와 안 넣을 때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도면의 객체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① 번호 시작 숫자
일련 번호 시작 숫자를 지정합니다.
② 객체 번호 형식
일련 번호의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을 그리고 번호를 표기하거나 [ 1 ] 같은 형식 등으로 도면 객체에 표기합니다.
③ 레이어별(색상별) 소계 삽입
산출 대상이 면적 크기 순서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크하면 같은 레이어(색상)별로 면적 소계를 산출해 표에 작성합니다.
④ 레이어별(색상별) 일련번호
산출 대상이 면적 크기 순서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크하면 레이어(색상)별로 일련번호를 따로 넣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전체 선택한 객체 개수만큼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체크한 경우 구분이 쉽도록 객체와 표의 번호에는 옵션에 따라 알파벳번호 또는 숫자를
다르게 번호를 넣습니다.
아래 그림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옵션별로 번호 부분만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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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별 합산 표를 추가로 그리기
'면적 표기 구분'이 레이어일 때는 레이어별, 색상일 때는 색상별로 집계한 표를 추가로
그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면적 산출된 표가 그려지는데
이 기능을 체크하면 추가로 같은 레이어별, 색상별 합산된 표가 그려집니다.
면적별 순서 집계
산출 대상이 면적 크기 순서일 때 표시되는 설정입니다.
면적이 작은 것 부터 큰 순서로 집계합니다.
일련 번호는 면적별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사각형 크기별로 세 종류가 있을 때

① 면적, 크기별 개수 집계
같은 면적별로 개수 집계합니다.
사각형은 같은 면적이더라도 크기별 개수를 나눠 표기합니다.
합계에 단위 면적은 단위 면적 평균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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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면적별 소계 집계
표에 같은 면적별 소계를 표기합니다.

③ 집계 없이 목록만 표시
표에 집계 없이 면적 순서대로만 표기합니다.

객체 내 포함된 특정 레이어 객체 면적 빼내기

그림 왼쪽처럼 A 레이어 사각형 안에 B 레이어 사각형이 있을 때

Page1243

DreamPlus

체크하고 B 레이어를 등록하면
A 면적은 B 레이어 사각형 제외 면적이 산출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A 면적은 객체가 가진 사각형 전체 면적이 산출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특정 레이어 객체는 면적 산출도 제외'는
체크 해제하면 B 면적도 산출됩니다.
체크하면 B 면적은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처럼 걸쳐있는 것은 제외되지 못합니다.
제외할 객체는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설정

객체에 레이어, 면적, 길이 표기
체크하면 도면의 객체에 레이어, 면적,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표기 머리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표기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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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선 꺾인 구간마다 길이 표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각 정점 사이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표에도 길이 값을 산출하려면 '면적 옵션'의 '표에 길이 값 산출'에 체크하면 됩니다.

직사각형은 산출 근거 표기
체크하면 직사각형 '폴리선'은 표에 가로 × 세로 산출 근거를 표기합니다.
직사각형이 아닌 객체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객체에 문자 표기 위치, 정렬
일련번호 등을 객체의 어떤 위치에 표기할지 및 정렬을(왼쪽, 중심, 오른쪽) 지정합니다.
중심은 객체 중심에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고 객체 위는 객체의 윗쪽에 표기합니다.
중심과 위 위치는 객체의 최 외곽 경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중심이나 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객체에 문자 및 일련 번호 문자 높이
객체에 표기되는 일련번호 및 레이어, 면적, 길이 등을 표기하는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객체 문자 및 일련 번호 레이어는 객체와 동일
체크하면 일련 번호, 문자 레이어는 선택한 객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표 옵션에 지정한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4. 문자 및 표 설정
수량 표 관련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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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글꼴, 높이, 폭, 레이어
결과 값이 표로 작성될 때 표에 표시될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내용 레이어는 객체와 동일
체크하면 표의 제목 제외 내용 문자 레이어를 선택한 객체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지정한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표 레이어
표의 선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관련 명령
면적 구하기(점 선택) (ARE)
면적 구하기(객체 선택) (SEA)
CAD 계산기 (CALC)
16.4.

건축 슬래브 면적 집계 표

SLAT

건축 슬래브 면적 집계 표

DreamPlus

기능
 선택한 객체들의 개별 면적 근거를 표로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건축 슬래브 면적 집계 표
리본 : DreamPlus → 조회 → 면적 → 건축 슬래브 면적 집계 표
명령 : SLAT (SLab Area T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의 개별 면적 근거를 표로 그릴 때 사용합니다.
슬래브 평면들의 면적 산출 근거를 만들어 건축 적산 등에 활용합니다.
수량 표에는 단변과 장변 길이를 산출합니다.
사각형 객체는 단변, 장변의 거리를 산출해 표기하고
사각형이 아닌 객체는 면적에 루트를 씌워 단변, 장변으로 표에 표기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슬래브 또는 면적 구할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들을 선택해

아래 표처럼 수량 표를 그립니다.
기호는 객체 안에 표기된 경우 표에도 표기됩니다.

1. 면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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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순서
선택된 객체를 어떤 순서로 정렬할지 지정합니다.
① 좌표 순서대로 : Z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맨 위 왼쪽 → 맨 아래 오른쪽 순서로 산출합니다.
② 선택 순서대로 : 사용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산출합니다.
산출 단위, 면적 단위
산출 단위는 표에 표기할 길이 단위입니다.
면적 단위는 표에 표기할 면적 단위입니다.
소수는 소수 몇 째 자리까지 산출할지 지정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객체에 산출근거, 면적 표기
체크하면 객체에도 산출근거(단변×장변)와 면적을 표기합니다.

2. 표 설정

문자 글꼴, 높이, 폭, 레이어
결과 값이 표로 작성될 때 표에 표시될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그룹으로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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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16.5.

면적 분할

DIVA

면적 분할

기능
 다각형 폴리선을 지정 개수 등분 또는 지정 면적으로 분할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면적 분할
리본 : DreamPlus → 조회 → 면적 → 면적 분할
명령 : DIVA (DIVide Area)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다각형 폴리선을 지정 개수로 등분 또는 지정 면적으로 분할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지정 개수로 등분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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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분할 옵션 및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도면 축척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mm 도면은 축척 1 로 설정하고 ㎡ 도면은 축척 1000 으로 설정합니다.
분할 기준
대상 객체는 폴리선만 지원합니다.
폴리선에는 호가 포함되어 있어도 됩니다.
만약 폴리선이 아니라 원을 분할하고 싶다면 원, 호 폴리선 변환 (CTP) 명령을 사용해 변환 후
분할하면 됩니다.
1) 개수
폴리선을 지정 개수로 등분합니다..
아래는 3 개로 등분한 예입니다.

2) 면적
폴리선을 지정 면적으로 분할 후 남은 면적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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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면적 1,000 으로 분할한 예입니다.
분할 시작은 분할 방향을 지정할 때 객체 어느 쪽에 치우쳐 지정했는지에 따라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도면 분할 방향 지정할 때 오른쪽 부분을 지정했다면 오른쪽 부터 1,000 씩
분할됩니다.
따라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원하는 방향부터 분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할 구분
분할된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지정합니다.
1) 선
아래 그림처럼 분할 면적을 선으로 구분해 표기합니다.

2) 폴리선 영역
아래 그림처럼 각 분할 면적을 하나의 폴리선 영역으로 표기합니다.
폴리선 영역이 생성되므로 이걸 또 분할하거나 해치할 때 유용합니다.

레이어
분할 구분 선과 면적 문자의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면적 문자 표기
체크하면 각 분할된 면적을 문자로 표기합니다.
면적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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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외 다른 단위는 ㎡으로 산출해 다른 단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y 는 평 표기입니다.
㎡(py)는 ㎡과 평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면적을 구하면 000 ㎡(000py)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소수 자리
면적을 소수 몇 째 자리로 산출해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면적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말, 꼬리말
면적 문자 앞, 뒤에 지정한 머리말, 꼬리말을 함께 표기합니다.

3. 실행 절차
① 분할 대상 닫힌 폴리선 선택
분할할 다각형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② 분할 기준 선의 시작, 끝 점 지정
그림처럼 분할 기준 선의 시작과 끝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지정한 두 점 방향대로 분할을 합니다.
개수 등분에서 두 점 지정은 분할 방향만 판단하므로 아무 곳이나 지정해도 됩니다.
면적 분할에서 두 점 지정은 분할 방향 및 어디서부터 분할 시작인지 판단하므로 분할 시작될
부분 쪽을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분할되고 설정에 따라 면적 값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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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입력해 면적, 체적 산출

CAV

높이 입력해 면적, 체적 산출

기능
 객체 길이에 입력한 높이를 곱해 면적을 산출합니다.
 객체 면적에 입력한 높이를 곱해 체적을 산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높이 입력해 면적, 체적 산출
리본 : DreamPlus → 조회 → 면적 → 높이 입력해 면적, 체적 산출
명령 : CAV (Calculate Area, Volum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길이, 면적에 입력한 높이를 곱해 면적, 체적을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결과는 도면에 표 또는 엑셀 표로 내보냅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산출 대상이 면적인지 체적인지 지정 및 옵션 설정
② [객체 선택] 버튼으로 도면에 객체 선택
③ [캐드 표 그리기] 또는 [엑셀 표 내보내기] 버튼으로 도면에 표기된 문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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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절차는 이 도움말 하단 '5. 실행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1. 산출 설정
산출 대상 및 축척을 설정합니다.

산출 대상
면적 : 선택한 객체 길이를 구한 후 입력한 높이를 곱해 면적을 산출합니다.
체적 : 선택한 객체 면적을 구한 후 입력한 높이를 곱해 체적을 산출합니다.
높이 입력 단위
객체 선택 후 높이를 입력할 때 단위입니다.
mm : 1m 를 1000 으로 입력합니다.
m : 1m 를 1 로 입력합니다.
산출 축척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수량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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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숫자를 사칙 연산해 산출 값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한 면적 100 ㎡, 입력한 높이 2m 일 때
수량 증감이 없으면 체적은 100 × 2 = 200 입니다.
수량 증감에 × 0.9 를 지정하면 체적은 (100 × 2) × 0.9 = 180 입니다.

2. 도면 표기 문자
도면 표기 문자 역할은 표의 값과 검산, 산출 근거 번호 등의 역할을 합니다.
1) 증분 숫자, 2) 산출식, 3) 산출 값을 모두 표기하거나 하나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도면 표기 문자는 프로그램 실행해 객체 선택 후 높이 입력하면 표기됩니다.
이후 [캐드 표] 또는 [엑셀 표] 버튼으로 도면 표기 문자를 선택해 표를 작성합니다.

1) 증분 숫자 표기
1, 2, 3 ... 같이 선택한 순서대로 증분된 숫자만 도면에 표기합니다.
- 머리말, 꼬리말
지정하면 숫자 앞, 뒤에 입력한 머리말, 꼬리말이 추가됩니다.
- 시작 숫자, 증분 값
시작 숫자는 증분하는 숫자의 시작 값입니다.
증분 값은 숫자를 얼마씩 증가할지 지정합니다.
- 자리 수
숫자 앞에 0 을 채워 표시할 전체 숫자 개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9, 자리 수 3 이면 009 입니다.
자리 수 적용 않으려면 값을 1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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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형식
(1), {1}, [1], 1 네 가지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2) 산출 식 표기
산출 식은 '객체 길이 또는 면적 x 입력한 높이' 입니다.
예를 들어 객체 길이가 3.456 이고 입력한 높이가 5.000 이면
도면에 '3.456 x 5.000' 문자를 표기합니다.
산출 대상이 체적일 때 '사각형은 가로 x 세로 산출' 설정이 활성됩니다.
이 설정은 객체가 사각형일 때 도면에 가로 x 세로 x 입력 높이를 표기합니다.
3) 산출 값 표기
산출 값은 객체 길이 또는 면적에 입력한 높이를 곱한 결과 값입니다.
문자 높이, 폭
도면 표기 문자의 높이, 폭입니다.
문자 레이어
도면 표기 문자의 레이어입니다.
- 선택 객체 레이어, 색상과 동일
선택한 객체와 레이어, 색상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 현재 레이어
도면의 문자 레이어, 색상을 현재 레이어대로 설정합니다.
- 지정 레이어
도면의 문자 레이어, 색상을 지정한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공통 및 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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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글꼴
도면 표기 문자 및 도면에 표를 그릴 때 글꼴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글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출소수자리
단위 값(길이, 면적)과 산출 값(면적, 체적)을 소수 몇 째 자리로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소수자리는 도면 표기 문자를 작성하기 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표 구분
아래 예제 그림처럼 표의 형태 구분입니다.
1) 표기 문자 순서별 집계
도면 표기 문자 번호 순서대로 집계합니다.

2) 표기 문자 색상별 집계
도면 표기 문자의 색상별로 집계합니다.
비고 칸에 확인을 위한 도면 표기 문자 번호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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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기 문자 색상별 합산 집계
도면 표기 문자의 색상별로 집계하면서 같은 색은 합산해 집계합니다.

4) 표기 문자 색상별 개수 집계
도면 표기 문자의 색상별로 집계하면서 같은 색은 합산하고 개수를 표기해 집계합니다.

표 열별 구분
체크하면 아래 예처럼 산출 근거를 열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표 제목
표 제목을 설정합니다.
산출 대상이 면적일 때와 체적일 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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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드 표 설정
캐드 표를 그릴 때 설정입니다.

문자 높이, 폭, 문자 레이어, 선 레이어
캐드 표의 문자와 선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면 표기 문자와 색 동일에 체크하면 아래 예처럼 표 내용을 도면 표기 문자 색상과 맞춥니다.
도면 표기 문자 레이어를 '선택 객체 레이어, 색상과 동일'로 설정하고 실행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칸 높이
표의 한 칸 높이입니다.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해 주세요.
위 그림대로면 표 한 칸 높이는 문자 높이(300) × 3 = 900 입니다.

5. 실행 절차
아래는 높이를 입력해 면적을 산출하는 예제입니다.
아래 같은 도면에서 파란색, 빨간색 부분 면적을 각각 구하는 예제입니다.
프로그램 설정은 기본값으로 하고 도면에는 증분 숫자만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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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체 선택
객체를 선택합니다.
파란색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객체 길이를 구해 입력한 높이를 곱할 것이므로 동일 높이라면 객체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
좋습니다.
선, 폴리선 결합은 선 결합 (JJJ) 명령을 사용합니다.
② 높이 입력
선택한 객체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어 다음 번 실행할 때 기본값으로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이전 입력 값과 높이가 같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엔터키, 스페이스 바 등)
입력합니다.
높이를 입력하면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문자가 표기됩니다.
증분 숫자만 표기했기 때문에 (1), (2)로 표기되었습니다.

ESC, 엔터 등으로 종료 전까지 ① ~ ② 과정이 반복되므로 다른 객체도 선택, 높이 입력합니다.
예제에서는 시작 숫자가 3 인 상태에서 다른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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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완료하면 프로그램의 아래 그림 부분에 선택한 객체 수가 참고용으로 표기됩니다.

③ 도면에 수량 표 작성
도면 표기 문자가 생성되었으면 이 문자를 이용해 도면에 수량 표를 작성합니다.
[캐드 표 그리기] 버튼으로 도면 표기 문자를 선택합니다.
[캐드 표 그리기] 버튼은 범위를 넓게 선택해도 도면에 표기된 문자만 선택됩니다.
선택 완료 후 표 삽입 점을 지정하면 수량표가 그려집니다.
④ 엑셀에 수량 표 작성
도면 표기 문자가 생성되었으면 이 문자를 이용해 엑셀에 수량 표를 작성합니다.
[엑셀 표 내보내기] 버튼으로 도면 표기 문자를 선택합니다.
[엑셀 표 내보내기] 버튼은 범위를 넓게 선택해도 도면에 표기된 문자만 선택됩니다.
선택 완료되면 엑셀이 활성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수량표를 입력할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아래처럼 엑셀에 표가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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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CLT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기능
 레이어, 선종류, 색상별로 선택한 객체의 길이를 조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명령 : CLT (Curve Length by Ty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 선종류, 색상별로 객체의 길이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구분하는 레이어, 선종류, 색상은 각각 필요한대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레이어, 특정 선종류, 특정 색상을 조합해 원하는 객체만 길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그림처럼 도면에 표로 생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필터] 탭과 [객체 종류 및 옵션] 탭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필터
이 탭에는 객체 길이를 필터할 레이어, 선종류, 색상을 선택하는 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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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선택 방법
레이어, 선종류, 색상 각 필터에서 모든 것을 포함할지 특정한 것만 포함할지 선택합니다.
레이어를 예로 들어,
필요한 레이어를 목록에서 선택하면 해당 레이어의 객체만 도면에서 선택하고 길이를
조회합니다.
레이어 구분 안함에 체크하면 객체의 레이어는 구분하지 않고 길이를 조회합니다.
목록의 모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구분 안함과 모두 선택 차이는 길이 조회 후 결과를 표로 만들 때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어 구분 안함 : 레이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과 표에는 레이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 모든 레이어별로 객체를 구분하므로 결과 표에는 레이어 별로 객체 길이가
집계됩니다.
레이어를 예로 들었지만 선종류와 색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레이어, 선종류, 색상 세가지 모두 구분 안함 = 선택한 전체 객체 길이만 집계됩니다.
구분 안함 체크 해제, 각 특성을 선택 = 각 특성별로 구분되어 표가 작성됩니다.
즉, 특성별로 구분 안함과 종류를 적절히 선택해 원하는 객체만 길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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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선종류와 색상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레이어만 지정해 조회한
결과입니다.

도면에 표기된 객체 길이 문자를 선택해 다시 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객체 종류 및 옵션] 탭에 '도면 객체에 길이 표기'를 사용하면 아래 그림처럼 객체에
길이가 표기됩니다.

여러 객체 중 문자 하나를 아래처럼 수정한 경우 이 문자들만 선택해 다시 집계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색상 256 색으로 로드
이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 도면 전체 객체의 색상을 검사 후 사용된 색을 목록에 보여줍니다.
객체가 아주 많은 도면은 초기 실행 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객체의 색상을 검사하지 않고 1~255 의 색상 번호만 목록에 표시합니다.
프로그램 초기 실행 시간이 느리다면 체크해 사용된 색상 검사를 건너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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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 종류 및 옵션
선택하는 객체의 종류 및 표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2-1) 객체 종류 및 산출 설정
여기서 선택한 객체만 도면에서 선택 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에 체크하면 선택할 때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버튼을 누르면 객체 종류의 모든 객체가 체크됩니다.
[모두 해제] 버튼을 누르면 객체 종류의 모든 객체가 해제됩니다.
산출 축척
산출 축척은 객체 길이를 산출할 때 적용할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
산출하는 길이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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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소수 적용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적용합니다.
단위값 적용
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 결과로 도면에 표기됩니다.
도면 객체 길이 1002 → 결과 1000
도면 객체 길이 1003 → 결과 1005
도면 객체 길이 1008 → 결과 1010
위와 같은 결과가되며, 지정한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2-2) 도면에 객체 길이 표기
체크하면 선택한 각 객체의 길이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폴리선 꺾인 구간마다 길이 표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각 정점 사이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폴리선 중간에 하나만 표기합니다.

길이 문자 레이어는 선택 객체와 동일
체크하면 표기되는 길이 문자의 레이어가 선택 객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의 레이어는 표 옵션에서 지정한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길이 문자 높이
길이 표기 문자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선과 문자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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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값 문자 하단과 선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2-3) 표 옵션
선 종류별 집계 시 미리보기 표시
체크하면 도면에 아래 그림처럼 결과 표 앞에 해당 객체의 선종류 범례를 작성합니다.
필터 탭에서 '선 종류 구분 안함'에 체크했다면 이 미리보기 범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축척 값은 이 미리보기 범례에 표시될 선의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값을 설정해도 선 종류 모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 각 범례 선 축척을 직접
조정해야합니다.
CAD 선종류는 종류도 많고 일괄 지정한 같은 축척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 종류별 개수 집계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각 종류별 수량 개수를 표의 맨 마지막 열에 표기합니다.

표에 산출 근거 표시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길이 합산 값의 산출 근거를 표에 표기합니다.
폴리선 꺾인 구간마다 길이 표기를 사용하면 산출 근거는 각 구간 길이를 모두 표기합니다.
폴리선 꺾인 구간마다 길이 표기를 사용 안 하면 산출 근거는 폴리선 전체 길이 하나로
표기합니다.
산출 근거 폭은 표의 열 너비입니다. 표 문자 높이 배수로 값을 지정해야합니다.
표 표기 우선은 아래 그림처럼 산출근거, 집계 순서로 표기할지 반대로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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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색상으로만 조회할 때 표 문자에 색상 적용
필터 탭에서 색상으로만 객체 길이를 조회할 때만 적용됩니다.
적용하면 아래 그림처럼 표의 수량 문자에도 객체 색상과 동일한 색이 적용됩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레이어
결과 값이 표로 작성될 때 표에 표시될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구분일 때 표 내용 레이어는 객체와 동일
필터 탭에서 레이어로 객체 길이를 조회할 때 적용됩니다.
적용하면 표 제목 제외 내용 문자의 레이어는 객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표 레이어
표의 선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제목
표 제목 중 산출 근거와 길이 계 값의 표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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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는 '표에 산출 근거 표시' 옵션을 체크할 경우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외 다른 표 제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객체에 치수 삽입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 중 선, 폴리선, 호, 원에 치수를 삽입합니다.
체크하면 아래같은 탭이 활성됩니다.

스타일, 레이어
작성할 치수 스타일과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수 간격
원점에서 떨어진 간격 및 치수 보조선 길이 등을 지정합니다.
문자 높이 및 기본 치수 설정은 지정한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전체 축척
거리 값에 곱할 전체 축척 변경 값입니다.
거리 값을 최초 설정해 놓은 후 이 축척 배수 값만 바꿔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2 입력하면 각 거리 설정은 × 2 값으로 작성됩니다.
× DimScale 에 체크하면 전체 축척은 지정 값 × DimScale 값으로 설정됩니다.
전체 축척 값대로 치수 축척도 변경
체크하면 치수의 축척 값 자체를 전체 축척 값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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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 로 입력했을 때 그림의 첫 번째면 2 로 입력했을 때 두 배 커진 치수가됩니다.

치수 표시 방향
치수 표시는 각 객체의 시작→끝 점 각도를 기준으로 아래 설정대로 표시됩니다.
객체가 하나의 폴리선으로 연결된 경우는 왼쪽, 오른쪽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호는 캐드 호길이 치수(DIMARC)로 삽입됩니다.
기본 : 각도를 1~4 분면으로 판단해 윗쪽에 표시
왼쪽 표시 : 객체 진행 방향(시작→끝) 왼쪽에 치수를 표시
오른쪽 표시 : 객체 진행 방향(시작→끝) 오른쪽에 치수를 표시
반지름, 지름 치수 추가
체크하면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추가로 그립니다.
문자 높이 및 기본 치수 설정은 지정한 치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 대상 객체
체크한 객체에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삽입합니다.
폴리선은 폴리선에 포함된 호 부분에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삽입합니다.
- 치수 종류
반지름 치수를 삽입할지 지름 치수를 삽입할지 선택합니다.
- 문자 표기
객체에 치수 값 문자가 표기되는 위치를 설정합니다.
기본 : 치수 스타일을 따릅니다. 보통 객체 외부(바깥쪽)에 표시되며 원의 경우 안쪽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 원, 호의 내측(중심부 쪽)에 치수 문자를 표기합니다.
외부 : 원, 호의 외측(중심부 바깥쪽)에 치수 문자를 표기합니다
관련 명령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 (HAR)
객체 정보 지시선 그리기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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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 길이 산출 (CLR)
객체 길이 쓰기 (CL)
16.8.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

HAR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

기능
 색상별, 레이어별, 패턴별로 선택한 해치의 면적을 조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
명령 : HAR (Hatch ARea by ty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색상, 레이어, 패턴별로 선택한 해치 면적을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를 구분하는 색상, 레이어, 패턴은 각각 필요한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색상, 레이어, 패턴을 조합해 원하는 해치만 면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그림처럼 표로 생성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해치 면적 구분에서 색상, 레이어, 패턴 선택 → 면적 옵션, 표 옵션 조정 → 실행

1. 해치 면적 구분
면적을 구분할 특성(색상별, 패턴별, 레이어별) 종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체크한 특성으로만 해치 면적을 구분합니다.
만약 색상별, 패턴별, 레이어별 세가지를 모두 체크 해제하면 결과 표는 선택한 전체 면적만
집계됩니다.
특성 종류를 일부만 체크하면 체크한 특성으로만 구분되어 집계됩니다.

DreamPlus

패턴별이 체크되어야 표에 미리보기 해치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색상에만 체크하고 조회한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은 같은 해치를 패턴, 레이어 체크하고 조회한 결과입니다.

2. 면적 옵션
면적을 산출할 축척 및 단위, 소수 자리 등을 설정합니다.

산출 축척
축척은 현재 도면에 면적을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 산출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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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른 단위는 ㎡으로 산출해 다른 단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y 는 평 표기입니다.
㎡(py)는 ㎡과 평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면적을 구하면 000 ㎡(000py)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소수 자리
면적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면적 값의 표기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면적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소수 적용
면적을 소수점 처리할 때 옵션을 설정합니다.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적용합니다.
단위값 적용
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 결과로 도면에 표시됩니다.
도면 객체 면적 1002 → 결과 1000
도면 객체 면적 1003 → 결과 1005
도면 객체 면적 1008 → 결과 1010
소수자리에 적용받지 않고 지정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일련번호를 넣어 해치 개별 면적 산출
해치 각각의 면적을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체크하면 각각의 해치에 일련번호를 넣고 각 개별 면적을 표에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색상별, 패턴별, 레이어별 조건에 따라 같은 특성 객체끼리 합산해 표에
표시합니다.

DreamPlus

Page1274

일련번호의 문자 높이 등 특성은 표 옵션에 따릅니다.
아래 그림은 일련번호를 넣고, 소계 삽입에 체크한 결과 표입니다.

1) 번호 시작 숫자
일련 번호 시작 숫자를 지정합니다.
2) 객체 번호 형식
일련 번호의 형식입니다.
원을 그리고 번호를 표기하거나 [ 1 ] 같은 형식 등으로 도면 객체에 표기합니다.
3) 정렬
① 종류
면적 구분(색상, 패턴, 레이어)에 체크된 같은 종류별 이름순으로 먼저 정렬 후 해치 좌표
높이가 높은 순으로 정렬합니다.
좌표는 각 해치의 제일 높은 위치 점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② 좌표
해치를 좌표 순서대로 위→아래 우선, 좌→우 방향으로(Z 방향) 정렬합니다.
좌표는 각 해치의 제일 높은 위치 점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소계 삽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선택 순서
실행할 때 해치를 선택한 순서대로 번호를 넣습니다.
면적 구분(색상, 패턴, 레이어) 종류와 관계없이 선택 순서대로 번호를 표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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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삽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소계 삽입
위 정렬에서 '종류'를 선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구분(색상, 패턴, 레이어)에 체크된 같은 종류별로 면적 소계를 산출해 표에 작성합니다.
5) 종류별 일련번호
정렬에서 종류를 선택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해치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따로 넣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전체 해치 개수대로 일련번호를 넣습니다.
체크하면 구분이 쉽도록 해치와 표의 번호에는 옵션에 따라 알파벳번호 또는 색상을 다르게
번호를 넣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번호 부분만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표 옵션
수량 표에 관련된 옵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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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란에 미리보기 해치 표시
체크하면 도면에 그림처럼 집계표 앞에 해당 해치의 패턴 범례를 작성합니다.
해치 면적 구분 - 패턴별 체크된 경우는 해당 패턴으로 그리고 체크 해제한 경우는 SOLID
패턴으로 작성합니다.
패턴이 PC 에 없다면 SOLID 로 표시됩니다.

해치 축척
미리보기 해치의 축척을 지정합니다.
자동은 도면의 해치 축척과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지정은 입력한 해치 축척으로 표기됩니다.
현재 도면의 해치를 선택해 축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OLID 패턴으로 작성
체크하면 해치 면적 구분 - 패턴별 체크 되어 있어도 미리보기 해치 패턴을 SOLID 로
작성합니다.
표 그룹으로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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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표기 우선
표의 맨 앞에 일련번호를 먼저 표기할지 미리보기 해치를 먼저 표기할지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일련번호 옵션'과 '구분란에 미리보기 해치 옵션'을 모두 체크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레이어
결과 값이 표로 작성될 때 표에 표시될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구분할 때 객체와 동일
이 설정을 사용하려면 그림처럼 '레이어별' 옵션을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하면 표의 제목 제외 내용 문자 레이어를 선택한 해치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지정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표 레이어
표의 선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CLT)
객체 정보 지시선 그리기 (OIL)
16.9.

객체 정보 지시선 그리기

OIL

객체 정보 지시선 그리기

기능
 블록, 선, 해치의 정보/수량을 지시선으로 그리고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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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조회 → 객체 정보 지시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객체 정보 지시선 그리기
명령 : OIL (Object Information Lead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블록, 선, 해치의 정보를 지시선으로 그리고 집계표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의 이름, 설명, 수량을 선택적으로 지시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려진 지시선을 선택해 수량이 취합된 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시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실행 개념

간략한 실행 절차
객체별 표기할 객체 정보 선택 → 지시선 그리기 → 그려진 지시선을 선택해 수량표 그리기

1. 대상 객체

지시선을 그릴 객체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설정한 객체만 도면에서 선택되고 지시선이 그려집니다.

2. 표기할 객체 정보
객체별로 지시선에 표기할 객체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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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정보

블록 이름, 블록 설명, 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아이템만 지시선에 표기됩니다.
수량 꼬리말은 블록 수량 뒤에 표기할 단위입니다.
선 정보

선은 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같은 선 객체입니다.
레이어, 레이어 설명,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아이템만 지시선에 표기됩니다.
길이 꼬리말은 선 길이 수량 뒤에 표기할 단위입니다.
소수점은 길이를 표기할 소수점입니다.
해치 정보

해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시선의 아이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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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레이어, 면적 : 해치 패턴 이름, 해치 레이어, 해치 면적입니다.
레이어, 설명, 면적 : 해치 레이어, 레이어 설명, 해치 면적입니다.
설정된 아이템만 지시선에 표기됩니다.
면적 꼬리말은 면적 수량 뒤에 표기할 단위입니다.
소수점은 면적를 표기할 소수점입니다.
길이, 면적 산출 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 면적을 산출할 때 적용할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적용
객체 길이, 면적을 소수 자리 처리할 때 설정입니다.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적용합니다.
단위값 적용
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 결과로 도면에 표기됩니다.
도면 객체 길이(면적) 1002 → 결과 1000
도면 객체 길이(면적) 1003 → 결과 1005
도면 객체 길이(면적) 1008 → 결과 1010
소수자리에 적용받지 않고 지정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3. 객체 선택 방법
도면에서 객체를 어떻게 선택할지 설정합니다.

3-1) 한 개씩 객체 선택
도면에서 객체를 한 개씩 선택합니다.
객체마다 지시선을 원하는 위치에 넣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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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러 객체 선택
도면에서 객체를 한번에 여러 개 선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므로 지시선을 어떻게 구분해서 넣을지 아래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지시선 시작 점은 객체 중심에 그려집니다.
객체 중심에 대한 설명은 아래 '5. 다중지시선 위치' 시작 위치 설명을 참조하면 됩니다.
3-2-1) 같은 정보 객체는 묶어서 표시
체크하면 같은 정보의 객체를 하나의 지시선 문자로 처리하고 수량은 합산합니다.
같은 정보란 블록, 선, 해치 정보에서 설정한 아이템 중 수량을 제외하고 이름, 레이어 등이
같은 객체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각 객체마다 지시선을 넣고 수량은 개별로 표시됩니다.
체크 해제하는 것은 한번에 여러 개의 객체에 바로 지시선을 넣을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체크 했을 때와 체크 해제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3-2-2) 객체마다 지시선, 객체 하나만 지시선
같은 정보 객체를 묶어서 표시할 때 지시선 넣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객체마다 지시선
- 지시선 문자가 어떤 객체를 가르키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객체가 많은 경우 지시선이 겹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객체 하나만 지시선
- 여러 객체 중 도면 내부 상 첫번째 객체 하나만 지시선을 넣습니다.
- 객체가 많아도 지시선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 지시선 문자가 어떤 객체를 가르키는지 바로 알기 곤란합니다.
아래 그림은 위의 두 가지 옵션별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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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 지시선 설정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설정된 다중지시선 스타일을 따릅니다.
스타일 목록에서 이 프로그램에 적용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다중 지시선을 설정하는 캐드 명령은 MLEADERSTYLE 입니다.
다른 도면에 있는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현재 도면으로 가져오고 싶다면
CTRL+2 를 눌러 디자인센터에서 도면을 찾고 다중 지시선 스타일 중 원하는 스타일을 현재
도면으로 끌어 넣으면 됩니다.
지시선 전체 축척 적용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설정된 크기가 현재 도면의 문자 높이보다 너무 작을 때
스타일에서 높이, 크기 값을 모두 고치기 번거롭습니다.
이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옵션은 스타일의 높이, 크기 값에 지정한 축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에 문자 높이가 3 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옵션 값을 100 으로 지정했다면
도면에 표기되는 지시선의 문자 높이는 300 으로 표기됩니다.

5. 다중 지시선 위치

우선 지시선의 시작 점과 끝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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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옵션은 위 시작 점과 끝 점을 사용자가 선택할지 고정된 크기로 그릴지 설정합니다.
5-1) 시작 위치
시작 위치는 3. 객체 선택 방법에서 한 개씩 객체 선택으로 설정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 사용자가 시작 점을 직접 지정합니다.
객체 중심 : 프로그램은 아래 같이 객체의 중심을 파악합니다.
선 : 선의 중심 점
블록, 해치 : 객체 경계의 중심 점
블록, 해치는 아래처럼 객체 최 외곽 사각 경계의 중심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지시선 시작 위치는 객체 밖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5-2) 끝 위치
사용자 지정 : 사용자가 끝 점을 직접 지정합니다.
고정 길이 : 지정한 길이 값대로 지시선 크기를 결정합니다.
길이는 스타일의 문자 높이 × 지정 값 × 지시선 전체 축척 적용 값 입니다.
지시선 각도는 수직으로 그리고 싶은 경우 90 입력하면 됩니다.

6. 표 설정
[수량표 그리기] 버튼으로 그려지는 표에 관련된 설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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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설명, 단위, 수량
표의 열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체크한 항목만 표의 열이 그려집니다.
각 항목에 표기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블록, 선, 해치의 미리보기가 그려집니다
이름 : 블록 이름, 레이어 이름, 해치 패턴 이름
설명 : 블록 설명, 레이어 설명
단위 : 객체 정보 수량 꼬리말에 지정된 단위
수량 : 블록 개수, 선 길이, 해치 면적
문자 글꼴, 높이, 폭, 레이어
표에 표기되는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레이어
표의 선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 객체 수량 묶어서 표시
같은 정보란 블록, 선, 해치 정보에서 설정한 아이템 중 수량을 제외하고 이름, 레이어 등이
같은 객체입니다.
체크하면 같은 정보의 객체들 수량을 합산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같은 정보의 객체들이라도 개별로 표시하고 소계를 표에 표시합니다.

7. 프로그램 버튼 설명
프로그램 창에 각 버튼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옵션에 따라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지시선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도면에 그려진 지시선을 선택해 수량 표를 그리는 기능입니다.
지시선은 이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지시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의 문자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체에 대한 정보를 지시선 내부에 데이터로 넣어 놓고 수량표를 그릴 때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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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 버튼이 아니라 직접 지시선 문자 내용만 수정하면 내부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버튼으로 지시선 문자 내용을 수정해야 내부 데이터도 함께 수정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 도면의 지시선을 선택하면 아래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여러 항목 중 문자 내용과 연관된 부분만 값이 활성화되서 보여집니다.
수정할 부분을 수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시선 문자 내용 및 내부 데이터도 수정됩니다.
이 버튼으로 지시선 문자 내용을 수정했다면 표에는 값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량표 그리기]
버튼으로 표를 다시 그려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체에 대한 정보를 지시선 내부에 데이터로 넣어 놓고 수량표를 그릴 때
활용합니다.
이 버튼은 지시선 내부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데이터만 삭제될 뿐 지시선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면 더 이상 그려진 지시선으로 수량표를 그릴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관련 명령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CLT)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 (HAR)
16.10. 경계석 길이 산출

CLR

경계석 길이 산출

기능
 평면도의 경계석을 직선부와 곡선부로 구분해 길이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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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경계석 길이 산출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경계석 길이 산출
명령 : CLR (Curb Length by Radiu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도의 경계석을 직선부와 곡선부로 구분해 길이를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곡선부는 반지름(R)별로 길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직선부와 곡선부별로 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도면에 표로 생성됩니다.

1. 경계석 산출 설정
길이를 산출할 축척 및 직선부, 곡선부 구분 등 설정을합니다.

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
객체 길이를 소수 몇 째 자리로 산출할지 지정합니다.
직선부, 곡선부 객체 레이어 분리
체크하면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를 직선부와 곡선부로 분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수량은 직선부와 곡선부를 나누지만 레이어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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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는 입력한 이름과 지정한 색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색상 버튼을 누르면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곡선부 R 값별 레이어 분리
체크하면 곡선부 객체를 R 값별로 레이어를 분리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위에서 지정한 곡선부 레이어 이름 뒤에 R 값이 표시됩니다.
레이어 색상은 위에서 지정한 곡선부 레이어 색상과 동일합니다.
표 곡선부 R 값별 구분
체크하면 곡선부 객체를 R 값별로 분리해 수량 산출 표에 길이를 구분 산출합니다.
자재 업체에 R 값별로 구분 발주할 때 유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표에는 R 값과 관계없이 곡선부 항목 하나로 산출됩니다.
체크하면 머리말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 됩니다.
머리말은 수량 산출 표에 R 값 앞에 붙는 문자입니다.
지정 R 이상 직선부 처리
R 값이 크면 실제 시공할 때 굳이 곡선부로 가공할 필요 없이 직선부로 시공해도됩니다.
체크하면 지정 R 값 이상 객체는 직선부로 수량을 산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반지름이 있는 객체는 모두 곡선부로 산출합니다.
R 값은 일반적으로 12m 를 초과하면 직선부와 거의 같습니다.
객체에 길이 표기
체크하면 별도 지정한 문자 높이로 도면의 객체에 길이 값과 R 값을 표기합니다.
검산용 또는 시공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 설정
표의 선과 문자 레이어, 글꼴 높이 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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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 문자 레이어
표의 선과 문자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자 글꼴, 높이, 폭
표에 표기될 문자의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표 크기
표의 항목별 크기를 설정합니다.
크기는 표 설정에서 지정한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해야합니다.

기호, 구분, 규격, 단위 등 표의 제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항목 중 체크 표시가 있는 기호, 규격, 비고는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체크하면 표에 항목이 표기되고 체크 해제하면 표에 항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기호 항목은 레이어를 분리한 경우만 미리보기 선이 표기됩니다.
레이어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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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항목은 기본적으로 빈칸으로 작성됩니다.
빈칸이므로 사용자가 화강석 규격 등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 곡선부 R 값별 구분한 경우는 아래 그림처럼 규격 항목에 R 값이 표기됩니다.
만약 규격 항목을 체크 해제했다면 비고 칸에 R 값이 표기됩니다.

관련 명령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CLT)
16.11. 간편 객체 길이 합산

QTL

간편 객체 길이 합산

기능
 선택한 객체들 길이를 합산해 문자를 쓰거나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간편 객체 길이 합산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간편 객체 길이 합산
명령 : QTL (Quick Total Length of curv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들 길이를 합산해 문자를 쓰거나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 등 길이를 갖는 객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 없이 명령으로만 빠르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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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설정을 사용해 합산하려면 CLT 명령 또는 CALC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1. 실행 절차
① 길이를 합산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길이를 합산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축척, 소수 자리 등 설정 변경 창이 표시됩니다.
② 문자를 삽입할 점 지정 또는 [문자 선택(T)]
합산된 문자를 도면에 표기할 점을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T 입력하면 수정할 문자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문자를 쓰거나 선택해 수정하는 것은 다시 변경 전까지 다음 실행할 때도 계속 유지됩니다.

2. 설정
1) 선 길이 합

산출 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되는 합산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천 단위 기호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소수 적용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적용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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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값이 100.00 일 때 머리말 L= , 꼬리말 m 이면 표기 문자는 L=100.00m 입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선택할 때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2) 결과 문자 쓰기/수정

문자 높이, 레이어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 문자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현재 레이어 : 도면의 현재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지정 :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수정 시 색상 변경
체크하면 문자 선택해 수정할 때 수정된 문자 색상이 지정 색으로 변경됩니다.
체크하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이 표시됩니다.
산출 식 함께 쓰기
체크하면 산출 식과 결과 값을 함께 도면에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결과 값만 도면에 표기합니다.
산출 식을 사용하면 머리말, 꼬리말 설정이 무시됩니다.
표기되는 형식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산출 식 = 결과 값으로 표기됩니다.
1.00 + 2.00 + 3.00 = 6.00

3) 객체에 길이 문자 쓰기
체크하면 객체에도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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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높이, 레이어
객체에 표기하는 길이 값의 문자 높이와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선과 간격
길이 값 문자 하단과 선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폴리선은 꺾인 구간마다 길이 표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각 정점 사이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16.12. 선을 그려 길이 수량 집계

DLL

선을 그려 길이 수량 집계

기능
 평면도에 직선을 그려 이 직선의 길이를 수량 집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선을 그려 길이 수량 집계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선을 그려 길이 수량 집계
명령 : DLL (Draw a Line to count the Leng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평면도에 직선을 그려 이 직선의 길이를 수량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신규로 설계 도면을 그려 수량 집계하는 목적보다는
이미 작성된 베이스 도면 위에 선을 그려가며 수량을 집계하고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전기, 배관 등 관련 분야에서 선로, 관로의 길이를 확인하고 집계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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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결과는 도면에 길이 문자가 표기되고 표로 집계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길이를 산출할 축척 설정
② 레이어 및 선 설정에서 신규 레이어 입력 또는 기존 레이어 선택
③ [선 그리기] 버튼을 눌러 실행해 도면에 길이를 구할 선을 그림
④ 다른 레이어에 그리려면 완료 후 다른 레이어 입력 또는 선택해 그림
⑤ 선 그리기 완료 후 [수량표 그리기] 버튼으로 선의 계 문자 선택해 수량 표 완료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 '4. 실행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1. 선 길이
길이를 산출할 축척 및 머리말, 꼬리말 등을 설정합니다.

산출 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꼬리말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 앞, 뒤에 붙일 머리말과 꼬리말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10.0 일 때 머리말 L= , 꼬리말 m 이면 L=10.0m 입니다.
소수 자리
길이를 소수 몇 째 자리로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길이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선 시작 점과 계 문자에 레이어 이름 입력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레이어로 선을 그려 실행됩니다.
체크하면 그려진 선의 시작 점과 끝 점 계 문자에 레이어 이름을 함께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레이어 이름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선의 구분 및 나중에 검산을 위해 레이어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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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어 및 선 설정, 문자 설정
선과 문자의 레이어, 색상, 글꼴 높이 등을 설정합니다.

레이어
1) 신규
입력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이 레이어에 선을 그립니다.
입력하고 실행한 레이어 이름은 계속 목록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번 실행할 때 다시 입력 필요 없이 저장된 레이어 목록에서 꺼내어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내용을 레이어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력 후 엔터에 체크하면 레이어 이름 입력하거나 선택했을 때 바로 선그리가 동작합니다.
레이어 목록을 삭제하려면 아래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현재 항목 삭제 : 현재 활성된 레이어 이름만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저장된 레이어 목록 전체를 삭제합니다.
2) 기존
현재 도면에 있는 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레이어에 선을 그립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 표시
선은 폴리선 또는 치수로 그릴 수 있습니다.
1) 폴리선으로 그릴 때

폴리선 색상과 선 두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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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수로 그릴 때

선택한 치수 스타일로 그립니다.
치수 문자, 모양 등 기본적인 것은 치수 스타일을 따릅니다.
보조선 배수 : 치수 보조선 길이입니다.
보조선 길이는 문자 설정의 문자 높이 × 입력 값이므로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합니다.

축척 : 치수 문자, 모양 크기 등 치수 축척 값입니다.
축척은 도면 DIMSCALE 값 × 입력 값으로 설정됩니다.
DIMSCALE 값을 따라 치수 그린다면 축척 값은 1 입력해 사용합니다.
문자 설정
폴리선으로 선 그릴 때 길이 값과 표에 표기될 문자 특성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수량 표 설정
표의 레이어 및 표 항목별 크기를 설정합니다.
크기는 문자 설정에서 지정한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해야합니다.

표 선, 문자 레이어
표의 선과 문자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 문자 레이어는 그려진 선과 레이어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eamPlus

Page1296

'선택한 선과 레이어 동일' 체크 해제하면 별도로 문자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레이어 수량 묶어 표기
이 옵션에 대한 결과는 아래 4. 실행 절차 설명 부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도면에 같은 레이어로 그려진 선이 있을 때
체크하면 같은 레이어의 선 수량은 하나의 항목으로 수량 합산해 표에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같은 레이어라도 각각 개별 선 수량을 산출해 표에 표기합니다.
표 높이, 제목, 너비
레이어, 산출근거, 수량같은 표의 제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문자 설정에서 지정한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해야합니다.
표 그룹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표 엑셀에도 내보내기
체크하면 수량 표를 엑셀에도 내보냅니다.
도면에 수량 표가 먼저 그려지고 엑셀에 표를 내보냅니다.
엑셀이 활성되면 그림처럼 수량 표의 좌측 상단이 입력될 셀을 선택합니다.

4. 실행 절차
아래 그림은 전기 도면 예제입니다.
도면에 하늘색으로 그려진 선로의 수량을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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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 그림처럼 AAA 레이어에 그리는 것으로 설정하고 [선 그리기]로 실행했습니다.

① 시작 점 지정
선을 그릴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②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되돌리기(C)/새 시작 점(N)/위로(U)/아래로(D)]
일반 폴리선 그리듯이 다음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 대신 아래같은 옵션을 사용해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명령 되돌리기(C)
C 입력하면 현재 지정한 점을 UNDO 합니다.
새 시작 점(N)
N 입력하면 현재 그리는 레이어로 새 시작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로(U)
U 입력하면 위로 올라가는 표현이됩니다.
2D 평면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 위로 올라가는 선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U 입력해 수직 방향 위로 올라가는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U 입력해 길이 입력하면 도면에는 U:00 형식으로 길이 값이 표기됩니다.
아래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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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입력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표현이됩니다.
2D 평면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 아래로 내려가는 선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D 입력해 수직 방향 아래로 내려가는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D 입력해 길이 입력하면 도면에는 D:00 형식으로 길이 값이 표기됩니다.
이 과정으로 아래 그림처럼 AAA 선로를 그렸습니다.
점을 지정할 때마다 점과 점 사이 길이 값이 도면에 표기되고
선의 마지막 점에는 계 값이 표기됩니다.

프로그램 설정 중 '선 길이' 옵션에 아래 부분을 체크하면 선의 시작과 끝에 레이어 이름이
표기됩니다.

위 ① ~ ② 과정을 반복해 다른 레이어로 선로를 그린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③ [수량표 그리기] 버튼으로 도면에 합계 문자를 선택합니다.
선 끝의 '계' 문자에 선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면을 모두 선택해도 자동으로 '계' 문자만 선택되므로 작업한 영역 전체를 선택합니다.
'계' 문자가 삭제되면 수량이 집계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④ 표 삽입점 지정
합계 문자 선택 완료 후 표 삽입점을 지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레이어별 수량이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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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레이어에 선을 여러 번 그렸어도 위 표처럼 레이어별로 묶어 수량이 집계되는 이유는
수량 표 설정에 같은 레이어 수량 묶어서 표기를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하면 선을 여러 번 그린만큼 아래처럼 표가 생성됩니다.

'수량 표 엑셀에도 내보내기' 옵션에 체크했다면
엑셀이 활성화되고 위와 동일한 표 내용이 엑셀에 작성됩니다.
16.13. 객체 길이 쓰기

CL

객체 길이 쓰기

기능
 선택한 객체의 길이를 도면 객체 위에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객체 길이 쓰기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객체 길이 쓰기
명령 : CL (write Curve Leng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그림처럼 선택한 객체의 길이를 표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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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폴리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 등 길이를 갖는 객체의 길이 값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1. 선 길이

산출 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길이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소수 적용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적용합니다.
단위값 적용
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 결과로 도면에 표시됩니다.
도면 객체 길이 1002 → 1000
도면 객체 길이 1003 → 1005
도면 객체 길이 1008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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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리에 적용받지 않고 지정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 값의 앞, 뒤에 입력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길이 값이 100.00 일 때 머리말 L= , 꼬리말 m 이면 표기 문자는 L=100.00m 입니다.

2. 문자 표기

선과 문자 사이 간격
길이 값 문자 하단과 선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문자 위치
객체 중간 점 = 선택한 객체들의 중간 점에 자동 표기합니다.
사용자 지정 = 각각의 길이 값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점에 표기합니다. 문자는 객체 방향에
맞게 회전되지 않습니다.
문자 정렬
길이를 표시할 문자의 자리 맞춤 상태를 지정합니다.
문자 표기
길이 값을 선의 윗 쪽에 표기할지 아랫 쪽에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문자 방향
선 방향대로 = 선의 기울어진 방향과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수평 = 선과 관계없이 문자를 항상 수평으로 표기합니다.
문자 방향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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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는 문자 방향을 뒤집고 싶을 때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문자 방향이 기본 방향+180 도로 뒤집어집니다.
선 아래 추가 문자 표기
길이 값과 별개로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 또는 레이어 이름을 표기하는 기능입니다.
위 문자 표기 설정에서 '선 위 표기' 했을 때는 선 아래에 추가 문자가 표기됩니다.
'선 아래 표기' 했을 때는 선 위에 추가 문자가 표기됩니다.
지정에서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문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3. 문자 설정

글꼴, 높이, 폭
길이 문자의 문자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및 색상 설정
선택 객체와 동일에 체크하면 도면 표기 문자의 레이어, 색상은 선택 객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의 레이어는 지정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기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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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선택할 때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폴리선은 꺾인 구간마다 길이 표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각 정점 사이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아래에 '길이별 레이어 만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 폴리선 호 반지름 쓰기
체크하면 호 객체 및 폴리선에 포함된 호에 그림처럼 반지름 값을 표기합니다.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반지름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지정 길이 조건 객체에만 표기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 길이가 지정 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문자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 길이에 숫자 100 을 입력하고 '이상' 조건을 고르면
선택한 객체 중 길이 100 이상인 객체만 길이 문자를 표기합니다.
객체 레이어 표기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이름을 길이 값과 함께 표기합니다.
사이 문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 문자에 예를 들어 : 입력하면 '레이어 : 길이' 형식으로
도면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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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별 레이어 만들기
체크하면 객체 길이별로 레이어를 만들고 객체를 이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 100, 200 선이 있을 때 각각 100, 200 레이어를 만듭니다.
만들어지는 레이어의 머리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말에 TYPE_ 입력하면 'TYPE_길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관련 명령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 (CLT)
객체 레이어 이름 쓰기 (WELN)
16.14. 간편 객체 길이 쓰기

QCL

간편 객체 길이 쓰기

기능
 선택한 객체의 길이를 도면 객체 위에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간편 객체 길이 쓰기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간편 객체 길이 쓰기
명령 : QCL (Quick Curve Leng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그림처럼 선택한 객체 길이를 표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선, 폴리선, 원, 호, 타원, 스플라인 등 길이를 갖는 객체의 길이 값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 없이 명령으로만 빠르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설정을 사용해 객체 길이를 표기하려면 CL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1. 실행 절차
① 길이를 구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길이를 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축척, 소수 자리, 문자 설정 변경 창이 표시됩니다.

2.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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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길이

산출 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길이 값이 1000 을 넘을 경우 1000 단위 구분 기호인 " , " 를 넣습니다.
소수 적용
지정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적용합니다.
단위값
체크하면 지정 단위 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5 단위로 반올림한다면
반올림 선택 후 단위값 적용에 체크하고 값을 5 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아래 결과로 도면에 표시됩니다.
도면 객체 길이 1002 → 1000
도면 객체 길이 1003 → 1005
도면 객체 길이 1008 → 1010
소수자리에 적용받지 않고 지정 단위값으로 반올림, 올림, 내림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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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길이 값이 100.00 일 때 머리말 L= , 꼬리말 m 이면 표기 문자는 L=100.00m 입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선택할 때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폴리선은 꺾인 구간마다 길이 표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각 정점 사이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객체 레이어 표기
체크하면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 이름을 길이 값과 함께 표기합니다.
사이 문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 문자에 예를 들어 : 입력하면 '레이어 : 길이' 형식으로
도면에 표기됩니다.

2) 문자

선과 간격
길이 값 문자 하단과 선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글꼴, 높이, 폭
길이 문자의 문자 특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및 색상 설정
객체와 동일에 체크하면 도면 표기 문자의 레이어, 색상은 선택 객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의 레이어는 지정 레이어로 설정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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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블록 수량 집계

CBL

블록 수량 집계

기능
 현재 도면의 블록 개수를 집계해 보여줍니다.
 집계된 수량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블록 안의 블록도 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블록 수량 집계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블록 수량 집계
명령 : CBL (Count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블록 수량을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안의 블록도 개수 파악이 되며, 수량 표는 도면에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록 수량을 간단히 집계하려면 CBL2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1. 블록 집계 방법

1) 전체 집계
현재 활성된 공간(모형 또는 배치)인지 모형+배치 모두인지 대상을 결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대상에 따라 전체 도면의 블록 개수를 집계합니다.
2)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만 집계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블록들만 개수를 집계합니다.
3) 폴리선 영역 그려서 집계
실행 중 폴리선을 그리고 이 폴리선 안의 블록 개수를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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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에 그려진 영역 집계
도면에 이미 그려진 객체(폴리선, 원, 타원)를 선택해 그 객체 경계 안의 블록 개수를
집계합니다.
- 동적 블록 모양별로 집계
동적 블록은 하나의 블록에 여러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동적 블록 모양별로 집계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동적 블록을 모양과 관계없이 하나로 집계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블록은 도면에 4 개가 있지만
모두 하나의 동적 블록으로 블록 안에 여러 가시성이 있는 블록입니다.

체크하면 아래처럼 모양별로 집계하고 가시성 이름을 괄호 안에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처럼 하나의 블록으로 파악해 전체 개수를 집계합니다.

- 블록 안의 블록 포함해서 집계
체크하면 블록 안에 있는 블록까지 모두 검색을 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블록 안에 있는 블록은 검색하지 않습니다.
- 폴리선 영역 그린 후 폴리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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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폴리선 영역을 그려 집계한 후 그려진 폴리선 영역을 삭제합니다.
폴리선 영역은 집계 후 영역이 얼만큼인지 파악하기 위해 삭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이므로
삭제하려면 체크해야합니다.

2. 블록 미리보기
블록 미리보기는 프로그램 창 아래 '미리보기' 설정을 따릅니다.
블록의 레이어가 꺼져 있으면 미리보기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실행할 때 목록에 미리보기만
실행할 때마다 도면 전체 블록 미리보기를 먼저 처리합니다.
집계하면 그림처럼 목록에 작은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도면에 저장된 그림을 불러오는 것이므로 가시성 동적 블록은 모양별로 집계해도 같은 형태로
표기됩니다.
도면에 블록이 많다면 실행할 때 느리고 큰 미리보기를 볼 수 없습니다.

2) 목록 블록 선택할 때 미리보기
실행할 때 블록 미리보기를 처리하지 않고 목록의 항목을 선택할 때 큰 미리보기를 봅니다.
실행할 때 도면에 블록이 많아도 빠르게 실행됩니다.
가시성 동적 블록은 모양별로 미리보기됩니다.
목록에 미리보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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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및 선택할 때 모두
위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합니다.

3. 블록 목록
블록이 집계되면 목록에 블록 이름, 개수가 표기됩니다.
집계된 수량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팝업 메뉴
목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뜨고 메뉴 항목을 선택해 실행합니다.

1) 도면에 블록 삽입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을 도면에 삽입합니다.
삽입 된 블록은 현재 집계된 수량에 수량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삽입 된 블록을 반영하려면 다시 수량 집계 버튼을 눌러 집계해야 합니다.
2) 선택한 블록 이름 변경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3) 선택 항목 목록에서 제거
집계된 대상에서 제외할 블록을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목록에서만 제거되고 도면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 후 표로 만들거나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채 목록 항목을 여러개 선택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항목 선택 상태 모두 해제
목록에서 선택된 상태를 모두 해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4. 표 그리기
집계된 블록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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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표를 그릴려면 '도면에 표 그리기'를 선택하고 [그리기] 버튼을 누릅니다.
엑셀로 내보내려면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블록만
체크하면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의 블록만 표로 작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목록 전체를 표로 작성합니다.
목록에서 항목의 선택은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에 블록 표시
도면에 표를 그릴때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표를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블록을 표의 첫번째 열에 넣습니다.
아래 그림은 도면에 표를 그린 예 입니다.

표 그룹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Page1311

DreamPlus

Page1312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문자 특성 및 레이어 설정
도면에 표를 그릴때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표를 그릴때 표안의 문자 글꼴, 크기, 폭, 레이어 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은 문자와 표 선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16. 간편 블록 수량 집계

CBL2

간편 블록 수량 집계

기능
 현재 도면의 블록 개수를 집계해 보여줍니다.
 CBL 명령과 다르게 간단히 실행해 표를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간편 블록 수량 집계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간편 블록 수량 집계
명령 : CBL2 (Count BLock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블록 수량을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안의 블록도 개수 파악이 되며, 수량 표는 도면에 그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 없이 명령으로만 빠르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설정을 사용해 블록 수량을 집계하려면 CBL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1. 설정
이 프로그램은 설정에 집계 방식에 따라 실행 절차가 다릅니다.
설정은 명령 실행 중 S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DreamPlus

1) 선택 영역 내 모든 블록 집계
선택 영역 내 있는 모든 블록을 집계합니다.
2) 지정 블록만 선택 영역 내 집계
예를 들어 지정한 A 블록만 선택 영역에 몇 개인지 파악합니다.
동적 블록 모양별로 집계
예를 들어 아래 블록은 도면에 4 개가 있지만
모두 하나의 동적 블록으로 블록 안에 여러 가시성이 있는 블록입니다.

체크하면 아래처럼 모양별로 집계하고 가시성 이름을 괄호 안에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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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아래처럼 하나의 블록으로 파악해 전체 개수를 집계합니다.

블록 안의 블록 포함해서 집계
체크하면 선택한 블록 안의 다른 블록도 집계합니다.
지정 블록만 선택 영역내 집계를 사용할 때는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긴 레이어 블록 제외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에 있는 블록은 제외하고 집계합니다.
집계 방식
도면에 표로 작성할지 명령창에 결과를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2. 실행 절차 - 선택 영역 내 모든 블록 집계
① 블록 수량을 집계할 영역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블록 수량을 집계할 범위를 도면에서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이 표시됩니다.
② 표 삽입점 지정
지정 점에 표를 그립니다. 표 삽입 기준은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실행 절차 - 지정 블록만 선택 영역 내 집계
① 집계 기준 블록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도면에 여러 블록 중 집계할 블록을 하나 선택합니다.
명령창에 선택한 블록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이 표시됩니다.
② 블록 수량을 집계할 영역 선택
블록 수량을 집계할 범위를 도면에서 지정합니다.
영역에서 앞서 지정한 블록 개수만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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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 삽입점 지정
지정 점에 표를 그립니다. 표 삽입 기준은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17. 문자 수량 집계

CTEX

문자 수량 집계

기능
 현재 도면에 동일 내용 문자 개수를 집계합니다.
 집계된 수량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문자 수량 집계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문자 수량 집계
명령 : CTEX (Count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동일 내용 문자 개수를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수량 표는 도면에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문자 집계 방법

대상
현재 도면인지 다중 도면인지 선택합니다.
다중 도면은 도면 전체 집계만 가능합니다.
다중 도면은 도면 전체 합산이 아닌 각 도면별로 개수를 합산합니다.
1) 전체 집계
도면의 모든 문자를 전체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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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성된 공간만(모형 또는 배치) 집계할 것인지 모형+배치 모두 집계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2)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만 집계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문자들만 집계합니다.
3) 폴리선 영역 그려서 집계
실행 중 폴리선을 그리고 이 폴리선 영역 안의 문자를 집계합니다.
4) 도면에 그려진 영역 집계
도면에 이미 그려진 객체(폴리선, 원, 타원)를 선택해 그 객체 경계 안의 문자 내용 개수를
집계합니다.
폴리선 영역 그린 후 폴리선 삭제
체크하면 폴리선 영역을 그려 집계 후 그려진 폴리선 영역을 삭제합니다.
폴리선 영역은 집계 후 영역이 얼만큼인지 파악하기 위해 삭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이므로
삭제하려면 체크해야합니다.

2. 검색 대상
검색할 문자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체크된 객체만 도면에서 검색합니다.

띄어쓰기 무시
문자 내용에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찾는 설정입니다.
포함 문자만 집계
지정 내용이 포함된 문자만 집계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지원하므로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로 시작하는 문자만 집계됩니다.
한글 제외, 숫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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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이 한글만 있을 때, 숫자만 있을 때 제외합니다.
한글과 영문 등이 혼합되어 있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
체크하면 수량을 집계할 때 잠긴 레이어 객체는 제외됩니다.

3. 문자 목록
문자가 집계되면 목록에 문자 내용, 개수가 표기됩니다.
집계된 수량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현재 도면 집계했을 때

- 다중 도면 집계했을 때는 도면명이 앞에 표기됩니다.

팝업 메뉴
목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뜨고 메뉴 항목을 선택해 실행합니다.

1) 선택 항목 목록에서 제거
집계된 대상에서 제외할 문자를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목록에서만 제거되고 도면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 후 표로 만들거나 엑셀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채 목록 항목을 여러개 선택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항목 선택 상태 모두 해제
목록에서 선택된 상태를 모두 해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4. 표 그리기
집계된 문자 수량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도면에 표를 그릴려면 '도면에 표 그리기'를 선택하고 [그리기] 버튼을 누릅니다.
엑셀로 내보내려면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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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선택한 항목만
체크하면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의 문자만 표로 작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목록 전체를 표로 작성합니다.
목록에서 항목 선택은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 표에 합계 표시
체크하면 도면에 표를 작성할 때 합계 수량을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합계 없이 각 개별 수량만 표시합니다.
표 그룹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문자 특성 및 레이어 설정
도면에 표를 그릴때만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표를 그릴때 표안의 문자 글꼴, 크기, 폭, 레이어 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은 문자와 표 선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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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18. 객체 색상별 개수 집계

CEC

객체 색상별 개수 집계

기능
 현재 도면에 동일 색상 객체 개수를 집계합니다.
 집계된 수량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객체 색상별 개수 집계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객체 색상별 개수 집계
명령 : CEC (Count by Entities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동일 색상 객체 개수를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특정 객체로(원, 점 등) 색상을 구분해 작업한 도면의 색상별 개수를 집계할 때 편리합니다.
수량 표는 도면에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색상별 개수 집계 방법

1) 전체 집계
현재 활성된 공간(모형 또는 배치)인지 모형+배치 모두인지 대상을 결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대상에 따라 전체 도면의 색상별 객체 개수를 집계합니다.
2)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만 집계
실행 중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들만 색상별 객체 개수 집계합니다.
3) 폴리선 영역 그려서 집계
실행 중 폴리선을 그리고 이 폴리선 영역 안의 색상별 객체 개수를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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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에 그려진 영역 집계
도면에 이미 그려진 객체(폴리선, 원, 타원)를 선택해 그 객체 경계 안의 색상별 객체 개수를
집계합니다.
5) 폴리선 영역 그린 후 폴리선 삭제
체크하면 폴리선 영역을 그려 집계 후 그려진 폴리선 영역을 삭제합니다.
폴리선 영역은 집계 후 영역이 얼만큼인지 파악하기 위해 삭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이므로
삭제하려면 체크해야합니다.

2. 검색 객체 종류
검색할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체크된 객체만 도면에서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원만 체크하면 도면의 객체 중 원 객체만 검색합니다.
잠긴 레이어 객체 제외에 체크하면 집계할 때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제외됩니다.

3. 표 그리기
집계된 문자 수량을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도면에 표를 그릴려면 '도면에 표 그리기'옵션을 선택하고 [그리기] 버튼을 누릅니다.
엑셀로 내보내려면 '엑셀로 내보내기' 옵션을 선택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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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선택한 항목만
체크하면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의 객체만 표로 작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목록 전체를 표로 작성합니다.
목록에서 항목 선택은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 표에 합계 표시
체크하면 도면에 표를 작성할 때 합계 수량을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합계 없이 각 개별 수량만 표시합니다.
True Color 를 256 색으로 집계
체크하면 True Color 색을 256 색으로 변환해 집계합니다.
표에 색상 사각형 표기
아래 그림처럼 표에 색상을 구분하는 사각형을 그릴지 아닐지 지정합니다.

표 그룹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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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문자 특성 및 레이어 설정
도면에 표를 그릴때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표를 그릴때 표안의 문자 글꼴, 크기, 폭, 레이어 등을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은 문자와 표 선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19. 객체 레이어별 개수 집계

CLA

객체 레이어별 개수 집계

기능
 객체 레이어별 개수를 집계합니다.
 집계된 개수를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객체 레이어별 개수 집계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객체 레이어별 개수 집계
명령 : CLA (Count by entities LAy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객체 레이어별 개수를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표는 도면에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레이어 집계 구분
1) 선택 객체 모든 레이어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들의 각각 모든 레이어별 개수를 집계합니다.
2) 목록 체크한 레이어만
목록에서 체크한 레이어만 집계합니다.
선택한 객체들이 체크한 레이어면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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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한 레이어가 아니면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목록 모든 레이어를 체크합니다.
목록 모든 레이어를 체크 해제합니다.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목록을 체크합니다.
레이어 순서는 목록의 레이어 순서를 바꿀 때 사용합니다.
목록의 레이어 순서대로 표가 그려집니다.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정렬합니다.
레이어 목록 저장, 불러오기는
현제 레이어 목록의 순서 변경 및 체크된 상태대로 저장,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항상 같은 목록을 개수 집계하는 일이 많을 때 목록을 저장해 사용합니다.
특정 문자 포함 레이어만 체크는
여기서 입력한 이름이 포함된 레이어만 체크할 때 사용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지원하므로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로 시작하는 모든 레이어가 체크됩니다.
집계 개수 0 레이어도 표에 표기는
체크하면 집계 개수가 0 이라도 체크된 레이어 이름이 표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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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개수 0 레이어는 목록에 체크되었더라도 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2. 표 그리기
집계된 개수를 도면에 표로 그리거나 엑셀로 내보냅니다.

표에 합계 표시
체크하면 표를 작성할 때 합계 개수를 표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합계 없이 각 개별 개수만 표기합니다.
표 그룹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표 선 및 문자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린 후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문자 특성 및 레이어 설정
표를 그릴때 표안의 문자 글꼴, 크기, 폭, 레이어 등을 설정합니다.
레이어와 동일을 선택하면 표 문자는 각각의 레이어대로 표에 표기됩니다.
지정을 선택하면 표 문자는 지정한 레이어 하나로 표에 표기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은 문자와 표 선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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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20. 건축 창호 기호 수량 집계

CWN

건축 창호 기호 수량 집계

기능
 창호 기호를 수량 집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건축 창호 기호 수량 집계
리본 : DreamPlus → 조회 → 집계 → 건축 창호 기호 수량 집계
명령 : CWN (Count Window Number symbo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창호 기호를 수량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집계하면서 각 기호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1. 창호 기호 객체
창호 표시가 어떤 객체로 작성되었는지 집계할 객체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표시가 원 안에 창호 번호와 기호로 그려져있다면 원을 체크하고 실행합니다.
여기서 체크된 객체만 도면에서 검색하고 집계합니다.
도면이 복잡할 때는 '특정 레이어 객체만 선택'을 체크해 지정한 레이어 객체만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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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블록 및 속성 블록은 다른 블록을 검색하지 않기위해 검색할 블록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블록 이름이 여러 개면 각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도면에서 여러 블록을 선택해 이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레이어 기호, 문자만 집계
체크하면 실행할 때 특정 레이어 심볼 기호와 문자만 선택해 집계합니다.
심볼 안의 창호 번호, 기호 문자도 여기서 지정한 레이어 객체만 검색합니다.
창호 기호가 다른 객체들, 특히 다른 문자들과 겹쳐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려면 심볼 기호 및 문자 레이어를 입력해 주세요.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 이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집계

집계는 그림처럼 창호 기호와 개수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기호는 창호 종류별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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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높이
개수를 표기할 문자 높이입니다.
집계와 각 창호 기호를 선으로 연결
집계하면서 그림처럼 집계와 창호도의 창호 위치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창호 위치를 파악할 때 체크해 사용합니다.
선 색상은 단색으로 지정하거나 개별색으로 선택하면 1 번 색부터 증가해 기호마다 개별 다른
색으로 표기합니다.

16.21. 선의 내부 길이 측정

CD

선의 내부길이 측정

기능
 선 객체 상 임의 점에서 임의 점까지 길이를 구합니다.
 외부참조 및 블록 내부의 객체도 적용 가능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선의 내부길이 측정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선의 내부길이 측정
명령 : CD (Curve object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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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폴리선, 호, 원, 스플라인 등 여러 가지 선 객체 상에 임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사용합니다.
외부참조 및 블록 내부의 객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① 길이를 측정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② 시작 점 지정
객체 상에 길이를 구할 첫번째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③ 끝 점 지정
객체 상에 길이를 구할 두번째 끝 점을 지정합니다.
끝 점 지정은 ESC 나 엔터 등으로 종료전까지 계속 반복되므로 시작점 부터 여러 끝 점까지
거리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값은 아래 같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길이 = 100.0000
결과 값은 아래 설정에 따라 도면에 값을 쓰는 여부, 머리말 꼬리말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설정

축척
축척은 현재 도면에 길이를 구할 대상의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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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값 도면에 쓰기
거리 산출한 결과 값을 도면에 쓸지 체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결과 값은 명령창에만 표시됩니다.
문자 높이, 소수 자리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의 문자 높이와 표기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의 앞, 뒤에 입력한 내용이 함께
표기됩니다.
관련 명령
축척이 적용된 거리(SD)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VSD)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HSD)
거리 Text 로 쓰기(DIT)
16.22. 축척이 적용된 거리

SD

축척이 적용된 거리

기능
 축척을 적용해서 거리를 산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축척이 적용된 거리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축척이 적용된 거리
명령 : SD (Scale Distan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축척이 적용된 거리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거리 결과 값은 옵션에 따라 도면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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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현재 설정 값과 명령이 표시됩니다.
①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거리 산출할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② 두 번째 점 지정
거리 산출할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결과 값은 아래 같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거리 = 0.7071, X 증분 = 0.5000, Y 증분 = 0.5000, 방위각 = 45-0-0.0000

2. 설정
명령 실행 후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거리 산출 시작
항상 새 시작 점 : 여러 번 거리 산출할 때 항상 새 시작 점 ~ 두 번째 점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을 계속 사용 : 여러 번 거리 산출할 때 맨 처음 점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거리 축척
거리 산출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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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된 값 중 S=166.66666... 은 실제 거리 10m 가 도면 상 거리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결과 값 도면에 쓰기
체크하면 결과 값 문자를 도면에 작성합니다.
문자 크기, 소수 자리
결과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문자 크기, 표기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 표기 문자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지정한 점 Z 값 무시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Z 값을 무시하고 거리를 산출합니다.
Z 값이 고려된 3D 거리를 산출하려면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선의 내부 길이 측정(CD)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VSD)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HSD)
거리 Text 로 쓰기(DIT)
16.23.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

VSD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

기능
 축척을 적용해서 수직 거리를 산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
명령 : VSD (Vertical Scale Distan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축척이 적용된 수직 거리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토목의 경우 X, Y 축척이 다른 종단면도 등에서 수직 거리를 조회할 때 편리합니다.
거리 결과 값은 옵션에 따라 도면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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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현재 설정 값과 명령이 표시됩니다.
①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거리 산출할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② 두 번째 점 지정
거리 산출할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수직 거리 차이로 거리가 산출됩니다.
결과 값은 아래같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수직거리 = 5.000

2. 설정
명령 실행 후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거리 산출 시작
항상 새 시작 점 : 여러 번 거리 산출할 때 항상 새 시작 점 ~ 두 번째 점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을 계속 사용 : 여러 번 거리 산출할 때 맨 처음 점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거리 축척
거리 산출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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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된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값 중 S=166.66666... 은 실제 거리 10m 가 도면 상 거리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결과 값 도면에 쓰기
체크하면 결과 값 문자를 도면에 작성합니다.
문자 크기, 소수 자리
결과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문자 크기, 표기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 표기 문자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관련 명령
선의 내부 길이 측정(CD)
축척이 적용된 거리(SD)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HSD)
거리 Text 로 쓰기(DIT)
16.24.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

HSD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

기능
 축척을 적용해서 수평 거리를 산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
명령 : HSD (Horizontal Scale Distanc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축척이 적용된 수평 거리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토목의 경우 X, Y 축척이 다른 종단면도 등에서 수평 거리를 조회할 때 편리합니다.
거리 결과 값은 옵션에 따라 도면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현재 설정 값과 명령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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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거리 산출할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② 두 번째 점 지정
거리 산출할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수평 거리 차이로 거리가 산출됩니다.
결과 값은 아래같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수평거리 = 20.000

2. 설정
명령 실행 후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거리 산출 시작
항상 새 시작 점 : 여러 번 거리 산출할 때 항상 새 시작 점 ~ 두 번째 점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을 계속 사용 : 여러 번 거리 산출할 때 맨 처음 점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거리 축척
거리 산출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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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된 값 중 S=166.66666... 은 실제 거리 10m 가 도면 상 거리 60m 일 때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결과 값 도면에 쓰기
체크하면 결과 값 문자를 도면에 작성합니다.
문자 크기, 소수 자리
결과 값을 도면에 표기할 때 문자 크기, 표기 소수 자릿수를 설정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 표기 문자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관련 명령
선의 내부 길이 측정(CD)
축척이 적용된 거리(SD)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VSD)
거리 Text 로 쓰기(DIT)
16.25. 두 선 사이 가장 가까운 점 찾기

FNEP

두 선 사이 가장 가까운 점 찾기

기능
 선택한 두 선 사이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아 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두 선 사이 가장 가까운 점 찾기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두 선 사이 가장 가까운 점 찾기
명령 : FNEP (Find NEarest Poi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두 선 사이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AutoCAD 는 2013 이상에서만 실행 가능하고 다른 캐드는 버전 상관 없이 실행됩니다.
곡선이 포함된 선에서 가장 가까운 두 점을 찾을 때 편리합니다.

실행 절차
두 선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그려진 선 색은 빨간색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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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이 교차하면 첫번째 교차된 부분이 찾아지므로 교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6.26. 거리 TEXT 로 쓰기

DIT

거리 Text 로 쓰기

기능
 연속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거리 합계를 도면에 문자로 표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거리 Text 로 쓰기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거리 Text 로 쓰기
명령 : DIT (DIstance Tex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연속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거리 합계를 도면에 문자로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축척 적용된 도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축척이 적용된 거리(SD) 명령과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느 한 점에서 여러 점까지 거리를 표기할 수 있음.
2) 연속적으로 거리를 도면에 표기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편리.
3) 연속적인 거리의 합계를 표기.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창에 현재 설정 값과 명령이 표시됩니다.
①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설정 변경(S)]
거리 조회할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② 두 번째 점 지정 또는 [새 첫 번째 점 지정(N)]
거리 조회할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점이 지정되면 설정된 문자 높이로 거리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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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연속 점 지정'일 때는 '새 첫 번째 점 지정(N)' 옵션이 명령에 표기됩니다.
N 입력하면 거리 산출할 기준되는 첫번째 점을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① ~ ② 과정은 엔터, ESC 등으로 완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2. 옵션 설정
명령 실행할 때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1) 거리 지정

연속 점 지정
연속적으로 계속 점을 지정해 거리 산출합니다.
연속 점 지정 중 새 시작점 지정은 명령 옵션 N 을 입력합니다.
두 점만 반복
두 점 지정하는 것만 반복해 거리 산출합니다.
연속 점 거리 산출 시작
거리 지정이 '연속 점 지정'일 때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두 번째 점이 새 시작 점 : 여러 점을 지정할 때 항상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산출합니다.
첫 번째 점을 계속 사용 : 여러 점을 지정해도 거리 시작 기준은 맨 처음 점입니다.

2) 산출 및 표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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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축척
거리 산출 축척을 입력합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미리 설정된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 산출
① 점 사이 거리만 산출
지정 두 점 사이 거리를 산출해 도면에 표기합니다.
거리 합계는 명령창으로만 확인 가능하고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② 완료할 때 합계만 산출
전체 거리 합계만 산출해 도면에 표기합니다.
합계는 도면 표기할 경우 맨 마지막 끝 점에 표기합니다.
점 사이 거리는 명령창으로만 확인 가능하고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③ 점 사이 거리 및 합계 산출
지정한 두 점 사이 거리와 거리 합계를 모두 산출해 표기합니다.
합계는 도면 표기할 경우 맨 마지막 끝 점에 표기합니다.
거리 표기
① 거리를 끝 점에 표기
지정 두 점 중 두번째 점에 거리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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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할 때 합계만 산출' 설정했을 때는 이 설정이 무시됩니다.
② 거리를 두 점 중간에 표기
지정 두 점의 중간에 거리를 표기합니다.
'중간 표기는 선 방향 문자 회전'에 체크해 두 점 방향 대로 문자를 회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완료할 때 합계만 산출' 설정했을 때는 이 설정이 무시됩니다.
③ 기존 문자 내용 수정
거리 산출 후 도면의 기존 문자를 선택해 문자 내용을 수정합니다.
거리 문자는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완료할 때 합계만 산출' 설정했을 때는 최종 합계값으로만 문자를 수정합니다.
점과 간격
지정한 점과 표기하는 문자 사이 간격입니다.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높이 설정 3 일 때 0.5 입력하면 간격은 3 × 0.5 = 1.5 적용됩니다.
문자 높이, 소수 자리, 정렬
도면에 표기할 거리 값 문자 높이와 표기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정렬은 '거리를 끝 점에 표기' 설정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 점 중간에 표기' 설정했을 때 정렬은 이 설정과 관계 없이 항상 중심 적용됩니다.
거리 머리말, 꼬리말, 합계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 표기 문자 앞, 뒤에 입력한 내용이 함께 표기됩니다.
점 Z 값 무시해 거리 산출
체크하면 지정한 점의 Z 값을 무시하고 2D 거리로 산출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Z 값을 고려한 3D 거리로 산출합니다.
임시 선 그리기
체크하면 실행 중 지정한 두 점 사이에 임시 선을 그립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임시 선은 사라집니다.
관련 명령
선의 내부 길이 측정(CD)
축척이 적용된 거리(SD)
축척이 적용된 수직거리(VSD)
축척이 적용된 수평거리(H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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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도곽 축척 조회

DFS

도곽 축척 조회

기능
 선택한 도곽의 출력 축척을 알려줍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도곽 축척 조회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도곽 축척 조회
명령 : DFS (Drawing Form Sca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곽의 출력 축척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축척 기준
mm 도면
mm 로 그려진 도면이면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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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방향 및 규격
지정한 용지 방향과 용지 크기로 출력할 때의 출력 축척을 계산합니다.
가로 출력 도면인데 세로로 긴 도곽은 출력 축척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용지 방향을 세로로 바꾸면 됩니다.

2. 실행
출력 영역 대각 모서리 두 점을 지정해 계산합니다.
도곽이 A 시리즈가 아닐 때, 아래 그림처럼 출력 영역 외측에 꺾임 표시 등이 있을 때,
도곽 외측 크기가 아닌 출력 영역으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 또는 외부참조 도곽을 선택해 계산합니다.
도곽 외측으로 판단하므로 아래 그림처럼 출력 영역 외측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용합니다.

결과

그림처럼 출력할 축척과 A1, A3 도면일 때 축척을 보여줍니다.
긴 도면일 때는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가로로 긴 장도면에서
출력 영역을 지정 용지 높이로 출력할 때의 용지 크기를 알려줍니다.

DreamPlus

Page1342

16.28. 색상 조회

OCO

색상 조회

기능
 선택한 객체의 색상을 조회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색상 조회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색상 조회
명령 : OCO (Inquiry Object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색상을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플롯을 위해 CTB 파일 설정할 때
객체 색상이 ByLayer 이면 몇 번 색인지 레이어 관리자에서 확인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체가 ByBlock 이거나 블록 내부 객체 역시 색상 확인이 번거롭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객체 색상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객체 선택
색상을 조회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색상 목록의 내용을 모두 제거 후 선택한 객체들의 색상만 목록에
보여줍니다.
Xref, Block
Xref 또는 Block 내부의 선택한 하나의 객체만 색상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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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객체 선택] 버튼으로 선택하면 Xref 또는 Block 내부의 모든 객체 색상 번호를 볼 수 있지만
이 버튼은 객체를 하나씩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조회된 객체 색은 색상 목록창에 추가해 보여줍니다.
도면의 모든 레이어 색상
현재 도면의 모든 레이어 색상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중복된 색을 제외하고 어떤 색이 레이어에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색상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목록을 초기화할 때 사용합니다.

2. 설정

선택한 모든 객체의 색상
선택한 객체의 모든 색상 번호를 중복 없이 목록에 보여 줍니다.
해치, 솔리드의 색상만
선택한 객체 중 해치와 솔리드 객체 색상만 목록에 보여 줍니다.
트루컬러 색상 함께 보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256 개 ACI 색을 조회해 보여줍니다.
체크하면 객체가 트루컬러일 때
256 색으로 변환된 색과 원래 트루컬러 색상을 함께 보여줍니다.

16.29. 현재 도면 경로 열기

ETD

현재 도면 경로 열기

기능
 현재 도면의 경로를 탐색기로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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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조회 → 현재 도면 경로 열기
리본 : DreamPlus → 조회 → 조회 → 현재 도면 경로 열기
명령 : ETD (Explorer This Drawing path)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의 경로를 탐색기로 열 때 사용합니다.
현재 도면의 경로를 탐색기나 내 컴퓨터 등으로 찾을 필요 없이 명령어만 입력하면 바로
탐색기에서 열어줍니다.
저장되지 않은 도면은 이 명령을 실행하면 "내 문서" 폴더가 열립니다.
따라서 저장된 도면에서 이 명령을 실행 해주십시오.
17. 그리기

그리기
- 지정거리 수직선 그리기 (PEL)
- 축척에 맞게 선 그리기 (SDR)
- 원형 기둥 곡면 표시 (CCR)
- 원형 단면 절단 표시 (CCY)
- 단면 절단 표시 (CSE)
- 단면 기호 표시 그리기 (DSEM)
- 건축 상세 표시 그리기 (DDEM)
- 건축 벽 그리기 (DWAL)
- OPEN 기호 그리기 (DOS)
- 단열재 그리기 (DIN)
- 구적도 그리기 (DMT)
- 계단 입,단면 그리기 (DRST)
- 형강 단면 그리기 (DRSS)
- 가닥 수 포함 배선 그리기 (DWIR)
- 소방 감지기 배치 (DETP)
- 대각 두 점 Fillet 선 그리기 (DFL)
- 전기 BOX 오프닝 단면도 그리기 (DBOP)
- 간편 사각형 그리기 (EREC)
- 세 점 사각형 그리기 (REC3)
- 객체 중심선 그리기 (DCEN)
- 선에 화살표 그리기 (DRAR)
- 원의 접선 그리기 (TLC)

DreamPlus

Page1345

- 두 점 중간에 XLine 그리기 (CXL)
- 점프선 그리기 (JMP)
- 플렉시블 그리기 (DFX)
- 장공 그리기 (DRSH)
- 물결 모양 선 그리기 (DRWL)
- 지그재그 선 그리기 (DRZL)
- 선택 객체 다중 경계 그리기 (DEMB)
- 선택 객체 외곽선 그리기 (DEO)
- 원, 호를 분할 또는 등분 (DIVC)
- 선, 폴리선 분할 또는 등분 (DIVL)
- 선으로 등분할 (DIP)
- 두 선 사이 등분 선 그리기 (LBT)
- 구름형 수정 기호 (REVC)
- 간편 객체 가리기 (EWI)
17.1.

지정거리 수직선 그리기

PEL

지정거리 수직선 그리기

기능
 선 객체 상의 지정 점부터 원하는 거리에 객체와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립니다.
 수직선 대신 블록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지정거리 수직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지정거리 수직선 그리기
명령 : PEL (draw PErpendicular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객체 상의 지정 점부터 원하는 거리에 객체와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릴때 사용합니다.
설정에서 변경하면 수직선 대신 지정한 블록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선 객체는 블록이나 외부참조 안의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도로 설계 같은 경우 선형의 지정 측점부터 원하는 거리에 수직선을 그릴 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 같이 명령창에 현재 설정된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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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설정 : 수직선, 거리기준 = 증분거리 , 수직선길이 = 100 >
① 수직선을 표시할 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변경(S)]
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등 길이를 갖는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Block, Xref 내부 객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합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기준점 지정
수직선을 그릴 거리의 시작이 되는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③ 진행할 방향으로 아무 점이나 지정
선의 어느 방향으로 그릴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 점이나
지정합니다.
선 객체와 동떨어진 아무 점이나 지정해도됩니다.
④ 수직선을 표시할 거리
앞서 선택한 기준점으로 부터 수직선을 그릴 거리를 입력합니다.
0 입력하면 기준점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숫자 입력하면 기준점으로 부터 지정한 방향으로 숫자 만큼 이동한 점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으로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⑤ 이전 점으로부터 수직선을 표시할 거리
거리 입력하면 이전 점부터 입력 거리만큼 이동한 점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입력한 값은 다음 실행시 기억되므로 다음번 이 명령에서 거리 값이 같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없이 엔터만 입력하면 됩니다.
수직선이 한번 그려졌다면 다음번 입력한 거리는 이 수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다음
수직선을 그립니다.
설정을 변경해서 거리 기준이 증분이 아닌 기준점 거리로 설정되었다면 이 명령은 아래 같이
표시됩니다.
기준점으로부터 수직선을 표시할 거리
기준점 거리는 최초 선택한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수직선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위 ④ ~ ⑤ 과정은 ESC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2. 옵션 설정
명령 실행 후 설정 변경 단축키 S 입력하면 아래같은 설정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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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 기준
입력한 거리에 대한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 증분 거리
수직선은 이전에 그려진 수직선 점으로부터의 거리에 그립니다.
최초는 기준점으로부터 입력 거리에 그리고 그 다음 선은 이전 수직선 점으로부터 입력
거리에 그립니다.
- 기준점 거리
수직선은 항상 최초 선택한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그립니다.
2) 객체 표기
수직선을 그릴지 블록으로 표기할지 결정합니다.
- 수직선
체크하면 입력 거리에 수직선으로 그립니다.
종류는 선(Line)으로 그릴지 폴리선(Polyline)으로 그릴지 설정합니다.
선 길이에 그려질 선의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선 표시는 양쪽, 오른쪽, 왼쪽 중 선택합니다.
예를들어 오른쪽을 선택하였다면 선의 오른쪽만 지정 길이의 수직선을 그립니다.
-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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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입력 거리에 지정한 블록을 표기합니다.
블록의 삽입점을 기준으로 선택한 선 상에 표기됩니다.
블록의 삽입점을 변경하려면 블록 기준점 변경 (RBI) 명령을 사용합니다.
목록에서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를 선택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블록 축척
지정한 블록의 삽입 축척을 입력합니다.
- 회전 보정
값 입력하면 블록을 삽입 후 입력한 회전 보정 값대로 회전합니다.
블록의 상태에 따라 삽입 후 90, 180, 270 도 등 더 회전시킬 경우 값을 입력해 사용합니다.
17.2.

축척에 맞게 선 그리기

SDR

축척에 맞게 선 그리기

기능
 입력한 축척에 맞는 길이의 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축척에 맞게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축척에 맞게 선 그리기
명령 : SDR (Scale DRaw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된 축척에 맞는 입력한 길이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m 선은 축척 1200 에서 8.333...m 가 되는데 사용자는 축척 1200 을 지정하고 그릴
길이 10 입력하면 8.333...m 의 선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 절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현재 축척 설정을 보여주고 길이를 입력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① 길이 입력 < 현재설정 : 축척 = 1200 > [설정 변경(S)]
현재 축척이 맞다면 길이를 입력하고 축척을 변경하고 싶으면 S 입력해 축척을 변경합니다.
이 축척 값은 현재 도면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면이 종료되기 전까지 한번 입력한 축척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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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 시작점 지정
선을 그릴 첫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③ 다음 방향점 지정
선을 그릴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지정된 축척에 맞는 입력한 길이의 선이 도면에 그려집니다.
17.3.

원형 기둥 곡면 표시

CCR

원형 기둥 곡면 표시

기능
 원형 기둥에 곡면 효과를 보여주는 표시를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원형 기둥 곡면 표시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원형 기둥 곡면 표시
명령 : CCR (Circular Column Roun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원형 기둥에 곡면 효과를 보여주는 표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같은 말뚝이나 원형 기둥 교각, 코핑 같은 곳에 곡면 표시를 그립니다.

1. 그리는 방법

두 선 선택
두 선을 선택해 내부에 곡면 표시를 그립니다.
사각형 같은 하나의 폴리선이라도 선 내부를 인식해 좌, 우측 두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심 선을 그리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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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선 선택
중심 선을 선택해 입력한 폭에 맞게 내부 곡면 표시를 그립니다.
추가로 입력한 폭의 외곽 선을 그리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곡면 표시 설정

곡면 표시 형식
전체 원은 말뚝이나 원형 기둥 교각 등 원 형태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반원은 코핑이나 벽식 교각 등 반원 라운드 된 부분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내부 표시 개수
내부에 표시되는 곡면 표시 선의 개수입니다.
레이어 및 색상
곡면 표시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 후 맨 뒤로 보내기
체크하면 그려진 곡면 표시를 다른 객체보다 뒤에 표시되도록합니다.

3. 중심 선 그리기
두 선 선택으로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두 선 사이에 중심 선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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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선 보다 중심 선 확장은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두 선 보다 얼만큼 확장할지 값을
지정합니다.

Center 선 종류 축척은 라인 타입의 선 축척을 지정합니다.

4. 외곽 선 그리기
중심 선 선택으로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입력한 폭에 맞게 외곽 선을 그립니다.

외곽선 전체 폭은 아래 그림처럼 기둥의 폭입니다.

17.4.

원형 단면 절단 표시

CCY

원형 단면 절단 표시

기능
 원형 단면이 절단된 표시를 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원형 단면 절단 표시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원형 단면 절단 표시
명령 : CCY (Cutting CYlinder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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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원형 단면이 절단된 표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① 첫번째 점 지정
단면을 자른 모양을 그릴 첫번 째 점을 지정합니다.
② 두번째 점 지정
단면을 자른 모양을 그릴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③ 방향을 반대로 하시겠습니까? [Y/N]
그려진 모양이 반대로 뒤집혔다면 이 명령에서 Y 입력하면 됩니다.
그려진 모양이 정상이라면 N 옵션이 기본값이므로 이 명령 상태에서 엔터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됩니다.
17.5.

단면 절단 표시

CSE

단면 절단 표시

기능
 단면 절단 표시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단면 절단 표시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단면 절단 표시
명령 : CSE (Cutting SEction ma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단면의 절단 표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설정에서 모양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첫번째 점 지정 또는 [모양 TYPE = 현재 1, (1)/(2)/(3)/설정 변경(S)]
단면 절단 모양를 그릴 첫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번호 입력하면 해당 번호 모양으로 전환해 그립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모양 및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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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번째 점 지정
단면 절단 모양를 그릴 두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③ 길이 입력
설정에서 '실행 중 입력'에 체크한 경우 표시되는 과정입니다.
아래 설정 그림의 L1 에 해당되는 값를 입력합니다.

2. 옵션 설정
절단 표시 모양과 길이 값, 레이어, 색상을 설정합니다.

모양에서 TYPE-1, TYPE-2, TYPE-3 을 선택해 절단 표시 모양를 지정합니다.
그림의 P 표시는 사용자가 지정 하는 두 점을 나타냅니다.
모양에 따라 길이를 지정하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길이의 L2, L3 은 L1 에 곱하는 값입니다.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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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2

TYPE-3

길이 값 지정
길이 값 L1 은 직접 길이를 지정(또는 프로그램 실행 중 입력)하거나 도면의 Dimscale 값에
배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입력은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 그릴 때마다 값을 입력하는 설정입니다.
실행 중 입력을 체크 해제하면 지정한 값으로 고정해 그립니다.
Dimscale 을 선택하면 도면의 Dimscale 값에 지정 배수로 길이가 그려집니다.
레이어 및 색상
현재 레이어는 실행 할때의 현재 레이어에 그립니다.
지정 레이어는 항상 지정한 레이어에 그립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7.6.

단면 기호 표시 그리기

DSEM

단면 기호 표시 그리기

기능
 단면 기호 표시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단면 기호 표시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단면 기호 표시 그리기
명령 : DSEM (Draw SEctio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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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단면 기호 표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일반 단면 기호와 건축 단면 기호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1. 단면 모양
그림에 표시된 연결선 부분은 그리지 않거나 중심선 같은 선종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단면 기호

2) 건축 단면 기호
문자 두개 - 꼬리 모양 삼각형 또는 사각형

문자 한개 - 꼬리 모양 삼각형 또는 사각형

2. 그리는 방식

1) 두 점 지정
단면의 시작, 끝, 화살표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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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 한 점, 방향 지점
단면의 중심, 단면 방향, 화살표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도로처럼 중심이 우선이고 중심에서 단면 표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단면 기호 사이 연결선
실선, 선종류 지정, 선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종류 지정하면 현재 도면에 로드된 선종류를 선택해 그릴 수 있습니다.

번호 입력
실행 중 입력은 실행 중에 단면 번호와 건축의 경우 도면 번호를 입력해 표기합니다.
사용자 지정은 입력한 문자가 표기됩니다.
실행 중 증분에 체크하면 단면 하나 표기할 때마다 번호가 증분합니다.
실행 중 증분은 영문만 입력했을 때도 증분 됩니다. (예 : A, B, C, D ...)
일반 단면일 때

건축 단면일 때

3. 치수
단면 기호의 치수들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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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단면 기호

2) 건축 단면 기호
건축 단면 기호는 문자 표시 개수, 꼬리 모양 형태(삼각형, 사각형)에 따라 다릅니다.

a 값은 단면 기호 사이 연결선 '선 없음'일 때만 설정합니다.
해치는 체크를 끄면 단면 기호 부분의 삼각형 해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참고 : 전체 축척 설정
단면 기호의 치수들은 한번만 설정해 놓고
프로그램 창 아래 전체 축척 설정에 값을 변경하며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 × 2 입력하면 입력한 각종 값 × 2 배로 그려집니다.

4. 문자 및 레이어
문자 스타일,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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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전
단면 번호 문자 회전 설정입니다.
건축 단면 중 단면 번호, 도면 번호 두 개 문자를 사용하는 '건축-문자 2' 설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호 회전은 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 단면 기호이지만 건축 단면 기호도 차이는 동일합니다.

17.7.

건축 상세 표시 그리기

DDEM

건축 상세 표시 그리기

기능
 건축 상세 표시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건축 상세 표시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건축 상세 표시 그리기
명령 : DDEM (Draw DEtail Mark)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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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건축 상세 표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기호 설정
그림에 표시된 치수들을 입력합니다.
한번만 설정해 놓고 프로그램 창 아래 전체 축척 설정 값을 변경하며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축척 2 입력하면 입력한 각종 값 × 2 배로 그려집니다.

상세 번호
그림의 H1 부분에 표기되는 문자입니다.
실행 중 증분에 체크하면 번호 표기할 때 값이 1 증분됩니다.
예를 들어 A1 을 입력해 그리면 첫번째는 A1, 다음 상세 번호는 A2 가 됩니다.
도면 번호
그림의 H2 부분에 표기되는 문자입니다.
실행 중 입력에 체크하면 사용자가 실행 중 입력하는 내용으로 표기합니다.
기호 위치
시작 모서리점(P1), 대각 모서리점(P2) 두 점을 지정해 그릴 때
어느 위치에 기호를 위치해 표시할지 지정합니다.
1) 시작 모서리 쪽에 위치
시작 점(P1)에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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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각 모서리 쪽에 위치
대각 점(P2)에 표기합니다.

3) 실행 중 사용자 지정
P1, P2 두 점 지정 후 기호가 표시될 P3 을 지정합니다.
P3 을 지정하면 가장 가까운 모서리 점과 자동 연결해 그립니다.

2. 기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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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종류 및 선 축척
상세 선의 선 종류 및 선 축척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선 종류 및 축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및 스타일
레이어는 상세 표시, 기호, 문자의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하나로 지정하고 색상을 나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기호의 문자 스타일입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특성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실행 절차
① 모서리 시작 점 지정 또는 [상세 번호 변경(S)]
모서리 구석 시작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표기할 상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기호 표시 대각 모서리 점 지정
모서리 구석 점을 지정합니다.
기호 위치가 '사용지 지정' 설정이면 모서리 점 지정 후 '기호 위치 점 지정'을 추가로 합니다.
① ~ ②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7.8.

건축 벽 그리기

DWAL

건축 벽 그리기

기능
 간편하게 벽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건축 벽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건축 벽 그리기
명령 : DWAL (Draw WAL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벽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 도면에 이미 그려진 벽을 선택해 간편하게 벽 유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장된 벽 유형을 골라 간편하게 벽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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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 유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본 2 개 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벽을 등록 후 실행할 때 선택해 사용합니다.
모두 삭제한 경우에도 기본 2 개 벽 유형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2. 벽 추가
① 벽 유형 목록에 벽 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벽 유형 목록 - 마우스 오른쪽 버튼 - 벽 추가를 클릭합니다.
목록의 벽을 복사해 수정하려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이름 입력 칸이 활성되고 원하는 이름 입력, 엔터 누릅니다.

3. 벽 두께 등록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등록합니다.
- 도면에 그려진 벽을 선택해 등록
- 두께를 직접 입력해 등록
등록하면 미리보기 창에 벽 두께가 미리보기 됩니다(선모양 및 축척은 미리보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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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에 그려진 벽을 선택해 등록
벽 두께 목록 상단의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m 단위로 작성된 벽은 1000 배 키워서 mm 단위로 만들고 선택해야합니다.
도면에서 아래 순서대로 객체를 선택합니다.
중심선은 단일 선택이라 선택하면 바로 중심 위 객체 선택 과정이 표시됩니다.

두께 목록에 모두 등록됩니다.

2) 두께를 직접 입력해 등록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각각 벽 두께를 입력합니다.
mm 단위로 입력해야합니다.
두께 하나를 등록할 때마다 미리보기 됩니다(선모양 및 축척은 미리보기되지 않습니다)
사이 간격은 각 선 사이의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각 선 사이의 간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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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및 선종류는 목록에서 선택해 입력합니다.
레이어 및 선종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도면의 레이어와 선종류가 목록에 보여집니다.
목록에 원하는 것이 없다면 있는 도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복사해온 후 실행합니다.

색상은 원하는 색상 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래 도면에서 가져오기합니다.
선 축척은 원하는 축척 값을 입력하거나 아래 도면에서 가져오기합니다.
3) 선택한 두께 특성 도면에서 가져오기
중심 위, 아래 두께 목록에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두께의 레이어, 색상, 선종류, 축척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도면에서 객체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사이 간격만 입력된 상태 또는 수정할 간격셀 선택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하면 그림처럼 등록됩니다.

4. 벽 그리기 설정
중심 기준으로 위, 아래 두께가 동일할 때는 상관없지만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중심 기준 위, 아래 두께가 다르면 벽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두께가 다를 때는 그리는 방식마다 조건이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설정 중 색상 ByLayer 및 선 축척은 그리기 완료 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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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기준

그릴 때 기준되는 선의 위치입니다.
그리는 기준이 중심이 아닐 때도 방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두 선 벽체는 두 점을 지정했을 때 기준에 따라 그림처럼 달라집니다.

도면 축척
도면이 mm 도면인지 m 도면인지 선택합니다.
mm 도면은 도면 거리 1000 = 1m 입니다. m 도면은 도면 거리 1 = 1m 입니다.
m 도면으로 선택하면 등록된 mm 단위 간격에 0.001 을 곱해 도면에 그립니다.
m 도면에서는 등록된 선 축척 값에도 0.001 을 곱해 적용합니다.
중심선 그리기

체크하면 벽체의 중심선도 함께 그립니다.
그리기 기준이 위, 아래일 때 체크하고 사용하면 중심선을 함께 그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중심선의 레이어와 축척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선종류는 CENTER 로 그려집니다.
색상 항상 ByLayer 로 설정
체크하면 설정한 벽체 색상과 관계 없이 그린 후 ByLayer 로 색상을 설정합니다.
체크했을 때 ByLayer 색상은 그리기 완료 후 적용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설정한 벽체 레이어가 도면에 없을 때는 새로 레이어를 만들면서 ByLayer 로 설정하고
설정한 벽체 레이어가 도면에 있을 때는 설정 색상으로 강제 지정됩니다.

5. 벽 그리기

DreamPlus

Page1366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그리며 그릴 때 화면에 미리보기 됩니다.
선 축척은 그리기 완료 후 적용됩니다.
1) 점 지정
폴리선 그리듯이 그릴 점을 지정해 벽을 그리며 호 형태는 그릴 수 없습니다.
위, 아래 두께가 다르거나 그리기 기준이 중심이 아니면 선을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합니다.
참고로 캐드의 멀티라인(Mline)과 방향성이 동일합니다.
2) 사각형
일반 사각형 그리듯이 대각 두 점을 지정해 그립니다.
위, 아래 두께가 다르거나 그리기 기준이 중심이 아니면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 구석점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3) 선 선택
선택한 선 객체(선, 폴리선, 호)들을 벽체로 변경합니다.
① 중심 기준 위, 아래 두께가 동일하고 그리기 기준이 중심이면
여러 선들을 한 번에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② 중심 기준 위, 아래 두께가 다르거나 그리기 기준이 중심이 아니면
객체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객체 하나 선택 후 방향점을 지정해야 완료됩니다.
방향점을 지정할 때 도면에 미리보기됩니다.

6. 데이터 경로
데이터는 %AppData%\DreamPlus 경로에 DWAL_XML.xml 파일로 저장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파일을 백업하면 됩니다.
위 경로를 복사 후 탐색기에 주소 표시줄에 붙여넣고 이동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건축 벽 모서리 정리 (WET)
17.9.

OPEN 기호 그리기

DOS

OPEN 기호 그리기

기능
 뚫린 공간 X 표시 및 문 열림 입면 기호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DreamPlus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OPEN 기호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OPEN 기호 그리기
명령 : DOS (Draw Open Symbo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뚫린 공간 X 표시 및 문 열림 입면 기호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기호 선택
기호 모양을 지정합니다. 실행 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기호만 그릴지 기호와 사각형을 함께 그릴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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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지정
2 점 지정은 첫 점과 대각 점을 지정해 그립니다.

3 점 지정은 그림처럼 회전되어 있을 때 세 점을 지정해 회전된 상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및 선 종류
기호 사각형의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호 Hidden 선으로 그리기에 체크하면 선축척과 입력한 축척에 도면의 DimScale 을 곱해
사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선택 X 그리기

점 지정이 아닌 사각형 폴리선 및 원을 선택해 X 기호를 그립니다.
사각형은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객체 선택이므로 방향성이 없는 X 기호만 그릴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아래는 2 점 지정일 때 실행 절차입니다.
3 점은 첫 번째 점 지정, 회전 기준 수평이 될 점 지정, 구석점 지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기호 변경 [X/K/V]
점 지정 또는 기호를 변경하려면 기호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 ＞ ∧ ∨ 기호는 두번째 점의 방향에 따라 힌지와 열리는 쪽이 결정됩니다.
② 구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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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구석점을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위 ① ~ ② 과정은 엔터, ESC 등을 눌러 완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7.10. 단열재 그리기

DIN

단열재 그리기

기능
 지정한 두 점, 선택한 객체로 단열재 표기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단열재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단열재 그리기
명령 : DIN (Draw INsulat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단열재 표기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그리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단열재 표기는 직접 그리는 방식이므로 도면의 축척(LTSCALE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 그리는 방식
1) 두 점 지정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그립니다.
실행 중 ESC 키, 엔터 입력 등으로 점 지정이 없을 때까지 연속해 두 점을 지정해 그립니다.
이 방식은 그림처럼 두 점의 윗쪽(왼쪽)에 단열재가 표기됩니다.
그려지는 방향을 지정하고 싶다면 '그리는 방향 지정'에 체크하고 실행합니다.
단열재 표기는 지정한 두 점에 맞춰 잘라집니다.

2) 연속 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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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점을 연속으로 지정해 그려진 선으로 그립니다.
이 때 그려진 선을 도면에 남기고 싶다면
이 방식 사용할 때 표기되는 '실행 중 그려진 임시 선 삭제'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점 연속 지정이 완료되면 단열재 표기 방향점을 지정해야합니다.
3) 객체 선택

도면에서 선, 폴리선, 호, 원 객체를 하나 선택해 그립니다.
객체 선택 후 그려지는 방향을 지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객체 선택'에 체크하면 여러 객체를 선택해 모두 그립니다.
여러 객체 선택은 방향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방향점은 모든 객체가 동일한 방향이 될 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러 객체 같은 방향, 잘못 지정한 예
(두 객체 사이에 방향점 지정해서 위 객체는 아래 방향, 아래 객체는 위 방향으로 지정됨)

여러 객체 같은 방향, 잘 지정한 예
(두 객체 모두 위 방향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정함)

객체 하나만 선택할 때는 외부참조나 블록 내부 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객체가 폴리선이면 꺾인 점마다 하나의 선으로 인식하고 그려집니다.
따라서 폴리선 꺾인 점마다 단열재 표기는 끊어지게 표현됩니다.
아래 같이 선이 직각이면 꺾인 부분에서 자동 연장해 단열재를 표기 합니다.
폴리선 외측 선택했을 때 단열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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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선 내측 선택했을 때 단열재 표기

폴리선 꺾이는 부분이 직각이 아닐 때는 겹쳐 표현되는 단열재 표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열재 표기를 폴리선으로 직접 그리는 TYPE 1 ~ 3 방식은
호 객체 또는 폴리선에 포함된 호에서 내측과 외측 곡률에 따라 겹침없이 자동으로 보기좋게
그립니다.
TYPE 2, 3 은 사이 거리가 TYPE 1 보다 커서 너무 작은 호 반지름에서는 단열재가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양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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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은 그림처럼 TYPE 1~3, 선종류 네 개가 있습니다.
TYPE 1~3
- 단열재 표기를 폴리선으로 직접 그립니다.
- 직접 그리므로 도면의 LTSCALE 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그린 것을 변경할 때 Trim, Extend 가 불편합니다.
선종류
- 캐드에 포함된 BATTING 선종류(라인타입)으로 그립니다.
- 그린 것을 변경할 때 Trim, Extend 가 편리합니다.
- 선종류(라인타입)이므로 도면의 LTSCALE 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께는 8 개까지 입력 후 필요할 때 골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두께 설정을 조합해 같은 두께라도 다른 설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설명은 그림처럼 알아보기 쉽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설명 입력은 알아보는 용도이므로 프로그램 실행과 관계는 없습니다.

3. 그린 후 맨 뒤로 보내기

체크하면 그려진 단열재를 다른 객체보다 뒤에 위치하도록 조정합니다.
다른 객체보다 맨 뒤에 위치하는 설정이므로
단열재 부분에 미리 그려진 해치가 있는 경우 해치보다 뒤로 이동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열재 레이어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그립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Offset 객체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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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재 두께만큼 Offset 객체 그리기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만큼 Offset 된 선을 그립니다.

2) 추가 Offset 된 객체 그리기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를 그린 후 지정한 거리로 추가 Offset 선을 그립니다.
Offset 거리는 단열재부터 거리입니다.
여러 거리는 , 로 구분해 한 번에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 입력하면 단열재부터 20 을 띄워 그리고 또 여기서 10 을 띄워 그립니다.

5. 기타
BATTING 선종류로 그려진 단열재 표기의 두께를 변경합니다.
LTSCALE 변경 후 다시 조정하거나 그려진 단열재 표기 두께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① 두께를 변경할 선종류 단열재 선 선택
두께를 변경할 단열재 선을 선택합니다.
BATTING 라인타입으로 그려진 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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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열재 두께 입력 또는 [상대적인 두께(R)]
변경할 두께를 입력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입력한 값으로 단열재 선의 표기 두께가 변경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R 입력하면 상대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값은 현재 값 대비 얼마로 변경할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 두께로 그려진 단열재 표기에서
상대 값 2 입력하면 두께 200 이 됩니다.
상대 값 0.5 입력하면 두께 50 이 됩니다.
LTSCALE 을 2 배 키워서 표기 두께가 2 배가 되었을 때 이 기능으로 0.5 입력하면 원래처럼
됩니다.
17.11. 구적도 그리기

DMT

구적도 그리기

기능
 폴리선 경계 또는 내부 점을 지정해 구적도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구적도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구적도 그리기
명령 : DMT (Draw Mensuration Ta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폴리선 경계 또는 내부 점을 지정해 구적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경계를 선택할 경우는 한번에 여러 개 경계를 선택해도 됩니다.
구적도는 삼각 구적으로 그려지며, 사각 구적이 필요한 경우는 점 지정으로 가능합니다.
삼각형은 경계 내에서 각 점사이 가장 큰 삼각형을 찾아 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 선택 방식
아래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적도를 그릴 있습니다.

경계 객체 선택
도면에서 폴리선 경계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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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 방식은 그림처럼 삼각 구적도로 작성됩니다.
삼각형은 각이 작은 예각 삼각형이 최소화되도록 찾아 그려집니다.
폴리선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 구적 모양은 다르게 나옵니다.
아래 예제 그림은 시작점이 맨 오른쪽 하단으로 그려진 경우입니다.

내부 점 지정
경계 내부 점을 지정해 구적도를 그립니다.
경계가 하나의 폴리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구적을 나눈 경우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사각 면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각 면적은 내부점이 사각형일 때 사각면적 산출 옵션에 체크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좌측처럼 사용자가 내부 모양을 구성하고 사각면적 옵션을 사용해 점을 지정한
결과입니다.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 경계만 복사해 새 도면에 넣고 실행하면됩니다.

2.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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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산출 축척
축척은 객체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드 산정 면적으로 표 그리기
체크하면 캐드 실제 면적으로 표를 작성합니다. 산출 근거없이 면적만 표기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밑변과 높이의 산출 근거로 면적 표를 작성합니다.
면적 표 그린 후 엑셀로 내보내기
체크하면 면적 표를 엑셀로 내보냅니다.
엑셀의 표는 수식이 있어 검산 및 수정이 용이하도록 내보내집니다.

문자 높이
이 프로그램에서 각종 크기 기준은 문자 높이입니다.
크기 설정 항목에 표 관련 옵션 및 심볼, 원 크기 등은 문자 높이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너무 크게 표시되거나 작게 표시된다면 문자 높이를 조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높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
구적표에 표시되는 결과 값의 소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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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산출근거의 구적선 길이에 적용됩니다.
면적은 계산된 면적 값에 적용됩니다.
평 면적 추가 표기
체크하면 구적표에 추가로 평 면적을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표의 제목과 크기 입력이 활성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면 길이 및 면적 값이 1000 보다 클 때 값에 천단위 구분 기호(쉼표) 표시합니다.
캐드 면적에 근접하도록 산출 근거 보정
캐드 산정 면적이 아닌 밑변과 높이의 산출 근거로 표가 작성될 경우
소수 자리에 따라 캐드 실제 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체크하면 산출 근거를 강제로 조정해 실제 캐드 면적에 근접하도록 보정합니다.
각 구적의 산출 근거를 1 차 보정 후 전체 구적 중 가장 큰 면적을 2 차 보정해 캐드 실제 면적에
근접하도록 합니다.
체크해도 소수 자리에 따라 실제 면적과 아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엑셀로 표를 내보내 엑셀에서 수동으로 조정해보고 결과 표를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3. 크기 설정
표 제목 및 표 크기를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작성되는 표 형식은 아래와 같고 '캐드 산정 면적' 사용한 경우는 산출근거 없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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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어

결과물이 표시되는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7.12. 계단 입,단면 그리기

DRST

계단 입, 단면 그리기

기능
 계단 입, 단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계단 입, 단면 그리기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계단 입, 단면 그리기
명령 : DRST (DRaw STairs cross s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계단 입, 단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단면, 입면 설정

DreamPlus

단면을 그릴지 입면을 그릴지 선택합니다.
단 수를 고정해 그릴지 단 너비, 단 높이를 고정해 그릴지 선택합니다.
1) 단 수

지정한 두 점 사이를 단 수로 등분해 계단을 그립니다.
이 설정 상태에서는 계단 하단, 상단 점을 반대로 지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2) 단 너비, 단 높이

하단, 상단 두 점 지정 후 단 수를 입력해 그립니다.
지정한 두 점을 단 높이로 계산해 단 수를 묻습니다.
계산된 단 수로 바로 그리려면 엔터, 단 수를 바꾸려면 숫자를 입력해 그립니다.
단 높이에 체크하면 단 높이도 고정해 그립니다.

2. 레이어, 설정
레이어는 상부, 하부, 슬래브로 구분해 지정한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두께를 지정하고 연장선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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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은 계단 하단과 상단 점 이후 참 부분을 연장해 그리는 것입니다.
상단 참, 하단 참에 체크 해제하면 아래처럼 그려집니다.

상단 참, 하단 참에 체크하면 아래처럼 그려집니다.

상단 가로살은 난간 모양 중 가로살이 있는 모양 3, 모양 4 를 선택할 때 활성됩니다.
상단 가로살 연장에 체크 안한 상태와 체크한 상태는 아래처럼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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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고 실행하면 그려진 계단 및 난간을 모두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그린 후 복사,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난간 그리기
난간의 모양은 아래 같이 모두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모양에 따라 관련 설정이 활성/비활성됩니다.

난간의 기본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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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살이 있는 모양 3, 모양 4 의 추가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7.13. 형강 단면 그리기

DRSS

형강 단면 그리기

기능
 형강 단면, 평면, 측면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형강 단면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형강 단면 그리기
명령 : DRSS (DRaw Steel S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형강 단면, 평면, 측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형강 종류를 지원합니다.
즐겨찾기가 있어 자주 사용하는 형강 규격은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1. 형강 그리기
왼쪽 형강 목록에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선택한 형강의 호칭치수 및 규격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목록의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단면을 도면에 그릴 수 있습니다.
형강 평면, 측면은 버튼 또는 목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뉴에서 그립니다.

DreamPlus

항목을 선택 후 아래 버튼을 클릭해도 도면에 그릴 수 있습니다.
시트파일(Steel Sheet Pile, 강널말뚝)은 단면만 지원합니다.

2.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형강을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사용합니다.
1) 즐겨찾기 추가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즐겨찾기 사용/관리
왼쪽 목록에서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추가한 항목들이 오른쪽 목록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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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버튼으로 도면에 그립니다.

제거하려면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제거합니다.
즐겨찾기 정렬은 종류별로 즐겨찾기 형강 목록을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3. 사용자 제원 추가/편집
형강 데이터 파일은 드림플러스 설치 폴더에 Steel.xml 파일입니다.
추가 후 이 파일을 보관해놔야 나중에 업데이트 후 덮어 씌워 추가한 제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는 형강 종류를 고르고 오른쪽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사용합니다.
시트파일(Steel Sheet Pile, 강널말뚝)은 사용자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DreamPlus

선택한 형강 종류가 표시되고 제원을 입력, 추가합니다.
계속 추가 버튼은 여러 개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4. 설정
레이어 및 색상, 각형강관, 평면 및 측면 관련 설정이 있습니다.

1) 레이어, 색상
여기서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도면에 그려집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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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형강관 설정
각형강관을 그릴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모서리 R 적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각형강관 모서리에 R 을 적용하지 않고 그립니다
체크하면 모서리 R 이 적용된 각형강관을 도면에 그립니다.
내부 X 표시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각형강관 내부에 속이 빈 X 표시를 합니다.
표시 색상은 색상 버튼을 클릭해 지정합니다.

각형강관 단면 그룹 묶음
각형강관은 외부, 내부 사각형 두 개로 그려지므로 그린 후 객체 선택, 이동이 번거롭습니다.
체크하면 객체 선택, 이동이 편리하도록 그룹으로 묶습니다.
3) 평면, 측면 설정
Hidden 선 축척
평면, 측면을 그릴 때 Hidden 선으로 표현되는 선의 축척을 지정합니다.
DimScale 적용에 체크하면 지정 축척 값에 DimScale 값을 곱해 적용합니다.
평면, 측면 그룹 묶음
평면, 측면은 여러 선이 그려지므로 그린 후 객체 선택, 이동이 번거롭습니다.
체크하면 객체 선택, 이동이 편리하도록 그룹으로 묶습니다.
형강 그리기 축척
축척 기본 값 1 일 때 mm 로 도면에 그려집니다.
만약 축척에 0.001 을 입력하고 그리면 m 단위로 도면에 그려집니다.
17.14. 가닥 수 포함 배선 그리기

DWIR

가닥 수 포함 배선 그리기

기능
 블록 선택 또는 대각 두점 지정해 전기 배선 표기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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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가닥 수 포함 배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가닥 수 포함 배선 그리기
명령 : DWIR (Draw WIRin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기 배선 표기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배선할 도면이 수평, 수직이 아니라 회전되어 있다면
회전된 상태가 수평, 수직되도록 UCS 만든 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드림플러스를 이용한 UCS 만드는 것은 이 도움말 맨 아래에 있습니다.
① 블록 선택

② 대각 두 점 지정

1. 배선

배선의 레이어와 색상을 지정합니다.
반지름은 대각 두점 지정할 때 모서리 반지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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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점 지정 없이 Tab 키 반전
대각 두점 지정해 ㄱ,ㄴ 모양 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ㄷ 모양으로 그릴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ㄱ,ㄴ 모양은 대각 두 점 지정 후 꺾인 부분이 어느쪽인지 방향 지정해 완료합니다.
체크하면 방향 지정 없이 두 점 지정 후 꺾인 부분 결정은 Tab 키를 눌러가며 변경합니다.
선연결
블록 선택해 배선 그릴 때 블록의 어디끼리 연결할지 선택합니다.
그림처럼 삽입점이 블록 중간이면 블록 삽입점을 체크해 사용합니다.

그림처럼 삽입점이 블록 중간이 아니면 블록 중간점을 체크해 사용합니다.

2. 기호 문자

기호
실행 중 입력 : 명령 실행할 때마다 기호 문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고정 값 사용 : 항상 입력된 값으로 바로 표기합니다.
표기 없음 : 기호 문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높이, 레이어, 색상
기호 문자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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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선 사이 자르는 여유입니다. 문자 높이 배수로 입력합니다.
문자는 항상 선 중앙에 배치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문자를 항상 선의 중앙에 배치합니다.
선이 짧은 경우 가닥 수 블록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아래 그림처럼 문자와 가닥 수 폭을 고려해 배치합니다.

3. 가닥 수 블록

레이어, 색상
가닥 수 블록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크기 또는 축척
블록을 문자 높이 비율 크기로 설정할지 입력한 축척대로 설정할지 선택합니다.
1) 크기

크기는 그림과 같습니다. 문자 높이 비율로 입력합니다.
문자 높이 비율이므로 1 입력하면 블록 크기 = 문자 높이입니다.

2) 축척

블록은 입력한 축척대로 도면에 삽입, 표기됩니다.
수직 - 뒤집어 표기
체크하면 수직선에 표기되는 가닥 수는 수평 상태일 때 모양을 미러한 것처럼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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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수직선에 표기되는 가닥 수는 수평 상태를 그대로 회전한 것처럼 표기됩니다.

수직 - 문자 아래
체크하면 수직선에 표기되는 가닥 수는 문자의 아래에 표기됩니다.

6 가닥
6 가닥을 표기할 때 4+2 가닥으로 할지 3+3 가닥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8 가닥

4. 가닥 수 블록 등록
1) 블록 등록 (2, 3, 4)

사용하고 있는 2, 3, 4 가닥 블록을 등록해 사용합니다.
가닥 수는 2, 3, 4 가닥을 조합해 2 가닥 ~ 8 가닥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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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므로 각 버튼을 눌러 2, 3, 4 가닥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그림처럼 (등록됨) 표시가 보여집니다.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며 만약 (등록됨) 표시가 없거나 다른 것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눌러
등록합니다.

2) 블록 등록 (개별)

1 가닥 ~ 12 가닥까지 가닥 수를 표기할 때 각각의 블록을 사용합니다.
1 가닥 ~ 12 가닥 필요한만큼 각각 버튼을 눌러 블록을 등록합니다.
등록되지 않는 블록은 가닥 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 가닥 표기하려면 8 가닥 모양 블록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하면 그림처럼 (O) 표시가 보여집니다.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며 만약 (O) 표시가 없거나 다른 것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눌러
등록합니다.

3) 블록 생성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블록을 생성해 사용합니다.
블록은 2, 3, 4 가닥이 생성되며 블록을 조합해 2 가닥 ~ 8 가닥을 표기합니다.
축척이 1 일 때 크기로 입력하고 각 입력 값은 그림과 같습니다.

블록이 이미 존재할 때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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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는 특성상 현재 도면에 이미 블록이 존재하면 다시 만들지 않고 그걸 이용합니다.
이전에 만든 것이 현재 도면에 있고 현재 만들려는 것과 크기가 다를 때
체크 해제하면 다시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체크하면 다시 만들어 사용합니다.
단, 다시 만들기 때문에 현재 도면 기존 블록 모양이 입력 값대로 변경됩니다.

5. 설정 즐겨찾기

현재 모든 설정 상태를 입력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설정을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설정 상태를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설정 상태는 불러오기 목록에 표시됩니다.
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6. 실행 절차
명령으로 실행해 체크하면 다음 번 실행할 때 창이 뜨지 않고 명령으로만 진행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실행할 때 창이 뜨고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① 배선을 그릴 블록 선택
배선할 여러 블록을 선택합니다.
가로 한 줄 또는 세로 한 줄로된 여러 블록만 선택해야 합니다.
② 가닥 수 입력
블록 등록 (2, 3, 4) 또는 블록 생성을 사용할 때는 아래 명령으로 표기됩니다.
가닥 수 입력 (1 ~ 8, 1 = 없음)
블록 등록 (개별)을 사용할 때는 12 가닥까지 등록할 수 있어 아래 명령으로 표기됩니다.
가닥 수 입력 (0 ~ 12, 0 = 없음)
표기할 가닥 수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① ~ ②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① ㄱ,ㄴ 모양 시작 점 지정 또는 [ㄷ 모양(2)] → 끝 점 지정 → 방향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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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끝 → 방향 세 점을 지정해 대각 ㄱ 또는 L 모양 선을 그립니다.
'방향 지정 없이 Tab 키 반전' 체크했다면
시작 - 끝 두 점만 지정합니다.
꺾인 부분은 Tab 키를 누를 때마다 반전됩니다.
ㄱ,ㄴ 모양 시작 점 지정 또는 [ㄷ 모양(2)] 단계에서 2 입력하면 ㄷ 모양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ㄷ 모양도 ㄱ,ㄴ 모양과 마찬가지로 가장 긴 선에 가닥 수를 표기합니다.
② 가닥 수 입력
블록 등록 (2, 3, 4) 또는 블록 생성을 사용할 때는 아래 명령으로 표기됩니다.
가닥 수 입력 (1 ~ 8, 1 = 없음)
블록 등록 (개별)을 사용할 때는 12 가닥까지 등록할 수 있어 아래 명령으로 표기됩니다.
가닥 수 입력 (0 ~ 12, 0 = 없음)
표기할 가닥 수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① ~ ② 과정은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하거나 ESC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6. 회전된 평면의 배선
배선할 도면이 수평, 수직이 아니라 회전되어 있다면
회전된 상태가 수평, 수직되도록 UCS 만든 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UCS 로 만들기
캐드 명령 사용할 때는 UCS 입력 후 수평 또는 수직이될 두 점을 지정합니다.
다시 WCS 로 되돌릴 때는 UCS 입력 후 W 입력합니다.
드림플러스 명령 사용할 때는
① DreamPlus → 수정 → 두 점으로 UCS 작성 (TU 명령)
두 점 또는 객체 선택해 방향대로 UCS 가 작성됩니다.
화면 뷰가 수평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TU 명령의 뷰 회전 설정 변경(S)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DreamPlus → 수정 → 간편 십자선 회전 (ESN 명령)
두 점 또는 객체 선택해 방향대로 십자선이 회전합니다.
단, 이 명령으로 UCS 를 만들려면 ESN 명령의 UCS 로 설정 변경(S)에서 UCS 로 설정해야
합니다.
17.15. 소방 감지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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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감지기 배치

기능
 사각 영역에 감지기를 배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소방 감지기 배치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소방 감지기 배치
명령 : DETP (DETector Placemen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사각 영역에 감지기를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 사각 영역 설치 면적과 감지 면적으로 계산해 배치합니다.
- 배치할 영역이 회전된 상태도 지원합니다.

1. 실행 절차
① 배치할 감지기 블록 선택
배치할 감지기 블록 하나를 도면에서 선택합니다.
② 감지기 배치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회전된 사각 점 지정(T)]
배치할 영역의 첫 번째 구석 모서리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T 입력하면 회전된 사각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된 사각 영역으로 실행하면 아래 명령이 표시됩니다.
사각형의 왼쪽 아래 점 지정 또는 [수평 사각 점 지정(T)]
이 명령 상태에서 T 를 입력해 다시 수평 사각 영역 지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전된 사각 영역은 꼭 왼쪽 아래 점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③ 감지기 배치 다른 구석점 지정
배치할 영역의 대각 구석 모서리 점을 지정합니다.
점 지정이 완료되면 빨간색 임시 사각형이 그려지고 그림처럼 배치 후 프로그램 창이
실행됩니다.
빨간색 임시 사각형은 실행 중 영역 확인을 위한 것이고 프로그램 종료되면 삭제됩니다.

DreamPlus

영역 지정이 잘못된 경우 [재지정] 버튼을 눌러 다시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지 면적을 바꾸면 화면에 배치가 다시 미리보기 됩니다.
예를 들어 감지 면적을 35 로 바꾸면 그림처럼 미리보기 됩니다.

프로그램 창의 설치 개수도 입력한 감지 면적에 맞춰 변경되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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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설치
교차 회로일 때 사용합니다.
체크하면 계산된 값보다 2 배로 설치되어 미리보기 됩니다.
가로, 세로 개수
현재 계산된 값이며 변경하면 도면에 배치 변경되어 미리보기 됩니다.
위와 같이 배치 확인 후
아래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배치 영역 완료하고 다른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선택한 감지기 블록으로 다른 영역에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배치 영역 완료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2. 기타 설정

블록 축척 조정, 각도 조정
배치된 상태에서 블록 축척 조정, 각도 조정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도면에 미리보기 되므로 확인이 쉽습니다.
각도는 회전된 영역에 블록 회전 상태를 바꿀 때 편리합니다.
각도는 직접 입력하거나 옆에 스핀 버튼을 눌러 90 도씩 회전할 수 있습니다.
내벽 기준 감지기 위치 조정
최초 선택할 때 영역은 벽 중심선을 보통 지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버튼으로 벽체 안쪽 점을 다시 지정하면 감지기 위치만 다시 재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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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대각 두 점 FILLET 선 그리기

DFL

두 점 Fillet 선 그리기

기능
 두 점을 직각으로 연결하는 Fillet 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두 점 Fillet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두 점 Fillet 선 그리기
명령 : DFL (Draw Fillet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두 점을 직각으로 연결하는 ㄱ,ㄴ,ㄷ 모양의 Fillet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전기 평면, 입면 등 도면에서 배선을 그릴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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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선 모양
ㄱ,ㄴ 형태로 그릴지 ㄷ 형태로 그릴지 선택합니다.
Fillet 반지름
꺾인 부분 Fillet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0 입력하면 반지름 없이 직각으로 그려집니다.
선 두께, 선 축척
그려지는 폴리선의 선 두께, 선 축척을 입력합니다.
선 두께에 0 입력하면 선 두께 없는 가는 선으로 그려집니다.
선 축척은 선종류가 실선이 아닌 점선 등 다른 것으로 그릴 때 필요하면 변경합니다.
레이어, 색상, 선종류
선의 레이어, 색상, 선종류를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ㄱ,ㄴ 방향 지정 없이 Tab 키 반전
대각 두점 지정해 ㄱ,ㄴ 모양 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ㄷ 모양으로 그릴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ㄱ,ㄴ 모양은 대각 두 점 지정 후 꺾인 부분이 어느쪽인지 방향 지정해 완료합니다.
체크하면 방향 지정 없이 두 점 지정 후 꺾인 부분 결정은 Tab 키를 눌러가며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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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방향 지정 과정이 하나 줄어 조금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린 후 플렉시블로 변환
체크하면 그려진 Fillet 선을 플렉시블 모양으로 변환합니다.
체크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모양 및 내경
모양에서 TYPE-1, TYPE-2, TYPE-3 을 선택해 플렉시블 형태를 지정합니다.
내경은 플렉시블의 내경 폭을 입력합니다.
TYPE-1

TYPE-2

TYPE-3

그린 후 중심 선 삭제
체크하면 플렉시블로 변환 후 그려진 Fillet 선을 삭제합니다.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면 플렉시블 선과 Fillet 선을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중심 선 그룹 제외에 체크하면 Fillet 선은 그룹으로 묶지 않습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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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창 없이 명령으로 실행
체크하면 다음 번 실행할 때 창이 뜨지 않고 명령으로만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명령으로 진행되면 명령창에 아래 같이 표시됩니다.
시작 점 지정 또는 [ㄱ,ㄴ 모양(1)/ㄷ 모양(2)/선두께(W)/설정 변경(S)]
시작 점을 지정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설정 변경은 창을 띄워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면 모양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번 실행할 때 다시 창을 띄워 실행하고 싶다면 설정에서 이 옵션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플렉시블로 변환에 체크했다면 명령 실행 옵션에 '플렉시블내경'도 표시되므로 그릴 때마다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실행 절차
① 시작 점 지정 ② 끝 점 지정
그림처럼 선 시작, 끝 점을 지정합니다.

ㄱ,ㄴ 모양일 때
ㄱ,ㄴ 방향 지정 없이 Tab 키 반전을 체크 해제
끝 점을 지정하면 도면 상에 선이 미리보기로 그려집니다.
다음 과정에서 방향점을 지정하므로 P1, P2 어떤 점을 먼저 선택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ㄱ,ㄴ 방향 지정 없이 Tab 키 반전을 체크
끝 점 지정 전에 Tab 키를 눌러 방향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③ 방향점 지정
'ㄱ,ㄴ 방향 지정 없이 Tab 키 반전' 체크했을 때는 이 과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꺾인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그릴지 최종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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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 ③ 과정은 ESC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17.17. 전기 BOX 오프닝 단면도 그리기

DBOP

전기 BOX 오프닝 단면도 그리기

기능
 전기, 설비 등에서 사용되는 골조 오프닝 단면도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전기 BOX 오프닝 단면도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전기 BOX 오프닝 단면도 그리기
명령 : DBOP (Draw Box OPening section)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전기, 설비 등에서 사용되는 골조 오프닝 단면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박스 개수는 1 개, 2 개를 지원합니다.

아래 그림은 박스 개수 1 개일 때 그려진 결과 예입니다.
괄호 안의 파란 문자는 프로그램 창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FL 를 그리지 않으려면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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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를 표기할 때 범례 내 규격 등은 자동 산출 표기됩니다.

아래 그림은 박스 개수 2 개일 때 그려진 결과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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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을 활용하면 좌측 L, 박스 폭, 우측 L 값을 도면에 그려진 치수를 선택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 축척

입력된 치수 길이 및 문자 높이에 이 축척 값을 곱한 값으로 도면에 그립니다.
비율을 다르게 그릴 때 치수 길이 및 문자 높이를 매번 바꿀 필요 없이 이 축척 값만 바꿔
그리면 됩니다.
17.18. 간편 사각형 그리기

EREC

간편 사각형 그리기

기능
 여러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Civil → 그리기 → 간편 사각형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간편 사각형 그리기
명령 : EREC (Easy RECtang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사각형을 간편하게 그릴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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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크기 입력이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크기 10 개를 바로 그리거나 A 시리즈 용지 크기를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가로,세로 입력 또는 [사용자설정 0 ~ 9/A 용지 A0 ~ A5/설정 변경(S)]
가로,세로로 사각형 크기를 입력합니다.
설정에 미리 등록한 사용자 크기 10 개 번호(0 ~ 9) 입력합니다.
A 시리즈 용지 크기를 그리려면 A0, A1, A2, A3 ,A4, A5 입력합니다.
이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한 크기는 기억되므로 다음 번에 같은 크기라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합니다.
② 삽입점 지정
앞서 입력해 그려진 사각형을 삽입할 점을 지정합니다.
설정에서 삽입점을 먼저 지정 후 사각형 크기를 입력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실행 반복이 체크된 경우 ESC 등으로 취소 전까지 위 ① ~ ② 과정이 반복됩니다.

2.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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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설정
사각형 그리기 기준은 삽입점을 지정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삽입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기 실행 반복에 체크하면 연속해서 계속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 크기 입력 후 삽입점 지정을 사용하면
연속으로 점을 지정해 같은 크기 사각형을 계속 삽입할 수 있는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크기
10 개까지 사용자 크기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설정된 번호 및 크기가 실행할 때 0 ~ 9 의 번호를 입력해 그려집니다.
3) 기타 설정
A 용지 크기에 곱할 비율
A 시리즈 용지는 용지 크기 그대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A1 용지는 841 × 594 크기로 그립니다.
만약 841000 × 594000 으로 그리고 싶다면 비율에 1000 입력합니다.
레이어, 색상
항상 고정된 레이어 또는 색상으로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사각형에 치수 삽입
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사각형의 한쪽 면에 가로, 세로 치수를 삽입합니다.
치수 표기는 위치에서 지정한 곳에 표기됩니다.

17.19. 세 점 사각형 그리기

REC3

세 점 사각형 그리기

기능
 세 점을 지정해 사각형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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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세 점 사각형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세 점 사각형 그리기
명령 : REC3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세 점을 지정해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회전된 사각형을 그릴 때 편리합니다.
실행 후 모서리 세 점을 지정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17.20. 객체 중심선 그리기

DCEN

객체 중심선 그리기

기능
 선택한 객체에 중심선 표시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객체 중심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객체 중심선 그리기
명령 : DCEN (Draw CENter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에 중심선 표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대상 객체

객체 선택해 그릴 때 여기서 체크한 객체만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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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선 중심은 폴리선 다각형의 '도심'에 중심선 표시를 그립니다.
폴리선 내 호 중심은 아래 그림처럼 폴리선에 호 부분에 그립니다.

2. 중심선 설정

레이어 및 색상, 선 축척
중심선의 레이어 및 색상을 지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의 CENTER 선 종류 축척을 입력하고
지정 축척 × DimScale 적용에 체크하면 입력한 축척에 도면의 DimScale 값을 곱해 축척으로
사용합니다.
객체 끝에서 연장
그림처럼 객체의 끝에서 연장할 길이를 입력합니다.

고정 길이
중심선의 전체 길이를 입력합니다.
객체 안 쪽에 중심선을 작게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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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비율(%)
중심선의 전체 길이는 객체의 크기에 입력한 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객체 크기가 100 이고 비율에 20 입력하면 100+100×20% = 120 으로 그립니다.

지정 길이 × DimScale 적용
체크하면 '연장 길이' 또는 '고정 길이'에 입력한 값에 도면의 DimScale 값을 곱해 길이로
사용합니다.

3. 기타 설정

그린 후 맨 뒤로 보내기
중심선을 다른 객체보다 뒤에 그립니다.
중복 좌표 제외
체크하면 중복 좌표에는 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원들의 중심이 같은 곳에 그릴 때 체크하면 중심선이 하나만 그려집니다.

4. 실행 방식
그린 후 맨 뒤로 보내기
체크하면 중심선을 그린 후 다른 객체 뒤로 보냅니다. (Draworder)

객체를 선택해 그립니다.
'대상 객체' 설정에 체크된 객체만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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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와 상관 없이 대각 두 점을 지정해 그립니다.
대각선 두 점의 사각형 크기가 기준되어 중심선이 그려집니다.
17.21. 선 끝에 화살표 그리기

DRAR

선에 화살표 그리기

기능
 선택한 선에 지정한 화살표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선에 화살표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선에 화살표 그리기
명령 : DRAR (DRaw ARrow)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에 화살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지시선처럼 그릴 때나 양쪽 구간 표시 등 화살표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 꺾인 정점마다 화살표를 표기해 방향, 구간을 표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양
그려질 화살표 모양을 지정합니다.

원하는 화살표 모양이 없으면
원하는 모양을 그려 블록으로 만든 후 '지정 블록'을 사용하면됩니다.
지정 블록은 블록 이름과 축척을 지정해야합니다.
현재 도면의 블록를 선택해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전은 블록 삽입 후 추가적으로 더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선의 방향대로 블록을 회전해 삽입시킵니다.
그런데 블록이 만들어질 때의 각도에 따라 선 방향과 다르게 삽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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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태에 따라 90, 180, 270 도 등 더 회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즉, 회전 값을 입력하면 블록을 삽입 후 지정 각도 만큼 더 회전합니다.

2. 화살표 크기

사용자 값
화살표의 길이와 폭을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화살표 폭은 화살표 모양 중 세 가지 삼각형 모양에만 적용됩니다.

지정 길이 및 폭 x DimScale 적용에 체크하면
지정한 화살표 길이, 폭 값에 도면의 DimScale 값을 곱해 적용합니다.
현재 치수 스타일 설정 값
체크하면 화살표의 크기는 현재 치수 스타일의 값으로 사용합니다.
화살표 선 두께 지정
체크하면 선으로 그려지는 화살표의 선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로 그려지는 화살표는 폭 값을 지정해도 선 두께가 바뀌지 않습니다.
선 두께가 없다면 체크 해제 또는 값을 0 입력합니다.

3. 그리기 설정

1) 선 한쪽 끝만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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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선의 한쪽 끝 부분만 화살표를 그립니다.
방식에서 단일 선택과 다중 선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단일 선택
한번에 하나의 선 객체만 선택합니다.
선의 방향과 관계 없이 선택한 부분의 끝 점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선택한 부분에 직관적으로 화살표를 넣을 때 편리합니다.
다중 선택

한번에 여러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위치에서 선 시작과 선 끝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2) 선 양쪽 끝 모두 화살표
한번에 여러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선들의 양쪽 끝 모두 화살표를 그립니다.
3) 폴리선 방향따라 정점마다 화살표
한번에 여러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폴리선 방향을 따라 꺾인 정점마다 화살표를 그립니다.
화살표 길이보다 짧은 정점 사이는 자동으로 체크해 표기하지 않습니다.

4) 폴리선 정점마다 양쪽 방향 화살표
한번에 여러 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폴리선 정점마다 모두 화살표를 그립니다.

4. 실행 절차
실행해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화살표가 바로 그려집니다.
엔터 입력하거나 ESC 등으로 취소 전까지 계속 객체 선택을 반복해 화살표를 그립니다.
17.22. 원의 접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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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접선 그리기

기능
 원과 원 사이에 외접선, 내접선을 그립니다.
 한 점과 원의 접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원의 접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원의 접선 그리기
명령 : TLC (Tangent Lines between two Circl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원과 원 사이에 외접선, 내접선을 그리거나 원과 점의 접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그리는 방식
이 프로그램은 총 네 개의 접선을 그리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1) 공통 외접선
두 원을 선택해 공통 외접선을 그립니다.

DreamPlus

Page1413

2) 공통 내접선
두 원을 선택해 공통 내접선을 그립니다.

3) 두 원 선택 방향 접선
두 원 사이에 하나의 접선을 그립니다.
두 원 사이에 점을 지정할 때 선택하는 방향대로 그려집니다.
두 원 모두 외측 부분에 점을 지정하면 외접선이 그려지고 아래 그림처럼 서로 엇갈리게 점을
지정하면 내접선이 그려집니다.

4) 한 점과 원의 접선
원과 선택한 점을 접선으로 연결합니다.

2. 설정

하나의 폴리선으로 결합
체크하면 접선을 그린 후 원과 연결해 하나의 폴리선으로 결합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접선만 그려집니다.
두 원 선택 방향 접선으로 그리는 경우는 폐합되지 않으므로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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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후 원본 삭제
하나의 폴리선으로 결합 옵션에 체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결합 후 원본 원 객체는 삭제합니다.
레이어
접선이 그려질 레이어 및 색상을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7.23. 두 점 중간에 XLINE 그리기

CXL

두 점 중간에 Xline 그리기

기능
 지정한 두 점의 중간 점 및 객체에 Xline 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수정 및 그리기 → 두 점 중간에 Xline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두 점 중간에 Xline 그리기
명령 : CXL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작도할 때 기준 선으로 사용되는 Xline 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수평, 수직, 두 점의 직각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
설정 입력 [가로(X)/세로(Y)/직각(P)/객체수직(E)/객체방향(D)]
1) 가로(X)
지정한 두 점 사이 가로 방향(X) 중간에 수직 Xline 을 그립니다.

2) 세로(Y)
지정한 두 점 사이 세로 방향(Y) 중간에 수평 Xline 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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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각(P)
지정한 두 점 사이 중간 직각 방향에 수직 Xline 을 그립니다.

4) 객체수직(E)
객체의 지정한 점에 객체 진행방향 수직 Xline 을 그립니다.
객체 선택 후 점을 지정합니다.
객체는 선, 폴리선, 호, 타원, 스플라인 등 선 객체를 지원합니다.
객체 하나 선택 후 ESC 또는 종료(엔터키, 스페이스 바 등) 전 까지 점을 계속 지정해 그립니다.

5) 객체방향(D)
선, 폴리선에 선택한 부분의 선 방향대로 Xline 을 그립니다.
폴리선은 선택한 부분(정점과 정점사이)만 인식됩니다.
ESC 또는 종료(엔터키, 스페이스 바 등) 전 까지 객체를 계속 선택해 그립니다.

17.24. 점프선 그리기

JMP

점프선 그리기

기능
 겹쳐진 두 선에 점프선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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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점프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점프선 그리기
명령 : JMP (draw JuMP mark)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점프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도로 설계에서는 주로 평면도에 구조물 시, 종점을 표시하는 치수선(폴대선)에 빈번하게
그려지게됩니다.
점프선을 그릴 때 원을 그리고 트림할 필요 없이 이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1. 설정

1) 기준선과 교차하는 선 선택해 그리기
점프선을 표기할 기준선과 교차하는 선을 사용자가 선택해 교차되는 곳에 그립니다.
도면에 선이 복잡하거나 필요한 선들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2) 기준선과 교차되는 모든 선에 그리기
점프선을 표기할 기준선과 교차하는 선을 프로그램이 모두 선택해 교차되는 곳에 그립니다.
도면에 선이 복잡하지 않거나 모든 선들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3) 한 점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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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상에 지정한 한 점에만 그립니다.
반지름
점프선의 반지름을 설정합니다.

2. 교차하는 선 필터

불필요한 선 객체가 선택되지 않도록 필터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체크한 선들만 선택이됩니다.

3. 실행 절차
1) 기준선과 교차하는 선 선택해 그릴 때
① 점프선을 그릴 기준선 객체 선택

② 기준선과 교차되는 선 선택

③ 점프선 방향점 지정
어떤 방향으로 그릴지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④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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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점을 지정하면 완료되며 ESC 또는 선택 없이 취소할 때까지 위 ① ~ ③ 과정이
반복됩니다.

2) 기준선과 교차되는 모든 선에 그릴 때
① 점프선을 그릴 기준선 객체 선택

② 점프선 방향점 지정
어떤 방향으로 그릴지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③ 완료
방향점을 지정하면 완료되며 ESC 또는 선택 없이 취소할 때까지 위 ① ~ ② 과정이
반복됩니다.

3) 한 점에 그릴 때
① 점프선을 그릴 기준선 객체 선택
기준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점프선 삽입 점 지정
점프선이 그려질 삽입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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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프선 방향점 지정
어떤 방향으로 그릴지 방향점을 지정합니다.
완료 후 ESC 또는 선택 없이 취소할 때까지 위 ① ~ ③ 과정이 반복됩니다.
17.25. 플렉시블 그리기

DFX

플렉시블 그리기

기능
 선택한 선을 플렉시블 모양으로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플렉시블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플렉시블 그리기
명령 : DFX (Draw FleXib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을 플렉시블 모양으로 그릴 때 사용합니다.
3 가지 형태의 모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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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양 및 옵션
모양에서 TYPE-1, TYPE-2, TYPE-3 을 선택해 플렉시블 형태를 지정합니다.
모양에 따라 A, B 크기를 지정하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TYPE-1

TYPE-2

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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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중심 선 삭제
체크하면 플렉시블 형태로 그린 후 선택했던 중심 선을 삭제합니다.
그룹으로 묶기
체크하면 플렉시블 선과 중심 선을 그룹 객체로 묶습니다.
중심 선 그룹 제외에 체크하면 중심 선은 그룹으로 묶지 않습니다.
그린 후 복사, 이동하는 일이 많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룹 객체는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캐드 그룹 관리자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해제는 캐드 UNGROUP 명령을 사용하거나
선택 그룹 풀기 (UGR) 명령을 사용합니다.
캐드 UNGROUP 명령은 한번에 하나의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UGR 명령은 한번에 여러 그룹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선택 객체 레이어, 색상과 동일에 체크하면 플렉시블 레이어를 선택한 중심선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다른 레이어를 지정하려면 '지정 레이어' 옵션에 체크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① 플렉시블을 그릴 중심 선 선택
도면에서 플렉시블을 그릴 선, 폴리선, 스플라인 등을 선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선을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다른 절차 없이 플렉시블 선이 그려집니다.
주의사항
아래 그림처럼 폴리선에 각이 있다면 각이 있는 부분은 부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폴리선이라면 호를 포함해 그리거나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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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장공 그리기

DRSH

장공 그리기

기능
 장공(Slot Hole)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장공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장공 그리기
명령 : DRSH (DRaw Slot Hol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장공(Slot Hole)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그리는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지정해 그립니다.
실행 중 ESC 또는 엔터(엔터키, 스페이스바 등) 입력 전까지 계속 반복해 그립니다.

1) 중심 점 지정, 폭, 길이 입력
아래 그림 처럼 중심 점을 지정하고 폭과 길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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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 원 선택

중심 원을 선택하고 길이를 입력해 그립니다.
폭 여유는 중심 원과 장공 폭 사이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폭 여유에 1 입력하면 원 지름보다 1 씩 더 큰 폭으로 그려집니다.

3) 두 점 지정, 폭 입력
홀 두 점을 지정하고 폭을 입력해 그립니다.

그린 후 회전
체크하면 그린 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지정, 폭 입력 방식은 회전되지 않습니다.
중심선 그리기
체크하면 중심선을 그립니다.
길이 적용
어떤 방식으로 길이를 적용할지 지정합니다.
① Hole 중심 사이 길이

② 외측 끝 전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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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어 및 색상
지정에 체크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와 색상에 그립니다.

3. 중심선

중심선 표기
① Slot 및 Hole 모두, ② Slot 중심만, ③ Hole 중심만 중 선택합니다.
중심선 축척
중심선은 여기서 설정한 축척의 CENTER 선종류로 그려집니다.
DimScale 에 체크하면 입력한 값에 현재 도면의 DimScale 을 곱해 설정합니다.
끝에서 연장
장공 외곽에서 얼마를 더 연장해 그릴지 지정합니다.
DimScale 에 체크하면 입력한 값에 현재 도면의 DimScale 을 곱해 연장합니다.
레이어, 색상
레이어는 지정에 체크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에 그립니다.
색상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7.27. 물결 모양 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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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 모양 선 그리기

기능
 선택한 선에 물결 모양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물결 모양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물결 모양 선 그리기
명령 : DRWL (DRaw Wave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에 그림같은 물결 모양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길이, 폭, 선 두께

선 두께는 그려진 물결 모양의 폴리선 전역 폭(선 두께) 입니다.

DreamPlus

Page1426

완료 후 선택한 선 삭제
체크하면 선택한 선을 삭제합니다.
레이어 및 색상
선택한 객체와 동일은 실행 중 선택하는 선과 같은 레이어, 색상입니다.
현재 레이어 및 색상은 캐드 창에 설정된 레이어, 색상입니다.

2. 실행 절차
① 물결 모양을 그릴 선 선택
적용할 여러 선들을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선의 시작부터 그리기 시작하므로 만약 반대 방향로 그려진다면
폴리선 방향 바꾸기 (RC) 명령으로 선 방향을 반대로 뒤집고 실행하면 됩니다.
17.28. 지그재그 선 그리기

DRZL

지그재그 선 그리기

기능
 선택한 선에 지그재그 모양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지그재그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지그재그 선 그리기
명령 : DRZL (DRaw Zigzag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에 그림같은 지그재그 모양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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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폭, 선 두께

선 두께는 그려진 지그재그 모양의 폴리선 전역 폭(선 두께) 입니다.
완료 후 선택한 선 삭제
체크하면 선택한 선을 삭제합니다.
레이어 및 색상
선택한 객체와 동일은 실행 중 선택하는 선과 같은 레이어, 색상입니다.
현재 레이어 및 색상은 캐드 창에 설정된 레이어, 색상입니다.

2. 실행 절차
① 지그재그 모양을 그릴 선 선택
적용할 여러 선들을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선의 시작부터 그리기 시작하므로 만약 반대 방향로 그려진다면
폴리선 방향 바꾸기 (RC) 명령으로 선 방향을 반대로 뒤집고 실행하면 됩니다.
17.29. 선택 객체 다중 경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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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객체 다중 경계 그리기

기능
 선택한 여러 객체의 내부 폐합 경계를 한번에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선택 객체 다중 경계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선택 객체 다중 경계 그리기
명령 : DEMB (Draw Entities Multiple Boundar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여러 객체의 내부 폐합 경계를 한번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여러 객체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처럼 내부 경계를 그려줍니다.
내부 선들이 조각 조각 끊겨 있어도 인식됩니다.
내부 폐합 면적용 객체를 만들 때, 해치할 객체를 만들 때 등 여러 가지 작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복잡하고 많은 객체는 경계 생성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경계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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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선이 맞닿는 부분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확대해보면 아주 짧은 거리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거리 오차 값 내에서는 경계 생성을 시도합니다.
경계 오차 값 이상으로 떨어진 객체는 닫히지 않고 뚫린 객체이므로 경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너무 큰 값을 지정하면 원하지 않는 경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선 두께
프로그램 결과는 폐합 경계를 폴리선으로 그립니다.
이 설정에서 값을 지정하면 그려진 경계 폴리선에 두께 값이 지정됩니다.
레이어
현재 레이어에 그릴지 지정한 레이어에 그릴지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 외곽 경계도 생성
체크하면 다중 경계들이 최 외곽 경계도 생성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내부 경계들만 생성합니다.
외곽 경계만 생성하려면 선택 객체 외곽선 그리기 (DEO) 명령을 사용합니다.

2. 실행 절차
① 다중 경계를 그릴 객체 선택
다중 경계를 그릴 여러 객체를 모두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스플라인, 타원입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경계가 생성됩니다.
관련 명령
선택 객체 외곽선 그리기 (DEO)
17.30. 선택 객체 외곽선 그리기

DEO

선택 객체 외곽선 그리기

기능
 선택한 여러 객체의 외곽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선택 객체 외곽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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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그리기 → 선택 객체 외곽선 그리기
명령 : DEO (Draw Entities Out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여러 객체의 외곽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AutoCAD 는 2013 버전 이상에서만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여러 객체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처럼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해치할 객체를 만들 때, 객체 가리기용 경계를 만들 때 등 여러 가지 작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생성된 외곽선에 간편 객체가리기 (EWI) 명령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객체 가리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은 객체는 경계 생성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외곽선을 생성할 대상 객체가 화면 안에 다 보이는 상태로 실행해야합니다.

1. 설정
선 두께
프로그램 결과는 외곽 경계를 폴리선으로 그립니다.
이 설정에서 값을 지정하면 그려진 경계 폴리선에 두께 값이 지정됩니다.
레이어
현재 레이어에 그릴지 지정한 레이어에 그릴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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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행 후 원본 객체 삭제
체크하면 실행 완료 후 선택했던 원본 객체를 삭제합니다.

2. 실행 절차
① 외곽선을 그릴 객체 선택
외곽선을 그릴 여러 객체를 모두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원, 스플라인, 타원입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경계가 생성됩니다.
관련 명령
선택 객체 다중 경계 그리기 (DEMB)
간편 객체가리기 (EWI)
17.31. 원, 호를 분할 또는 등분

DIVC

원, 호를 분할 또는 등분

기능
 원 또는 호를 지정한 간격 또는 개수로 등분해 폴리선으로 작성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원, 호를 분할 또는 등분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등분 → 원, 호를 분할 또는 등분
명령 : DIVC (DIVide Circle or arc)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원이나 호, 폴리선에 포함된 호를 분할 또는 등분해 폴리선으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캐드에서 객체가리기(Wipeout)는 원, 호 객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 기능을 이용해 원을
잘게 분할해 원 모양과 같은 폴리선을 만들어 객체가리기를 할 때 이용하거나 원 또는 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등분해 폴리선을 만들 경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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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분할 객체
분할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호는 하나의 호 뿐만 아니라 폴리선 안에 포함된 호도 지원합니다.
폴리선 안에 포함된 호는 폴리선 중 직선 부분은 제외하고 호 부분만 분할 또는 등분됩니다.
분할 간격
지정한 거리마다 원 또는 호를 분할합니다.
등분 개수
지정한 개수로 원 또는 호를 등분합니다.
원본 객체 삭제
체크하면 분할 또는 등분해 폴리선을 만든 후 원본 객체는 삭제합니다.

2. 실행 절차
① 분할 또는 등분할 원 객체 선택
분할 또는 등분할 원 또는 호를 선택합니다.
폴리선 안에 포함된 호 옵션을 선택한 경우는 호가 포함된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아래는 실행 전과 실행 후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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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호가 포함된 폴리선의 선종류를 화살표가 포함된 것으로 할 경우 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화살표가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이 뒤섞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폴리선 안에 포함된 호를 분할 해서 호가 없는 폴리선으로
만들어 주므로 화살표 방향이 일정하게됩니다.
17.32. 선, 폴리선 분할 또는 등분

DIVL

선, 폴리선 분할 또는 등분

기능
 선 또는 폴리선을 지정한 간격 또는 개수로 등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선, 폴리선 분할 또는 등분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등분 → 선, 폴리선 분할 또는 등분
명령 : DIVL (DIVide 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또는 폴리선을 지정한 간격 또는 개수로 등분할 때 사용합니다.
선, 폴리선을 잘게 나누고 싶은 경우 및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선, 3D 폴리선의 시작, 끝 점 Z 값이 다를 때 이 프로그램으로 분할하면 분할된 점에 보간된 Z
값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토목에서 삼각망을 세밀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 선을 분할 후 삼각망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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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분할 간격
지정한 거리마다 선 또는 폴리선을 분할합니다.
등분 개수
지정한 개수로 선 또는 폴리선을 등분합니다.
3D 객체 분할할 때 2D 거리로 분할
체크하면 점 Z 값이 각기 다른 선, 3D 폴리선을 분할/등분할 때
거리 판단을 3D 선 상의 거리가 아닌 2D 평면 상의 거리로 사용합니다.
분할 후 원본 객체 삭제
체크하면 분할/등분 후 원본 객체를 삭제합니다.
폴리선 정점 유지
체크하면 원본 폴리선의 정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원본 폴리선의 정점이 무시됩니다.
아래 그림은 체크 했을 때와 해제했을 때 차이입니다.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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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한 경우>
원본을 따라 지정 거리/개수로 분할/등분해 점이 추가되고 원본 정점도 유지됩니다.

<체크 해제한 경우>
원본을 따라 지정 거리, 개수로 분할/등분하되 원본 정점은 삭제됩니다.

폴리선 호 구간 형태 유지
체크하면 폴리선에 포함된 호 구간을 분할/등분할 때 원래의 호 모양을 유지하면서
분할/등분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호 구간은 직선으로 분할/등분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 옵션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확대한 그림입니다.
호 구간에서 원본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만 사용하면 됩니다.
<체크한 경우>

<체크 해제한 경우>

분할된 선 속성 변경
체크하면 분할된 선을 지정한 레이어,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원,호를 분할 또는 등분(DI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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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선으로 등분할

DIP

선으로 등분할

기능
 선택한 선 객체를 지정 간격으로 분할 후 분할 점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선으로 등분할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등분 → 선으로 등분할
명령 : DIP (Dvide Polylin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선 객체를 지정 간격으로 분할 후 분할 점에 수직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지원 객체는 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등 선 객체입니다.
아래 그림은 선택한 빨간 선에 지정 간격으로 수직선을 그린 예입니다.

1. 설정

분할 기준
선택한 부분부터 분할할지 선 중심 기준으로 분할할지 지정합니다.
1) 선택한 부분부터
지정한 점 또는 선의 시작부터 분할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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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객체 중심부터

분할 간격
선, 폴리선, 호를 분할할 간격을 입력합니다.
분할선 길이
분할 간격마다 그릴 수직선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분할 선 표시
양쪽, 오른쪽, 왼쪽 중 선택합니다.
예를들어 오른쪽을 선택했다면 선의 오른쪽만 지정 길이 수직선을 그립니다.
레이어
수직선이 그려질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도면에 결과 문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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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아래 그림처럼 분할 간격과 분할된 개수(선 개수가 아닌 간격 개수)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표기 위치 옵션은 어디에 문자를 표기할지 지정합니다.
표기 형식 옵션은 간격을 먼저 표기할지 개수를 먼저 표기할지 연장을 표기할지 여부입니다.

3. 실행 절차
① 선을 분할할 시점쪽 선택
분할이 시작될 선의 시작 부분을 선택합니다.
② 분할 기준점 지정 (엔터 입력 시 선택 부분 시작부터 분할)
선택한 부분부터 분할할 때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선의 특정 부분부터 분할하고 싶다면 기준될 점을 지정합니다.
점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엔터치면 선택 부분 시작부터 분할됩니다.
17.34. 두 선 사이 등분 선 그리기

LBT

두 선 사이 등분 선 그리기

기능
 두 선(LINE) 사이에 등분된 선을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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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두 선 사이 등분 선 그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등분 → 두 선 사이 등분 선 그리기
명령 : LBT (Line Between Two lin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두 선(LINE) 사이에 등분된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려진 등분 선의 특성(레이어, 선 종류, 선 가중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분 개수가 고정적이지 않아도 실행 중 변경하면서 등분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등분 개수 입력
두 선 사이를 등분할 개수를 입력합니다.
최소 값은 2 입니다.
명령 실행 중 등분 개수 입력
체크하면 프로그램 창에서 지정한 등분 개수는 무시되고 명령 실행 중 등분 값을 입력합니다.
실행 중 등분 개수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는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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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분된 선의 레이어 변경
체크하면 그려진 등분선의 레이어를 지정한 레이어 및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등분된 선의 선 종류 변경
체크하면 그려진 등분선의 선 종류를 지정한 선 종류로 변경합니다.
프로그램의 선 종류 목록에는 현재 도면에 있는 선 종류가 로드됩니다.
선택한 선 종류가 캐드에 설치된 파일(*.lin) 및 드림플러스에 포함된 KOSDIC.lin 파일 목록에
없는 선 종류라면 변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선 종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등분된 선의 선 가중치 변경
체크하면 그려진 등분선의 선 가중치를 지정한 선 가중치로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선 가중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① 두 개의 선(Line)을 선택
선 사이를 등분해서 그릴 두 선을 선택합니다.
Line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등분 개수 입력
'명령 실행 중 등분 개수 입력' 옵션에 체크한 경우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등분할 개수 값을 입력합니다.
한번 입력된 값은 기억되므로 다음 번 실행 시 이전과 값이 같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스페이스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만 누르면 됩니다.
위 과정은 ESC 등을 눌러 취소 전까지 반복되므로 한번에 여러 번의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17.35. 구름형 수정 기호

REVC

구름형 수정 기호

기능
 구름형 수정 기호를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구름형 수정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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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수정 → 구름형 수정 기호
명령 : REVC (REVision Clou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구름형 수정 기호를 그릴 때 사용하며 아래 방식으로 그립니다.
- 도면에 객체를 직접 그리면서 구름형 수정 기호 작성.
- 도면에서 여러 객체를 선택해 한번에 구름형 수정 기호로 변경.
- 도면에서 문자(치수 문자)를 선택해 문자 주변에 구름형 수정 기호 작성.

1. 호 스타일 및 길이

호 스타일
아래 그림같은 컬리그래피(Calligraphy) 스타일과 일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일반 스타일은 선 두께를 지정하는 설정이 활성됩니다.

호 길이
호 시작 점과 끝 점 사이 직선 길이입니다.
기본 값 5 는 문자 높이 3 정도에서 적당하며 도면에 따라 적당한 길이로 설정합니다.
최소, 최대값을 다르게 지정하면 최소 ~ 최대값 사이 임의 길이로 변화하면서 그려집니다.
다르게 할 때 최소, 최대값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최대값은 최소값의 2 ~ 3 배 정도가 좋습니다.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길이를 가져옵니다.

2. 그리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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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그리기
사용자가 직접 도면에 객체를 그리면 이 객체가 구름형 수정 기호로 변환됩니다.
객체는 사각형, 3 점 사각형, 폴리선, 원, 타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SC 키를 누르거나 엔터(스페이스바 등) 입력해 종료 전까지 연속 그릴 수 있습니다.
3 점 사각형은 회전된 사각형을 그릴 때 편리합니다.
폴리선은 CAD 에서 일반 폴리선 그리듯이 Undo 와 닫기 옵션을 지원합니다.
2) 선택 객체 변환
도면에 그려진 객체를 선택해 구름형 수정 기호로 변환합니다.
지원되는 객체는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입니다.
'원본 삭제'에 체크하면 변환 후 원본 객체를 삭제합니다.
3) 선택 문자
도면에 문자를 선택해 문자 주변에 구름형 수정 기호를 그립니다.
'치수 문자'에 체크하면 치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유 폭은 문자의 외곽에서 얼만큼 간격을 두어 그릴지 지정합니다.
여유 폭은 선택한 문자 높이의 배수로 설정합니다.
지정 레이어에 그리기
체크하면 구름형 수정 기호 작성 후 지정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 직접 그릴 경우 현재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 객체를 변환할 경우 선택한 객체와 동일한 레이어, 색상으로 그려집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레이어를 플롯함/플롯안함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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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표기 그리기
구름형 수정기호 옆에 개정 번호를 표기합니다.
체크하면 아래 개정 번호 관련 설정이 활성됩니다.

3. 개정 번호
개정 번호는 문자를 생성하거나 기존 속성 블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번호, 머리말, 꼬리말
개정 번호는 숫자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머리말, 꼬리말을 입력하면 숫자 앞, 뒤에 지정 문자가 함께 표기됩니다.
만약 숫자가 아닌, 예를 들어 A 같은 문자로만 개정 번호를 표기하고 싶다면
번호를 체크 해제하고 머리말 또는 꼬리말에 A 입력하면 됩니다.
표기 위치
표기 위치는 아래 그림처럼 4 개의 위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색상
구름과 동일 : 구름형 수정 기호와 동일하게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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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 개정 표기 삼각형 도형과 문자 색상을 지정한 색으로 그립니다.
표기 객체
1) 문자 생성
도면에 폴리선과 문자를 생성해 개정 번호를 표기합니다.
생성되는 문자 높이, 폭을 지정해야합니다.
삼각형 도형 및 간격은 문자 높이의 배수로 입력합니다.
도형은 아래 그림의 삼각형 한변 길이입니다.
간격은
상단에 표기할 때는 아래 그림처럼 구름 표시와 떨어진 간격입니다.
간격에 0 입력하면 구름 표시와 딱 붙게됩니다.

중심에 표기할 때는 아래 그림처럼 구름 표시 최 외측 가상의 점선과 떨어진 간격입니다.
가상의 점선과 떨어진 간격이므로 간격에 0 을 입력해도 구름 표시와 딱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블록
도면에 있는 기존 속성블록을 이용해 개정 번호를 표기합니다.
블록은 속성이 있는 속성블록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 적용 색상 사용할 때는 블록이므로 블록 색상만 지정 가능하고 문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블록 색상이 적용되려면 블록 내부 객체의 색상이 ByBlock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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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있는 블록 선택] 버튼으로 도면의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번호를 삽입할 태그를 선택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태그 선택까지 완료해야 기존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중 블록 간격은 위 문자 생성 설정 그림과 동일합니다.

4. 전체 축척 적용
설정한 값들에 축척을 지정합니다.

전체 축척은 구름형 수정 기호 크기를 다르게 그릴 때
호 길이 등을 매번 변경할 필요없이 간단히 지정 비율만 수정해 다르게 그리는 설정입니다.
호 길이와 개정 번호의 문자 높이, 블록 축척, 블록 간격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호 길이 5 로 설정했을 때
전체 축척 값을 2 로 적용했다면 적용되는 호 길이는 10 으로 그려집니다.

5. 방향 반전
방향 반전은 도면에 그려진 구름형 수정 기호의 내, 외측 방향을 반대로 반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17.36. 간편 객체 가리기

EWI

간편 객체가리기

기능
 선택한 객체를 바로 Wipeout 으로 그립니다.
아이콘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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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DreamPlus → 그리기 → 간편 객체가리기
리본 : DreamPlus → 그리기 → 수정 → 간편 객체가리기
명령 : EWI (Easy WIpeou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닫혀있는 폴리선, 호, 원, 타원, 스플라인 등 객체를 선택해 바로 Wipeout 만들
때 사용합니다.
닫혀있지 않은 객체도 실행 중 닫아서 처리하므로 편리합니다.

1. 설정

그리기 순서
1) Wipeout 앞 객체 선택
체크하면 실행 중 Wipeout 보다 앞으로 위치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된 객체 뒤로 Wipeout 이 이동됩니다.
2) Wipeout 을 도면 맨 뒤로
완료 후 Wipeout 은 도면의 맨 뒤로 이동됩니다.
3) 적용 안 함
그리기 순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Wipeout 은 맨 앞에 그려집니다.
곡선 정밀도
객체 선택할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Wipeout 에 곡선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폴리선의 호, 일반 호, 원, 타원, 스플라인 등 곡선
부분은 잘게 쪼개 직선화 후 Wipeout 으로 만듭니다.
이 때 원본 곡선부와 얼마나 비슷하게 쪼개 그릴지 정밀도를 지정합니다.
Wipeout 적용 후 선택 객체 삭제

DreamPlus

Page1447

객체 선택할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 후 선택했던 원본 객체를 삭제합니다.
Wipeout 레이어
선택 객체와 동일 : 선택한 원본 객체 레이어로 Wipeout 을 그립니다.
레이어 지정 : 사용자가 지정한 레이어로 Wipeout 을 그립니다.
사각형 그리기로 그릴 때는 기본 현재 레이어로 그려지며 레이어 지정할 때만 지정 레이어로
그려집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실행 절차
1) 객체 선택
예를 들어 원을 Wipeout 하고 원 안의 사각형을 Wipeout 보다 앞으로 만드는 예제입니다.

① Wipeout 적용할 객체 선택
적용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② Wipeout 보다 앞으로 위치할 객체 선택
설정에 '그리기 순서 - Wipeout 앞 객체 선택' 지정할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맨 앞으로 나올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Wipeout 적용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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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각형 그리기
2 점을 지정하거나 3 점(회전된 사각)을 지정해 임시 사각형을 그려 Wipeout 을 그립니다.
① 객체 가리기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회전된 사각 점 지정(T)]
명령에 따라 2 점을 지정합니다.
이 명령 상태에서 T 입력하면 3 점을 지정해 회전된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은 임시 사각형으로 도면에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② Wipeout 보다 앞으로 위치할 객체 선택
설정에 '그리기 순서 - Wipeout 앞 객체 선택' 지정할 때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맨 앞으로 나올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18. 유틸리티

유틸리티
- CAD 계산기 (CALC)
- 다중 플롯 (MPL)
- 도면 일괄 처리 (MDWG)
- 다중 도면 복구 (MREC)
- 이미지 다중 삽입 (MINI)
- 배치 이름 일괄 수정 (BRL)
- 컨텐츠 여러 도면에 복사 (CCAD)
- 필터 객체 선택 (FSE)
-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FSL)
- 지정 블록 객체 선택 (FSB)
- 지정 해치 객체 선택 (FSH)
-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FSLT)
- 전체 퍼지 (PP)
- 퍼지 옵션(PPO)
- 중복 객체 삭제 (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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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친 객체 삭제 (DOE)
- 유령 객체 삭제 (DEE)
- 주석축척(ScaleList) 삭제 (DAS)
- 프록시 객체 정리 (DPRO)
- WMF 복사 (CWMF)
- 화면 배경색 전환 (BG)
- 모든 도면 닫기 (CADR)
- 배치 목록 보기/편집 (VLL)
- 객체 스냅 즐겨찾기 (FSN)
- 폴더, 도면 즐겨찾기 (FFF)
- Dream 특수문자 (DSC)
- 캐드 파일 클리너 (CFC)
- 한글 명령 자동 영문 변환 (HCMD)
- PGP 한글 단축 명령 만들기 (MHPGP)
18.1.

CAD 계산기

CALC

CAD 계산기

기능
 CAD 객체 중 문자 또는 치수를 선택해 사칙연산을 합니다.
 길이를 가진 모든 선 객체를 선택해 객체의 길이로 사칙연산을 합니다.
 두 점 거리, 폐합된 면적을 측정해 사칙연산을 합니다.
 도면에 표기된 수식 문자를 선택해 계산합니다.
 3D Solid 객체를 선택해 체적을 산출합니다.
 계산 결과를 도면에 바로 쓰거나, 기존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CAD 계산기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CAD 계산기
명령 : CALC (CALCulat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서 빈번하게 작업하는 수량 산출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문자 내용, 길이, 거리, 면적, 체적 등으로 사칙 연산해 계산 결과를 도면에 바로 표기하거나
수정합니다.
또는 산출 식 창에 직접 숫자 사칙 연산 값을 입력해 간단한 계산기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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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실행 절차
계산할 객체 및 사칙 연산 방식 선택 → 선택 버튼 실행 → 도면에서 객체 선택 → 결과 값
도면에 쓰거나 기존 문자 수정

1. 계산 대상
어떤 객체를 대상으로 계산할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내용을 사칙 연산하고 싶다면 '문자'를 선택합니다.

참고 : 항상 산출 식 또는 결과 값에 특정 값을 더하거나 곱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도면에서 길이 값을 가져온 후 특정 단위중량을 곱하거나 특정 값을 더하고 싶을 때
[옵션]에 '계산 증감'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 도움말 맨 아래 '계산 증감' 항목을 참고하면 됩니다.
문자
도면의 각종 문자를 선택해 문자 내용으로 사칙연산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자도 숫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문자내용 : 123+123 → 인식되는 숫자 : 123123
문자내용 : EL:123 → 인식되는 숫자 : 123
문자내용 : AB123CD → 인식되는 숫자 : 123
즉, 숫자+문자+숫자로 결합된 문자는 제대로된 숫자로 인식 안 됩니다.
문자 내용 중 숫자가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서 앞, 뒤의 숫자가 결합되므로 최종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문자 또는 문자+숫자로 된 문자들만 제대로 인식됩니다
치수
도면의 치수 객체를 선택해 치수 값으로 사칙연산합니다.
치수는 폭파(Explode)되지 않아야 합니다.
폭파된 치수는 치수가 아닌 문자이므로 문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객체 길이
도면에서 각종 선 객체를 선택해 객체의 길이로 사칙연산합니다.
지원 객체는 라인, 폴리라인, 스플라인, 호, 원, 타원 등 길이를 갖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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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도면에서 직접 연속적으로 두 점을 지정해 두 점의 거리로 사칙연산합니다.
옵션의 설정에서 여러 점 연속 지정할지 선택해 사용합니다.
수평 거리
도면에서 직접 연속적으로 두 점을 지정해 두 점의 수평 거리로 사칙연산합니다.
두 점의 위치를 다르게 선택해도 수평 거리만을 산출해 계산합니다.
수직 거리
도면에서 직접 연속적으로 두 점을 지정해 두 점의 수직 거리로 사칙연산합니다.
두 점의 위치를 다르게 선택해도 수직 거리만을 산출해 계산합니다.
수식
도면에 표기된 수식 문자를 선택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2*3)+(4*5) 이런 내용이 있는 문자를 선택해 식의 산출 값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면적 (점)
도면에서 폐합된 부분을 점 지정해 산출한 면적으로 사칙연산합니다.
폐합이 된 객체 내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폐합되지 않으면 면적 산출되지 않습니다
면적 (객체)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해 산출한 면적으로 사칙연산합니다.
객체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폐합된 내부를 한 점 지정하는 위 방식과 다릅니다
면적 객체 선택은 Surface 객체 면적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체적
도면에서 3D Solid 객체를 선택해 산출한 체적으로 사칙연산합니다.
실행할 때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모든 CAD 방식이 그렇듯
엔터(스페이스 바 또는 엔터 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 입력해야 계산 완료됩니다.

2. 계산 방식 및 계산 축척
계산할 사칙연산 방식을 선택하고 축척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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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사칙 연산 방식(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 선택했다면 도면에서 가져온 객체 값(문자, 길이, 치수 등)을 모두 + 합니다.
평균은 선택한 객체 값들의 평균 값을 산출할 때 사용합니다.
평균은 대상 객체가 문자, 치수, 객체 길이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축척
축척 적용이 필요한 객체를 계산할 때 지정합니다.
축척 지정은 계산 대상 중 축척이 필요할 때만 활성됩니다.
축척 지정이 필요한 방식은 객체길이, 거리, 면적 등입니다.
축척 1,000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 입니다.
축척 1 은 1m 가 도면에서의 거리 1,000 입니다.
축척 적용되지 않는 객체는 문자, 수식 입니다.
이전 식 삭제
도면의 객체로 계산 후 산출 식, 결과 값이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산출 식, 결과 값 표시 후 다음 번에 새로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전 산출 식을 지울지 이전 산출 식에 이어 붙여 계산할지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체크하면 새로운 계산을 할 때마다 이전 산출 식을 지우고 계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이전 산출 식에 이어 붙여 계산합니다.
도면에서 객체 선택해 값 산출 후 여기에 다른 객체 값을 더하고 싶다면 체크 해제합니다.
ANS
이 기능은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계산 결과 값만 산출식 창으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실제 계산기 기능과 같습니다.
산출 식 창에 이전 계산 결과 값을 불러와 이어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AC
산출 식 표시 창의 내용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문자 선택
이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하거나 점을 지정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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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대상'에 따라 이 버튼 글자 내용은 변경됩니다.
문자를 선택했으면 "문자 선택", 치수를 선택했다면 "치수 선택" 등으로 버튼 글자 내용이
변경됩니다.

3. 계산 결과
아래 그림 부분에 산출 식, 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지난 계산 목록
이전 산출했던 식이 저장되며, 저장된 산출 식을 꺼내 재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목록에서 이전에 산출한 식을 선택하면 그 식으로 다시 결과 값이 표시됩니다.
계산 목록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초기화 됩니다.
산출식이 표시되는 창
산출 식이 표시되는 창에 직접 계산 식 입력 후 엔터키 눌러도 계산됩니다.
간단한 사칙 연산 등이 필요할 때 직접 입력 하거나
객체 선택 후 구한 산출 식에 추가로 입력해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sin, cos ,tan, arcsin, arccos, arctan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n 등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sin(30) 처럼 괄호 안에 도 단위 값을 입력합니다.
제곱을 표현할 때는 ^ 를 사용합니다. (예 : 2^2)
루트를 표현할 때는 √ 또는 sqrt 를 사용합니다. (예 : √(2) , sqrt(2))
파이를 표현할 때는 π 또는 pi 를 사용합니다. (예 : π*2 , pi*2)

4. 문자, 소수자리,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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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높이
도면에 표기할 결과 값 문자 높이입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높이 등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수 자리
계산 결과 값의 소수 자릿수입니다.
값을 바꾸면 실시간 계산 결과 값의 소수 자리가 바뀝니다.
옵션
문자 및 기타 여러가지 추가적인 설정을 변경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5. 옵션 설정' 항목에 있습니다.
산출식 창 적용 소수 자리
산출 식의 각 단위 값에 적용할 소수 자릿수입니다.
Dimscale 적용
결과 값을 도면에 문자로 표기할 때 문자 높이 × 도면의 Dimscale 값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 문자 높이 3, Dimscale 값이 100 일 때 표기되는 문자 높이는 300 입니다.
체크하면 참고용으로 옆에 현재 Dimscale 값을 보여줍니다.
계산 후 바로 실행
체크하면 계산 후 결과 값으로 도면의 문자 내용 수정 / 도면에 문자 표기를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선택 계산할 때 문자 선택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창에 결과 값이 보이고 도면에
문자수정/문자쓰기를 바로 수행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문자 수정] 또는 [문자 쓰기] 버튼을 눌러야 결과 값을 도면에 적용합니다.

도면에 기존 문자의 내용을 결과 값으로 바꿉니다.
[옵션]에 문자 수정/쓰기 부분에 수정할 때 수정한 문자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정한 문자 높이로 도면에 결과 값을 표기합니다.
[옵션]에 문자 글꼴, 레이어, 색상을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5. 옵션 설정
아래 그림과 같은 옵션 버튼을 누르면 여러가지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창에서는 문자 관련 설정 및 면적 산출, 기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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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자 쓰기 공통 옵션
결과 값을 도면에 문자로 표기할 때 공통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문자 글꼴, 레이어, 색상
도면에 표기할 문자의 글꼴, 레이어, 색상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지정한 설정은 객체 길이, 거리, 개별 면적 표기에도 사용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글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2) 산출 결과 문자 수정/쓰기
계산 결과 값 문자를 도면에 표기할 때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천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하면 계산 결과 값이 1000 보다 클 때 값에 천단위 구분 기호(쉼표)를 표시합니다.
문자 정렬, 각도
계산 결과 값 문자의 정렬, 각도를 지정합니다.
정렬은 예를 들어 중앙 중심으로 설정하면 문자를 작성하는 점이 결과 값 문자의 중앙 중심이
됩니다.
문자 각도를 지정하면 그 각도대로 문자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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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시 색상 변경
[문자 수정] 버튼으로 도면의 기존 문자를 수정할 때 문자의 색상을 변경하는 옵션입니다.
여러 문자 중 일부만 수정할 때 어떤 문자가 수정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체크하면 색상을 고를 수 있는 버튼이 표기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도면에 표기되는 결과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결과 값이 100.00 일 때 머리말 L= , 꼬리말 m 이면 L=100.00m 입니다.
클립보드에 복사
계산 후 결과 값이나 산출 식을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결과 값이나 산출 식이 클립보드에 복사되므로 다른 프로그램에 Ctrl+V 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복사 안함 옵션을 선택하면 계산 후 클립보드에 값이 복사되지 않습니다.

5-3) 객체 길이
계산 대상이 객체 길이일 때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길이 문자 쓰기
체크하면 계산할 객체에 객체 길이를 표기합니다.
어떤 객체를 선택해 계산했는지 판단이 쉽고 검토할 때 유용합니다.
문자 높이, 소수점은 산출 식 창 아래의 설정을 따릅니다.
선과 간격
길이 값 문자 하단과 선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폴리선은 꺾인 구간마다 길이 쓰기
체크하면 폴리선은 그림처럼 정점 사이 중간마다 각 정점 사이 길이 값을 표기합니다.
산출 식에도 각 정점 사이 길이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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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길이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길이 값이 100.00 일 때 머리말 L= , 꼬리말 m 이면 L=100.00m 입니다.

5-4) 거리
계산 대상이 거리, 수평 거리, 수직 거리일 때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거리 문자 쓰기
체크하면 거리를 계산할 때 선택한 두 점의 거리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어떤 점을 지정했는지 판단이 쉽고 검토할 때 유용합니다.
문자 높이, 소수점은 산출 식 창 아래의 설정을 따릅니다.
위치
거리 값을 표기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선택한 두 점의 시작 점, 중간 점, 끝 점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에 내용을 입력하면 거리 값의 앞, 뒤에 입력한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거리 값이 100.00 일 때 머리말 L= , 꼬리말 m 이면 L=100.00m 입니다.
선 그리기
체크하면 도면에서 지정한 두 점 사이에 선을 그립니다.
선의 폭과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 점 지정
체크하면 거리를 구할 시작 점 지정 후 다음 부터는 계속 끝 점만 계속 지정해 산출합니다.
체크하는 것은 거리를 구할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을 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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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거리를 구할 시작과 끝 점을 항상 지정합니다.
체크 해제는 거리를 구할 부분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을 때 편리합니다.

5-5) 면적 산출
계산 대상이 면적(점 및 객체)일 때 적용하는 설정입니다.
개별 면적을 쓰거나 산출할 때 해치를 적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면적 산출 단위
면적 산출 단위는 ㎡, ㎢, py, ㎡(py), a, ha, in², ft², yd²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외 다른 단위는 ㎡으로 산출해 다른 단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y 는 평 표기입니다.
㎡(py)는 ㎡과 평을 동시에 쓰는 것으로 면적을 구하면 000 ㎡(000py)형식으로 표기됩니다.
개별 면적 쓰기
체크하면 선택한 점 또는 객체에 각 개별 면적을 도면에 표기합니다.
문자 높이, 소수점은 산출 식 창 아래 설정을 따릅니다.
체크 해제하면 개별 면적은 도면에 표기되지 않고 산출식 창에만 표시됩니다.
머리말, 꼬리말을 입력해 도면에 표기되는 개별 면적 값의 앞, 뒤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점 면적 제외
체크하면 동일한 내부 점을 지정했을 때 이 면적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동일한 내부 점을 지정해도 면적이 합산됩니다.
경계가 스플라인일 때는 이 설정을 체크해도 중복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 해치
체크하면 면적을 산출하는 도중 선택한 부분에 해치를 표기합니다.
현재 어떤 부분 면적을 구하는 중인지 파악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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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패턴과 해치 축척 값을 변경해 패턴 및 축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출 후 삭제
체크하면 면적 산출 완료 후 산출 중에 표시한 해치를 모두 삭제합니다.
해치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체크 해제하면됩니다.
묶음
체크하면 면적 산출 부분 개별 해치를 하나로 묶습니다.
산출 후 삭제에 체크 해제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10 군데의 점을 찍어 면적을 산출한 경우
체크하면 10 군데 해치들을 하나의 해치 객체로 만듭니다.
채크 해제하면 10 군데 해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레이어
해치에 적용할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현재 레이어를 선택하면 현재 활성화된 레이어로 해치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선택한 레이어로 해치를 작성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6) 기타 옵션

계산 증감
체크하면 산출 식의 각 단위 수량 또는 결과 값에 지정 값을 일률적으로 +,-,*,/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객체에서 가져온 길이 값에 특정 '단위 중량' 값을 항상 곱할 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 단위 수량
도면에서 가져온 각 객체 값마다 지정 숫자 값을 증감합니다.
산출식 창에는 지정 증감 값이 적용되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증감 방식 × , 증감 숫자 0.5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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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길이가 1.00, 2.00, 3.00 인 객체를 '객체길이' 계산으로 가져오면
산출 식 창에는 아래처럼 각 개별 단위 수량에×0.5 를 적용한 값으로 표시되고
0.50 + 1.00 + 1.50
결과 값 창에는 위 식을 계산한 결과 3.00 이 표시됩니다.
- 결과 값
계산 결과에만 지정 숫자 값을 증감합니다.
산출식 창에는 원래 객체의 값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증감 방식 × , 증감 숫자 0.5 이고
도면에 길이가 1.00, 2.00, 3.00 인 객체를 '객체길이' 계산으로 가져오면
산출 식 창에는 아래처럼 원래 객체 값으로 표시되고
1.000 + 2.00 + 3.00
결과 값 창에는 위 식을 계산한 결과 6.00 에×0.5 를 적용한 결과 3.00 이 표시됩니다.
증감 단위 수량을 적용하기 전 결과 값도 아래 그림처럼 추가로 표시되어 편리합니다.

계산 증감 및 해당 옵션을 바꾼 후 적용하려면 도면에서 객체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실시간 적용이 불가하므로 객체를 다시 선택해야 바뀐 계산 증감 옵션이
적용됩니다.
객체는 다시 하나씩 선택할 필요 없이
CAD 명령창에 객체 선택: 이 표시될 때 P 입력하면 이전에 선택했던 객체들이 다시
선택됩니다.
치수 값 산출시 눈에 보이는 값 적용
치수는 CAD 의 치수 옵션에 따라 실제 값과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하면 도면에 표기된 치수 값대로 계산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에 표기된 값이 아닌 실제 치수 값을 가져와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치수는 1.23456 인데 도면에 표기가 1.230 으로 된 경우
체크하면 1.230 값을 가져오지만
체크 해제하면 1.23456 값을 가져옵니다.
결과 값 소수 적용
계산되는 결과 값의 소수 적용 방식을 지정합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 중 하나를 지정하면 됩니다.
산출 식 소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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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식 창에 표기되는 각 단위 수량의 소수 적용 방식을 지정합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 중 하나를 지정하면 됩니다.
18.2.

다중 플롯

MPL

다중 플롯

기능
 여러 장의 도면을 한번에 출력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 플롯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처리 → 다중 플롯
명령 : MPL (Multiple PLo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을 한번에 출력할 때 사용하며 아래를 지원합니다.
-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있을 때 (모형 및 배치).
- 각각 도곽 축척, 회전이 다를 때.
- 도면이 UCS, VIEW 회전 상태일 때.
- 도곽 모양 및 내부 문제에 관계 없이 출력 가능.
- 파일로 출력할 때 특정 위치, 속성 도곽, 속성 블록에서 내용를 읽어 파일 이름으로 저장
지원.
- PDF 병합

추천 출력 방법
출력이 간편한 것은 아래 경우입니다.
한 도면에 여러 도곽, 여러 축척, 회전, UCS, VIEW 회전된 도면도 자동 출력됩니다.
① 도곽이 블록이거나 외부참조일 때.
② 각 도곽마다 공통적인 특정 블록(회사 및 발주처 CI, BI, MI 등 블록)이 있을 때.
③ 각 도곽마다 공통적인 특정 문자(회사 및 발주처 이름 등 문자)가 있을 때.
도곽이 블록(외부참조)일 때는 도곽을 등록하면 되고
도곽이 블록이 아닐 때는 각 도곽마다 같은 위치에 하나씩 있는 특정 블록, 특정 문자를
등록합니다.
위 경우는 아래 그림 플롯 영역에서 등록 후 출력하면 알아서 출력 잘됩니다.
등록 및 옵션 상세 내용은 '3. 플롯 영역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 외 여러 가지 도면 상태별 출력 방법은 '상태별 출력 방법'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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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크기가 용지 비율과 달라도 정확한 축척으로 자동 출력할 수 있으며 '축척 문제 설정'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PDF 출력 전 참고할 내용
캐드에서 PDF 출력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중 플롯 - PDF 출력]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출력 순서
플롯 순서는 '4-3) 플롯 순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
이 도움말 맨 아래 '문제 해결'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프린터, 용지, 스타일 선택
② 플롯할 도면 추가
③ 플롯 영역 설정
④ 플롯 대상, 축척, 기타 옵션 설정
⑤ 미리보기 확인 또는 플롯

상세 설정
1. 프린터, 용지, 스타일
출력하려는 프린터/플로터, 용지크기,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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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변경
도면 목록 중 선택한 항목을 지정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도면 목록의 모든 항목을 지정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각 도면 개별 스타일 변경은 그림처럼 도면 이름 옆에 스타일을 눌러 설정합니다.

STB 숨김
체크하면 STB 스타일 파일은 목록에서 숨깁니다.
보통 CTB 도면을 사용하는데 CTB 도면에서 STB 스타일을 사용하면 펜 두께가 이상하게
출력됩니다.
STB 스타일을 목록에서 숨겨 잘못 선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만약 STB 도면이라면 체크 해제 후 원하는 STB 를 지정해 출력합니다.
다중 플롯은 캐드 플롯 스타일 폴더의 파일을 사용합니다.
다중 플롯은 STYLESMANAGER 명령으로 보이는 스타일 폴더의 CTB 를 사용합니다.
캐드 일반 플롯은 도면과 함께 있는 CTB 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도면 폴더에 CTB 파일이
있다면
도면 폴더의 CTB 파일을 위 스타일 폴더로 이동 후 다중 플롯을 다시 실행해 주세요.

2. 플롯할 도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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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출력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CAD 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맨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위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위로 순서를 올립니다.

아 래 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한칸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맨아래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순서를 내립니다.
목록 저장 : 현재 목록을 TEXT 파일로 저장합니다.
목록 열기 : 저장된 출력 목록 TEXT 파일을 불러옵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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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롯 영역 설정
어떤 기준으로 출력할지 설정합니다.
아래 8 가지 출력 방법이 있습니다.

3-1) 도곽, 특정 블록
도곽이 블록(외부참조)일 때는 이 도곽을 등록해 각 도곽 기준으로 출력합니다.
도곽이 블록이 아닐 때는 각 도곽마다 같은 위치에 하나씩 있는 특정 블록(회사 CI 등)을
등록해 출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도곽은 블록, 외부참조(XREF) 도곽만 지원합니다.
특정 블록은 각 도곽마다 같은 위치에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도곽 또는 특정 블록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 해야합니다.
버튼은 등록된 도곽의 용지별 출력 축척을 보여줍니다.
축척이 이상하다면 '축척 문제 설정'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3-1-1)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방법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도면에 이름이 다른 도곽(블록)이 여러 개면 이름 다른 것마다 한 번씩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려면 등록할 도곽(블록)이 있는 도면이 하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도곽, 특정 블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창이 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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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아 목록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3-1-2) 등록 절차
① [도곽, 특정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 도곽(블록)을 선택합니다.
② 인쇄 영역 모서리 점 지정에서 명령창에 따라 출력할 영역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③ 출력 영역 지정 완료되면 도곽(블록) 이름이 등록되고 아래 창이 표시됩니다.
추가 설정 창에서 PDF, 파일 출력용 파일 번호, 파일 이름 등록에 체크하면
파일로 출력할 때 도면에서 번호, 이름을 얻어와 파일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또한, 한 도면 내 여러 도면을 번호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파일로 출력할 때 도면 파일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DreamPlus

Page1467

도면을 PDF 출력, 파일 출력, 번호 순서대로 출력 하려면 체크하고 번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편합니다.
등록할 필요 없으면 체크 해제 후 [설정 완료] 버튼을 눌러 닫고 도곽 등록을 종료합니다.
도면 번호, 도면 이름 둘 중 하나만 등록해도 됩니다.
도면 번호는 출력 창의 '번호 순서대로' 설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사용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PDF, 파일 출력용 파일 번호, 파일 이름 등록 안 하면
파일(PDF, JPG, PNG, PLT 등)로 출력할 때 도면 파일 이름으로 파일 이름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 파일 이름이 평면도.dwg 라면 PDF 를 출력할 때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의 PDF 파일 이름은 평면도(1).pdf, 평면도(2).pdf, 평면도(3).pdf... 로 숫자
증분되어 생성됩니다.
숫자는 창 상단에 '이름 등록 안 할 때 파일 이름의 증분 자릿수'에 지정된 값에 따라
증분됩니다.
증분 숫자 자리 수가 1 이면, (1)(2)...(10)(11)... 으로 파일 이름 뒤 숫자가 생성됩니다.
증분 숫자 자리 수가 3 이면, (001)(002)...(010)(011)... 으로 파일 이름 뒤 숫자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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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출력용 파일 번호, 파일 이름 등록하면
파일(PDF, JPG, PNG, PLT 등)로 출력 할 때 도면에서 얻어온 내용으로 파일 이름이 생성됩니다.
또한, 한 도면 내 여러 도곽이 있을 때 번호 순서대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번호 순서대로 출력 기능을 위해 도면 번호와 도면 이름 두 가지를 구분 등록하며 방법은
같으므로 도면 번호 하나만 설명합니다.
도면번호, 이름은 원하는 만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 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1) 특정 위치 문자 : 등록한 도곽 내에 특정 부분 문자를 가져옵니다.
2) 도곽 속성 값 :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 도곽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3) 속성 블록 값 :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위치 속성 블록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제대로 등록했는지 확인하려면?
아이템을 등록 후 [파일 이름 테스트] 버튼으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와 이름 사이에 특정 문자를 넣고 싶으면?
번호에 등록된 마지막 아이템 꼬리말에 원하는 문자를 넣으면 됩니다.
① [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
도면 내에 특정 위치를 지정해 그 위치의 문자 내용을 가져옵니다.
지정 영역 안에 문자 객체가 있어야합니다.
[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그림처럼 도면에 문자 내용을 가져올 위치의 사각 영역(두 빨간 점)을
지정합니다.
두 점 지정은 아무렇게나 대각 두 점을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해 도면 여러 군데 위치에서 원하는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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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정렬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합쳐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좌 → 우 순서로 가져올지 위 → 아래 순서로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정렬 삽입
지정한 영역 내 여러 개 문자가 있어 합쳐 가져올 때 문자와 문자 사이에 넣을 값입니다.
예를 들어 AAA, BBB 문자가 지정 영역 내 위, 아래 써 있고
문자 정렬은 위 → 아래, 정렬 삽입은 - 를 입력했다면
도면에서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AA-BBB 가 됩니다.
공백 제거
가져올 문자 내용에 공백이 있을 때 공백 제거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A B C' 라는 문자가 써 있을 때 공백 제거해 가져오는 문자 내용은 'ABC'가
됩니다.
머리말, 꼬리말
가져온 문자 내용의 앞, 뒤에 추가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현재 아이템과 다음 아이템을 이어주는 역할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ABC'이고 다음 아이템에서 가져온 문자
내용은 '가나다'라면
ABC 를 가져온 아이템의 꼬리말에 - 를 입력했을 때 최종 문자는 'ABC-가나다'가 됩니다.
② [도곽 속성 값을 등록]
등록한 도곽이 속성 블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속성 블록 도곽의 속성 값 중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도곽 속성 값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속성 선택] 버튼을 누르면 그림처럼 태그 선택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각 태그 중 가져올 값이 있는 태그를 선택합니다.
만약 가져올 태그가 여러 개면 [태그 추가] 버튼을 눌러 다른 태그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태그 사이 값은 여러 개 태그를 가져올 때 각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입니다.
태그 값을 제대로 가져왔는지는 맨 아래 '선택 값'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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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은 '문자 정렬'과 '정렬 삽입' 설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공백제거, 머리말, 꼬리말은 위 ① 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 내용과 동일합니다.
③ [속성 블록 값을 등록]
등록한 도곽 내 특정 영역에 있는 속성 블록에서 특정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속성 블록 값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등록됩니다.

블록 선택 중 에러가 표시되면
[다중 플롯 - 도곽, 블록 오류 해결]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블록 선택] 버튼을 눌러 도곽 내 속성 블록을 선택하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태그 선택은 위 ② 도곽 속성 값을 등록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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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등록된 도곽의 활용
등록된 도곽은 아래 그림처럼 목록에 체크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체크 해제한 도곽은 출력할 때 검색하지 않습니다.
체크하거나 해제해 필요한 도곽만 검색,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도곽의 수정은 목록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플롯 영역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1-3) 이름 와일드카드로 변경
실제 같은 도곽(블록)이지만 도면마다 이름이 다른 도곽(블록)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곽의 모양과 내부 크기는 다 같지만
이름이 FORM-A, FORM-B, FORM-C ... 처럼 특정 패턴으로 다를 때 입니다.
우선 도곽을 하나 등록 후 -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이름을 와일드카드로 변경하면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 예는 앞 이름이 FORM 으로 같고 뒤만 달라 그림처럼 FORM* 으로 등록한 예입니다.

3-2) 특정 문자
각 도곽마다 같은 위치에 하나만 있는 특정 문자(회사명, 프로젝트명 등) 기준으로 출력합니다.
한 도면에 여러 도곽, 축척, 회전이 다른 도곽도 출력됩니다.

[특정 문자 등록] 버튼으로 도곽별 하나만 있는 문자를 등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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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은 등록된 문자의 용지별 출력 축척을 보여줍니다.
축척이 이상하다면 '축척 문제 설정'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특정 문자 등록 방법은 '3-1) 도곽, 특정 블록'과 같으므로 3-1) 항목을 참조합니다.

3-3) 특정 레이어 사각형
도곽이 폴리선 사각형일 때 이 사각형 기준으로 출력합니다.
한 도면에 여러 도곽, 축척, 회전이 다른 도곽도 출력됩니다.

출력을 위해 각 도곽 사각형은 특정 레이어에 있어야하며 이 레이어를 입력해 출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4) 특정 레이어 뷰포트
도곽이 사각형 뷰포트일 때 이 뷰포트 기준으로 출력합니다.
도곽과 도면 내용은 모형에 있고 이를 이용해 배치에 뷰포트로 여러 도면 만든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 도면에 여러 도곽, 축척, 회전이 다른 도곽도 출력됩니다.

출력을 위해 각 도곽 뷰포트는 특정 레이어에 있어야하며 이 레이어를 입력해 출력합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면 각 레이어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5) Window
도면의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출력합니다.

출력할 각 도면의 위치가 모두 같거나 사용자가 범위를 지정해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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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면에 한 개의 도곽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도곽이 모두 같은 위치가 아니면 출력할 때마다 사용자가 범위를 지정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은 영역 등록 후 영역의 용지별 축척을 보여줍니다.
Window 등록 방법
① [영역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창이 활성됩니다.

② 도면이 모두 같은 위치일 때
'모두 같은 위치'를 선택하고 [도면에서 위치 지정] 버튼을 눌러 영역을 지정합니다.
프로그램 창에 좌표가 기록되고 모든 도면을 이 좌표 범위로 출력합니다.
③ 도면이 모두 같은 위치가 아닐 때
'각 장마다 사용자가 출력 위치 지정'을 선택합니다.
한 도면에 하나 위치만 출력 : 도면 열고 - 위치 하나 지정 출력 - 다음 도면 진행됩니다.
한 도면에 여러 위치 출력 : 도면 열고 - 원하는 위치 지정할 때마다 출력 반복 - 다음 도면
진행됩니다.
AutoCAD 2015 이상은 도면이 닫혀 있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④ [확인] 버튼을 눌러 Window 설정 창을 닫습니다.

3-6) Extents
도면 안에 모든 객체가 다 보이도록 꽉차게 줌,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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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면에 한 개의 도곽이 있고, 축척 관계 없이 그냥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Zoom Extents 이므로 도면 안에 도곽의 출력 영역을 표시하는 꺾은선, 출력
외곽선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출력될 수 있습니다.

3-7) Limits
도면 안에 Limits 로 지정된 영역을 출력합니다.

모형은 Limits 명령으로 지정된 한계 영역을 출력합니다.
배치는 오토캐드 옵션 - 화면표시 - 인쇄 가능 영역과 용지 배경 표시가 꺼진 경우 Limits
명령으로 도면 한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는 Limits 가 지정 되지 않아도 '배치 인쇄 영역 적용' 옵션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처럼 '인쇄 영역이 지정된 경우' 또는 '인쇄 영역 안에 출력 대상이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인쇄 영역은 용지 크기에서 설정된 여백 안쪽을 표시하는 인쇄 가능 영역이므로 용지의 여백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프린터/플로터 설정에서 해당 용지의 여백을 0 으로 설정하면 이 점선은 용지 크기와 같아
화면 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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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의 인쇄 영역 적용'에 체크하면 다중플롯은 점선의 인쇄 영역을 출력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인쇄 가능 영역 안에 도곽 전체가 들어간 경우는 '배치 인쇄 영역 적용'을
체크하는 것이 낫습니다.
출력할 용지는 같아도 도면에서 설정했을 때와 출력할 프린터/플로터의 용지 여백에 따라
다르므로
체크 유무에 따른 미리보기 확인 후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3-8) 도면에 저장된 설정
출력하려는 도면에 저장된 설정 대로 출력합니다.

출력하려는 도면은 과거에 출력을 했던 도면으로서
프린터/플로터, 용지, 축척 등이 현재 도면에 저장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출력했던 설정 중 프린터/플로터, CTB 파일 등이 현재 컴퓨터에 없으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출력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차후 프로그램에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4. 플롯 대상, 축척, 기타 옵션
4-1) 플롯 대상
출력하려는 도면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 출력 대상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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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성된 도면 (모형/배치)
현재 저장된 도면을 출력합니다.
도면을 열었을때 보이는 공간(모형 또는 배치)을 출력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설정입니다.
② Model (모형)
모형 도면만 출력합니다.
③ 모든 Layout (배치)
한 도면 안에 모든 배치 도면을 출력합니다.
④ Model + 모든 Layout
모형과 모든 배치를 출력합니다.
⑤ 특정 Layout
특정한 배치 이름을 입력해 그 배치만 출력합니다.
배치 이름 입력 창이 활성화되고 출력하려는 배치 이름을 입력합니다.
출력할 배치가 여러 개면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출력하려는 모든 도면 안에 입력한 이름 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⑥ 특정 이름 포함 Layout
입력한 이름이 포함된 배치만 출력합니다.
이름은 와일드카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 로 시작하는 이름 배치만 출력하려면 A* 입력합니다.

4-2) 축척 및 플롯 간격
출력하려는 도면의 축척을 설정합니다.

용지에 맞춤
출력 용지에 꽉 차게 맞춰 출력합니다.
용지 여백 안쪽에 출력되므로 선택한 프린터/플로터의 용지 여백 설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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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축척 맞춤
용지 사이즈에 맞춰 자동 축척으로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A1 용지로 출력 때 축척이 1:1 이면 이 도면을 A3 용지로 출력할 때 알아서 1:2 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플롯 영역 설정이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 특정 레이어일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도면 안에 축척이 다른 여러 도곽이 있어도 알아서 정확한 축척으로 출력됩니다.
플롯 영역 설정을 도곽으로 설정하였다면 위 그림대로 옵션을 선택한 상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도곽이 용지 비율과 약간 달라도 축척을 딱 맞게 출력하려면 [다중 플롯 - 축척 문제 설정]
문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축척 지정
출력 축척을 직접 지정합니다.
용지에 맞춤과 자동 축척 맞춤을 모두 해제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축척은 출력 용지 크기에 따라 변하므로 용지 크기가 변하면 축척을 변경해 지정해야합니다.
선택한 플롯 영역 옵션에 따라 아래 같이 다릅니다.
Windows, Extents, Limits : 입력한 축척으로 항상 고정되어 출력됩니다.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 : '비율로'와 '고정' 두 가지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비율로
한 도면에 크기가 다른 도곽 블록이 있을 때를 고려해 입력 축척에 각 도곽 크기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축척에 1:100 을 지정한 상태에서
처음 미리보기한 도곽이 제대로 보이고 출력 잘된다면
이보다 크기가 반이 작은 도곽은 알아서 1:50 으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은 여러 도면, 하나의 도곽 블록, 도면 크기가 다를 때 적합합니다.
도곽 블록이 여러 개 또는 축척 적용 문제가 있다면 '자동 축척 맞춤' 사용이 낫습니다.
이 옵션은 최초 등록한 도곽 크기도 고려되기 때문에
최초 어떤 크기의 도곽을 등록했느냐에 따라 입력하는 값 조정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3 용지에 1:100 으로 출력되는 도곽 등록했을 때는 100 입력하면 되지만
다른 크기 도곽 등록했을 때는 이에 맞는 적정한 값을 입력해야합니다.
캐드 일반 플롯 명령으로 축척 확인 후 값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고정
항상 지정한 축척으로만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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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은 여러 도면, 하나의 도곽 블록, 도면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적합합니다.
플롯의 중심
체크하면 출력하는 부분이 용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출력합니다.
해제하면 용지 좌측 하단에서 X, Y 만큼 떨어진 거리를 직접 지정해야합니다.

4-3) 플롯 순서
플롯 영역 설정이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 특정 레이어일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도면에 도곽이 여러 개일 때 출력 순서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① 플롯 순서
어떤 순서로 출력할지 지정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도면에 여러 도곽이 배치되었을 때

도곽 순서를 위→아래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1-2-3-4-5-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아래→위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아래, 위 순서이므로 4-1-5-2-6-3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좌→우 우선 정렬, 위→아래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위, 아래 순서이므로 1-4-2-5-3-6 순서가됩니다.
도곽 순서를 아래→위 우선 정렬, 좌→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우선이고, 다음 좌, 우 순서이므로 4-5-6-1-2-3 순서가됩니다.
도면 번호대로
도곽에서 도면 번호를 읽어와 도면 번호 순서대로 출력합니다.
도곽 등록할 때 번호 위치,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에 체크하면 아래 정렬 기준 설정은 필요 없으므로 비활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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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렬 기준
도곽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5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곽 왼쪽 아래 기준
② 도곽 왼쪽 위 기준
③ 도곽 오른쪽 아래 기준
④ 도곽 오른쪽 위 기준
⑤ 도곽 삽입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할지 판단은 여러 도곽을 정렬한 상태에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도곽을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위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위'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왼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왼쪽 아래' 또는 '도곽 왼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가상의 기준선대로 오른쪽으로 정렬했다면
'도곽 오른쪽 아래' 또는 '도곽 오른쪽 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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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 삽입점은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은 블록 기준점으로 처음 만들때 지정한 상태에따라 도곽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아래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므로 순서가 제대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삽입점이 왼쪽 위일 때 아래쪽으로 정렬했다면
삽입점이 반듯하지 않아 순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 경우는 '도곽 왼쪽 아래' 옵션을 사용하면됩니다.

③ 정렬 오차
도곽을 반듯하게 배치해도 미세한 좌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좌표 차이로 플롯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도곽을 배치했을 때

옵션으로 기대되는 출력 순서는 1-2-3-4-5-6 이지만
5 번 도곽이 미세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3-5-4-6 순서로 출력됩니다.
이 때 4 번과 5 번 도곽 사이 높이 만큼 정렬 오차를 지정하면
4 번과 5 번 도곽은 같은 높이로 인식해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10 을 입력한 경우 4 번과 5 번의 높이 차가 10 안쪽에 있으면 같은 높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2-3-4-5-6 순서로 출력됩니다.

4-4 기타 옵션
출력에 필요한 기타 옵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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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일로 플롯
체크하면 프린터/플로터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출력합니다.
체크하면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버튼 및 옵션이 활성됩니다.
PDF 출력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중 플롯 - PDF 출력]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프린터가 일반 프린터/플로터 : PLT 파일로 출력됩니다.
프린터가 Adobe PDF, AutoCAD PDF.pc3, DWG To PDF.pc3 등 PDF 이름이 있을 때 : PDF
파일로 출력됩니다.
프린터가 DWF6 ePlot.pc3 : DWF 파일로 출력됩니다.
프린터가 PublishToWeb JPG.pc3 : JPG 파일로 출력됩니다.
프린터가 PublishToWeb PNG.pc3 : PNG 파일로 출력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이름 드라이버를 이용할 때는 '파일 확장자' 체크해 확장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파일로 플롯 경로는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1. 출력 도면 폴더에 저장 : 현재 출력되는 도면이 위치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2. 경로 :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하면 모두 이 폴더에 저장됩니다.
출력 도면 폴더에 저장
체크하면 [경로] 버튼으로 선택한 위치는 무시됩니다.
파일은 현재 출력되는 도면이 위치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파일 확장자

DreamPlus

Page1482

체크하면 지정한 확장자로 출력됩니다.
확장자가 다르게 출력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이름 드라이버를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다중 플롯은 드라이버 이름으로 확장자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이름에 PDF 글자가 있으면 확장자 PDF 로 출력합니다.
드라이버 이름에서 확장자를 찾을 수 없다면 기본 확장자 PLT 로 출력합니다.
원하는 확장자로 출력되지 않을 때 체크하고 확장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만든 EPS 프린터도 확장자가 PLT 로 출력되므로 확장자를 EPS 로 지정해 출력하면
됩니다.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
출력하는 파일 이름과 같은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 처리 방식을 지정합니다.
- 덮어 쓰기 : 기존 파일을 덮어씁니다.
- 이름 뒤에 번호 붙임 : 파일 이름 뒤에 (1) 같은 증분 숫자를 붙입니다.
- 사용자가 직접 이름 지정 :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② PDF 병합
파일로 플롯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각 도곽을 개별 PDF 로 출력 후 하나의 PDF 로 합칩니다.

병합 파일 위치는 파일로 플롯에서 지정한 경로에 생성됩니다.
'출력 도면 폴더에 저장'을 체크했다면 도면 목록 중 첫번째 도면이 있는 곳에 병합 PDF 가
생성됩니다.
이름에는 병합되는 PDF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별 병합
체크하면 각 파일별로 병합합니다.
예를 들어 AAA.dwg 도면에 10 개의 도곽이 있고 BBB.dwg 도면에 5 개의 도곽이 있다면
10 개 도곽 출력이 병합된 AAA.pdf, 5 개 도곽 출력이 병합된 BBB.pdf 가 생성됩니다.
파일 하나에 한 도곽만 있다면 병합할 것이 없으므로 그냥 파일 이름.pdf 가 생성됩니다.
파일별 병합하면 PDF 병합 이름은 무시되고 각 파일 이름.pdf 가 생성됩니다.
병합 후 개별 PDF 삭제
체크하면 하나로 병합 후 하나씩 생성된 개별 PDF 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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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척 미세 조정
정확한 축척과 관계 없이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이 옵션 사용 이전에 [축척 문제 설정], [다중 플롯 - 여백 문제 해결] 문서 먼저 확인 후에도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프린터 용지 여백 등 설정에 따라 조금 짤릴 때 등의 문제로 임의로 축척 값을 더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크게 나온다면 미세 조정 값을 99% 처럼 아주 약간 줄여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④ LTSCALE 조정
체크하면 출력할 때 도곽 축척에 따라 현재 LTSCALE 를 조정해 출력합니다.
플롯 영역 기준이 '도곽, 특정 블록' 일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도면 안에 축척이 다른 도곽이 여러 개 있고 각 도곽별로 LTSCALE 을 다르게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곽을 CAD 특성에서 확인 해봐서 축척 값이 100 일 때
체크하고 출력하면 해당 도곽은 LTSCALE 값이 100 으로 조정되어 출력됩니다.
도곽 축척 값은 100 인데 LTSCALE 은 200 으로 출력하고 싶다면
도곽 축척 × 값을 2 로 지정합니다.
도곽 축척별로 LTSCALE 이 조정되므로 한 도면에 여러 도곽 크기가 다를 때 각각 조정되어
출력됩니다.
⑤ 도면 방향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자동은 도곽의 가로, 세로를 자동으로 판단해 도면 방향을 설정해줍니다.
플롯 영역이 도곽이 아닌 Window, Extents, Limits 경우도 지원합니다.
가로인데 세로로 출력 또는 그 반대라면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 문제이니 드라이버 설정에서
우선 조정해야합니다.
제어판 또는 PC3 의 프린터 설정에 용지 방향이 가로였다면 세로로, 세로였다면 가로로
바꾸면 됩니다.
⑥ 대칭 플롯
체크하면 도면의 위 아래를 뒤집어 플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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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음영
음영 처리된 뷰포트와 렌더링된 뷰포트 플롯 방법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체크 해제하거나 '표시되는 대로'를 사용합니다.
글자 속이 비어 나오는 도면은 캐드 TEXTFILL 값이 1 로 되어 있는데도 비어 나오게 출력된다면
이 옵션을 체크하고 '표시되는 대로'를 사용합니다.
⑧ 인쇄 매수
몇 장씩 출력할 것인지 인쇄 매수를 지정합니다.
한 부씩 인쇄에 체크하면 인쇄 매수만큼 부수로 출력합니다.
⑨ 역순 인쇄
체크하면 도면의 순서를 반대로 출력합니다.
체크하면 목록의 도면 순서를 아래에서 위 순서로 열어서 출력하며, 각 도면 안에 도곽이 여러
개일 때 순서를 거꾸로 출력합니다.
⑩ 플롯 지연
한 장 출력 후 다음 장 출력까지 지연 시간을 입력합니다.
PC 의 사양이 좋지 않거나 프린터 스풀링이 잘 안되는 경우 일부만 출력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PC 의 사양이 좋지 않으면 출력 전에 재 부팅 후 캐드를 다시 시작해서
캐드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리보기는 잘되지만 출력물이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지연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해
시도하면됩니다.
[다중 플롯 - PDF 출력] 문서에도 있지만 어도비 PDF 드라이버는 이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⑪ 플롯 투명도
체크하면 플롯 투명도를 지정한 객체 또는 레이어가 투명도 적용되어 출력됩니다.
투명도가 지원되는 AutoCAD 2013 이상에서만 표시되는 옵션입니다.
어도비 PDF 는 투명도 도면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PDF 는 캐드 기본 제공 PDF 드라이버를 추천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중 플롯 - PDF 출력]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⑫ 선가중치 플롯 안함
체크하면 CTB 에서 지정한 굵기와 상관없이 모든 선을 가늘게 출력합니다.
⑬ 완료 후 창 다시 보기
체크하면 플롯 완료 후 다중 플롯 창이 다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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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플롯 완료 다중 플롯 창은 종료됩니다.
⑭ 프레임 끄기
체크하면 각종 프레임이 플롯되지 않습니다.
IMAGE, DWF, PDF, DGN, XCLIP, WIPEOUT 프레임 모두 플롯되지 않습니다.
체크해도 도면의 설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중 플롯으로 플롯할 때만 적용됩니다.
⑮ 배치 관련 설정
배치에서만 적용되는 두 가지 플롯 설정을 합니다.
모형을 출력할 때는 체크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치 선가중치 축척
아래 그림의 캐드 기본 기능과 같습니다. 체크하면 배치를 출력할 때 선가중치 축척을
적용합니다.
체크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크하면 객체 선가중치 (레이어 / 객체에 직접 / 플롯스타일에서 지정) 되었을 때 출력 축척에
맞춰 조정하며 출력됩니다.
축척 다른 도곽을 같은 용지에 출력했을 때 결과 차이입니다.
체크 해제했을 때 (일반적인 출력)
축척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출력되어 축척이 달라도 보여지는 두께는 같습니다.

체크했을 때
축척에 따라 선가중치가 변경되어 보여지는 두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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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공간을 위로 플롯
체크 해제하면 배치 객체(도면 공간 객체)를 나중에 플롯하므로 모형 공간 객체가 아래로
출력됩니다.
체크하면 배치 객체(도면 공간 객체)를 먼저 플롯하므로 모형 공간 객체가 배치 객체 위로
출력됩니다.
체크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설정을 체크하는 것은 그림의 캐드 기본 기능을 체크 해제한 것과 같습니다.

5. 즐겨찾는 설정 저장

현재 모든 설정 상태를 입력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빠르게 설정을 바꿔가며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PDF 출력, A 프린터로 출력 등 설정 여러 개를 저장해 즐겨찾기처럼 사용합니다.
이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설정 상태를 2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DreamPlus

저장된 설정 상태는 옆 목록에 표시됩니다.
저장 목록 중 현재 항목만 삭제합니다.
저장된 모든 설정을 삭제합니다.

6. 팝업 메뉴
도면 목록 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팝업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선택) 도면 출력 축척, 이름 보기
실행하면 그림처럼 도면의 출력 축척과 파일로 출력될 때 파일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용지를 변경하면 출력 축척이 변경되어 계산됩니다.
목록을 엑셀로 내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이름 보기할 때는 목록을 더블 클릭해 해당 도곽을 Zoom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면 이름 보기할 때는 도곽 Zoom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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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리보기
아래 두 버튼으로 미리보기를 확인합니다.

미리보기는 실제 출력 전에 제대로 나오는지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리보기에서 제대로 보인다면 출력물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미리보기는 제대로 보이지만 출력물이 잘못 나온다면 드라이버 문제입니다.
맨 앞에 '선택 도곽만 미리보기' 체크 후 실행하면 도면에서 선택한 도곽만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곽만 미리보기'는 플롯 영역 설정이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eamPlus

현재 도면 미리보기
현재 활성된 도면을 미리보기합니다.
선택 도면 미리보기
출력할 도면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만 미리보기합니다.
AutoCAD 2015 이상은 도면이 닫혀 있어야 선택한 도면 미리보기 가능합니다.
또는 선택 열기 후 [현재 도면 미리보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8. 플롯
아래 두 버튼으로 출력합니다.

플롯
지정한 프린터/플로터로 출력합니다.
선택 도곽만 플롯
출력 중 도면에서 직접 선택한 도곽만 출력합니다.
여러 도곽 중 일부 도곽만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플롯 영역 설정이 도곽, 특정 블록, 특정 문자일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CAD 2015 이상은 도면이 닫혀 있어야 선택 도곽만 플롯 사용 가능합니다.

9. 출력 중 중간에 취소하기
이 프로그램으로 출력 또는 미리보기할 때 화면 좌측 상단에 아래같은 조그만 창이
표시됩니다.

플롯(미리보기)만 취소
도면을 출력/미리보기 중 중간에 취소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후 도면은
플롯/미리보기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취소후 프로그램 종료
출력 또는 미리보기를 취소하고 다중 플롯 프로그램도 종료합니다.

10. 문제 해결
다중 플롯은 출력 설정만 캐드에 전달할 뿐 자체 출력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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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작업만 단순화, 자동화 시켜주는 것일 뿐 실제 출력은 CAD, 윈도우, 드라이버가 합니다.
출력 중 문제는 대부분 다중 플롯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중 플롯 문제가 의심되면 해당 도곽과 도면이 있어야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할 때는 꼭 해당 도곽과 도면을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함께 보내줘야 합니다.
1) 일반 프린터/플로터로 출력되지 않는 문제
다중 플롯 설정 중 '파일로 플롯'을 체크 해제해 주세요.
파일로 플롯은 프린터/플로터가 아니라 파일로 출력하는 설정입니다.
2) LTSCALE 이 이상하게 출력될 때
다중 플롯 설정 중 'LTSCALE 조정'을 체크 해제해 주세요.
LTSCALE 조정은 도곽 축척별로 LTSCALE 을 조정해 출력하는 설정입니다.
3) 아래는 다중 플롯과 관련 없이 도면, 설정, 드라이버 문제입니다.
① 어떤 선만 흐리게, 두껍게 출력 : CTB 문제, 객체 선 두께 지정 문제입니다.
객체 특성에 강제로 선 두께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② 어떤 선만 출력이 안됨 : 해당 선의 레이어를 출력 안되도록 설정해놨는지 확인해 보세요.
③ PDF 일부 객체 누락 : PDF 드라이버 문제 또는 캐드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기본 제공 PDF 드라이버외 어도비 등 다른 드라이버는 일부 객체를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④ 출력 품질 문제 : 프린터/플로터 또는 드라이버 문제입니다.
⑤ 출력 속도 문제
기본 제공 PDF 드라이버인데 느리다면 [다중 플롯 - PDF 출력] 문서를 참고해 드라이버
설정을하면 됩니다.
도면에 잘못된 블록, 객체는 출력 속도를 느리게합니다.
도곽을 새 도면에 붙여넣고 저장 후 이 도면을 미리보기(출력) 했을 때 빠르다면 기존 도면
도곽 내 특정 객체가 문제있는 것입니다.
특정 객체는 블록을 위주로 삭제해보면서 어떤 객체가 느리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캐드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런타임 오류
런타임 오류는 드라이버 또는 도면 문제입니다.
① eNoMatchingMedia
프린터/플로터 드라이버 문제입니다.
지정한 용지 설정이 드라이버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CAD 에서 해당 프린터로 출력해도 출력 안됩니다.
캐드 종료 후 프린터 드라이버를 재 설치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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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C3 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이 PC3 는 삭제하고 드라이버 재 설치 후 다시 PC3 를
만들어야 합니다.
② eNullExtents, eInvalidExtents, eInvalidWindowArea
플롯 영역 설정 잘못 또는 도곽 객체 자체 오류입니다.
우선 등록한 도곽 목록에 오른쪽 마우스로 플롯 영역을 다시 등록 또는 도곽을 제거하고 다시
등록합니다.
다시 등록해도 안 된다면 도곽 객체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다중 플롯 - 도곽, 블록 오류
해결]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는 도곽 등록 대신 특정 문자를 등록해 출력하면 됩니다.
③ eNullObjectId
도면 오류 또는 도곽 객체 자체 오류입니다.
도면 오류를 수정하는 AUDIT 명령을 입력 후 Y 옵션으로 오류를 수정 후 다시 시도 해 보세요.
AUDIT 명령 후 잘 된다면 2015 이상은 다중 도면 복구 (MREC) 명령으로 여러 도면의 오류를
한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 ePageCancelled
- 일반 프린터/플로터일 때
프린터/플로터 문제이므로 프린터 설정 확인 또는 드라이버를 재설치하면 됩니다.
PDF 로 출력해 봐서 문제 없다면 프린터/플로터 문제입니다.
프린터는 문제 수정되면 다중 플롯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명령창에 '다른 플롯이 진행 중 입니다' 표시된다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 PDF 일 때
PDF 출력 경로가 파일 생성할 수 없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PDF 출력 경로를 바탕화면, 내문서 등으로 설정해 출력해 보세요.
⑤ eInvalidInput
설정이 잘 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축척이 아닌 지정 축척에서 잘 못된 입력이나 다른 설정 값 등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확인이 잘 안 된다면 DREAMDEFAULT 명령 입력 후 '지정 명령만 설정 초기화' 체크해
MPL 명령 입력하고 초기화해 보세요. 초기화 후 도곽은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5) 플롯할 때 치명적 오류, Adobe 로 출력할 때 결과물 문제
캐드 문제이며 보통 캐드 업데이트로 해결됩니다.
캐드 업데이트는 https://autoc.tistory.com/340 이 글에 정리해 놨습니다.
6) 캐드에서 플롯할 때 적용한 CTB 와 다르게 출력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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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플롯은 플롯 스타일 경로의 CTB 를 사용합니다.
캐드 플롯 스타일 경로는 STYLESMANAGER 명령으로 표시됩니다.
도면과 함께 CTB 파일이 있다면 이 CTB 를 캐드 플롯 스타일 경로로 이동 후 다중 플롯을 종료,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또는 도면과 함께 있는 CTB 파일을 삭제 후 확인해 보세요.
도면과 함께 있는 CTB 가 없는데 출력이 다른 것 같다면 캐드 플롯 스타일 경로의 CTB 를
검토해 보세요.
다중 플롯은 지정 CTB 만 적용할 뿐 선두께, 색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7) 아래는 다중 플롯 또는 설정, 도면 문제입니다.
① 빈 도면 출력
② 출력 영역 잘못 출력
다중 플롯은 한 도면에 여러 도곽, 서로 다른 축척, 도곽의 회전, UCS, DVIEW, MTEXT 문제,
도곽 외측 객체 문제, 출력 영역 외측 객체 문제 등에 모두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중 플롯 자체 버그로 발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플롯 영역을 잘못 설정해
발생합니다.
또는 현재 도면 도곽, 특정 블록, 문자가 이전에 등록한 것과 이름만 같고 다른 정보를 가진
객체일 때 발생합니다.
등록한 도곽, 특정 블록, 문자 등을 제거 후 다시 등록하면 보통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도면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상세 문제 해결 목록
[다중 플롯 - PDF 출력]
[다중 플롯 - 도곽, 블록 오류 해결]
[다중 플롯 - 여백 문제 해결]
[다중 플롯 - 축척 문제 설정]
목록 중 [다중 플롯 - 도곽, 블록 오류 해결]은 아래 경우도 해당됩니다.
- CAD 로 출력하면 정상, 다중 플롯에선 가로 도면인데 세로로 출력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
18.3.

도면 일괄 처리

MDWG

도면 일괄 처리

기능
 여러 도면에 여러가지 일괄 작업을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DreamPlus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도면 일괄 처리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처리 → 도면 일괄 처리
명령 : MDW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에 여러 가지 일괄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 : Zoom, 퍼지, 불필요한 객체 제거 등
도면 오류 감사(Audit) : AutoCAD 2015 이상에서만 실행 가능
도면 변환 : 버전 변환.
도면 시스템 변수 설정.
도면 Viewres 변경.
도면 STB 플롯 스타일 도면을 CTB 로 변환.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
문자 바꾸기.
문자 스타일 변경.
모든 도면에 특정 파일을 블록으로 삽입, 참조 또는 교체
도면에 포함된 모든 외부참조 결합.
도면에 포함된 외부참조 분리.

간략한 실행 절차
도면 추가 → 실행할 각 기능에 체크 → 실행

도면의 추가
처리할 도면을 도면 목록창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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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도면 중 활성된 도면 하나만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린 도면 :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목록 저장 : 현재 목록을 TEXT 파일로 저장합니다.
목록 열기 : 저장된 출력 목록 TEXT 파일을 불러옵니다.
목록 정렬 :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내림차순 전환해 목록을 정렬합니다.

실행 절차
이 프로그램의 일괄 처리 기능은 각 탭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각 기능에 체크 해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Purge 후 도면을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일괄 처리" 와 "도면 변환"에
체크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1.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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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도면에 대해 각 옵션에 표시된 기능을 일괄 처리합니다.

Zoom Extents : 화면에 꽉 차 보이도록 도면을 줌 합니다.
- 현재 공간 : 도면을 열었을 때 보이는 공간(모형 또는 배치)입니다.
- 모든 공간 : 현재 도면의 모든 공간(모형 및 모든 배치)입니다.
Purge : 도면의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해 도면 크기를 줄입니다.
- 퍼지되는 항목은 퍼지 옵션(PPO) 명령의 기본 및 추가 퍼지 옵션에 체크된 항목을
퍼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퍼지 옵션(PPO) 도움말을 참고하면 됩니다.
주석축척 삭제 : 사용되지 않는 주석축척(Scale List)를 삭제합니다.
레이어 필터 삭제 : 사용되지 않는 레이어 필터를 삭제합니다.
유령 객체 삭제 : 도면에서 다음과 같은 객체를 검색해 삭제합니다.
- 내용이 없는 문자, 객체 없이 비어있는 블록, 객체 없이 비어있는 그룹을 삭제합니다.
- 도면 전체를 검색해 삭제하므로 도면 안에 객체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점 삭제 : 도면에 있는 점 객체를 모두 삭제합니다.
결합 문자 $ 삭제 : 외부참조 결합 시 포함되는 $ 문자를 삭제합니다.
- 이름 병합 : 현재 도면에 이미 이름이 있다면 병합합니다.
- 이름 유지 : '참조명-이름'으로 만들어 참조 상태의 특성이(색, 레이어 상태 등) 유지됩니다.
참조되지 않은 이미지 분리 : 도면에 참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분리합니다.
- 그림처럼 '참조되지 않음' 상태인 이미지만 분리합니다.

- 그림처럼 '찾지 못함' 또는 '언로드됨' 상태는 이 기능에서에 분리하지 않습니다.
- '찾지 못함' 또는 '언로드됨' 상태의 이미지도 분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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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결합, 분리] 탭의 '도면에 포함된 참조 분리'를 사용해 주세요.

속성 블록 폭파 : 속성 값을 유지한 채 도면의 모든 속성 블록을 폭파합니다.
그룹 해제 : 도면의 모든 그룹을 해제합니다.

2. Audit
도면을 감사(Audit)해 도면 오류를 수정합니다.
AutoCAD 2015 이상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도면 자체 문제가 많을 때 실행 중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이 기능 실행이 문제 있다고 판단될 때는 체크 해제 후 다른 처리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도면 변환
목록의 도면을 DWG 또는 DXF 로 변환합니다.

변환이라기보다 도면을 열어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중인 캐드에서 열 수 없는 높은 버전은 프로그램도 열 수 없어 처리되지 않습니다.
선택 가능한 버전은 현재 사용하는 캐드 보다 낮은 버전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변환이 목적이면 상황에 맞게 아래 프로그램 또는 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높은 도면 버전을 낮게 변환은 Autodesk DWG TrueView 를 사용합니다.
여러 도면을 현재 보다 낮게 일괄 변환은 캐드 기본 DWGCONVERT 명령을 사용합니다 (2012
이상)
대량의 도면을 빠르게 버전 변환하려면 ODA File Converter 프로그램이 편리합니다.

4. 도면 시스템 변수 설정
도면에 저장되는 시스템 변수 값을 일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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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변수는 레지스트리 또는 각 도면에 저장되거나 저장이 안되는 변수들로 구분 됩니다.
이 기능은 도면에 저장되는 시스템 변수들을 일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처럼 INSUNITS 값을 6 으로 지정했다면 각 도면의 삽입 축척 단위가 미터로
설정됩니다.
시스템 변수 전체 목록을 보고 싶다면 AutoCAD 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Express → Tools →
System Variable Editor 에서 확인 가능하고 캐드 도움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PSLTSCALE 변수는 도면의 모든 배치 탭에 설정할지 현재 활성된 것만 설정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Viewres 변경
캐드 VIEWRES 명령은 원, 호, 타원 및 스플라인의 모양이 각지게 표현되는 것을 조정합니다.
VIEWRES 값은 도면에 저장되기때문에 도면마다 설정해야 합니다.
오토캐드 일부 버전에서 VIEWRES 값과 관계 없이 해치가 각지게 나오는 것은 캐드 문제로
오토캐드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VIEWRES 값이 기본값인 1,000 일 때와 10,000 으로 변경 후 도면 표시 상태입니다.
왼쪽 그림같은 도면은 확대해서 REGEN 전까지 원의 표현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6. STB 플롯스타일 도면을 CTB 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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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B 플롯스타일로 설정된 도면을 CTB 플롯스타일 도면으로 변경합니다.
CTB, STB 플롯스타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플롯 관련 - 플롯스타일(CTB, STB)

7.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
도면에 포함된 동적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변환합니다.
만들어 놓은 동적블록을 외부로 내보내고 싶지 않거나
다른 CAD 와의 호환성 등 때문에 동적블록이 문제가 있어 일반블록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8. 문자 바꾸기
[문자 바꾸기] 탭에서 설정합니다.
도면에서 지정한 내용의 문자를 찾아 내용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우선 [내용 추가] 버튼을 눌러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등록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자 찾기/바꾸기만 사용할 때는 FTE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1) 바꿀 내용 추가
[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면 세가지 방식으로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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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계속 추가]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입력된 값을 목록에 넣고 계속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력창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창을 닫고 바꾸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② 엑셀 화면

엑셀에 하나의 열에 찾을 문자 다른 열에 바꿀 문자가 써 있을 때 그 값을 가져옵니다.
[Excel 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엑셀 화면이 활성화되고 그림처럼 찾을 문자, 바꿀
문자가 있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엑셀에는 미리 찾을 문자, 바꿀 문자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 그림대로면 가나다, 어쩌구, 하하하가 찾을 문자가 되고 그 옆이 바꿀 문자가 됩니다.

③ Text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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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파일에서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가져옵니다.
[경로] 버튼을 눌러 텍스트 파일을 찾습니다.
구분 문자는 텍스트 파일 안에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를 구분해 놓은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쉼표로 구분해놨다면 아래같이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가 텍스트 파일에 한 줄씩
있어야 합니다.
가나다,ABC
어쩌구,저쩌구
하하하,호호호
만약 찾을 문자와 바꿀 문자의 구분 문자가 쉼표가 아니라면 지정을 눌러 직접 입력합니다.
2) 전체 내용 일치 문자만 바꾸기
체크하면 입력한 문자와 도면의 문자를 비교해 전체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만 바꿉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캐드 드림플러스' 문자가 있고
찾는 내용에 '캐드'를 입력하고 실행했을 때
체크 해제하면 '캐드 드림플러스' 문자를 찾습니다만
체크하면 전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찾는 문자가 없게됩니다.
3) 객체 검색 대상
도면의 문자 중 체크된 객체 형식만 검색해 문자를 바꿉니다.

9. 문자 스타일 변경
[문자 스타일] 탭에서 설정합니다.
여러 도면의 문자 스타일을 지정한 스타일로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 절차
① 변경할 문자 스타일 선택 목록창에서 변경 대상 스타일 선택
② 스타일 변경 부분에서 위 스타일을 일괄 변경할 스타일 선택
1) 변경할 문자 스타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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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표시되는 스타일 중 변경 대상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변경 대상 문자 스타일은 아래 같이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도면 모든 스타일 변경
대상 도면의 모든 스타일을 하나의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② 목록 선택한 스타일만 변경
목록에 선택된 스타일만 하나의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현재 목록에 변경 대상 스타일이 없다면 다른 도면에서 스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열린 도면, 도면 찾기 버튼으로 다른 도면의 스타일을 가져옵니다.
[모두 선택] 버튼을 누르면 목록의 모든 스타일이 선택됩니다.
[모두 해제] 버튼을 누르면 목록의 선택된 스타일이 모두 선택 해제됩니다.
2) 스타일 변경

위에 변경할 문자 스타일에서 선택한 항목을 여기서 선택한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현재 도면의 문자 객체를 선택해 글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 모든 도면에 특정 파일을 블록으로 삽입 또는 Xref
[삽입, Xref] 탭에 아래 5 개 기능이 있습니다.
1) 모든 도면에 특정 파일 블록으로 삽입
2) 모든 도면에 특정 파일 Xref
3) 기존 도곽(블록) 교체
4) 기존 도곽(블록)을 Xref 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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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Xref 다른 Xref 로 교체

10-1) 도곽 블록 없는 도면에 도곽 블록을 넣는 절차
도곽 크기가 다른 여러 도면에 일괄 도곽 블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경우
- 각 도곽마다 하나만 있는 특정 블록(예 : 회사 CI 블록 등) 또는 특정 문자가(회사명,
프로젝트명 등) 있을 때
- 각 도곽마다 특정 레이어 폴리선 사각형이 있을 때
① MDWG 실행 전 삽입하는 도곽 준비
아래 그림들 중 아래가 삽입(Xref)하기 위해 만들 도곽입니다.
아래을 만들어 위 대상 도면에 일괄 삽입(Xref)할 것입니다.
새 도면을 열고 도곽으로 사용할 것을 만듭니다.
새 도면에 도곽은 그림처럼 그냥 사각형만 만들어도 되고 제대로된 도곽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
도곽으로 만들 것은 기존 도면에서 복사해 새 도면에 붙여넣는 것이 편리합니다.
붙여넣지 않고 새로 그린다면 크기는 기존 도면에 넣을 크기와 1:1 같은 크기로 만듭니다.
기존 도면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축척이 다른 여러 도면에 일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특정 레이어 사각형은 폴리선 사각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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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삽입 도곽 기준점을 원점으로 이동 및 저장
삽입 도곽의 기준점이 될 곳을 원점(좌표 0, 0, 0)으로 이동합니다.
기준점은 삽입할 때 기준 되는 점입니다.
캐드에서 삽입은 기본적으로 좌표 0, 0, 0 기준이기 때문에 옮겨놔야합니다.
예제에서는 새로 만든 도곽의 전체 왼쪽 아래를 0, 0, 0 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면은 저장 후 닫습니다.
- 여기서 새로 만든 삽입 도곽을 블록으로 만들었다면
※ 저장 이름을 도곽 블록 이름과 동일하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만든 도곽 블록 이름이 BBB 일 때 저장 이름을 BBB.dwg 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캐드는 도면 자체를 먼저 블록으로 삽입 후 폭파해 도면 안의 블록을 꺼내는데 도면 이름과
블록 이름이 같으면 중복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도면 이름은 AAA, 블록 이름은 BBB 처럼 도면 이름을 블록 이름과 다르게 저장해야 합니다.
- 여기서 새로 만든 삽입 도곽이 블록이 아닌 선, 문자 같은 객체라면
저장한 도면 자체가 블록이되어 삽입되므로 대상 도면에는 저장한 도면 이름으로 블록이
삽입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 이름 저장을 AAA 로 했다면 대상 도면에는 AAA 블록으로 삽입됩니다.
③ MDWG 실행, 모든 도면에 특정 파일을 블록으로 삽입(Xref) 선택
■ 대상 도면에 있는 특정 블록 또는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삽입(Xref)할 때
특정 블록 또는 특정 문자는 각 도곽마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있는 객체입니다.
특정 블록은 예를 들어 회사 CI 같은 블록이고 특정 문자는 회사명, 프로젝트명 등 도곽마다
하나만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삽입 도면] 버튼으로 ② 과정에서 저장된 도면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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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삽입 기준의 [기준 블록 선택] 버튼 또는 [기준 문자 선택] 버튼으로 삽입 대상 도면의
특정 블록을(문자를) 선택합니다.
ⓑ 앞서 ② 과정에서 좌표 0, 0, 0 으로 옮긴 삽입점과 동일한 점을 지정합니다.

■ 대상 도면에 있는 특정 레이어 사각형을 기준으로 삽입(Xref)할 때
도곽의 외측에 특정 레이어 폴리선 사각형이 있을 때입니다.
[삽입 도면] 버튼으로 ② 과정에서 저장된 도면을 지정합니다.

ⓐ 블록 삽입 기준의 [기준 사각형 선택] 버튼을 눌러 도면에서 특정 레이어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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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창 사각형 레이어에 지정한 사각형 레이어가 표기됩니다.
ⓒ 삽입 위치를 사각형 왼쪽 상단, 하단 등 원하는 곳을 지정합니다.
예제에서는 위 ② 과정에서 좌측 하단을 0, 0, 0 으로 옮겼으므로 [사각형 왼쪽 하단]을
지정했습니다.
기준 사각형 크기에 비례해 블록 축척 조절은 대상 도면에 여러 도곽이 크기가 다를 때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사각형 선택] 버튼으로 선택한 사각형 크기보다 두 배 큰 사각형은 블록이 두
배 크게 삽입(Xref) 됩니다.
이 설정은 수치지도 도곽에 삽입(Xref)할 때는 체크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실행
도면 한 개만 목록에 넣고 실행해 잘 되는지 확인 후 잘 되면 여러 도면에 적용합니다.
특정 블록, 특정 문자 기준은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도곽, 축척이 다른 도곽이 있어도 맞춰서
블록으로 삽입됩니다.
특정 레이어 사각형 기준도 여러 개의 도곽, 축척이 다른 도곽이 있어도 맞춰서 블록으로
삽입되나 회전된 도곽은 처리 안 됩니다.
주의 사항
앞서 ② 과정에서 만든 도면의 도곽이 블록이라면 아래 그림처럼 '삽입 후 Explode'에
체크합니다.
만든 도면의 도곽이 블록이 아니라면 '삽입 후 Explode'는 체크 해제합니다.
삽입은 도면 자체가 대상 도면에 블록으로 삽입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만든 도면의 이름이 AAA.dwg 라면 현재 도면에 AAA 이름의 블록으로
삽입됩니다.
삽입 도면이 AAA.dwg 이고 이 안에 BBB 블록의 도곽이 있다면 폭파해야 합니다.
폭파 안하면 현재 도면에는 AAA 블록 안에 BBB 블록 객체로 도면에 삽입됩니다.

10-2) 여러 도곽에 블록을 넣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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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블록 또는 특정 문자 기준으로 여러 도곽에 블록을 넣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블록 삽입 기준을 특정 블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만 특정 문자 역시 동일합니다.
특정 레이어 사각형 기준은 위 10-1) 절차를 참조해 주세요.
① MDWG 실행 전 삽입할 블록 준비
여러 도면에 넣을 블록을 새 도면에 준비합니다.

블록을 선택 후 특성(단축키 CTRL+1)에서 X 위치, Y 위치, Z 위치를 0 으로 설정합니다.
캐드에서 삽입은 기본적으로 좌표 0, 0, 0 을 기준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삽입점 위치를 0, 0, 0
으로 옮겨놔야합니다.

블록이 있는 도면을 저장합니다.
※ 저장 이름을 블록 이름과 동일하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만든 블록 이름이 BBB 일 때 저장 이름을 BBB.dwg 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캐드는 도면 자체를 먼저 블록으로 삽입 후 폭파해 도면 안의 블록을 꺼내는데 도면 이름과
블록 이름이 같으면 중복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도면 이름은 AAA, 블록 이름은 BBB 처럼 도면 이름을 블록 이름과 다르게 저장해야 합니다.
② MDWG 실행, 모든 도면에 특정 파일을 블록으로 삽입 또는 Xref
아래 그림처럼 '삽입 후 Explode'에 체크합니다.
[삽입 도면] 버튼으로 저장된 블록 도면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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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삽입 기준의 [기준 블록 선택] 버튼 또는 [기준 문자 선택] 버튼으로 삽입 대상 도면의
특정 블록을(문자를) 선택합니다.
ⓑ 블록의 삽입점이 위치할 점을 지정합니다.

④ 실행
도면 한 개만 목록에 넣고 실행해 잘되는지 확인 후 잘 되면 여러 도면에 적용합니다.
축척이 다르게 삽입된다면 삽입할 블록 도면을 열고 블록을 폭파해 축척 조정 후 다시
블록으로 만듭니다.

10-3) 기존 도곽(블록) 교체 절차
기존 도곽(블록) 교체는 상황에 따라 여러 도면 블록 교체/재정의 (REPB) 명령이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도곽(블록)을 다른 블록으로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은 도곽이 블록으로 되어 있을 때 내용입니다.
교체할 도곽(블록) 만들기
교체할 도곽(블록)은 기존 도면의 것을 복사해 만드는 것이 헛갈리지 않습니다.
기존 도면의 것을 복사하지 않고 새로 만들 경우도
새로 만들 크기는 기존 도곽(블록)을 아래 ① ~ ② 까지 실행한 후의 크기와 같게 새로
만들어야 교체할 때 제대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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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NITS 명령으로 삽입 축척 단위를 기존 도면과 같게 맞춥니다.
기존 도면에서 UNITS 명령으로 단위 확인 후 새 도면도 UNITS 명령으로 기존과 단위를 같게
만듭니다.

② 단위 확인된 새 도면에 기존 도면의 도곽을 하나 복사해 붙여넣습니다.
※ 모형에 붙여넣어야합니다. 배치에 붙여넣으면 안됩니다.
※ 복사해 온 후 특성(복사한 객체 선택 후 단축키 CTRL+1)에서 축척을 1 로 설정합니다.

③ 특성의 X 위치, Y 위치, Z 위치를 0 으로 설정합니다.

DreamPlus

④ Explode 명령으로 도곽 블록을 폭파합니다.
폭파 후 도면을 수정합니다.
원본 블록과 다른 이름의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폭파해야합니다.
⑤ 폭파, 수정 후 캐드 퍼지 또는 드림플러스 퍼지(PP 명령) 사용해 꼭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합니다.
⑥ BLOCK 명령으로 도곽 객체를 선택해 블록을 만듭니다.
※ 블록 이름은 원본과 다르게 만들어야 교체됩니다.
※ 앞서 X, Y, Z 위치를 0 으로 설정했으므로 기준점은 수정할 필요 없이 이름만 새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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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만든 도곽 블록이 있는 도면을 저장합니다.
※ 저장 이름을 도곽 블록 이름과 동일하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만든 블록 이름이 BBB 일 때 저장 이름을 BBB.dwg 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캐드는 도면 자체를 먼저 블록으로 삽입 후 폭파해 도면 안의 블록을 꺼내는데 도면 이름과
블록 이름이 같으면 중복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도면 이름은 AAA, 블록 이름은 BBB 처럼 도면 이름을 블록 이름과 다르게 저장해야 합니다.
교체할 도곽(블록)으로 기존 도곽(블록) 교체
⑧ MDWG 명령을 실행해 교체할 도면을 추가합니다.
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⑨ 아래처럼 설정하고 실행합니다.
[교체 도면] 버튼으로 앞서 저장한 도곽 도면을 지정합니다.
기존 도곽이 있는 도면에서

버튼을 눌러 기존 도곽을 선택해 이름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속성 맞춤은 기존 블록과 교체할 블록이 모두 속성 블록일 때
서로 태그 값이 같다면 새로 블록을 교체하면서 기존 속성값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속성 도곽을 교체할 때 체크하면 편리합니다.

11. 도면에 포함된 모든 Xref 결합
[참조 결합, 분리] 탭에서 설정합니다.
각 도면 안에 포함된 모든 DWG 외부참조 파일을 결합 또는 삽입합니다.

DreamPlus

Page1511

결합 (Bind)과 삽입 (Insert) 차이점
① 결합 (Bind)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고유하게 현재 도면에 입력됩니다
외부참조와 현재 도면의 레이어, 블록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서 AAA$0$0BBB 가 됩니다.
현재 도면과 Xref 모두 BBB 레이어 이름이 같지만 위처럼 이름 변경되어 각 레이어 특성이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특성을 고유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도면 정리하는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② 삽입 (Insert)
Xref 도면의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현재 도면에 병합됩니다.
다만 Xref 안의 블록 등도 병합되어 의도하지 않게 교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어, 각종 스타일, 이름 정의 등이 병합되어 도면이 복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A 이름의 Xref 에 BBB 레이어가 있고 현재 도면에도 BBB 레이어가 있을 때
완료 후 이 레이어는 현재 도면에 같은 이름이 있으므로 병합되어 그대로 BBB 가 됩니다.
이 방식은 도면 정리하는데 편리하지만 병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Xref 제외
지정한 이름의 Xref 는 결합(삽입)에서 제외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면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Xref 를 선택해 이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로드, 미참조된 Xref 는 분리
언로드되거나 미참조되어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Xref 를 모두 분리합니다.
불필요한 Xref 를 정리할 때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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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삽입) 후 Explode
체크하면 도면에 결합(삽입) 후 폭파합니다.
결합(삽입) 후 객체 순서 뒤로 보내기
체크하면 도면에 결합(삽입) 후 도면 맨 뒤로 보내기 시도합니다.
결합(삽입) 후 다른 폴더에 저장
체크하면 결합(삽입)된 도면을 지정한 다른 폴더에 저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현재 도면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결합되지 않은 원본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2. 도면에 포함된 참조 분리
[참조 결합, 분리] 탭에서 설정합니다.
각 도면 안에 포함된 참조 파일을 분리합니다.
처리 참조 유형에서 체크한 유형만 처리합니다.

특정 참조 분리
지정한 이름의 참조만 분리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면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의 참조를 선택해 이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참조 분리
도면의 모든 참조를 분리합니다.
언로드, 미 참조만 분리
언로드되거나 미참조되어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참조만 모두 분리합니다.
불필요한 참조를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13. 설정 상태 저장 및 열린 도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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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설정 상태 저장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각 기능의 체크 상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능 종류가 많아 다음에 실행할 때 다른 탭의 기능이 체크된지 안 된지 모를 경우 때문입니다.
처리하지 않을 기능이 체크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므로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각
기능 체크 상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장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체크하고 종료하면 실행할 때 체크했던 도면변환, 문자수정... 등의 기능이 다음에 실행할 때도
체크된 상태로 실행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다음 실행할 때는 이전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처리' 기능만 체크 상태로
실행됩니다.
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은 도면만 열고 처리 후 저장합니다.
체크하면 열려 있는 도면도 처리 후 저장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열린 도면은 처리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18.4.

다중 도면 복구

MREC

다중 도면 복구

기능
 여러 도면에 캐드 RECOVER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 도면 복구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처리 → 다중 도면 복구
명령 : MREC (Multiple RECovery)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에 캐드 RECOVER 명령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AutoCAD 2015 이상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RECOVER 기능 자체는 오토캐드의 것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복구 후 객체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복구가 안되는 것은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도면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도면 자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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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할 도면 추가
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복구 후 Purge
체크하면 도면 복구 후 기본 퍼지를 수행합니다.
레이어나 스타일 등 기본적인 퍼지만 수행하므로 좀 더 많은 항목을 퍼지하고 싶다면
복구 후 도면을 열어 전체 퍼지 (PP)를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구 후 도면 열린 상태로 유지
체크하면 복구 후 도면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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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하면 복구 후 도면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프로그램은 목록의 도면을 모두 복구 후 저장하고 닫습니다.
아주 많은 도면을 한 번에 실행하면 PC 사양에 따라 캐드가 도면을 모두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서 열린 상태로 유지할 경우
도면이 열려 있으므로 확인 후 직접 저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도면을 처리하면 시스템 사양에 따라 캐드가 많은 도면을 다 열고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해서 저장 후 닫을 경우
도면에 따라 저장할 수 없는 경우는 캐드에 열린 채로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 저장된 도면은 확인하려면 다시 열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크 해제했는데 저장되지 않고 열려있는 경우
아래 그림처럼 도면에 저장할 수 없는 객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도면은 아래 같이 다시 저장을 묻게됩니다.
아래같은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차피 저장되지 않으므로 [취소] 버튼을 눌러 도면을
검토해야합니다.

저장할 수 없는 객체가 포함된 도면 검토
아래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저장을 시도해보면 됩니다.
1. AUDIT 명령 입력 후 Y 를 입력해 도면 감사를 수행 후 저장
2. WBLOCK 명령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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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록시 객체 때문에 저장이 안되는 경우는 -EXPORTTOAUTOCAD 명령으로 저장
관련 명령
전체 퍼지 (PP)
퍼지 옵션 (PPO)
18.5.

이미지 다중 삽입

MINI

이미지 다중 삽입

기능
 여러 이미지를 도면에 다중 삽입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이미지 다중 삽입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처리 → 이미지 다중 삽입
명령 : MINI (Multiple INsert Imag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이미지를 도면에 넣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지정 간격 배열로 삽입하므로 도면 내 사진첩 작업 같은 곳에 편리합니다.

1. 삽입 설정

한줄로 삽입
목록의 이미지를 도면에 모두 가로 방향 한 줄로 삽입합니다.
이미지 사이 X 간격과 이미지 세로 크기를 입력해야합니다.
지정 간격 삽입
이미지를 가로 몇 장, 세로 몇 장으로 배열해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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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 개 그림을 줄당 이미지 개수 5 로 입력하면 한 줄당 5 개 이미지가 2 줄로
삽입됩니다.
이미지 사이 X, Y 간격과 이미지 세로 크기를 입력해야합니다.
줄당 이미지 개수
한 줄(행)에 몇 개의 이미지를 배치할지 개수를 입력합니다.
이미지 X 간격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X 방향 거리 간격입니다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간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Y 간격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Y 방향 거리 간격입니다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간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세로 크기
목록의 이미지 크기들이 다 달라도 모두 동일한 세로 높이로 삽입되도록 크기를 입력합니다.

2. 기타 설정

삽입시 상대경로 사용
이미지를 상대 경로로 삽입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려면 현재 도면이 저장이 된 도면이어야 합니다.
도면과 이미지가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 있다면 상대경로 체크해도 절대경로로 삽입됩니다.
현재 도면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상대경로 체크해도 절대경로로 삽입됩니다.
도면에 이미지 이름 쓰기
체크하면 그림을 삽입하면서 각 그림의 파일 이름을 함께 표기합니다.
그림 파일 이름은 이미지 왼쪽 상단에 표기됩니다.
지정한 글꼴, 레이어, 문자 높이, 폭 설정대로 이미지 이름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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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의 문자를 선택해 글꼴 및 크기 등 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8.6.

배치 이름 일괄 수정

BRL

배치 이름 일괄 수정

기능
 여러 도면 배치탭 이름을 일괄 수정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배치 이름 일괄 수정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처리 → 배치 이름 일괄 수정
명령 : BRL (Batch Rename Layout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면 배치탭 이름을 일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수정할 도면들 목록에 추가 → 엑셀로 내보내기
② 엑셀에서 값 수정 → 수정된 이름을 CAD 로 가져오기
이 프로그램은 도면을 불러와 각 배치탭 이름을 엑셀로 내보내고
엑셀에서 수정 후 다시 이 값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치 이름 Excel 로 내보내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엑셀로 내보낸 내용은 저장 후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배치 이름 Excel 로 내보내기
각 도면에 있는 배치탭 이름을 Excel 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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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① 배치 이름 수정할 도면을 목록에 추가
②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엑셀로 내보낸 결과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같이 엑셀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맨 위 1 행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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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이름 CAD 로 가져오기
엑셀 시트에 변경 이름을 도면에 적용합니다.
아래 같이 변경 이름을 기록 후 실행합니다.

실행 절차
① 목록에서 변경 이름이 기록된 워크시트 선택
②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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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이름 CAD 로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엑셀에 열려있는 모든 시트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중에 이름이 기록된 시트를 지정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은 도면만 처리 후 저장하고 열린 도면은 처리 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열린 도면도 처리 후 저장합니다.
주의사항
엑셀이 여러 개 실행된 경우 시트 이름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보가 저장된 시트가 있는 엑셀을 제외한 다른 엑셀은
종료합니다.
수정된 이름 CAD 로 가져오기는 시트의 '경로'에 기록된 도면 파일을 열고 엑셀의 값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엑셀 시트의 '경로'에 기록된 도면 파일이 PC 에 없으면 도면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18.7.

컨텐츠 여러 도면에 복사

CCAD

컨텐츠 여러 도면에 복사

기능
 현재 도면의 컨텐츠(레이어, 블록, 스타일, 선종류)를 다른 도면들에 복사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컨텐츠 여러 도면에 복사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처리 → 컨텐츠 여러 도면에 복사
명령 : CCAD (Copy Contents to Another Drawing)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의 컨텐츠(레이어, 블록, 스타일, 선종류)를 다른 도면들에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도면의 컨텐츠를 현재 도면으로 가져오는 것은?
AutoCAD 는 디자인 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는 CTRL+2 를 눌러 실행됩니다.
BricsCAD 는 도면 탐색기 기능이 있습니다.
도면 탐색기는 CTRL+2 를 눌러 실행됩니다.
도면 탐색기는 스타일 등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표시되므로 일부러 실행할 일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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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도면에 복사할 컨텐츠 선택
프로그램을 실행 후 왼쪽 컨텐츠 목록 창에서 다른 도면으로 복사할 컨텐츠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컨텐츠 중 레이어, 선종류, 문자 스타일은 그림처럼 특성을 보여줍니다.

선택한 컨텐츠 중 블록, 치수 스타일, 다중 지시선 스타일은 그림처럼 미리보기를 보여줍니다.

2. 대상 도면 추가
도면은 탐색기에서 도면, 폴더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목록창에 끌어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추가 :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 폴더를 선택해 폴더 내의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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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도면 : 현재 도면 제외,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캐드로 엽니다.
선택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전체 삭제 : 목록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3. 설정
복사하려는 컨텐츠가 대상 도면에 이미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복사 안 함
복사하지 않습니다.
덮어 쓰기
이미 있어도 현재 도면의 것으로 덮어씁니다.
이름만 같고 특성이 다를 때 덮어 쓰면 현재 도면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현재 도면 특성 대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8.8.

필터 객체 선택

FSE

필터 객체 선택

기능
 여러 조건으로 객체를 필터링해 선택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필터 객체 선택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다중처리 → 필터 객체 선택
명령 : FSE (Filter SElec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원하는 조건으로 도면 객체를 필터링해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 QSELECT 명령과 달리 하나의 객체에 대해 여러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LINE) 이면서 레이어는 0, 색상은 빨간색을 도면에서 선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략한 실행 절차
① 특정 특성을 선택할 때 : [필터 기준 객체 선택] 버튼으로 특성을 가져올 객체를 도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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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체 종류를 선택할 때 : [종류 선택] 버튼으로 도면에서 객체들 선택 또는 목록에서 종류
선택
③ 오른쪽 객체일반/문자/치수/블록 특성 탭에서 필터할 특성 선택
④ [도면 전체] [객체 선택] [영역 선택] [그려진 영역 선택] [울타리 선택] 버튼으로 선택 완료

1. 필터 기준 및 객체 종류 선택

선택 대상
지정한 공간에 있는 객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를 지정했다면 도면 전체 공간 중 배치의 객체만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 선, 원만 선택하고 싶을 때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① [필터 기준 객체 선택] 버튼으로 도면에서 선 선택, 다시 버튼을 눌러 원 선택
② [종류 선택] 버튼으로 도면에서 선, 원 객체들 선택
③ 왼쪽의 목록 중에서 선과 원을 더블클릭해 오른쪽 '선택할 객체 종류' 창으로 이동
필터 기준
버튼을 눌러 도면의 객체 하나를 선택하면 객체 종류가 추가되고
선택한 객체가 가진 특성이 오른쪽 특성 창에 표시됩니다.
객체가 가진 특성 조건으로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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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객체 종류를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버튼을 눌러 도면의 객체들을 선택하면 각 객체들 종류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모두'에 체크는 객체 종류와 관계없이 특성만으로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모두'는 예를 들어 레이어가 A 인 모든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2. 특성 선택
여기서 체크한 특성들과 일치하는 객체가 도면에서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를 체크, 0 을 지정했다면
'선택할 객체 종류' 목록의 객체이면서 레이어가 0 인 객체가 도면에서 선택됩니다.
이같이 한번에 여러 객체,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객체를 도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 기준 객체 선택] 버튼으로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한 객체의 기본 특성이 표시되므로
편리합니다.

[객체 일반] 탭은 객체의 일반적 특성이 표시됩니다.
[문자/치수/블록] 탭은 문자, 블록, 치수 객체의 고유 특성이 표시됩니다.
체크 해제된 특성 값은 비활성되고 무시됩니다.
특성 값을 체크해야 그 특성 값에 맞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을 눌러 같음, 다름, 큼, 작음 등 부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치수 값, 객체 길이
객체 특성 상 도면 표기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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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 길이 1.23456 치수는 설정에 따라 값이 1.23 또는 1.235 로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치수 값과 실제 내부 치수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객체 길이는 도면 단위에 따라 실제 길이와 조회한 길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수나 객체 길이는 직접 입력보다 [필터 기준 객체 선택] 버튼으로 객체를 선택하면
정확한 값이 특성 창에 표시되므로 같은 객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 길이는 '같은 값 찾을 때 소수 범위 오차 적용' 설정을 사용해 오차 범위 내 길이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Z 값
선, 3D 폴리선 등 시작, 끝에 서로 다른 Z 값이 있을 때는 선택이 안 됩니다.
일반 폴리선, 블록, 문자 등 하나의 Z 값을 갖는 객체 선택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선택 완료 후 창 다시 보이기
체크하면 필터 조건에 맞는 객체 선택 완료 후 프로그램 창이 다시 표시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객체 선택 완료 후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필터 조건을 재활용해 여러 번 선택할 때는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선택 세트에 추가
체크하면 현재 도면에 선택된 객체를 유지한채 프로그램에서 선택된 객체가 표시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도면에 선택된 객체는 무시하고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객체만 표시됩니다.
조건을 다르게 여러 번 선택할 때 체크해 사용합니다.
같은 값 찾을 때 소수 범위 오차 적용

객체 길이, 회전, 축척 같은 숫자 값 특성을 찾을 때 범위 내 오차를 적용해 선택합니다.
조건이

일 때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객체 길이 10, 소수 범위 오차 4 를 적용하면
10 에서 소수 4 자리 0.0001 범위인 9.9999 보다 크고 10.0001 보다 작은 범위 객체가
선택됩니다.
특성으로 보면 값이 같지만 실제는 미세하게 값이 다른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설정을 활용하면 값 범위 내 객체를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 범위 오차는 엑셀 Round 함수 인수처럼 동작합니다.
오차 값 양수 : 소수점 아래 자리로 동작, 예 3 = 0.001

DreamPlus

Page1527

오차 값 0 : 1 로 동작, 지정값 -1 보다 크고 지정값 +1 보다 작은 범위
오차 값 음수 : 소수점 위 자리로 동작, 예 -1 = 10, -2 = 100
이 설정은 아래 특성에 적용됩니다.
선 축척, Z 값, 폴리선 두께, 반지름, 객체 길이
문자 높이, 문자 폭, 문자 회전
블록 회전, 블록 축척

3. 선택 방법
특성과 맞는 객체를 도면 전체에서 선택합니다.
선택 대상 설정에서 지정한 공간에(전체/모형/배치) 있는 객체만 선택됩니다.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들 중 조건에 맞는 객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사각 영역 안에 조건에 맞는 객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에 미리 그려진 폐합 영역 객체를 선택해 그 안에서 조건에 맞는 객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한 울타리 선에 걸리고 조건에 맞는 객체만 선택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도면에서 울타리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같은 원 객체라도 울타리 선에 걸리는 원만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조건은 맞지만 도면에서 객체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AutoCAD 2010 ~ 2011 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화면을 마우스로 한번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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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화면을 선택해도 그립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의 객체
선택할 때 P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MOVE 할 경우
일반적인 과정은 이 프로그램으로 객체를 선택 후 MOVE 명령를 수행하지만
만약 프로그램 완료 후 객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완료 후 MOVE - 객체 선택 - P 입력하면 됩니다.
18.9.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지정 색상 객체 선택

기능
 지정한 색상 객체만 선택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지정 색상 객체 선택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기타 → 지정 색상 객체 선택
명령 : FSC (Filter Select by Colo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색상 객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색상 조건으로만 선택하는 것이고
색상, 레이어 등 여러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할 때는 필터 객체 선택 (FSE) 명령이 좋습니다.

1. 실행 절차
① 색상 입력 또는 [객체 선택(E)/선택 설정(S)]
색상을 직접 입력하거나 E 를 입력해 색상을 가져올 객체를 선택합니다.
색상은 0 ~ 256 숫자를 입력합니다. 트루컬러는 0,0,0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0 은 ByBlock 색상 객체이고 256 은 ByLayer 색상 객체입니다.
입력된 색상은 기억되므로 다음 번에 같은 색상이라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엔터
입력합니다.
S 입력하면 선택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선택 설정은 E 를 입력해 객체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한 객체만 선택은 기준 객체 하나만 선택해 색상 하나 조건으로 찾습니다.
여러 객체 선택은 기준 객체 여러 개 선택해 여러 색상 조건으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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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체 선택
도면에서 범위를 지정해 객체 선택 후 엔터 입력하면 동일 색상 객체가 선택됩니다.
도면의 모든 객체에서 선택하려면 all 을 입력합니다.
관련 명령
지정 블록 객체 선택 (FSB)
지정 해치 객체 선택 (FSH)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FSL)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FSLT)
필터 객체 선택 (FSE)
18.10.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FSL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기능
 지정한 레이어 객체만 선택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기타 →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명령 : FSL (Filter Select by Block nam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레이어 객체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 조건으로만 선택하는 것이고
색상, 선종류 등 여러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할 때는 필터 객체 선택 (FSE) 명령이 좋습니다.

1.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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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이어를 가져올 객체 선택 또는 [레이어 입력(E)/목록(N)/선택 설정(S)]
객체를 하나 선택하거나 E 를 입력해 레이어 이름을 입력하거나 N 을 입력해 레이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선택 설정에 따라 여러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입력은 와일드 카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로 시작하는 모든 레이어를
찾습니다.
N 입력하면 현재 도면의 레이어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목록 검색에서 입력해 찾거나 목록 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목록 창은 크기 조절됩니다.

S 입력하면 선택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한 객체만 선택은 기준 객체 하나만 선택해 이 레이어 하나 조건으로 찾습니다.
여러 객체 선택은 기준 객체 여러 개 선택해 여러 레이어 조건으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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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체 선택
도면에서 범위를 지정해 객체 선택 후 엔터 입력하면 동일 레이어 객체가 선택됩니다.
도면의 모든 객체에서 선택하려면 all 을 입력합니다.
관련 명령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지정 블록 객체 선택 (FSB)
지정 해치 객체 선택 (FSH)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FSLT)
필터 객체 선택 (FSE)
18.11. 지정 블록 객체 선택

FSB

지정 블록 객체 선택

기능
 지정한 이름의 블록만 선택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지정 블록 객체 선택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기타 → 지정 블록 객체 선택
명령 : FSB (Filter Select by Block nam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이름의 블록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 조건으로만 선택하는 것이고
색상, 레이어 등 여러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할 때는 필터 객체 선택 (FSE) 명령이 좋습니다.

1.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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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름을 가져올 블록 선택 또는 [블록 이름 입력(E)/목록(N)/선택 설정(S)]
블록을 하나 선택하거나 E 를 입력해 블록 이름을 입력하거나 N 을 입력해 블록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선택 설정에 따라 여러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입력은 와일드 카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로 시작하는 모든 블록을
찾습니다.
N 입력하면 현재 도면의 블록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목록 검색에서 입력해 찾거나 목록 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목록 창은 크기 조절됩니다.

S 입력하면 선택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한 객체만 선택은 기준 블록 하나만 선택해 이 블록 이름 하나 조건으로 찾습니다.
여러 객체 선택은 기준 블록 여러 개 선택해 여러 블록 이름 조건으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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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체 선택
도면에서 범위를 지정해 객체 선택 후 엔터 입력하면 동일 이름 블록이 선택됩니다.
도면의 모든 객체에서 선택하려면 all 을 입력합니다.
관련 명령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지정 해치 객체 선택 (FSH)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FSL)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FSLT)
필터 객체 선택 (FSE)
18.12. 지정 해치 객체 선택

FSH

지정 해치 객체 선택

기능
 지정한 패턴 이름의 해치만 선택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지정 해치 객체 선택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기타 → 지정 해치 객체 선택
명령 : FSH (Filter Select by Hatch nam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패턴의 해치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패턴 조건으로만 선택하는 것이고
색상, 레이어 등 여러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할 때는 필터 객체 선택 (FSE) 명령이 좋습니다.

1.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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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패턴을 가져올 해치 선택 또는 [해치 패턴 입력(E)/목록(N)/선택 설정(S)]
해치를 하나 선택하거나 E 를 입력해 패턴 이름을 입력하거나 N 을 입력해 해치 패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패턴 목록은 현재 캐드 기본 해치 패턴 목록 전체가 표시됩니다.
선택 설정에 따라 여러 해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입력은 와일드 카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로 시작하는 모든 해치
패턴을 찾습니다.
와일드카드 입력은 대소문자를 주의해 주세요.
N 입력하면 현재 도면의 해치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목록 검색에서 입력해 찾거나 목록 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목록 창은 크기 조절됩니다.

S 입력하면 선택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한 객체만 선택은 기준 해치 하나만 선택해 이 해치 패턴 하나 조건으로 찾습니다.
여러 객체 선택은 기준 해치 여러 개 선택해 여러 해치 패턴 조건으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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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체 선택
도면에서 범위를 지정해 객체 선택 후 엔터 입력하면 동일 패턴 해치가 선택됩니다.
도면의 모든 객체에서 선택하려면 all 을 입력합니다.
관련 명령
지정 블록 객체 선택 (FSB)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FSL)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FSLT)
필터 객체 선택 (FSE)
18.13.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FSLT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기능
 지정한 이름의 선종류만 선택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기타 → 지정 선종류 객체 선택
명령 : FSLT (Filter Select by LineType)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지정한 이름의 선종류 선택만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 조건으로만 선택하는 것이고
색상, 레이어 등 여러 조건에 맞는 객체를 선택할 때는 필터 객체 선택 (FSE) 명령이 좋습니다.

1.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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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종류를 가져올 객체 선택 또는 [선종류 이름 입력(E)/목록(N)/선택 설정(S)]
선종류를 가져올 객체 하나 선택하거나 E 를 입력해 선종류 이름을 입력하거나 N 을 입력해
선종류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선택 설정에 따라 여러 선종류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입력은 와일드 카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 입력하면 A 로 시작하는 모든 선종류
객체를 찾습니다.
N 입력하면 현재 도면의 선종류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목록 검색에서 입력해 찾거나 목록 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목록 창은 크기 조절됩니다.

S 입력하면 선택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한 객체만 선택은 기준 선종류 객체 하나만 선택해 이 선종류 이름 하나 조건으로 찾습니다.
여러 객체 선택은 기준 선종류 객체 여러 개 선택해 여러 선종류 이름 조건으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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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객체 선택
도면에서 범위를 지정해 객체 선택 후 엔터 입력하면 동일 선종류 객체가 선택됩니다.
도면의 모든 객체에서 선택하려면 all 을 입력합니다.
관련 명령
지정 색상 객체 선택 (FSC)
지정 레이어 객체 선택 (FSL)
필터 객체 선택 (FSE)
18.14. 전체 퍼지

PP

전체 퍼지

기능
 도면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전체 퍼지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기타 → 전체 퍼지
명령 : P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 퍼지를 간편하게할 때 사용합니다.
퍼지되는 항목은 퍼지 옵션(PPO) 명령의 기본 및 추가 퍼지 옵션에 체크된 항목을 퍼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퍼지 옵션(PPO) 도움말을 참고하면 됩니다.
중복 객체, 유령 객체, 주석 축척, 레이어 필터 등은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퍼지하지 않고 제거하고 싶을 경우 아래 관련
명령을 사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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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령
퍼지 옵션 (PPO)
중복 객체 삭제 (DDE)
겹친 객체 삭제 (DOE)
유령 객체 삭제 (DEE)
주석축척(Scale List) 삭제 (DAS)
프록시 객체 정리 (DPRO)
레이어 필터 삭제 (DLF)
18.15. 퍼지 옵션

PPO

퍼지 옵션

기능
 퍼지 옵션을 설정하거나 퍼지 기능을 실행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퍼지 옵션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기타 → 퍼지 옵션
명령 : PPO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여러 설정으로 도면 퍼지할 때 사용합니다.
캐드의 기본 퍼지 항목과 추가 퍼지, 기타 설정이 있어 도면의 불필요한 요소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추가 퍼지 설정은 전체 퍼지 (PP) 명령 및 도면 일괄 처리 (MDWG) 명령의 퍼지와
연동됩니다.
즉, 여기서 퍼지할 항목에 체크하고 [설정 저장] 버튼 눌러 저장하면 PP, MDWG 명령에서 여기
설정한 값대로 퍼지합니다.
기타 설정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되지 않고 이 프로그램에서만 처리됩니다.

주의 사항
- 기타 설정의 상태는 PP, MDWG 명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Proxy 객체는 도면의 모든 것을 검사하므로 도면이 아주 크면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 Proxy 객체 설정 값은 저장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만 여기서 체크해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 Proxy 객체 정리는 DPRO 명령을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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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절차
퍼지가 필요한 항목에 체크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 퍼지합니다.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실행하면 설정한 값은 저장되지 않고 실행됩니다.
퍼지 실행 후 도면 저장
체크하면 [실행] 후 현재 도면을 저장합니다.
PP 명령 실행 후 도면 저장
체크하면 PP 명령을 실행할 때 완료 후 도면을 저장합니다.
도면 작업 중 PP 를 자주 사용한다면 실행 때마다 저장되므로 체크 해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권장 사항
기본 퍼지 설정은 모두 체크해 사용하고 추가 퍼지 설정은 위 그림 상태대로 상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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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퍼지 설정의 Proxy 객체는 도면에 따라 검사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Proxy 객체 정리는 DPRO 명령을 사용해도 됩니다.
기타 설정의 값은 필요한 경우만 체크해 실행하고 설정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DGN 선 종류
마이크로스테이션의 DGN 도면이 DWG 로 변환된 경우 불필요한 DGN 복합 데이터 및 선
종류가 생깁니다.
또는 이런 도면의 객체를 정상 도면으로 복사만해도 정상 도면에 불필요한 DGN 데이터가
생깁니다.
DGN 복합 데이터 및 선 종류는 도면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크게하는 원인이 되므로 항상
퍼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에 객체가 몇 개 없는데 도면 크기가 아주 크다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DGN 선 종류는 도면의 많은 객체를 검사하므로 도면이 아주 크면 퍼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Regapp
Regapp 는 'Registered Application'의 약어입니다.
일반적인 캐드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에 확장데이터(XDATA)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XDATA 는 캐드 제품 내 기능에서도 생성되고, 기타 써드파티에서도 생성 됩니다.
객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정보를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XDATA 식별을 위해 등록된 응용프로그램 ID 가 함께 부착되는데 이 ID 가
Regapp ID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 없지만 이 ID 정보가 쌓이고 쌓이면 불필요한 도면 크기 증가 원인이
됩니다.
Regapp ID 때문에 도면 크기가 아주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양의 비 참조 ID 는 삭제하는
것이 도면 관리에 좋습니다.
Proxy 객체
Proxy 객체는 현재 도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캐드 제품 중 특화된 설계가 목적인 버티컬(Vertical) 제품이 있습니다.
(버티컬 제품 : Architecture, Civil 3D, Map 3D, Mechanical, Electrical, MEP, Plant 3D 등)
이 버티컬 제품에는 특화 기능 때문에 일반 캐드에서 지원(편집)되지 않는 고유 객체가 있고
이 객체가 포함된 도면은 일반 캐드에서 제대로 표시되거나 편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객체를 프록시(Proxy) 객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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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써드파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내는 사용자 객체, 다른 캐드에 있는 고유 객체도
프록시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 객체가 있으면 불필요한 도면 크기 증가 원인이 되고
WBLOCK 으로 내보낼 수 없거나 CTRL+C 복사 실패 원인도 됩니다.
편집할 수는 없어도 표시는 되는 객체가 있어 퍼지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표시 가능한 프록시 객체는 폭파를 시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는 모두
삭제합니다.
캐드 명령 중 AECTOACAD 명령은 프록시, AEC 객체를 제거한 도면으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AECTOACAD 명령도 안 될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관련 명령
전체 퍼지 (PP)
중복 객체 삭제 (DDE)
겹친 객체 삭제 (DOE)
유령 객체 삭제 (DEE)
주석축척(Scale List) 삭제 (DAS)
프록시 객체 정리 (DPRO)
레이어 필터 삭제 (DLF)
18.16. 중복 객체 삭제

DDE

중복 객체 삭제

기능
 현재 도면에 중복된 객체를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중복 객체 삭제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삭제 → 중복 객체 삭제
명령 : DDE (Delete Duplicate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도면에 중복된 객체를 검사해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검색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객체를 지원합니다.
중복된 객체는 검토를 위해 삭제하지 않고 다른 레이어로 옮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1. 삭제할 객체
중복을 검사할 객체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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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선택] 버튼을 누르면 모든 객체가 체크됩니다.
[모두 해제] 버튼을 누르면 모든 객체 체크가 해제됩니다.
객체별 중복 판단 기준
점 : 좌표
선 : 시·종점 좌표
폴리선 : 길이, 정점수, 좌표, 닫힘 여부, 면적
원 : 좌표, 반지름
호 : 시·종점 좌표, 반지름, 중심점 좌표, 길이
문자 : 문자 내용, 높이, 회전 각도, 삽입 점
블록 : 이름, 축척, 속성 값, 회전 각도, 삽입 점
솔리드 : 좌표
해치 : 패턴, 축척
치수 : 치수 종류, 치수 위치
3D 면 : 좌표
주의 사항
폴리선은 눈으로 보기에 같아도 폴리선 특성 상 한 점에 여러 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로 같은 폴리선 같아도 정점 수가 다르면 중복 객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삭제 제외 설정
중복 객체라도 아래 설정에 해당해 체크하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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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가 다른 경우 제외
중복 객체 레이어가 서로 다르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Z 값이 다른 경우 제외
중복 객체 Z 값이 서로 다르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3. 삭제할 객체 레이어 변경
객체를 삭제하지 않고 지정 레이어로 옮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삭제하지 않고 레이어만 변경에 체크 후 변경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만들기 :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그 레이어에 옮겨놓을 때 사용합니다.
중복 판단 기준 좌표 소수 자리
미세한 소수 자리 차이로 삭제되지 않을 때 소수 자릿수를 조정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소수 자리까지 좌표가 같으면 중복된 객체로 판단해 삭제합니다.

4. 실행절차
① 중복 객체 삭제할 영역 한쪽 모서리 지정
도면 중 객체를 삭제할 영역의 한쪽 모서리 점을 지정합니다.
② 중복 객체 삭제할 영역 반대쪽 모서리 지정
반대쪽 모서리 점을 지정합니다.
선택한 영역 안의 객체만 검색/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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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 결과
실행이 완료되면 명령창에 결과 값이 표시됩니다.
F2 버튼을 눌러 그림처럼 캐드 문자 윈도우를 띄우면 삭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겹친 객체 삭제(DOE)
유령 객체 삭제(DEE)
18.17. 겹친 객체 삭제

DOE

겹친 객체 삭제

기능
 선 아래에 겹쳐 있는 다른 선 객체를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겹친 객체 삭제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삭제 → 겹친 객체 삭제
명령 : DOE (Delete Overlap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선 아래에 짧게 겹쳐있는 객체를 찾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겹쳐진 객체는 검토를 위해 삭제하지 않고 다른 레이어로 옮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것은 긴 선 밑에 짧은 선 같이 서로 겹친 상태입니다.
길이가 같은 여러 선이 겹친 것은 중복 객체 삭제 (DDE)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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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다른 객체 밑에 숨은 객체를 찾기위해 객체끼리 서로 여러 번 검색합니다.
따라서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검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너무 넓은 범위, 많은 객체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도면에 따라 검색 범위를 조금씩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삭제 제외 옵션
겹쳐 있더라도 체크한 특성이 다르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에 체크하면
객체 끼리 레이어가 같은 경우만 삭제하고 다르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2. 옵션
객체를 삭제할 옵션을 설정합니다.
잠긴 레이어의 객체도 검사
체크하면 잠긴 레이어의 객체도 검사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잠긴 레이어의 객체는 겹쳐 있어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레이어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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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 객체를 삭제하지 않고 지정 레이어로 옮깁니다.
아래의 레이어 설정 창이 활성됩니다.

현재 도면의 객체를 선택해 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만들기 :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그 레이어에 옮겨놓을 때 사용합니다.
겹침 판단 기준 소수 자리
소수 8 자리 같은 아주 미세한 소수 차이로인해 삭제되지 않는경우 소수 자릿수를 줄여
삭제합니다.
객체의 길이 및 좌표 등이 지정 소수 자리까지 같으면 겹쳐있는 객체로 판단하므로 원하는
값으로 조정합니다.
관련 명령
중복 객체 삭제(DDE)
유령 객체 삭제(DEE)
18.18. 유령 객체 삭제

DEE

유령 객체 삭제

기능
 내용이 없는 문자, 객체가 없는 블록, 객체가 없는 그룹을 삭제합니다.
 지정 길이 값 이하의 선, 폴리선을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령 객체 삭제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삭제 → 유령 객체 삭제
명령 : DEE (Delete Empty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에 유령 객체 및 불필요한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아래 그림의 항목들처럼 눈에는 안보이고 용량만 차지하는 객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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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절차
삭제하려는 객체에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체크 해제한 객체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문자 삭제
내용이 없는 문자는 화면 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면에 존재하는 문자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는 것, 내용이 모두 공백인 것을 삭제합니다.
비어있는 블록 객체 삭제
블록 안에 객체가 하나도 없는 블록입니다.
이런 블록이 있으면 Purge 해도 지워지지 않는 레이어, 지워지지 않는 블록이 생깁니다.
비어있는 그룹 객체 삭제
그룹으로 묶여있으나 객체가 하나도 없는 그룹입니다.
지정 길이 값 이하의 객체 삭제
지정한 길이 값 이하의 선, 폴리선, 호, 스플라인 등 길이를 갖는 객체를 검색, 삭제합니다.
아주 작은 선 객체를 삭제할 때 유용합니다.
참조되지 않은 이미지 분리
이미지 참조 목록에는 있지만 도면에 없고 그림처럼 '참조되지 않음' 상태인 이미지만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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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찾지 못함' 또는 '언로드됨' 상태는 이 프로그램에 분리하지 않습니다.

'찾지 못함' 또는 '언로드됨' 상태의 이미지도 분리하고 싶다면 아래 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참조 경로 변경 (CHRP) 명령의 '참조 분리'
도면 일괄 처리 (MDWG) 명령의 '도면에 포함된 참조 분리'
점(Point) 삭제
도면에 있는 점 객체를 모두 삭제합니다.
실행 후 Purge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 완료 후 Purge 합니다.

2. 실행 결과
프로그램 실행이 완료되면 명령창에 결과 값이 표시됩니다.
F2 버튼을 눌러 그림처럼 캐드 문자 윈도우를 띄우면 한 눈에 삭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전체 퍼지 (PP)
퍼지 옵션 (PPO)
중복 객체 삭제 (DDE)
겹친 객체 삭제 (DOE)
주석축척(Scale List) 삭제 (DAS)
프록시 객체 정리 (D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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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필터 삭제 (DLF)
18.19. 주석축척(SCALELIST) 삭제

DAS

주석축척(ScaleList) 삭제

기능
 도면의 불필요한 주석 축척을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주석축척(ScaleList) 삭제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삭제 → 주석축척(ScaleList) 삭제
명령 : DAS (Delete Annotation Scal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불필요한 주석 축척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주석 축척이 많으면 도면에서 복사 - 붙여넣기가 오래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거나 도면의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별다른 실행 절차 없이 명령어 입력하면 바로 삭제합니다.
삭제된 결과는 아래 그림처럼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관련 명령
전체 퍼지 (PP)
퍼지 옵션 (PPO)
중복 객체 삭제 (DDE)
겹친 객체 삭제 (DOE)
유령 객체 삭제 (DEE)
프록시 객체 정리 (DPRO)
레이어 필터 삭제 (DLF)
18.20. 프록시 객체 정리

DPRO
기능

프록시 객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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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록시 객체를 정리 후 삭제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프록시 객체 정리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삭제 → 프록시 객체 정리
명령 : DPRO (Delete PROxy entiti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프록시 객체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로 캐드 명령 중 AECTOACAD 명령은 프록시, AEC 객체를 제거한 도면으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AECTOACAD 명령은 다른 도면으로 저장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바로 처리합니다.
프록시(Proxy) 객체는 현재 도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편집할 수 없는 객체입니다.
캐드 제품 중 특화된 설계가 목적인 버티컬(Vertical) 제품이 있습니다.
(버티컬 제품 : Architecture, Civil 3D, Map 3D, Mechanical, Electrical, MEP, Plant 3D 등)
버티컬 제품에는 특화 기능 때문에 일반 캐드에서 지원(편집)되지 않는 고유 객체가 있고
이 객체가 포함된 도면은 일반 캐드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편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객체를 프록시(Proxy) 객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써드파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내는 사용자 객체, 다른 캐드에 있는 고유 객체도
프록시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 객체가 있으면 불필요한 도면 크기 증가 원인이 되고
WBLOCK 으로 내보낼 수 없거나 복사를 방해하는 원인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표시 가능한 프록시 객체는 편집 가능하도록 폭파를 시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록시 객체는 삭제를 시도합니다.

실행 절차
명령을 실행하면 도면에 프록시 객체가 있는지 검사 후 정리하고 삭제합니다.
폭파가 가능한 프록시 객체는 폭파해 도면에서 편집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관련 명령
전체 퍼지 (PP)
퍼지 옵션 (PPO)
중복 객체 삭제 (DDE)
겹친 객체 삭제 (DOE)
유령 객체 삭제 (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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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축척(Scale List) 삭제 (DAS)
레이어 필터 삭제 (DLF)
18.21. WMF 복사

CWMF

WMF 로 복사

기능
 선택한 객체를 WMF 로 복사해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습니다.
 TRIM 할 필요 없이 사각 영역, 미리 그려진 경계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WMF 로 복사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WMF 로 복사
명령 : CWMF (Copy to WMF)
상세 설명
WMF(윈도우 메타파일)는 벡터 포맷이므로 축소 확대해도 픽셀이 뭉개지지 않습니다.
캐드 도면을 그림 형태로 다른 프로그램에 내보내기 좋은 포맷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를 WMF 로 복사해 엑셀, 워드 등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 넣을 때
사용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기 위해 TRIM 할 필요 없이 사각 영역, 미리 그려진 경계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객체 색상과 관계 없이 모두 검은색, 그레이스케일(회색조)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처럼 해치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복사됩니다.

1. 실행 절차
WMF 복사할 객체 선택 또는 [사각 선택 복사(T)/경계 선택 복사(B)/설정 변경(S)]
이 명령 상태에서 S 입력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WMF 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면 클립보드에 WMF 로 복사됩니다.
복사 완료되면 명령창에 아래 그림처럼 표시됩니다.
복사 완료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CTRL+V 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일반 복사, 사각 선택 복사, 경계 선택 복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일반 복사

DreamPlus

선택한 객체 그대로 복사합니다.
도면에서 복사 후 엑셀에 붙여넣은 예입니다.
색상은 설정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모두 검은색입니다)

② 사각 선택 복사
도면 객체와 관계 없이 지정한 사각 영역 부분만 복사합니다.
첫번 째 구석점 ~ 대각선 다른 구석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도면에서 복사 후 엑셀에 붙여넣은 예입니다.

③ 경계 선택 복사
도면에 미리 그려진 폐합 객체를 선택해 복사합니다.
아래는 도면에 그려진 원을 선택해 복사 후 엑셀에 붙여넣은 예입니다.
경계까지 함께 복사할지 경계는 제외할지 여부는 설정에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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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색상
색상 변경 없음은 캐드 색상 그대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모두 검은색은 캐드 객체 색과 관계 없이 모두 검은색으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솔리드 해치가 많고 검은색 계열로 붙여넣을 때 유용합니다.
아래는 원본 도면 객체를 색상 변경 없음, 모두 검은색, 그레이스케일로 붙여넣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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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정
객체 외측에서 여유는 WMF 에서 외측으로 얼마나 빈 공간 여유를 둘지 여부입니다.
경계 포함은 사각 선택 복사와 경계 선택 복사할 때 각각의 경계를 WMF 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18.22. 화면 배경색 전환

BG

화면 배경색 전환

기능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캐드 배경색을 이전 배경색 ↔ 흰색으로 전환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화면 배경색 전환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화면 배경색 전환
명령 : BG (toggle BackGround color)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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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작업 중 화면 배경색을 검은색 ↔ 흰색으로 빠르게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절차
명령어를 입력할 때 마다 이전 배경색 ↔ 흰색으로 전환합니다
흰색을 배경으로 하면 검은색 배경에 잘 안보이던 어두운 색깔이 눈에 쉽게 들어오므로
제안서, 차트 작업 등에 편리합니다.
모형과 배치는 각각 별도로 배경색이 변경됩니다.
즉, 모형에서 실행해도 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흰색에서의 전환은 이전 사용하던 색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검은색이 아닌 회색을 사용 중인 경우
흰색으로 전환 후 다시 돌아왔을 때는 회색이 됩니다.
18.23. 모든 도면 닫기

CADR

모든 도면 닫기

기능
 저장 또는 저장 안 하고 열린 도면을 모두 닫습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모든 도면 닫기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모든 도면 닫기
명령 : CADR (Close All DRawing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저장 또는 닫을 때 사용합니다.
각 기능 옆에 표시된 CADR1 ~ CADR5 명령으로 프로그램 창 없이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DreamPlus

1. 기능
1) 저장 여부 확인 도면 닫기
개별 명령 : CADR1
열린 도면 중 수정된 도면은 저장 여부를 묻는 창이 표시됩니다.
수정되지 않은 도면은 그냥 닫습니다.
2) 모두 저장 안 하고 닫기
개별 명령 : CADR2
열린 도면 모두를 저장 안 하고 닫습니다.
3) 모두 저장하고 닫기
개별 명령 : CADR3
열린 도면 모두를 저장하고 닫습니다.
4) 모두 저장만
개별 명령 : CADR4
열린 도면 모두를 닫지 않고 저장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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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두 지정 폴더에 복사 저장
개별 명령 : CADR5
열린 도면 모두를 지정한 폴더에 복사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닫기에 체크하면 지정 폴더에 저장 후 도면들을 닫습니다.

2. 추가 설정
CADR3, CADR4, CADR5 기능 사용할 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저장 전에 체크한 동작을 실행하고 저장합니다.
18.24. 배치 목록 보기/편집

VLL

배치 목록 보기/편집

기능
 배치 목록창에서 선택한 배치 활성, 이름 변경, 순서 등 편집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배치 목록 보기/편집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배치 목록 보기/편집
명령 : VLL (View Layout List)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배치 목록창에서 선택한 배치 활성, 이름 변경, 순서 등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
배치 목록이 몇 개 안 되면 캐드에서 선택, 편집이 간단하지만
배치 목록이 많아 캐드 창을 넘어가면 원하는 배치 선택이 불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목록에서 원하는 배치를 간편하게 활성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용 방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처럼 현재 도면 배치 목록이 보여집니다.
팔레트 창이므로 캐드 창 구석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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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배치를 클릭하면 해당 배치가 활성됩니다.
② 배치 이름을 변경하려면 목록에 F2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로 변경합니다.
모형(Model)은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상단 메뉴 아이콘으로 배치 순서를 조정합니다.
모형(Model)은 순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조정했다면 마지막 아이콘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정렬 상태 도면에 적용'을

실행해야 반영됩니다.

2.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목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표시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후 도면에 반영하려면
메뉴의 '정렬 상태 도면에 적용'을 실행하거나
아이콘을 눌러야 반영됩니다.
다시 로드는 현재 도면 배치 목록을 다시 읽어 목록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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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아래 기능은 도면 Regen 이 필요하므로 Regen 에 시간이 소요되는 도면은 참고해 주세요.
- 선택한 배치 삭제
- 정렬 상태 도면에 적용
- 이름 변경
18.25. 객체 스냅 즐겨찾기

FSN

객체 스냅 즐겨찾기

기능
 미리 설정한 오스냅을 빠르게 전환하며 사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객체 스냅 즐겨찾기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객체 스냅 즐겨찾기
명령 : FSN (Favorite object SNa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현재 오스냅 설정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정한 오스냅 설정으로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오스냅 설정은 3 개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버튼마다 오스냅을 지정하고 저장해 나중에
필요할 때 버튼을 눌러 사용합니다.
즉, 1 번에는 중심점을 설정. 2 번에는 끝점, 중간점을 설정해놓고.. 이런식으로 지정 후
버튼으로 필요한 설정을 꺼내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현재 오스냅 설정은 무시되고 프로그램의 각 버튼에 설정된 오스냅으로
전환됩니다.
프로그램은 실행된 상태로 두어야 동작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원래 오스냅 설정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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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에 오스냅 설정 방법
① 저장할 번호 선택 : 설정 1, 2, 3 버튼 중에 저장할 번호를 선택합니다.
② 원하는 오스냅 선택 : 프로그램창에서 원하는 오스냅을 선택합니다.
③ 저장 버튼 선택 :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런식으로 버튼마다 원하는 스냅을 설정 후 도면 작성 중 필요한 스냅만 버튼을 눌러
전환하며 사용합니다.
창 크기 최소/최대화

버튼을 이용하면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창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18.26. 폴더, 도면 즐겨찾기

FFF

폴더, 도면 즐겨찾기

기능
 자주 여는 폴더 및 도면을 즐겨찾기로 등록해 사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폴더, 도면 즐겨찾기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폴더, 도면 즐겨찾기
명령 : FFF (Favorite Folders, Files)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자주 여는 폴더 및 도면을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폴더, 도면 경로를 등록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폴더, 도면을 열 수 있습니다.
폴더, 도면을 찾기위해 매번 내 컴퓨터나 탐색기 등 실행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팔레트로 만들어져 캐드 창 구석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eamPlus

1.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메뉴 아이콘과 [폴더, 도면] 두 개의 탭, 특성 창으로 구분됩니다.
1) 메뉴 아이콘
메뉴 아이콘은 아래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기 등에서 파일을 끌어오거나 마우스로 아이템을 위/아래 옮기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을 추가합니다.
선택한 그룹에 새 즐겨찾기를 추가합니다.
아이템을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아이템을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아이템을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프로그램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2) 탭
[폴더, 도면] 두 개의 탭이 있으며 최초 실행하면 아래 같이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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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추가
아이템 추가는 아래 같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탐색기에서 끌어다 놓기
탐색기, 내 컴퓨터 등에서 폴더/파일을 끌어다 원하는 그룹에 놓으면

아래 그림처럼 추가가됩니다.

② 그룹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원하는 그룹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 메뉴에서 '즐겨찾기 추가'를
실행합니다.

폴더를 추가할 경우는 '폴더 찾아보기'
도면을 추가할 경우는 '도면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도면을 추가할 경우는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그룹 선택 후 메뉴 아이콘 실행
프로그램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 추가하면 됩니다.

아이템 삭제/이름 변경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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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축키
이름 변경 : 아이템을 선택 후 단축키 F2 또는 CTRL+R 을 눌러도 됩니다.
삭제 : 아이템 선택 후 DEL 키
② 팝업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 메뉴에서 실행합니다.

아이템 열기
즐겨찾기에 등록된 폴더를 열면 탐색기로 폴더가 열립니다.
즐겨찾기에 등록된 도면를 열면 캐드로 파일이 열립니다.
여는 것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아이템 더블 클릭
② 아이템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 팝업 메뉴 - 열기
아이템 이동
아이템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같은 그룹 내 위/아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아이템을 마우스로 끌어서 이동
② 아이템 선택 후 메뉴 상단에 이동 버튼
③ 아이템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잘라내기 - 다른 그룹 선택 후 - 붙여넣기

2. 데이터 경로
데이터는 %AppData%\DreamPlus 경로에 다음 두 개의 xml 파일로 저장됩니다.
① 폴더 데이터 저장 : FolderXML.xml
② 도면 데이터 저장 : DwgXML.xml
필요한 경우 이 두 파일을 백업하면 됩니다.
위 경로를 복사 후 탐색기에 주소 표시줄에 붙여넣고 이동하면 됩니다.
두 개의 xml 파일을 삭제하면 저장된 경로들이 모두 삭제됩니다.
모두 삭제된 경우 캐드 종료, 다시 실행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새 빈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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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 창
프로그램의 맨 아래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특성 창이 있습니다.
특성 창에는 아이템 이름과 폴더/도면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특성 창에서 아이템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성 창에서 아이템 경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에 조그만 버튼을 눌러 폴더나 파일의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8.27. DREAM 특수문자

DSC

Dream 특수문자

기능
 특수 문자 기호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Dream 특수문자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Dream 특수문자
명령 : DSC (Dream Special Charact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특수문자 기호를 사용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즐겨찾기 기능이 있어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를 빨리 꺼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AD 실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독립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DreamPlus 폴더 안에 DreamChar.exe 파일을 직접 실행하거나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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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방법
상단 탭에서 종류를 고르고 원하는 특수문자를 더블 클릭하면됩니다.
더블 클릭할 때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복사되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Ctrl+V 로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2. 즐겨 찾기
14 개의 즐겨 찾기 목록이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는 특수 문자는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즐겨 찾기에 추가
특수 문자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르면 하단 즐겨 찾기에
추가됩니다.

즐겨 찾기에서 제거
즐겨 찾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누릅니다.

3. 선택 문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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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를 더블 클릭할 때마다 선택 문자 칸에는 아래 그림처럼 선택한 특수문자들이 계속
추가됩니다.

이 선택 문자 칸에 있는 문자 내용 전체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특수문자 하나만 복사하려면 필요한 특수문자를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선택 문자 옆의 X 아이콘은 선택 문자 내용을 모두 지울때 사용합니다.

4. 캐드에 문자 쓰기
지정 글꼴로 새로 쓰거나 기존 문자 앞, 뒤에 지정 특수 문자를 추가합니다.
글꼴은 현재 시스템의 트루 타입 글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옵션
CAD 없이 실행하는 단독 프로그램(DreamChar.exe)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특수문자 확대창 사용
오른쪽 하단의 특수문자를 확대해주는 창의 표시 여부입니다.
특수문자 더블 클릭 클립보드에 복사
체크하면 더블 클릭한 특수문자가 클립보드에 복사되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Ctrl+V 로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캐드에 문자 쓰기 기능 사용
체크하면 캐드에 특수문자를 쓸 수 있는 기능이 활성됩니다.
아래 도움말 옆의 CAD 를 체크하면 문자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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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캐드 실행 중일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드 문제로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항상 최상위로 실행
체크하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항상 위에 있게됩니다.
18.28. 캐드 파일 클리너

CFC

캐드 파일 클리너

기능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캐드 파일 클리너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캐드 파일 클리너
명령 : CFC (CAD File Clener)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캐드에서 생성되는 불필요한 파일 및 기타 필요 없는 파일들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폴더에 있는 아래 종류의 파일들을 일괄 한번에 삭제합니다.
- 백업 파일 (*.bak)
- 기록 파일 (*.log)
- 에러 파일 (*.err)
- 캐드 사용 중 생성되는 임시 파일 (*.tmp, *.sc$, *.dwl, *.dwl2)
- 자동 저장 파일 (*.sv$)
- 플롯 파일 (*.plt)
- 사용자가 검색, 삭제하고 싶은 확장자
- 사용자가 검색, 삭제하고 싶은 특정 파일 이름
캐드 실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캐드 실행 없이 사용하려면
DreamPlus 폴더 안에 CADCleaner.exe 파일을 직접 실행하거나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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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텍스트 메뉴 사용
[옵션 및 정보]에서 등록하면 탐색기나 내 컴퓨터에서 원하는 폴더를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사용할 때 참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면 윈도우 권한 문제로 폴더 찾기에서 보이지 않거나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옵션 및 정보]에서 '네트워크 폴더 접근 허용'을 실행하고 다시 부팅하면 계속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검색 위치 설정
[폴더 찾기] 버튼을 눌러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하위 폴더 포함 검색
체크하면 지정한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폴더들도 모두 검색합니다.
체크하고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AD 자동 저장 파일 위치 검색
체크하면 캐드 옵션에 설정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검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는 임시 파일들이 위치하는 윈도우의 Temp 폴더입니다.
CAD 임시 도면 파일 위치 검색
체크하면 캐드 옵션에 설정된 임시 도면 파일 위치를 검색합니다.
임시 도면은 캐드가 도면 작업 중 임시로 만드는 도면 파일입니다.
보통 캐드 종료 시 자동으로 지워지나 비정상 종료되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는 임시 파일들이 위치하는 윈도우의 Temp 폴더입니다.
CAD 로그 파일 위치 검색
체크하면 캐드 옵션에 설정된 로그 파일 위치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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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그 파일은 문자 윈도우의 내용이 기록되는 로그 파일입니다.
보통 캐드 기본값은 이 파일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는 아래 폴더입니다.
오토캐드 : %USERPROFILE%\AppData\Local\Autodesk\
브릭스캐드 : %USERPROFILE%\AppData\Local\Bricsys\BricsCAD\
검색 위치로 루트 드라이브를 설정했을 때/p>
C:\, D:\, E:\ ... 같은 루트 드라이브 전체를 검색 위치로 설정하면 그림처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폴더가 수 천개씩 굉장히 많을 경우 검색 시간이 소요 된다는 안내 메시지이므로
검색을 원할 경우 [예]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루트 드라이브 전체 검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검색 위치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설정했을 때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검색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네트워크 루트 전체보다 작은 폴더 단위로 검색해 주세요.

2. 빠르게 검색 위치 설정
위에서 설명된 [폴더 찾기] 버튼으로 위치를 찾아가는 것보다 컨텍스트 메뉴에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컨텍스트 메뉴 등록은 [옵션 및 정보]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컨텍스트 메뉴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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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 등록된 경우 그림처럼 탐색기나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정리할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캐드 파일 클리너를 실행합니다.
(윈도우 11 기본 컨텍스트 메뉴에서는 맨 아래 '더 많은 옵션 표시'를 눌러야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선택한 경로가 아래 그림처럼 경로창에 입력됩니다.

컨텍스트 메뉴에 등록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종료 후 캐드 파일 클리너 실행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3. 검색 파일 확장자 선택
파일을 삭제할 확장자에 체크합니다.
프로그램 상단의 '검색 파일' 메뉴를 사용하면 기본값으로 지정된 모든 확장자를 모두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확장자 모두 선택'을 실행해도 plt 및 사용자 관련 항목은 삭제하면 안될 수도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plt 및 사용자 관련 항목은 체크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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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확장자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는 않지만 삭제하고 싶은 확장자를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는 확장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 ab1,ab2,ab3,ab4)
사용자 지정 파일
확장자가 아닌 특정 파일을 검색해서 삭제할 경우 사용합니다.
특정 파일 이름을 , 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도면 폴더 내에 acad.lsp, acaddoc.lsp 같은 불필요한 리습 등을 삭제할 경우 사용하면됩니다
(예: acad.lsp,acaddoc.lsp,acadapp.lsp,acadapq.lsp,acad.fas,acad.vlx)

4. 파일 검색 및 결과
파일 검색
[검색] 버튼을 눌러 위에서 지정한 검색 위치의 확장자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검색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프로그램 오른쪽 목록 창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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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이름, 종류, 경로, 크기로 표시된 제목을 클릭하면 순서대로 정렬해서 목록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열 제목 중 크기 부분을 클릭하면 파일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정렬되서
보여줍니다.
다시 크기 부분을 클릭하면 반대로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정렬되서 보여줍니다.
목록에 보여준 파일 목록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파일의 위치를 탐색기로 열어줍니다.

5. 검색된 파일의 처리

목록에서 삭제하고 싶지 않는 파일을 제외시킬 경우 사용합니다.
제외할 때 목록의 정렬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된 목록 중 특정 확장자만 삭제하고 싶지 않다면 열 제목 중 종류를 눌러
종류별로 정렬 후 선택, 제외하면 됩니다.
목록 선택은 Ctrl 또는 Shift 를 누른채 마우스로 선택해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한 경우 선택한 것을 모두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파일만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할 때 목록의 정렬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된 목록 중 특정 확장자만 삭제하고 싶다면 열 제목 중 종류를 눌러 종류별로
정렬 후 선택하면 됩니다.
목록 선택은 Ctrl 또는 Shift 를 누른채 마우스로 선택해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검색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또는 목록을 선택 후 목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위 버튼의 동작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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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때 동작
[선택 파일 삭제] 또는 [모든 파일 삭제] 버튼으로 삭제할 때 그림처럼 확인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예] 버튼을 누르면 삭제를 시작합니다.
삭제 완료 후 아래같은 창이 표시된다면 목록의 파일 중 프로그램에서 열려있거나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 중인 임시 파일이므로 삭제하지 못했다는 안내 창입니다.
삭제해야하는 파일이라면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 또는 다시 부팅 후 시도하면 됩니다.

18.29. 한글 명령 자동 영문 변환

HCMD

한글 명령 자동 영문 변환

기능
 알 수 없는 한글 명령을 자동 영문 명령으로 변환 실행시켜줍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한글 명령 자동 영문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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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한글 명령 자동 영문 변환
명령 : HCMD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알 수 없는 한글 명령을 영문 명령으로 자동 변환 실행시켜줍니다.
항상 변환은 아니고 아래 조건에서 동작합니다.
- 한글 명령을 입력해 알 수 없는 명령으로 인식될 때 → 영문 명령으로 변환 실행 후 입력
상태를 영문으로 전환해줍니다.
- 문자 편집 등 한글을 입력하고 명령 종료 후 한글 입력 상태일 때 → 영문으로 전환해줍니다.
예를 들어 COPY 단축 명령 CO 를 한글 '채'로 입력하면 알 수 없는 명령이 되는데
이 때 한글 '채'로 입력된 명령을 CO 로 다시 실행 시킨 후 현재 입력 상태를 영문으로
전환합니다.
참고 사항
PGP 한글 단축 명령 만들기(MHPGP) 기능으로 한글 단축 명령을 사용한다면
한글 단축 명령은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HPGP → 모두 한글 명령 제거)
한글 단축 명령은 이 프로그램이 자동 영문 전환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실행 절차
① 알 수 없는 한글 명령을 자동 영문 명령으로 변환하시겠습니까? [Y/N]
Y 입력하면 자동 변환을 시작합니다.
최초 한 번만 설정하면 다시 실행할 필요없이 캐드 실행할 때마다 자동 실행, 변환합니다.
N 입력하면 자동 변환을 중지합니다.
18.30. PGP 한글 단축 명령 만들기

MHPGP

PGP 한글 단축 명령 만들기

기능
 PGP 영문 단축 명령을 한글 단축 명령으로 변환해 추가합니다.
아이콘 및 메뉴
메뉴 : DreamPlus → 유틸리티 → PGP 한글 단축 명령 만들기
명령 : MHPGP (Make Hangul PGP)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PGP 파일에 영문 단축 명령을 한글 단축 명령으로 변환해 추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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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MOVE 기본 단축 명령이 M 입니다.
M 을 입력해야하는데 M 에 해당하는 한글 ㅡ가 입력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PGP 에 M 에 해당하는 한글 ㅡ를 추가해 ㅡ가 입력되도 동작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항
아래 두 가지 주의 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캐드 단축 명령 파일인 PGP 에 대해 아는 분만 사용해 주세요.
1) 동적 프롬프트를 사용 중이면
동적 프롬프트는 십자선 옆에 명령 입력이 보이고 입력 가능한 것입니다.
동적 프롬프트는 DSETTINGS 명령 입력 후 아래 창의 노란색 부분에서 설정합니다.
또는 DYNPROMPT 명령 입력 후 값을 0 으로 하면 꺼지고 1 로 하면 켜집니다.

캐드 버전에 따라 동적 프롬프트가 켜 있으면 한글 입력을 제한하거나 잘못 입력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캐드 버전에서는 동적 프롬프트를 꺼야 한글 입력이 잘됩니다.
캐드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동적 프롬프트를 사용해야한다면 이 프로그램 사용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2) iDwgTab 의 한, 영 변환 기능을 사용할 경우
iDwgTab 을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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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 창이 표시됩니다.

현재 캐드 기본 PGP
현재 캐드의 기본 PGP 를 변경합니다.
다른 위치의 PGP
특정 프로그램은 캐드 기본 PGP 대신 자신의 PGP 를 사용하게 설정합니다.
이 경우는 특정 프로그램의 PGP 를 변경해야 수정된 단축 명령이 동작합니다.
[찾기] 버튼을 눌러 그 PGP 를 지정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읽어들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한글 명령 추가, 제거 버튼을 이용해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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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명령이 추가되면 아래 그림처럼 영문 밑에 한글로된 단축 명령이 추가되고 캐드에서
바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참고 : 기본 PGP 파일 위치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찾습니다.
1. 캐드 명령창에 ROAMABLEROOTPREFIX 명령을 입력하면 표시되는 경로의 support 폴더에
있습니다.
2. 캐드 [도구] 메뉴 - 맨 아래 두번째 사용자화 -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acad.pgp)
브릭스캐드 [도구] 메뉴 - 맨 아래 사용자화 - 명령 단축키
※ 오토캐드 도구 메뉴가 안보이면? - 명령창에 MENUBAR 입력 후 값을 1 로 합니다
3. 탐색기 주소 표시줄에 %APPDATA% 입력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하위 경로를 찾아갑니다.
오토캐드 : Autodesk\AutoCAD 버전\R 버전숫자\kor\Support
브릭스캐드 : Bricsys\BricsCAD\V 버전숫자\ko_KR\Support
19. 설정 초기화, 백업

DREAMDEFAULT

설정 초기화, 백업

기능
 DreamPlus 설정을 초기화 또는 백업합니다.
메뉴
메뉴 : DreamPlus → DreamPlus 설정 초기화, 백업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DreamPlus 설정 초기화,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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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DreamPlus 설정을 초기화 또는 백업할 때 사용합니다.

1. 설정 초기화
드림플러스 프로그램들 설정은 다음 실행을 위해 종료 전에 실행한 상태를 저장합니다.
비정상 종료로 인한 설정 꼬임, 잘못된 설정 사용 때문에 다음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설정
초기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 설정 초기화
드림플러스의 모든 프로그램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지정 명령만 설정 초기화
드림플러스의 특정 프로그램 설정만 초기화합니다.
명령어 입력 창에 초기화하려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입력하고 [설정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명령어는 사용자가 수정한 명령이 아닌 드림플러스의 원래 단축 명령을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변경해 원래 단축 명령을 알 수 없다면 도움말을 실행해 원래 단축 명령을 보면
됩니다.

2. 설정 백업 및 복원
드림플러스 프로그램들 설정은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저장됩니다.
윈도우 재 설치, 다른 PC 로 설정 복사 등 백업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은 윈도우 레지스트리 내보내기 파일인 reg 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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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명령 설정 백업
드림플러스의 모든 프로그램 설정을 백업합니다.
지정 명령만 설정 백업
드림플러스의 특정 프로그램 설정만 백업합니다.
명령어 입력 창에 백업하려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입력하고 [설정 백업] 버튼을 누릅니다.
명령어는 사용자가 수정한 명령이 아닌 드림플러스의 원래 단축 명령을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변경해 원래 단축 명령을 알 수 없다면 도움말을 실행해 원래 단축 명령을 보면
됩니다.
설정 복원
① reg 파일을 더블 클릭해 실행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나온다면 [예] 버튼을 누릅니다.

② 추가 안내 창에서 [예]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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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령어 변경

EDITCMD

명령어 변경

기능
 DreamPlus 명령어를 변경합니다.
메뉴
메뉴 : DreamPlus → DreamPlus 명령어 변경
리본 : DreamPlus → 유틸리티 → 유틸 → DreamPlus 명령어 변경
상세 설명
이 프로그램은 DreamPlus 명령어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PGP 파일을 직접 편집하지 않고 편리하게 검색/수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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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Plus 명령어의 구성
DreamPlus 명령어는 원본 전체 명령과 단축 명령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다중 플롯, 원본 전체 명령은 DREAM_MPL 이고
단축 명령은 앞에 DREAM_ 글자가 빠진 MPL 입니다.
단축 명령은 캐드의 단축 명령이 기록된 PGP 파일에 저장됩니다.
오토캐드 : acad.pgp
브릭스캐드 : default.pgp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PGP 에 등록된 명령(단축 명령)과 원본 전체 명령이 표시됩니다.
명령어는 단축 명령으로 실행되며 명령어를 변경하고 싶으면 단축 명령을 변경합니다.
최종 변경된 단축 명령은 캐드 PGP 파일에 저장됩니다.

명령어 검색
검색 창에 명령어 입력 후 엔터 또는 검색 아이콘을 눌러 검색합니다.

명령어 수정
명령어를 클릭 또는 선택 항목에 F2 누르면 명령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수정 후 엔터키를 입력하거나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수정된 명령이 적용됩니다.

캐드에 변경한 명령 적용
아래 1. 수정된 명령어 자동 등록 또는 2. 수동 등록대로 적용합니다.

1. 수정된 명령어 자동 등록
아래 절차대로 실행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실행해도 명령이 반영 안 되면 2. 수동 등록대로 합니다.
① 명령어 수정 완료되면 [변경된 명령어 PGP 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종료하면 수정 명령이 PGP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명령어 수정 후 캐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실행하지 않으려면 명령창에 REINIT 명령을 입력, 실행합니다.
※ REINIT 명령은 캐드를 다시 실행하지 않아도 수정된 PGP 단축 명령을 바로 반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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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IT 명령 창이 실행되면 맨 아래 'PGP 파일' 체크하고 확인 누릅니다

2. 수정된 명령어 수동 등록
수정된 명령어를 직접 PGP 파일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PGP 를 수정 못할 때 또는 캐드가 다른 PGP 를 사용할 때 이 방법으로 합니다.
수동 등록 절차
① 수정 완료 후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은 텍스트(*.TX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② 저장한 파일을 열어 내용을 전체 복사 후 PGP 파일을 열고 맨 아래에 복사한 것을
붙여넣습니다.
※ PGP 를 열었더니 아래 같은 항목이 있다면 기존 등록된 것은 삭제하고 붙여넣습니다.

삭제할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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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Plus Commands : 이 주석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 ; End of DreamPlus : 이 주석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까지입니다.
참고 : 기본 PGP 파일 위치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찾습니다.
- 캐드 명령창에 ROAMABLEROOTPREFIX 명령을 입력하면 표시되는 경로의 support 폴더에
있습니다.
- 오토캐드 [도구] 메뉴 - 맨 아래 두번째 사용자화 -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acad.pgp)
※ 오토캐드 도구 메뉴가 안보이면? - 명령창에 MENUBAR 입력 후 값을 1 로 합니다
- 탐색기 주소 표시줄에 %APPDATA% 입력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하위 경로를 찾아갑니다.
오토캐드 : Autodesk\AutoCAD 버전\R 버전숫자\kor\Support
브릭스캐드 : Bricsys\BricsCAD\V 버전숫자\ko_KR\Support
참고로 오토캐드에서 R 다음 숫자는 캐드 내부 버전입니다.
AutoCAD 2010 = R18.0
AutoCAD 2011 = R18.1
AutoCAD 2012 = R18.2
AutoCAD 2013 = R19.0
AutoCAD 2014 = R19.1
AutoCAD 2015 = R20.0
AutoCAD 2016 = R20.1
AutoCAD 2017 = R21.0
AutoCAD 2018 = R22.0
AutoCAD 2019 = R23.0
AutoCAD 2020 = R23.1
AutoCAD 2021 = R24.0
AutoCAD 2022 = R24.1
AutoCAD 2023 = R24.2
③ 캐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캐드가 실행 중이면 명령창에 REINIT 명령을 입력, 실행합니다.
※ REINIT 명령은 캐드를 다시 실행하지 않아도 수정된 PGP 단축 명령을 바로 반영해줍니다.
REINIT 명령 창이 실행되면 맨 아래 'PGP 파일' 체크하고 확인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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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파일로 저장
수정된 명령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위 수동 등록 부분에 사용해도 되고 목록을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재 설치 후 다시 불러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파일 불러오기
저장된 명령 텍스트 파일을 이 프로그램으로 불러옵니다.
기본값 불러오기
DreamPlus 의 모든 명령을 원래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