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ExceRebar Plus 설치
01. 프로그램 지원 사항
현재 ExceRebar Plus에선 다음과 같은 AutoCAD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LT버전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WINDOW의 경우에는 WINDOW XP, 7,8,10 (32bit, 64bit)를 지원합니다.
● CAD 2010 ------( ⅴ )
● CAD 2014 ------( ⅴ )
● CAD 2011 ------( ⅴ )
● CAD 2015 ------( ⅴ )
● CAD 2012 ------( ⅴ )
● CAD 2016 ------( ⅴ )
● CAD 2013 ------( ⅴ )
● CAD 2017 ------( ⅴ )

02. 프로그램 설치 방법
1. 신규설치
www.excerebar.com에서 download 버튼을 클릭하여 Install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AVER에서 '엑스리바' 검색)



Install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언어를 선택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성요소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ExceRebar와 ExceConn의 합본 설치입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ExceRebarLauncher.exe가 실행 됩니다.)



캐드를 실행 하고 'ExceRebar 메뉴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

2. 재설치
Install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제거 여부를 묻는 창이 생성되고, '아니요'를 클
릭하면 재설치 창이 생성됩니다. 이하 단계는 설치단계와 동일합니다.

03. 프로그램 제거 방법
1. 프로그램 제거
제어판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ExceRebar 2017'을 더
블클릭합니다.



인스톨 파일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 : C: 드라이브 인스톨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제거합니다.

04. 프로그램 업데이트
1. 프로그램 업데이트 (Online Version Only)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인터넷 연결 필수)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간략한 업데이트 내역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업데이트 내역 및 동영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재는 업데이트 내역이 표시되지 않고 있으나, 곧 표시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진행 후에는 Released 날짜가 변경됩니다.

2. 프로그램 업데이트 (Offline Version)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진행합니다. 시스템 Tab에 'Update -> 업데이트 파일 선
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업데이트와 같습니다.

05. 프로그램 원격지원
1. 프로그램 원격지원 ( 홈페이지 이용방법 )
www.excerebar.com에서 원격제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 NAVER에서 '엑스리바'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대기중인 상담원(숫자)을 클릭하여 상담사를 연결합니다.

1. 프로그램 원격지원 ( 캐드 상의 리본 메뉴 활용 )
캐드 상의 리본 메뉴를 클릭하여 원격지원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원격제어 HELP"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생성되며 "예"를 클릭하여 원격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다음의 단계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방법과 동일합니다.

Chapter 02. 프로그램의 Layout
01. 프로그램 Layout
ExceRebar Plus는 그림과 같은 Layout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Tab
 PROJECT MANAGER
: PROJECT NAME 우측의 요술봉 아이콘을 클릭,
프로젝트를 생성, 관리합니다. (현장 단위)
 SUBJECT MANGER
: SUBEJECT NAME 우측의 요술봉 아이콘을 클릭, 서브
젝트를 생성, 관리 합니다.(동 단위)
 설정 Tab
: 기본설정, 시스템 옵션, 부재일람표DB, 일람표 스캔으로
구성되며 Shop Drawing시 전반적인 세팅 값을 입력합니다.
 부재 Tab
- 기둥 : 기둥부재, 기둥 철근 배근, 기둥 배근도로 구성되며
기둥 부재의 Shop Drawing 작도 시 사용합니다.
- 보 : 보 부재, 보 철근 배근, 보 배근도로 구성되며 보
부재의 Shop Drawing 작도 시 사용합니다.
- 벽체 : 메뉴, 벽체 배근으로 구성되며 벽체 부재의 Shop
Drawing 작도 시 사용합니다.
- 기초/슬라브 : 메뉴, 기초 슬라브로 구성되며 기초/
슬라브부재의 Shop Drawing 작도 시 사용합니다.
 일반 Tab
: 영역배근, 개수배근, MAT/슬라브로 구성되며 기초,
슬라브 및 벽체의 Shop Drawing 작도 시 사용합니다.
 태그 Tab
: 잡철근, 태그, 철근 집계표로 구성되며 잡철근의
작도, 태그의 변경, 집계표 작성 등의 기능을 합니다.
 기타 Tab
: 기타로 구성되며 점 개수 계산, 도면 틀 형성, 부분영역 복
사 등의 기능 을 합니다.
 단축 아이콘
: 왼쪽부터 철근태그 작성, 철근태그 속성 철근집계표
작성, 일반 철근 배근 순서로 구성됩니다.
 층 설정
: 기본 설정의 층고 설정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2. 시스템 Tab



About Program :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Update Patch :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을 정식 등록합니다.
(System Code 인증)



Language : 언어를 변경합니다 (한글판 ↔ 영문판)



업데이트 실행 : 새로운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파일선택 : 컴퓨터 상의 Zip 파일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합니다. (offline 모드 사용 가능)



업데이트 모드설정 : Internal, External 이 선택 가능하고 Internal의 경우 캐드가 켜진 상태로 업데
이트 하며, External의 경우는 캐드가 꺼진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Chapter 03. 프로그램의 구성 및 기본설정
01. 프로그램 구성- PROJECT & SUBJECT
1. PROJECT

Click!



추가(A) : PROJECT를 추가합니다.



삭제(D) : PROJECT를 삭제합니다.




변경(E) : PROJECT의 Name, Code, Note 등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복사 추가(C) : 기존 PROJECT의 정보를 복사하여 추가합니다.



Set Current : 현재 도면에 적용할 PROJECT를 선택합니다.




Export to Zip : PROJECT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to Zip : PROJECT를 가져옵니다 (불러오기)



Import from current DWG : 현재 열려진 상태의 도면에서 PROJECT 정보를 불러옵니다.

2. SUBJECT

Click!



추가(A) : SUBJECT를 추가합니다.



삭제(D) : SUBJECT를 삭제합니다.



변경(E) : SUBJECT의 Name, Note 등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복사 추가(C) : 기존 SUBJECT의 정보를 복사하여 추가합니다.



Set Current : 현재 도면에 적용할 SUJECT를 선택합니다.
(Subject의 default 값으로 생기는 "MAIN"은 삭제 불가능합니다.)

▼ DB 의 활용

Click!

* DB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창이 생성되고 'Subject Name, Note, DB index' 값을 변경 가능합니다.

* DB index의 Default 값은 '0'이며, 값을 변경하면, 각 부재 일람표DB 값들이 초기화됩니다.
(Ex. 101동, 102동에 같은 G1 보가 존재할 경우, DB index를 변경하고 부재 일람을 알맞게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02. 프로그램 설정- 기본설정
1. 층고 설정

Click!



추가(A) : 층고를 추가합니다.



삭제(D) : 층고를 삭제합니다.




변경(E) : 층고의 층 구분, 층고, 슬라브 높이 등을 변경합니다.
Copy From.. : 다른 동의 층고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Export : 층고 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층고 설정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 층고, 슬라브, 보 높이
∇ 2F SL
보높이

층고

∇ 1F SL
슬라브높이

2. Fck 설정
- 층, 구조물(MAT,WALL, COLUMN, SLAB,GIRDER)별 Fck를 설정합니다.

Click!



추가(A) : Fck를 추가합니다.



삭제(D) : Fck를 삭제합니다.



변경(E) : Fck의 층, 구조물 구분, Fck 값 등을 변경합니다.



Copy From.. : 다른 동의 Fck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Export : Fck 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Fck 설정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3. 철근 강종 설정
- 철근 규격 별 강종, 단위중량, 구조물 Type을 설정합니다.

Click!



추가(A) : 철근 강종과 규격을 추가합니다.




삭제(D) : 철근 강종과 규격을 삭제합니다.
변경(E) : 철근 강종과 규격을 변경합니다.



Copy From.. : 다른 동의 철근 강종과 규격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Export : 철근 강종과 규격 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철근 강종과 규격 설정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SD600 표시 : 'TD', 'UHD' 두 가지로 표시 가능합니다.

▼ 추가 버튼 클릭 시 활성창

- 강종의 종류 : SD300, SD400, SD500, SD600
- 규격과 단위중량(Default 값)의 종류 : D10(0.56kg/m), D13(0.995kg/m), D16(1.56kg/m)
D19(2.25kg/m), D22(3.04kg/m), D25(3.98kg/m)
D29(5.04kg/m), D32(6.23kg/m),D35(7.51kg/m)
D38(8.95kg/m), D41(10.50kg/m),,D51(15.90kg/m),

4. 이음, 정착길이 설정
- 부재, Fck를 선택하여 정착길이, 이음길이 설정이 가능하며, 수평부재(기초, 보, 슬라브)
의 경우에는 상부이음, 일반이음, 상부정착, 일반정착으로 나뉘어 있으며, 수직부재(벽체, 기
둥)의 경우에는 정착길이, 이음길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수평부재 >

Click!

< 수직부재 >

* 각 부재를 선택 -> Fck를 선택 -> 각 칸의 값을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초기화(i) : 선택한 Tab의 정착길이, 이음길이를 초기화 합니다.



초기화(All) : 전체 Tab의 정착길이, 이음길이를 초기화 합니다.



Copy From.. : 다른 동의 정착길이, 이음길이를 복사해 가져옵니다.



Export : 정착길이, 이음길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정착길이, 이음길이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03. 프로그램 설정- 시스템 옵션
1. 표준 갈고리 설정

Click!

* 입력방법은 각 칸의 숫자 값을 입력하여 변경합니다.


초기화(i) : 표준 갈고리 설정을 초기화 합니다.



Export : 표준 갈고리 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표준 갈고리 설정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 표준 갈고리의 Default 값
- Default 값은 아래 표 A or G 셀에 입력된 값과 동일하며, 현장에 따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표준 형상 설정
- 기둥 표준형상과 보 표준형상으로 나누어지며, 기둥에서는 후프와 전단근의 형상을 설
정하며, 보에서는 스터럽과 캡바, 보조 스터럽의 형상을 설정합니다.

<보 표준형상>

Click!
<기둥 표준형상>



초기화(i) : 기둥,보의 표준형상 설정을 초기화 합니다.



Export : 기둥,보의 표준형상 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기둥,보의 표준형상 설정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 표준 형상의 종류
- 아래와 같은 형상의 종류가 있으며, 더블클릭 후 변경 가능합니다.
(1) 보

<스터럽>

<캡바 및 보조대근>

<2단 스터럽>

(2) 기둥

<후프>

<원형후프>

<보조대근>

* 표준형상 변경, 일람표 DB에서 후프, 스터럽을 클릭해서 초기화합니다.

<클릭 시 생성되는 창>

3. 색상/레이어
- ExceRebar Plus를 통해 만들어지는 배근 객체의 레이어 명과 색상을 설정합니다.

Click!



초기화(i) : 색상/레이어 설정을 초기화 합니다.



Export : 색상/레이어 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색상/레이어 설정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 레이어 명과 색상은 더블클릭 후 변경 가능합니다.

4. 자동생성 옵션
- 기둥, 보 부재의 자동 생성을 위한 스캔 옵션, 인식 옵션(크기, 색상 등)을 변경, 설정
합니다.

<보 자동생성 옵션>

Click!
<기둥 자동생성 옵션>



초기화(i) : 기둥,보의 자동생성 옵션 설정을 초기화 합니다.

(1) 스캔 옵션



같은 점으로 인식하는 한계 값 (d)
: 입력 값만큼 떨어져 있어라도 한 직선으로 인식
같은 각으로 인식하는 한계 값 (a)
: 입력한 값만큼 꺾여 있더라도 한 직선으로 인식

(2) 기둥 인식 옵션


기둥 부재명 문자 : 기둥으로 인식하는 문자를 설정



(Default 값 : C)
기둥 인식범위 (a) : 기둥과 문자간의 간격



기둥 최소 크기 (Min), 기둥 최대 크기 (Max)




기둥 최대 장변 비율
부재 인식 색상 : 기둥이라고 인식하는 색상 값 설정

(2) 보 인식 옵션


큰보, 작은보 부재명 문자 : 보로 인식하는 문자를 설정



(Default 값 : G,B)
보 인식범위 (a) : 보와 문자간의 간격



보 최소 폭 (Min), 보 최대 폭 (Max)



부재 인식 색상 : 기둥이라고 인식하는 색상 값 설정

* 자동생성 옵션에서 설정한 문자, 색상과 도면의 부재를 나타내는
문자 색상이 상이할 경우, 콘크리트 부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5. 배근 객체 옵션
- 각 부재 별 철근 주문길이, 피복두께 , 목앙카 여부 등 배근 생성의 여러 옵션을 설정
가능합니다.

Click!

(1) 기둥



커플러 : 이격 높이와 시공 높이를 설정합니다.
이격높이 : 엇이음(반수 이음)의 경우 이격되는 높이 설정
시공높이 : 슬라브 바닥에서 시공되어지는 높이 설정



지붕층 결속 방법 : 지붕층에 도달한 기둥 철근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 일반정착 >

< 유바정착 >

< 단부정착 >




교차부 늑근 타입 : 교차부의 늑근 타입(후프, 유바)을 설정합니다.
Dowel 후크 길이 : 다월바의 발 길이를 설정합니다.



Dowel 기초 : 기초 높이, 기초 늑근의 간격 및 개수를 설정합니다.




Dowel 지지근 : 지지근의 개수, 길이, 사용직경을 설정합니다.
보조 대근의 추가길이 : 보조 대근의 추가길이를 설정합니다.



상단 이격거리(t) : 최상층 기둥 피복 두께를 설정합니다.

(2) 보



단부 이격 : 직선정착, 갈고리 정착, 이격 거리를 설정합니다.

< hook 이격 >

< 직선정착 >

< hook 정착 >




목앙카 옵션 : 상부근, 하부근의 목앙카 처리 여부 설정 및 목앙카 길이를 설정합니다.
스터럽 첫단 이격 : 스터럽 첫단 이격 거리를 설정합니다.



폭고정근 배치 간격 : 폭고정근 배치 간격을 설정합니다.




연속보 최고각도 : 연속보 인식 각도를 설정합니다.
주근 연속 기준간격 : 보의 편심에서 설정 값 이하는 주근을 연속으로 설정합니다.



주문길이 : 규격에 따른 주문길이를 설정합니다.




주철근 설정 : 중앙부 단부 비율 및 단척 조정, Z형상 추가 피복 두께를 설정합니다.
주철근 커플러& 이음방식
- 이음 방식 : 겹이음, 커플러 이음을 설정합니다.
- Joint : 전수이음, 반수이음을 설정합니다.
- 커플러 단부 최소길이 : 커플러 단부 길이를 설정합니다.



전단 보강근의 추가 길이: 전단 보강근의 추가 길이를 설정합니다.



단차 부분 전단근 처리 : 동일한 높이로 단차 부분 전단근 처리 설정합니다.

(3) 슬라브




주문길이 : 슬라브의 규격별 주문길이를 설정합니다.
목앙카 길이 : 규격별 목앙카 길이를 설정합니다.



기타 설정 : 목앙카가 적용되는 최소길이를 설정합니다.

(4) 공통



일반 배근 : 점 철근 개수 산정 시 계산되는 최소간격을 설정합니다.



TAG GROUP : 태그 그룹화 여부를 설정합니다.




작도 설정 : 태그의 크기, 상세형상의 크기 비율 등을 설정합니다.
일반 배근-벽체 보강근 : 교차부의 수직근 규격을 설정합니다.



피복 두께 : 각 부재의 피복 두께를 설정합니다.

04. 프로그램 설정- 부재일람표 DB
1. 기초 일람표 DB
- 기초 부재의 일람표를 수동으로 추가, 수정 가능합니다. 철근강종 버튼 클릭 시 기본설정
의 철근 강종으로 갱신합니다.

Click!




NEW : 새로운 기초 DB를 생성합니다.
ADD : 새로운 기초 DB를 추가합니다.



수정 : 저장된 DB를 수정합니다.




삭제 : 저장된 DB를 삭제합니다.
Export : 기초 DB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기초 DB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Clear : 생성되어 있는 모든 DB를 삭제합니다.
Find : 저장된 DB를 찾는 기능을 합니다.



철근강종 : 기본 설정의 저장된 철근강종 값으로 저장된 DB의 철근강종 값을 변경합니다.




DB 저장 : 생성한 DB를 저장합니다.
종료 : 현재 창을 종료합니다.

* 'NEW'를 클릭 시, 생성되는 창



부호 : 부호를 입력합니다.



타입 : 독립기초, 줄기초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단변(Lx), 장변(Ly), Depth : 각 값을 입력합니다.



배근 : 강종, 규격, 배근 간격, 배근 타입을 설정합니다.

2. 기둥 일람표 DB ( 단축키 : dbc )
- 기둥 부재의 일람표를 수동으로 추가, 수정 가능합니다. 철근강종, 스터럽 버튼 클릭 시
기본설정의 철근 강종, 스터럽 형상으로 갱신합니다.

Click!




NEW : 새로운 기둥 DB를 생성합니다.
ADD : 새로운 기둥 DB를 추가합니다.



수정 : 저장된 DB를 수정합니다.




삭제 : 저장된 DB를 삭제합니다.
Export : 기둥 DB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기둥 DB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Clear : 생성되어 있는 모든 DB를 삭제합니다.
Find : 저장된 DB를 찾는 기능을 합니다.



일람표 : 저장된 DB를 일람표 형식으로 생성합니다.




철근강종 : 기본 설정의 저장된 철근강종 값으로 저장된 DB의 철근강종 값을 변경합니다.
스터럽 : 기본 설정의 저장된 스터럽 형상으로 모든 DB의 스터럽 형상을 변경합니다



DB 저장 : 생성한 DB를 저장합니다.



종료 : 현재 창을 종료합니다.

* 'NEW'를 클릭 시, 생성되는 창



부호 : 부호를 입력합니다.



타입 : 박스타입, 원형타입, 폴리곤 타입을 선택합니다.



단면 : 크기를 설정합니다.



철근 정보 : 주근의 배근, 대근, 표면근을 설정합니다.



대근/ 보조 대근 상세 : 대근 및 보조 대근 정보를 설정합니다.

3. 보 일람표 DB
- 기둥 부재의 일람표를 수동으로 추가, 수정 가능합니다. 철근강종, 스터럽 버튼 클릭 시
기본설정의 철근 강종, 스터럽 형상으로 갱신합니다.

Click!



NEW : 새로운 보 DB를 생성합니다.




ADD : 새로운 보 DB를 추가합니다.
수정 : 저장된 DB를 수정합니다.



삭제 : 저장된 DB를 삭제합니다.



Export : 보 DB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보 DB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Clear : 생성되어 있는 모든 DB를 삭제합니다.
Find : 저장된 DB를 찾는 기능을 합니다.



일람표 : 저장된 DB를 일람표 형식으로 생성합니다.




철근강종 : 기본 설정의 저장된 철근강종 값으로 저장된 DB의 철근강종 값을 변경합니다.
스터럽 : 기본 설정의 저장된 스터럽 형상으로 모든 DB의 스터럽 형상을 변경합니다



DB 저장 : 생성한 DB를 저장합니다.



종료 : 현재 창을 종료합니다.

▼ 특정 보 외단부 처리 방법

* 표기된 특정 보를 입력하면, 입력된 보와 연속된 경우에도 외단부
처리 가능합니다. 콤마(,)를 통해 다중 보 입력 가능합니다.

* 'NEW'를 클릭 시, 생성되는 창



부호 : 부호를 입력합니다.



층 : 층을 설정합니다.



SIZE : 크기를 설정합니다.



부재타입 : '전단면', '양단부,중앙', '내단부,중앙,외단'을 설정합니다.
( Ext : 특정 보 외단부 처리할 경우, 특정 보를 기입합니다.)



철근 정보 : 주근의 배근, 전단근, 측면근을 설정합니다.



대근/ 보조 대근 상세 : 대근 및 보조 대근 정보를 설정합니다.

3. 벽체 일람표 DB
- 벽체 부재의 일람표를 수동으로 추가, 수정하며, 엑셀 파일을 불러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
니다.

Click!
.




Import from Excel File : 엑셀 파일로부터 DB를 불러옵니다.
Excel out : 저장된 DB를 엑셀파일로 내보냅니다.



Export db : 벽체 DB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db: 벽체 DB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Add : 새로운 벽체 DB를 생성합니다.



Delete : 저장된 DB를 삭제합니다.




Modify : 저장된 DB를 수정합니다.
Clear : 생성되어 있는 모든 DB를 삭제합니다.



DB 저장 : 생성한 DB를 저장합니다.



종료 : 현재 창을 종료합니다.

* 엑셀파일을 불러오려면, 엑셀파일 형식이 부호, 층, 벽두께, 수직근, 수평근 순서로 ExceRebar에서 보이는
형식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슬라브 일람표 DB
- 슬라브 부재의 일람표를 수동으로 추가, 수정합니다. 철근강종 버튼 클릭 시 기본설정의
철근 강종으로 갱신합니다.

Click!




NEW : 새로운 슬라브 DB를 생성합니다.
ADD : 새로운 슬라브 DB를 추가합니다.



수정 : 저장된 DB를 수정합니다.




삭제 : 저장된 DB를 삭제합니다.
Export : 슬라브 DB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슬라브 DB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Clear : 생성되어 있는 모든 DB를 삭제합니다.
Find : 저장된 DB를 찾는 기능을 합니다.



일람표 : 저장된 DB를 일람표 형식으로 생성합니다.




철근강종 : 기본 설정의 저장된 철근강종 값으로 저장된 DB의 철근강종 값을 변경합니다.
DB 저장 : 생성한 DB를 저장합니다.



종료 : 현재 창을 종료합니다.

5. 슬라브 타입설정

Click!




Default: 모든 슬라브 Type을 초기화합니다..
전체삭제 : 저장된 슬라브 Type을 삭제합니다..



Add : 새로운 슬라브 Type을 생성합니다.




Change : 저장된 슬라브 Type을 변경합니다.
Delete : 저장된 슬라브 Type을 삭제합니다.

▼ 슬라브 Type Default 값

< A - Type >

< B - Type >

< C - Type >

04. 프로그램 설정- 일람표 스캔
1. 기둥 일람표 스캔 (단축키 : scl)
- 세 가지 Type을 통해 기둥 일람표를 자동으로 스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면근과 보강
근은 인식 불가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 기능을 이용하여 일람과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
다.
* 입력방법은 '확인' 버튼 클릭 + 영역의 시작점 + 끝점 클릭을 통해 입력합니다.

Click!



Insert : 일람표 형식1을 도면상에 가져옵니다.
( 일람표 형식 세 개의 형식과 원도의 형식이 불일치 할 경우, Insert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 후 스캔 가능합니다.)

* 일람표 스캔은 제시된 세 가지 Type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식 불가능합니다.
(차후 스캔 인식 향상 버전 Update 예정입니다.)

▼ 기둥 일람표 Type

< Type 1 >

< Type 2 >

< Type 3 >

2. 보 일람표 스캔 (단축키 : sgl)
- 세 가지 Type을 통해 보 일람표를 자동으로 스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면근과 보강근
은 인식 불가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 기능을 이용하여 일람과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력방법은 '확인' 버튼 클릭 + 영역의 시작점 + 끝점 클릭을 통해 입력 가능합니다.

Click!



Insert : 일람표 형식1을 도면상에 가져옵니다.
( 일람표 형식 세 개의 형식과 원도의 형식이 불일치 할 경우, Insert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 후 스캔 가능합니다.)

* 일람표 스캔은 제시된 세 가지 Type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차후 스캔 인식 향상 버전 Update 예정입니다.)

▼ 보 일람표 Type

< Type 1 >

< Type 2 >

< Type 3 >

3. 벽체 일람표 스캔
- 벽체 일람표를 자동으로 스캔 할 수 있으며 Insert 기능을 활용하여 일람표를 도면상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Click!

* 입력방법은 '확인' 버튼 클릭 + 영역의 시작점 + 끝점 클릭을 통해 입력 가능
합니다.



Insert : 일람표 형식1을 도면상에 가져옵니다.
( 일람표 형식 세 개의 형식과 원도의 형식이 불일치 할 경우, Insert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 후 스캔 가능합니다.)

4. 슬라브 일람표 스캔
- 세 가지 Type을 통해 슬라브 일람표를 자동으로 스캔 할 수 있습니다.
* 입력방법은 '확인' 버튼 클릭 + 영역의 시작점 + 끝점 클릭을 통해 입력합니다.

Click!



Insert : 일람표 형식1을 도면상에 가져옵니다.
( 일람표 형식 세 개의 형식과 원도의 형식이 불일치 할 경우, Insert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 후 스캔 가능합니다.)

* 일람표 스캔은 제시된 세 가지 Type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차후 스캔 인식 향상 버전 Update 예정입니다.

▼ 슬라브 일람표 Type

< Type 1 >

< Type 2 >

< Type 3 >

Chapter 04. 부재 - 기둥
01. 기둥 부재
철근 배근을 위한 부재 생성 및 삭제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탭입니다. '부재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Con`c를 생성합니다.
1. 메뉴

Click!



부재 자동생성1 : 기둥부재의 Con`c를 자동 생성합니다.
( 영역 Drag하기 )



부재 자동생성2 : 기둥부재의 Con`c를 자동 생성합니다.
( 기둥 부호 클릭 + 영역 Drag하기 )



사용자 작도1 : 기둥의 기준면 + 상대면 + 부호 클릭으로 Con`c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작도2 : 기둥의 시작점 + 다음 점 + 다음 점 클릭 후 Enter를 통해 Con`c를 생성합니다.



부재 삭제 : 생성된 Con`c를 삭제합니다.



부재 속성 : 부재의 속성을 수정합니다.

2. 부재 자동생성1 ( 명령어 : cs1 )
- 도면 상의 영역 Drag를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
는 '층, Fck, 층고, 보 높이'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한 상태 >

▼ Con`c 부재 생성 방법

P1
* 기둥과 부호를 같이 영역 Drag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C1

C2
* 주의 할 것은 자동생성 옵션에서 부재인식 색상란의 색상과*
도면 상의 기둥의 색상이 같아야 합니다.

C1

P2

C2

3. 부재 자동생성2 ( 명령어 : cs2 )
- 기둥 부호 클릭 + 기둥 부재 클릭을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생
성시 입력되는 '층, Fck, 층고, 보 높이'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Con`c 부재 생성 방법

P2
* 기둥 부호 클릭 + 영역 Drag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C1

C2←P1
* 주의 할 것은 자동생성 옵션에서 부재인식 색상란의 색상과*
도면 상의 기둥의 색상이 같아야 합니다.

C1

P3

C2

4. 부재 사용자 작도1 ( 명령어 : cd1 )
- 기둥 기준면 선택 + 상대면 선택 +기둥 부호 클릭을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
입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는 '층, Fck, 층고, 보 높이'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
로 입력됩니다.

Click!

▼ Con`c 부재 생성 방법
* 기둥 기준면 선택 + 상대면 선택 +기둥 부호 클릭 하는 것으로

P1

P2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C1

← P3

5. 부재 사용자 작도2 ( 명령어 : cd2 )
- 기둥 시작점 클릭 + 다음 점 클릭 + 다음 점 클릭 + 마지막 점 클릭 후 ENTER + 기둥
부호 클릭을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는 '층, Fck, 층
고, 보 높이'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Con`c 부재 생성 방법
* 기둥 시작점 클릭 + 다음 점 클릭 + 다음 점 클릭 +
마지막 점 클릭 후 ENTER + 기둥 부호 클릭을 통해서

P1

P2

P4

P3

C1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 P5

6. 부재 삭제 ( 명령어 : cme )
- 생성된 Con`c를 클릭 혹은 Drag를 통하여 삭제합니다.

7. 부재 속성 ( 명령어 : cmp )
- 생성된 Con`c를 클릭 후 Enter를 누르면 실행이 되며 '부호, 층, Fck, 기둥 높이, 레벨,
보 높이' 의 값을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Click!

* 명령어 입력 없이 생성된 Con`c를 더블 클릭해도 창이 생성됩니다.

02. 기둥 철근 배근
생성된 Con`c에 배근 객체를 생성, 삭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탭입니다.

1. 배근 객체 생성 ( 명령어 : cbk )
- 생성된 Con`c를 클릭 후 엔터를 입력하면 배근 객체가 생성됩니다.

Click!

< 배근 객체가 생성된 모습 >


슬라브 : 슬라브 두께를 입력합니다.




층 Mode : 기본설정에서 입력한 층으로 자동인식합니다.
외부기둥 : 외부기둥을 체크할 경우, 보 자리에도 후프가 체결됩니다.

< 내부기둥 >

< 외부기둥 >



내진설계 : 단부와 중앙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계산의 경우 : 1/6H , 450mm, 기둥 장변의 길이 중 최대값 적용. )
커플러 이음 : 커플러 유무를 선택합니다.



압접 이음 : 압접 유무를 선택합니다.

2. 배근 객체 삭제 ( 명령어 : cbe )
- 배근 객체를 삭제합니다.

3. 배근 객체 속성 ( 명령어 : cbk )
- 생성된 배근 객체를 선택하여 속성을 확인, 변경합니다.
(1) 부재 정보 Tab

Click!

* 부재의 배근 정보를 확인합니다.



부재정보 : DB의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재 정보가 표시됩니다.



철근정보, 대근/보조 대근 상세 : DB의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철근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층 정보 : 설정에서 저장한 값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상부층 기둥이 표시되어 상부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벤트, hook, 이음처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2) 주 단면설계 Tab
<1> 최상층



단면정보 : 층고, 슬래브 두께, 보 춤을 확인, 변경합니다.



주근 : 커플러, 압접 유무. 이음길이, 주근 Hook 길이, 상단 간격 이격을 확인, 변경합니다.



늑근 : 내진설계 유무, 보 하단 배근과 이격, 외부기둥 유무, 보 교차부분 늑근 타입, 개수를 확인 변
경합니다.



최상층 : 상단 결속방법, 단부 겹침 길이를 확인합니다.

* 각 값들은 설정에서 입력한 기본 Setting 값이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커플러의 엇이음은 설정-시스템옵션-배근 객체옵션(기둥)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2> 일반층



단면정보 : 층고, 슬래브 두께, 보 춤을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주근 : 커플러, 압접 유무. 이음길이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늑근 : 내진설계 유무, 보 하단 배근과 이격, 외부기둥 유무, 보 교차부분 늑근 타입, 개수를 확인 변
경 가능합니다.

* 각 값들은 설정에서 입력한 기본 Setting 값이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커플러의 엇이음은 설정-시스템옵션-배근 객체옵션(기둥)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3> DOWEL



단면정보 : 기초 깊이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주근 : 커플러, 압접 유무. DOWEL Hook 길이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늑근 : 기초 늑근 개수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시공용 철근 : 지지근 개수, 지지근 강종, 지지근 규격, 지지근 길이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 각 값들은 설정에서 입력한 기본 Setting 값이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커플러의 엇이음은 설정-시스템옵션-배근 객체옵션(기둥)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4> DOWEL + 중층



단면정보 : 기초 깊이, 층고, 슬래브 두께, 보춤을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주근 : 커플러, 압접 유무. 이음길이, DOWEL Hook 길이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늑근 : 기초 늑근 개수,내진설계 유무, 보 하단 배근과 이격, 외부기둥 유무, 보 교차부분 늑근 타입,
개수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시공용 철근 : 지지근 개수, 지지근 강종, 지지근 규격, 지지근 길이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 각 값들은 설정에서 입력한 기본 Setting 값이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커플러의 엇이음은 설정-시스템옵션-배근 객체옵션(기둥)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5> DOWEL + 최상층



단면정보 : 기초 깊이, 층고, 슬래브 두께, 보춤을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주근 : 커플러, 압접 유무. 이음길이, 주근 HOOK, DOWEL Hook 길이, 상단 이격 간격을 확인, 변
경 가능합니다.



늑근 : 기초 늑근 개수,내진설계 유무, 보 하단 배근과 이격, 외부기둥 유무, 보 교차부분 늑근 타입,
개수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시공용 철근 : 지지근 개수, 지지근 강종, 지지근 규격, 지지근 길이를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 각 값들은 설정에서 입력한 기본 Setting 값이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커플러의 엇이음은 설정-시스템옵션-배근 객체옵션(기둥)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2) 상세설계 Tab

* 부재의 배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며, 위층의 배근 정보를 겹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연결 설정 : 상부 기둥 연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선정착, HOOK정착, BENT 처리)
상부 측 기둥의 중심 측 옵셋 : 상부층 기둥의 편심을 설정합니다.
변화된 단면 구간 ;
단면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단면변화를 고려하여
75MM 미만의 경우 BENT 처리 가능.

03. 기둥 배근도
1. 단일 배근도 작성
- 기둥 일람표DB를 바탕으로 배근도를 작성합니다.

<단일 배근도로 작성한 배근 >

2. 통합 배근도 작성
- 기둥 일람표DB를 바탕으로 배근도를 작성합니다.

Click!




시작 Index : Index 시작 숫자를 설정합니다.
Sheet Block : 도면 틀 유무를 설정합니다.



SCALE : 스케일을 설정합니다.

<통합 배근도로 작성한 배근도>

3. 기둥 Index 삭제
- 기둥 Index (번호)를 삭제합니다.

<기둥 Index 삽입한 상태>

<기둥 Index 삭제한 상태>

Chapter 05. 부재 - 보
01. 보 부재
철근 배근을 위한 부재 생성 및 삭제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탭입니다. '부재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Con`c를 생성합니다.
1. 메뉴

Click!



부재 자동생성1 : 보 부재의 Con`c를 자동 생성합니다.
( 영역 Drag하기 )



사용자 작도1 : 보의 기준면 + 상대면 + 부호 클릭으로 Con`c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작도2 : 보의 시작점 + 끝점 + 상대면+ 부호 클릭을 통해 Con`c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작도3 : 보의 시작점 + 끝점 + 시작점 + 끝점 클릭을 통해 Con`c를 생성합니다.




곡선부재 작도 : 첫 번째 Arc 기준면+ 두 번째 Arc 기준면 + 부호 클릭을 통해 Con`c를 생성합니다.
부재 삭제 : 생성된 Con`c를 삭제합니다.



부재 속성 : 부재의 속성을 수정합니다.

* 사용자 작도3과 같은 경우에는 클릭 순서를 P1, P2, P3, P4의 순서대로 하여야 정확한 Con`c가 생성됩니다.

2. 부재 자동생성 ( 명령어 : gbs )
- 도면 상의 영역 Drag를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
는 '층, Fck '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한 상태 >

▼ Con`c 부재 생성 방법

P1
* 기둥과 부호를 같이 영역 Drag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G1

* 주의 할 것은 자동생성 옵션에서 부재인식 색상란의 색상과
도면 상의 보의 색상이 같아야 합니다.

G2

P2

3. 부재 사용자 작도1 ( 명령어 : gd1 )
- 보 기준면 선택 + 상대면 선택 + 보 부호 클릭을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
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는 '층, Fck'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Con`c 부재 생성 방법
* 보 기준면 선택 + 상대면 선택 +보 부호 클릭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P1

P2

G1

← P3

4. 부재 사용자 작도2 ( 명령어 : gd2 )
- 보 시작점 클릭 + 다음 점 클릭 + 상대면 선택 + 보 부호 클릭을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는 '층, Fck'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Con`c 부재 생성 방법
* 보 시작점 클릭 + 다음 점 클릭 + 상대면 선택 +보 부호 클릭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P1

P2

P3

G1

← P4

5. 부재 사용자 작도3 ( 명령어 : gd3 )
- 보 시작점 클릭 + 끝점 클릭 + 시작점 클릭 + 끝점 클릭 + 보 부호 클릭을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는 '층, Fck'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Con`c 부재 생성 방법
* 보 시작점 클릭 + 끝점 클릭 + 시작점 클릭 + 끝점클릭
+ 보 부호 클릭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P4

P1

P3

P2

* P1, P2, P3, P4 순서대로 클릭 해야 합니다

G1

← P5

6. 곡선부재 작도 ( 명령어 : dga )
- 첫 번째 Arc 기준면 클릭 + 두 번째 Arc 기준면 클릭 + 보 부호 클릭을 통해서 Con`c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생성시 입력되는 '층, Fck'의 값은 기본 설정에서 저장한 값
으로 입력됩니다.

Click!

▼ Con`c 부재 생성 방법
* 첫 번째 Arc 기준면 클릭 + 두 번째 Arc 기준면 클릭
+ 보 부호 클릭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합니다.

P2

P1

G1

← P3

7. 부재 삭제 ( 명령어 : gme )
- 생성된 Con`c를 클릭 혹은 Drag를 통하여 삭제합니다.

8. 부재 속성 ( 명령어 : gmp )
- 생성된 Con`c를 클릭 후 Enter를 누르면 실행이 되며 '부호, 층, Fck, 부재길이' 의 값을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Click!

* 명령어 입력 없이 생성된 Con`c를 더블 클릭해도 창이 생성됩니다.

02. 보 철근 배근
생성된 Con`c에 배근 객체를 생성, 삭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탭입니다.
1. 배근 객체 생성 ( 명령어 : gbk )
- 생성된 Con`c를 클릭 후 Enter를 입력하면 배근 객체가 생성됩니다.

< 실제 배근 객체를 생성한 모습 >

2. 배근 객체 삭제 ( 명령어 : gbe )
- 명령어 실행 + 배근객체 선택을 통해서 배근 객체를 삭제합니다.

3. 배근 객체 속성 ( 명령어 : gbk )
- 생성된 배근 객체를 선택하여 속성을 확인, 변경합니다.
(1) 부재정보 Tab





구조물 : 층, Fck, 큰보, 작은보를 확인, 변경합니다.



(설정에서 입력한 값이 Default 값으로 입력됩니다.)
부재 정보 : 일람표 DB에 저장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철근 정보 : 기본설정에서 저장한 값을 Default 값으로 보여줍니다.




좌측 단부, 우측 단부 : 단부 길이와, 내/외 단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터럽 간격 : 일람표 DB에 저장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배근 옵션- 상하부 목앙카처리

< 기본-양앙카 >



배근 옵션-1/6 이하 단차 직선처리



배근 옵션- 우측장대정렬



배근 옵션- English text

< 목앙카처리 >

< 중앙이음처리 >

(2) 주철근 Tab



주근 단부 비율 : 아래와 같은 default 값을 가지며, 변경 가능합니다.
0.25

0.125


0.125

단부 : 설정-배근 객체 옵션에서 입력한 값을 default 값으로 가지며, 변경 가능합니다.

< hook 이격 >


0.3

< 직선정착 >

주철근 : 설정-배근 객체 옵션에서 입력한 이음길이, 주문길이, 단척조정을 default 값으로 가지며,
변경 가능합니다.



<hook 정착 >

끊어진 주근 설정 : 끊어진 주근을 정착처리, hook처리를 결정합니다.
정착처리

Hook처리

(3) 측면근 Tab



측면근 설정 : 이음길이, 주문길이, 단척조정을 설정합니다.



측면근 단부정착 : 측면근 단부의 직선 정착처리, 후크정착처리, 후크이격처리를 결정합니다.

< hook 이격 >

< 직선정착 >

<hook 정착 >

(4) 스터럽 Tab



스터럽 단부비율 & 단부이격
단부이격 (50)

단부비율 (0.25)



폭고정근 : 폭고정근 배근 개수를 설정합니다.



CAP 철근 : 스터럽과 동일하게 배치, 스터럽 개수에 비례해서 배치, 별도의 간격지정으로 배치를 설
정합니다.



보강근 : 스터럽과 동일하게 배치, 스터럽 개수에 비례해서 배치, 별도의 간격지정으로 배치를 설정합
니다.

(5) 연결부 Tab



상부근 : 통과, 정착, 후크를 선택 가능합니다.



하부근 : 통과, 정착, 후크를 선택 가능합니다.

(6) C.J. 설정



추가 : Select line - 도면상의 끊어치기 line을 선택하여 끊어치기 지점을 설정합니다
Input distance - 직접적인 거리를 입력하여 끊어치기 지점을 설정합니다.



삭제 : 지정한 C.J.라인을 삭제합니다.




초기화 : 모든 C.J.라인을 삭제, 초기화 합니다.
지점거리 : 지점거리를 확인 가능하며, 좌우 끊어치기 방향을 설정합니다



내민길이 : 내민길이는 설정에서 입력한 이음길이가 Default 값이며, 변경 가능합니다.



커플러 : 커플러 이음일 경우 커플러 형상을 선택, 설정 가능합니다.
( 덧댐시공 : 손쉬운 시공을 위해 이음용 커플러를 덧댐 합니다.)

< 일반 커플러 >

< 나사 가공 >

< 2배 나사 >

< 실제 끊어치기 적용한 상태 >

< 이형 나사 >

(7) 단차 설정




보 레벨 : 변경 버튼을 통해 보 레벨을 변경 가능합니다.
추가 : Select line - 도면상의 단차 line을 선택하여 단차 지점을 설정합니다
Input distance - 직접적인 거리를 입력하여 단차 지점을 설정합니다.




삭제 : 지정한 단차 라인을 삭제합니다.
초기화 : 모든 단차 라인을 삭제, 초기화 합니다.



지점거리, 단차 높이 : 적용한 지점거리, 단차 높이를 확인합니다.



Z형상 철근 : Z형상 철근의 추가 피복두께를 설정합니다.



상부근 TL1 : 상부근 앙카 길이를 설정합니다.




상부근 EL1 : 상부근 정착 길이를 설정합니다.
하부근 TL2 : 하부근 앙카 길이를 설정합니다.



하부근 EL2 : 하부근 정착 길이를 설정합니다.



단차 SH : 단차 레벨을 설정합니다.



하부간격 SL : 하부 단차 부위 길이를



설정합니다.
하부각도 : 90도와 45도(헌치)를 설정합니다.

03. 보 배근도
1. 배근도 작성
- 생성된 배근 객체를 선택하여 배근도를 작성합니다.



CJ 구간 : CJ 구간 나뉨에 따라 배근도를 작성합니다.




시작 index : 시작 번호를 설정합니다.
SCALE : 출력되는 도면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 배근도 작성의 경우 배근 객체 속성에서 바로
배근도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작성한 배근도 >

Chapter 06. 부재 - 벽체
01. 메뉴
일람태그 BOX를 생성 가능하며, 층 변경, 보강근 집계 등의 기능을 합니다.
1. 일람태그 BOX(수평근& 수직근)
- 입력방법 명령어 실행 후 벽체 문자를 클릭하면, 벽체 일람표 DB를 바탕으로 태그 BOX
를 생성합니다. 한번의 기능 실행을 통해 전 층의 일람이 생성되며, S/D 일람 검증을 위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실제 생성한 일람태그 BOX >

* 태그 박스는 명령 실행 + 일람 부호 클릭 후 ,'Space bar'를 누르면 회전하여 방향 변경이 가능합니다.

2. Tag Leader
- 일람태그의 정확한 위치 표현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Tag Leader를 그림과 같이 활용
가능합니다. 실행 방법은 한 점 클릭+ 반대면의 한 점 클릭을 통해 '0' 모양을 생성하고 이
후 클릭을 통해 선을 생성합니다.

< 실제 생성된 Tag Leader >

3. 층 변경
- 저장된 일람표를 바탕으로 층 변경 시 자동으로 벽체 배근이 변경됩니다. 적용방법은 층
정보를 변경(
)한 후 층 변경을 클릭하고 변경할 벽체 배근을 Drag합니다.
단, Group화 된 철근에서만 적용됩니다.

* 층변경을 클릭 후 태그를 Drag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 수직근 배근한 모습 >

< 층 변경 기능을 통해 실행한 모습 >

* 실행 방법 2 : '층변경' 할 태그를 선택 + 오른쪽 마우스 클릭+ Tag Group 수정을 클릭 -> 생성된 창에서
층 정보를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층변경이 실행됩니다.

02. 벽체 배근
벽체의 수평근, 수직근, 코너 및 단부 보강근을 배근하는 기능을 합니다. Arc 형태도 가능하며, 각종 폴리라
인으로 이루어진 벽체 역시 배근 가능합니다. 벽체 배근의 강종, 규격, 배근 간격, 이음길이 등은 일람표DB,
기본 설정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 수평근 & 수평근(3P) (명령어 : dwh, dwh3)
- 수평근을 배근하는 명령어입니다. 수평근의 경우는 시작점 선택 + 상대면 끝점을 선택하
여 배근하고 수평근(3P)의 경우 시작점 + 끝점 + 상대면 선택을 통해 배근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2

P1

P3

P1
< 수평근 명령어의 경우 >

P2
< 수평근3 명령어의 경우 >




명령어 클릭 후 A(=Arc Wall) : 곡선 부재를 작도합니다.
명령어 클릭 후 D(=Do Box) : 일람태그 Box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클릭 후 L(=Leader draw) : Tag Leader를 생성합니다.



배근 타입 : 철근의 배근 타입을 설정합니다.



UBAR : 유바의 유무, 폭, 길이를 설정합니다.

( 현장에 특성상 50% 체결의 경우, 50%를 체크합니다.)


철근 설정 : DB를 바탕으로 자동 설정되며, 변경 시에는 부재명

옆의 DB버튼을 비활성화하여 변경합니다. 주문길이, 시작길이, 단척 조정 등
은 기본 설정 값을 따릅니다.


피복 설정 : 현장 여건에 따라 피복 값을 설정합니다.



내민 길이 : 정착길이, 이음길이 등이 필요할 경우 방향과,
길이 값을 설정합니다.



배근 개수 및 설정 : 배근 개수를 확인, 변경 가능하며,
축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표시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밑그림 참고.)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 벽체 수평근 배근 Type

< 일자 철근 >

< 유바 + 유바 - 중간이음 >

< 양앙카 철근 >

< 긴 유바 + 유바 >

< 앙카 철근 >

< 앙카 철근 + 유바 >

< 폐합형 철근 >

▼ 표시옵션

*

* 이음 DIM 표시 : 철근 이음 길이를 표시합니다.

* 상세형상 표시 : 철근 형상을 표시합니다.

* Single Line 작도 : 배근한 철근을 Single로
표시합니다.

* Pline Thk. 적용 : 배근한 철근의 두께를
두껍게 합니다.
* 태그부호 표시 : 태그 앞 부호를 표시합니다.
* 단축태그 : 태그를 간소화하여 표시합니다.
(ExceRebar 1.0 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 UBAR 숨기기 : 막유바를 태그에서 숨깁니다.

▼ 수직근 배근 시 주의사항

* 수직근 배근에서 그림과 같이 'HW6'가 개수배근, 'W1A'가 간격배근일 경우,
개수 배근할 부분을 먼저 코너까지 통합 배근하고
간격배근을 코너를 제외하고 배근합니다.

2. 수직근 & 수직근(3P) (명령어 : dwv, dwv3)
- 수직근을 배근하는 명령어입니다. 수직근의 경우는 시작점 선택 + 상대면 끝점을 선택하
여 배근하고 수직근(3P)의 경우 시작점 + 끝점 + 상대면 선택을 통해 배근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2

P1

P3

P1
< 수직근 명령어의 경우 >

P2
< 수직근3 명령어의 경우 >



명령어 클릭 후 A(=Arc Wall) : 곡선 부재를 작도합니다.



명령어 클릭 후 D(=Do Box) : 일람태그 Box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클릭 후 L(=Leader draw) : Tag Leader를 생성합니다.


배근 설정 : 배근 간격, 이격 거리, 피복두께 등을 설정합니다..

( 단, 배근 간격의 경우 벽체 일람 DB값이 Default 값입니다.)


철근 설정 : DB를 바탕으로 자동 설정되며, 변경 시에는 부재명

옆의 DB버튼을 비활성화하여 변경합니다. 강종. 규격을 변경합니다.


부재 정보 : 기본 설정의 설정 값에 따라 입력이 되며 층, Fck,
층고, 부재명을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형상 : 그림 형상을 클릭하여 변경 가능하며, 이음길이, 이격 길이,
앙카 길이, 다월 발길이 등을 설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밑그림 참고)



커플러 : 커플러 유무와 커플러 형상을 설정합니다.



설정 : 태그의 표현방법과 상세형상의 표시 유무, 점 철근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 수평근 표시 옵션과 동일 합니다. )
코너통합 배근 : 수직근 배근 시 코너 보강근을 합하여 배근합니다.



도면 축적 : 도면의 축적을 설정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 커플러 형상 Type

< 일반 커플러 >

< 나사 가공 >

< 2배 나사 >

< 이형 나사 >

▼ 벽체 수직근 형상 Type

TL
< 일자 철근 >
* TL : 이음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BL
TD
TL
< 앙카 철근 >
* TD : 앙카 길이
* TL : 상부 피복두께

BL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TL
BD

< 앙카 철근 2 >
* TL : 이음길이
* BD : 철근 발길이

BL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TD
TL

< ㄷ 자 철근 >
* TD : 앙카 길이 / TL : 상부 피복두께

BD

* BD : 철근 발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BL

TL
SL

< BENT 철근 >
* TL :이음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SD

* SL : 가로 벤트 이격 길이 / SD : 세로 벤트 이격 거리

BL

TL
BD

< DOWEL 철근 >
* TL : 이음길이 / BD : 철근 발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BL

3. 코너 보강근 & 코너 보강근(4P) (명령어 : dwc, dwc4)
- 코너 보강근을 배근하는 명령어입니다. 코너 보강근의 경우는 시작점 선택 + 상대면 끝점
을 선택하여 배근하고 코너 보강근(4P)의 경우 시작점 + 끝점 + 상대면 시작점 + 상대면
끝점을 통해 배근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2

P3

P1

P1

< 코너 보강근 명령어의 경우 >

p4

P2

< 코너 보강근4 명령어의 경우 >



배근설정 : Type 및 피복두께를 설정합니다.



철근설정 : 강종 및 규격을 설정합니다.



부재정보 : 기본 설정의 설정 값에 따라 입력이 되며 층, Fck, 층고,
부재명을 확인 변경합니다.



형상 : 그림 형상을 클릭하여 변경 가능하며, 이음길이, 이격길이,
앙카길이, 다월 발길이 등을 설정합니다.



커플러 : 커플러 유무와 커플러 형상을 설정합니다.



설정 : 도면의 축적 및 점 철근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 배근설정 Type

<2X2>

<3X2>

<3X3>

* 기본으로 입력된 값 외에도 ' USER ' 를 활용하여 다양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2X3>

3. 단부 보강근 (명령어 : dwe )
- 코너 보강근을 배근하는 명령어입니다. 코너 보강근의 경우는 시작점 선택 + 끝점 선택 +
기준면 선택 + 부호를 선택하여 배근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시작점 + 끝점 + 기준면 선택 + 부호 클릭

P2

P1
< 단부보강근 >



배근설정 : Type 및 피복두께를 설정합니다.



철근설정 : 강종 및 규격을 설정합니다.



부재정보 : 기본 설정의 설정 값에 따라 입력이 되며 층, Fck, 층고,

부재명을 확, 변경합니다.


형상 : 그림 형상을 클릭하여 변경 가능하며, 이음길이, 이격길이,

앙카길이, 다월 발길이 등을 설정합니다. (수직근 참고.)


커플러 : 커플러 유무와 커플러 형상을 설정합니다.



설정 : 도면의 축적 및 점 철근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2X2>

<3X0>

▼ 배근설정 Type

<2X0>

* 기본으로 입력된 값 외에도 ' USER ' 를 활용하여 다양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3X2>

03. 집계표
벽체의 수평근, 수직근의 범례를 생성하며 보강근을 집계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1. 수직근, 수평근 범례
명령어 실행 후 태그 Drag를 통하여 기능을 실행합니다. 기본 설정의 층고가 높이 값으로
입력됩니다.

< 생성한 수직근 범례 >

< 생성한 수평근 범례 >

2. 보강근 집계 (명령어 : xlt)
- ExceRebar Plus의 벽체 보강근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되며, ' +자 모양'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강근 집계 기능을 통해 도면 전체를 Drag함으로써 코너 보강근과 단부 보강근
의 집계가 가능합니다.

Click!

< 코너 보강근 배근으로 배근한 상태 >

< 보강근 집계표 >

Chapter 07. 부재 - 기초/슬라브
01. 메뉴
폴리라인을 작도하며, 기초/ 슬라브 일람표 DB를 확인, 변경합니다.
1. 폴리라인 작도
- 기초, 슬라브의 내,외부 경계를 그리기 위한 폴리라인을 작도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CAD의 폴리라인과 같습니다. 다만, 도면층이 Xrebar로 생성되며, 전역 폭이 '100'인 라인
으로 생성됩니다.
* 'S =select mode' 를 통하여 기존의 라인을 폴리라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후 시작점 클릭+
다음점 클릭 + 다음점 클릭 +..+ 끝점 클릭으로
폴리라인을 생성합니다.
명령어 실행 후, 'A' 입력 -> Arc를 생성, 'L' 입
력 -> 라인을 생성, 'U' -> 명령취소를 할 수 있
습니다.

< 끊어치기 영역을 폴리라인으로 그린 상태 >

2. 폴리라인 정점추가
- 폴리라인에 정점을 추가합니다. 실행방법은 폴리라인을 선택 + 정점 위치 선택을 통해서
정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정점을 추가한 그림 >

< 추가한 정점을 변경한 그림 >

3. 기초 일람표 DB & 슬라브 일람표 DB
- 설정 -> 부재일람표 DB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02. 기초 ( 내수압, APT 슬라브 )
기초의 배근 객체를 생성 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초(내수압 슬라브) 배근의 강종, 규
격, 배근 간격, 이음길이 등은 일람표 DB, 기본 설정의 설정 값을 바탕으로 자동입력 됩니
다.
1. 배근 객체 생성
- 배근도를 생성할 수 있는 배근 객체를 생성합니다. 내/외부 경계라인, CJ 라인을 설정하고,
독립기초, 줄기초, 우마철근 등을 설정 한 후 배근도를 생성 가능 합니다.
(1) 경계라인

Click!



ADD : 외부경계, 내부경계, CJ 경계를 선택합니다.



분리 : CJ 경계에서 내민 길이 적용 부위와 아닌 부위를 분리합니

다.


Set : CJ 경계에서는 타설 방향에 따라 외부는 '+1', 내부는 '-1'로 설정이 가능하고, 내부경계에서



는 단부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 밑 그림 참고.).
Delete : 생성한 경계 Type 중 선택한 것을 삭제합니다.



재정의 : 폴리라인을 재선택하여 외부, 내부, CJ경계를 재설정합니다.




Select at screen : 도면상에서 경계라인을 선택하여 생성한 경계라인을 보여줍니다.
Delete at screen : 도면상에서 경계라인을 선택하여 생성한 경계라인을 삭제합니다.



Clear : 생성한 경계 Type을 전부 삭제합니다.

▼ 외부경계, 내부경계, CJ 경계 생성방법
: 각 경계는 'Add' 버튼 클릭 후, '외부경계, 내부경계, CJ 경계를 선택합니다. 그 후, 폴리라인 선택하여
각 경계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실행 후 'H'를 입력하면 해치를 선택 가능하며, 'P'를 입력하면 직접적인 점을
클릭하여 경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계의 분리
: 입력방법은 각 경계를 입력 후, 커서를 이동하여 선택한 다음 분리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후, 시작점 클릭 + 끝점 클릭을 통하여 분리합니다. 내부경계를 분리할 경우 단부면 설정을 분리면에
따라 다르게 설정 가능하며, CJ 경계를 분리할 경우에는 분리면에 따라 타설방향을 다르게 설정 가능합니다.

< CJ 경계를 분리한 상태 >

▼ 내부경계 상세 설명
: 내부경계는 영역 내 아파트 기초나 피트가 있을 경우 설정하며 주배근에서 제외됩니다.
철근을 정착처리, HOOK처리 등 단부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Note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Set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 경계와 맞닿는 부분의 처리를 설정합니다.

* 피트영역 체크 시 피트 단차벽 두께 설정이 가능합니다.

* 내부영역은 기본적으로 배근영역에서 제외됩니다.

L2

< 단부 후크 >

L1

< 목앙카 처리 >

L1
LF

LF

LF
< 내민 길이 >

< 끝선 처리 >

LF

▼ 상면과 하면 선택
: 상면과 하면의 체크 여부를 선택합니다. 상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상면에 체크를 하고,
하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하면에 체크를 하여 단차여부를 설정 가능합니다.

내부영역

상면 (

상면 (

ⅴ ) 하면 ( ⅴ )

) 하면 (

ⅴ )

상면 (

ⅴ ) 하면 (

)

▼ CJ 경계
: CJ 경계에 맞닿은 철근의 내민 길이 적용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Note 부분은 더블 클릭하거나
Set을 클릭하여 '외부(+1)'을 선택하면 CJ 경계 밖으로 내민 길이가 적용되며, '내부(-1)'을 선택하면 CJ
경계 안에서 마감 처리됩니다.

* 분리 방법 : 선택된 CJ경계에서 시작점 클릭 + 끝점 클릭을
하면 경계라인이 분리됩니다. 경계라인을 분리시켜 타설방향을
다르게 설정 가능합니다.

외부(+1)

내부(-1)

(2) 부속 - 독립기초
입력 방법은 'Scan Multi'와 Add Rect 방법이 있으며, 'Scan Multi'의 경우에는 명령어 실행 후 부호와 독립
기초를 선택(or Drag)하여 독립기초를 생성합니다. 'Add Rect'의 경우에는 기준면 선택 + 상대면 선택 + 부호
클릭을 통해서 독립기초를 생성합니다.




Scan Multi : 도면을 Drag하여 기초 일람표DB를 바탕으로 하여 독립기초를 인식합니다.
Add Rect : 기준면 선택 + 상대면 선택으로 독립기초를 인식합니다.



Set : 생성한 독립기초를 DB를 바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Select at screen : 생성한 독립기초를 도면상에서 클릭하여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Delete : 선택한 독립기초를 삭제합니다.



Delete at Screen : 생성한 독립기초를 도면상에서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Clear : 생성한 독립기초를 전부 삭제합니다.

* 배근 타입을 설정합니다.

* 기초하부 배근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척조정 예외 : 독립기초의 단척 조정을 예외처리 합니다.

(3) 부속 - 줄기초
* 시작점 선택 + 끝점 선택 + 좌측 너비 입력 + 우측너비 입력으
로 줄기초를 추가합니다.

좌측 너비입력

P1

P2
우측 너비입력

좌측 너비 = 0
P1

P2
우측 너비입력

좌측 너비입력
P1

P2
우측 너비 = 0



Add : 줄기초를 추가합니다.



Set : 생성한 줄기초를 DB를 바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Select at screen : 생성한 줄기초를 도면상에서 클릭하여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Delete : 선택한 독립기초를 삭제합니다.



Delete at Screen : 생성한 독립기초를 도면상에서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Clear : 생성한 독립기초를 전부 삭제합니다.

(4) 부속 - 우마철근
실행방법은 'Add' 클릭 + 외부경계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생성됩니다. 'Add' 실행 후 'H'를 입력하면
해치를 선택 가능하며, 'P'를 입력하면 직접적인 점을 클릭하여 경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판의 두께, 상부근, 하부근은 사용자가 입력하여야하며
독립기초와 줄기초의 두께 하부근의 직경은 DB를 바탕으로 자동입
력됩니다.


Add : 우마철근을 추가합니다.



Set : 생성한 우마철근을 변경 가능합니다.



Select at screen : 생성한 우마철근을 도면상에서 클릭하여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Delete : 생성한 우마철근을 삭제합니다.



Delete at Screen : 생성한 우마철근을 도면상에서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Clear : 생성한 우마철근을 전부 삭제합니다.

(5) 부속 - 피트보강
- 피트보강은 피트에 의해 끊어지는 주배근을 보강을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기능 실행을 위해선 내부영역에서
피트영역이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OPEN' 되어지는 부분에 가로,세로, 사선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 내부영역에서 피트영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Set : 상,하부 배근여부, 규격, 개수, 길이 등을 설정합니다.



Select at screen : 도면상에서 생성한 피트를 선택합니다.

(6) 배근영역
- 배근영역은 단차가 있거나, 배근각도가 다르거나 할 경우에는 배근영역을 나누어 주어야합니다.
- 입력방법은 'Add Poly, Rect, Box'를 통해 배근영역을 설정하고 'New' 버튼을 클릭, 배근영역의 정보를 입
력합니다. 배근 각도를 통해 배근되어지는 각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New' 버튼으로 생성되는 창에서는 상면
배근, 하면 배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d Poly : 폴리라인 선택을 통해서 배근영역을 선택합니다.



Add Rect : 한 면 선택 + 상대면 클릭을 통해서 배근 영역을 선택합니다.



Add Box : 한 꼭지점 선택 + 대각 꼭지점 선택을 통해서 배근 영역을 선택합니다.



분리 : 한 배근영역에서 단부면 설정이 다를경우, 분리를 통해 다른 설정이 가능합니다.



Set : 생성한 배근영역의 배근정보를 변경합니다.



Select at screen : 도면상에서 선택하여 생성한 배근영역을 보여줍니다.



Delete : 생성한 배근영역 중 선택한 것을 삭제합니다.



Delete at screen : 도면상에서 선택하여 생성한 배근영역을 삭제합니다.



Clear : 생성한 배근영역을 전부 삭제합니다.

▼ 단부면 설정
L2

< 단부 후크 >

L1

< 목앙카 처리 >

L1
LF

LF

LF
< 내민 길이 >

< 끝선 처리 >

LF

▼ 상면 배근, 하면 배근

상면 배근, 하면 배근의 체크를 해지할 경우 배근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체크를 한 경우에만 배근도가 생성됩니다.
주로 슬라브 하부 보강, 상부 보강이 있는 경우 상,하부 보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근각도 설정

버튼을 활용하여 Lx 각도를 지정합니다. 도면상의 선의 한 점 클릭 + 다른 점 클릭을 통해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y 각도는 Lx 각도의 직각으로 자동으로 지정되며,
체크를 해지할 경우 Y방향의 배근도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 한 방향 배근도만 작성)!

▼ LY 각도 체크 해지 시, 한 방향 배근의 예시
: 슬라브나 기초에서 일정 부분 한 방향의 보강이 있을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 Overlay 설정
Overlay On/Off를 통해서 배근영역을 겹쳐서 배근하거나 별도로 배근할 수 있습니다. Overlay On의 경우에
는 주배근 외 보강부분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되며, Overlay Off의 경우에는 단차부분과 같이 배근영역이
상이할 때, 겹치지 않고 별도로 배근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 Overlay 체크 On > : 해당 영역의 배근과 다른 영역의 배근이 겹쳐지면서 배근합니다.

< Overlay 체크 Off > : 해당 영역의 배근과 다른 영역의 배근이 겹쳐지지 않고 별도로 배근합니다.

▼ Overlay On에 따른 단부면 설정
* Overlay 체크 On
Overlay를 'On'한 경우에는 단부면 설정이 하나로 표현되며, 이는 현재 지정된 영역의 단부면 속성을 지정합
니다.

< Overlay on일 때 단부면 설정 > : 해당 배근 영역의 단부면 처리를 설정 합니다.

▼ Overlay Off에 따른 단부면 설정
* Overlay 체크 Off
Overlay를 'Off'한 경우에는 단부면 설정이 두가지로 표현되며, 'In'은 현재 지정된 영역의 단부면 속성을 지정
하며, 'Out'은 다른 배근영역이 만날 때 속성을 지정합니다.

단부면(In) : 해당 배근 영역의 단부면 처리를 설정 합니다.

단부면(Out) : 해당 배근 영역과 맞닿는 외부영역의 단부면 처리를 설정 합니다.

(7) 배근영역 - 주열대 타입
-주열대 Type을 선택하고 'MR Scan'을 통해서 주열대 레이어, 기둥부재 레이어색상을 선택하여 자동적으로
주배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선택되지 못한 부분은 'x-주열대', 'y-주열대' Tab을 활용하여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차보강 부위는 교차보강 Tab을 활용하여 설정합니다.



주열대 레이어 : 주열대 레이어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기둥부재 레이어/색상 : 기둥부재의 레이어와 색상을 설정합니다.



배근영역 설정 : x-주열대, y-주열대, 교차보강의 배근을 설정합니다.

(8) 배근도
- Fck, 단척조정, 단부피복, 슬라브 첫단거리 등의 배근설정을 하고 배근도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Tab입니다.



Footing, Slab : 기초, 슬라브를 설정합니다.



Fck : Fck 값을 설정합니다.



단척조정 : 단척을 조정합니다.



단부피복 : 외단 경계에서 피복값을 설정합니다.



슬라브 첫단거리 : 보에서 첫단 이격거리를 설정합니다.



사변 Max Delta : 변화치수의 Max Delta 값을 설정합니다.



중간대, 주열대 간격띄움 : 중간대와 주열대의 간격띄움 값을 설정합니다.



상부근 옵션 : 슬라브 300mm 초과의 경우, 기초의 경우 상부근의 이음, 정착값을 적용합니다.



배근도 옵션: 축적, 상세형상 표시 유무, 이음길이 표시 유무 등을 설정합니다.



하부 배근도 : 하부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상부 배근도 : 상부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 하부 배근도 모습 >

< 상부 배근도 모습 >

▼ 배근도 작도 시, 영역(엔티티)를 선택하지 않고 Enter 키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이 실제 배근 객체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2. 배근 객체 삭제
- 도면상의 생성된 배근 객체를 선택, 삭제합니다.

3. 배근 객체 속성
- 도면상의 생성된 배근 객체를 선택하면 '배근 객체 생성'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각종 값들
을 변경하여 상,하부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Click!

03. 슬라브 ( 4변지지 )
슬라브의 배근 객체를 생성 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슬라브 배근의 강종, 규격, 배근 간
격, 이음길이 등은 일람표 DB, 기본 설정의 설정 값을 바탕으로 자동입력 됩니다.
1. 배근 객체 생성
- 배근도를 생성할 수 있는 배근 객체를 생성합니다. 내/외부 경계라인, CJ 라인을 설정하고,
영역, 레벨을 설정 한 후 배근도를 생성 가능 합니다.
(1) 경계

Click!




ADD : 외부경계, 내부경계, CJ 경계를 선택합니다.
분리 : CJ 경계에서 내민 길이 적용 부위와 아닌 부위를 분리합니다.



Set : CJ 경계에서는 타설 방향에 따라 외부는 '+1', 내부는 '-1'로 설정이 가능하고, 내부경계에서



는 단부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Delete : 생성한 경계 Type 중 선택한 것을 삭제합니다.



재정의 : 폴리라인을 재선택하여 외부, 내부, CJ경계를 재설정합니다.




Select at screen : 도면상에서 경계라인을 선택하여 생성한 경계라인을 보여줍니다.
Delete at screen : 도면상에서 경계라인을 선택하여 생성한 경계라인을 삭제합니다.



Clear : 생성한 경계 Type을 전부 삭제합니다.

▼ 외부경계, 내부경계, CJ 경계 생성방법
: 각 경계는 'Add' 버튼 클릭 후, '외부경계, 내부경계, CJ 경계를 선택합니다. 그 후, 폴리라인 선택하여
각 경계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실행 후 'H'를 입력하면 해치를 선택 가능하며, 'P'를 입력하면 직접적인 점을
클릭하여 경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계의 분리
: 입력방법은 각 경계를 입력 후, 커서를 이동하여 선택한 다음 분리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후, 시작점 클릭 + 끝점 클릭을 통하여 분리합니다. 내부경계를 분리할 경우 단부면 설정을 분리면에
따라 다르게 설정 가능하며, CJ 경계를 분리할 경우에는 분리면에 따라 타설방향을 다르게 설정 가능합니다.

< CJ 경계를 분리한 상태 >

▼ 내부경계 상세 설명
: 내부경계는 Open 부위 등을 설정하며 주배근에서 제외됩니다.
철근을 정착처리, HOOK처리 등 단부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Note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Set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 경계와 맞닿는 부분의 처리를 설정합니다.

* 내부영역은 기본적으로 배근영역에서 제외됩니다.

L2

< 단부 후크 >

L1

< 목앙카 처리 >

L1
LF

LF

LF
< 내민 길이 >

< 끝선 처리 >

LF

▼ CJ 경계
: CJ 경계에 맞닿은 철근의 내민 길이 적용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Note 부분은 더블 클릭하거나
Set을 클릭하여 '외부(+1)'을 선택하면 CJ 경계 밖으로 내민 길이가 적용되며, '내부(-1)'을 선택하면 CJ
경계 안에서 마감 처리됩니다.

* 분리 방법 : 선택된 CJ경계에서 시작점 클릭 + 끝점 클릭을 하
면 경계라인이 분리됩니다. 경계라인을 분리시켜 타설방향을 다르
게 설정 가능합니다.

외부(+1)

내부(-1)

(2) 영역
- 저장한 DB를 바탕으로 1) 보 레이어 선택, 2) 기둥 레이어 선택하면 영역이 자동생성이 됩니다. (단, 보와
기둥의 레이어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라브 일람이 빠진 구간이나, 형상이 복잡하여 자동생성
되지 않는 구간은 'Add Multi, Add Rect, Add Poly'를 선택하여 수동입력 가능합니다.



Add Multi : Add Multi 버튼 위 칸의 슬라브 부호를 입력하고,
도면에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Add Rect : 한 면 선택 + 상대면 선택 + 부호 클릭을 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Add Poly : 폴리라인을 선택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Rename : 생성한 슬라브의 이름을 재지정합니다.
구간대 재정의 : 생성한 슬라브의 구간대를 DB를 바탕으로




장방향 재정의 : 생성한 슬라브의 장방향을 재지정합니다.
Delete : 생성한 슬라브 중 선택한 것을 삭제합니다.



Clear : 생성한 슬라브를 전부 삭제합니다



Rename at screen : 도면상에서 슬라브를 선택하여 생성한
슬라브의 이름을 재지정합니다.



Delete at screen : 도면상에서 슬라브를 선택하여 생성한

재지정합니다.

슬라브를 삭제합니다.
.

▼ 영역 자동생성으로 생성한 모습

(3) 레벨
- 저장한 슬라브의 레벨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 숫자, - 숫자' 입력을 통해 레벨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슬라브 두께 list, 레벨 list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니다.



Set : 왼쪽 List에서 선택 후, Set을 통해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
Select at screen : 도면 상에서 선택하여 레벨을 지정합니다.
Thk. list : 슬라브 두께로 분류되며, 도면에 폴리라인으로 위치가

표현됩니다.
Level list : 레벨에 따라 분류되며, 도면에 폴리라인으로 위치가 표현됩니
다

▼ 예시) Thk. 200을 도면에서 선택한 경우
- 아래 그림과 같이 파란색( ● )으로 list 중 200두께를 선택하여 나타내며, 도면에서는 자주색 계열( ● )
의 색으로 표현됩니다

(4) 배근도
- DECK, 상,하부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배근 설정에 필요한 Fck, 단척조정값, 벤트 높이, 단부 목앙카 여부 등
을 설정 가능합니다.

Click!




Fck : Fck 값을 설정합니다.
단척조정 : 단척을 조정합니다.



벤트 높이 ht : 벤트근의 높이를 설정하며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단부 목앙카 : 상,하부 단부 목앙카 여부를 설정합니다.
단부피복 : 단부 피복값을 설정합니다.



하부정착 별도 적용 : 하부 정착길이가 다를 경우, 설정 가능합니다.




커트바 내민길이 : 커트바의 내민길이 값을 설정합니다.
첫단거리 : 첫단 이격거리를 설정합니다.



상부근 옵션 : 슬라브 300mm 초과의 경우, 상부근의 이음, 정착값을 적용합니다.




배근도 옵션: 축적, 상세형상 표시 유무, 이음길이 표시 유무 등을 설정합니다.
DECK 배근도 : DECK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하부 배근도 : 하부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상부 배근도 : 상부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SUBJECT 별도적용(이음,정착) : DECK의 이음, 정착 길이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 비정형 별도 작도를 체크한 경우

* 비정형 부분이 별도로 작도됩니다.

< DECK 배근도 >

< 하부 배근도 >

< 상부 배근도 >

▼ 배근도 작도에서 영역(엔티티)을 선택하지 않고 ENTER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이 실제 배근 객체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2. 배근 객체 삭제
- 도면상의 생성된 배근 객체를 선택, 삭제합니다.

3. 배근 객체 속성
- 도면상의 생성된 배근 객체를 선택하면 '배근 객체 생성'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각종 값들
을 변경하여 DECK,상,하부 배근도를 생성합니다.

Click!

Chapter 08. 일반 Tab
01. 영역배근
자주 쓰는 배근을 Predefined List에 등록할 수 있으며 특정 영역 및 구간에 배근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외에 Offset, Extend, CJ_divide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1. Predefined List (명령어 : prd)
- 영역배근, 개수배근을 할 때 자주 쓰는 배근을 등록하여 불러옵니다.

Click!



Add : 새로운 DB를 추가합니다.



Edit : 저장된 DB를 수정합니다.



Delete : 저장된 DB를 삭제합니다.



Export : DB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Import : DB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Copy From.. : 현재 Project, Subject에서 저장된 DB를 가져옵니다.

2. 영역 x방향(BOX) (명령어 : dxb)
- 배근 영역 시작점 + 배근 영역 끝점 + 배근 지점 입력으로 기능이 실행되며, 주로 기초와
슬라브 배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2
P3
P1
< 영역 X방향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 참고. )



목앙카 : 앙카철근에서 목앙카를 선택하면 목앙카로 처리합니다.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각 4면의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단부면 포함 : 배근 된 철근에서 +1 , -1개 하여 배근 개수를 조정

합니다.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 참고.)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목앙카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본-양앙카 >



< 목앙카처리 >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중앙이음처리>

▼ 영역 배근 Type

< 일자 철근 >

< 좌측 앙카 철근 >

< 우측 앙카 철근 >

< 양앙카 철근 >

▼ 옵션

* FULL 작도 : 배근되는 철근객체를 모두 표시합니다.

* 이음 DIM 표시 : 철근 이음 길이를 표시합니다.
* Arrow : 배근되는 범위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 멀티 태그 : 태그를 하나로 합친 멀티태그로
표시합니다.
* 상세형상 표시 : 철근의 형상을 표시합니다.

* Pline Thk. 적용 : 배근한 철근 객체의 두께를
두껍게 합니다.

3. 영역 y방향(BOX) (명령어 : dyb)
- 배근 영역 시작점 + 배근 영역 끝점 + 배근 지점 입력으로 기능이 실행되며, 주로 기초와
슬라브 배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2
P3
P1
< 영역 Y방향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 참고. )



목앙카 : 앙카철근에서 목앙카를 선택하면 목앙카로 처리합니다.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각 4면의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단부면 포함 : 배근된 철근에서 +1 , -1개 하여 배근 개수를 조정

합니다.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그림 참고.)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목앙카처리 : 철근의 목앙카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본-양앙카 >



< 목앙카처리 >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중앙이음처리>

▼ 영역 배근 Type

< 일자 철근 >

< 좌측 앙카 철근 >

< 우측 앙카 철근 >

< 양앙카 철근 >

▼ 옵션

* FULL 작도 : 배근되는 철근객체를 모두
표시합니다.

* 이음 DIM 표시 : 철근 이음 길이를 표시합니다.
* Arrow : 배근되는 범위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 멀티 태그 : 태그를 하나로 합친 멀티태그로
표시합니다.

* 상세형상 표시 : 철근의 형상을 표시합니다.
* Pline Thk. 적용 : 배근한 철근 객체의 두께를
두껍게 합니다.

4. 구간지정 (명령어 : dlb)
- 배근 지점 시작점 + 배근 지점 끝점 + 배근 영역 시작점 + 배근 영역 끝점 입력으로 기
능이 실행되며, 주로 기초와 슬라브 배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3
P1

P2
P4
< 구간지정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목앙카 : 앙카철근에서 목앙카를 선택하면 목앙카로 처리합니다.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각 4면의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합니다.

단부면 포함 : 배근된 철근에서 +1 , -1개 하여 배근 개수를 조정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목앙카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본-양앙카 >



< 목앙카처리 >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중앙이음처리>

5. 영역지정 (직사각형) (명령어 : drt)
- 배근 지점 시작점 + 배근 지점 끝점 + 배근 영역 입력으로 기능이 실행되며, 주로 기울어
진 직사각형 기초와 슬라브 배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3

P1

P2
< 영역지정(직사각형)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목앙카 : 앙카철근에서 목앙카를 선택하면 목앙카로 처리합니다.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각 4면의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합니다.

단부면 포함 : 배근된 철근에서 +1 , -1개 하여 배근 개수를 조정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목앙카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본-양앙카 >



< 목앙카처리 >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중앙이음처리>

6. 영역지정 (사다리꼴) (명령어 : dln)
- 배근 지점 시작점 + 배근 지점 끝점 + 기준면 선택으로 기능이 실행되며, 주로 사다리꼴
모양의 기초와 슬라브 배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P3

P1

P2
< 영역지정(사다리꼴)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변화철근 합치기 : 'N'을 통해 변화철근 개수를 설정하며 'Max

Delta'를 통해 변화 최대값을 설정 가능합니다. (단, 지정한 Max Delta값보
다 변화치수의 차이가 더 크다면 합쳐지지 않습니다.)



내부 영역 : 사다리꼴 영역 내 내부 영역이 존재 할 경우, 정착 혹은 앙카처리 할 수 있습니다.



목앙카 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 내부 영역 설정
: 사다리꼴 영역 안, 혹은 영역에 맞물린 다른 영역이 존재 할 경우 내부영역을 클릭하고 빨간 체크 버튼을
(

)을 활용하여 내부의 영역을 설정 한 후, 정착 혹은 HOOK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영역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 내부 영역만 설정한 경우 >

< 내부 영역 설정 후 내민길이를 적용한 경우 >

< 내부 영역 설정 후 Hook 처리를 적용한 경우 >

7. 폴리영역 (폐다각형) (명령어 : dpa)
- 폴리라인으로 이루어진 폐다각형 선택 + 배근 방향( x방향, y방향) 설정을 통하여 기능이
실행되며, 다양한 모양의 기초와 슬라브 배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1(폴리라인 선택)

2( 방향설정)
< 폴리영역(폐다각형)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변화철근 합치기 : 'N'을 통해 변화철근 갯수를 설정하며 'Max

Delta'를 통해 변화 최대값을 설정 가능합니다. (단, 지정한 Max Delta값보
다 변화치수의 차이가 더 크다면 합쳐지지 않습니다.)



내부 영역 : 폐다각형 영역 내 내부 영역이 존재 할 경우, 정착 혹은 앙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목앙카 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 내부 영역 설정
: 폐다각형 영역 안, 혹은 영역에 맞물린 다른 영역이 존재 할 경우 내부영역을 클릭하고 빨간 체크 버튼을
(

)을 활용하여 내부의 영역을 설정 한 후, 정착 혹은 HOOK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영역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 내부 영역만 설정한 경우 >

< 내부 영역 설정 후 내민길이를 적용한 경우 >

< 내부 영역 설정 후 Hook 처리를 적용한 경우 >

8. Offset
- 영역배근에서 배근 되어 지는 영역을 넓히거나 줄이며 그룹화한 태그도 일괄 변경하는 기
능을 합니다. 실행 방법은 변경할 객체 선택 + 변화에 대응되는 면 선택으로 실행합니다.
( 배근의 수직방향의 영역 변경 )
▼ 예시

1. 8M x 4M의 영역에 배근된 객체가 생성된 상태에서 Y방향으로 2M 영역을 확대시킨 후
offset 기능을 실행하면,

2. 그림과 같이 배근 개수가 늘어나면서, 배근된 객체 역시 바뀝니다.

* Offset 명령어의 경우 : 철근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고, 영역의 확대로 개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9. Extend
- 영역배근에서 배근 되어 지는 영역을 넓히거나 줄이며 그룹화한 태그도 일괄 변경하는 기
능을 합니다. 실행 방법은 변화하는 면 선택 + 변경 될 객체 선택으로 실행합니다
( 배근의 수평방향의 영역 변경 )
▼ 예시

< 원본 객체 >

< Extend 기능을 실행한 경우 1>
: 캐드의 Extend 기능과 유사하며, 철근의
길이는 증가, 개수는 변화 없습니다.

< Extend 기능을 실행한 경우 2>
: 캐드의 Trim 기능과 유사하며, 철근의 길이
는 감소, 개수는 변화 없습니다.

* Extend 명령어의 경우 : 철근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고, 영역의 확대로 길이의 변화가 있습니다.

10. CJ_Divide
- 배근 되어 진 객체에 CJ 라인을 선택하여 그룹화된 객체를 CJ 라인에 알맞게 변경하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실행 방법은 배근된 객체 선택 + CJ 라인 선택 + 이음길이의 방
향 선택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 예시

< 원본 객체 >

< CJ 라인에서 왼쪽으로 내민 경우 >

< CJ 라인에서 오른쪽으로 내민 경우 >

* 내민 길이의 경우에는 'g = 압축이음', 'u = 인장이음'이 선택 가능합니다.

02. 개수배근
폴리라인 배근, 방사형 배근, 개수지정 배근 등 배근되는 개수를 우선으로 한 배근 기능
을 합니다.
1.폴리라인 배근 (명령어 : dpb)
- 폴리라인 선택 + 배근 개수 입으로 배근을 생성합니다.
 입력 방법

P1
1.폴리라인 선택

2.배근 개수 입력

< 폴리라인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목앙카 : 앙카철근에서 목앙카를 선택하면 목앙카로 처리합니다.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각 4면의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합니다.

단부면 포함 : 배근된 철근에서 +1 , -1개 하여 배근 개수를 조정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목앙카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2. 방사형 배근
- Arc 선택 + ARC, 라인, 폴리라인 선택을 통해 배근을 생성합니다.
 입력 방법
P2
P1
1.ARC 선택

2. ARC or 라인 or 폴리라인 선택

< 방사형 배근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목앙카 : 앙카철근에서 목앙카를 선택하면 목앙카로 처리합니다.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각 4면의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합니다.

단부면 포함 : 배근된 철근에서 +1 , -1개 하여 배근 개수를 조정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목앙카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3. 개수지정 배근
- 시작점 선택 + 끝점 선택 + 배근 개수 입력으로 배근을 생성합니다.
 입력 방법ㅠㄴㅇ

P1

P2

배근 개수 입력
< 개수지정 배근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

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
됩니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목앙카 : 앙카철근에서 목앙카를 선택하면 목앙카로 처리합니다.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피복설정 : 각 4면의 피복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민길이 : 정착길이나, 이음길이 등의 내민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단부면 포함 : 배근된 철근에서 +1 , -1개 하여 배근 개수를 조정

합니다.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목앙카처리 : 철근의 목앙카 처리가 가능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4. 점철근 배근 (명령어 :dsa)
- 시작점 선택 + 끝점 선택 + 기준면으로 배근을 생성합니다. 명령어 실행 후 'A' 입력 시
arc, 'P' 입력 시 폴리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

P1

P2
기준면 선택

< 점철근 배근 배근 입력 방법 >



배근 설정 : 배근 간격, 이격 거리, 피복두께 등을 설정합니다..



철근 설정 : DB를 바탕으로 자동 설정되며, 변경 시에는 부재명

옆의 DB버튼을 비활성화하여 변경합니다. 강종. 규격을 변경 가능합니다.


부재 정보 : 기본 설정의 설정 값에 따라 입력이 되며 층, Fck, 층고,

부재명을 확인 변경 가능합니다.


형상 : 그림 형상을 클릭하여 변경 가능하며, 이음길이, 이격길이,

앙카길이, 다월 발길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밑그림 참고)


커플러 : 커플러 유무와 커플러 형상을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 : 태그의 표현방법과 상세형상의 표시 유무, 점철근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 수평근 표시 옵션과 동일 합니다. )


도면 축적 : 도면의 축적을 설정합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 커플러 형상 Type

< 일반 커플러 >

< 나사 가공 >

< 2배 나사 >

< 이형 나사 >

▼ 점철근 배근 형상 Type

TL
< 일자 철근 >
* TL : 이음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BL
TD
TL
< 앙카 철근 >
* TD : 앙카길이
* TL : 상부 피복두께

BL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TL
BD

< 앙카 철근 2 >
* TL : 이음길이
* BD : 철근 발길이

BL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TD
TL

< ㄷ 자 철근 >
* TD : 앙카길이 / TL : 상부 피복두께

BD

* BD : 철근 발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BL

TL
SL

< BENT 철근 >
* TL :이음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SD

* SL : 가로 벤트 이격길이 / SD : 세로 벤트 이격 거리

BL

TL
BD

< DOWEL 철근 >
* TL : 이음길이 / BD : 철근 발길이
* BL : 슬라브 하단에서 이격 거리

BL

03. MAT/슬라브
MAT 영역 배근의, 우마, 폭 고정근의 산출, 슬라브 구간대 분할의 기능을 합니다.
1.MAT 영역 배근
- 경계가 되는 폴리라인을 선택 후 배근 방향을 입력하여 배근 객체를 생성합니다.
 입력 방법 : 명령어 실행 +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 + 부호클릭.

1. 폴리라인 선택

2. 방향설정
< MAT 영역 배근 입력 방법 >

 Predefined List : 앞선 메뉴에서 설정한 Predefined List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Save Changed value : 체크를 한 상태에서 배근 간격, 강종, 규격

등의 값을 변경할 경우 Predefined List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어 저장됩니
다.


배근 타입 : 일자철근, 좌우 앙카, 양앙카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Direction Reverse : 철근 배근 방향이 바뀝니다.

 철근설정 : 강종, 규격, Fck, 이음길이,주문길이 등의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기본설정에 등록되지 않은 강종, 규격을 입력하는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됩니다.)


단부면 설정 : 단부면을 정착, 이음, 앙카, 끝선 처리 가능합니다.

면지정을 통하여 각 면마다 다른 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 도면에 나타내는 태그 및 형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시 가능

합니다. ( 영역 x,y 방향(Box)과 동일)
 벤트근 : 벤트근의 높이, 직선처리 여부를 설정합니다.
( 단, 벤트근은 슬라브 구간대를 형성하였을 때만, 활성화 됩니다. )


변화철근 합치기 : 'N'을 통해 변화철근 개수를 설정하며 'Max

Delta'를 통해 변화 최대값을 설정 가능합니다. (단, 지정한 Max Delta값보
다 변화치수의 차이가 더 크다면 합쳐지지 않습니다.)



내부 영역 : 폐다각형 영역 내 내부 영역이 존재 할 경우, 정착 혹은 앙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TAG GROUP : TAG 및 형상을 그룹화합니다.

▼ 단부면 설정 Type
LF
L2

< 정착 처리 >

< 목앙카 처리 >

L1
LF
LF
< 이음 처리 >

< 끝선 처리 >

LF

2. 우마/폭고정근 (명령어 : dwm)
- 우마 및 폭고정근을 작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작도'를 클릭하여 철근 배근을 먼저 한 후 '
태그작도'를 클릭한 후 배근된 철근을 Drag하여 태그를 생성합니다.



철근 형상 : 우마철근, 폭고정근의 길이와 폭 등을 설정합니다.



배근 정보 : 강종, 규격, 배근 간격, 단부 이격을 설정합니다.



배근 방법 : Box draw, Polyline Select, 내부영역의 배근 방법을

설정합니다.


축적 : 표현되는 철근, 태그의 축적을 설정합니다.

< 생성된 우마철근 >

3. 슬라브 구간대 (2P/3P) (명령어 : dsd, dsd3)
- 슬라브 구간대를 생성합니다. 명령어 실행 후, 시작점 선택 + 끝점 선택 후 엔터를 통해
서 기능을 실행합니다



X-Dir : Lx (단변)의 단부 비율을 정합니다.



Y-Dir : Ly (장변)의 단부 비율을 정합니다.

* 장변의 단부 선정 기준이 단변을 따르면 'Ly 기준'을 선택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 생성한 구간대 모습 >

▼ 슬라브 Type

Chapter 09. 태그
01. 잡철근
축적 설정 및 잡철근 , 멀티태그를 작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1. 축적설정
- 잡철근의 Scale과 문자 높이를 설정합니다.

2. 잡철근 작도 (1P & 2P & 3P ) (명령어 : etb, et2, et3)
- 잡철근을 작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시선의 필요에 따라 세 가지 작도 기능을 적절히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 철근 형상 Type 변경합니다.




부재명 : 부재명을 입력합니다.
부호 : 철근 앞 부호를 입력합니다.



강종, 규격 : 강종 및 규격을 선택합니다.



계산길이 : 길이정보(A)에서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배근 간격 : 배근 간격을 입력합니다.




수량 : 수량을 입력합니다.
개소 : 개소를 입력합니다.



길이정보 (A): 각 형상에 알맞은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버튼 클릭 시
: 부재명, 부호, 배근간격, 상세 치수의 표현 여부를 설정 가능하며, 단축태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 잡철근 Type

* 잡철근 작도(1P) : 지시선 X.

* 잡철근 작도(2P) : 직선 지시선 + 태그.

* 잡철근 작도(3P) : 꺾인 지시선 + 태그.

3. 멀티 태그 작도
- 멀티 태그를 작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잡철근과 다르게 하나의 태그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철근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변경 : 철근 형상 Type 변경합니다.



부재명 : 부재명을 입력합니다.



강종, 규격 : 강종 및 규격을 선택합니다.



배근 간격 : 배근 간격을 입력합니다.



수량 : 수량을 입력합니다.



개소 : 개소를 입력합니다.



부호 : 철근 앞 부호를 입력합니다.



요소개수 : 선택한 부재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계산길이 : 길이정보(A)에서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

다.


A : 각 형상에 알맞은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Add : 선택한 요소철근을 복사합니다.



Delete : 선택한 요소철근을 삭제합니다.

02. 태그
생성된 태그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태그의 길이, 크기 등을 수정하는 기능을 합니다.다.
1. 태그 정보 수정
- 생성된 태그의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복수의 태그를 한번에 수정하고자 할 때
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고, 하나의 태그를 수정할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여도 명령을 실
행합니다.
2. 태그 선택 수정
- 생성된 멀티 태그에서 원하는 형상의 요소철근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예시

1. 그림과 같이 생성된 태그에서

2. 태그선택 수정 선택 후
를 클릭 →
1번의 멀티 태그를 선택하면,

3. 다음과 같이 선택한 형상에 대한 정보만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3. 태그 길이 변경 (명령어 : xp1)
- 태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거나 태그의 지시선의 길이를 변경하는 기능을 합니다.

4. 태그 방향 갱신 (명령어 : xpre)
- 도면상 생성된 태그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태그 방향을 갱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 예시

< 방향이 미러 되어 있는 태그>

< 방향이 뒤집어진 태그>

< 태그 방향 갱신을 한 경우 >

< 태그 방향 갱신을 한 경우 >

5. 태그 크기 변경 (명령어 : xpsc)
- 생성된 태그의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을 합니다. 'H(=height)' 선택하면 태그의 높이를 변
경 가능하고, 'S(=scale)' 를 선택하면 태그의 스케일을 변경 가능 하며, 'F(=widthfactor)'
를 선택하면 태그의 폭을 변경 가능합니다.

6. 태그 정점 편집
- 여러 개의 정점을 가진 태그의 정점의 개수를 늘이거나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명령어 실
행 후 태그를 선택하고, 'D(=delete)'를 선택하면 정점의 삭제가 가능하고 'A(=add)'를 선
택하면 정점의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정점을 삭제한 경우 >

< 정점을 추가한 경우 >

7. 태그 부호 합치기
- 같은 형상, 같은 정보를 가진 태그를 하나의 태그로 합치는 기능을 합니다. (단, 멀티태그
의 경우에는 합치기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시

< 같은 정보를 가진 여러 개의 태그 >

< 태그 부호 합치기를 한 경우 >

03. 상세형상
생성된 태그에 상세형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1. 상세형상 추가 (명령어 : xsa)
- 생성된 태그에 상세 형상을 추가합니다.

2. 상세형상 삭제 (명령어 : xse)
- 생성된 태그에 상세 형상을 삭제합니다.

3. 상세형상 개별 작도
-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의 상세형상을 추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 상세형상 추가의 경우는 위치와 크기가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MOVE' 명령어, "SCALE'
명령어를 활용하여 이동, 크기 변경을 해야합니다. 반면 상세형상 개별 작도 명령을 실행할 경우, 사용자가 원
하는 위치와 크기의 상세형상 추가가 가능합니다.

04. 철근집계표
철근집계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하며, 집계표 UTILITY를 활용하여 도면 내 집
계표의 합계 물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집계표 작성 (명령어 : bsd)
- 생성된 태그를 선택하여 집계표를 생성합니다. 철근 집계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형상의 수
정,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부호 및 강종, 규격을 한꺼번에 일괄 수정 할 수 있으며, 강종
별 집계표 작성도 가능합니다.



수정 : 하나의 태그의 정보를 수정, Ctrl 버튼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정보를 일괄 수정 가능합니다.



추가 : 새로운 철근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시, 새로 추가된 태그를 작도해야 한다는 창이



뜨고 도면상에 위치를 입력하면 태그가 작도됩니다.)
삭제 : 철근요소를 삭제 가능하며, 도면 상의 태그도 연동되어 같이 삭제됩니다.



돋보기 버튼 : 도면상의 태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 아래 그림 참고)




부재명 컬럼: 부재명을 집계표 열에 표현합니다.
철근코드 컬럼 : 형상에 따른 철근 코드를 집계표 열에 표현합니다.



같은 형상끼리 통합 : 같은 형상끼리 통합하여 집계표의 행의 수를 줄입니다.




커플러 정보표기 : 커플러의 정보를 집계표에 표현합니다.
부재명으로 소팅 : 부재명에 따라 철근요소를 분류합니다.



강종 구분 없이 작성 : 강종 구분 없이 하나의 집계표로 작성합니다.




강종 별 집계표 작성 : 강종에 따라 복수의 집계표로 작성합니다.
태그 속성 자동 변경 : 집계표에 수정 시, 연동되어 도면상의 태그도 자동 변경됩니다.



후크 길이 제거 (ㄴ ㄷ) : 후크 길이가 제거된 길이가 태그에 표현됩니다.

▼ 돋보기(

) 의 활용

1. 철근 요소를 선택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2. 옆 그림과 같이 도면상의 태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 커플러 정보 표시 예시

< 커플러 정보 표시 선택 하지 않은 경우 >

< 커플러 정보 표시 선택한 경우 >

* 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나사가공', '2배나사', '체결식' 등의 문자가 같이 표현됩니다.

▼ 후크 길이 제거 (ㄴ ㄷ)

< 후크 길이 제거를 선택한 경우 >

< 후크 길이 제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 Part & Integral
Integral 집계표가 default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 집계표 생성되며 컨버팅이 가능
합니다. Part 집계표로 설정하면, 개별 집계표가 생성되고 컨버팅이 불가능하며 단순 물량
집계용으로 사용됩니다.

< Part 집계표>

< Integral 집계표 >

▼ 집계표 작성 후 태그 수정/ 하나의 태그가 집계표에 중복으로 들어갈 경우

* 집계표가 회색으로 바뀌면서 오류가 있음을 알려줌.

▼ Detail view(D)
Detail view를 클릭하면, ExceConn으로 연결되어 세부사항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 Excel Export 화면 >

2. 집계표 수정 (명령어 : xle)
- 생성된 집계표를 수정합니다. 태그 연동 안내 창이 뜨며, 연동 시에는 집계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태그도 수정됩니다.

3. 집계표 UTILITY (명령어 : xlt)
- 생성된 집계표를 수정합니다. 태그 연동 안내 창이 뜨며, 연동 시에는 집계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태그도 수정됩니다.



벽체 U-BAR 집계 : 클릭 후 도면 전체 선택을 통해 전체 U-bar를 집계합니다.



벽체 보강근 집계 : 클릭 후 도면 전체 선택을 통해 벽체 보강근을 집계합니다.



집계표 TOTAL : 도면 내 집계표를 다중 클릭하여 Total 집계표를 생성합니다.

▼ 'Daehan Steel' 로고 변경하는 방법
C: -> ExceRebar 폴더 -> support -> dhs_logo.dwg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면 집계표의 Daehan Steel 로고
가 변경됩니다.

Chapter 10. 기타 Tab
01. 메뉴
점 개수 계산, 그룹 요소 복사, 그룹 요소 이동, 부분 영역 복사, 배근 요소 삭제 등의 기
능을 합니다.
1. 점 개수 계산
- 도면에 ExceRebar Plus로 배근한 점철근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명령어 실행 후, 전체 도
면을 선택합니다.

* ExceRebar Plus에서 철근 규격에 따른 철근의 색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
에 점철근을 통해 규격 별 개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그룹요소 복사 (명령어 : epc)
- Tag Group화하여 생성한 배근 객체의 부분, 전체를 복사합니다. Group화를 풀지 않고 유
지하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Arrow와 배근선을 복사한 모습 >

3. 그룹요소 이동
- Tag Group화하여 생성한 배근 객체의 부분, 전체를 이동합니다. Group화를 풀지 않고 유
지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Group화된 객체를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도
명령을 실행 가능합니다.

< Arrow와 배근선을 이동한 모습 >

4. 부분영역복사
- 필요한 부분만 'trim'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부분적인 S/D 작성
시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시작점 선택 + 끝점 선택 + 복사지점 선택으로 명령을 실행 합니
다.

< 원 도면 >

< 부분영역 복사한 예 >

5. 배근 요소 삭제
- ExceRebar Plus를 통해 생성된 배근 요소들을 삭제합니다. 태그, 상세형상, 점철근, 벽체
수평근, 일반 배근 선으로 나눠져 부분 삭제 및 전체 삭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원도면의 선들과 생성한 배근 요소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 효율적입니다.

02. Utility
'Font Converter', 'Virus Cleaning', 'DHNest Optimizer'의 메뉴를 담고 있으며, 도면
상의 폰트 일괄변경, 바이러스 치료, DHNest 실행의 기능을 합니다.

1. Font Converter
- 도면 상의 폰트를 일괄 변경합니다. XRebar 스타일은 변경 제외 할 수 있으며, 변경 할
폰트의 종류에는 굴림, 돋움, Arial, romans.shx/whgtxt.shx가 있습니다. 실행은
ExceRebar 툴바의 (
)의 버튼으로도 가능합니다.

Click!

 폰트 변경 : 굴림, 돋움, Arial, romans.shx/whgtxt.shx 중 원하는
폰트로 변경 가능합니다.
 XRebar 스타일 제외 : XRebar 스타일로 작성된 폰트의 변경 여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2. Virus Cleaning
- 캐드 프로그램의 바이러스를 치료합니다. 실행은 ExceRebar 툴바의 (
도 가능합니다.

Click!

* '바이러스 청소를 실행합니다.'라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3. DHNest Optimizer
- DHNest를 실행하는 기능을 품고 있으며, 가공장 위한 기능입니다.

)의 버튼으로

03. Etc
도면 갑지, 도면 틀, 물량체크표를 생성하며, 철근 규격 별 색상표 확인, 명령어 변경,
툴바 갱신, 매뉴얼 확인 등의 기능을 합니다.
1. 도면 갑지 ( 명령어 : spp )
- 도면 갑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Click!



Project Name : PROJECT에 선택한 이름을 기본 값으로 불러오며,
변경 가능합니다.




Drawing Name : 도면 명을 입력합니다.
Revision No : Revision 번호를 입력합니다.



Date : 일/월/년 순의 날짜를 입력하며, 'Today'를 클릭할 경우
오늘 날짜가 입력됩니다.

< 생성된 도면갑지의 모습 >

2. 도면 틀 ( 명령어 : std )
- 도면 틀을 생성합니다.

Click!



공사명 : PROJECT의 이름을 기본 값으로 가져오며, 변경 가능합니다.

'Reset'을 클릭할 경우, PROJECT의 이름으로 Reset됩니다.
 도면명 : 도면명을 입력합니다.


Revision NO. : Revision 번호를 입력합니다.




Drawing Scale : 스케일을 변경합니다.
Member : 기둥, 보, 슬라브, 벽체, 기초의 부재를 설정합니다.



Fck : 기본설정-Fck 설정에서 입력한 값을 토대로 부재를 변경 시,

자동으로 Fck가 변경됩니다.

* 도면틀에 입력되는 철근 강종, 이음/정착 길이의 경우 기본설정에서 설정한 값으로 입력됩니다.

3. 철근 규격 별 색상표 ( 명령어 : rcs )
- 철근 규격 별 색상표를 도면 상에 삽입합니다.

Click!

* 철근 규격 별 색상은 변경 불가능 합니다.

4. 물량체크표 ( 명령어 : chf )
- 물량체크표를 도면 상에 삽입합니다.

5. 툴바 갱신
- ExceRebar 툴바를 갱신합니다.

6. 명령어 별칭
- 명령어 별칭을 확인 가능하며, 'Alias Name'을 입력/변경하여 명령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Click!

* Alias Name을 변경, 입력하여 명령어를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7. 도면 특성
- 현재 도면의 Project Name, Subject Name을 확인하며, ARX Release 날짜와 작업자를
확인 가능합니다.

Click!

* 'Set Current' 버튼을 클릭해 'PROJECT' 와 'SUBJECT' 명을 현재
PROJECT/SUBJECT 명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8. 매뉴얼
- ExceRebar Manual로 연결합니다.

Chapter 11. 리본 메뉴
01. 리본 메뉴 설명
1. 프로그램 메뉴
- 클릭을 통해 ExceRebar Plus 창을 캐드 화면 상에 여닫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등록
- 클릭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등록된 E-mail 주소로 암호가 발송되며,
암호를 붙여넣기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업데이트
- 클릭을 통해 온라인 업데이트 창이 생성되며, 내용은 시스템의 업데이트 내용과 동일 합
니다.

4. 폰트 일괄변경
- 클릭을 통해 폰트를 일괄 변경합니다.

5. 캐드 바이러스
- 클릭을 통해 바이러스를 치료합니다.

6. 주문길이 네스팅
- 클릭을 통해 "DH NEST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킵니다. 명령어 클릭 + 물량 집계표 선택으
로 기능을 실행합니다. (가공장을 위한 기능입니다)

< 생성되는 화면 >

7. 물량관리 ExceConn
- 클릭을 통해 "ExceConn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클릭하면 생성되는 화면 >

8. 프로그램 도움말
- 클릭을 통해 매뉴얼로 이동합니다.

8. 원격제어 HELP
- 클릭을 통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원격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