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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박스(CADBOX)는?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 제품특징 
• 건축설계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100여개 이상의 설계지원 명령어 제공 

• 도면표준화에 사용되는 표준심볼 및 다양한 블록 라이브러리 제공 

• 지속적인 기능추가, Detail Library 추가 및 자동화된 업데이트 지원 

 

• 주요기능 목록 

• 창&문그리기 / 레이어 팔레트 

• 해치패턴 제공 / 표준심볼 그리기 / 치수선 & 지시선 그리기 

• 단계적으로 블록 라이브러리/디테일 제공 

• 면적곾렦 기능 

• 보조기능 유틸리티(2017.07 개선&확장된 Layer 메뉴 분리) 

• AutoCAD 2018 지원 

Assist/Setting 

Library/Material 

Layer 

Text 

Utility 

V1.4.0 주요 업데이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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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다운로드: 웹스타트 설치 
개요: CADBOX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웹스타트(WEBSTART) 프로그램을 아래 URL에서 다운받아 설치/실행합니다. 

http://www.bimcenter.co.kr/product-download/ 

C:\downloaded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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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개요: 캐드박스는 오토캐드 2015, 2016, 2017, 2018 버젂 x64에서 동작합니다. 

메뉴바(Menubar) 실행 
개요: 오토캐드 풀다운(Pulldown) 메뉴에 젂체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요: 캐드박스는 4개의 풀다운 메뉴와 1개
의 리본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 

• menubar 명령어 실행 후 “0” 값을 “1”로 변
경합니다. 

리본메뉴 구조 
개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맊을 모아 리본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개요: “상상짂화” 리본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폴더  C:\Program Files\ImagineBuilder\CADBOX 

• CADBOX.APP.exe 
실행 프로그램 

바탕화면 더블클릭 

• 캐드박스는 오토캐드 2015, 2016, 2017, 2018 
풀버젂을 지원합니다(LT 제외). 

• 보안경고창이 나타나면, 하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다음실행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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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팔레트 
개요: 오류 또는 개선사항을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요: 캐드박스를 사용하면서 발견되는 오류 또는 
개선사항, 기능추가 내용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 리본메뉴에서 “요청사항”을 클릭합니다. 

• 제목/작성자/비밀번호/CAPTCHA/내용/첨부파일 
등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팔레트 
개요: 레이어 곾렦 작업을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요: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쉽고 빠르게 곾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리본메뉴에서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 레이어 이름위에서 아이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
튺을 클릭하여 레이어 ON/OFF 할 수 있습니다. 
(참고: CTRL 키와 SHIFT 키를 사용하여 다중의 레
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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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기능설명 명령어 비고 

.Pick 1/2 point 선택한 점 사이의 1/2 좌표 반홖 P2 

.Pick 1/3 point 선택한 점 사이의 1/3 좌표 반홖 P3 

.Pick 1/4 point 선택한 점 사이의 1/4 좌표 반홖 P4 

.Pick 1/5 point 선택한 점 사이의 1/5 좌표 반홖 P5 

.Pick 1/6 point 선택한 점 사이의 1/6 좌표 반홖 P6 

.Pick 1/7 point 선택한 점 사이의 1/7 좌표 반홖 P7 

.Pick 1/8 point 선택한 점 사이의 1/8 좌표 반홖 P8 

OSNAP NONE 객체스냅을 해제 0 

OSNAP END,INT 객체스냅 Endpoint(끝점), 
Intersection(교차점) 설정 

1 

OSNAP END,PER 객체스냅 Endpoint(끝점), 
Perpendicular(직교) 설정 

2 

OSNAP INS 객체스냅 Insertion(삽입점) 설정 3 

OSNAP CEN 객체스냅 Center(중심) 설정 4 

OSNAP NOD 객체스냅 Node(노드) 설정 5 

OSNAP MID 객체스냅 Mid(중갂점) 설정 6 

OSNAP INS,END 객체스냅 Insertion(삽입점), 
Endpoint(끝점) 설정 

7 

OSNAP NOD,PER 객체스냅 Node(노드), 
Perpendicular(직교) 설정 

8 

OSNAP INS,PER 객체스냅 Insertion(삽입점), 
Perpendicular(직교) 설정 

9 

OSNAP END 객체스냅 Endpoint(끝점) 설정 10 

OSNAP INT 객체스냅 Intersection(교차점) 
설정 

11 

OSNAP PER 객체스냅 Perpendicular(직교) 설
정 

13 

OSNAP TAN 객체스냅 Tangent(접점) 설정 15 

Rotate Snap SnapAng를 선택 라인의 각도로 
설정 

SUA 

Return Rotate Snap SnapAng를 0으로 설정 RSUA 

UCS Origin UCS 표준으로 설정 U1 

UCS View UCS 뷰로 설정 U2 

.By Layer 특정 레이어의 객체 선택 SBL 

.By Block 특정 블록의 객체 선택 SBB 

.By Color 특정 색상의 객체 선택 SBC 

.By Entity 특정 타입의 객체 선택 SBE 

.By Linetype 특정 라인타입의 객체 선택 SBL 

    Assist/Setting 메뉴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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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기능설명 명령어 비고 

Save 저장 SA 

Save Quit 저장 후 종료 SQ 

Sheet Insert 도각 삽입 SI 

도면시작 스케일 및 변수 설정 START 

도면 스케일 재지정 스케일 및 변수 설정 RENEW 

표준화설정(STD) 라인, 문자 등 타입을 설정 STD 

Normal Mode 시스템 변수 설정 NM 

블록 만들기 선택한 객체를 블록으로 생성 MB 

템플릾파일 만들기 선택한 객체를 템플릾 파일로 
생성 

MF 

    Assist/Setting 메뉴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9 

.Pick point 
개요: 두 점 사이의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1 2 3 

명령어: P2 ~ P8 

 

설명: 

• 두 점 사이의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
다. 

 

사용방법: 

• Line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 „P2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메뉴에서 클릭합니다. 

• 점1, 점2를 클릭합니다. 

• 점3에서 선이 시작됩니다. 

.Pick 1/2 point 두 점 사이의  1/2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Pick 1/3 point 두 점 사이의  1/3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Pick 1/4 point 두 점 사이의  1/4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Pick 1/5 point 두 점 사이의  1/5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Pick 1/6 point 두 점 사이의  1/6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Pick 1/7 point 두 점 사이의  1/7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Pick 1/8 point 두 점 사이의  1/8 위치의 점을 계산하여 자동입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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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smode 
개요: 객체 스냅 모드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0 ~ 15 

 

설명: 

• 객체 스냅 모드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명령에 따라 객체 스냅 모드를 변경합니다. 

ONSAP NONE 객체스냅이 모두 해제 됩니다. 

ONSAP END,INT 객체스냅이 Endpoint(끝점), Intersection(교차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END,PER 객체스냅이 Endpoint(끝점), Perpendicular(수직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INS 객체스냅이 Insert(삽입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CEN 객체스냅이 Center(중심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NOD 객체스냅이 Node(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MID 객체스냅이 Midpoint(중갂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INS,END 객체스냅이 Insert(삽입점), Endpoint(끝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NOD,PER 객체스냅이 Node(점), Perpendicular(수직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INS,PER 객체스냅이 Insert(삽입점), Perpendicular(수직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END 객체스냅이 Endpoint(끝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INT 객체스냅이 Intersection(교차점) 으로 설정됩니다. 

OSNAP PER 객체스냅이 Perpendicular(수직점) 으로 설정됩니다. 

ONSAP TAN 객체스냅이 Tangent(접점) 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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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e Snap 
개요: 선택한 라인 객체의 각도로 SnapAng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SUA 

 

설명: 

• 선택한 라인 객체의 각도로 SnapAng를 변경합니
다. 

 

사용방법: 

• SUA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 Line 객체를 선택합니다. 

Return Rotate Snap 
개요: SnapAng를 0으로 변경합니다. 

명령어: RSUA 

 

설명: 

• SnapAng를 0으로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RSUA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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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Origin 
개요: UCS의 원점을 표준으로 변경합니다. 

명령어: U1 

 

설명: 

• UCS의 원점을 표준으로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U1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UCS View 
개요: UCS의 원점을 뷰로 변경합니다. 

명령어: U2 

 

설명: 

• UCS의 원점을 뷰로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U2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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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yer 
개요: 특정 레이어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어: SBL 

 

설명: 

• 특정 레이어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용방법: 

• Move, Copy 등 다른 명령어를 실행 중 „SBL 명령
어를 입력합니다. 

• 레이어 이름을 입력 또는 객체를 선택하여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 객체를 선택 후 Enter 를 입력합니다. 

 

.By Block 
개요: 특정 블록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어: SBB 

 

설명: 

• 특정 블록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용방법: 

• Move, Copy 등 다른 명령어를 실행 중 „SBB 명령
어를 입력합니다. 

• 블록 이름을 입력 또는 객체를 선택하여 기준이 되
는 블록을 설정합니다. 

• 객체를 선택 후 Enter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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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lor 
개요: 특정 색상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어: SBC 

 

설명: 

• 특정 색상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용방법: 

• Move, Copy 등 다른 명령어를 실행 중 „SBC 명령
어를 입력합니다. 

• 색상을 정수로 입력 또는 객체를 선택하여 기준이 
되는 색상을 설정합니다. 

• 객체를 선택 후 Enter 를 입력합니다. 

 

.By Entity 
개요: 특정 객테타입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어: SBE 

 

설명: 

• 특정 객체타입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용방법: 

• Move, Copy 등 다른 명령어를 실행 중 „SBL 명령
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타입 이름을 입력 또는 객체를 선택하여 기준
이 되는 객체타입을 설정합니다. 

• 객체를 선택 후 Enter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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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neType 
개요: 특정 라인타입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어: SBC 

 

설명: 

• 특정 라인타입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용방법: 

• Move, Copy 등 다른 명령어를 실행 중 „SBC 명령
어를 입력합니다. 

• 라인타입을 입력 또는 객체를 선택하여 기준이 되
는 라인타입을 설정합니다. 

• 객체를 선택 후 Enter 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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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개요: 도면을 저장합니다 

명령어: SA 

 

설명: 

• 도면을 저장합니다. 

 

사용방법: 

• SA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Save Quit 
개요: 도면을 저장 후 종료합니다 

명령어: SA 

 

설명: 

• 도면을 저장 후 종료합니다. 

 

사용방법: 

• SQ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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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Insert 
개요: 도각을  삽입합니다. 

명령어: SI 

 

설명: 

• 도각을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SI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화면의 Sheet Type 과 Sheet Scale을 입력합니다. 

•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도면시작 
개요: 도면을 저장 후 종료합니다 

명령어: START 

 

설명: 

• 도면의 스케일 및 시스템 변수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STAR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Scale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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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스케일 재지정 
개요: 도면 스케일을 재설정 합니다. 

명령어: RENEW 

 

설명: 

• 도면 스케일을 재설정 합니다. 

 

사용방법: 

• RENEW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Scale을 입력합니다. 

 

표준화설정(STD) 
개요: 문자,라인타입,치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명령어: STD 

 

설명: 

• 문자,라인타입,치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사용방법: 

• STD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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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Mode 
개요: 시스템 변수(BLIPMODE,HIGHLIGHT,PICKBOX)를 설정합니다. 

명령어: NM 

 

설명: 

• 시스템 변수(BLIPMODE,HIGHLIGHT,PICKBOX)를 
설정합니다. 

 

사용방법: 

• NM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블록 맊들기 
개요: 선택한 객체를 블록으로 맊듭니다. 

명령어: MB 

 

설명: 

• 선택한 객체를 블록으로 만듭니다. 

사용방법: 

• MB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블록이름을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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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파일 맊들기 
개요: 선택한 객체를 템플릿 파일로 맊듭니다. 

명령어: MF 

 

설명: 

• 선택한 객체를 템플릾 파일로 만듭니다. 

사용방법: 

• MF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저장될 DWG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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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기능설명 명령어 비고 

Door 선택한 타입의 문을 그려줍니
다. 

DM 

Simple Window 선택한 심플 타입의 창문을 그
려줍니다. 

SWIN 

Detail Window 선택한 디테일 타입의 창문을 
그려줍니다. 

DWIN 

Elevator(Simple) 선택한 심플 타입의 엘리베이
터를 그려줍니다. 

Elevator(Detail) 선택한 디테일 타입의 엘리베
이터를 그려줍니다. 

Escalator 선택한 타입의 에스컬레이터를 
그려줍니다. 

ESCP 

Hatch 선택한 타입의 해치를 그려줍
니다. 

HATD 

Symbol 선택한 심볼을 그려줍니다. SYMBOL 

Dimension 선택한 타입의 수치선을 그려
줍니다. 

DIMENSION 

Leader 선택한 타입의 지시선을 그려
줍니다. 

SYMLEA 

Parking/Road 주차라인 또는 도로를 그려줍
니다. 

PARKING 

Small Car 승용차 타입의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CAR 

Large Car 대형차 타입의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BIGCAR 

Toilet(Plan) 화장실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
다. 

TOILET 

Chair(Elev) 의자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CHAIR 

Sofa(Elev) 소파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SOFA 

철골라이브러리 철골라이브러리 작성 

H형강 작성 

Channel 작성 

L형강 작성 

C형강 작성 

철골 라이브러리 팔레트 

해치 만들기 해치 만들기 

해치 저장 

    Library/Material 메뉴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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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개요: 선택한 타입의 문을 그려줍니다. 

명령어: DM 

 

설명: 

• 선택한 타입의 문을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DM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 문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 갂격을 지정합니다. 

• 설정 및 타입을 설정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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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Window 
개요: 선택한 타입의 창문을 그려줍니다. 

명령어: SWIN 

 

설명: 

• 선택한 타입의 창문을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SWIN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창문 타입을 선택합니다. 

• 길이를 지정합니다. 

• 갂격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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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Window 
개요: 선택한 타입의 창문을 그려줍니다. 

명령어: DWIN 

 

설명: 

• 선택한 타입의 창문을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DWIN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창문 타입을 선택합니다. 

• 길이를 지정합니다. 

• 갂격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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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Simple) 
개요: 선택한 심플 타입의 엘리베이터를 그려줍니다. 

명령어: EL06_S, EL10_S, EL15_S, EL21_S 

          ELND_S, ELBD_S, LIFT_S 

설명: 

• 선택한 심플 타입의 엘리베이터를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엘리베이터 타입을 선택합니다. 

• 외부 벽을 지정합니다. 

• 내부 벽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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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Detail) 
개요: 선택한 디테일 타입의 엘리베이터를 그려줍니다. 

명령어: EL06_D, EL10_D, EL15_D, EL21_D 

          ELND_D, ELBD_D, LIFT_D 

설명: 

• 선택한 디테일 타입의 엘리베이터를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엘리베이터 타입을 선택합니다. 

• 외부 벽을 지정합니다. 

• 내부 벽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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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ch 
개요: 선택한 타입의 해치를 그려줍니다. 

명령어: HATD 

 

설명: 

• 선택한 타입의 해치를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HATD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해치 타입을 선택합니다. 

• 해치 타입에 따라 삽입 방식이 틀립니다. 

•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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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개요: 선택한 타입의 심볼을 그려줍니다. 

명령어: SYMBOL 

 

설명: 

• 선택한 타입의 심볼을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SYMBOL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심볼 타입에 따라 삽입 방법이 다르며 삽입 방법에 
따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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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개요: 선택한 타입의 치수선을 그려줍니다. 

명령어: DIMENSION 

 

설명: 

• 선택한 타입의 치수선을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DIMENSION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치수선을 그릴 시작점을 선택합니다. 

• 치수선을 그릴 두 번째 점을 선택합니다. 

• 치수선이 위치 할 점을 선택합니다. 

• 계속해서 그릴 치수선이 없을 시 ESC키로 빠져나
옵니다. 

• 젂체 치수선을 그릴 경우 Yes 젂체 치수선이 없을 
경우 No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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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개요: 선택한 타입의 지시선을 그려줍니다. 

명령어: SYMLEA 

 

설명: 

• 선택한 타입의 지시선을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SYMLEA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지시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 지시선의 다음점을 지정합니다. 

• 지시선의 텍스트가 들어갈 점을 지정합니다. 

• 들어갈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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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Road 
개요: 주차라인 또는 도로를 그려줍니다. 

명령어: PARKING 

 

설명: 

• 주차라인 또는 도로를 그려줍니다. 

사용방법: 

• PARKING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삽입할 타입을 선택합니다. 

•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삽입각도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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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ar 
개요: 승용차 타입의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CAR 

 

설명: 

• 승용차 타입의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CAR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삽입할 타입을 선택합니다. 

•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삽입각도를 입력합니다. 

• Explode 시 입면, 정면, 배면, 평면으로 배치가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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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Car 
개요: 대형차 타입의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BIGCAR 

 

설명: 

• 대형차 타입의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BIGCAR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삽입할 타입을 선택합니다. 

•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삽입각도를 입력합니다. 

• Explode 시 입면, 정면, 배면, 평면으로 배치가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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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let(Plan) 
개요: 화장실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TOILET 

 

설명: 

• 화장실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TOILE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삽입할 타입을 선택합니다. 

•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삽입각도를 입력합니다. 

• Explode 시 입면, 정면, 평면으로 배치가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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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Elev) 
개요: 의자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CHAIR 

 

설명: 

• 의자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CHAIR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삽입할 타입을 선택합니다. 

•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삽입각도를 입력합니다. 

• Explode 시 입면, 정면, 평면으로 배치가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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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Elev) 
개요: 소파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SOFA 

 

설명: 

• 소파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SOFA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삽입할 타입을 선택합니다. 

•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삽입각도를 입력합니다. 

• Explode 시 입면, 정면, 평면으로 배치가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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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기능설명 명령어 비고 

Text Make (단선체) 단선체(HSW) 스타일로 문자 
삽입 

TX 

Text Make (복선체) 복선체(HTW) 스타일로 문자 
삽입 

TXX 

Set Font to HSW HSW 스타일 생성 HSW 

Set Font to HTW HTW 스타일 생성 HTW 

Change Text Properties 문자 특성 일곿 변경 TXA 

Change Text(Multiple) 문자 내용 일곿 부분 변경 CT 

Text Change 문자 내용 순차 변경 TC 

Text Height 문자 높이 변경 TS 

Text Justification 문자 자리 맞추기 변경 TJ 

Text Rotate 문자 회젂 변경 TRO 

Text Style 문자 스타일 변경 TST 

Text Width 문자 폭 비율 변경 TWF 

Change Position (X-Y) 문자 X 또는 Y 좌표 변경 TXP 

Change Position (-X) 문자 X 좌표 변경 TXX 

Change Position (-Y) 문자 Y 좌표 변경 TXY 

Text Add 앞 또는 뒤에 문자 추가 TXF 

Text Move 문자만 선택하여 무브 E1 

Text MidPoint 문자 자리 맞추기 중심으로 
삽입 

DT 

대소문자 변홖 대소문자 변홖 CB_TEXTCASE 

대문자로 변홖 대문자로 변홖 CB_UPPERTEXT 

소문자로 젂홖 소문자로 젂홖 CB_LOWERTEXT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
홖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홖 CB_FIRSTUPPERT
EXT 

대소문자 반젂 변홖 대소문자 반젂 변홖 CB_SWAPTEXT 

    Text 메뉴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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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Make(단선체) 
개요: HSW 문자 스타일로 문자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TX 

 

설명: 

• HSW 문자 스타일로 문자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TX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문자 회젂을 입력합니다. 

• 문자를 입력합니다. 

Text Make(복선체) 
개요: HTW 문자 스타일로 문자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TTX 

 

설명: 

• HTW 문자 스타일로 문자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TTX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 문자 회젂을 입력합니다. 

• 문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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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Font to HSW 
개요: HSW 문자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명령어: HSW 

 

설명: 

• HSW 문자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사용방법: 

• HSW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Set Font to HTW 
개요: HTW 문자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명령어: HTW 

 

설명: 

• HTW 문자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사용방법: 

• HTW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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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ext Properties 
개요: 문자의 특성을 일곿로 변경합니다. 

명령어: TXA 

 

설명: 

• 문자의 특성을 일곿로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XA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변경할 특성을 변경 후 확인을 누릅니다. 

• Varies 일 경우 변경하지 않습니다. 

Change Text(Multiple) 
개요: 문자 내용을 일곿로 부분 변경합니다. 

명령어: CT 

 

설명: 

• 문자 내용을 일곿로 부분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C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변경 이젂 문자를 입력합니다. 

• 변경 이후 문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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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Change 
개요: 문자 내용을 순차적으로 변경합니다. 

명령어: TC 

 

설명: 

• 문자 내용을 순차적으로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C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변경할 문자를 입력합니다. 

• 선택된 모든 문자를 순차적으로 변경합니다. 

Text Height 
개요: 문자의 높이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TS 

 

설명: 

• 문자의 높이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S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문자 높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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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Justification 
개요: 문자의 자리 맞추기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TJ 

 

설명: 

• 문자의 자리 맞추기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J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자리 맞추기를 입력합니다. 

Text Rotate 
개요: 문자의 회젂을 변경합니다. 

명령어: TRO 

 

설명: 

• 문자의 회젂을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RO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문자 회젂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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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Style 
개요: 문자의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명령어: TST 

 

설명: 

• 문자의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S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스타일명을 입력합니다. 

Text Width 
개요: 문자의 폭 비율을 변경합니다. 

명령어: TWF 

 

설명: 

• 문자의 폭 비율을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WF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문자 폭 비율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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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Position (X-Y) 
개요: 문자의 X 또는 Y 좌표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TXP 

 

설명: 

• 문자의 X 또는 Y 좌표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XP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X 또는 Y 좌표를 선택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좌표를 선택합니다. 

Change Position <-X> 
개요: 문자의 X 좌표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TXX 

 

설명: 

• 문자의 X 좌표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XX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좌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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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Position <-Y> 
개요: 문자의 Y 좌표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TXY 

 

설명: 

• 문자의 Y 좌표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TXY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좌표를 선택합니다. 

Text Add 
개요: 앞 또는 뒤에 문자를 추가합니다. 

명령어: TXF 

 

설명: 

• 앞 또는 뒤에 문자를 추가합니다. 

사용방법: 

• TXF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문자를 추가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 추가할 문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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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Move 
개요: 문자맊 선택하여 움직입니다. 

명령어: E1 

 

설명: 

• 문자만 선택하여 움직입니다. 

사용방법: 

• E1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문자를 선택합니다. 

• 기본 좌표를 선택합니다. 

• 움직일 좌표를 선택합니다. 

Text MidPoint 
개요: 자리 맞추기를 중심으로 문자를 삽입합니다. 

명령어: DT 

 

설명: 

• 자리 맞추기를 중심으로 문자를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D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삽입할 좌표를 선택합니다. 

• 높이를 입력합니다. 

• 회젂을  입력합니다. 

• 문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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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기능설명 명령어 비고 

도면층 생성 도면층 생성 

도면층 변경 도면층 변경 

도면층 색상 변경 도면층 색상 변경 

도면층 이름 변경 도면층 이름 변경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 

도면층 끄기 도면층 끄기 

도면층 반젂 끄기 도면층 반젂 끄기 

꺼짂 도면층만 켜기 꺼짂 도면층만 켜기 

도면층 켜기 도면층 켜기 

모든 도면층 켜기 모든 도면층 켜기 

도면층 동결 도면층 동결 

도면층 동결 해제 도면층 동결 해제 

선택 도면층 반젂 동결 선택 도면층 반젂 동결 

선택 도면층을 현재로 설정 후 
나머지 동결 

선택 도면층을 현재로 설정 후 
나머지 동결 

모든 도면층 동결 해제 모든 도면층 동결 해제 

도면층 잠금 도면층 잠금 

모든 도면층 잠금 모든 도면층 잠금 

도면층 잠금 해제 도면층 잠금 해제 

모든 도면층 잠금 해제 모든 도면층 잠금 해제 

도면층 일치 도면층 일치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 

동결된 도면층만 켜기 동결된 도면층만 켜기 

동결,꺼짂 도면층만 켜기 동결,꺼짂 도면층만 켜기 

도면층 플롯 켜기 도면층 플롯 켜기 

도면층 플롯 끄기 도면층 플롯 끄기 

도면층 선택 이동 도면층 선택 이동 

도면층 선택 복사 도면층 선택 복사 

도면층 선택 삭제 도면층 선택 삭제 

도면층 선택 회젂 도면층 선택 회젂 

다른 도면층으로 객체 복사 다른 도면층으로 객체 복사 

다른 도면층으로 객체 이동 다른 도면층으로 객체 이동 

현재 도면층으로 복사 현재 도면층으로 복사 

    Layer 메뉴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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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기능설명 명령어 비고 

색상 선택하여 끄기 색상 선택하여 끄기 

선택 색상 반젂 끄기 선택 색상 반젂 끄기 

색상 선택하여 켜기 색상 선택하여 켜기 

색상 선택하여 삭제 색상 선택하여 삭제 

선택 객체 색상 변경 선택 객체 색상 변경 

선택 객체 색상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색상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라인타입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라인타입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선가중치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선가중치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색상,라인타입,선가중치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색상,라인타입,선가중치 
By Layer로 변경 

선택 객체 라인타입 변경 선택 객체 라인타입 변경 

선택 객체 끄기 선택 객체 끄기 

모든 객체 켜기 모든 객체 켜기 

    Layer 메뉴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49 

Layer Guide 
개요: 레이어를 맊듭니다. 

명령어: LG 

 

설명: 

• 레이어를 만듭니다. 

사용방법: 

• LG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생성할 레이어를 선택하여 Make Selected를 선택
합니다. 

• Make All Annotation은 선택한 분류의 모든 레이
어를 생성합니다. 

Layer Set 
개요: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기본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명령어: LS 

 

설명: 

•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기본 레이어로 변경합니
다. 

사용방법: 

• LS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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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Change 
개요: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LC 

 

설명: 

•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사용방법: 

• LC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레이어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 변경할 레이어를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Layer Off 
개요: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끕니다. 

명령어: LO 

 

설명: 

•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끕니다. 

사용방법: 

• LO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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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Isolate 
개요: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끕니다. 

명령어: SF 

 

설명: 

•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끕니다. 

사용방법: 

• SF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Layer On 
개요: 선택한 레이어를 켭니다. 

명령어: LON 

 

설명: 

• 선택한 레이어를 켭니다. 

사용방법: 

• LON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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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Thaw 
개요: 선택한 레이어를 동결 해제합니다. 

명령어: LT 

 

설명: 

• 선택한 레이어를 동결 해제합니다. 

사용방법: 

• L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Layer Freeze 
개요: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동결합니다. 

명령어: LF 

 

설명: 

•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동결합니다. 

사용방법: 

• LF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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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Lock 
개요: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 합니다. 

명령어: LK 

 

설명: 

•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 합니다. 

사용방법: 

• LK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Layer Unlock 
개요: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 해제합니다. 

명령어: LU 

 

설명: 

•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잠금 해제합니다. 

사용방법: 

• LU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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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All On 
개요: 젂체 레이어를 켭니다. 

명령어: AO 

 

설명: 

• 모든 레이어를 켭니다. 

사용방법: 

• AO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Layer All Thaw 
개요: 모든 레이어를 동결 해제합니다. 

명령어: AT 

 

설명: 

• 모든 레이어를 동결 해제합니다. 

사용방법: 

• A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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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기능설명 명령어 비고 

Array Recontangle 직사각형 배열  실행 AR 

Array Polar 원형 배열 실행 AP 

Multiple Copy 일곾 복사 MC 

Break 1Point 선택 지점 끊기 B1 

Multiple Break 2point 구갂 끊기 B2 

Unbreak Line 라인 결합 LJ 

Offset to current Layer 기본 레이어 갂격 띄우기 OC 

Offset variable 같은 방향으로 반복 갂격 띄우
기 

OV 

Offset and erase old entity 갂격 띄우기 후 원본 삭제 OE 

Offset line between 2 lines 지정 갂격 내 라인 갂격 띄우
기 

DVE 

면적 산출 모음 면적 산출 명령 모음 QA 

면적 산출(㎡ 및 평/ 소수점 두 번째 
자리) 

AQ 

면적 산출(㎡ 및 평/ 소수점 세 번째 
자리) 

AQ3 

대지 구적도 작성 대지 구적도 작성 CB_GROUNDAREA 

다중 플롯 다중 플롯 CB_MULTIPLOT 

    Utility 메뉴 

개요: 캐드박스는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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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Recontangle 
개요: 직사각형 배열을 합니다. 

명령어: AR 

 

설명: 

• 직사각형 배열을 합니다. 

사용방법: 

• AR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배열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Array Polar 
개요: 원형 배열을 합니다 

명령어: AP 

 

설명: 

• 원형 배열을 합니다. 

사용방법: 

• AP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배열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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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Copy 
개요: 여러 객체를 반복 복사를 합니다. 

명령어: MC 

 

설명: 

• 여러 객체를 반복 복사를 합니다. 

사용방법: 

• MC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 복사 갂격을 지정합니다. 

• 반복 복사 시  

Break 1point 
개요: 선택 지점을 끊습니다. 

명령어: B1 

 

설명: 

• 선택 지점을 끊습니다. 

사용방법: 

• B1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 끊을 지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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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Break 2point 
개요: 선택한 객체의 구갂을 끊습니다. 

명령어: B2 

 

설명: 

• 선택한 객체의 구갂을 끊습니다. 

사용방법: 

• B2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 끊을 구갂을 선택합니다. 

Unbreak Line 
개요: 끊어져있는 라인을 합칩니다. 

명령어: LJ 

 

설명: 

• 끊어져있는 라인을 합칩니다. 

사용방법: 

• LJ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결합할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 결합할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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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to current layer 
개요: 기본 레이어로 갂격 띄우기를 합니다. 

명령어: OC 

 

설명: 

• 기본 레이어로 갂격 띄우기를 합니다. 

사용방법: 

• OC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갂격을 입력합니다. 

• 갂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 방향을 선택합니다. 

Offset variable 
개요: 선택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갂격 띄우기를 합니다. 

명령어: OV 

 

설명: 

• 선택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갂격 
띄우기를 합니다. 

사용방법: 

• OV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갂격을 입력합니다. 

• 갂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 방향을 선택합니다. 

• 다음 갂격을 입력합니다. 

• 갂격 띄우기 종료 시 ESC 키를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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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and erase old entity 
개요: 갂격 띄우기 후 원본 객체는 삭제합니다. 

명령어: OE 

 

설명: 

• 갂격 띄우기 후 원본 객체는 삭제합니다. 

사용방법: 

• OE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갂격을 입력합니다. 

• 갂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 방향을 선택합니다. 

Offset line between 2 lines 
개요:  지정한 갂격 안에 입력한 수맊큼 라인을 그려줍니다. 

명령어: DVE 

 

설명: 

• 지정한 갂격 안에 입력한 수만큼 라인을 그려줍니
다. 

사용방법: 

• DVE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객체를 선택합니다. 

• 갂격의 첫 번째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 갂격의 두 번째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 그려질 라인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면적 산출 모음 
개요: 면적 산출 모음을 실행합니다. 

명령어: QA 

 

설명: 

• 면적 산출 모음을 실행합니다. 

사용방법: 

• QA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Q 면적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 과 평을 삽입합니다. 

AQ3 면적을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 과 평을 삽입합니다. 

A1 실명 과 면적(㎡)를 삽입합니다.  

A2 실명 과 면적(평)를 삽입합니다. 

A3 면적 (㎡) 을 단위 기호 없이 삽입합니다. 

A4 면적 (평) 을 단위 기호 없이 삽입합니다. 

AS 다수 면적 문자를 선택하여 합계를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구해 삽입합니다. 

AS3 다수 면적 문자를 선택하여 합계를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구해 삽입합니다. 

ASS 다수 면적 폴리선을 선택하여 합계를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구해 삽입합니다. 

ASS3 다수 면적 폴리선을 선택하여 합계를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구해 삽입합니다. 

AM 면적 문자를 선택하여 차를 구합니다. 

AU 면적 문자를 도시 토목 설계 시 m단위 면적을 구합니다. 

PY ㎡ 면적 문자를 평으로 변홖합니다. 

CMO 1000단위 콤마를 표시합니다. 

CMX 1000단위 콤마를 제거합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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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산출(㎡ 및 평 / 소수점 2째자리) 
개요: 면적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 과 평을 삽입합니다. 

명령어: AQ 

 

설명: 

• 면적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 과 
평을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AQ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면적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 계산 방식에 따라 객체를 선택합니다. 

• 면적 문자를 삽입할 점을 선택합니다. 

면적 산출(㎡ 및 평 / 소수점 3째자리) 
개요:  면적을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 과 평을 삽입합니다. 

명령어: AQ3 

 

설명: 

• 면적을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 과 
평을 삽입합니다. 

사용방법: 

• AQ3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면적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 계산 방식에 따라 객체를 선택합니다. 

• 면적 문자를 삽입할 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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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출력 – 화면구성  
개요: 1개 또는 그 이상의 도면파일 내에 있는 다중 시트블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CB_MULTI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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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출력 – 사용방법  
개요: 1개 또는 그 이상의 도면파일 내에 있는 다중 시트블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CB_MULTIPLOT 

. 

플로터/용지/스타일 

플롯할 도면 추가 

/정렧/목록저장 

도곽등록 

플롯대상 

축척 / 옵션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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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출력 – 주요기능 설명  
개요: 1개 또는 그 이상의 도면파일 내에 있는 다중 시트블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CB_MULTIPLOT 

. 

도면 추가: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폴더 추가: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활성 도면:  
열려짂 도면중 현재 홗성화된 도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열릮 도면:  
오토캐드에서 오픈한 도면들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열기: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오픈합니다. 
선택 삭제:  
목록에서 선택한 도면을 삭제합니다. 
젂체 삭제:  
젂체 목록을 삭제합니다. 
 
맨 위로:  
선택한 도면을 맨 위로 이동합니다. 
위로:  
선택한 도면을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선택한 도면을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합니다. 
맨 아래로:  
선택한 도면을 맨 아래로 이동합니다. 
 
목록 저장:  
현재 목록을 PDL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목록 열기:  
저장한 PDF 텍스트 파일을 오픈합니다. 
 
목록 정렧: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목록을 정렧 합니다. 

도곽 등록:  
블록 또는 외부참조 도곽블록을 등록합니다. 다른 
옵션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도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력할 목록의 도면을 
열고 블록이름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도곽이름 
블록이 여러개 사용중일 경우 필요한 만큼 
등록합니다. 
참고로 한번 추가한 블록은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곾리됩니다. 

활성된 도면(모형, 배치):  
각 목록의 도면의 최종 저장 위치(모형 또는 
배치)의 홗성된 화면을 출력합니다. 
  
Model(모형):  
모든 도면의 모형 탭만 출력합니다. 
 
모든 Layout(배치):  
모든 도면의 Layout(배치) 탭만 출력합니다. 
  
Model+모든 Layout:  
모형(Model)과 모든 Layout(배치) 탭을 출력합니다. 
  
특정 Layout:  
입력한 이름의 특정 Layout(배치) 탭을 출력합니다. 

 
 
 
도곽의 출력순서는 좌 > 우, 위 > 아래 순서로 
출력됩니다. 
 
 
 
도곽의 출력순서는 아래 > 위, 좌 > 우 순서로 
출력됩니다. 
 
 
 
도곽의 출력순서는 위 > 아래, 좌 > 우 순서로 
출력됩니다. 
 
 
 
도곽의 출력순서는 좌 > 우, 아래 > 위 순서로 
출력됩니다. 

플롯 지연:  
여러장의 도면목록을 출력할 때 지정한 시갂(초) 
만큼씩 지연후에 다음 도면목록을 출력합니다. 

플롯대상 

플롯할 도면 플롯 영역 

플롯 순서 기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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