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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B h 을 사용해야 하는가?

1) 1) BarshopBarshop 특징특징 --11

 왜 Barshop을 사용해야 하는가?

 철근 Shop drawing에 꼭 맞는 소프트웨어.
 어떤 도구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업무가 달라집니다.
 한국건축정보기술㈜는 ArchiOffice 개발 노하우를 모아 철근한국건축정 기술㈜는 개발 하우를 아 철근

샵드로잉 소프트웨어 “Barshop”을 자체 개발 하였습니다.

 ArchiOffice 기술력.

정확한

 AutoCAD 전 버전의 철근샵 소프트웨어 개발
(AutoCADLT에 사용가능한 국내 유일제품)

 Object ARX 작업방법을 지원 합니다.
 작업자의 편의성을 구현 합니다.

물량데이터

도면 작성의
자동 그리기
편익성 제공

각 산출표
Excel 출력

작업자의 편의성을 구현 합니다
 자동그리기 기능으로 편리한 작업이 가능 합니다.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제공 합니다.
 실시간 원격 A/S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합니다.

도면의도면의
높은 Qulity

ArchiOfficeArchiOffice

면의
가독성 증대

물량,정척,
가공스케쥴,
재고 관리

높은 Qulit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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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BarshopBarshop 강점강점 -- 11

편의성 효율성편의성 효율성

퀄리티 향상

업무능력 향상

퀄리티 향상

업무능력 향상

퀄리티 향상

업무능력 향상

- 자동 구간 산출
- 자동 그리기
- 자동 라인샵
- 자동 보샵

자동 벽체샵 외 다수

- 자동 구간 산출
- 자동 그리기
- 자동 라인샵
- 자동 보샵

자동 벽체샵 외 다수편의성 효율성편의성 효율성

철근샵
작성요구

사항

- 자동 벽체샵 외 다수
- 자동 물량산출
- 자동 벽체샵 외 다수
- 자동 물량산출

ArchiOffice자동화는
높은 퀄리티 도면을

작성하게 한다.

퀄리티정확성 퀄리티정확성
[ ArchiOffice ]

+

작업방법

[ ArchiOffice ]
+

작업방법

[ ArchiOffice ]
+

작업방법

- Setup으로 인한 도면셋팅
- 표현의 일관성
- 배치작업 지원
- 외부참조 지원
- 자동플롯지원

- Setup으로 인한 도면셋팅
- 표현의 일관성
- 배치작업 지원
- 외부참조 지원
- 자동플롯지원

다양화다양화다양화
자동플롯지원

- 편집작업지원
자동플롯지원

- 편집작업지원

모형 공간
의

작업

3D 철근샵

작성

작업방법의 다양화 지원
배치작업

(레이아웃)

형식의 작업블럭/

외부참조

활용

작업방법의 다양화 지원

ArchiOffice Barshop을 활용하면 손쉬운
도면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블럭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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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를 활용해 구조 계산 칫수의 오류기입을 줄인다.

2) 2) BarshopBarshop 강점강점 -- 22
6

1. DB를 활용해 구조 계산 칫수의 오류기입을 줄인다.

- 최초 작업시 이음길이, HOOK, 정착길이 등의 DB값을 기입하여 오류를 줄인다. (확장자 *.mdb 로 저장됨) 

- 형상 선택시 기본 DB값이 작성 되어있어, 암기하지 않아도 되며, 값이 변동 될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

2. .현장별 데이터 별도관리가능

3 TAG를 통해 형태 길이 형상을 입력하면 물량이 자동으로3. TAG를 통해 형태, 길이, 형상을 입력하면 물량이 자동으로~

- 기본도면(구조도면)을 바탕으로 철근을 그리고 TAG 대화상자를 통해 값을 입력하고, 이 TAG를 도면에

작성 한다

- TAG를 선택하면, 도면 전체 또는 일부 물량만을 선택해 물량집계표를 자동 산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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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현장 가공시 정척철근 집계표작성

72) 2) BarshopBarshop 강점강점 -- 33

철근 길이를 확인하여, loss가 제일 적은 철근 길이를 알려준다. 
Ex> 반입철근 순길이 : 6M, 7M, 8M, 9M, 10M

사용철근 : 3M짜리 3EA
정척철

철근 물량 집계표(1/1)
도면번호: A-001 ~ 003

정척철근:9M 1EA
LOSS : 0%

부  호 형  상 직  경 길  이 수  량 총길이(M) 단중(kg/m) 총중량(TON) 비    고

A557
3000

HD13 3000 3 9.000

SUB TOTAL 9.000 0.995 0.009

직  경 길이(M) 수  량 총길이(M) 단중(kg/m) 총중량(TON) 비    고

HD13 9.000 1 9.000

정척철근 물량 집계표(1/1)
도면번호: A-001 ~ 003

SUB TOTAL 9.000 0.995 0.009

부 호 형 상 직 경 길이(M) 수 량 사용철근(M) 사용수량 비 고

철근 가공 Schedule(1/1)
도면번호: A-001 ~ 003

부  호 형  상 직  경 길이(M) 수  량 사용철근(M) 사용수량 비    고

A557
3000

HD13 3.000 3 9.000 1



2. Barshop_활용및 상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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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BarshopBarshop을을 활용한활용한 ProcessProcess 9

건축 / 구조도면
검토

도면 작성방법
검토

베이스도면 작성
DB및 일반사항

검토Start
검토 검토

1. 도면 작업을 어떻
1. XBLOCK 구조

도면가공 3. Barshop Database
게 할것인지 구상 2. Base도면 및

쉬트 블럭화

p
확용

출력 후도면납품
END

물량 산출 철근 물량 도면화
철근샵 구간 및

수량파악END
물량 산출 철근 물량 도면화

수량파악

자동 도면 출력
- 자동 물량산출, 
- 물량 저장

TAG 및 자동화산출
- TAG작성
- LINE SHOP 배근 지시선 생생자동 도면 출력 물량 저장

- 엑셀데이터 변환
LINE  SHOP

-보샵
-벽체샵.. 등

/ 철근 배근 표기

자동화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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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ArchiOfficeArchiOffice 메뉴소개메뉴소개 10

XPress BAR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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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데이터 저장 2 Tag 3 구간의 배근 수량산출 및 표기

3) 3) BarshopBarshop 상세설명상세설명 –– 11 11

1. DB데이터 저장
- 이음길이, 정착길이 ,hook값 데이터화
- 데이터를 복사하고, 공유하여 팀작업에 활용
- 각 데이터 값을 암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Tag
- 철근의 TYPE및 길이의 TEXT기호화
- 형상 자동입력.
- 형상에 따라 피복과 크기 입력시 자동으로 생성.
- 구간산출의 개수 자동인식

3. 구간의 배근 수량산출 및 표기
- 선택한 영역의 배근 수량 자동산출 및 표기
- 부재안의 철근 수량을 자동으로 산출 하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부재에 표기하여 사용합니다.

4. Hoop / Stirrup 배근 수량산출 및 표기
- 기둥의 내진설계 기준 자동적용

5. TAG교체
TAG를 수정할때 기존 작성된 TAG와 같은 값
으로 일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6. TAG 속성 일치
TAG작성시 속성의 변화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으로 일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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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근 그리기/라인샵(자동그리기) 8 구간샵 / 변화구간샵 그리기(자동그리기) 9 보샵 작성하기(자동그리기)

3) 3) BarshopBarshop 상세설명상세설명 –– 2 2 12

7. 배근 그리기/라인샵(자동그리기)
TAG값과 철근을 일괄 작성합니다.

8. 구간샵 / 변화구간샵 그리기(자동그리기)
TAG값과 철근을 일괄 작성합니다.

9. 보샵 작성하기(자동그리기)

10 벽체 shop 11 철근 물량 산출 출력 및 정척10. 벽체 shop
도면의 벽체 리스트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벽체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1. 철근 물량 산출, 출력 및 정척
각 종류별 집계표 생상, EXCEL데이터 출력, 
정척 물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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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BarshopBarshop 상세설명상세설명 ((철근물량철근물량 산출및산출및 집계표집계표))

•각 도면의 TAG를 취합하여 철근 물량 산출 및 관련
집계표를 생성합니다.

* 물량집계표는 오른쪽과 같이 작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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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BarshopBarshop 상세설명상세설명 --정척정척 철근철근 //재고재고 물량물량 집계표집계표(1)(1)

• 철근종류에 대한 정척길이 (사용길이)를 선택하면 작성된 길이 안에서 철근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집계표를 생성하고 LOSS율을 알 수 있습니다.

1. 각 도면의 TAG를 취합한 후 철근물량 집계표 생성을 선택합니다.
2. 철근 적산기준에서 철근 종류에 따른 정척철근의 길이를 선택하고, 잔재기준을

선택합니다.
3. 재고 물량을 저장하면 다음번 작업시 재고 물량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태그태그 DB DB 위치위치

사용할사용할 재고물량재고물량 위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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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BarshopBarshop 상세설명상세설명 --정척정척 철근철근 //재고재고 물량물량 집계표집계표(2)(2)

4. 정척철근 집계표를 선택하면 위 그림과 같이 정척철근 물량 집계표와 철근 재고 물량 집계표가 생성이 됩니다.

※ ※ 정척정척 사용시사용시 손실률손실률 ZERO (0%)ZERO (0%) ※ ※ 재고물량은재고물량은 추후추후 공정시공정시 사용함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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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환경설정-SET 2. 단축키 관리자-HK 3. 치수유형설정-AD

6) 6) ArchiOfficeArchiOffice 상세설명상세설명 -- 11 16

1. 도면환경설정 SET
"RXSETUP"명령을 이용하여 축척을 변경하면
기존 도면의 아키오피스 객체는 축척에 맞게
자동 조절 됩니다.

2. 단축키 관리자 HK
CAD에서 조절하는단축키 관리자는 추가,삭제,
수정이 가능하고 파일로 저장 가능 합니다.
C:program: archiofficeXP2010:Inercad
[ACAD.PGP]파일로저장됩니다.

3. 치수유형설정 AD
치수유형에서 유형을 설정한다.
유형은 새로 작성할수 있고 권장설정으로 체크
를 해놓으면 Inercad에서 도면환경 설정을 해
놓으면 scale값으로 치수가 그려진다

4. 다중기능간격띄우기(Multi Offset)-MF
[다중 간격띄우기(Multi Offset) –MOF]의 기
능과 비슷하나 간격을 띄울때 도면층을 설정

5. 문자 수정-CTM
* 낱개로 수정하기-문자 연속수정 기능에 문자
의 속성을 수정하는 기능이 추가 되어 있다.

6. 객체 스파이
도면내의 모든 객체의 속성정보(도면층, 길이, 면적, 
둘레 등..)를 실시간 툴팁으로 볼 수 있는 기능 입니
다

능과 비슷하나 간격을 띄울때 도면층을 설정
할 수도 있으며 객체를 삭제하면서 간격을
띄울수 있다.

의 속성을 수정하는 기능이 추가 되어 있다.
* 한꺼번에 수정하기-말그대로 문자열을 한꺼번
에 수정할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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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마법사 8. XPress 계산기 9. CopyClip / XBLOCK

6) 6) ArchiOfficeArchiOffice 상세설명상세설명 -- 22 17

다양한 조건(도면축, 색상, 객체 종류, 블록.. 등)
으로 원하는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산술식 뿐만 아니라 객체를 선택함으로써 객체의 면
적이나 길이등을 산술식과 함께 계산할 수 있는 기
능 입니다.

py p
도면내 객체들을 다양한 형태(다각형, 원, 타원등)
로 클립복사 합니다. 경계선포함 여부도 지정 가능
하며, 이미지도 복사하거나 자를 수 있습니다.

10. 구름형 개정표시 11. 출력 및 도면 분리 12. 뷰포트 작성 및 관리



3. Barshop_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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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 BarshopBarshop Sample Sample ––SLAB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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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 BarshopBarshop Sample Sample ––BEAM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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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3. BarshopBarshop Sample Sample ––WALL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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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4. BarshopBarshop Sample Sample ––COLUMN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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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홈페이지홈페이지 소개소개

 아키오피스 홈페이지

 Barsho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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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시서울시 서초구서초구 동산로동산로 1616길길 5555 유성빌딩유성빌딩 55층층
Tel.02)3461Tel.02)3461--6868 Fax.(02)60086868 Fax.(02)6008--57955795



The end

본 제안서는 제출업체의 지적 재산권이며, 대외비로 분류됩니다.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