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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essTool
XPressTool제품은 2002년이후 ArchiOffie에 추가 되었으며,
모든 AutoCAD및 다른 3rd Party제품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고 있고
설계업무를 하는 모든 분야(건축,토목,기계,선반컷팅,인쇄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chiOffice가 가지고 있는 Lisp 및 Object Arx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 표고분석
경사도 표고분석 프로그램은 XPressTool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맞추어 개발된 경사도 /표고분석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국내의 각 지역 산림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입니다.

1) ArchiOffice 개요
개요
AutoCAD는 범용 프로그램 입니다.
이로인해 건축분야에서 AutoCAD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건축 설계 분야의 특성에 맞는 Drawing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 한 것이 AutoLISP
이라는 언어입니다. 이 후 많은 3rd Party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많은 도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rchiOffice는 이러한 기술들 중 가장 강력한 도구인 ObjectARX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여 쉽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
합니다.

특징










ObjectARX 기능을 사용하여 도면 작성/ 수정 간편화, 도면요소의 속성을 쉽게 제어.
AutoCAD 2009이상 버전의 3rd Party 프로그램 최초 리본메뉴 지원.
명령어를 몰라도 기존 작성된 도면으로 명령어 실행.
사용자가 손쉽게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DWG도 자동으로 등록시켜주는 사용자 라이브러리.
다이나믹 블록 라이브러리 제공.
각종 리스트 작성 기능(기둥리스트, 보리스트).
배치 공간의 도면 레이어 컨트롤 및 드롭 IN/OUT기능.
각종 다중플롯 및 분리.
다양한 파일 CAD 로 변환 기능. (Excel / .dat 파일 / .dwf/ 변환/ txt)

ArchiOffice 기술력 및 서비스





Object ARX 작업방법을 지원 합니다.
작업자의 편의성을 구현 합니다.
꾸준한 업그레이드 제공 합니다.
실시간 원격 A/S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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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chiOffice 제품구성도
제 품

ArchiOffice

ArchiOffice

Xpress

Xpress-civil

조경

Bar shop

•건축 설계 특성에 맞게 메
뉴 및 기능이 구성되어있으
며, ObjectARX를 사용하여
각 도면 작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

• 건축설계의 편의를 제공한
다.

• 토목 설계 시 필요한 유
틸로 주요기능이 포함되
어 작업의 생산성을 높여
주고 사용자가 손쉽게 접
근할 수 있다.

• 다양한 수목의 라이
브러리를 제공하고 조
경 설계의 특성에 맞
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철근의 형상 및 길이
선택, 개수 등을 입력
하여 Tag가 자동 생성
되고 이를 이용해 쉽
게 물량 산출이 가능
하다.

용 도

•모든 영역에서 사용 가능.
(건축, 토목, 기계, 선반 컷팅,
인쇄소)

• 조경을 구성하여 쉽
게 리스트화 시킬 수
있고 조경 도면 작성
시 편리하다.

• 도면검토 및 향상지원
- 자동 Plot
- 배치작업 Tool
- 이미지 작업 등

설치환경
AutoCAD

제품명

ArchiOffice

XpressTool

ArchiOffice XP 2014
Xpress Tools2014
ArchiOffice LTXP 2014

AutoCAD LT

ArchiOffice LTX 2014
Xpress Tools2014

•
•
•
•

구성도 내용 중 는 제품의 기본 구성입니다.
구성도 내용 중 는 선택 옵션으로 추가를 하거나 빼서 제품 구성이 가능합니다.
조경 모듈은 AutoCAD 2009, 2010 (LT 포함)이상 버전에서만 구동 가능합니다.
ArchiOffice의 제품은 ASP 버전/ 단일 락 버전/ Network 버전 이 있습니다.

조

경

Lisp (LT)

경사도/표고분석

Bar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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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PressTool 기능 - 1

XPressTool

특징
 Timeserver 네트워크 버전 관리 기능/ 객체 스파이 / 객체선택마법사
 다중 출력관리 (다중 Plot, 모형/배치 연속출력, 모형/배치 도면 분리 등…)
 Layer 컨트롤기능/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 도면층을 관리
 뷰 포트(배치) 작성 및 관리 기능 (배치 공간의 도면 작업을 손쉽게 사용)
 도면 복구 및 변환기능(도면, 선TYPE변경, 다양한 칫수 그리기)
 수평/ 수직 미세 기울기 점검
 Xpress 계산기 기능/ 문자사전 및 문자 자동정렬기능
 Excel – CAD 연동 /Xpress 객체 /도면 및 이미지 복사 잘라내기
 도면 변환 기능 (Purge, 블록 교체, 도면 층, 폰트 변환 등…)
약 30개여개의 토목메뉴 Civil유틸리티(각종사면그리기 / 횡단지반선 및 구성표작성 / 수치지형도/ 평면선형. IP, 측점그리기 / POINT좌표그리
기 / 파동선 그릭/등고선작성…)
 경사도 / 표고분석
1. TIME SERVER
AutoCAD NetWork버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License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2. 객체 스파이
도면내의 모든 객체의 속성정보(도면층, 면적, 둘
레...)를 실시간 툴팁으로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3. 선택마법사
다양한 조건(도면층, 색상, 객체 종류, 블록.. 등)으
로 원하는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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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PressTool 기능 - 2

XPressTool

4. 모형/배치도면 자동 출력/ 모형 도면분리
모형, 배치공간 내의 다중도면들을 쉬트블럭
기준으로 연속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레이어 관리
도면의 도면층 구성내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CAD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단축키로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6. 세움터 도면층 관리
ArchiOffice에 사용되는 모든 레이어는 세움터 레
이어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고객 특성에 맞게 속성
수정이 가능하다.

7. 뷰포트 작성 및 관리
뷰포트 생성부터 수정 관리 하는 기능으로 배치도
면 작성시 사용되는 기능이다.

8. 도면 및 이미지 복사 잘라내기
도면내 객체및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다각형, 원,
타원등)로 클립복사 합니다.

9. Xpress 계산기
산술식 뿐만 아니라 객체를 선택함으로써 객체의
면적이나 길이등을 산술식과 함께 계산할 수 있는
기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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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PressTool 기능 - 3

XPressTool

10. Excel-CAD연동
Excel과 CAD의 표를 상호 생성/연동 시켜 주는 모듈로
서, 모면내의 모든 표를 EXCEL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11. 도면변환
도면을 열지 않고도 Purge, 도면층, 문자유형, 글꼴,
문자열 , 하위버전의 DWG/DXF 파일로 변환 합니다.

12. Xpress객체

•
•
•
•
•
•
•
•
•
•
•
•
•

13. 다양한 Civil 기능
계획사면그리기
클로소이드 그리기

횡단지반선작성
필지분석

실명상자 그리기
지시선
양방향지시선
방위각 지시선 그리기
우수, 오수라인, 동선 그리기
Steel Beam
XYZ좌표지시선 그리기
Line text 그리기
진출입표기 그리기
오르내림 표기 그리기
파일명 연동 TEXT 쓰기
두선의 중간선
Z좌표설정

4) 경사도 분석 - 1
특징
 XPressTool과 같이 사용하여 다양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CAD / AutoCADLT / ZWCAD 모두 사용
2013년 10월 31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적용
등고선정점추가/ 삭제 /이동
삼각망 생성 및 보정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도 / 경사분석도
표고조서서 / 표고분포도 / 표고 분석도
등고선 작성 ( 1M 등고선, 수지지도 데이터 파일작성, 임의의 고도 등고선작성)

1. 경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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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표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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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사도 분석 - 2
2. 평균경사도 조사서

6. 평균경사 분석도(A3)

경사도표고분석
3. 평균경사 분석도(A4)

4. 경사도 산출근거

5. 경사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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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고분석 및 타사프로그램 비교분석

경사도표고분석

1. 표고분석 프로그램

2. 표고 조사서

3. 표고 분포도

4. 경사도 분석 타사프로그램 비교분석

ArchiOffice

E사

1. 평균경사도

O

O

2. 평균경사조사서

O

3. 평균경사분석도(A4)

O

X

4. 평균경사분석도(A3)

O

X

5. 산출근거

O

X

6. 평균경사분석표

O

경사격자가 등고선 아래에 작성되어 수정 요함
CAD출력 안됨
CAD내에서 간단히 표현됨
/ Excel 출력 안됨

CAD출력 안됨

• AutoCAD +Excel 출력지원 “ O “
• AutoCAD 또는 Excel 중 일부만 지원 “
• AutoCAD +Excel 출력지원 안됨 “ X “

“

4) Xpress Tool 메뉴(Cicil_86개+242개=328개)
XPress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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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essTool

4) Xpress Tool 메뉴(Cicil_86개+242개=328개)
XPress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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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essTool

4) Xpress Tool 메뉴(Cicil_86개+242개=328개)
XPress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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