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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UTUM3.0 설치하기
프로그램 설치

TUTUM_Easy Seismic 3(이하 TUTUM3.0)의 설치 안내입니다.
TUTUM3.0 의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설치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Wimdow 7.0 이상 / AutoCAD 2014 이상 , AutoCAD 2020 이하

사용권계약 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함’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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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UM 을 설치할 폴더의 설정 후 ‘설치’를 선택합니다.
(기본 폴더 설정: C:\Tutum3_X64)

TUTUM 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 되면 ‘닫음’을 눌러 설치 대화상자를 종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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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UM3.0 을 추가할 AUTO CAD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미지정 프로파일>> 선택지정한 후 OK 버튼(확인)하여 완료합니다.
(사용중인 프로파일의 경우, 선택하여 등록 시 사용 가능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TUTUM 의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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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UTUM3.0 시작하기
사용자 계정 생성 (사용자 ID/PW 의 등록)
TUTUM3.0 은 사용자의 ID 와 PW 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TUTUM3.0 의 설치이후 처음 실행 시 다음과 같은 아이디 등록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의 ID 와 PW 를 등록합니다.
ID 와 PW 의 등록이 완료 되면, 해당 ID 에는 기본적으로 7 일 이용권한의 평가판 라이선스
가 부여됩니다.

[사용자 권한의 변경 방법]
C:\TUTUM_x64 폴더에는 사용자 권한 설정을 위한 Activate.lic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 양수금속 담당자에 메일로 첨부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수주가 완료되면, 권한이 변경된 파일을 재 송부 해 드리며, 기존의 폴더에 있던
Activate.lic 파일과 교체하여 권한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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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로그인
계정 생성을 마치면 다음과 같이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ID/PW 입력계정 생성시 입력한 ID/PW 를 입력합니다. ID/PW 의 정보가 등록된 정보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하단의 [실행]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CAD 를 선택 한 후, ID/PW 를 입력하여, TUTU3.0 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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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UTUM3.0 화면 구성
(1)

(2)

(4)

(3)

(5)

TUTUM3.0 의 화면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풀다운 메뉴바: TUTUM3.0 의 항목별 기능 메뉴입니다.
2. 리본탭: 명령 메뉴를 리본 아이콘으로 분류하여 탭으로 정리해 표시합니다.
3. 작도팔레트: 작도 명령 실행 시 실행되는 팔레트 메뉴입니다
4. 작업공간: TUTUM3.0 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입니다.
5. 명령줄: TUTUM3.0 의 명령 실행 및 작도 옵션의 선택 시 해당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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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소개

[풀다운 메뉴]
설치가 완료 되면 AUTOCAD 상단 메뉴바에 TUTUM3.0 의 풀다운 메뉴가 추가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의 메뉴를 클릭하여 명령을 실행합니다

[리본탭]
리본탭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명령을 사용합니다. TUTUM3.0 설치 시 자동으로 등록되며,
작도 팔래트 메뉴와 함께 도면작도에 필요한 주요 명령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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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메뉴]
TUTUM3.0 실행 시 화면 좌측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메뉴입니다. 팔레트 메뉴는 버팀대
자동배치에 필요한 핵심 작도 명령들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환경설정에서 설정한
프로젝트 명을 표시합니다.

배관의 설정 및 작도 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버팀대 배치를 위한
구역 설정을 합니다.

영향구역의 폭/ 색상을 설정합니다.
버팀대의 배치 및 편집을 합니다.
가지배관 / 입상관의 물량과 관련된
추가 도면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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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UTUM3.0 사용하기
TUTUM3.0 의 작업 흐름도
프로젝트 환경설정

DESIGN LEVEL

구역 등록

배관 작도

알람밸브/시작점 설정

끝점(말단부) 설정

EDIT LEVEL

버팀대 자동 배치

가지관 말단 배치

버팀대 검토/편집

버팀대 배치 완료

수량표 / 물량산출

도면 마무리 / 계산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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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프로젝트 설정 / 배관 작도
A. 프로젝트 설정

1-1) 환경설정 [일반사항 탭]
작업을 위한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

-배관규격배관 규격 및 관경에 해당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하단 규격을 선택하여 다른 배관규격의 데이터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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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사항1) 횡방향 최대간격: 횡방향 버팀대의 배치간격을 조절합니다.
2) 횡방향 단부간격: 횡방향 버팀대의 단부 적용거리를 조절합니다..
3) 종방향 최대간격: 종방향 버팀대의 배치간격을 조절합니다.
4) 가동중량: 계산 하중에 포함될 가동중량을 조절합니다.
5) 가지관 오차범위: 가지관 오차구간 및 이격거리가 있을 경우,
같은 배관으로 인식범위를 조절합니다. “ 기본설정 0 ”
6) 가지관 말단거리: 가지관 고정장치의 말단부 배치간격을 조절합니다.
7) 직선판단각도: 일정각도 꺾인 배관에 대한 직선배관 적용시 조절합니다.
8) 주관두께: 배관작도 시 주관 폴리선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9) 기준사항 초기화 : 사용자가 수정한 값을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설계기준버팀대 배치 시 적용될 하중단위와 법규를 선택합니다.

-지진계수행정구역 및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를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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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설정 [프로젝트 정보탭]
계산서 산출을 위한 버팀대 세부 설정을 변경합니다.

-프로젝트정보공사명 / 시공사 / 설계사 / 도면명 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해당 정보는 계산서 작성 시
함께 기입되는 정보입니다.

-버팀대정보1) 버팀대 모델 : 적용시킬 버팀대 모델 선택 시, 지지대 종류가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 B9 의경우 3507(25A)/3507(32A) /3562 (25A) 선택하여 모델 설정 하시면 됩니다.
2) 세장비 : 지지대 길이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설정됩니다.
3) 수평지진하중 : 버팀대 모델 /지지대 길이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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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앵커타입 : H Hilti 사
F Fisher 사
M MKT 사
70, 50 은 근입깊이 나타냄.
Ex) 0650-M120 는 MKT 사의
근입깊이 50 짜리 내진앵커.
1) 설치구조 : 콘크리트 / 철골 / 목재 등 구조부를 선택합니다.
2) 모델명 : 앵커 모델을 선택합니다. * 철골구조의 경우 철골구조어댑터 고정적용 됩니다.
3) 설치위치 : 천장 / 벽면 / 측면 등 앵커 위치를 지정합니다.
선택완료시, 하중값이 자동 계산됩니다.

-추가보강대추가보강대 설치 시 선택하여 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버팀대 설계 작업이 끝난 후,
앵커 및 버팀대정보 변경 시
1) 배치된 버팀대 삭제
2) 환경설정 변경
3) 버팀대 재배치
위 순서대로 수정해야 계산서
정상반영 됩니다.

환경 설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배관 작도를 시작합니다. 배관 작도와 버팀대의 배치는 주로
팔레트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팔레트 기능 설명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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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역등록
버팀대 배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역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역에는 각 구역(ZONE)
마다 설계 될 배관의 용도를 설정합니다.

팔레트메뉴 [구역등록]의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구역등록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1) 구역(ZONE)추가: 구역명(ZONE) / 용도 /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기의 스크린샷과 같이 구역 이름이 등록됩니다.

2) 구역수정 : 등록된 구역의 용도/구역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구역삭제 : 구역 내 작업완료 사항 포함하여 삭제됩니다. (경고창 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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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변경 : 다른 구역의 작업사항을 복사하여 해당 구역으로 변경합니다.
4-1) [존변경] 버튼 클릭 시, 존변경을 적용시킬 객체 선택을 위한 명령이 실행 됩니다.

4-2) 객체 선택완료 시 [존 리스트]창이 활성화됩니다.

4-3) 변경시킬 구역(ZONE)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변경이 완료 됩니다.

5) 영향구역 확정 : 배치 완료된 버팀대(영향구역)을 수동조절 시 계산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5-1) 버팀대 배치 완료후 , 위치조정이 필요한 구간까지 이동 시킵니다.

버팀대 이동

5-2) 이동시킨 버팀대의 해당 영향구역을 조절합니다.

영향구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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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향구역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 변경구간 자동 재계산되어 계산서 출력됩니다.

C. 배관작도
구역 등록이 완료되면, 배관을 작도 합니다.
만약 구역을 등록하지 않고 배관 작도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해당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구역 등록 현황을 확인하시고, 등록을 진행해 주십시오.
배관작도는 팔레트 메뉴의 [배관설정] 기능을 통해 진행합니다.

-관경/색상: 작도할 배관의 관경/색상을 선택합니다.
-배관 규격: 작도할 배관의 기준 규격을 선택합니다. (기본값: KSD3507)
-주관/가지관: 작도할 배관의 타입을 주관/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도합니다.
-배관 복사: 배관을 복사작도 합니다. 다중 복사가 가능합니다.
-알람밸브등록: 밸브시작점에 등록하며, 2 차측 수직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시작점등록: 밸브 이외의 주관 시작점에 등록합니다.
-끝점등록: 배관 최종 말단부 / 수격방지기 구간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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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작도 방법]
1. 관경 / 타입 / 규격 설정 후 [주관작도] 를 클릭합니다.
2. 도면에 CAD 의 선그리기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라인을 그려 나갑니다.
3. 배관 작도 중 팔레트 메뉴에서 관경을 바꿔주면 해당 관경으로 바뀌어 그려집니다.

관경 변경
*관경 변경 옵션 기능
작도 중 다음의 단축키를 사용해 관경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A+SPACE 입력
관경 증가
[A: 관경을 현재에서 한 단계 위로 / Z: 관경을 현재에서 한단계 아래로]

Z+SPACE 입력
관경 감소

4. Enter(혹은 Space)를 눌러 명령을 종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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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복사 방법]
1. 팔레트 메뉴의 [배관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명령창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복사하고자 하는 배관을 선택합니다. (영역선택이 가능)

4. 배관선택 후, 명령창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기준점을 선택하고, 복사할 위치를 지정하여 연속 복사를 합니다.

6. 5. Enter(혹은 Space)를 눌러 명령을 종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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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알람밸브 / 시작점 / 끝점 설정
배관 작도가 완료되면, 배관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줍니다.
리본탭 메뉴 및 팔레트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메뉴>

<리본탭 메뉴>

[시작점/ 끝점등록] 방법
1. [시작점 등록], [끝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배관의 시작점과 끝점에 블록을 삽입합니다.

라인의 중심점 스냅

라인의 중심점 스냅

<시작점 등록>

<끝점 등록>

2. 시작점과 끝점이 복수인 경우, 모든 시작점 끝점에 블록을 삽입 해 줍니다.
<주의사항>

끝점 블록의 경우 스프링클러
횡방향의 말단부 버팀대
배치에 연관이 됩니다.
시작점 블록

끝점 블록

(SP 횡방향 말단에서 1.8m 이내에
버팀대 잡기위해 꼭 수격방지기에
끝점을 배치해야 합니다

시작점 블록과 끝점블록은 모양이 상이하며,
각 배관의 시작점과 끝점에 중앙에 정확히 위치해야 배관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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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밸브등록] 방법
1. [알람밸브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배관의 밸브 시작점위치에 블록을 삽입합니다.
시작점 배치와는 별개로 밸브측에 지정해야 되는 다른 기능의 블록입니다.

2. 블록 삽입 시 아래와 같은 명령창이 활성화 됩니다.

3. 밸브의 관경 및 규격을 확인한 후 밸브 2 차측 수직배관 높이를 입력합니다.
(주의) 알람밸브등록 시 수평(횡종) 버팀대가 등록지점 기준으로 600mm 이내로
고정으로 설치됩니다. (P.23 버팀대 배치 참고)

4.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블록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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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버팀대 배치와 편집
A. 버팀대 배치
배관의 작도 및 블록지정 까지 완료 후, [버팀대 자동배치] 버튼을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리본탭 메뉴

및

팔레트 메뉴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TUM3.0 은 종방향 / 횡방향 동시배치 됩니다.
1) 시작점 / 끝점 등록 후 배치 시 자동배치
<알람밸브 등록 시 주의사항>

SP 밸브 2 차측 600mm 이내에
(횡/종)4 방향 버팀대가 고정으로
설치됩니다.
2) 알람밸브 / 끝점 등록후 배치시 자동배치

배관 종류 및 밸브 유무 확인 후 .
등록해야 됩니다.

3) TUTUM3.0 은 횡방향 / 종방향 선택보기
3-1) 풀다운메뉴 [버팀대 선택 보기] 버튼클릭
3-2) 횡/종방향 선택 후 [확인]버튼 클릭
3-3) 선택보기가 아래와 같이 완료됩니다.

<횡방향 선택보기>

<종방향 선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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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지관 고정대 표시
스프링클러배관의 횡방향 버팀대의 경우, 가지관 고정대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리본탭의

버튼 혹은, 팔레트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1)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1)

가지관 중간 삽입 (기본값)

1-2)

가지관 말단부만 삽입 (선택사항)

2) 가지관 중간삽입 선택 후 배치

가지배관의 총 길이가 13m 를 초과할 경우, 배관의 말단부를 기준으로
13m 초과 지점에 고정장치를 1 개 추가 배치합니다.
3) 가지관 말단부만 삽입 선택 후 배치

* 가지관 고정대는 버팀대 자동배치 이후에만 적용 되는 기능으로, 버팀대 배치 이전에
가지관의 작도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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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버팀대 편집
1. 버팀대의 추가 및 삭제
2. 가지관 고정대의 추가 및 삭제

위의 작업을 통해 작업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설계상의 배치를 수정하거나, 추가/삭제가
가능합니다.

[버팀대 추가 / 삭제] 방법
버팀대 추가/ 삭제는 리본탭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추가]
1) [버팀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추가할 버팀대를 선택합니다.

3) 버팀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영향구역을 클릭합니다.

4) 버팀대가 자동으로 추가되며, 선택한 영향구역을 1/2 로 나누어 배치됩니다.

버팀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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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

[버팀대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하고자 하는 버팀대를 클릭합니다.

3)

선택한 버팀대가 제거되며, 양 옆의 영향구역 내 버팀대의 하중이 재계산됩니다.

버팀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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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관 고정대 추가 / 삭제] 방법
가지관 고정대 추가/삭제는 리본탭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추가]
1) [고정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가지배관에서 고정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합니다.

3) 지정한 위치에 고정대가 추가됩니다.

[삭제]
1) [고정대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하고자 하는 고정대 심볼을 클릭합니다.

3) 선택한 고정대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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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버팀대 심볼 스케일 조절
버팀대 작업 시 심볼이 크거나 작아 도면구별이 어려울 경우, 버팀대 등의 심볼 크기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해당 명령은 리본탭 메뉴의

버튼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버팀대 심볼 스케일 조절] 사용 방법
1.

[버팀대 심볼 스케일 조절]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명령창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객체 선택/ 모든 객체] 중 선택합니다. (기본값 [S])
-> 객체 선택 시 : 크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심볼을 선택한 후, 배율 조정 합니다.
-> 모든 객체 시 : 작도된 모든 심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합니다.
* 객체 비율은 기본값 100 입니다.
1) 스케일조정 할 버팀대를 선택합니다.

2) 변경할 스케일 비율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 100)
3) 스케일조정을 완료합니다. (변경값 5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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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입상관 작업
(본 기능은 7 일 평가판 라이선스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입상관 작업은 논스케일 도면이므로, 배관 작도가 아닌 물량정보를 담고 있는 블록 심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명령은 리본탭 메뉴의 버튼

혹은 팔레트 메뉴의

버튼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수직배관 작업]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심볼 표기>

[버팀대 횡+횡]

[버팀대 횡+종]

[지진분리이음]

[바닥고정형 버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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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방향 버팀대 작도
4 방향 버팀대 심볼의 작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 설정] 에서 배관용도 / 배관길이 / 규격 / 관경을 설정합니다.

2. [현재 버팀대 설정값]을 확인: 계산서 작성시 계산값에 영향을 주는 버팀대
설정값입니다. 설정값은 [환경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3. [버팀대 작도] 의 버팀대 타입을 클릭합니다.

[버팀대 횡+횡]

[버팀대 횡+종]

4. 대화상자가 사라지고, 도면에 심볼작도가 가능해집니다
5. 설치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지정하여 클릭합니다.
6. 명령창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버팀대 시작번호를 입력한 후 [SPACE]입력합니다. (기본값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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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치시 버팀대와 함께 관경 인출선이 표기됩니다.

8. 연속작도를 하거나, [SPACE]입력하여 명령 종료 합니다.
연속작도의 경우 버팀대 시작번호가 자동으로 1 씩 증가 합니다.
연속작도 후 다시 작업할 시, 마지막 버팀대 번호가 저장되며 이어서 재작업
가능합니다.

9. 다시 [입상관 작업]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10. 4 방향 버팀대가 작도되면, 구역이름에 [수직배관-방향]의 형태로 구역명이 추가됩니다.

*인출선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위치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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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진분리이음 작도
지진분리이음 심볼의 작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상관 작업] 대화상자에서 [지진분리이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대화상자가 사라지고, 도면에 심볼작도가 가능해집니다.
3. 설치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지정하여 첫번째 클릭을 합니다.
4. 2 번째 클릭한 지점이 수평/수직방향인가에 따라 지진분리이음의 방향이 조절 됩니다.

1 클릭 후
방향 조정하여 2 클릭
5. 연속작도를 하거나, [SPACE]입력하여 명령 종료 합니다.
6. 다시 [입상관 작업]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7. 지진분리이음이 작도되면, 구역이름에 [지진분리이음]의 형태로 구역명이 추가됩니다.
Tip) 지진분리이음 자동 수량 카운팅을
위해 ‘관경’을 선택 후 작업해주어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셋팅값을 기준으로
지진분리이음이 카운팅 됩니다.
복사(COPY)된 객체는 수량 카운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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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도면의 마무리
A. 치수 작도

도면에 배치된 버팀대의 간격 치수를 작도합니다.

해당 명령은 리본탭 메뉴의 버튼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치수입력(전체)구역등록 되어 있는 모든 배관의 버팀대에 치수를 표시합니다. 치수 입력 후 한번 더
클릭하면 화면상의 치수를 모두 삭제합니다.

- 치수 켜기/끄기표기된 치수의 보이기/ 감추기 기능입니다. 입력된 치수가 삭제되는 것이 아닌 레이어
끄기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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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범례표작도
도면에 사용되는 버팀대 아이콘 정보를 표시하는 범례표를 삽입합니다.

해당 명령은 리본탭 메뉴의

버튼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명령 실행 시 양수금속에서 제공하는 기본 범례표가 블록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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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세도 작도
현재 도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버팀대의 상세도를 삽입합니다.

해당 명령은 리본탭 메뉴의

버튼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상세도 삽입] 대화상자가 표시되며, 목록과 함께 미리보기 화면이 확인
가능합니다.
목록에서 버팀대 유형을 확인한 후, [삽입] 버튼을 클릭하여 도면에 작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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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량표 작도
현재 도면에 작도 되어 있는 버팀대의 수량정보를 도면에 표기합니다.
해당 명령은 리본탭 메뉴의

버튼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수량표 작도 방법]
1.

[구역이름] 목록에서 수량을 산출하고자 하는 구역을 선택합니다.

2.

[수량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표를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에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합니다.

4.

2 번째 지점을 클릭합니다.

`
클릭 방향에 따른 가로형/세로형 수량표 작도

5.

2 번째 지점의 클릭 위치(수평방향/ 수직방향) 에 따라 삽입되는 표의 형태

(가로형/ 세로형) 이 구분되어 작도됩니다
*수량표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구역 이름에 맞는 수량표가 작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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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계산서 출력

Tip) 계산서 출력 시 유의할 점
작업한 도면의 위치가 이동되면 계산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CAD 에서 Move 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꼭 옮겨야 한다면 계산서를 먼저 출력 후
도면을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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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개별/종합 계산서 출력
1) 도면에 그려진 버팀대의 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출력합니다.

해당 명령은 리본탭 메뉴의

버튼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계산서(전체)] 명령을 실행하면, 별도의 계산서 창이 실행이 됩니다.

종방향 / 횡방향 별도 선택출력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통해, 인쇄 및 PDF 등의 문서 변환이 가능합니다.

문서 변환은 Excel / PDF/ Word 포맷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문서 설정에 따라 인쇄 시 비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서(개별)] 출력 시 , 출력할 버팀대 선택



전체계산서 과정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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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계산서를 출력할 경우.
해당 명령은 풀다운 메뉴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원하는 버팀대 종류를 선택 후 출력합니다.

선택된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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