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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1. 제도 및 주석 메뉴에서 progeCAD 클래식 메뉴로 변경하기

▶ 제도 및 주석(리본 메뉴 스타일)

▶ 프로그램 우측 하단 설정 아이콘 클릭 - progeCAD 클래식 클릭

▶ 도구 막대 스타일로 변경하려면 - 프로그램 좌측 상단 설정 아이콘 클릭 - progeCAD 클래식 클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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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2. progeCAD 클래식 메뉴에서 제도 및 주석 메뉴로 변경하기

▶ progeCAD 클래식(도구 막대 메뉴 스타일)

▶ 리본 메뉴 스타일로 변경하려면 - 프로그램 우측 하단 설정 아이콘 클릭 - 제도 및 주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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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옵션(OPTION)

1. 옵션 실행하기

▶ 명령 OP + Enter 또는

▶ 제도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옵션



progeCAD Professional Technical Assistance

© PlainSoft Corp.

2.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옵션(OPTION) > 열기 및 저장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기본 형식 변경

▶ 상위버전 파일이 열리지 않을경우 설정 방법 입니다.

PART 2. 옵션(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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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옵션(OPTION)

3. 우 클릭 사용자화

▶ 옵션(OPTION) > 열기 및 저장 > 고급 설정 > 우-클릭 사용자화

▶ 마우스 우클릭 옵션 사용 사각 박스 체크 > 확인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엔터키(스페이스키) 기능으로 변경하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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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템플릿 파일 설정하기

▶ 옵션(OPTION) > 파일 경로 >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 > 템플릿 > 찾아보기 클릭 합니다. 

▶ 설정 하고자하는 .dwt 파일을 선택하여 > 열기 > 확인

▶ 매일 사용하는 기본 도곽 및 도면층 등의 템플릿 파일을 설정 하는 방법 입니다.

PART 2. 옵션(OPTION)



5. 자동 완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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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입력 시 자동 완성을 사용합니다.

▶ 옵션(OPTION) > 화면 표시 > 윈도우 요소 > 자동 완성 사용 체크 합니다. 

▶ 자동 완성 사용 켜기/끄기 하는 방법입니다.

PART 2. 옵션(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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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화면 색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

▶ 옵션(OPTION) > 화면 표시 > 윈도우 요소 > 색상 & 색상 구성표를 변경 합니다.

▶ 어두운 작업 화면을 밝은 작업 화면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 합니다.

PART 2. 옵션(OPTION)

6. 도면 윈도우 색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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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옵션(OPTION)

7. 십자선 크기 변경

▶ 옵션(OPTION) > 십자선 > 커서 크기 > 크기를 변경 합니다.(1-100사이의 정수를 입력)

▶ 십자선 크기 기본<7> ▶ 십자선 크기 최대<100>

▶ 작업 화면에 십자선 크기를 무한선 크기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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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 출력 장치 설정

▶ 옵션(OPTION) > 플롯 > 기본 출력 장치 변경 > 확인 > progeCAD2021 프로그램을 종료 후 재실행 합니다.

▶ 플롯의 기본 프린터가 설정한 출력 장치로 변경됩니다. 

▶ 플롯(PLOT) 출력 시, 자주 사용하는 프린터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PART 2. 옵션(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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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냅 표시 색상 변경

▶ 옵션(OPTION) > 스냅 > 스냅 표식 > 색상

▶ 색상 선택 > 확인

▶ 결과

▶ 객체 스냅 끝점, 중간점, 중심점 등의 표시되는 스냅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PART 2. 옵션(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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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필요한 내용을 Ctrl + C 복사하여, 엑셀로 Ctrl + V 붙여넣기 합니다.

▶ 다른 일반 형식 > 일반 OLE 형식 체크 합니다.

▶ 도면의 내용을 복사하여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문서로 붙여넣기가 되지 않을 때 확인 합니다.

PART 2. 옵션(OPTION)

10. 도면 복사하여 엑셀로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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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 선택 순환 > 선택 순환 허용 체크 합니다.

▶ 도면에서 여러 객체가 겹친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 도구 상자가 표시 됩니다.

▶ 여러 객체가 겹쳐 있을 때, 쉽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PART 2. 옵션(OPTION)

11. 선택 순환 켜기/끄기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progeCAD Professional Technical Assistance

© PlainSoft Corp.



progeCAD Professional Technical Assistance          

© PlainSoft Corp.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1. 제도 설정 실행하기

▶ 명령 OP + Enter 또는

▶ 제도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제도 설정



progeCAD Professional Technical Assistance          

© PlainSoft Corp.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2. 치수 소수점 자리수 변경

▶ 제도 설정 > 도면 단위 > 선형 > 정밀도의 숫자를 조정 합니다.

▶ 확인

▶ 치수의 소수점 자리수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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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스냅 설정하기

▶ 제도 설정 > 좌표 입력 > 객체 스냅 > 객체 스냅 모드에서 필요한 스냅을 선택 합니다.

▶ 명령 OS(OSNAP)

▶ 끝점, 중심점 등의 스냅이 표시됩니다.

▶ 필요한 스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F3 키로 켜기/끄기 합니다.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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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도면 또는 파일열기가 안될 때

▶ 제도 설정 > 화면 표시 >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파일 선택을 위한 대화상자 사용 체크 합니다.

▶ 새 도면 및 도면 열기 실행 시 대화 상자에 표시된다면?

▶ 새도면 또는 파일 열기시 도구 상자가 표시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입니다.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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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TEXT 문자 편집기 크기 사용자 지정 하기

▶ 제도 설정 > 객체 생성 > 문자 > 문자 편집기에서 확대/축소 및 방향 최적화 체크 해제

▶ 여러 줄 문자 작성시 문자 편집기 크기를 사용자가 지정한 크기대로 작성됩니다.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 대칭 명령시 문자 대칭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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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자 대칭

▶ 제도 설정 > 객체 수정 > 읽기 가능 문자 대칭

▶ 제도 설정(명령:SE) > 객체 수정 > 트루 문자 대칭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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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D 객체 두께

▶ 제도 설정 > 3D 설정

▶ (좌)두께 0에서 (우)두께 30으로 설정 변경시

PART 3. 제도 설정(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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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제도 설정(SETTINGS)

8. 선택시 빠른 특성 팔레트 표시

▶ 제도 설정 > 빠른 특성 > 선택 순환 허용 체크합니다.

▶ 빠른 특성 팔레트를 사용 합니다.

▶ 객체를 선택할 때 빠른 특성 팔레트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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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제도 설정(SETTINGS)

9. 절대좌표 상대좌표 설정

▶ 동적 입력 > 포인터 입력 > 설정

▶ 포인터 입력 설정 > 형식 > 상대 좌표/절대 좌표

▶ 객체를 작성할 때 상대 좌표를 절대 좌표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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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별칭 및 사용자화

1. 명령 별칭을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

▶ 설정 > 별칭 가져오기

▶ .PGP 파일 선택 > 열기

▶ 기존 사용하던 오토캐드의 .pgp파일을 가져오기하여 사용하던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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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령 별칭을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

▶ 설정 > 별칭 내보내기

▶ 파일 이름 입력하여 > 저장

PART 4. 별칭 및 사용자화

▶ 현재 사용하는 별칭을 내보내기 하여 저장 및 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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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령 별칭을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

▶ .PGP 파일 > 메모장에서 열기 > 별칭 변경하고 저장

▶ 쉼표(,) 포함 뒤로는 내용 지우지 않습니다. 쉼표 앞 명령어만 수정합니다.

PART 4. 별칭 및 사용자화

▶ 별칭을 변경하고 저장한 파일을 별칭 가져오기 하여 사용합니다.

▶ 별칭을 많이 변경하셨다면 자동 완성 사용(옵션-화면 표시-자동 완성 사용)을 끄고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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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별칭 및 사용자화

2. Fuction키를 사용자에 맞게 명령을 변경하여 사용

▶ 사용자화(명령어:CUI) > PCAD > 키보드 바로가기 



2. Fuction키를 사용자에 맞게 명령을 변경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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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키 : ORTHOGONAL 명령 이름 변경하기

▶ F3 키 : ESNAP 명령 이름 변경하기

PART 4. 별칭 및 사용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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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별칭 및 사용자화

3. 두 번 클릭 동작

▶ 사용자화(명령어:CUI) > PCAD > 두 번 클릭 동작



▶ 블록 더블클릭시 REFEDIT(외부참조편집) 또는 BEDIT(블록 정의 편집)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3. 두 번 클릭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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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두 번 클릭시 REFEDIT(외부 참조 편집)

▶ 블록 두 번 클릭시 BEDIT(블록 정의 편집)

PART 4. 별칭 및 사용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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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REFEDIT 블록 편집

1. 객체 추가하기

▶ REFEDIT 블록 편집 시 > 다른 객체를 추가하려면 > 먼저 아이콘 클릭(작업 세트에 추가 아이콘 or 도구 막대의 ‘+’ 아이콘)

▶ 다른 객체 선택 >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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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초기화 및 프로그램 삭제

1. 초기화

▶ progeCAD Center(프로지캐드 센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

▶ 설정 -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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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초기화 및 프로그램 삭제

1. 초기화

▶ 설정 값을 리셋하려면 ‘예’를 클릭

▶ 재설정 유형 선택 - 재설정 시작(재설정)



▶ 유틸리티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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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초기화 및 프로그램 삭제

2. 프로그램 삭제

▶ progeCAD Center(프로지캐드 센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



  http://www.progecad.co.kr/T : 031-217-7595   F : 031-217-7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