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s ArchiDesign 단축명령
*단축명령변경위치:풀다운메뉴 [도구] - [사용자화] - [단축명령 사용자설정]
*단축명령변경방법: [STEP 1 03단축명령,단축키 세팅]편을 참고하세요.

정보태그관련
MIV: 정보값변경
(Modify Information Value)

아키디자인 전용기능
AG: 축렬그리드
축렬버블과치수를 한번에

아키디자인 핵심기능

레이어관련
LA: 레이어창 생성

1

(LAyer)

사용자선

(Axis Grid)

EI: 정보삭제
(Erase Information)

LG: 레벨그리드

LAYON: 레이어 켜기

레벨과 치수를 한번에
(Level Grid)

(LAYON)

EIT: 정보태그삭제
(Erase Information Tag)

ARL: 화살표선그리기

LAYEREXCEPTOFF:

(ARrow Line)

선택한 레이어외 모두끄기
(LAYEREXCEPTOFF)

CTO: 태그와 대상을 연결
(Change Target Object)

MS: 구적도기능

LYOFF:레이어끄기

(MenSuration)

(LYOFF)

CLT: 정보태그/ 내부참조
대상을 변경
(Change Linked Tag)
TTR: 참조태그 생성
(Text To Reference tag)

CT: 복사+트림

LAYLCK:레이어 잠금

(Copy Trim)

(LAYLCK)

ICO: 증감복사

LAYEREXCEPTLCK:
선택한 레이어외 잠금

(Increase COpy)

작성

UL: 사용자선
(UserLine)

정의

DUL: 사용자선정의
(Define UserLine)

2
작성

정보테이블
CITB:정보테이블생성
(Create Information TaBle)

정의

DITB:정보테이블정의
(Define Information TaBle)

(LAYEREXCEPTLCK)

CTR: 참조태그로 복사
(Copy Text to Reference tag)

TG: 문자그룹

LAYULK: 레이어잠금해제

(Text Group)

(LAYULK)

FTO: 태그 대상 찾기
(Find Target Object)

TUG: 문자그룹해제

LAYFRZ :레이어동결

(Text UnGroup)

(LAYFRZ)

TGE: 문자그룹편집

LAYEREXCEPTFRZ:
선택한 레이어외 동결

(Text Group Edit)

3
작성

정보지시선
IL: 정보지시선
(ILea)

정의

ILS: 정보지시선 스타일정의
(ILeader Style)

(LAYEREXCEPTFRZ)

LAYTHW: 레이어 동결해제

4

(LAYTHW)

시트/뷰영역

문자관련

치수관련

SH: 시트정의
(SHeet)

DT: 단일행문자입력

QDIM:신속치수

(Text)

(QDIM)

NSH: 새 시트생성
(New SHeet)

DDEDIT:단일행 문자수정편집

DLI: 선형치수

(DDEDIT)

(DimLInear)

NVR: 새 뷰영역생성
(New View Region)

MT: 여러줄 문자 입력

DAL: 정렬치수

(MText)

(DimALigned)

(Insert UserDrawing)

정의

5
삽입
정의

IREF: 내부참조삽입
DREF: 내부참조정의

자르기 XC: 내/외부참조, 블록자르기
(XClip)

DIMJOIN: 치수병합

편집

(DIMJOIN)

XCLIPFRAME: 자르기한 객체 경계표시설정
(XCLIP FRAME)

멀티관련

SB: 축척기준점 위치변경
(Scale Base point edit)

ALIGN: 정렬

MC: 멀티카피

(ALIGN)

(MCopy)

RB: 블록삽입기준점 변경
(Ref Base point)

LINEALIGN: 객체정렬

MF: 멀티필렛

(LINE ALIGN)

(MFillet)

MO: 멀티옵셋
(MOffset)

내부참조

(Define REFerences)

(DIMDIVIDE)

정렬관련

DUD:사용자도면정의

(Internal REFerences)

(DimRADius)

DIMDIVIDE: 치수분할

자동축척관련

IUD:사용자도면삽입

(Define UserDrawing)

MTEDIT: 여러줄 문자수정편집 DIMRAD: 반지름치수
(MTEDIT)

삽입

사용자도면

이동

MXC: 자르기한 객체 위치 이동
(Move XClip)

주석
편집

IRD: 내부참조 표시설정
(IRef Di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