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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블록 사용

도면에 반복 사용되는 객체들은 블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축도면

의 경우 같은 종류의 문(Door), 창문(Window), 가구가 반복 사용된다면, 블록으로 만들

어 놓고 나중에 삽입하면 매번 그리는 과정도 줄이고 도면 용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블록 하나는 단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블록이 약간의 변화를 필요로

할 때 분해(explode)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AutoCAD 2006에서의 블록

AutoCAD 2006에서는 블록의 기능이 크

게 향상되었다. 동적 블록(Dynamic Block)

은 AutoCAD 2006에서 새로 추가된 표

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블록에서

는 블록의 크기가 변경되거나, 블록 내의 객

체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블록을 만들거나 분해 후 개별적으로 수정

해야 했다. AutoCAD 2006에서는 앞의 예

와 같이 테이블과 의자가 한 세트로 블록일

때 테이블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의자의 개

별적인 위치 이동 및 의자의 수를 하나의 블

록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동적블록

AutoCAD 2006에서는 블록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동적 블록은 AutoCAD 2006에서 새로 추가된 표적인 기능이다. 기존의 블록

에서는 블록의 크기가 변경되거나, 블록 내의 객체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블록을 만들거나 분해(Explode) 후 개별적으

로 수정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한 동적블록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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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다운 메뉴의 그리기 / 블록 / 만들기로 동적 블록을 정의

할 수 있다. 기존의 블록 정의 화상자와 인터페이스가 유사

하나 [블록정의] 화상자 하단에 '블록 편집기에서 열기'라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 하여 '블록 편집기'로 들어가면 [블록 제작

팔레트] 도구로 블록의 각각의 요소(책상, 의장 등등)에 매개변

수와 동작을 부여해서 하나의 블록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모양

이 나오게 정의할 수 있다.(단, wblock 명령으로는 이러한 기

능을 만들 수 없다. 다른 도면에서 동적 블록을 사용하려면 디

자인센터를 이용하여 불러와야 한다.)

동적 블록 만들기

간단한 책상과 의자로 동적 블록을 정의하는 과정을 보겠다.

동적 블록으로 정의할 책상과 의자를 다음 그림과 같이 그

린다.

'Block' 명령을 실행하고 [블록 정의] 화상자의 '블록 편

집기에서 열기' 옵션을 체크한다. 동적 블록을 정의하고 편집

할 수 있는 편집 모드, 즉 '블록편집기'로 들어간다.

그림과 같이 [블록 제작 팔레트] 도구가 있으며 '매개변수', '

동작', '매개변수 세트'의 탭이 각각 있다. 블록 제작 팔레트 도

구의 각 탭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들 블록 제작 팔레트 도구로 책상과 의자에 매개변수 및

동작을 지정하겠다. 책상에는 신축, 의자에는 이동 동작을 줄

것이다.

먼저 의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매개변수 중 '점 매개변

수'와 여기에 '이동 동작'을 부여한다. 블록 제작 팔레트의 매개

변수 탭에서 점 매개변수를 선택한다.

점 매개변수의 위치를 지정하는 과정이다. 객체 스냅 모드

(osnap) 중 중심(Cen)을 이용하여 의자의 중심에 점 매개변수

의 위치를 지정하겠다.

위치를 지정 후 점 매개변수에 레이블의 위치를 지정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다음 그림과 같이 지정한다.

동적 블록으로 정의할 책상과 의자 객체 선택 과정 매개변수 - 점 매개변수

점 매개변수 위치 지정

매개변수 탭 동작 탭 매개변수 세트 탭

블록 편집기 화면

점 매개변수의 레이블 위치

지정

블록 편집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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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매개 변수가 의자에 지정되었다. 이제 이 점 매개변수에

동작을 부여한다. 블록 제작 팔레트에서 [동작] 탭의 '이동 동

작'을 선택한다. 

이동 동작을 부여하기 위해 '점 매개변수'를 선택한다. 다음

에 이동이 될 객체, 여기서는 의자를 선택한다.

다음에 동작 위치를 그림과 같이 지정한다. 원하는 동적 블

록의 블록 편집이 완료되면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한다. 다

음과 같은 화상자가 나타난다.

동적 블록을 삽입 후, 삽입된 동적 블록에서 의자의 위치

를 옮기기 위해서 동적 블록을 선택한다.

동적 블록이 하이라이트로 표시된다. 블록의 삽입점과 의

자의 중심에 그립(Grip)이 나타난다. 의자의 중심의 그립은 우

리가 동적 블록으로 정의하면서 위치 매개변수와 동작을 설정

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 의자의 중심 그립을 선택해서 움직

이면 자유롭게 의자의 위치를 다음 그림과 같이 옮길 수 있다.

의자의 위치가 이동된 동적 블록

동적 블록 및 일반 블록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

러 나오는 [단축메뉴]에서 '블록 편집기'를 선택하여 '매개변수',

'동작'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자의 위치를 옮길 수 있게

매개변수 및 동작을 주었다. 이제부터 테이블에 길이를 늘이거

나 줄일 수 있게, '신축 동작'을 적용하겠다. 

동적 블록을 선택 후 우측 마우스를 클릭한다. [단축 메뉴]

가 나타나면, 동적 블록을 편집하기 위해서 [블록 편집기]를 선

택한다.

블록에 매개변수 및 동작을 적용할 수 있는 블록 제작 팔

레트와 함께 블록 편집기 도구가 있는 편집모드로 들어간다. 

점 매개 변수 지정 결과

동적 블록 선택 후 단축 메뉴에

서 '블록 편집기' 선택

블록 편집기 도구

동작 위치 지정하는 과정

[예(Y)]를 선택한다.

6

이동 동작을 부여하는 과정 이동될 객체를 선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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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 동적 블록 의자의 그립을 선택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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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는 '신축(Stretch)동작'을 적용할 것이다. 먼저 매

개변수 중 '선형 매개변수'를 테이블에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테이블의 좌측 끝과 우측 끝에 선형 매개변수를 지정한다. 선

형 매개변수의 위치를 지정한다.

이제 선형 매개변수에 신축 동작을 준다. 다음 그림에서 블

록 제작 팔레트 도구의 동작 탭에서 '신축 동작'을 선택한다. 신

축 동작이 지정될 매개변수를 선택한다.

그림과같이신축동작을적용할선형매개변수를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신축 동작의 끝점을 지정한다.

신축 동작의 결과가 되는 범위를 그림과 같이 선택한다. 

마지막 과정으로 신축 동작이 되는 객체를 선택한다. 그림

과 같이 선택을 한다.

신축 동작이 설정되었다.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한다.

변경 내용의 저장 유무를 묻는 화상자에서 예(Yes)를 선택

한다.

이제 우리가 지정한 동적 블록의 테이블의 길이를 늘이거

나 줄여보겠다. 다음 그림과 같이 동적 블록을 선택한다. 테이

블의 양끝에 화살표 모양의 그립이 나타난다. 이 그립을 선택

해서 좌우로 줄이거나 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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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매개변수 지정 결과

신축 동작을 지정할 매개변수 선택 과정

신축 동작 설정

동적블록 선택

테이블의 양끝 화살표 그립 움직이기

신축 동작의 끝점 지정

신축 동작의 범위 지정

선형 매개변수 선형 매개변수 위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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