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혁신

혁신적인생산성도구로멋진디자인을
완성하고공동작업을개선하십시오. 

도면뷰를클라우드에게시하여
작업자들과공유하십시오. 

Autodesk®  데스크탑앱을간편하게
사용하여모든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
관리하십시오. 

2014 2015

- 설계피드
- 실시간맵

- 정교한 UI

- 리얼리티캡처

2012

- 모델문서화
- 연관배열

2013

- 클라우드서비스
- 모델병합

2016

- 매력적인시각적환경
- 스마트치수기입

2017

- PDF 가져오기
- 설계뷰공유



AutoCAD도 예외는아닙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사용한만큼비용
지불

언제든지연결
가능

유사한모바일
환경

오늘날사용자들이기대하는것



Autodesk의변화

 새로운시대의디자인혁신을사용자들이수용할수있도록지원

 연결의시대에비즈니스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지속적이고점진적인제품가치제공



새로운 AutoCAD를경험해보십시오

간소화 개인화 연결성 혁신



간소화

이전버전:

• 라이센스규모확대/축소

• 낮은초기도입비용

• 항상최신버전에액세스

AutoCAD 2017:

• 운영중단의위험이없는, "작은크기의" 

업데이트받기

• 최신버전에서모든사람이함께작업수행

• "프로그램제거/재설치"의 고충제거

단일앱으로간편하게소프트웨어를늘최신
버전으로유지



개인화

이전버전:

• A360에서 50개이상의파일형식으로작업

• 600개이상의 ACAD Exchange Apps 다운로드

• LISP 프로그램언어사용

AutoCAD 2017:

• 제품기능활용팁제공

• 향상된상호운용성경험

• 사용자화과정에서겪는중단에대한걱정
해결

AutoCAD를 열면표시되는
익숙한사용자화된앱



연결성

이전버전:

• AutoCAD 360 및 A360을통해공동작업

• 어디서든지정사용자액세스지원

• 원격으로프로파일기본설정검색

AutoCAD 2017:

• 학습및지원자료한곳에서확인

• 모든플랫폼에서도면보기

• 모든플랫폼에서손쉽게공유 설계뷰공유를통해단두번의클릭으로
데스크탑에서모바일로도면이동



혁신

계속되는 AutoCAD의 혁신

• 손쉬운 3D 프린팅

• 포인트클라우드데이터연결/추출

• BIM 설계언더레이

• PDF 가져오기, 플롯및첨부

AutoCAD의 계속되는혁신을위해 5개국 300명
이상의개발자들이작업



간소화 - 라이센스, 액세스, 업데이트및버전

개인화 - 작업방식에맞게 AutoCAD 사용자화

연결및공동작업 - 모든디바이스와플랫폼에서지원

혁신 - 업계를선도하는설계도구

AutoCAD 2017의이점





사용한만큼지불하는구매옵션

낮은초기도입
비용

필요할때
사용하고그에
대한비용만지불

간편하게
라이센스
확대/축소

클라이언트에게
비용으로청구

가능

장기적인약정없이저렴한월비용으로 AutoCAD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비용관리및예산예측가능

프로젝트기반작업의요구사항충족

다년(multi-year) 플랜옵션으로계약기간내가격이
상승해도고정가격으로이용가능

낮은초기도입비용및사용한만큼비용
지불



멤버쉽가입시 AutoCAD 360 Pro 제공

공식 AutoCAD 모바일앱을휴대하면언제든지 AutoCAD의 기능을이용할수있습니다.

여러디바이스에서 2D CAD 도면의제도, 편집및확인
가능

현장에서도정확하게도면측정가능

클라우드저장공간서비스를통해도면액세스



멤버쉽은소프트웨어를엑세스하고 관리할수있는가장유연하고경제적인방법입니다.

멤버쉽가입의이점

원하는즉시멤버쉽가입
자신에게가장잘맞는플랜을선택하여늘최신버전의제품사용

가장먼저최신버전사용
단일대시보드, 간소화된공유및스마트중심객체등의새로운기능
이용

설계업계선두자리유지
사용자가준비되었을때언제든사용가능한지속적인업데이트제공





PDF 파일가져오기

PDF 파일의형상및문자를작업공간으로가져와다른 AutoCAD 객체와동일하게사용할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가져오기파일' 형식에 PDF가추가됨

PDF 파일의형상을 AutoCAD 객체로가져오거나현재
도면에언더레이



설계뷰공유

도면뷰를클라우드에 게시하여공동작업을개선할수있습니다.

클라우드를통해간편하게도면뷰공유

로그인과 AutoCAD 기반제품없이뷰어사용이가능하며
뷰어에서는원본 DWG 파일변경불가



스마트중심선및중심표식

강력한새도구를사용하여중심선과중심표식을작성하고편집해보십시오.

간단하게중심선과중심표식작성및편집

연관객체를이동할때중심선및중심표식도이동에
따라업데이트됨



Autodesk 데스크탑앱

데스크탑앱을통해새로워진 AutoCAD의 모든것을확인해보십시오.

워크플로우방해없이소프트웨어업데이트알림전달

새로운기능활용을돕는튜토리얼제공

제품관련팁과컨텐츠라이브러리로제품활용능력
향상



AutoCAD 2017의새로운기능

지원되는 '가져오기파일' 형식에 PDF가추가되었습니다. PDF 파일의형상을
AutoCAD 객체로가져오거나현재도면에서언더레이하십시오.

도면뷰를클라우드에게시하여공동작업을개선하십시오. 뷰어사용시
로그인하지않아도되며뷰어에서는원본 DWG 파일을변경할수없습니다.

간단하게중심선과중심표식을작성하고편집하십시오. 연관객체를이동할때
중심선및중심표식도이동에따라업데이트됩니다.

워크플로우방해없이소프트웨어업데이트알림을전달합니다. 튜토리얼을
참고하여새로운기능을최대한활용하고제품팁과컨텐츠라이브러리를통해
제품활용능력을높일수있습니다.



AutoCAD 2017의향상된기능

이전버전의사용자설정및파일을간편하게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설정사항이
자동으로감지되므로마이그레이션할설정을선택할수있습니다.

새기능을사용하면표준 2D 끝점과중심객체스냅을통해부착된조정모형에서
정확한위치로스냅할수있습니다.

3D 모델을 3D 프린팅서비스로보낼수도있고, Print Studio를설치하여 3D 

프린터에연결하거나나중에사용할수있도록인쇄파일을작성할수도있습니다.



TrustedDWG 기술

설계데이터무결성보장

설계를보존하고보호하는
최상의방법

TrustedDWG 기술은
AutoCAD®에기본제공됨

설계데이터를가장정확하게
저장할수있는방법



데스크탑의경계를허물다

어디서든 AutoCAD의기능사용
모바일디바이스에서간편하게도면을보고, 편집및공유

수백개의앱으로 AutoCAD 사용자화
오토데스크개발자네트워크(Autodesk Developer Network)를
통해앱제작

설계보기, 편집및공유
어디서든액세스가능*

*서비스에액세스하려면인터넷연결이필요하며서비스이용약관에명시된지리적제한이적용됩니다.



제품비교

2D 제도및세부사항도구

치수기입및주석

TrustedDWG™기술

AutoCAD®  360웹및모바일통합

PDF 내보내기, 가져오기및언더레이

지리적위치및온라인맵

3D 모델링도구

네트워크라이센스

포인트클라우드지원

Autodesk®  A360에서렌더링
(플랜에포함됨)

조정모형

Autodesk Exchange Apps

AutoCAD LT® 2017 AutoCAD® 2017



버전비교

Autodesk® ReCap™ 포인트클라우드도구

지리적위치및온라인맵

향상된인터페이스

리본갤러리

도움말 UI 검색기

매력적인시각적환경

향상된 PDF 파일

조정모형

시스템설정값모니터

설계뷰공유

PDF 가져오기

스마트중심선및중심표식

Autodesk 데스크탑앱

AutoCAD® 2017



AutoCAD 2017을선택해야하는주요
이유

새로운시각적환경및생산성도구사용

Autodesk A360 클라우드서비스사용

향상된 PDF 및조정모형사용

통합된렌더링도구사용

Autodesk® Exchange Apps 사용



AutoCAD 2017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기

AutoCAD 30일무료체험판

AutoCAD 멤버쉽가입

추가자료

http://www.autodesk.co.kr/products/autocad/overview
http://www.autodesk.co.kr/products/autocad/free-trial
http://www.autodesk.co.kr/products/autocad/subscribe


Autodesk, AutoCAD, AutoCAD LT, Autodesk 로고, DWG, Navisworks, BIM 360 및 TrustedDWG는미국및/또는기타국가에서 Autodesk, Inc. 및/또는그자회사및/또는계열사의
등록상표또는상표입니다. 다른모든브랜드이름, 제품이름, 상표는해당소유권자의소유입니다. Autodesk는언제라도예고없이제공하는제품과서비스및사양과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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