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월별 가격의 AutoCAD LT 

Desktop Subscription을 소개합니다

예산 등 다양한 회사 상황에 맞게 AutoCAD 

LT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및 접근성

고유한 기업 요구 사항에 맞게 설정된 다양한 구매 

옵션으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쉽게 AutoCAD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Desktop Subscription 제공 사항:

• 저렴한 초기 도입 비용

• 간편한 플랜 확장/축소

• 최신 도구 액세스

• 유연한 예산 집행 지원

필수 제도 도구로 설계 속도 향상시간 단축

Desktop Subscription을 통해 저렴한 월별 가격으로 AutoCAD LT 활용

* 표시된 SRP(Suggested Retail Price, 권장 소매 가격)는 미국에서 지정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Autodesk의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SRP에는 설치 비용 또는 

세금에 해당하는 공제액이나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RP는 참고용으로만 표시된 것이며 실제 소비자 가격은 해당 지역 리셀러에서 결정합니다. 

** 월별 플랜은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분기별 플랜은 리셀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간 플랜은 온라인 스토어 또는 리셀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한 플랜은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월별 또는 연간 지불 고정 요금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리셀러를 통해 구매한 플랜은 

Autodesk 또는 Autodesk 리셀러로부터 이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플랜의 현재 기간 만료 시 또는 그 이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2D 제도를 위한 전문가의 선택

AutoCAD LT® 소프트웨어의 필수 제도 도구를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TrustedDWG™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한 설계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생산성 극대화를 도와주는 도구로 

세부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데스크톱, 

클라우드 및 모바일 Autodesk® AutoCAD® 솔루션 

전반에 걸쳐 워크플로우를 연결해 보십시오.

생산성

향상된 2D 제도 도구와 기능을 통해 반복 작업을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지원합니다.

호환성

TrustedDWG 기술은 해당 파일이 다른 Autodesk® 

소프트웨어 제품과 호환되도록 보장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뢰성

AutoCAD LT는 수백만 명의 전문가들이 30년 이상 

신뢰해 온 설계 플랫폼인 AutoCAD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된 인터페이스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눈의 피로를 덜고 미세한 선, 버튼 및 텍스트를 보다 

쉽게 확인

• 기능 향상 및 재배치된 도구로 작업 속도 향상

• 최신 하드웨어 가속화 그래픽으로 시간 절약

새로운 기능

• 향상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 새로운 탭에서 빠르게 새 도면과 

기존 도면을 열 수 있습니다.

• 리본 갤러리에서 리본의 도면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미리보기를 통해 실행 전에 

잠재적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점

• TrustedDWG™ 기술로 설계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Autodesk® 360으로 거의 

모든 곳에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도구로 제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강력한 2D 세부 장식 기능으로 

설계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2D 작업만 하기 때문에 AutoCAD 
LT면 충분합니다. LT 솔루션이면 필요한 기능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tt Brownfield
 이사

 Nteractive Consulting & Events Ltd

† 무료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라이센스 
계약서의 사용 조건 또는 해당하는 서비스 약관을 수락하고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Autodesk, Autodesk 로고, AutoCAD, AutoCAD LT 및 TrustedDWG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또는 자회사/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또는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통지 없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물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4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최신 AutoCAD LT 버전

새로운 기능과 업데이트된 기능이 포함된  

AutoCAD LT 2015는 설계 및 문서화 프로세스 속도를 

높여주는 최신 연결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향상된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능이 향상되고 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 새 탭 페이지: 빠르게 새 도면과 기존 도면을 열고 

선택한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리본 갤러리: 리본에서 도면 컨텐츠에 시각적으로 

액세스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미리보기: 추가 명령을 통해 실행 전에 변경 

사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도움말 창: UI 검색기의 애니메이션 화살표가 리본 내 

도구 위치를 알려줍니다.

 • 지리적 위치: 정적 이미지로 온라인 맵을 캡처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도구: 자동 글머리 기호 및 위 첨자/아래 첨자 

같은 텍스트의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TrustedDWG로 설계 보호

설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인 TrustedDWG 기술로 설계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AutoCAD LT Suite는 

TrustedDWG 기술을 사용하므로 전체 검토 과정에서 

설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rustedDWG는 

설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AutoCAD 360 모바일을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도면 작업이 가능

 • 무료† 모바일 도면 응용프로그램으로 거의 모든 

위치에서 설계를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통합 공유 도구를 통해 다른 AutoCAD® 360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도면 검토 및 표식 도구로 현장 방문 및 현장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www.autocad360.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친숙한 환경을 더욱 개선

AutoCAD LT 2015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십시오. 테마가 전반적으로 어두워져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미세한 선, 버튼 및 텍스트를 더 

돋보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립과 선택 항목 강조 

표시를 포함하여 캔버스의 모양도 개선되었습니다. 

버튼을 재배치하여 기능을 향상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최신 하드웨어 가속화 2D 그래픽에 더욱 잘 맞게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화면에서 2D 벡터가 

더 빠르게 페인트되고 pan(초점 이동) 및 확대/축소 

기능도 보다 빠르게 실행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최신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그래픽 하드웨어를 활용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 중점 그룹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AutoCAD LT 환경을 완전히 다시 설계했습니다.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으며, 원하는 대로 완전히 사용자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보다 밝은 테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AutoCAD LT를 만나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