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CAD 사용 시 그래픽 하드웨어와 관련한 FAQ 

 

주: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질문과 대답(FAQ)은 Mac용 AutoCAD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Autodesk 인증 그래픽 하드웨어란 무엇입니까?  

 2. Autodesk 인증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AutoCAD 2007 과 AutoCAD 2008 에 대한 인증 결과를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AutoCAD 2007 과 AutoCAD 2008 에는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까?  

 5. AutoCAD 인증 하드웨어로 구 버전 AutoCAD 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6. 최신 버전의 AutoCAD 인증 하드웨어 XML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7. 최신 버전의 AutoCAD 그래픽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해야 합니까?  

 8. AutoCAD 그래픽 하드웨어 인증 대상 제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9. 사용 중인 그래픽 하드웨어가 Autodesk 인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0.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서 아이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 내가 사용 중인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는 있지만 Autodesk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AutoCAD 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13.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몇 가지 테스트에는 통과했지만, 일부 테스트에는 불합격한 경우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14. 데스크탑 또는 게임 응용프로그램용으로 설계된 그래픽 하드웨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AutoCAD 에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6.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을 경우 수동으로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도록 AutoCA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7. 드라이버 버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18.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있지만 드라이버 버전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 있는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 버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20. AutoCAD 2009, AutoCAD 2010 및 AutoCAD 2011 에서 하드웨어 인증 XML 파일과 내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21. 목록에 있는 그래픽 하드웨어에 대한 그래픽 하드웨어 문제를 보고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22. 내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는데, 하드웨어 가속을 수동으로 활성화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 Autodesk 에서는 어떤 그래픽 하드웨어 및 모니터 구성을 테스트합니까?  

 24. Windows Vista 에 OpenGL 옵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에 OpenGL 옵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 AutoCAD 2008 과 AutoCAD 2009 는 인증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7. AutoCAD 2009 와 AutoCAD 2010 은 인증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8. AutoCAD 2010 과 AutoCAD 2011 은 인증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9. 내 카드가 AutoCAD 2007, AutoCAD 2008, AutoCAD 2009, AutoCAD 2010 에 대해 인증이 되었지만 

AutoCAD 2011 에서는 인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 AutoCAD 2009 에서 OpenGL 또는 Direct3D 를 사용해야 합니까?  

 31. AutoCAD 2010 에서 Direct3D 또는 Autodesk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까?  

 32. Direct3D 와 Autodesk 드라이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33. AutoCAD 2011 에 Direct3D 옵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 인증되지 않은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5. AutoCAD 2011 이 bootcamp 또는 Parallels 에서 작동하지만 Mac OSX 에서 설치 또는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Autodesk 인증 그래픽 하드웨어란 무엇입니까? 

Autodesk 는 그래픽 하드웨어 공급업체와 함께 하드웨어의 실시간 3D 음영처리, 그림자, 퐁(Phong) 및 

픽셀당 조명 디스플레이 기능 등을 테스트 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증된 하드웨어는 2D 작업 시에도 하드웨어 가속기능을 

지원합니다.  

2. Autodesk 인증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utodesk 인증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AutoCAD 2009, AutoCAD 2010 및 AutoCAD 2011 의 3D 

디스플레이 기능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Autodesk 인증을 받지 않은 그래픽 하드웨어는 이러한 새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사용 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AutoCAD 2007 과 AutoCAD 2008 에 대한 인증 결과를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utodesk 에서는  AutoCAD  최신 3 버전의 릴리스에 대해서만 그래픽 카드 인증을 지원합니다. 

4. AutoCAD 2007 과 AutoCAD 2008 에는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 중인 카드에 대해 인증된 최신 드라이버를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합니다. 

5. AutoCAD 인증 하드웨어로 구 버전 AutoCAD 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07 버전 이전의 AutoCAD 에는 인증된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2D 설계용으로 구 버전 

AutoCAD 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Windows 를 지원하는 그래픽 하드웨어라면 AutoCAD 도 사용가능합니다. 

음영처리(shade) 모드나 3D 궤도 같은 3D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인증  또는 지원 그래픽 

하드웨어라면 어떤 것이라도 구 버전 AutoCAD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최신 버전의 AutoCAD 인증 하드웨어 XML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증 하드웨어 XML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페이지에 있는 읽어보기(readme)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7. 최신 버전의 AutoCAD 그래픽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그래픽 드라이버가 "지원됨"에서 "인증됨"으로 바뀐 경우처럼, 그래픽 하드웨어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맨 위로 

8. AutoCAD 그래픽 하드웨어 인증 대상 제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Autodesk 2009 제품군 

 AutoCAD®  2009  

 AutoCAD®  Architecture 2009  

 AutoCAD®  Civil 2009  

 AutoCAD®  Civil 3D®  2009  

 AutoCAD®  ecscad 2009  

 AutoCAD®  Electrical 2009  

 AutoCAD®  Land Desktop 2009  

 AutoCAD®  Map 3D 2009  

 AutoCAD®  Mechanical 2009  

 AutoCAD®  MEP 2009  

 AutoCAD®  P&ID 2009  

 AutoCAD®  Plant 3D 2009  

 AutoCAD®  Raster Design 2009  

Autodesk 2010 제품군 

 AutoCAD®  2010  

 AutoCAD®  Architecture 2010  

 AutoCAD®  Civil 2010  

 AutoCAD®  Civil 3D®  2010  

 AutoCAD®  ecscad 2010  

 AutoCAD®  Electrical 2010  

http://usa.autodesk.com/getdoc/id=DL7440746


 AutoCAD®  Map 3D 2010  

 AutoCAD®  Mechanical 2010  

 AutoCAD®  MEP 2010  

 AutoCAD®  P&ID 2010  

 AutoCAD®  Plant 3D 2010  

 AutoCAD®  Raster Design 2010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0  

Autodesk 2011 제품군 

 AutoCAD®  2011  

 AutoCAD®  Architecture 2011  

 AutoCAD®  Civil 3D®  2011  

 AutoCAD®  ecscad 2011  

 AutoCAD®  Electrical 2011  

 AutoCAD®  Map 3D 2011  

 AutoCAD®  Mechanical 2011  

 AutoCAD®  MEP 2011  

 AutoCAD®  P&ID 2011  

 AutoCAD®  Plant 3D 2011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1 

Autodesk®  Inventor®  Professional 과 Autodesk® Inventor™ Series 9 - 2011 의 경우 Autodesk Inventor 

하드웨어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9. 사용 중인 그래픽 하드웨어가 Autodesk 인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utodesk 인증을 받은 그래픽 하드웨어는 목록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맨 위로 

10.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서 아이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표에 아이콘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1. 내가 사용 중인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utoCAD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모두 목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 페이지에서는 단순히 

Autodesk 가 테스트를 수행하여 AutoCAD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진 카드가 무엇인지를 사용자에게 

아이콘 아이콘 설명 AutoCAD 에서 하드웨어 가속 상태 

              Autodesk 인증 그래픽 하드웨어. 이 

그래픽 하드웨어는 Autodesk 와 그래픽 

하드웨어 공급업체에서 추천합니다. 

하드웨어 가속기능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그래픽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그래픽 하드웨어를 추천합니다.  

하드웨어 가속기능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그래픽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그래픽 하드웨어는 몇 가지 작은 

문제점이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별 카드에 따라 하드웨어 가속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그래픽 하드웨어의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테스트에 불합격했습니다. 이 

그래픽 하드웨어는 3D 디스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픽 하드웨어에 대해 하드웨어 가속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픽 하드웨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목록의 그래픽 하드웨어는 이 특정 그래픽 

하드웨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픽 하드웨어 테스트에 

불합격했습니다. 

목록의 그래픽 하드웨어는 이 특정 그래픽 

하드웨어 테스트에 불합격했습니다.  

http://www.inventor-certified.com/graphics
http://www.inventor-certified.com/graphics


알릴 뿐입니다. Autodesk 에서는 다양한 그래픽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3D CAD 

응용프로그램용으로 설계된 그래픽 하드웨어를 주로 테스트합니다. 사용 중인 카드가 목록에 없다면,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중인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는데, 3D CAD 응용프로그램용으로 설계된 것이 맞다면, 문제 

보고 페이지의 문제 보고 양식에 요청을 기록해 주십시오. 

12.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는 있지만 Autodesk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AutoCAD 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의 새로운 3D 디스플레이 기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D 설계 

및 제도 기능은 완벽히 지원됩니다. 

맨 위로 

13.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몇 가지 테스트에는 통과했지만, 일부 테스트에는 불합격한 경우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2D 설계 및 제도에는 해당 그래픽 하드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서 

해당 기능에 대해 “지원됨” 아이콘  ( ) 이 표시되면 3D 디스플레이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데스크탑 또는 게임 응용프로그램용으로 설계된 그래픽 하드웨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게임 기반 그래픽 하드웨어는 AutoCAD 에서 3D 디스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만, 그래픽 하드웨어 

공급업체에서 CAD 용으로 최적화되지도 않았고 지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 Autodesk 에서 

그래픽 하드웨어 공급업체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5. AutoCAD 에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기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의 명령행에 3DCONFIG 를 입력합니다. 가변 성능 낮춤 

및 성능 조정 대화상자에서 수동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동 성능 조정 대화상자(그림 참조)에서 

하드웨어 가속 사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동 성능 조정 대화상자에는 그래픽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3D 디스플레이 기능도 표시됩니다. 

16.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을 경우 수동으로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도록 AutoCA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픽 하드웨어가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에서 3D 디스플레이 

기능 중 일부를 지원한다면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에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켜려면 명령행에 

3DCONFIG 를 입력합니다. 가변 성능 낮춤 및 성능 조정 대화상자에서 수동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동 

성능 조정 대화상자에서 하드웨어 가속 사용을 선택합니다. 

17. 드라이버 버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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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조정기 로그에서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의 명령행에 3DCONFIG 를 입력합니다. 가변 성능 낮춤 및 성능 조정 

대화상자에서 조정 로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맨 위로 

18. 내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있지만 드라이버 버전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상의 성능, 기능 지원 및 안정성을 위해 Autodesk 에서는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에서 테스트한 것과 동일한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 버전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드라이버가 항상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9.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 있는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 버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19.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 있는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 버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 있는 드라이버 버전 링크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랩탑 

드라이버의 경우,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 있는 드라이버 버전을 다운로드하려면 랩탑 공급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부 랩탑 드라이버는 Autodesk Inventor 하드웨어 웹사이트에서도 제공합니다.   

20. AutoCAD 2009, AutoCAD 2010 및 AutoCAD 2011 에서 하드웨어 인증 XML 파일과 내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utoCAD 2009, AutoCAD 2010 및 AutoCAD 2011 에서, 하드웨어 인증 XML 파일을 소프트웨어로부터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명령행에 3DCONFIG 를 입력하고 업데이트할 항목 확인을 클릭합니다. 더 새로운 

버전이 있다면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더 새로운 버전의 드라이버가 있으면 대화상자에 이를 알리는 

메모가 표시되며, 링크를 클릭하여 최신 인증 그래픽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1. 목록에 있는 그래픽 하드웨어에 대한 그래픽 하드웨어 문제를 보고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Autodesk 에서 문제 진단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는 문제 보고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성능 조정 로그의 

정보를 보고서의 문제 요약에 복사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utoCAD 2009,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의 명령행에 3DCONFIG 를 입력합니다. 가변 성능 낮춤 

및 성능 조정 대화상자에서 조정 로그 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해당 정보를 복사한 후 문제 보고 양식의 

문제점 필드에 붙여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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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는데, 하드웨어 가속을 수동으로 활성화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픽 하드웨어가 목록에 없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보고 페이지의 문제 보고 양식(Report a 

Problem )에 요청을 기록해 주십시오. Autodesk 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귀하께 

연락 드릴 것입니다.  

23. Autodesk 에서는 어떤 그래픽 하드웨어 및 모니터 구성을 테스트합니까? 

Autodesk 그래픽 하드웨어 인증 테스트는 하나의 모니터가 연결된 하나의 비디오 카드가 있는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Autodesk 는 현재 여러 개의 그래픽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모니터가 여러 개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인증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4. Windows Vista 에 OpenGL 옵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indows Vista 운영체제의 AutoCAD 2009 에서 OpenGL®  소프트웨어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25. AutoCAD 2010 또는 AutoCAD 2011 에 OpenGL 옵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OpenGL 은 안정성과 시각적 사실성 문제 때문에 AutoCAD 2010 과 AutoCAD 2011 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6. AutoCAD 2008 과 AutoCAD 2009 는 인증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AutoCAD 2009 인증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사용됩니다.  

 픽셀당(per-pixel lighting) 조명 지원  

 Windows Vista 에서 실행 시 2D 도면에서 하드웨어 가속 지원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인증 XML 파일 업데이트 가능 

27. AutoCAD 2009 와 AutoCAD 2010 은 인증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AutoCAD 2010 인증에는 Autodesk 드라이버에 대한 인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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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utoCAD 2010 과 AutoCAD 2011 은 인증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드럽게 표시 효과 지원  

 향상된 재료 효과 지원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가능할 때, 2D 도면에서 하드웨어 가속 지원  

29. 내 카드가 AutoCAD 2007, AutoCAD 2008, AutoCAD 2009, AutoCAD 2010 에 대해 인증이 되었지만 

AutoCAD 2011 에서는 인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능과 최적화를 위해 더 우수한 비디오 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능과 안정성 문제 때문에 

AutoCAD 에서는 RAM 크기가 128 MB 미만인 카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가 더 이상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구형 그래픽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30. AutoCAD 2009 에서 OpenGL 또는 Direct3D를 사용해야 합니까? 

처음 AutoCAD 를 시작할 때, 어떤 하드웨어 가속 드라이버가 최상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그래픽 하드웨어를 분석합니다. AutoCAD 는 분석 후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된 드라이버를 기본 

하드웨어 가속 드라이버로 선택합니다. 

31. AutoCAD 2010 에서 Direct3D 또는 Autodesk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까? 

처음 AutoCAD 를 시작할 때, 어떤 하드웨어 가속 드라이버가 최상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그래픽 하드웨어를 분석합니다. AutoCAD 는 분석 후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된 드라이버를 기본 

하드웨어 가속 드라이버로 선택합니다. 

32. Direct3D 와 Autodesk 드라이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Autodesk 드라이버는 최신 그래픽 카드에서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구형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Direct3D 드라이버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utodesk 드라이버는 매우 오래 된 

카드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Direct3D 드라이버는 그러한 카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픽 하드웨어 

목록에서 해당 비디오 카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Direct3D 드라이버는 오래 된 기술(고정 기능 파이프라인 Fixed Function pipeline)을 사용하며 Autodesk 

드라이버는 보다 새로운 음영처리 기반(shader-based) 기술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그래픽 카드는 음영처리기 

기반 워크플로우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그래픽 카드인 경우에는 Autodesk 드라이버가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맨 위로 

33. AutoCAD 2011 에 Direct3D 옵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irect3D 드라이버는 AutoCAD 2011 에서 제거되어 Autodesk 드라이버로 대체되었습니다.  

34. 인증되지 않은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utoCAD 의 새로운 UI 중 일부는 Microsoft .net 플랫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Net 은 Direct3D 및 비디오 

카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시각화합니다. 이 시각화는 하드웨어 가속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수행됩니다. 제품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인증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5. AutoCAD 2011 이 bootcamp 또는 Parallels에서 작동하지만 Mac OSX 에서 설치 또는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utoCAD 는 그래픽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으로, 비디오 카드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효과를 

필요로 합니다. Windows 에서는 작동하지만 Mac 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OSX 원시 버전이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Autodesk 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설치를 차단하였습니다. 

 

http://usa.autodesk.com/adsk/servlet/hc?siteID=123112&id=6711853&linkID=9240618
http://usa.autodesk.com/adsk/servlet/hc?siteID=123112&id=6711853&linkID=9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