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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제품 정보
1.1 AutoCAD WS란 무엇입니까?
AutoCAD 소프트웨어용 AutoCAD WS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장치를 통해 DWG™ 파일을 확인, 편집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1.2 누가 AutoCAD WS를 사용합니까?
AutoCAD WS는 건축 전문가, 엔지니어, 설계자 등 도면을 제작해야 하는 AutoCAD
전문가들이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어느 컴퓨터에서도 DWG 파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AutoCAD WS는 또한 고객, 소유주,
프로젝트 관리자 등 다른 설계 팀원들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할 필요 없이 DWG 도면을 보고 기본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3 AutoCAD WS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AutoCAD WS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toCAD 소프트웨어에서 온라인 작업 공간으로 직접 DWG 파일 업로드

•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장치만 사용해 어디에서도 DWG 파일 확인 및 편집

•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온라인에서 DWG 파일을 검토 및 편집할 수 있도록
설계 팀원들 초대
•

여러 사람이 온라인에서 동일한 DWG 파일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버전 관리와 감사를 위해 타임라인에 설계 변경 사항 기록

•

DWG 파일을 온라인에 저장하므로 중복 복제, 백업 또는 압축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음

1.4 AutoCAD WS는 AutoCAD 사용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utoCAD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AutoCAD W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AutoCAD WS를 이용해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장치에서 DWG 파일을 확인, 편집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1.5 AutoCAD WS는 어떤 방식으로 AutoCAD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합니까?
AutoCAD WS는 AutoCAD 소프트웨어용으로 개발된 웹 및 모바일 자매 제품입니다.
AutoCAD 소프트웨어 사용자라면 대부분 플러그인을 사용해 AutoCAD 소프트웨어
환경에 온라인 및 모바일 기능을 직접 통합할 수 있어 자신의 컴퓨터로 AutoCAD
WS 온라인 작업 공간에서 DWG 파일을 업로드, 동기화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1.6 AutoCAD WS는 어떤 방식으로 AutoCAD for Mac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합니까?
AutoCAD WS 기능이 AutoCAD

®

for Mac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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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및 구입 방법
2.1 AutoCAD WS의 구입 옵션과 가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계정을 만들면 AutoCAD WS 웹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toCAD W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utoCAD WS는
무료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2.2 AutoCAD WS 계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ww.autocadws.com 을 방문하십시오.
2.3 AutoCAD W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pple iTunes™ App Store 를 방문하십시오.
®

SM

2.3 AutoCAD 소프트웨어용 AutoCAD WS 플러그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ww.autocadws.com/downloads 를 방문하십시오. AutoCAD WS 플러그인은
AutoCAD 2011 제품용 Subscription Advantage Pack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팩은
http://www.autodesk.co.kr/advantagepack-autocad 에서 서브스크립션 가입자에게만 제공합니다.

3. 시스템 사양
3.1 AutoCAD WS의 시스템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AutoCAD WS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연결과 Adobe , Flash Player
®

®

9.124 이상이 필요하며, JavaScript 쿠키를 사용 가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AutoCAD WS 웹 어플리케이션은 Internet Explorer , Firefox , Safari™, Google
®

®

Chrome™ 등 주요 웹 브라우저와 모두 호환됩니다.

4.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4.1 AutoCAD WS는 어떤 도면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까?
AutoCAD WS는 AutoCAD DWG와 DXF™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해 RealDWG™
기술을 이용합니다. 객체 활성기를 포함해 일부 엔티티의 경우 지원되지 않거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엔티티의 최신 목록은 www.autocadws.co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2 AutoCAD WS는 3D 도면을 지원합니까?
AutoCAD WS는 아직 3D 도면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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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utoCAD WS가 지원하는 기타 파일 형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utoCAD WS는 BMP, GIF, JPG, PNG, TIF 이미지 파일을 보는 것만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15MB 미만의 파일은 AutoCAD WS로 가져와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저장 및 공유의 편리성을 위해 15MB가 넘는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4 AutoCAD 글꼴과 플롯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utoCAD WS는 SHX 및 TTF 글꼴, CTB 및 STB 플롯 파일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업로드해 사용자의 시스템에 글꼴과 플롯 스타일이 없더라도 도면의
시각적 충실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4.5 AutoCAD WS가 지원하는 모바일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바일 장치나 휴대용 장치에서 직접 DWG 파일을 확인, 편집 및 공유하려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AutoCAD W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iOS 장치(애플 아이패드™, 아이폰 , 아이팟 터치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4.6 AutoCAD WS 플러그인과 호환되는 AutoCAD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utoCAD WS 플러그인은 현재 다음과 같은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utoCAD WS Plug-in for AutoCAD 2011—다음 제품의 영어 버전에 해당:
― AutoCAD 2011
®

― AutoCAD Architecture 2011
®

― AutoCAD MEP 2011
®

― AutoCAD Mechanical 2011
®

― AutoCAD Plant 3D 2011
®

― AutoCAD P&ID 2011
®

― AutoCAD Civil 3D 2011
®

®

― AutoCAD Electrical 2011
®

― AutoCAD ecscad 2011
®

―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1
®

― AutoCAD Map 3D 2011
®

• AutoCAD WS Plug-in for AutoCAD LT 2011—다음 제품의 영어 버전에
해당:
― AutoCAD LT 2011
®

기타 제품과 언어를 위한 AutoCAD WS 플러그인은 나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4.7 지원되는 국가와 언어는 무엇입니까?
AutoCAD WS 웹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처음에는 영어 버전만 지원할 예정이지만
AutoCAD WS 문자 편집 기능은 모든 AutoCAD 지원 언어로 작성한 DWG 파일 내
문자 주석을 지원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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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및 교육
5.1 AutoCAD WS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양한 참조 동영상, 튜토리얼, 사용 요령 등을 www.autocadws.co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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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제품 및 서비스에는 그와 함께 제공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Autodesk, AutoCAD, AutoCAD LT, DWG, DXF, Civil 3D 및 RealDWG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제휴사/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pple, App Store, iPad, iPhone, iPod touch, iTune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Apple,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이거나 서비스 마크입니다.

I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이며 Apple, Inc.에서 라인센스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브랜드, 제품명, 상표는 각 소유업체의 자산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통지 없이 제품 제공물 및 사양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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