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가지 방법으로 설계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AutoCAD 전문화 툴셋

툴셋에 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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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습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일상을 깨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상의 틀을 깨는 것이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립식 가구를 구입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해왔듯이 가구와 함께 제공되는 알렌 렌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가구를 조립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동 드라이버로 더 빨리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틀을 깨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본문을 읽는 동안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utoCAD®

에 포함된 전문화 툴셋을 사용하면 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
2018년 3월 AutoCAD 제품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AutoCAD 
멤버쉽을 구매하면 7가지 산업군별 툴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툴셋은 건축,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설계 등 여러 가지 산업을 위한 
전문화된 기능과 지능형 객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툴셋이 
설계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AutoCAD 모바일 앱과 새롭게 제공되는 
AutoCAD 웹 앱에 대한 보너스 팁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객과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설계자인 Joe
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칸소의 소규모 
지역민들을 위해 건축 설계도를 작성해 
주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꿈을 점점 키워 가면서 여가 
시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AutoCAD 멤버쉽에 포함된 
Architecture 툴셋과 Electrical 
툴셋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자 
Joe는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세 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할 여유가 없었지만, 멤버쉽에 
포함된 권한으로 각각의 도구 및 기호를 
사용하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설계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꿈을 이뤄 가는 데 AutoCAD와 
툴셋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 Frank Mayfield,  
ECAD, Inc. 기술 엔지니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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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부품, 
기호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부품이 있는 기계를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수백 개의 문과 창문이 있는 호텔을 
설계하거나 수백 개의 퓨즈, 스위치 및 단자가 있는 
집을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AutoCAD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며칠 또는 심지어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지만, 이제 다행히도 많은 툴셋에 객체, 
부품 및 기호와 같은 산업군별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도면에 사전 설계 요소를 손쉽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에는 2차원(2D) 및 3차원(3D) 뷰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있습니다. 표준 설정에 기반해 간단한 
객체 유형을 작성해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기 
다른 구성요소, 재료, 세부 마무리 정보를 사용하여 복잡한 
객체를 작성하고 다른 객체와의 간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ARCHITECTURE 툴셋 : 
벽, 문, 창문 등 8천 개 이상의 지능형 AEC 객체 및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ELECTRICAL 툴셋 : 
2천 개 이상의 표준에 기반한 스키매틱 기호와 NFPA, IEC 
60617, AS, GB, IEC, JIC 및 JIS 표준을 지원합니다. 유압, 
공압 및 P&ID 기호 외에도 회로 차단기, 누름 버튼, PLC, 
터미널 등의 자동 장치를 포함합니다.

MECHANICAL 툴셋 : 
17가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사전에 작성된 표준 부품 
및 기능을 70만 개 이상 제공합니다. 구멍 기능, 조임쇠, 
샤프트 부품 및 기능, 강철 모형 및 제너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MEP 툴셋 : 
지능형 덕트, 파이프, 배선 등을 비롯한 10,500개 이상의 
MEP 객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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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에 기반한  
설계 
툴셋을 사용하여 국제 제도 표준에 따라 설계하거나, 도면에서 표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팀이 표준에 기반한 설계 문서를 일관되게 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를 사용하므로 생산성이 배가됩니다. 또한 표준 환경을 준수하므로 팀 
내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되며 일관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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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툴셋 : 
기호 라이브러리에 NFPA, IEC 60617, AS, GB, IEC, JIC 및 JIS 
표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전기 표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회로 빌더 기능을 사용하여 표준에 의거해 스키매틱 도면을 설계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와이어 크기 조정 권장 사항, 에너지 손실 계산 등이 
포함됩니다.

MAP 3D 툴셋 : 
도로, 부지, 케이블, 파이프 등 현실을 재현한 객체를 이용하여 도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 분류를 사용하여 객체를 작성하면, 해당 객체 
클래스에서 특성과 값을 자동으로 가져와 도면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표준이 설정됩니다.
 

MECHANICAL 툴셋 :
ANSI, BSI, CSN, DIN, GB, ISO, JIS 및 GOST 제도 환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툴셋에는 표준에 기반한 서페이스 텍스처 기호, 기하학적 
치수기입 및 공차, 데이텀 식별자 및 대상, 주, 테이퍼 및 경사도 기호, 용접 
기호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 도구도 포함됩니다. 

PLANT 3D 툴셋 :
여러 표준에 따라 사전 정의된 기호를 사용하여 배관 및 계측 
다이어그램을 빠르고 쉽게 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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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층 관리

AutoCAD에서 설계할 때 도면층을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면층은 객체의 특성과 가시성을 제어합니다. AutoCAD에서는 작성하려는 
객체 유형을 기반으로 도면층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색상, 선 종류 및 가중치 등 각 도면층의 설정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ARCHITECTURE 툴셋 : 
도면층 표준, 도면층 키 스타일 및 도면층 재지정을 통해 도면층을 손쉽게 
구성, 정렬 및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표준에 정의된 구조에 따라 새 
도면층의 이름이 명명됩니다. 

MECHANICAL 툴셋 :
도면층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관리해 주므로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Mechanical 도면층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작성하기 전에 
도면층을 명시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체를 작성하면 적절한 
도면층, 색상, 선종류 및 선가중치로 자동 배치됩니다. 적절한 도면층이 없는 
경우에는 툴셋에서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MEP 툴셋 : 
도면층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도면층 표준, 도면층 키 스타일 및 도면층 
재지정을 통해 도면층을 구성, 정렬 및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툴셋에는 14
개가 넘는 도면층 키 스타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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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보고서

AutoCAD에서 설계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 일정, 
BOM(재료 명세서) 등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RCHITECTURE 툴셋 : 
설계를 배치하면 일정이 생성되고 일정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일정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오류가 감소합니다.

ELECTRICAL 툴셋 :
수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줄고 관련 
오류도 사라집니다. BOM, 케이블 목록, 터미널 보고서, 시작/끝 와이어 목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동 보고서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명령으로 여러 보고서를 생성하는 옵션과 함께 유연한 내보내기 옵션도 
제공됩니다.

MECHANICAL 툴셋 :
제조 단계를 위한 연관 부품 리스트와 BOM(재료 명세서)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설계 변경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각 도면의 여러 부품 목록, 축소 가능한 
조립품, 자동 표준 부품 인식이 지원되며 회사의 관행에 맞게 기능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화 옵션도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모든 사람이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체 도면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므로 부정확한 부품 개수 파악, 식별 및 주문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어 많은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BOM 데이터를 
MRP(제조 자원 계획), ERP(엔터프라이즈 자원 계획) 또는 기타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내보내거나 링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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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계 정보와의 
통합

Map 3D 툴셋을 사용하면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작성하거나 설계 도면에 
실제 상황 정보를 투영할 수 있습니다. 

4천 가지가 넘는 실제 좌표계를 활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좌표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 구역 지정, 토지 사용, 파이프 및 케이블 설치 날짜와 직경 등 구체적인 
기능이 강조된 스타일 지도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CAD 설계 정보를 지형 공간 
벡터 데이터 및 위성 이미지와 조합하거나 CAD 데이터를 조직의 GIS와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에 실제 상황 정보가 포함되며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빠르게 
통합해 정확한 도면, 설계 및 지도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 다른 부서 및 다른 지형 공간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토목 설계자인 저에게 Map 3D 툴셋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적도 라인워크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 또는 작업 창의 지리 참조 직교 이미지에 대한 연결을 쉽고 빠르게 작성하는 기능은 AutoCAD 
내에서 고품질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간편하게 
탐색하여 도면에 추가할 수 있으며 리소스 집약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도면이 원활하게 
실행됩니다.

 –Brandon Loehr, 토목 설계자 겸 CADIntentions.com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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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및 범람원 묘사에서 도로 및 구획과 
같은 기본 지도 정보에 이르기까지 GIS 
데이터는 토목 설계의 여러 측면, 특히 
예비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Map 3D 
툴셋을 사용하면 SHP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GIS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GIS 데이터는 토목 설계의 
여러 측면, 특히 예비 프로젝트 계획 
및 분석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쳐 
기능 및 기능 중첩 도구의 도움을 받아 
용지경계선 획득 같은 프로젝트 영향 
연구를 위해 설계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 Donnie Gladfelter 
CADD Microsystems의 기술 제품 및  
온라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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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멤버쉽에는 전문화 툴셋 외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AutoCAD 멤버쉽 고객에게는 
AutoCAD 모바일 앱과 AutoCAD 웹 앱이 제공됩니다. 

이제 출력된 도면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과의 회의 중에는 
물론 현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단축하고 설계 팀의 공동 작업을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CAD 도면을 검토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두 앱 모두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제도 도구 및 명령을 제공하므로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작업

보너스  팁

AutoCAD 웹 앱은 웹 브라우저에서 온라인으로 
실행되므로 시스템에 AutoCAD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web.autocad.com을 방문한 다음 
로그인하기만 하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utoCAD 모바일 앱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DWG™ 
도면을 업로드하고, 열고,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도구가 있습니다. iOS, 
Android, Windows 10 디바이스 및 Surface Hub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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