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desk® AutoCAD LT® 2020과 AutoCAD LT 2016, 2015, 2014 비교

버전 비교
AutoCAD LT 2014, 2015, 2016을 계속 사용하면서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멤버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AutoCAD LT 멤버쉽을 구매하면 AutoCAD LT 2017, 2018, 2019 버전은 물론 최신 버전인 AutoCAD LT 2020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쉽 고객은 작업 시간을 단축해 주는 최신 기능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AutoCAD 웹 앱 및 모바일 앱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기능 AutoCAD LT 2020 2016 2015 2014

연관 배열

객체 및 도면층 투명도

객체 숨기기 및 분리

지리 위치 및 라이브 맵

스마트 치수기입

구름형 수정 기호

AutoCAD 모바일 앱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이동 중이나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AutoCAD 웹 앱 
제품을 설치하지 않고도 어느 컴퓨터에서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도면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PDF 가져오기 
PDF 파일의 형상을 AutoCAD 객체로 도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DWG 비교 
 도면 간 차이를 비교하고 변경 사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빠른 측정 
도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 주변의 모든 측정값이 빠르게  
표시됩니다.

오프스크린 선택 
화면 외부로 초점을 이동하거나 줌하더라도 선택한 객체가 선택 세트  
내에 유지됩니다.

Autodesk 데스크탑 앱 
작업 중단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을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utodesk.co.kr/products/autocad-lt/overview에서 확인하십시오.
*케어 플랜 고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멤버쉽 프로그램 및 혜택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이용 약관 및 이용 조건 및/또는 서비스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Autodesk, Autodesk 로고, AutoCAD, AutoCAD LT, TrustedDWG 및 DWG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또는 그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예고 없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 문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기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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