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lCAD

Light CAD

File Support
AutoCAD .DWG file format (latest version) support

최신버전 지원

Save .DWG file format natively

DWG 파일형식으로 기본파일로 저장

Legacy CAD file (AutoCAD R12 .DWG) support

R12 구버전 캐드파일 지원

DXF (Drawing Exchange File) support

DXF 파일 지원

STL File Import

STL 파일 가져오기

Drawing web format (DWF) support

도면 웹형식 지원

Recovery of corrupted drawings

손상된 도면 복구

Import CorelDRAW® (CDR) and Corel DESIGNER® (DES)

CorelDRAW®(CDR) 및 Corel DESIGNER®(DES) 가져오기

Number of supported file formats – Import

지원되는 파일 형식 수 – 가져오기

ENHANCED

*
12*/10

-5

User Interface
Layer Palette

도구팔레트

Quick Input

빠른실행툴바

ENHANCED

(

)

Head-up toolbar

Head-up toolbar

Ribbon user interface (UI)

리본

ENHANCED*

Classic menu and toolbars

클래식 메뉴 (옛날 버전 메뉴툴바지원)

ENHANCED

Tool matrix

도구 매트릭스

Properties palette (incl. 3D solid properties editing)

특성 팔레트(도구)

Design Resources docker

디자인 리소스 도커

Right-click context menus

컨텍스트 메뉴 오른쪽 마우스 클릭

*

Command auto-completion

명령어 자동완성

*

Search in Options dialog

옵션 검색

*

(

)

Viewing and Selection tools
Real-time Pan and Zoom

실시간 팬 및 줌

3D Mouse navigation

3D 마우스 탐색

Object Snap (ESnap)

객체 스냅

Object Tracking (ETrack) / dynamic guides

객체 추적 / 동적 가이드

Selection Highlighting

선택 강조

Select matching objects tool

일치하는 객체 선택 도구

*

*

(

)

(

)

Drafting and Editing
Lasso Selection

올가미 선택

Layer Preview tool

레이어 미리보기 도구

NEW

Line weights (display and print)

선두께(표시 및 인쇄)

Exploding blocks instances while maintaining attributes (ExplodeBlockX)

속성을 유지하면서 블록 인스턴스 깨기

Helix tool

나선도구

Center mark and Centerline tools

중심 표시 및 중심선 도구

Formulas in table cells

표 셀의 수식

ENHANCED

Drawing constraints (Parametric drawing tools)

도면 구속조건(파라메트릭 도면 도구)

ENHANCED

QuickModify command (move, rotate, copy in one tool)

빠른수정명령 (하나의 도구에서 이동, 회전, 복사)

ENHANCED

Offset tool

옵셋 도구(간격)

ENHANCED

PowerTrim

파워트림(자르기)

Hatch, solid-color and gradient-fill editing

해치, 단색 및 그라디언트 채우기 편집

True Colors support

트루컬러 지원

Multi-language character set

다국어 문자 집합

TrueType Fonts support

트루타입 글꼴 지원

In-Place multiline text editing

여러줄 문자 편집

Custom blocks

블록 사용자 정의

Dynamic blocks support (inserting and manipulating)

동적 블록 지원 (삽입 및 조작)

CAD drawing standards verification

CAD 도면 규격 검증

Command History Log File

명령 기록 로그 파일

ENHANCED

ENHANCED

NEW

Annotation
Annotative scaling

주석 축적

Smart Dimensioning tool

스마트 치수도구

Dimension palette (dynamic onscreen properties bar)

치수 팔레트 (동적 화면 속성 표시)

Split and Join Dimensions

차원 분할 및 결합

Multi-Leaders (callouts combining multiple leader lines into one callout)

다중지시선 (여러지시선을 하나의 콜아웃으로 결합)

PDF Underlay

PDF 언더레이

DGN (Microstation CAD file format) Underlay

DGN(Microstation CAD 파일 형식) 언더레이

VoiceNotes

음성노트(메모)

Revision clouds

수정구름(메모)

ENHANCED

*

3D Viewing and design
3D model viewing

3D 모델 보기

Projected (Isometric) views

투영(등각투영) 뷰

Dynamic Custom Coordinate Systems

동적 사용자 정의 좌표계

3D surface commands

3D 표면 명령

PolySolid drawing

폴리솔리드 도면

3D solid modeling

3D 솔리드 모델링

ENHANCED

PushPull 3D Object Modifier

Push full 3D 개체 수정자

ENHANCED

3D solid editing using on-screen EntityGrips and Properties palette

화면상의 EntityGrips 및 속성 팔레트를 사용한 3D 솔리드 편집

ENHANCED

FilletEdges Rounding Option

FilletEdges 라운딩 옵션 (모서리 곡선 옵션)

ChamferEdges

모서리 모따기

Offset Edges (create 2D shapes from the boundaries of a 3D solid or surface)

옵셋 모서리(3D 솔리드 또는 표면의 경계에서 2D 모양 작성)

NEW

Tables

테이블(행과 열에 데이터가 들어 있는 복합 객체)
여러개의 캐드 파일을 하나의 캐드파일로 참조 형태로 불러와

ENHANCED

External references

관리/편집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장의 도면을 한장의 도면에 복사해 넣어야

ENHANCED

Images / References / Underlay rectangular and polygonal clipping

이미지 / 참조 / 언더레이 직사각형 및 다각형 클리핑

Masking Entities (Wipe out)

마스킹 엔티티(제거)

Non-rectangular viewports

직사각형이 아닌 뷰포트

ENHANCED

Layout tools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inting, Plotting, Layout Sheets
Multiple Layout Sheet Tabs (Multiple Paper Spaces)

다중 배치 시트 탭(여러 도면 공간)

Color table (CTB) Style table (STB) support

색상표(CTB) 스타일표(STB) 지원

Print Configuration Manager

인쇄 구성 관리자

Batch Print

일괄인쇄

Publishing/Output
Export to CorelDRAW (.CDR) and Corel DESIGNER (.DES)

CorelDRAW(.CDR) 및 Corel DESIGNER(.DES)로 내보내기

Export to PDF (NEW: PDF with layers)

PDF로 내보내기(NEW: 레이어가 있는 PDF

*
ENHANCED

Export to SVG (Scalable Vector Graphics)

SVG(Scalable Vector Graphics)로 내보내기

STL Export for 3D printing

3D 프린팅을 위한 STL 내보내기

Number of support file formats - Export

지원 파일 형식 수 – 내보내기

18*/16

5 to 10

Collaboration
Data Extraction Wizard

데이터 추출 마법사

GIS file format support (ESRI Shape *.shp files)

GIS 파일 형식 지원(ESRI Shape *.shp 파일)

3D Solid geometry exchange file format (*.sat) support

3D 솔리드 지오메트리 교환 파일 형식(*.sat) 지원

Export tables (CSV)

테이블 내보내기(CSV)

NEW

(

)

Customization
Visual Menu and Toolbar Customization

시각적 메뉴 및 도구 모음 사용자 정의

Save Current Workspace

현재 작업 공간 저장

User profiles management

사용자 프로필 관리

CUI Menu, CUIX (AutoCAD Ribbon UI workspaces) files support

CUI 메뉴, CUIX(AutoCAD 리본 UI 작업공간) 파일 지원

NEW
*

*

Programming/Automation
LISP (including support for LISP commands from other CAD applications)

LISP 지원 (다른 CAD 응용 프로그램의 LISP 명령 지원 포함)

COM API

*

Microsoft Visual Studio Tools for Applications (VSTA) support

Microsoft VSTA(Visual Studio Tools for Applications) 지원

Plug-in Store (corelcadmarket.com)

플러그인 스토어(corelcadmarket.com)

*

OS support
Windows 10
Windows 8.1, Windows 7

(

)

Native 64-bit application
macOS (incl. macOS Catalina (10.15)
2D drafting on iOS mobile devices
2D drafting on Android mobile devices

**
**
ENHANCED

강화
기능 포함

*
(

Windows 전용

)
**

제한된 가용성/지원
App Store에서 별도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