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CADPOWER PREMIUM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CADPOWER


가장 유명한 건설전문 AutoCAD(LT) 3rd party 프로그램



범용적인 AutoCAD(LT)의 취약점을 보안한 건축, 건설전문 소프트웨어



반복작업을 제거한 작업효율 성장 동력 프로그램



AutoCAD 기반 Vertical 2010~2018까지 지원하는 폭넓은 범용성

CADPOWER PREMIUM 2018
PREMIUM
범용성
•

AutoCAD 기반 Vertical 2010~2018 지원

•

AutoCAD LT, AutoCAD Map 등 호환성 강화

프리미엄 2018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

•

리본메뉴 반영으로 유저의 편의성을 증대

•

신규 라이브러리 추가

•

1차 117개 라이브러리에 이어 2차 123개
3차 29개까지 추가됩니다.

CADPOWER PREMIUM 2018은 CADPOWER PREMIUM 2017 기능에 리본메뉴와 추가 라이브러리 및 호환성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AutoCAD 2010~2018 버전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기능과
리본메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작업을 통하여 설계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된 라이브러리 제공으로 각 프로젝트 마다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프로젝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범용캐드에 CADPOWER의 건축, 건설, 인테리어 특화 기능을 접목

•

AutoCAD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 사용자를 위한 각종 편의 기능 확장

•

국내 실정에 맞는 건축, 건설, 인테리어 설계 환경 제공

•

반복, 단순 작업 최소화로 설계 시간 단축, 국내 사용자 요구 즉시 반영

•

이미 작성된 도면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수정

•

국내 건축 설계 표준화 지원

주요 기능
멀티 플롯
AutoCAD(LT)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플롯(Plot)’ 입니다. AutoCAD(LT)의 자체적인 출력 기능의 경우 도면을
다중 출력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CADPOWER PREMIUM PACK에서 추가된 멀티플롯 기능은 출력 영역을 자동으로 용지 크기에 맞춰서, 또는 지정한 블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출력 뷰를 수동으로 하나씩 설정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다중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한 출력 뷰는 각각
하나의 DWG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모형 공간에서 더욱 쉽고 간편하게 플롯 진행(프린트로 출력, 파일로 저장)

•

한 파일에 있는 여러 도면을 파일로 분리하여 내보내기

다중 객체 면적 산출

폰트 복원

AutoCAD(LT) 도면 상에서 선택한 객체의 면적과 평수를

도면을 열었을 때 폰트가 보이지 않거나 깨지는 경우 일일이 문자

자동으로 구해주는 기능입니다.

스타일을 변경해줘야 했습니다. CADPOWER PREMIUM PACK

여러 개의 객체들을 선택한 후 각각의 면적을 한번에 도면상에

에 추가된 폰트 복원 기능은 한번에 일괄적으로 도면에 있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폰트 스타일을 바꿔 줄 수 있습니다.

•

•

확인이 필요한 공간은 멀티 면적 산출을 이용하여 다중 추출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표시되지 않던 기호 및 문자 주위 프레임도 사용자가 선택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쉐이프 문자를 폰트복원 명령어로 한번에 큰 글꼴(한글
단선체)변경

폴리선 방향 표시

엑셀 표 그리기

CADPOWER PREMIUM PACK의 방향 표시 기능을 이용하면
폴리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 방향을 바꾸고자 할 경우 명령을 반복하여 폴리선을
클릭하는 것 만으로 간단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의 내용을 AutoCAD(LT)에 그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xls까지만 지원했지만 CADPOWER PREMIUM에서는
xlsx까지 지원하며, AutoCAD(LT)에서 엑셀과 같이 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객체 색상 변경

멀티 길이 합

도면 작업 시 객체의 색상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AutoCAD(LT)에서의 객체 색상 변경에 비해 훨씬 더 간편하게
색상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있는 특정 객체들의 합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길이를 합할 객체를 선택하는 것 만으로 해당
객체들의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로 객체 그리기

엑셀로 좌표 내보내기

좌표로 객체 그리기 명령은 엑셀 파일에 들어 있는 객체의 좌표
값을 불러와 AutoCAD(LT)에서 자동으로 그려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CSV 같은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자가
객체를 그릴 시트와 셀 범위를 선택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엑셀로 좌표를 내보내는 기능으로 AutoCAD(LT)
자체에는 엑셀과 연동을 통해 좌표를 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도면에 있는 객체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엑셀 좌표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전체 퍼지

멀티 트림

AutoCAD(LT)에서 제공하는 퍼지 기능을 좀 더 보완 하였습니다.
도면에서 사용되지 않는 블록, 도면층, 문자유형 등을 제거해
용량을 줄일 수 있는 AutoCAD(LT) 명령어 Purge는 삭제 전 확인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AutoCAD(LT)에서 제공하는 멀티 트림 기능을 좀 더 보완하여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체 등을 정리할 때
몇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객체 정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면 환경

자동화 그리기 기능

도면 작업에 필요한 설정 값을 별도 작성 없이 CADPOWER에

수동으로 반복 기입을 해야 하는 부분을 설정 한번으로 자동화

포함 된 기능 선택 만으로 사용(용지, 축척, 단위, 도면 층 등)

그리기 기능 지원(중심선, 벽체, 개구부, 기둥, 기초, 계단, 램프
그리기 등)

심볼 라이브러리 지원

자동화플롯

도면화에 필요한 각종 심볼 및 라이브러리 약 2000개 이상 지원

모형 작업공간에서 작업된 다수의 도면을 자동화 플롯 뷰 설정

(버전 별 업데이트 진행)

기능을 이용하여 설정 후 한번 실행으로 플롯

건축설계를 위한 최선의 선택

CADPOWER 2017
적법성 검토
적법성 검토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대상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으며 검토 후 적법성 대상, 요소, 면적 별로 구분하여 별도
프로그램 없이 바로 확인 가능

사용환경
운영체계
프로세서

Intel®Pentium®4 프로세서 또는 AMD® Athlon 듀얼 코어 프로세서 3.0GHz 이상

RAM

2GB(4GB 이상 권장)

HDD

설치 용량 2GB 이상

OS

그래픽 카드

AutoCAD/AutoCAD LT

구매문의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1, Windows10
1280x1024 32비트 컬러 비디오 디스플레이 어댑터(트루컬러) 128MB 이상, OpenGL® 또는
Direct3D® 지원 워크스테이션 급 그래픽 카드
2010~2018

기술지원

02-6204-5032

080-830-5200

chchang@krinfra.co.kr

cadpower@krinfra.co.kr

홈페이지

www.cadp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