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DraftSight®  한눈에 비교하기 
 

 

DraftSight 2019 

Standard 

 

DraftSight 2019 

Professional 

 

DraftSight 2019 

Premium 

 

DraftSight 2019 

Enterprise 

 

DraftSight 2019 

Enterprise Plus 
 

WHO 

 

개인, 학생, 교육자,  

그리고 취미인 

 

설계자 및 디자이너 등 

 

개인, 디자이너, 설계자,  

제조업자 등 

 

대규모 조직으로 다수의 설계자  

 

 

대규모 조직으로 다수의 설계자  

 

 

WHAT 

 

익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핵심적인 

설계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필수 2D 

CAD 솔루션입니다. 

 

설계자들의 빠르고 쉽게 설계할 수 있도 

록 API기능을 제공하여 설계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고급 2D CAD 솔루션입니 

다. 

 

2D CAD부터 3D모델링 기능까지 가능하

며 모델링, 프로토타이핑, 제조, 레이저 

커팅 및 3D 프린팅 등을 지원하는 All-

in-One 솔루션입니다. 

 

DraftSight Professional의 기능과 같으며 

네트워크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2D CAD

솔루션입니다. 

 

DraftSight Premium의 기능과 같으며 

네트워크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2D CAD

솔루션입니다. 

 

OS 

 

Windows®   

(Mac 및 Linux: 베타만 해당) 

 

Windows®   

 

 

Windows®   

 

 

Windows®   

최소 2개의 라이선스 구입 필요 

 

Windows®   

최소 2개의 라이선스 구입 필요 

 

HOW 

TO BUY 

 

온라인구매 

 

온라인구매 

 

온라인구매 

 

솔리드웍스 공식 리셀러 별도 문의 

|주|메이븐 ☏ 070.4258.5063 

Email : maven@swmaven.co.kr 

 

솔리드웍스 공식 리셀러 별도 문의 

|주|메이븐 ☏ 070.4258.5063 

Email : maven@swmaven.co.kr 

 

TRIAL 

 

No 

 

No 

 

Yes 

 

Yes 

 

Yes 

 

LICENSE 

 

12개월 마다 갱신 

 

12개월 마다 갱신 

 

12개월 마다 갱신 

 

·12개월 마다 갱신 

·영구버전+(유지보수) 

 

·12개월 마다 갱신(유지보수) 

·영구버전+(유지보수) 

 

PRICE 

 

$99 

 

$199 

 

$499 

 

·12개월 마다 갱신 : $399 

·영구버전 : $499+(유지보수$299) 

 

·12개월 마다 갱신 : $699 

·영구버전 : $899+(유지보수$499) 

 

SUPPORT 

 

1. swYm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2. 이메일을 통해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 swYm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2. 이메일을 통해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 swYm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2. 이메일을 통해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 swYm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2. 리셀러가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기술 지원 

 

1. swYm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2. 리셀러가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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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raftSight®  자주 묻는 질문들 
DraftSight 2019가 이전 버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2D 제도의 DraftSight 2019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D 및 3D DWG 파일 생성, 편집, 보기 등 3D 설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현재 

CAD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빠른 전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DraftSight 2019의 새로운 기능은 무엇인가요? 

• DraftSight Standard: 중심선 삽입, 활성 레이어에 붙여 넣기, 중복 요소 삭제, 빠른 수정 및 

PDF 가져오기 

• DraftSight Professional: 테이블 셀의 수식 사용, 블록 속성 관리자, Viewport Layer 동결,  

이미지 추적기, 3DEXPERIENCE® 통합 등 

• DraftSight Premium: 전체 3D 기능 및 2D 기하학적 및 치수 제약 조건 

• DraftSight Enterprise: DraftSight Professional의 기능 및 네트워크 라이선스, 배포 및 기술 지원 

• DraftSight Enterprise Plus: DraftSight Premium의 기능 및 네트워크 라이선스, 배포 및 기술 지원 

 

DraftSight 2019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여 12개월 사용 가능한 DraftSight 2019 Standard, Professional 및 

Premium을 구입할 수 있으며 DraftSight 2019 Enterprise 및 Enterprise Plus는 솔리드웍스 공식 

리셀러(메이븐)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12개월 마다 갱신 및 영구버전으로 제공되며 네트워크 

라이선스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합니다. 

 

DraftSight 2019 평가판이 있나요? 

설치 시, DraftSight 2019 Premium 30일 평가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의 DraftSight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무료 버전의 DraftSight를 사용하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DraftSight 2018 또는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DraftSight 2019 Professional의 무료 30일 평가판을 설치하거나, DraftSight 2019 버전

을 구입하는 경우, 이전 무료 버전의 DraftSight(2018년 이전 버전)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Mac 또는 Linux 사용자인데, DraftSight 2019를 사용할 수 있나요? 

DraftSight 2019 SP0은 DraftSight Standard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Mac 및 Linux용 베타 버전

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베타 버전은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DraftSight Professional 사용자는 이번 출시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DraftSight Professional 갱신 고객인 경우, 구입한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aftSight 2019 Professional 갱신 시, 최초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품 인증 창에 기존 일

련 번호를 입력하여 활성화하면 최신 버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DraftSight 2019 

Professional 기능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12개월 사용이 만료된 경우 일련 번호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DraftSight 2019 Standard, Professional 및 Premium은 12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DraftSight 

2019 Enterprise 및 Enterprise Plus는 구독 및 유지보수가 제공됩니다. 

 

https://www.draftsight.com/home-page


DraftSight 2019는 교육 기관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인가요?  

교육 기관이라면, Classroom Packs과 Campus Packs으로 구성된 Enterprise Plus for Education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생일 경우, DraftSight 2019 Standard는 12개월 동안 99달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DraftSight Enterprise 사용자이면, 갱신하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

불해야 하나요? 

기존 고객은 PLC(영구 라이선스 비용)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유지보수 ALC(연간 라이선스 비

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DraftSight 2019는 어떤 언어를 지원하나요?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체코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

어, 폴란드어,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및 러시아어 14개 언어로 DraftSight 2019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aftSight Professional이 있는 경우, Premium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유지 보수를 신청하여 DraftSight 2019 Premium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솔

리드웍스 공식 리셀러에게 구매 문의하여 DraftSight 2019 Enterprise 및 Enterprise Plus로 업그

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무료 DraftSight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만 지불한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모든 무료 버전의 DraftSight(2018년 버전 이하)는 2019년 12월 31일 이후 중단되므로 이전 버

전의 DraftSight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DraftSight 2019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 방문하시면 시작 안내서, 2019년형 기능 관련 동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DraftSight 2019 Standard, Professional 및 Premium은 온라인으로 일련 번호를 구입한 후, 설치 

중에 입력하면 활성화됩니다. DraftSight 2019 Enterprise 및 Enterprise Plus는 솔리드웍스 공식 

리셀러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SNL(SOLIDWORKS Network License) 또는 DSLS(Dassault 

Systèmes License Server)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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