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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여 AutoCAD LT 2009부터 최신 버전까지 모든 버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SECTION  03  |  직사각형 그리는 법  55

2일
 차

직사각형 그리는 법
대각선 방향의 두 점을 지정하여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폴리선이

라는 도형으로 그려지므로� 분해 명령을 사용하여 선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 335쪽  쪽 참고)�

  연습용 파일 2-3.dwg

SECTION 03

2점으로 직사각형 그리기 055쪽

지정한 두 점을 대각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너무 크지 않은 범위를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조작 흐름

직사각형 
실행

첫 번째 점 
지정

두 번째 점 
지정

1점과 XY 좌푯값을 입력하여 직사각형 그리기 056쪽

가로, 세로의 크기를 지정하여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기둥과 같은 사각형을 

그릴 때 이용합니다.

  조작 흐름

직사각형 
실행 

시작점 
지정

상대좌표 
입력

미 리 보 기

2점으로 직사각형 그리기
사용할 객체 스냅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직사각형]을 실행하고, 선의 끝점 AB를 클릭합니다.

     

사용하는 명령 [직사각형]

메뉴 막대 [그리기] - [직사각형]

리본 메뉴 [홈] 탭 - [그리기] 패널

아이콘

키보드 RECTANG Enter  (REC Enter )

SECTION  04  |  도형 회전  101

3일
 차

각도 설정으로 도형 회전하기
[회전] 명령을 실행하고 정사각형 A를 선택, 기준점으로 선의 끝점 B를 클릭, 각도를 입력하면 도형이 회

전합니다.

    

사용하는 명령 [회전]

메뉴 막대 [수정] - [회전]

리본 메뉴 [홈] 탭 - [수정] 패널

아이콘

키보드 ROTATE Enter  (RO Enter )

실습해 보세요

96쪽 을 참고하여 ‘제도 설정’ 대화상자에서 [끝점]으로 객체 스냅을 설정한 후 실습을 진행합니다.

❶  회전 명령 선택 [홈] 탭 - [수정] 패널에

서 [회전]을 클릭하여 회전 명령을 실행

합니다. 

❷  도형 선택 프롬프트에 [객체 선택]이라고 

표시되면 정사각형 A를 클릭하여 선택

합니다.

❸  선택 확정 Enter  키를 눌러 선택을 확정

합니다. 

❹  기준점 지정 프롬프트에 [기준점 지정]이

라고 표시되면 끝점 B를 클릭합니다.

➡

❷

❹

❶

Enter❸

SECTION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연습용 파일을 이용하는지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해 보세요

어떤 과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설명 과정에 표시된 번호와 그림의 번호는            

일대일로 대응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의 목적 및 조작 포인트, 
조작 흐름 등을 보면서 학습할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미리 보기]에서 소개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주로 사용하는 명령의 리본 메뉴, 아이콘 모양,         

메뉴 위치 등도 함께 소개합니다.

기초 탄탄 연습 문제, 레벨업 실력 다지기

CHAPTER 02 ~ 04에는 마지막 부분에 연습 문제 와 실력 다지기가 있습니다. 앞서 배운 기능을 사용해 실제로 도면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구성으로, 주어진 HINT 와 작업 흐름을 참고하여 직접 완성해 보세요.

종합 연습

CHAPTER 06에서는 템플릿 작성부터 축척 설정, 기호와 문자 입력, 그리고 출력까지 실제로 하나의 도면을 완성하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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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나는 커서 이렇게 생긴 집에 살 거야!”라며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의 평면도를 그려 본 적 있지 

않나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건물을 짓고 방이나 가구 배치를 고민하며 종이에 연필로 평

면도를 그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는 이사할 집의 가구 배치를 위해 파워

포인트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집의 평면도를 그려 보기도 했지요.

물론 오토캐드(AutoCAD) 같은 캐드 프로그램을 쓰면 깔끔하고 정확하게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전문가나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어렵고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실제로 

도전해 볼 마음은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책을 번역하면서 실제로 오토캐드를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서 놀

랐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 필요한 기능이 전부 갖춰져 있기에 간단히 책에서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선과 

원을 그려 넣고 도형을 배치함으로써 제가 원하던 공간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비록 평면의 건축 도면 작성을 위한 LT 버전을 소개하지만, 이번 번역을 하면서 오토캐드로 평면

건축 디자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치수가 필요한 도구나 기계의 도

면을 그리는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하더군요. 요즘에는 패션이나 

주얼리 업계에서도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

능과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기본 기능을 따라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오토캐드 LT 버전을 활용하여 도면 작성이라는 매력적인 

일에 도전하려는 분이라면 분명 기초부터 제대로 다질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

를 수 없듯이 이 책으로 평면도 작성의 기본기를 제대로 다진 후에 3D 설계 부분까지 배움을 넓혀 나가

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오토캐드라는 이름에 겁먹지 말고, 이 책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실습해 보세요. 분명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첫걸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구수영 드림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  13



이 책은 단 한 번도 AutoCAD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AutoCAD LT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AutoCAD 

LT 2021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지만, AutoCAD LT 2009 이상이라면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버전별

로 조작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AutoCAD를 강의하면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기본적

인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부터 초보자가 틀리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빠짐없이 설명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CHAPTER 01에서는 AutoCAD LT의 기본을, CHAPTER 02부터 CHAPTER 05까지는 도면 작성, 수

정, 문자, 치수, 도면층을 설명합니다. CHAPTER 02부터 CHAPTER 04에는 [연습 문제]와 [실력 다지기]

가 포함되어 있으며, CHAPTER 06에서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템플릿 작성부터 도면 작성 순서, 

출력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학습합니다. 마지막 CHAPTER 07은 응용편으로 블록, 배치 등을 소개합니

다. 본 책에 맞춰 실습할 수 있도록 연습용 파일을 제공하므로 꼭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용 파일 다운로드  https://bit.ly/j_autocad

수많은 초보 수강생에게 AutoCAD를 가르치면서 항상 ‘이런 도형을 그리고 싶은데, 이때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런 연습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습 문제 와 실력 다지기 라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AutoCAD LT의 기

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도면부터 차근차근 직접 그리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

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AutoCAD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면을 작성해 보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가 유리 드림

들어가며

14  들어가며



SECTION 01  AutoCAD LT 시작하기
SECTION 02  AutoCAD LT의 기본 화면 구성
SECTION 03  파일 관리하기
SECTION 04  화면 이동과 확대/축소
SECTION 05  기본 조작 방법 익히기

  기 초 탄 탄  연습 문제
  레 벨 업  실력 다지기

AutoCAD LT 설치와 
기본 조작 방법

CHAPT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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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LT 시작하기
AutoCAD LT는 AutoCAD에서 3D 기능을 생략하여 조금 저렴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AutoCAD LT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2D 도면을 작성하고 
DWG 파일로 저장하기에 앞서 체험판 설치부터 시작해 봅니다� 

SECTION 01

체험판 설치하기
❶  AutoCAD LT 체험판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 

AutoCad LT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autodesk.co.kr/products/
autocad-lt/free-trial)에 접속합니다.

❷  체험판 다운로드 및 설치 [무료 체험판 다운로

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열리면 사용

할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AutoCAD LT]를 선

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동작 환

경, 사용 용도 등의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❸  계정 작성 체험판을 이용하려면 Autodesk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

면 [계정 작성]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

라 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 작성 후 메일 주소와 비밀번

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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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기타 항목 입력 로그인 후 회사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❺  다운로드 시작 체험판에 관한 안내사

항 등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시작] 버튼

을 클릭합니다.

❻  설치 시작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후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

정 시간이 소요되며, 설치 과정 중 화면

의 지시에 따라 조작을 계속합니다.

  TIP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은 사용 중인 웹 브라

우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❼  설치 완료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

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 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조작합니다.

❹

❺

❻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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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LT 실행하기
AutoCAD LT 실행

바탕화면의 단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AutoCAD LT

를 처음 실행하는 것이라면 몇 가지 설정 및 로그인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체험판이라면 [체험판 시작]을 클릭해 기본 화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AutoCAD LT를 실행했을 때 창 가장 위쪽(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부분에 잔여 사용 일수가 표시된다면 체험판을 사용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체험판에 관하여

체험판은 AutoCAD LT를 구매하기 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30일이라는 체

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체험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삭제한 후 다시 설치한다고 해도 체험 기

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험판을 사용하거나 이후 유료로 구매하려면 Autodesk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리 계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COLUMN

잔여 일수

단축 아이콘



SECTION 01  선 그리는 법
SECTION 02  원 그리는 법
SECTION 03  직사각형 그리는 법

  기 초 탄 탄  연습 문제
  레 벨 업  실력 다지기

도면 작성을 위한 
기본 명령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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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그리는 법
선이란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것으로 AutoCAD LT에서는 흔히 직선을 의미합니다� 
선을 그릴 때는 시작점과 끝점 또는 시작점과 방향 및 길이를 지정하여 원하는 길이나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연습용 파일 2-1.dwg

SECTION 01

수평·수직 방향으로 선 그리기 043쪽

수평, 수직 방향으로 선을 그립니다. 직교 모드를 켜면 커서의 이동만으로 손쉽

게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 흐름

직교 모드 
켜기

방향 지정 길이 입력

선 실행 

선 종료

반복

시작점 지정

각도와 길이로 선 그리기 045쪽

임의의 각도로 선을 그립니다. 극좌표 추적을 켜면 지정한 각도의 방향을 커서

의 이동만으로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 흐름

극좌표 추적 
설정

방향 지정

극좌표 추적 
켜기

길이 입력 선 종료시작점 지정

반복

선 실행

기존 도형의 점을 이용하여 선 그리기 047쪽

도형의 점을 지정하기 위해 객체 스냅을 사용합니다. 객체 스냅을 켜면 선이나 

호의 끝점이나 중간점, 중심점 등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작 흐름

객체 스냅 
설정

선 종료

객체 스냅 
켜기

객체 스냅으로 
점 지정

반복

선 실행

미 리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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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 방향으로 선 그리기
우선 직교 모드를 켭니다. 다음으로 [선] 명령을 실행하고 방향과 길이를 지정합니다.

    

사용하는 명령 [선]

메뉴 막대 [그리기] - [선]

리본 메뉴 [홈] 탭 - [그리기] 패널

아이콘

키보드 LINE Enter  (L Enter )

사용하는 기능 [직교 모드]

상태 표시줄

키보드 {F8}

직교 모드

직교 모드를 켜면 커서의 움직임이 XY축 방

향(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그
러므로 수평선 및 수직선을 그리거나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 복사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COLUMN

실습해 보세요

❶  직교 모드 켜기 상태 표시줄에서 [직교 

모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직교 모드를 

켭니다. 직교 모드가 켜지면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꺼진 상태는 검

은색 또는 회색입니다).

❷  선 명령 선택 [홈] 탭 - [그리기] 패널에

서 [선]을 클릭해서 선 명령을 실행합

니다. 

직교 모드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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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시작점 지정 프롬프트에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표시되면 임의 점 A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점이 지정되며, 

프롬프트에 [다음 점 지정 또는]이라고 

표시됩니다.

❹  방향 지정 마우스를 움직여서 십자

선을 그리고 싶은 방향으로 이동합

니다. 여기에서는 수평 방향(A에서 

B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우스 움

직임에 따라 가상선이 표시됩니다.

❺  길이 입력 키보드로 [40]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선 AB가 그려

지며, 프롬프트에 [다음 점 지정 또는]이

라고 표시되어 선 명령이 계속됩니다. 

❻  방향 지정 마우스를 움직여 십자선

을 그리고 싶은 방향으로 이동합니

다. 여기에서는 수직 방향(B에서 C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Enter

❸

❹

❻



2일
 차

기 초 탄 탄 연 습 문 제   연습용 파일 2-4.dwg

다음 그림처럼 그려 보세요. 060쪽해답 Q.1

 반지름이 15인 원 1개
 길이가 10인 선 4개
 선은 0°, 90°, 180°, 270°에 배치

HINT  선 명령, 원 명령, 직교 모드, 객체 스냅(사분점)

다음 그림처럼 그려 보세요. 063쪽해답 Q.2

 가로 40, 세로 30인 직사각형 1개
 반지름이 8인 원 1개
 원은 직사각형의 중앙에 배치

HINT  선 명령, 원 명령, 직사각형 명령, 지우기 명령, 상
대좌표, 객체 스냅(끝점, 중간점)

기존의 원 A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그려 보세요. 067쪽해답 Q.3

 가로 10, 세로 10인 직사각형 1개
  직사각형의 왼쪽 아래 꼭짓점은 원 A의 중

심점과 일치

 가로 15, 세로 20인 직사각형 1개
  직사각형의 오른쪽 위 꼭짓점은 원 A의 중

심점과 일치

HINT  직사각형 명령, 상대좌표, 객체 스냅(중심)

기초 탄탄  |  연습 문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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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흐름 살펴보기A.1

  임의 점 A를 중심점으로 지정하고, 반지름이 15인 

원을 그립니다.

  객체 스냅에서 원의 사분점 B를 클릭하고, 직교 모

드를 사용하여 길이가 10인 선 BC를 그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선 DE, FG, HI를 그립니다.

해답

❶  원 명령 선택 [홈] 탭 - [그리기] 패널

에서 [원]의 아래에 있는 ▼를 클릭

하고, 표시된 메뉴에서 [중심점� 반지

름]을 선택합니다.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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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흐름 살펴보기A.2

  임의 점 A를 첫 번째 점으로 지정하고, 상대좌표를 

사용하여 가로 40, 세로 30인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객체 스냅으로 직사각형의 꼭짓점 B, C를 클릭하여 

선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기 위한 보조선으로 삼습

니다.

  선 BC의 중간점 D를 중심점으로 지정하고, 반지름 

8인 원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선으로 사용한 

선 BC를 지웁니다.

해답

❶  직사각형 명령 선택 [홈] 탭 - [그리기] 

패널에서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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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직사각형의 꼭짓점 지정 프롬프트

에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이라고 

표시되면 임의 점 A를 클릭하여 점

을 지정합니다.

❸  대각선 방향의 꼭짓점을 상대좌표
로 지정 프롬프트에 [다른 구석점 지

정 또는]이라고 표시되면 키보드로 

[40� 30]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

릅니다. 가로 40, 세로 30인 직사각

형이 그려지며, 명령이 끝납니다.

❹  객체 스냅의 설정 화면 표시 상태 

표시줄의 [객체 스냅]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객체 스냅 설정]을 

선택합니다.

❺  사용할 객체 스냅 설정 ‘제도 설정’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끝점]과 [중간

점]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대화상자가 닫히며, 객체 

스냅이 설정됩니다.

❻  직교 모드 끄기, 객체 스냅 켜기 상
태 표시줄에서 [직교 모드]는 끄고, 

[객체 스냅]은 켭니다.

❷

❺

❻ ❻

우클릭
❹

Enter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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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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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벨 업 실 력 다 기지   연습용 파일 2-5.dwg

다음 그림처럼 그려 보세요. 071쪽해답 Q.1

  가로 40, 세로 30인 직사각형 1개
  직사각형의 꼭짓점을 잇는 대각선 1개
  직사각형의 꼭짓점에서 대각선과 수직인 선 1개
  직사각형 2변과 대각선에 접하는 원 1개

HINT  직사각형 명령, 선 명령, 원 명령, 객체 스냅(끝점, 직교)

기존 선 AB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그려 보세요. 076쪽해답 Q.2

  점 B를 사분점의 12시로 삼는 반지름 8인 원 1개
  선 AB와 수직이며 점 B를 중간점으로 삼는 선을 1개
  앞서 그린 선의 끝점에서 Y 방향으로 10 떨어진 점

을 중심점으로 삼는 반지름 5인 원 2개

HINT  선 명령, 원 명령, 지우기 명령, 직교 모드, 객체 스냅(끝점, 
사분점)

상대좌표 입력 문제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의 상대좌표 입력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동적 입력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

고( 36쪽  참고), 동적 입력이 꺼졌다면 상대좌표를 입력할 때 @를 이용합니다.

동적 입력 상대좌표 입력

ON X좌표, Y좌표

OFF @X좌표, Y좌표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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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흐름 살펴보기A.1

  임의 점 A를 첫 번째 점으로 지정하고, 상대좌표를 

사용하여 가로 40, 세로 30인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직사각형의 꼭짓점 B, C에 선

을 그립니다.

  직사각형의 꼭짓점 D를 시작점으로 지정하고, 객체 

스냅의 직교를 사용해 선 BC에 수직인 선분 DE를 

그립니다.

  원 명령의 [접선, 접선, 접선]을 사용하여 선 AB, 
BC, AC에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도면 수정을 위한 
필수 명령

CHAPTER 03

SECTION 01  도형 지우기
SECTION 02  도형 이동
SECTION 03  도형 복사
SECTION 04  도형 회전
SECTION 05  도형 간격띄우기
SECTION 06  도형 대칭
SECTION 07  도형 자르기/연장
SECTION 08  도형 모깎기

  기 초 탄 탄  연습 문제
  레 벨 업  실력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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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지우기
도형을 지우기 위해서는 지우기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과 도형을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우기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만약 

도형의 일부만을 지울 때는 자르기 명령을 사용하세요( 113쪽  참고)�

  연습용 파일 3-1.dwg

SECTION 01

윈도우 선택을 사용하여 도형 지우기 083쪽

윈도우 선택(직사각형 영역으로 완전히 감싼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 번에 도형을 지웁니다. 정확하게 직사각형 

영역 안에 포함된 도형을 지울 때 편리합니다.

  조작 흐름

지우기 
실행

도형 선택
지우기 
종료

반복

교차 선택을 사용하여 도형 지우기 084쪽

교차 선택(직사각형 영역에 일부라도 포함된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 번에 도형을 지웁니다. 직사각형 영역과 겹

친 모든 것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조작 흐름

지우기 
실행

도형 선택
지우기 
종료

반복

선택 해제를 사용하여 도형 지우기 087쪽

여러 도형을 선택한 후 그중 일부만 선택을 해제하고 지웁니다. 
일부분이 잘못 선택되었거나, 특정 부분만 선택에서 제외할 때 

사용합니다.

  조작 흐름

지우기 
실행

도형 선택
지우기 
종료

반복

미 리 보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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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선택을 사용하여 도형 지우기
[지우기] 명령을 실행하고 원 A의 안쪽, 원 B의 안쪽 순으로 클릭하여 윈도우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nter  키를 눌러 프롬프트를 확정합니다.

     

사용하는 명령 [지우기]

메뉴 막대 [수정] - [지우기]

리본 메뉴 [홈] 탭 - [수정] 패널

아이콘

키보드 ERASE Enter  (E Enter )

윈도우 선택

윈도우 선택이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형을 둘러싸듯 두 점을 클릭하고, 직사각형 영역에 완전히 둘러싸인 객체를 선

택하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은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직사각형 영역 안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편리합니다.

    

COLUMN

실습해 보세요

❶  지우기 명령 선택 [홈] 탭 - [수정] 패

널에서 [지우기]를 클릭하여 지우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선택됨 선택됨

➡

➡ ➡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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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윈도우 선택 시작 프롬프트에 [객체 선택]이 

표시되면 원 A의 안쪽을 클릭하고, 커서를 

클릭한 위치보다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

다. 윈도우 선택이 시작되며, 파란색 직사각

형이 표시됩니다. 

❸  윈도우 선택 종료 프롬프트에 [반대 구석 지

정]이라고 표시되면 원 B의 안쪽을 클릭합니

다. 윈도우 선택이 끝나며, 파란색 직사각형

에 완전히 둘러싸인 원 9개가 선택되어 하이

라이트 표시됩니다. 

❹  지우기 명령 종료 프롬프트에 [객체 선택]이라

고 표시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객체 선

택] 프롬프트가 확정되며, 지우기 명령이 끝

납니다.

교차 선택을 사용하여 도형 지우기
[지우기] 명령을 실행하고 원 A의 안쪽, 원 B의 안쪽 순으로 클릭하여 교차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nter  키를 눌러 프롬프트를 확정합니다.

  

사용하는 명령 [지우기]

메뉴 막대 [수정] - [지우기]

리본 메뉴 [홈] 탭 - [수정] 패널

아이콘

키보드 ERASE Enter  (E Enter )

➡

❷

❸
Enter❹



SECTION 01  문자 입력과 수정
SECTION 02  치수와 지시선의 입력과 수정
SECTION 03  해치 그리기와 수정

  기 초 탄 탄  연습 문제
  레 벨 업  실력 다지기

주석 작성을 위한 
기본 명령

CHAP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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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과 수정
AutoCAD LT에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한 행이 하나의 도형이 되는 [단일 행] 

명령과 여러 줄의 문자가 하나의 도형이 되는 [여러 줄 문자]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 줄 

문자는 지정한 범위에서 자동으로 줄 바꿈이 이루어지며� 밑줄을 긋는 등 서식을 설정

할 수 있으므로 도면 내에서 여러 줄의 문장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연습용 파일 4-1.dwg

SECTION 01

단일 행으로 문자 입력하기 150쪽

한 행이 하나의 도형이 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줄을 바꾸면 각각 별도 도형이 됩니다. 삽입 기준점, 높이, 각도(문자가 쓰이

는 방향)가 필요합니다.

  조작 흐름

반복

단일 행 
실행

문자 내용 
입력

삽입 기준점 
지정

줄 바꿈

높이 입력

단일 행 종료각도 입력 

자리맞추기를 설정하여 문자 입력하기 152쪽

문자의 자리맞추기(기준점)를 변경하여 문자를 입력합니다. 직사각형의 중앙에 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조작 흐름

반복

자리맞추기 
옵션

단일 행 
실행

자리맞추기 
선택

문자 내용 
입력

삽입 기준점 
지정

각도 입력

줄 바꿈

높이 입력

단일 행 종료

미 리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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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수정하기 155쪽

문자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AutoCAD LT 버전

에 따라 조작 순서가 다릅니다.

  조작 흐름

AutoCad 2015, 2016            AutoCad 2014 이전, 2017 이후

문자 편집 
실행

내용 수정내용 수정
수정할 문자 

선택
문자 편집 

종료
문자 편집 

종료
문자 편집 

실행

반복

문자의 자리맞추기와 높이 수정하기 156쪽

특성 팔레트를 사용하여 자리맞추기와 높이를 변경합니다.

  조작 흐름

특성 팔레트 
표시

높이 변경문자 선택
문자 선택 

해제
자리맞추기 

변경

여러 줄의 문자 입력하기 157쪽

여러 줄이 하나의 도형이 되는 여러 줄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를 입력

하는 영역을 2점으로 지정하며, 장문이라면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 여러 줄에 걸친 설명문 등을 입력할 때 적합합니다.

  조작 흐름

여러 줄 문자 
실행

문자 내용 
입력

영역의 첫 번째 
점 지정

여러 줄 
문자 종료

영역의 두 번째 
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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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글꼴 변경

문자에는 [문자 스타일]이 할당되며, 문자 글꼴(고딕, 명조 등의 서체 디자인)은 [문자 스타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
자 스타일] 관련해서는 241쪽 을 참고하세요.

      

COLUMN

문자 자리맞추기

단일 행의 자리맞추기는 13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COLUMN

단일 행으로 문자 입력하기 
[단일 행] 명령을 실행하고 삽입 기준점으로 선의 끝점 A를 클릭, 높이(문자의 크기), 각도(문자가 입력되

는 각도), 문자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입력하려면 각도에 [0]을 입력합니다.

  

사용하는 명령 [단일 행]

메뉴 막대 [그리기] - [문자] - [단일 행 문자]

리본 메뉴 [홈] 탭 - [주석] 패널

아이콘 (2019 이후)  (2018 이전)

키보드 TEXT Enter  (DT Enter )

TL TC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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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이 책 또는 이미 읽은 제이펍의 책이 있다면, 장단점을 잘 보여 주는 솔직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매월 최대 5건의 우수 서평을 선별하여 원하는 제이펍 도서를 1권씩 드립니다!

▪	서평 이벤트 참여 방법
	 ❶	제이펍 책을 읽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 각 인터넷 서점 리뷰란에 서평을 올린다.
	 ❷	서평이 작성된 URL과 함께 review@jpub.kr로 메일을 보내 응모한다.

▪	서평 당선자 발표
	 	매월 첫째 주 제이펍 홈페이지(www.jpub.kr)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jeipub)에 공지하고, 	

해당 당선자에게는 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채찍질을 받아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찾아보는 AutoCAD LT 명령과 아이콘
명령 키보드 실행 아이콘 메뉴/리본 메뉴에서 실행

DesignCenter ADCENTER (CE)
메뉴 [도구] - [팔레트] - [DesignCenter]
리본 [뷰] 탭 - [팔레트] 패널

각도 DIMANGULAR (DAN)
메뉴 [치수] - [각도]

리본 [치수] - [각도]

간격띄우기 OFFSET (O)
메뉴 [수정] - [간격띄우기]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COPYBASE
메뉴 [홈] 탭 - [수정] 패널

리본  -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AS
메뉴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리본

다중 지시선 스타일 MLEADERSTYLE (MLS)
메뉴 [형식] - [다중 지시선 스타일]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단일 행 TEXT (DT)
메뉴 [그리기] - [문자] - [단일 행 문자]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대칭 MIRROR (MI)
메뉴 [수정] - [대칭]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도면층 특성 LAYER (LA)
메뉴 [형식] - [도면층 상태 관리자]

리본 [홈] 탭 - [도면층] 패널

모깎기 FILLET (F)
메뉴 [수정] - [모깎기]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문자 스타일 STYLE (ST)
메뉴 [형식] - [문자 스타일]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문자 편집 TEXTEDIT (ED)
메뉴 [수정] - [객체] - [문자] - [편집]

리본  -

반지름 DIMRADIUS (DRA)
메뉴 [치수] - [반지름]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복사 COPY (CO 또는 CP)
메뉴 [수정] - [복사]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붙여넣기 PASTECLIP
메뉴 [편집] - [붙여넣기]

리본 [홈] 탭 - [클립보드] 패널

블록· 삽입 INSERT (I)
메뉴 [삽입] - [블록· 팔레트]

리본 [홈] 탭 - [블록·] 패널

블록· 작성 BLOCK (B)
메뉴 [그리기] - [블록·] - [만들기]

리본 [홈] 탭 - [블록·] 패널

새로 만들기 NEW
메뉴 [파일] - [새로 만들기]

리본

선 LINE (L)
메뉴 [그리기] - [선]

리본 [홈] 탭 - [그리기] 패널

선종류 LINETYPE (LT) -
메뉴 [형식] - [선종류]

리본 [홈] 탭 - [특성]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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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DIMLINEAR (DLI)
메뉴 [치수] - [선형]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신속 선택 QSELECT
메뉴 [도구] - [신속 선택]

리본 [홈] 탭 - [유틸리티] 패널

여러 줄 문자 MTEXT (T)
메뉴 [그리기] - [문자] - [여러 줄 문자]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연속 DIMCONTINUE (DCO)
메뉴 [치수] - [연속]

리본 [주석] 탭 - [치수] 패널

연장 EXTEND (EX)
메뉴 [수정] - [연장]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이동 MOVE (M)
메뉴 [수정] - [이동]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자르기 TRIM (T)
메뉴 [수정] - [자르기]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정렬 DIMALIGNED (DAL)
메뉴 [치수] - [정렬]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중심점, 반지름 CIRCLE (C)
메뉴 [그리기] - [원] - [중심점, 반지름]

리본 [홈] 탭 - [그리기] 패널

지름 DINDIAMETER (DDI)
메뉴 [치수] - [지름]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지시선 MLEADER (MLD)
메뉴 [치수] - [다중 지시선]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지우기 ERASE (E)
메뉴 [수정] - [지우기]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직사각형 RECTANG (REC)
메뉴 [그리기] - [직사각형]

리본 [홈] 탭 - [그리기] 패널

축척 변경 SCALE (SC)
메뉴 [수정] - [축척]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치수 스타일 DIMSTYLE (DM)
메뉴 [형식] - [치수 스타일]

리본 [홈] 탭 - [주석] 패널

특성 PROPERTIES (PR)
메뉴 [도구] - [팔레트] - [특성]

리본 [뷰] 탭 - [팔레트] 패널

특성 일치 MATCHPROP (MA)
메뉴 [수정] - [특성 일치]

리본 [홈] 탭 - [특성] 패널

폴리선 PLINE (PL)
메뉴 [그리기] - [폴리선]

리본 [홈] 탭 - [그리기] 패널

해치 HATCH (H)
메뉴 [그리기] - [해치]

리본 [홈] 탭 - [그리기] 패널

현재로 설정 LAYMCUR
메뉴

[형식] - [도면층 도구] - 

[객체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

리본 [홈] 탭 - [도면층] 패널

회전 ROTATE (RO)
메뉴 [수정] - [회전]

리본 [홈] 탭 - [수정]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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