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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BIM으로 성공 실현

BIM 워크플로우의 범위 확대

BIM 프로세스
계획: 기존 여건을 평가하고 그것이 프로젝트에

시공: 추후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 및 일정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상의 문제점을 착공에 앞서 파악하여 프로젝트 대상을

계획 수립

더욱 신뢰성 높게 건설

설계: 시간 소모적인 설계 작업을 간소화할 수

관리: 데이터 품질 표준을 적용하고 향후 의사 결정을

있는 지능형 모델 기반 솔루션으로 설계 및 문서화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산업별 지능형 모델을 이용해

생산성 개선

인프라 정보 관리의 신뢰성 강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

일관되고 완전한 정보 없이 계획, 설계 및 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성과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까?

●

데이터가 여러 장소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여
기존의 조건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까?

●

설계 프로세스 도중 일관된 엔지니어링 규격과
설계 규칙을 따르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는 인프라

●

●

●

따라 설계 생산성 및 일관성 향상
●

토지, 공익사업, 수도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더욱
●

쉽게 전달

설득력 있는 시각 자료를 만들어 설계 의도를 더욱

있습니까?
●

이해

수 있는 이 Suite는 다음과 같은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

건설 가능성, 비용, 일정에 대한 가시성 향상

●

데이터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데 도움이 될 산업별
지능형 모델을 이용해 인프라 정보를 더욱 믿을 수
있게 관리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관계자의 승인을
받고 신규 작업을 수주하는 데 어려움이

쉽게 전달하고 프로젝트를 실제 환경에서 더욱 정확히

고유한 방식으로 지능형 모델 기반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효과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및 관리 결정을

설계와 제도의 동기화를 통해 설계 변경을 더욱 쉽게
●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스크톱과 클라우드에서 모두

설계 대상이 실제로 어떤 모습과 성능을 보일지
관계자들을 이해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수용

정확하고 액세스가 용이하며 조치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시각화, 시뮬레이션, 분석 등 모델 기반 설계의
모든 이점을 실현할 수 없습니까?

사용자화 가능한 엔지니어링 규격과 설계 검증 규칙에
●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서, 사용자가 운송,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단일 뷰로 가져와 프로젝트

프로젝트 결과를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통합
●

워크플로우용 빌딩 정보 모델링(BIM)을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정보 공유 수단으로 인해 시간
낭비와 중복 작업이 발생합니까?

분석 기능으로 계획, 설계, 건설에 대한 통찰력 강화

®

●

기존 환경에 맞게 설계 컨셉을 더욱 정확하게 시각화

기공 후에 설계 문제가 발견되어 공사 비용이
증가합니까?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utodesk.co.kr/

infrastructuredesignsuite를 참조하십시오.

Help build stakeholder support with realistic project vis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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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design concepts in context for project proposals.
Image courtesy of Col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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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Ultimate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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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Standard

고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모델 기반 설계, 분석 및 시각화

기초 계획수립 및 설계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5는 Premium 버전에 포함된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 2015는 토목 시설, 구조물 및 공익시설의 모델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Standard
2015는 익숙한 AutoCAD®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외에도 건축 설계, 기계/전기/배관

기반 설계,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기초 계획, 설계 및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MEP) 엔지니어링, 구조 엔지니어링을 위한 특수 목적

인프라 BIM 구현 역량을 강화합니다.

Clearly communicate design intent to assist with approvals.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

ULTIMATE

Autodesk® AutoCAD®
Autodesk® AutoCAD® Map 3D
Autodesk® AutoCAD® Raster Design
Autodesk® ReCap™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Autodesk® AutoCAD® Civil 3D®
Autodesk® InfraWorks™
Autodesk® AutoCAD® Utility Design
Autodesk® 3ds Max® Design
Autodesk® Navisworks® Manage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Autodesk® Revit®
Autodesk® Revit® Structure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Bridge Module*
Geotechnical Module*
Rail Layout Module*
River and Flood Analysis Module*
Structural Analysis for Revit
Green Building Studio®
*이 모듈은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로 유지보수 서브스크립션이나 데스크톱 서브스크립션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EMIUM

STANDARD

Civil 3D, Map 3D, InfraWorks, ReCap, 수문학 및 유압 프로그램 등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덕분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범위가 넓어졌고 고객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Dino Lustri, PE.PS.
소유주

D.L. Engineering & Surveying

Autodesk, AutoCAD, Autodesk 로고, Autodesk Inventor, ATC, Civil 3D, DWG, Infraworks,
Inventor, Navisworks, ReCap, Revit, Robot, Showcase 및 3ds Ma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통지 없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물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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