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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플랜트 설계 경험
AutoCAD의 성능과 익숙함을 기반으로 한 다각적 플랜트 설계 솔루션

보다 포괄적인 플랜트 설계 워크플로우

Autodesk® Plant Design Suite는 플랜트 설계,
모델링 및 검토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패키지 하나에
모아놓은 것으로 고객들은 설계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앞서며 소통의 명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일정과 예산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AutoCAD®
소프트웨어 성능과 Autodesk® 360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로젝트 관리

Autodesk 360 클라우드 서비스

배관과 구성요소 제작 과정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의 범위를 데스크톱에서 더 안전하고

규격과 사양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컴퓨팅 성능이 사실상 무제한인 클라우드로 확장해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고나

거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아이디어를 더욱

사용자 구성요소 및 사양을 찾아 추가할 수 있어, 설계를

신속하게 설계, 시각화, 시뮬레이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추가된 사항이 도구 팔레트에 채워집니다.

파일을 보다 안전한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데스크톱
및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관련 팀원들과

기반으로 하는 이 Suite는 플랜트 전용 컨텐츠와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동 작업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므로 생산성 향상과 프로젝트 조정 방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3D 모델링 및 문서화
Autodesk® AutoCAD® Plant 3D
등각투영 뷰와 직교 뷰를 간편하게
생성하여 프로세스 플랜트를 설계, 모델링
및 문서화

P&ID 설계 및 제도

구조 설계 및 세부작업

Autodesk® AutoCAD® P&ID

Autodesk® Revit® Structure 및
Autodesk®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P&ID를 만들고 수정 및
관리하면서 3D 모델을 이용해

3D 구조 구성요소와 구조 상세 요소를

기초 데이터를 조정

설계 및 모델링

일반 설계 및 제도

설비 및 스키드 설계

Autodesk AutoCAD
®

Autodesk® Inventor® with
Routed Systems

®

세계 최고의 CAD 도구 중 하나가
제공하는 강력하고 유연한 기능을

플랜트 설비와 스키드를 모델링해 3D

사용하여 설계 및 제도

프로세스 플랜트 모델로 전송

프로젝트 시각화 및 검토
Autodesk® Navisworks® Manage 및
Autodesk® 3ds Max® Design
다수의 설계 패키지에서 생성된 모델을
통합해 사실적 프로젝트 시각 자료를 만들고
문제점을 파악

효율적인 P&ID 설계 및 2D 제도

AutoCAD P&ID는 Autodesk Plant Design Suite
의 모든 버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 정보의 보고, 편집,
공유, 확인, 교환이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적인

P&ID 작업이 능률적이고 자동화되어 생산성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작업 도중 구성요소와 라인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호 라이브러리
산업 표준 기호(PIP, ISA, JIS, ISO/DIN)와 사용자 기호를
도면에 직접 삽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 도구
오류 점검을 수행해 도면에서 불일치 요소를 쉽게 찾아
강조하고 탐색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높이고 P&ID에서
가능한 빨리 잠재적인 불일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적 라인 및 구성요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립 편집과 조작 방식 덕분에

태그 및 주석

수동으로 라인을 끊고 수정하는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계 표준 형식에 따른 태그와 주석을 더욱 쉽게 만들고

또한 라인을 생성하고, 옮기고, 제 위치에 스냅할 수

수정 및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에서

있습니다. 라인이 끊기고 흐름 방향을 유지하며 라인에
삽입된 구성요소에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P&ID 도면으로 데이터 특성을 끌어다 놓기만 하면

기능 덕분에 생산성이 무려

데이터 관리 및 보고

40% 정도 향상되는 매우

프로젝트 정보를 더욱 쉽게 보고, 편집, 교환 및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관리를 위해 외부 데이터

더 쉽게 시작

업데이트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도면 데이터 테이블이나 Microsoft® Excel®

표준 AutoCAD 기반 기능 덕분에 AutoCAD

과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최소한의

정렬하고 체계화하는 것도 더욱 빨라져 보다 간편하게

교육만으로도 바로 AutoCAD P&ID를 사용할 수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관리, 보기,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강화되어 설계 정보의 무결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P&ID 설계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AutoCAD
P&ID에는 일상적인 세부 설계 및 편집 작업을
대부분 자동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도구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지원
도면 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AutoCAD

P&ID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므로 설계 변경과
수정 분석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엄격하고 종합적인 테스트

주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구성요소를 제거하면 라인이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AutoCAD P&ID의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Tony Christian
Cambashi Limited
AutoCAD P&ID Productivity Study

더욱 정확한 3D 배관도를 효율적으로 제작

AutoCAD Plant 3D 소프트웨어는 Autodesk Plant
Design Suite Premium 버전과 Ultimate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AutoCAD Plant
3D 소프트웨어는 3D 플랜트 모델의 설계와 편집을
간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설계 생산성 개선
AutoCAD Plant 3D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AutoCA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교육 및 시작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서버
기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AutoCAD Plant 3D의 사양에 따른 기술과 최신
인터페이스는 모델링과 편집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확성과 일관성 향상
AutoCAD Plant 3D에서는 3D모델, P&ID, 등각투영 뷰,
직교 뷰 사이에서 기초 데이터를 직접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일관되게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검색 및 조회한 다음, 도면에 있는 데이터를 더욱
쉽게 검토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 간 조정 방식 개선
재료 목록과 보고서를 만들어 프로젝트 팀들과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도

AutoCAD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AutoCAD Plant
3D 파일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배관
최초 사양 단계부터 최종 설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AutoCAD Plant 3D는 사양 중심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편집하는 작업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파이프
연결, 파이프라인과 구성 요소 편집, 연결 시스템 관리 등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연결은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속품을 삽입하면
가스켓이나 플랜지와 같이 필요한 연결 부품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파이프 연결 후에는 정보를 PCF
(배관 구성요소 형식) 파일로 변환해 응력 해석 등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설비 요소

사양 변환기

플랜트 모델에서 설비를 생성, 수정, 관리 및 사용할

Bentley® AutoPLANT® 및 Intergraph® CADWorx®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에서는 종합적인 표준 설비

등의 써드파티 플랜트 설계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양을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사용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추가하고 Autodesk Inventor 설비 모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 요소

설계도면 제작
3D 모델을 가지고 등각투영 뷰, 직교 뷰 및 기타
설계도면을 더욱 쉽게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Revit Structure,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및 기타 응용프로그램으로 만든 구조 도면을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도면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사양과 카탈로그

리얼리티 캡처

또한 3D 모델과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어 설계도면의

AutoCAD Plant 3D에서는 파이프, 설비, 지지 구조물,

3D 프로세싱 플랜트의 스캔 결과에 현실감을 더해줄 수

기타 플랜트 구성요소를 ANSI/ASME(B16)나 DIN/ISO

있습니다. AutoCAD 소프트웨어가 리얼리티 캡처 도구를

와 같은 사양 위주의 기술과 표준 부품 카탈로그를 이용해

지원하므로, 스캔한 객체를 모델링 작업공간 안에서 직접

능률적으로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양을 만들어야

더욱 신속히 시각화해 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다면 함께 들어있는 컨텐츠 카탈로그를 직접 이용하거나
카탈로그를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플랜트 구조물의 설계 및 세부작업 시간 단축

더욱 효율적인 배관 및 구조물 조정
구조물의 상세 설계 및 분석을 수행할 목적으로, Autodesk

Plant Design Suite Premium 및 Ultimate 버전의 구조
설계 기능을 이용해 예비 구조 모델을 AutoCAD Plant 3D
에서 Autodesk Revit Structure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조 상세 설계도를 AutoCAD Plant 3D로
다시 가져와 배관까지 포함한 완전한 구조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Revit Structure는 구조 엔지니어들을
위해 개발된 지능형 3D 모델링 솔루션입니다. Autodesk
Plant Design Suite의 Premium 및 Ultimate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Revit Structure는 구조 설계, 분석 및
문서화용 도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팀들은 설계 효율성
향상, 종합적 조정 개선, 오류 최소화, 팀 간 협업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utoCAD Structural Detailing은 Autodesk Plant
Design Suite의 Premium 및 Ultimate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AutoCAD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조 설계 워크플로우를 제조 과정에까지

플랜트 설비 및 스키드 설계 조정
설비와 스키드를 배관도에 맞게 정렬
Autodesk Plant Design Suite의 설비 및 스키드 설계
기능을 이용하면 Autodesk Inventor에서 AutoCAD

Plant 3D로 3D 모델을 가져와 배관에 지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비와 스키드를 다시 모델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Autodesk Plant Design Suite의 Ultimate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Autodesk Inventor with Routed
Systems는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3D 모델링 및 기계
설계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튜브, 파이프, 케이블, 전기
하네스 등 라우팅 시스템의 설계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
완전한 3D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문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모든 조립품의 형태, 적합성 및 기능을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필요성과 변경 요청 횟수, 주기 횟수가 모두 줄어듭니다.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능적인 3D 설계와 모델링을 구현하기
때문에 제작 상세도와 기타 도면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 정보 통합

Autodesk Navisworks 제품은 설계 검토 및 모델
병합을 한결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todesk Navisworks Simulate는 Plant Design
Suite Premiu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 및 파일 병합
다양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프로젝트 전반의 종합적 설계 데이터를 통합 프로젝트
모델 하나로 통합해 전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향상

4D 스케줄링

실시간 탐색

건설 일정과 물류를 4D로 시뮬레이션해 프로젝트

보행시선, 둘러보기, 확대/축소, 확대/축소 박스, 초점 이동,

활동을 시각적으로 공유,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절차 상의

궤도, 검사, 조감뷰 및 턴테이블 등 다양한 고급 탐색 도구를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전체 프로젝트 모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간섭 검토

프로젝트 시각 자료

Autodesk Plant Design Suite Ultimate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Navisworks Manage는 Navisworks
Simulate의 모든 기능 외에도, 간섭 체크 및 문제 추적

프리젠테이션에 이용할 3D 애니메이션과 이미지를 만들고
재질, 조명, 배경, 스타일 등 렌더링의 모든 부분을 사용자화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시공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큰 손실을 초래하는
일정 지연과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과 프로젝트 정보 분석 과정에서 고급 도구를

모델에서 간섭 요소를 확인하고 다른 간섭 요소들과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조정, 더욱 정확한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인에서부터

계획수립, 최대한 이른 시점에서의 문제 해결 등에

해결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해 프로젝트 지연과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디자인 의도 전달
사실적 시각 자료 제작
Autodesk 3ds Max Design의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도구를 사용하면 프로세스 플랜트의 사실적
시각 자료와 3D 시공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설비를 세우고 들어올리기
위한 리깅 연구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ds Max Design은 Plant Design Suite의 Premium
및 Ultimate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AD 데이터로 3D 프리젠테이션 제작
Autodesk Showcase에서는 플랜트 및 설비 설계도를
인상적인 이미지, 동영상 및 실시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동료 및 고객과 함께
몰입형 3D 환경에서 설계 변경을 동적으로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Autodesk® 3ds Max® Design으로 렌더링한 모습

AutoCAD 전문 지식과 리소스에 기반

Autodesk Plant Design Suite
Ultimate 2015

Autodesk Plant Design Suite
Premium 2015

Autodesk Plant Design Suite
Standard 2015

다각적 플랜트 설계 솔루션인 Ultimate 버전은

Premium 버전은 Standard 버전의 모든 기능을

Premium 버전의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도 3D 플랜트 설비 및 스키드 설계 전용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도 배관 설계, 구조 설계,
등각투영 뷰/직교 뷰 생성, 프로젝트 전체에 걸친 모델

Standard 버전은 기본적인 제도 및 P&ID 플랜트
설계 워크플로우를 지원해, 사용자들이 AutoCAD
전문 지식과 리소스를 활용해 배치, 제도, P&ID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문제점을

병합 등 최신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각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및 건설 시뮬레이션을 위한 고급 도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제품

Autodesk® AutoCAD® 2015
Autodesk® ReCapTM 2015
Autodesk® AutoCAD® P&ID 2015
Autodesk® AutoCAD® Raster Design 2015
Autodesk® Showcase® 2015
Autodesk® AutoCAD® Plant 3D 2015
Autodesk®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5
Autodesk® Revit® Structure 2015
Autodesk® 3ds Max® Design 2015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5
Autodesk® Navisworks® Manage 2015
Autodesk® Inventor® 2015 with Routed Systems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Optimization for Autodesk Inventor
Structural Analysis for Revit
Rendering

ULTIMATE

PREMIUM

STANDARD

플랜트를 보수하고 개조 및 확장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는
각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차이점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오토데스크가 제공하는 비용 효과적이고 편리한 단일 패키지에 포함된 호환 도구
세트라면, 그 진정한 가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Plant Design
Suite는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다중 도구 및 벤더의 지원 문제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술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Armando Valdez Cárdenas
중앙본부장

COMI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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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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