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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Design Suite 소개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는 공공 시설과 토목 인프라의 계획, 설계, 건축 및 관리 도구를 모두 포함하는 최고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입니다.

>

01 Infrastructure Design Suite의 개요

1. Infrastructure Design Suite란?
오토데스크 Infrastructure 분야는 사회 기반시설 설계,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분야라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로/철도, 단지, 수자원, 상하수도, 유틸리티 등으로
구분 됩니다. 오토데스크의 Infrastructure Design Suite제품은 Infrastructure 분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최상의 기술로 관리하여 토목 BIM을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최신의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2014는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쳐 분야의 최고의 설계 및 분석, 시각화 프로그램들을 경제적이고 편리한 단일 패키
지로 모아 Standard, Premium및 Ultimate 세 개의 버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Standard

Premium

Ultimate

AutoCAD®

P

P

P

AutoCAD® Map 3D

P

P

P

AutoCAD ® Raster Design

P

P

P

Autodesk ® Storm and Sanitary Analysis

P

P

P

Autodesk ® Navisworks® Simulate

P

P

P

Autodesk ® ReCap™

P

P

P

Autodesk ® InfraWorks

P

P

AutoCAD ® Civil 3D ®

P

P

Autodesk ® 3ds Max ® Design

P

P

AutoCAD ® Utility Design

P

P

Autodesk ® Revit ® Structure

P

P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Autodesk® Revit® Architecture

P

Autodesk® Revit® MEP

P

Autodesk® Navisworks® Manage

P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P

서브스크립션 고객에 한해 제공하는 모둘

2

Autodesk® Geotechnical Module

P

P

Autodesk® Rail Layout Module

P

P

Autodesk® Bridge Module

P

P

Autodesk® Roads and Highways Module for InfraWorks

P

Autodesk® River and Flood Analysis Modul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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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frastructure Design Suite 왜 필요한가?
Inftrastructure 분야에는 변화와 기회를 가져오는 주요한 글로벌 트렌드가 있습니다.
도시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될 것입니다.
맥킨지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현재의 35억에서 1.5배 정도 증가한 5십억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살게 됩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도시로 5억 이상의 인구가 더 이
동할 것입니다.)

천연자원의 고갈
에너지, 수자원, 자재 그리고 토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산업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
지와 수자원은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는 운영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소비자, 커뮤니티 모두 건축물과 Inftrastructure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계속되는 전세계적 불황 속에서 특히 국내 Inftrastructure 분야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
아남아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더욱 복잡해 집니다.
친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의 증가, 협업의 증가 등으로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디자인 / 재료/ 일정 / 예산 / 법규 등에 관해 다양한 관계자, 팀들
과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액세스 등의 기술의 진화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주 경쟁력을 높히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별화하기 위해 설계, 시각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의 호환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개별 소프트웨어 대신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 세트가 필요합니다.

3. Infrastructure Design Suite 이점
계획 및 관리 시 통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GIS 및 CAD 데이타에 기반하여 기존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 향상
• 지리 공간 정보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가 끼칠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
• 산업 표준 적용과 자산관리 데이타 공유 용이

지능형 모델 기반 도구를 사용해 설계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설계 대안을 빠르게 평가하고 지능적인 BIM 기반 프로세스로 반복작업을 빠르게 수행
• 변수 제어, 엔지니어링 표준과 룰 통합으로 능률적인 설계 작업
• 디자인과 도서 표준에 보다 정확하게 일치된 도면과 문서 제작

통합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프로젝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전력망과 우오수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분석으로 설계 최적화
• 토공량 계산, 물량 산출, 고품질 모델 제출로 시간과 자재 절감
• 가시적인 시공성 시뮬레이션과 공정관리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시각화를 사용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 3D로 설계 개념을 검토하고 커뮤니케이션
• 디자인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각화
• 프로젝트에 대한 빠른 승인과 수주를 위해 효과적인 시각적 모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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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frastructure Design Suite 기능

Standard

Premium

Ultimate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기능
기본적인 설계 및 문서화 도구, 다양한 사용자화 옵션 , 네이티브

DWG™ 기술 지원.

CAD 및 GIS 데이터를 열고 통합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클린업 , 편집 , 강화 도구를 사용해 스캔한 도면 , 지도 및
평면도를 이용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서 간 공동 작업 및 프로젝트 검토를 위해 여러 소스에서 나온

3D 모델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2D CAD, GIS, BIM, 래스터 데이터로 대형 3D 인프라
모델을 더욱 신속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에 맞게 도로 , 수도 및 토지 형상 등을 포함한 설계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문서화 시 측량, 정렬 , 종단 배치 , 코리더 모델링, 교차로
및 로타리 모델링, 토공량 및 수량 산출 (QTO) 용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 데이터로 매우 사실적인 렌더링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 엔지니어링 규격에 따라 지상 및 지하 배전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량, 터널 , 기타 토목 구조물을 모델링, 분석 및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탐색, 시공 순서 결정, 간섭 관리, 간섭 검토를 위해 3D 모델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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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nfrastructure Design Suite 제품소개

1. Infrastructure Design Suite 구성 제품 소개
AutoCAD® Map 3D
인프라 스트럭쳐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계획하고 관리할 있는 솔루션으로 CAD와 GIS데이터를 설계 수정 관리합니다. AutoCAD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

• 도면 부작 및 조회 :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쉽게 새로운 도면 작성
• 도면 정비 및 경계 편집 : 쉽고 빠르게 큰 도면의 오류를 수정
• 외부 데이타베이스 : 기존의 문서와 도면 객체를 연결시켜 함께 작업
• 주제도 작성 : 보다 나은 프리젠테이션 및 보고서를 위한 지도를 제작
• 객체데이타 : 속성 데이터를 작성하여 도면에 저장하고 활용
• 내보내기/가져오기 : 다른 GIS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

5

AutoCAD® Raster Design
AutoCAD기반 제품에 애드온 설치할 수 있는, 강력한 래스터 편집 도구입니다. 래스터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주요기능

• 벡터라이징 도구 : 래스터를 벡터로 변환하여 CAD 파일로 저장
• 래스터 Cleanup 도구 : 이미지 배경색 조정 및 불필요한 잔상 정비
• 래스터 편집 도구 : 이미지 형태, 밝기, 대비 다양한 수정 편집
• REM 도구 : 이미지 보완 수정(이동, 복사, 회전, 자르기, 연장 등)
• OCR : 이미지 문자 인식(영문만 적용)
• 다양한 이미지 파일 지원 : CALS, ECW, ESRI GRID, GIF, JPEG, JPEG 2000, MrSID, TIFF

AutoCAD® Civil 3D®
도로/철도, 단지, 수자원, 상하수도 등의 토목 프로젝트를 BIM 설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토목시설물의 선형, 종단, 횡단, 우/오수, 상하수도, 정지작업, 토
공량산출, 유토곡선 등의 설계가 가능하고 도면화 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측량 데이터 가져오기 : X,Y,Z 값을 가진 파일 도면에 생성
• 3D 지형 모델링 : 3D 삼각망 생성, 지형분석(높이, 경사, 우수흐름등)
• 선형 : 직선, 원곡선, 완화곡선의 자유로운 표현
• 종단 : 평면선형 계획과 동시 지반고 자동 생성
• 횡단 및 토공 물량 산출 : 선형, 종단 변경시 자동으로 데이터 수정
• 부지 정지 작업 : 자동으로 절성토가 균일한 개획고의 표고 높이 산정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수리 수문 분석 솔루션으로 도로 및 단지의 우/오수 관망을 분석 설계합니다.
주요기능

• Autodesk Revit과의 양방향 링크
• 구조 분석 및 문서화를 위한 강력한 워크플로우
• 고급 자동 메쉬 처리 및 구조 모델링 기능
• 재료 및 디자인 코드 지원
• 콘크리트와 철근을 위한 통합 솔루션
• 구조 하중 및 하중 조합
• 다양한 구조 분석 기능
• 최첨단 엔지니어링 분석 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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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Works
개념설계 및 3D GIS 설계 도구로써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여러 가지 설계 대안을 3D로 제시하여 프로젝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의
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기존 데이터 활용 : 2D CAD, GIS, BIM, 래스터 데이타를 3D모델로 활용
• 상세 모델 가져오기 : AutoCAD Civil3D, AutoCAD Map3D과 연동
• GIS 정보 표시 : 3D 주제도 작업으로 다양한 설계 정보 표시
• 설계 제안 용이 : 하나의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설계 제안 작업
• 스케치 도구 : 도로, 건물, 터널, 교량등 직접 2D로 스케치하여 3D 모델
• 프리젠테이션 : 렌더링 이미지 및 녹화된 비디오 작성

Autodesk® Revit
Autodesk Revit은 Revit Architecture, Revit MEP, Revit Structure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으로 건축 설계, MEP 엔지니어링, 구조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Revit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용으로 특수 개발되어 품질과 에너지 효율이 한층 뛰어난 건물을 설계,
건축,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체 건축 프로젝트팀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주요기능

• 건축 설계 : 컨셉 디자인, 분석, 렌더링, 완벽한 문서화를 위한 특수 기능은 자유롭게 작업하고, 더 많은
정보를 근거로 디자인 결정을 내리고, 보다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MEP 엔지니어링 : 통합 기능은 MEP 시스템 모델링, 시스템 설계 분석, 더욱 정확한 건설 문서화, 공동
작업을 위한 보다 쉬운 설계 모델 내보내기 등을 지원합니다.

• 구조 엔지니어링 : 파라메트릭 구성요소, 설계와 분석 통합, 다수 사용자 공동 작업을 포함하여 구조 설계, 분석, 엔지니어링을 위해 특수 개발된 도구가 제공
되어 오류와 시간을 줄이고 BIM의 장점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Autodesk® Revit Structure
Revit 플랫폼 기반으로 구조 전문 3D 모델링 (교량, 터널, 옹벽, 가시설 등) 및 하중 및 응력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토목구조(교량, 터널, 옹벽, 가시설등) 분야의
BIM설계
• 파라메트릭 구조물 모델링
• 표준화된 구조 패밀리 포함
• 하중, 조합, 부재 크기 및 구조적 조건 등의 정보 입력
•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의 구조 분석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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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은 구조 엔지니어에게 크고 복잡한 구조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건축 시뮬레이션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활한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더욱 신속히 다양한 구조물의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Autodesk Revit과의 양방향 링크
• 구조 분석 및 문서화를 위한 강력한 워크플로우
• 고급 자동 메쉬 처리 및 구조 모델링 기능
• 재료 및 디자인 코드 지원
• 콘크리트와 철근을 위한 통합 솔루션
• 구조 하중 및 하중 조합
• 다양한 구조 분석 기능
• 최첨단 엔지니어링 분석 해석기

AutoCAD® Utility Design
AutoCAD 기반에 전기배전 유틸리티 설계를 표준화된 모델 기반으로 규칙에 맞게 설계 및 분석하여 문서화 합니다.
주요기능

• 토목구조(교량, 터널, 옹벽, 가시설등) 분야의 BIM설계
• 미리 정의된 표준화된 템플릿 사용하여 전기 배전을 효율적 설계
• 규칙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전기 배전 크기 및 위치를 신뢰성 있게 설계
• 통합하여 자재 주문과 작업을 관리하므로 프로젝트 비용과 자재 견적을 간소화 하고 자동화
• 프로젝트 결과물을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 등의 GIS 데이터로 활용

Autodesk® Navisworks® Manage
다양한 건설 분야의 3D 설계 모델 데이터 통합하여 실제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 디지털 환경에서 시공상에서 일어날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D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공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며 간섭체크 기능으로 시공 전에 오류를 체크하여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Autodesk Revit과의 양방향 링크
• 구조 분석 및 문서화를 위한 강력한 워크플로우
• 고급 자동 메쉬 처리 및 구조 모델링 기능
• 재료 및 디자인 코드 지원
• 콘크리트와 철근을 위한 통합 솔루션
• 구조 하중 및 하중 조합
• 다양한 구조 분석 기능
• 최첨단 엔지니어링 분석 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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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3ds Max® Design
인프라스트럭쳐의 3D 모델 데이터를 랜더링 및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델을 더욱 사실적으로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합니다.
주요기능

• 건축 설계 : 컨셉 디자인, 분석, 렌더링, 완벽한 문서화를 위한 특수 기능은 자유롭게 작업하고, 더 많은 정보를 근거로 디자인 결정을 내리고, 보다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MEP 엔지니어링 : 통합 기능은 MEP 시스템 모델링, 시스템 설계 분석, 더욱 정확한 건설 문서화, 공동 작업을 위한 보다 쉬운 설계 모델 내보내기 등을 지원합
니다.

• 구조 엔지니어링 : 파라메트릭 구성요소, 설계와 분석 통합, 다수 사용자 공동 작업을 포함하여 구조 설계, 분석, 엔지니어링을 위해 특수 개발된 도구가 제공되
어 오류와 시간을 줄이고 BIM의 장점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단계별 지능적인 모델기반 프로세스
IDS 각각의 제품을 이용하여 계획, 개념설계, 실시설계, 시각화, 공정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 적용

계 획

개념설계

실시설계

시각화

공정관리

AutoCAD® Map 3D

Autodesk® InfraWorks

AutoCAD® Civil® 3D

Autodesk® 3ds Max®

Autodesk® Navisworks®

Design

Products

AutoCAD® Civil 3D®

Autodesk® Revit®

AutoCAD® Raster Design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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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Ultimate)
공공 시설 설계 및 토목 소프트웨어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는 토목 및 공공 시설 인프라 계획, 설계, 건축 그리고 구조해석 도구를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Ultimate 버
전은 시설물 모델링 및 구조해석, 시공관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Premium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2014버전부터는 Autodesk Revit
이 포함되어 활용의 폭을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성제품

AutoCAD® 2014

Autodesk® AutoCAD® Civil 3D® 2014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Autodesk® 3ds Max® Design 2014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Autodesk® InfraWorks 2014

Autodesk® AutoCAD® Raster Design 2014

Autodesk® AutoCAD® Utility Design 2014

Autodesk® ReCap™ 2014

Autodesk® Revit® Structure 2014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2014

Autodesk® Navisworks® Manage 2014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2014
Autodesk® Revit® 2014

클라우드 혜택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Autodesk® 360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최신 소프트웨어 출시 즉시 액세스해 최신

제품 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3.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
토목 설계용 BIM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 는 토목 인프라 계획, 설계, 구조, 공공 시설망 설계 및 관리 도구를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Premium 버전
은 인프라용 BIM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지능형 모델 기반 도구를 포괄적 솔루션으로 사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설계하고, 통합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프로젝트 결과를 평가하며,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시각화를 통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성제품

AutoCAD® 2014

Autodesk® AutoCAD® Civil 3D® 2014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Autodesk® 3ds Max® Design 2014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Autodesk® InfraWorks 2014

Autodesk® AutoCAD® Raster Design 2014

Autodesk® AutoCAD® Utility Design 2014

Autodesk® ReCap™ 2014

Autodesk® Revit® Structure 2014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2014

클라우드 혜택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Autodesk® 360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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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최신 소프트웨어 출시 즉시 액세스해 최신

제품 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북

4.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Standard)
기본적인 GIS 및 설계 도구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Standard는 기본적인 GIS 계획, 설계, 공동 작업 및 관리 기능을 더해 친숙한 AutoCAD® 워크플로우를 확장한 제품
입니다. 광범위한 CAD 및 GIS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 기존 여건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GIS 분석 기능이 프로젝트 실행가능성과 효
과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성제품

AutoCAD® 2014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Autodesk® AutoCAD® Raster Design 2014
Autodesk® ReCap™ 2014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클라우드 혜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Autodesk® 360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지원

최신 소프트웨어 출시 즉시 액세스해 최신

제품 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03 Infrastructure Design Suite 2014 시스템 요구사항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4
지원되는 운영체제
시스템

32비트

64비트

Microsoft® Windows® 7 Home Premium, Professional, Ultimate, Enterprise *

ü

Microsoft® Windows® 8, Pro, Enterprise

ü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2014,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Autodesk® AutoCAD® Civil 3D® 2014 및 Autodesk® InfraWorks
2014 소프트웨어는 Home Premium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및 Autodesk® InfraWorks 201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Windows 7 운영 체제에 SP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CPU 유형
기준선 요구사항
단일 또는 다중코어 Intel® Pentium®, Xeon® 또는 i-Series 프로세서 또는

AMD® 동급(SSE2 기술 내장). CPU 정격 속도는 가장 높은 것을 권장합니다.

예외

없음

메모리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4GB (8GB 권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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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디스크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약 40GB의 사용 가능한 공간

없음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 2014
지원되는 운영체제
시스템

32비트

64비트

Microsoft® Windows® 7 Home Premium, Professional, Ultimate, Enterprise *

ü

Microsoft® Windows® 8, Pro, Enterprise

ü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utodesk® AutoCAD® Civil 3D 2014 및 Autodesk® InfraWorks 2014 소프트웨어는 Home Premium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및 Autodesk® InfraWorks 201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Windows 7 운영 체제에 SP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CPU 유형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단일 또는 다중코어 Intel® Pentium®, Xeon® 또는 i-Series 프로세서 또는

없음

AMD® 동급 (SSE2 기술 내장). CPU 정격 속도는 가장 높은 것을 권장합니다.

메모리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4GB (8GB 권장)

없음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약 40GB의 사용 가능한 공간

없음

하드 디스크

Infrastructure Design Suite Standard 2014
지원되는 운영체제

32비트

64비트

Microsoft® Windows® 7 Home Premium, Professional, Ultimate, Enterprise *

ü

ü

Microsoft® Windows® 8, Pro, Enterprise

ü

ü

시스템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소프트웨어는 Home Premium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Windows 7 운영 체제에 SP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는 32비트 운영 체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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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유형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32비트 OS :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듀얼코어, 3.0GHz 이상 (SSE2 기술
지원)
없음

32비트 OS :
AMD Athlon™ 64 또는 AMD Opteron™ (SSE2 기술 지원)
Intel® Xeon® 또는 Intel® Pentium® 4 (Intel EM64T 지원 및 SSE2 기술)

메모리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64비트)

2GB (4GB 권장)

4GB (8GB 권장)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최소 512MB (2GB 이상 권장)

하드 디스크

>

기준선 요구사항

예외

약 25GB

없음

04 Infrastructure Design Suite 2014 제품 설치

중요 설치 전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검사’ 기능을 꺼주십시오. 설치가 오래 걸리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 초기화’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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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화면이 나타나면 여러 옵션 중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라이선스 계약서에 ‘동의함’을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합니다.

④ 라이선스 유형을 ‘독립 실행형’을 선택, ‘일련번호’와 ‘제품키’를 입력하여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버전의 경우 제품 정보 입력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처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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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중…’ 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확인하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⑥ ‘설치 구성’ 항목에서 설치를 원하는 제품이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설치 제품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 설치되는 제품을 확인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설치됨’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⑦ 선택이 완료되면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 진행을 합니다.

⑧ 또한 설치할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선택된 개수가 많을수록 필요로 하는 공간이 늘어나며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설치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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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각 제품의 제품명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서비스 팩 추가와 같은 설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기에 따라 서비스 팩 다운로드 상태 및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제품명 아래 ‘클릭하여 닫고 제품 리스트로 복귀’를 누르고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⑩ 설치가 진행 됩니다. 설치 시간이 많이 소요 되실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사용 PC마다 1시간~3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⑪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⑫ 바탕화면에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의 설치 아이콘이 생성 된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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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Infrastructure Design Suite 2014 제품 제거

① 시작 버튼 클릭 후 프로그램 목록에서 ‘Autodesk, Uninstall Tool’ 항목을 클릭합니다.

② 제거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후 ‘설치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제거가 완료되면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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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사용자 가이드북 PART 02 u

AutoCAD Civil3D 실습
AutoCAD Civil3D는 Infrastructure Design Suite안에서 AutoCAD 플랫폼 위에 탑재된 강력한 3차원 토목 전용 CAD입니다. 그러므
로 AutoCAD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형공간정보데이터를 불러 들이고 가공할 수 있는 Autodesk Map3D의 기능을 모두 포
함하고 있어 토목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
다. Civil3D의 강력한 Dynamic Engineering Model은 하나의 설계요소 변경 시 이 영향이 관련된 다른 요소에 자동 반영되어 프로젝트
가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지원합니다. 관련설계요소, Visualization, 평면도 등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면서 개념
설계의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 작업을 기존 방법에 비해 월등히 빨리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vil3D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보다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 토공량과 같은 주요 정보를 LandXML이나 보고서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일관성 있고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계 표준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설계 템플릿을 구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토목 설계 프로젝트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 모델 기반의 환경으로 설계 반복 작업 및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주석 작업이나 반복 작업을 줄임으로써, 기존 시스템보다 설계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내의 여러 설계 팀원 간의 설계 도면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합니다.
• 타 벤더의 이기종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냄으로써, 뛰어난 데이터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Civil3D설계 프로세스
• 측량점(Points) & 지표면(Surfaces)
• 선형 설계(Alignments) & 종단면(Profiles)
• 단면 설계 : Assemblies, Subassemblies, Corridors and Roads
• IC 및 교차로(Intersection)
• 구획(Parcels) & 정지(Gradings)
• 파이프(Pipe)
• 오우수(Stormwater)
• 토공량(Earth Volume) & 수량산출(Quantity Take Off) 보고서

AutoCAD Civil3D는 다양한 토목설계에 필요한 기본 플랫폼 제공하여 도로, 철도, 교량, 댐, 항만, 하천, 수자원, 단지/부지, 조경, 유틸리티, 상하수도, 교통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utoCAD Civil3D는 AutoCAD환경에서 설계 변경시 동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객체들간의 지적인 상호연관 관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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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utoCAD Civil3D 환경

응용프로그램 메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내보내기, 닫기 등과 같은 파일 관리 명령과 함께 응용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명령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용하거나 현재 열려 있는 문서를 응용프로그램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서에는 DWG, DWT, DWS, DXF 등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
에서 열 수 있는 모든 파일 형식이 포함됩니다. 고정핀을 사용하면 응용프로그램 메뉴의 최근에 연 항목 리스트에 파일이 계속 표시됩니다. 리본에서 고정핀은 열린
리본 패널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속 접근 도구막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풀다운 버튼을 클릭, 추가 명령을 클릭하여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도구를 추가할 수 있으며, 리본의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신속 접근 도구막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리본
탭과 패널 모음을 통해 도구에 쉽게 액세스하여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탭에는 여러 패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패널에는 여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패널을 확장하면 추가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도구공간
통합관리 탭, 설정 탭 및 측량 탭으로 구성(홈 또는 뷰 탭팔레트- 패널-도구공간)
설계 객체를 관리하려면 통합관리 탭을 사용합니다. 점파일형식, 설명 키세트 및 정지
조건 세트등의 객체설정, 스타일 및 기타도면 항목을 관리하려면 설정 탭을 사용합니
다. 측량 프로젝트 데이터 및 설정을 관리하려면 측량 탭을 사용합니다.

도구공간 리스트 뷰
도구공간 트리 형식으로 일부 항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 정보를
편집 가능합니다.

도구공간 그래픽 뷰
선택한 항목의 이미지를 표시됩니다.

19

통합관리 탭
도면 및 프로젝트 객체를 관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뷰
도면 템플릿을 비롯하여 모든 프로젝트 및 도면 항목을 표시합니다. 활성 도면의 이름이 강조됩니다.

활성 도면 뷰
활성 도면에 있는 항목만 표시합니다. 다른 도면으로 전환할 경우 트리가 업데이트되어 새 도면을 반영합니다

점
도면의 점 을 관리합니다. (새점의 작성, 도면 점 내보내기, 파일의 점을 파일 형식 변환 전송, 해당 점으로 이동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점 그룹
도면의 점그룹을 관리합니다. (새 점그룹 작성, 점 그룹의 특성 편집, 점 그룹의 점 내보내기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점 구름
도면의 점구름 관리합니다. (점구름 객체 작성, 특성 수정, 스타일 , 표시 수정, 점 구름에 점 추가, Civil3D 특성 추가 제거작업이 가능합니다.)

지표면
도면의 지표면관리, 지표면 객체 작성시 명명된 지표면으로 작성( 새 지표면, DEM, TIN 지표면 작성, LandXML 형식 내보내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선형
도면의 선형을 관리합니다.

• 최상위 수준 선형 집합에 있으면 부지 집합에 포함된 구획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 프로젝트 부지 수준 경우 하나의 부지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구획 및 형상선과 같이 부지에 있는 다른 객체의 지오메트리와 상호 작용합니다.
선형과 부지의 상호 작용
부지에서 하나 이상의 선형이 닫힌 영역을 형성하는 경우 영역에서 구획이 작성되며, 구획이 있는 부지에 선형이 있으면 선형은 교차하는 모든 구획을 재분할합니다

부지
부지 집합을 관리하며 부지 기하집합이 하나이상 포함 되어, 선형, 정지, 구획을 포함합니다.

단면 검토선
도면의 단면 검토선, 횡단, 횡단 뷰, 유토 곡선 선 및 유토 곡선 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단면 검토선 그룹이 작성되면 단면 검토선 그룹 집합에 SLG-1과 같은 명명된 단면 검토선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 단면 검토선은 단면 검토선 그룹 집합에 있는 명명된 단면 검토선 그룹에 SL-1처럼 명명된 단면 검토선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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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
도면, 프로젝트의 관망, 간섭 검사를 관리합니다.

• 관망 객체(파이프, 구조물)가 작성되면 네트워크에 관망객체가 표시
• 간섭 검사 항목에서 충돌 교차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소의 실제 3D 모형을 비교하여 간섭을 확인합니다. 간섭 검사를 실행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실제로 겹치거나 충돌하거나 교차하는 관망 요소 또는 미리 정의된
근접 기반 기준을 위반한 관망 요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기반 비주얼 표식기를 선택하여 관망의 간섭을 식별하거나, 간섭을 실제 3차원 표현으로 화면표
시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섭 조건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도면에서 요소를 이동하여 간섭 조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코리더
도면이나 프로젝트의 코리더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도로, 고속도로 및 선로와 같은 연속 구조물에 대해 유연하고 구성 가능한 3D 모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도면의 교차로 객체를 관리합니다.

• 교차로 객체는 선형, 종단, 코리더, 표준횡단, 횡단구성요소, 지표면 등의 다양한 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
로, 두 선형이 교차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교차로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면에 교차로 객체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통합관리 트리에도 이 교차로
객체가 표시됩니다.

측량
도면의 측량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 측량 피쳐를 사용하여 측량 데이터를 다운로드, 작성, 분석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측량 피쳐는 필드에서 캡처한 측량 데이터를 사무실과 서로 전송하는 프로세스
를 간소화하여 AutoCAD Civil 3D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 도구 세트를 사용하여 측량 데이터를 가져오고 측량 계산을 수행하고 기호 배치 및 라인워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횡단
도면의 표준횡단을 관리합니다.

• 표준횡단 및 횡단구성요소 객체는 AutoCAD Civil 3D 코리더 모형의 주 구조물을 작
성합니다

• 횡단구성요소 : 횡단 구성 요소를 관리합니다.
• 코리더 설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 횡단구성요소는 코리더 횡단에 사용되는 구성요소의 지오메트리를 정의하는
AutoCAD 도면 객체(AECCSubassembly)입니다. AutoCAD Civil 3D는 도구 팔레
트와 도구 카탈로그를 통해 이동 차선, 연석, 측면경사, 배수로 등의 구성요소에
대해 미리 구성된 횡단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횡단구성요소는 점, 링크
및 쉐이프라는 선택적으로 닫힌 면적 세트로 정의됩니다.

• AutoCAD Civil 3D와 함께 제공되는 횡단구성요소에는 동적 요소가 연계 되어 있습
니다. 횡단구성요소는 편경사, 잘라내기 또는 채우기 요구사항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면경사 횡단구성요소에는 코리더에서
의 잘라내기 깊이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가변 경사가 있습니다. 채우기가 지정
된 깊이를 초과하면 길어깨가 난간이나 장벽을 포함하도록 자동으로 넓어집니다.

뷰 프레임그룹
도면 또는 프로젝트의 뷰 프레임 그룹에 접근합니다

• 뷰 프레임 작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선형을 따라 뷰 프레임을 빠르게 작성합니다.
• 작성된 뷰 프레임은 평면/종단 또는 평면 전용 시트에 표시될 선형을 따른 직사각형 영역을 나타냅니다.
• 뷰 프레임을 작성하기 전에 원하는 선형이 도면에 있어야 합니다. 생성할 시트 유형(평면 및 종단 또는 종단만)에 따라 이미
작성된 종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면만 뷰 프레임(또는 시트 세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에 종단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상선
형상선 집합을 사용하여 형상선 스타일 및 도면층을 관리합니다. 또한 길이, 표고 및 기울기와 같은 형상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구획 로트선 또는 형상선을 정지 초기 계획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형상선은 정지 명령이 인식하고 초기 계획선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유형의 선입니다.
• 형상선은 저습지 또는 능선과 같은 경사 조정을 진행 할 객체를 도면에서 나타냅니다. 형상선을 그리거나, 기존 객체를 변환하여 형상선을 작성하거나, 코리더에서
형상선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표면은 형상선을 브레이크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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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설계 변경사항이 동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객체 간 관계를 유지보수 하는 지능적인 구획 객체가 포함된 부지 토폴로지를 제공하여 단지 블록을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획 객체는 일반적으로 단지 블록에서의 로트와 같은 부동산 구획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또한 구획 객체는 수면과 토지 영역의 본체와 같은 닫힌 경계의 다른 피쳐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종단뷰
도면의 종단뷰를 관리합니다.

• 종단 뷰를 사용하면 종단을 그리드에 그래프 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종단 뷰를 작성할 때는 어떤 기존 종단을 그리드에 표시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이 종단은 그리드에 새 종단 배치를 그리는 경우 참조로 사용합니다.
• 종단 뷰에는 하나 이상의 관련 종단과 X축을 따라 그리드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여러 데이터 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밴드는 종단에 측점 화면표시, 표
고, 수평 지오메트리, 공학 분석에 도움이 되는 기타 데이터 등을 주석으로 추가합니다

• 보통은 종단 뷰를 사용하여 여러 종단과 함께 도로, 파이프, 울타리 또는 그와 비슷한 구조물의 제안 루트를 표시합니다. 종단 뷰를 사용하여 선형을 따라 여러 지
표면 또는 설계 종단의 표고를 비교합니다.

• 종단 뷰 내에서 다른 선형의 종단을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종단 뷰에서 같은 코리더를 차지하는 전선 매립용 지하 파이프의 종단을 중복되게 겹칠
수 있습니다. 종단을 겹치면 도로 지표면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선형 측점과 관련해서 암거 표고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바로가기

• 지표면, 선형, 종단, 관망 또는 뷰 프레임 그룹 같은 공유 가능한 소스 객체의 위치
에 대한 직접 경로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바로 가기는 데이터 참조 작성에만 사용되며, 데이터 참조는 소스 객체의
읽기 전용 복사본이며 다른 도면에 삽입되고 사용자 도면이라고 불립니다.

• 통합관리 탭에서 객체에 대한 바로 가기를 선택하고 활성 도면에 해당 객체에 대
한 참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참조는 데이터 바로 가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스 도면의 소스 객체에 대한 활성 링크를 유지합니다.

•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샘플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참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됩니다

• 데이터 바로 가기 및 참조에는 공식적인 프로젝트와 특정 폴더 구조가 필요하지
않지만 대개 특정 형식의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관련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 도구공간의 통합관리 탭에 있는 데이터 바로 가기 노드는 데이터 바로 가기가 저
장되어 있는 활성 프로젝트에 대한 경로를 표시합니다. 활성 프로젝트와 연관된
모든 도면에서 이러한 데이터 바로 가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활성 프로
젝트가 Arc인 경우 데이터 바로 가기 노드가 표시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정지그룹
작성된 정지 그룹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정지는 일반적으로 기준선, 정지 대상선 및 여러 투영선으로 경계가 구분된 면으
로 구성됩니다.

• 기준선은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모든 형태로서, 여기서 정지를 투영할 수 있습니
다.

• 기준선은 형상선이나 로트 라인일 수 있습니다.
• 형상선은 능선, 빌딩 초기 계획 또는 저습지 밑면과 같이 도면의 선형 피쳐입니다.
• 정지 대상은 지표면, 거리 또는 표고(절대 또는 상대)일 수 있습니다.

코리더 횡단 (단면도)
도면의 횡단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횡단 객체가 작성되면 횡단 객체는 명명된 각 단면 검토선의 횡단 집합에 SLG-1-SL-1-EG(1)과 같이 명명된 횡단으로 표시됩니다.
• 하나 이상의 횡단이 현재 도면에 추가되면 횡단 집합을 확장하여 횡단 이름을 확인합니다.
• 테이블 모양의 다양한 횡단 유형 리스트가 통합관리 리스트 뷰에 표시됩니다.
• 지표면 횡단, 코리더 횡단, 코리더 지표면 횡단, 관망 횡단, 재료 리스트 횡단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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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도면의 종단을 관리합니다.

• 종단 지반선이라고도 하는 지표면 종단은 지표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특정
루트에 따른 표고 변화를 표시합니다.

• 반면, 종단 배치는 구성할 표고 변경의 제안 사항을 표시하는 설계 객체입니다.
설계 종단 또는 종단 정지 계획선이라고도 하는 종단 배치는 보통 도로나 기타 기
울기 작업 부지에 사용됩니다. 도로의 경우, 종단 배치에는 특정 속력으로 안전하
게 운전하도록 설계된 경사와 원곡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겹친 종단 계획은 다른 선형의 종단 뷰에 선형이 겹쳐져 있는 종단입니다. 이 종
단은 항상 동적이므로 원래 종단/선형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 빠른 종단은 기존 선이나 일련의 선택된 점을 따라 표고를 표시하는 임
시 객체입니다.

• 코리더 종단은 포장의 모서리와 같은 코리더 형상선에서 작성됩니다.
이 종단은 파생되는 기준선 선형의 종단 뷰에 표시됩니다.

• 종단 배치는 두 가지 유형의 원곡선(볼록형 원곡선 및 오목형 원곡선)을 사용합니
다. 볼록형 종곡선은 언덕 위나 기타 기울기가 낮은 값으로 바뀌는 곳에 사용됩니
다. 볼록형 종곡선에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경우, 양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경
우, 음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경우의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횡단뷰
도면의 횡단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횡단 뷰 객체를 작성하면 명명된 각 단면 검토선에 대한 횡단 뷰 그룹 집합의 개별 횡단 뷰 아래에 있는 항목 뷰에 0+00.00(1)과 같이 명명된 횡단 뷰로 표시
됩니다.

• 여러 횡단 뷰 객체를 작성하면 횡단 뷰 그룹 집합의 상위 횡단 뷰 그룹 아래에 있는 항목 뷰에 명명된 횡단 뷰로 표시됩니다.

설정탭

• AutoCAD Civil 3D 객체의 스타일을 관리하고 도면과 명령의 설정을 관리합니다.
• 다른 객체 유형에 대한 스타일이 구성되며 빈 도면에서도 이러한 스타일은 대부분 표준 계층
구조에 화면 표시됩니다. 도면에서 스타일을 작성 및 수정한 다음 템
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 도면에서는 동일한 스타일 세트가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객체, 레이블 및 테이블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 및 명령의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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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용자환경 설정

AutoCAD Civil 3D의 작업공간 설정 변경 방법을 익히고 본 사용자가이드에 맞도록 작업공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인터페이스 설정을 위하여 Civil3D 실행후 오른쪽 하단에

작업공간 전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리스트에서 Civil 3D 클릭하여 작업공간을 전환합니다.

③ 명령 창에서 “menubar”를 입력하고 설정값을 1로 변경하여 화면상단에 메뉴도구 활성화 하도록 합니다.
(2009버전부터는 리본메뉴가 기본메뉴 환경입니다. Menubar 설정값 변경을 통해 리본메뉴가 익숙해 질 때까지 클래식 메뉴환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도구 확인)

④ 메뉴의 “일반-도구 팔레트 창”을 클릭합니다. “도구 팔레트”는 표준화된 구조물을 나열하여 Modeling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델 요소를 찾아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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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ivil 3D 환경은 “도구공간”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와 “설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객체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설계 되기 때문에 한 개 객
체에 변화가 생기면 자동으로 Re-modeling 하거나 아이콘으로 변화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

03 지형모델링

토목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형도이며 Civil 3D에서는 3차원의 지형모델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Civil 3D를 사용한 설계에서는 3차원 지형모델을
작성하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2차원 설계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형모델은 종이도면을 스캔한 데이터, 측량데이터 등의 포인트데이터, DM(디지털 매핑)파일, 수치지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 작업이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만 있으면 지형은 쉽게 구축이 되며, 일단 지형이 작성이 되면 3차원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도 기존의 설
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3차원의 면모델을 생성하며 이것은 기존 지형 및 계획시설에 대한 다양한 데이
터 활용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2D 방법보다 월등한 장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Civil3D에 의한 설계방법의 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토목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형도이며 Civil3D에서는 3차원의 지형모델을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설계가 시작됩니다.

1. 지형모델링 구축방법
1) 측량점으로 지형 모델링
Text형식의 측량데이터를 통해 3차원 지형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점이해

AutoCAD Civil 3D에서 작성된 점은 COGO(Coordinate Geometry) 점이라고 하며 AutoCAD 점 노드와는 매우 다릅니다. AutoCAD 점 노드에는 연관된
좌표 데이터(XYZ 값)만 있습니다. 반면, COGO 점은 좌표 데이터 이외에도 점 번호, 점 이름, 초기 정보(현장 정보) 및 확장된 전체 설명 등의 관련 특성을
갖습니다. 또한 단일 도면에 존재하는 AutoCAD 점 노드와 달리, COGO 점은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도면에 저장되어 여러 사용자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AutoCAD Civil 3D에서 점이라는 용어는 AutoCAD 점 노드가 아닌 COGO 점을 의미합니다.
점작성
점 설정, 점 스타일, 점 레이블 스타일 및 설명 키 등이 포함되어 있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성을 진행하여 작성 작업을 간소,표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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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스타일
도면에서의 점 기호 표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레이블
도면의 점에 레이블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정의합니다.

설명키
점을 작성하거나 가져올 때 설명 키를 사용하면 도면의 점 모양 등 일부 도면 점 특성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① “1. Civil3D 실습\1 지형구축\지형구축.dwg” 파일을 열기 합니다. (샘플파일 : http://aec.krinfra.co.kr 접속 후 BDS/IDS 사용자 가이드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도구공간에서 “통합관리 - 지형구축”을 확장하고 “점”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작성”을 선택합니다. (홈 탭 – 팔레트 - 도구공간)

③ “점 작성” 창에서 “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④ “점 가져오기” 창에서 “형식” PNEZD(쉼표구분) 선택하고 “원시 파일”은 “\1.지형구축\point.txt”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측량 데이터는 광파기와 측량기 등 장비에서 내보내어질 때 그 형식이 작성되며 P - 점 번호, N - 남/북 좌표, E - 동서 좌표, Z – 고도값, D- 점 특성을 표시하는
설명키 값(점구분에 사용) 또한 공백, 쉼표의 구분 요소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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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텍스트 파일에 들어 있는 측량데이터를 통해 점들을 생성 했으며, 이런 점들은 점 번호, 북위, 동위, 표고,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창의 “점”을 확장하여 “줌 대상” 명령을 클릭하면 AutoCAD 화면에 작성 된 점들이 보여집니다. 아래쪽의 한 개 점을 선택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해당
점만 보여집니다.

⑥ “통합관리” 창의 활성 도면 뷰 지표면을 확장하여 “지표면 작성”을 선택합니다.

⑦ “지표면 작성” 창에서 유형을 “TIN지표면”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이름은 ‘지표면1’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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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표면 - 지표면1 – 정의 - 점 그룹”을 확장하여 “추가”를 선택합니다.

⑨ “점 그룹” 창에서 “모든 점”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⑩ 지형데이타를 통해 등고선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⑪ 도면 등고선을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객체 뷰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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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그림과 같이 3D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2)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지형 모델링
지형모델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등고선, DEM파일, Civil 3D인 객체인 Point 등이 있으며 점, 선, block, Text 등의 Drawing object도 3차원 지형모델 생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표면의 구분은 임의의 점 세트에 대한 삼각망 작업으로 형성되는 TIN 지표면, DEM(Digital Elevation Models)과 같은 보통 그리드에 있는 점으로 형성되
는 그리드 지표면, 맨 위(비교) 및 기준 지형의 점을 조합하여 작성된 복합 지표면으로, 차등 지표이라 불리는 TIN 토량 지표면,사용자 지정 그리드의 점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맨 위 및 맨 아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표면 그리드 토공면, 기본 코리더 모형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된 코
리더 지표면으로 구분됩니다.

경계
내부에 있는 삼각망의 가시성에 영향을 주는 닫힌 폴리곤입니다.

브레이크라인
옹벽, 연석, 능선 및 조류와 같은 피쳐를 정의합니다. 브레이크라인은 브레이크라인을 따라 지표면 삼각망 작업이 수행되도록 하며 브레이크라인을 교차
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고선
지표면을 작성하고 모든 등고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단일 작업에 등고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표고점이나 브레이크라인 등의 추가
데이터를 동시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등고선 데이터를 추가할 때 평평한 면적 최소화 방법 옵션을 지정하거나 옵션 없이 등고선을 추가한 다음 등고선 문
제 확인을 사용하여 등고선 문제를 찾아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DEM파일
DTM 파일 또는 DEM 형식으로 변환된 SDTS 파일을 사용하면 점을 지표면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점파일
수동으로 또는 데이터 수집기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점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우 점 데이터를 지표면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그룹
점 그룹을 사용하여 도면 COGO 점을 더 작은 점 그룹으로 분할하고, 번호, 이름, 표고 등과 같은 공통 특성이나 지표면 작성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공통 특성을 공유하는 점을 식별합니다.

편집
데이터 편집 작업을 통해 지표면을 편집하여 기존 지표면 데이터 구성요소가 아닌 지표면 정의에 편집 작업으로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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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Civil3D 실습\1 지형구축\수치지형.dwg” 파일을 열기합니다.

② “지표면 – 지표면작성” 선택합니다.
측량데이터 외에 도면 객체와 등고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③ “지표면 작성” 창에서 유형을 “TIN지표면”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름은 Surface1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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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관리 – 지표면 - surface1”을 확장하여 “정의 – 등고선 - 추가”를 선택합니다.

⑤ “등고선 데이터 추가” 창에서 “확인”을 선택, 명령 창에 “등고선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면 전체를 선택 한 후 “엔터”키를 클릭합니다.
삼각망이 형성되는 것이 보일 것 입니다.

⑥ “지표면 – surface1 – 정의 – 도면객체 - 추가”를 선택합니다.
*지형을 구성 하는 요소로 AUTOCAD 객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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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또한 Z값을 갖는 X모양의 블록도 추가시키기 위해 “도면 객체의 점 추가” 창에서 객체유형을 “블록”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⑧ 명령 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면 전체를 선택 후 “엔터”를 클릭합니다. 삼각망이 재생성 되는 것이 보입니다 블록 8개의 객체가 삼각망으로 업데
이트 되었습니다.

⑨ “통합관리 – 지표면 – surface1”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표면특성”을 선택합니다.
“지표면 특성 창”에서 지표면 스타일을 Contours 5m and 25m (Background)로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스타일은 도구공간 “설정" 탭에서 작성 편집이 가능하고 적용 된 스타일은 노란 삼각형이 표시됩니다. 객체를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도 스타
일 편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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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삼각망이 등고선 스타일로 변경되었으며, “지표면 특성” 창에서 스타일을 변경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스타일을 화면에서 표시 가능합니다.

⑪ 다시 “지표면 특성” 창에서 “지표면 스타일”을 “현재 선택요소 편집”을 선택합니다.

⑫ “지표면 스타일 – Contours 5m and 25m (Background)” 창에서 “등고선” 탭에서 등고선 간격도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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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지표면 스타일”을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다시 지표면 특성에서 “현재 선택요소 복사”를 선택합니다.

⑭ “지표면 스타일 – Contours 5m and 25m (Background) [사본]” 창에서 “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이름을 삼각망으로 변경합니다.

⑮ “화면표시” 탭으로 이동하여 삼각망과 외곽에 레이어만 켜주고 다른 레이어는 꺼 줍니다.

“지표면 특성” 창에서 지표면 스타일을 새로 만든 “삼각망”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삼각망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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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표면 스타일은 “도구공간 – 설정 탭 – 지표면스타일”에 생성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성, 편집이 가능합니다.

2. 지형모델링 활용 방법
1) 두 지점의 경사도 산출 및 지점 EL(표고점)산출
경사도 산출 및 표고점을 산출하여 지형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사 레이블
경사는 TIN 면 또는 지표면 그리드 셀에 있는 경우 단일 점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점 사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울기나 경사 감
소를 나타내는 음수 값으로 기울기나 경사로 경사에 레이블을 달 수 있습니다. 경사의 방향은 경사 레이블 스타일에 정의된 방향 화살표 구성요소로 표현
됩니다.

경사 레이블 스타일
기울기, 경사로 레이븡르 표시할수 있으며 글꼴(레이블 스타일 작성기에서 설정), 문자 높이(레이블 스타일 작성기에서 설정), 방향(레이블 스타일 작성기
에서 설정), 방향 화살표(레이블 스타일 작성기에서 설정), 방향 화살표 위/아래 위치(레이블 스타일 작성기에서 설정), 속성(문자 구성요소 편집기 - 내용
대화상자의 특성 탭에서 설정), 경사/기울기 값, 형식/소수점 자리수(레이블 스타일 작성기에서 설정), 퍼센트, 소수점, 길이/높이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워터 드롭
물의 유속을 나타내는 2D 또는 3D 폴리선을 그리고 경로의 시작점도 표시합니다. 채널이 분할되면 각 워터 드롭 경로를 따르도록 새 폴리선이 그려집니
다. 예를 들어, 등고선을 따라 다른 점에서 유역 유속을 그리기 위해 여러 워터 드롭 경로를 등고선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① 메뉴의 “지표면 – 지표면 레이블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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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이블 추가” 창에서 레이블 유형을 “경사”로 설정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명령 창에서 레이블 작성에 한점 또는 두점을 정의하고 지표면에 클릭하면 경사도가 표시됩니다.

③ 레이블 유형을 “표고점”으로 설정, “추가” 선택하고 지표면에 클릭해 주면 표고점이 표시됩니다.

④ 메뉴의 “지표면 – 유틸리티 – 워터 드롭”를 선택하여 “워터 드롭” 창에서 “확인”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하면 물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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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고분석, 경사도분석, 우수흐름 분석, 유역면적 분석
3차원 모델을 구성, 분석하여 지반의 형상을 여러 방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표면분석
방향 : 방위 분석에 사용되며 향해 있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지표면 삼각망을 렌더링합니다.
표고 : 표고 밴드 분석에 사용되며 표고 범위에 따라 다르게 지표면 삼각망을 렌더링합니다.
경사 : 속해 있는 경사 범위에 따라 다르게 지표면 삼각망을 렌더링합니다.
경사 화살표 : 경사 방향 분석에 사용되며 각 삼각망 면중심점에 경사 방향 화살표를 배치합니다. 화살표 색상은 경사 분석과 비슷하게 경사 범위에 지정된
색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고선 : 표고 범위에 따라 다르게 등고선을 렌더링합니다.
사용자 정의 등고선 : 표고 범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자 정의 등고선을 렌더링합니다.
유역 : 유형에 따라 다르게 유역을 렌더링합니다.

① “통합관리 – 지표면 – surface1”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표면 스타일 편집”을 선택합니다.

② 현재 “지표면 스타일”은 “삼각망”이며 표시 탭에는 외곽, 삼각망 레이어만 켜져 있을 것입니다.

③ “표시” 탭에서 “표고” 레이어만 켜주고 다른 레이어는 모두 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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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표면의 “표고분석” 스타일로 표현됩니다.

⑤ “지표면 스타일 편집 – 표시” 탭에서 “경사” 레이어를 켜면 “경사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⑥ “경사 화살표” 레이어를 켜면 “우수흐름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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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시 “표고” 레이어만 켜주고 지표면 특성으로 들어 갑니다.

⑧ “분석” 탭에서 분석유형을 “표고”로 선택하고 범위에서 개수를 “3”을 선택 후 오른쪽 옆에 “분석 실행”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⑨ 범위 상세사항에서 구성표에 색을 더블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변경합니다.

⑩ “메뉴 – 지표면 – 범례 테이블 추가” 선택 후 명령 창에서 표고<E> - 동적<D> - 도면 빈 곳을 클릭합니다.

⑪ “면적테이블”을 이용하여 표고 높이에 따라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표면 특성”에 “분석” 탭에서 최대 최소 표고를 변경시키면 자동으로 면적 테이블에 면적
도 변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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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로 선형, 종단, 코리더 설계

1. 평면선형 설계
평면 선형을 작성해 보고, 선형 계획 변경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Civil3D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화곡선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선형 지오메트리를 폴리선으로 그린 다음 해당 지오메트리로부터 명명된 선형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선형 배치 도구를 사용하
여 선형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형 구성요소 사이의 접선 관계를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그립 또는 선형 배치 도구 도구막대의 명령을 사용하여 선형
편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실행형 객체가 되거나 종단, 횡단 및 코리더의 상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형을 편집하면 변경 사항이 관련 객체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선형 유형
중심선, 간격띄우기, 기타 또는 연석 굴곡부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선형 유형을 사용하여 선형 기능에 따라 데이터를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도로 중심선에
대해서는 중심선 유형을 선택하고, 시설물 도수관과 같은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기타 유형을 선택합니다. 두 유형은 독립적인 객체입니다.

선형 레이블 스타일
레이블 세트와 선형 레이블의 개별 유형, 선형 테이블 스타일에 해당하는 하위 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측점 및 보조 측점과 같은 선형 레이블의 특
정 유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본 레이블 설정을 편집하거나 레이블 스타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형 편집
지오메트리 또는 매개변수 값을 수정하여 선형을 편집합니다.선형을 그립 편집하거나 기하학적 값을 수정하거나 구속 조건 기반 선, 원곡선 및 완화곡선
도면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배치로 선형 작성
① “2.설계부분\선형설계.dwg”을 열기합니다. 지형이 생성된 도면으로 스타일 조정을 통해 삼각망의 도면층을 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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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치지도에 등고선과 보조 등고선을 보이게 되며 이 위에서 선형, 종단, 횡단, 물량산출까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③ 배치기능으로 선형을 작성해 봅니다. 메뉴의 “선형-배치에 의한 선형 작성”을 클릭합니다.

④ 이름을 입력(선택사항)하고, (선택사항) 확인을 클릭하면 도구공간 탭에서 A-road 선형이 생성됩니다. 예 : A-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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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형배치도구”가 나타납니다.
* 선형은 객체의 끝점을 지정하는 고정, 끝점의 지정이 아닌 객체에 접하도록 정의 하는 자유형, 한 끝은 지정하고 한끝은 접하는 부동으로 분류됩니다.

⑥ “원곡선 및 완화곡선 설정”을 클릭합니다.

⑦ “원곡선 및 완화곡선 설정” 창에서 Civil3D에서 지원하는 완화곡선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클로소이드”를 선택합니다.

⑧ 입력 완화곡선과 출력완화곡선 길이에 200m를 입력합니다.
- 완화곡선 좌우 길이가 대부분 대칭이므로 같은 값인 원곡선 값은 1,000 입력합니다.
- 실무에서는 실제의 곡선 반경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⑨ 다시 “선형 배치 도구” 대화상자에서 첫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접선-접선(원곡선 포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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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시작점과 ip점 끝점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이 생성됩니다. [직선-완화곡선-원곡선-완화곡선-직선]구간
- 선형을 생성할 때 미리 정의된 스타일에 따라 레이블도 자동으로 생성되며 선형을 수정하여도 파라메터 값은 변화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일관된 설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⑪ “선형 배치도구” 끝에 “선형 그리드 뷰”를 선택합니다.

⑫ “속성 편집 테이블” 창에서 IP좌표, 곡선반경, 완화곡선의 길이 및 파라메타 값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3

2. 종단설계
종단을 작성해 보고, 선형과 상호 연동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지반고를 추출해보고, 원지반 종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획고를 표기한 계획종단을 완성해 보고, 선형에 따른 종단의 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단 지반선이라고도 하는 지표면 종단은 지표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특정 루트에 따른 표고 변화를 표시합니다.

종단 배치
구성할 표고 변경의 제안 사항을 표시하는 설계 객체입니다. 설계 종단 또는 종단 정지 계획선이라고도 하는 종단 배치는 보통 도로나 기타 기울기 작업 부
지에 사용됩니다. 도로의 경우, 종단 배치에는 특정 속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설계된 경사와 원곡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단 레이블
스타일을 구성하면 종단을 따라 모평면선형의 주 측점 및 보조 측점, 수평 지오메트리 점, 구배 변경,행, 오목형 종곡선, 볼록형 종곡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종단 뷰 밴드 스타일
도구공간 설정 탭을 사용하여 종단 뷰 밴드 스타일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원지반의 종단 생성
① “2.설계부분\종단설계.dwg” 파일을 열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종단 - 지표면에서 종단 작성” 클릭합니다.

② 선형과 지표면 이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③ 그림과 같이 하단의 “종단 뷰에 그리기”가 활성화 되면 “종단 뷰에 그리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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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단뷰 작성”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종단 이름(선택사항)을 작성합니다. 예:A-road종단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측점범위 종단뷰 높이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종단뷰 작성”을 클릭합니다. (화면상에 종단이 생성될 임의의 점 클릭)

⑤ 원지반의 종단이 생성
- 종단은 선형과 연동되어 선형의 IP점이 이동되면 종단의 모형도 함께 변화됩니다.

2) 원지반고 추출
① 원지반고의 데이터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원지반고만 추출하는 기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원지반고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지반선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하고 나타나는 메뉴리스트에서 “종단 지오매트릭 편집”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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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단 계획 배치 도구” 대화상자 생성되면, 우측끝에 “종단 그리드 뷰” 클릭합니다.

③ “속성 편집 테이블”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전체복사 선택” 하면 엑셀에 붙여 넣기 실행이 가능합니다.

3) 계획고 작성
① 메뉴의 “종단 - 배치로 종단 작성” 선택합니다. <종단을 작성할 종단 뷰 선택>하라는 명령에서 현재 그려진 종단을 선택합니다.

② “종단 작성 – 새로 그리기” 창에서 계획 종단 이름 작성 (선택사항/예 : Aroad-계획종단)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종단 계획 배치 도구”가 생성합니다.
첫번째 아이콘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곡선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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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물선의 적용 값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K값과 L값은 상호 연계 되어있습니다.

⑤ 첫번째 아이콘의 화살표 재 클릭하여 “곡선과 함께 접선 그리기” 선택한 뒤 계획고를 종단 뷰 화면에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⑥ 그림과 같이 계획고가 나타납니다.

⑦ 종단뷰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종단 뷰 특성” 선택합니다.
* 도구공간에서 “종단뷰 – 특성” 클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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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종단뷰 특성”창에서 “밴드” 탭으로 이동 한 뒤 밴드 스타일 “Cut Data” 선택 후 추가, “Fill Data” 선택 후 추가를 선택합니다.

⑨ “밴드에서 레이블을 지정할 지오메트리 점” 창에서 확인 클릭하여 밴드 추가합니다.

⑩ 그림과 같이 절토와 성토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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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종단 2부분의 “Aroad-계획종단”으로 설정 값을 고쳐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⑫ 종단의 절,성토량이 나오게 됩니다. 종단계획 변화시 절,성토량 값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3. 코리더 작성
코리더를 이용한 3차원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코리더 모델을 이용하여 횡단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코리더의 개념>
코리더는 설계에서 표준단면설정을 전구간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코리더가 작성되면, 그 코리더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사면이 원지반면과 만나는 교
차점 작성 및 전체 물량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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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더는 기존 AutoCAD Civil 3D 객체를 기반으로 그 객체로부터 작성되며, 포함됩니다.
선형(수평)
코 리더에서 중심선으로 사용됩니다.
종단(종단선형)
평면 선형을 따라 지표면 표고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표면
선형 및 종단의 파생과 코리더 정지 작업에 사용됩니다.

횡단구성요소
코리더 모델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횡단구성요소는 코리더 횡단면(표준횡단)의 지오메트리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차로는 포장된 차선(중
앙선의 어느 쪽으로나), 포장된 길어깨, 측수로 및 연석, 측면 정지 작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부분은 독립적인 횡단구성요소로 정의됩니다. 어떤 유형
의 횡단구성요소나 스택하여 일반적인 표준횡단을 구성하고 선형을 따라 측점 범위에 같은 표준횡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횡단
코리더의 일반적인 횡단면을 나타냅니다. 표준횡단은 서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횡단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코리더를 만들고 나면 지표면, 형상선(폴리선, 선형, 종단 및 정지 형상선), 토량(수량 산출)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단심 코리더 작성
기본적인 코리더를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리더 작성
코리더 작성시 복심 매개 변수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코리더 매개변수 편집
기준선, 영역, 대상, 표준횡단 빈도 및 조정 간격띄우기와 같은 코리더 매개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코리더 횡단면 보기 및 편집 : 코리더 횡단 편집기를 사용하여 코리더 횡단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 검사
코리더 모형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행
코리더, 선형, 형상선 또는 3D 폴리선을 따라 3D 모형을 통해 주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코리더를 따라 시거 : 도로를 따라 시거를 계산하고 설계가 필요한 최소 시거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횡단

3D 코리더 모형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횡단구성요소 집합을 포함하고 관리합니다.
표준횡단 작성
표준횡단의 기준선을 정의하고 횡단구성요소를 표준횡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횡단 구성요소
코리더 횡단에 사용되는 구성요소의 지오메트리를 정의하는 AutoCAD 도면 객체(AECCSubassembl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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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횡단 작성
① “2.설계부분\코리더작성”을 열기해서 작업을 계속 해도 됩니다. 메뉴의 “코리더 - 표준횡단 작성”을 클릭합니다.

② “표준횡단 작성” 창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표준횡단 이름을 작성하고 (선택사항/예 : A-road)
AutoCAD CAD화면에 표준횡단의 중심값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합니다.

③ 표준횡단의 중심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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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메뉴의 “일반 – 도구팔레트”을 클릭합니다.
* 횡단구성요소(subassembly)는 표준 횡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도구팔레트에 기본적으로 사용 되며 영국식과 미터법이 기본적으로 제공 되고, 확장도구를
설치한 경우에 한국형 카탈로그가 선택적으로 일반 – 카탈로그에 추가 되며 카탈로그와 도구 팔레트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별, 설계 분야별 등 용도에 맞게 작성
편집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⑤ “도구팔레트” 창에서 “Civil 미터법 - 차선 탭” 선택하여 [LaneSuperelevationAOR(외부 차선 편경사 차선)]을 선택합니다. 특성 창에서 도로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⑥ 특성 창에서 “고급-매개변수-측면”에서 오른쪽 선택 후 표준횡단 중심을 클릭하고 특성 창 왼쪽 선택 후 표준횡단 중심을 클릭합니다.

52

사용자 가이드북

⑦ 다시 “연석” 탭에서 “도시연석 및 측수로 일반” 선택합니다.

⑧ 특성 창에서 “고급-매개변수-측면”에서 오른쪽 선택 후 오른쪽 차선링크 클릭 특성 창 왼쪽 선택 후 왼쪽 차선링크 을 클릭합니다.

⑨ 다시 “사면” 탭에서 “사면소단” 선택합니다.

⑩ 특성창에서 “고급-매개변수-측면”에서 오른쪽 선택 후 오른쪽 구조물링크 클릭 특성 창 왼쪽 선택 후 왼쪽 구조물링크 클릭합니다.
* 표준 횡단과 관련된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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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용자가 원하는 표준횡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리더를 생성하기 위한 최종조건으로 횡단구성요소들을 조합한 표준횡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생성된 표준단면은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지표면과
상호작용합니다.)

“표준횡단” 탭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준횡단도”를 사용가능 하며, 사용자가 만든” 표준횡단도”를 “도구팔레트” 창으로 끌어서 저장하기도 가능합니다.

2) 코리더 생성
① 메뉴의 “코리더 - 단심 코리더 작성”을 선택합니다.

② 코리더 대화상자가 생성됩니다.
이름 : Aroad-Corridor
선형 : A-road
종단 : Aroad-계획종단
표준횡단 : A-road
대상 지표면 : Surfa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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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준선 및 영역 매개변수 대화상자 창에서 변환 차선 적용의 경우, 횡단구성 요소의 성격에 따라 선형, 종단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④ 화면에 사면과 함께 토공 계획이 표시됩니다.
* 작성된 코리더는 3D 구조물로 선형, 종단에 따른 표준횡단으로 구성 되어진 3D객체입니다.

>

05 횡단설계 및 물량산출

1. 횡단설계
코리더 지표면을 작성해 봅니다.
횡단을 측점 별로 작성해 봅니다.

횡단면
코리더 지표면을 비롯한 지표면을 횡단으로 자르는 지형 표고로, 지표면은 지정된 단면 검토선 그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고는 각 단면 검토선 XY 점에
서 샘플링되며, 단면 검토선에 정의된 수직 평면이 지표면 끝점과 교차하는 위치에서도 샘플링 됩니다.

횡단 뷰
각 단면 검토선마다, 해당 단면 검토선에서 샘플링된 횡단면의 일부나 전체를 표시하는 뷰입니다. 이는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뷰로서, 해당 단면 검토선의
길이에 따른 수평 한도와 표시 중인 횡단면 세트의 최소 및 최대 표고에 따른 수직 값이 모두 있습니다.

횡단 시트
플로팅을 위해 생산 품질 횡단 배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면검토선 객체
지정된 지표면의 세트에 대해 절토한 방향을 나타내는 선형 평면 객체로 단면 검토선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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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단면 검토선을 따라 지표면 표고를 확인할 때 횡단면 객체를 사용합니다. 단면 검토선으로 정의된 수직 평면을 교차하는 각 지표면을 사용하면 횡단면 객
체가 됩니다. 횡단면 객체 유형은 TIN 지표면과 같은 표고 소스로 정의됩니다. 횡단은 단면 검토선을 따라 코리더 지표면, 코리더 및 관망에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1) 코리더 지표면 생성
① “2.설계부분\횡단설계.dwg” 파일을 열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 – 코리더 - Aroad-Corridor”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특성을 선택합니다.

② “코리더 특성” 창에서 “지표면” 탭을 선택합니다. 맨 왼쪽의 코리더 지표면 생성 버튼 클릭합니다.

③ “데이터형식 - 링크, 코드지정 - top을 확인한 후 오른쪽의 +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④ “경계” 탭을 선택한 후 Aroad-Corridor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여 “외부 경계로 코리더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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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코리더 지표면에 사면 외곽부터 경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코리더 지표면이 생성이 되었으며 통합관리에 지표면 항목의 새로운 지표면이 추가됨을 확인합니다.
* 지표면 항목에 느낌표가 있을 경우 지표면을 재작성 합니다. 새로 작성된 코리더 지표면을 마우스 오른쪽버튼으로 선택하여 “지표면 특성”을 선택합니다.

⑦ 코리더 지표면의 작성 형태 확인을 위해 현재 스타일을 복사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작성합니다.

⑧ “정보” 탭에서 표고라는 이름의 스타일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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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표시” 탭에서 뷰 방향을 평면으로 설정하고 표고, 외곽을 선택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지표면 특성 창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 스타일 에서 뷰 방향이 평면과 모형 두가지로 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⑩ 표고스타일에 맞는 지형이 표시됩니다.
* 3D객체로 작성된 코리더에 대해 물량을 생성하기 위해 지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2) 횡단 산출
① “횡단 - 단면검토선 작성”을 클릭합니다.

② 선형을 화면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목록에서 선택하여도 됩니다. (목록에서 선택시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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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면검토선 그룹 작성을 위한 횡단면 단면 검토값으로 원지반과 새로 작성된 코리더 지형을 선택합니다. 단면 검토선 스타일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④ “단면 검토선 도구”에서 단면검토선 작성방법을 “측점 범위로”를 선택합니다.

⑤ “단면검토선 작성 – 측점범위로” 창에서 왼쪽, 오른쪽 “주사폭”을 “30m”로 수정하고 “추가단면검토 컨트롤”에서 “범위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True”로 수
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⑥ 단면검토선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단면검토선 작성도구”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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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횡단 – 다중 횡단 뷰 작성”을 선택하고 선형과 단면검토선을 확인한 후 “횡단뷰 작성”을 선택하여 횡단을 배치 합니다.

⑧ 작성된 횡단을 확인합니다.

60

사용자 가이드북

2. 물량산출
물량산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량산출을 위한 조건식 지정방법
물량산출 테이블 작성방법
선형, 종단, 횡단과의 다이나믹 모델
재료 리스트 작성은 토량 테이블 및 보고서 작성의 핵심 단계로 재료 리스트가 생성되고 나면 테이블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료 리스트를 제작
하는 동안 수량 산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수량산출 계산 결과
총 토량 테이블 : 절토, 성토 및 누적 토량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예: 토공 또는 절토/성토 보고서).
재료 물량 테이블 : 재료 리스트의 특정 재료에 대한 절토, 성토 및 누적 토량이 들어 있습니다(예: 구조물 요소의 누적 토량).
수량 보고서 : 조건 정의((비교 가능한 지표면), 재료 유형(예: 절토 유형), 수축 및 팽창 비율, 다시 채우기 비율이 포함된 XML 형식의 파일입니다. 특정 형
식은 선택한 스타일 시트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량 산출 보고서나 테이블을 작성하려면 먼저 단면 검토선 그룹 특성에 재료를 정의하거나 재료 계산 명령을 사용하여 재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조건식 지정
① 새로 작성된 코리더 지표면과 원지반의 물량산출을 위해 조건식을 지정합니다.
통합관리 탭 “선형 – 중심선형 – A-road – 단면 검토선 그룹 – SL-Collection”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특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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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료리스트” 탭에서 “새 재료 추가”를 하게 되면 “Material”이 추가 됩니다.

③ “재료정의 항목”에서 원지반과 물량산출을 위해 작성한 코리더 지형의 조건과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Suface1 지표면 추가
Aroad-Corrider 지표면 추가

④ 다시 “새 재료 추가”를 클릭하여 “Material”을 추가합니다. 새로 만든 재료의 수량유형을 성토로 변경 합니다.

62

사용자 가이드북

⑤ 재료정의 항목에서 물량산출을 위해 “지표면 선택”에서 지표면을 추가 해 줍니다.
Suface1 지표면 추가
Aroad-Corrider 지표면 추가

⑥ “수량유형 – 절토 – 원지반 아래, 계획지반 위”, “수량유형 – 성토 – 원지반 위, 계획지반 아래” 설정합니다.

⑦ 횡단에 물량이 표시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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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량 산출
① “횡단 – 테이블추가 - 총토량” 클릭하여 테이블형식으로 물량을 작성합니다.

② 선형, 단면검토선, 재료리스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③ 도면 상에 테이블 형태로 물량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물량 데이타는 선형과 종단 횡단이 연계되어 있어 선형과 종단 계획이 변화하게 되면 물량데이타
도 같이 자동 수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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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단지 설계

1. 정지 기능
문서 작성에 필요한 도면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지작업의 개요를 확인합니다.
정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지는 일반적으로 기준선, 정지 대상선 및 여러 투영선으로 경계가 구분된 면으로 구성됩니다. 기준선은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모든 형태로서, 여기서 정지
를 투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형상선이나 로트 라인일 수 있습니다. 형상선은 능선, 빌딩 초기 계획 또는 저습지 밑면과 같이 도면의 선형 피쳐입니다.
정지 대상은 지표면, 거리 또는 표고(절대 또는 상대)일 수 있습니다.

정지작업 및 지표면
정지 작업을 편집하면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지표면으로 정지 그룹이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지 그룹에서 분리된 지표면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
다. 분리된 지표면은 정지 작업에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정지 작업을 편집하더라도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형상선
정지 명령이 인식하고 초기계획선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유형의 선입니다. 기존 2D 또는 3D 폴리선, 선 또는 호를 변환하여 형상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원지반 작성
① “지형형성 “\3 단지설계\1. 수치지도.dwg” 파일을 열기합니다.

② “지표면 – 지표면 작성” 선택합니다.
* 측량데이터 외에 도면 객체와 등고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③ “지표면 작성” 창에서 유형을 “TIN지표면” 선택하고 이름은 원지형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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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관리 – 지표면” 에 기존지형을 확장하여 “정의 – 등고선 - 추가” 클릭합니다.

⑤ “등고선 데이터 추가” 창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명령 창에 “등고선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면 전체를 선택 후 “엔터”키를 클릭합니다. 등고선이 형성되는 것
이 보입니다.

⑥ “지표면 – 기존지형 – 정의 – 도면객체 - 추가”를 선택합니다.
* 지형을 구성 하는 요소로 AUTOCAD 객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⑦ Z값을 갖는 X모양의 블록도 추가시키기 위해 “도면 객체의 점 추가” 창에서 객체유형을 “블록”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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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명령 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면전체를 선택 후 “엔터”키를 클릭합니다. 삼각망이 재생성 되는 것이 보입니다.

⑨ “지표면 스타일 편집”을 클릭합니다.

⑩ 작업 효율을 위해 삼각망 도면층은 끄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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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면 형상성 작성
①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폴리선을 다음과 같이 5각형을 작성합니다.

② 폴리선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이용하여 특성을 클릭합니다.

③ 대상지역이 표시된 폴리선의 고도 값을 특성 창을 사용하여 변경(고도 112로 변경),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영역의 형상선 작업 준비를 합니다.

④ “정지작업 - 객체로부터 형상선 작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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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상 영역의 오각형 폴리선을 선택하고 엔터 하게 되면 “형상선 작성” 창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폴리선이 형상선으로 변경 되면서 색상도 변경됩니다.

3) 정지 계획
① “3.단지설계\3.정지계획.dwg” 파일을 열기해서 작업을 계속 해도 됩니다

② “정지작업 - 정지작성 도구”를 선택합니다.
“정지작성도구”가 표시되며 “정지그룹설정”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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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 지표면 작성” 및 “토량 기준 지형”을 체크해줍니다.
“지표면 작성”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조건세트” 에는 여러 가지 정지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설정 값에서 작성된 조건이 조건세트의 선택에 따라 표시됩니다.

⑤ 지형을 대상으로 정지하기 위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Grade to Surface 선택)

⑥ 선택된 조건에 따른 조건의 방식에 대해 확인과 변경 가능합니다.

⑦ “정지작성’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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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명령 창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피쳐 선택 : 미리 작성한 형상선을 선택합니다.

정지면 선택 : 대상지역의 외부를 선택합니다.
전체 길이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예(Y)/아니오(N)] <예(Y)>: 엔터 클릭합니다.

정지 조건: Grade to Surface
절토 형식 [기울기(G)/경사(S)] <경사(S)>: 엔터
절토 경사 <2.00:1>: 경사도를 지정하고 엔터
성토 형식 [기울기(G)/경사(S)] <경사(S)>: 엔터

성토 경사 <2.00:1>: 경사도를 지정하고 엔터
절토 부분은 붉게, 성토부분은 녹색의 선으로 표시됩니다.
명령이 끝나면 ESC하여 명령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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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채울 영역 선택” 이용하여 정지 작업된 내부를 클릭하면 정지 내부의 면이 작성됩니다. 채우기 작성으로 완벽한 정지 면을 생성합니다.

⑩ “정지 작성 도구” 창에서 “정지 토량 도구” 선택합니다.

⑪ “정지 토량 도구” 창에서 절토량과 성토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⑫ “토량자동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⑬ “토량자동 균형조정” 창에서 토량을 조정하면 도면내의 정지영역에서 절성토 영역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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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오수 설계
우, 오수 관망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과 종단에 관망을 표현합니다.

3D로 작업된 관망을 간섭검사를 통해 관망 사이에 충돌을 검사합니다.
네트워크 배치 도구 도구막대를 사용하여 관망을 작성하거나, 도면에서 기존 폴리선이나 형상선을 선택한 후 해당 폴리선이나 형상선에서 관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관망을 도면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기존 폴리선에서 관망을 작성합니다. 이 방법으로 관망을 작성하려면 표준 AutoCAD 도면 명령을 사용하여 폴리선을 작성한 다음 각 폴리
선 정점에 파이프 끝점과 구조물을 자동으로 배치합니다.

1) 객체에서 관망 작성
① “\3 단지설계\5. 파이프 모델링.dwg” 파일 열기합니다. 원지반이 작성되어 있으며 폴리선으로 2개의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② 메뉴의 “파이프 - 객체에서 관망 작성”을 클릭합니다.

③ 하나의 폴리선을 선택하고 관망에 우수 흐름 방향을 설정합니다. (각각의 폴리선은 고도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도값 : 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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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체에서 관망 작성” 창에서 “1,000mm Concrete Pipe” 파이프 선택, “Concentric Structure 1,500 dia 530 frame 900” 구조물 선택, Surface1 지형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이프가 생성이 되었으면, 나머지 폴리선도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와 구조물을 선택하여 관망 작성을 합니다.

⑤ “객체 뷰어”로 3D 파이프 및 구조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망 간섭체크
① 메뉴의 “파이프 – 유틸리티 - 간섭 검사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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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망 네트웍1과 네트웍2를 선택합니다.

③ “간섭 검사 작성” 창이 활성화 되며 간섭체크될 네트웍 관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④ 간섭 검사가 작성되었으며, 네트웍1과 2는 서로 간섭이 되고 있습니다.

⑤ 간섭된 부위가 빨강색으로 체크됩니다. 간섭부위는 파이프의 관경 또는 경사구배, 종단을 조정하여 간섭을 피해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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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철도 설계

도로설계를 위한 지표면에서부터 선형 및 코리더등의 설계 전반에 걸친 Cvil3D의 강력한 기능이 있는 반면 이전 버전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어떠한 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3부터는 철도설계가 가능하도록 선형설계 및 설계기준, Label등의 철도설계를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 되었습니다.
선형 지오메트리를 폴리선으로 그린 다음 해당 지오메트리로부터 명명된 선형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선형 배치 도구를 사용하
여 선형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형 구성요소 사이의 접선 관계를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그립 또는 선형 배치 도구 도구막대의 명령을 사용하여 선형
편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철도 선형 생성
예제는 공항의 통근 철도접근을 위해 철로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① “\4 철도설계\ 1_rail.dwg” 파일 열기합니다. (선형이 이미 생성되어 있습니다)

② 도구공간의 설정 탭의 “선형 - 피쳐 설정 편집” 선택합니다.

③ “피쳐 설정 편집 – 선형” 창에서 캔트 옵션 및 레일 선형 옵션이 추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옵션들은 뒤에서 다룰 철도 선형설계 시에 조정이 가능하며
설정 탭에 동일한 사항을 넣어둔 이유는 Template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캔트 옵션에 관련된 내용은 F1의 도움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캔크 방정식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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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형 캔트 공식 옆의

클릭하여 “표현식” 창에서 우측 하단에서 함수 및 변수들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⑥ 철도설계 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레일 선형 옵션”에서 “현을 따라 레일 원곡선 측정” 우측의 “아니요”를 “예”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⑦ 평면상에서 선형을 선택하고 상단에서 활성화된 “선형: Replacement Rail” 리본 탭에서 “선형 특성” 클릭합니다.
(선형 선택 후 우측마우스 클릭 후 “선형 특성”을 선택해도 됩니다.)

⑧ “선형 특성” 창에서 “정보” 탭에서 선형의 유형을 “중심선”에서 “난간”으로 변경합니다. 경고 창에서 “새 선형 유형 적용”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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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선형 특성” 창에서 “레일 매개변수” 탭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⑩ “설계 조건” 탭에서 "

설계 속도 추가” 클릭합니다.

⑪ 선형검토를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설계속도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60km/h 로 정의합니다.

⑫ “조건 기준 설계 사용” 클릭하고 아래의 “설계 조건 파일 사용” 옆의

클릭하여 Autodesk Civil 3D Imperial Rail Cant Design Standards.xml 파일 선

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⑬ 평면에서 곡선부분에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느낌표로 나타납니다. 또한, 느낌표에 커서를 가져가면 어떤 사항이 위반이 되었는지 간략히 정
보를 표현됩니다.

⑭ 선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합니다.

⑮ “Edit Alignment Geometry” 클릭 혹은 선형 클릭 후 활성화된 “Rail Alignment : Replacement Rail” 리본 탭에서 “Geometry Editor”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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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ment Layout Tools” 창에서 우측의 “Alignment Grid View” 클릭합니다.

Panorama창에서 느낌표로 표시된 부분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고 16번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표시됩니다.

완화곡선구간 길이 310m를 최소 길이인 340으로 수정합니다. 곡률반경 1000을 최소곡률 반경인 1910으로 수정하면 아래와 같이 경고가 나타나며 이는 단순히
길이만 수정해서는 기준에서 요구되는 값들을 충족 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캔트는 직선운동을 하는 기차가 곡선으로 접어들 때 관성력에 의한 원심력이 발생되며 이때 원운동을 하는 기차의 힘은 질량 x 구심가속도입니다. 이때, 구심가
속도는 = V2 / R 로 정의 되며 따라서, 캔트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캔트는 곡선 반경에는 반비례 하지만 설계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본 예제에서는 곡선반경을 줄이는 대신에 설계속도를 수정하여 접근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래 길이는 310m으로 수정하고 “alignment entities” 창을 닫습니다.

선형 선택하고 “Rail Alignment: Replacement Rail” 리본 탭에서 “alignment properties” 클릭합니다.

“Design Criteria” 탭에서

“add design speed” 클릭 하여 설계속도가 3개로 되게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디자인 스피드와 스테이션을 수정합니다.

OK 클릭하면 평면에서 위반표시가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tart Station은 평면에서 직접 스테이션을 선택하여도 되고 문자 입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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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코리더 작성
이제 철도 표준 횡단 및 코리더 작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① “\4 철도설계\ 2_rail.dwg” 파일 열기합니다.
“뷰” 리본 탭 “뷰” 패널에서 “3_Assembly” 선택합니다. (view manager로 미리 평면, 종단, 횡단의 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② 도면에 표준횡단 선택하여 활성화된 표준횡단 리본에서 “표준횡단 특성” 클릭합니다.

③ “표준횡단 특성” 창에서 “구성” 탭의 표준횡단 유형이 “철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④ “뷰” 리본 탭의 “뷰” 패널에서 다시 “1_Rail_Curve_Zoom” 클릭합니다.

⑤ “홈” 리본에서 “코리더 작성”을 클릭합니다. “코리더 작성” 창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Name : Replacement of Rail corridor
종단 : Layout (2)
표준횡단 : Rail Assembly
대상 지표면 :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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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확인 두번 클릭하고 코리더를 재작성 합니다.

⑦ 다음은 생성한 코리더로 지표면을 생성합니다. 이때 지표면 경계 기능도 같이 적용합니다.

⑧ 작성된 코리더 선택한 후 활성화된 “코리더 리본탭 - 코리더 수정패널 - 코리더 지표면” 클릭합니다.

⑨ “코리더 지표면” 창에서

“코리더 지표면 생성” 클릭하고 코드 지정에서 “Datum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지표면 항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⑩ “경계” 탭에서 “Replacement Rail Corridor” 마우스 우측버튼 이용하여 “외부 경계로 코리더 범위” 클릭합니다. (코리더의 최 외곽선을 경계선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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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횡단 작성
① 도구공간의 통합관리 탭에서 “지표면 - 지표면 작성” 클릭합니다.

② 이름은 “Context” 입력, 스타일은 “Border only” 입력 후 확인 클릭합니다.

③ “지표면의 Context – 정의 – 편집 - 지표면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④ EG 선택 후 확인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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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표면의 Context – 정의 – 경계 – 추가” 클릭합니다.

⑥ 유형에서 숨기기 선택 후 확인 클릭합니다.

⑦ 명령 창에서 객체 선택 or [지표면(S)]에서 S입력 후 엔터 두번 클릭하고 지표면 선택 창에서 Replacement Rail Corridor surface 선택 후 확인 클릭합니다.

⑧ “지표면의 Context – 선택”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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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빈 화면 평면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하여 “객체 뷰어” 선택합니다.

⑩ 지표면에서 선형의 경계 안쪽은 숨기기로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⑪ 코리더 선택하고 코리더 리본탭에서
“주행” 클릭하여 코리더의 형상선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기준이 되는 선형을 정의 하기 위함으로 어떤 선을 정의하던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⑫ 예제에서 형상선은 “daylight_subballast”를 선택합니다.

⑬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⑭ 모드의 옵션은 경로, 눈, 탐색, 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로”는 주행 시뮬레이션에서 기준이 되는 선형이나 여러 개의 뷰를 동시에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며,
“눈”은 주행 뷰 시뮬레이션 시 운전자의 눈의 위치를 상하, 좌우로 수정이 가능하다. “탐색” 옵션은 시작 시점, 설계 속도, 시뮬레이션의 시각 스타일등의 옵션들
을 지정 가능하며, “대상”은 경로에서 지정한 기준선에서 위치를 상하, 좌우로 수정하여 재 지정이 가능합니다.

⑮ 위와 같이 설정이 완료되면 재생을 클릭하여 주행 시뮬레이션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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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의 캔트 적용
“\4 철도설계\3.Raildwg” 열기 합니다.

① 상단에는 평면이 하단에는 횡단이 보입니다. 상단의 평면에서 선형을 클릭하여 “레일 선형” 리본 탭에서 “캔트 - 캔트 계산 편집” 클릭합니다.

② .“지금 캔트 계산” 클릭합니다.

③ 아래와 같이 “캔트 계산 – 철도 유형” 창이 나타납니다. 이는 앞에 도구공간 설정에서 미리 정의한 내용과 동일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 옵션들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겹침 자동 해결“ 체크합니다.

④ “마침”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캔트가 적용된 현황을 “캔트 테이블 형식 편집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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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캔트 테이블 형식 편집기” 창을 닫으면 도구공간 통합관리 탭의 지표면과 코리더 항목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마크가 나타납니다.

⑥ 두 항목을 클릭 후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하여 재작성 클릭합니다.

⑦ Cant가 적용된 부분의 횡단면도가 아래와 같이 Cant가 적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⑧ 선형 선택 후 활성화된 “레일 선형” 리본탭에서 “캔트 - 테이블 형식 편집기 보기, 캔트 뷰 작성” 을 통해 캔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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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량 대시보드
토공수량 및 도로의 종단계획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계획선형에서 유저가 미리 구역들을 정의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토공수량을 Dashboard기
능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그 영향을 파악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① “\4 철도설계\4.Raildwg” 열기 합니다.

② 상단에는 평면이 하단에는 종단이 보입니다.

③ “분석” 리본 탭에서

”토량 대시보드 -

새 토량 지표면 작성” 클릭합니다.

④ 기준 지형을 EG, 비교 지형을 Datum(기준)으로 변경 후 학인 클릭합니다.

⑤ Panorama의 좌측에 보면 성토와 절토의 수량이 산출되었습니다.

⑥ 본 예제에서는 3개의 구역으로 폴리선으로 정의해 놓았는데 이 구역의 수량을 확인해 봅니다.

⑦ Panorama에서

Add bonded Volume 클릭하여 평면에서 첫번째 구역의 폴리선 클릭합니다.

⑧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구역3까지 추가하여 각 구역별로 토공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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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단에는 평면, 하단에는 종단이 보이게 설정합니다.
뷰” 패널에서 “2_profile_View” 클릭합니다.

⑩“

⑩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⑪ “종단 뷰”에서 종단 계획의 사각형 그립을 선택하고 변경합니다.

⑫ “분석” 리본 탭에서 ”토량 대시보드” 클릭합니다.

⑬ “Surface5”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재작성” 선택하면 토공량이 재작성 됩니다.

88

사용자 가이드북

>

08 Pressure Network

1) Pressure Network 평면 배치
Civil3D 2013버젼 부터는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fittings 과 부속품, 파이프를 포함하는 pressure networks을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3D객체들은
pressure network의 모델들을 생성하고 자세히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① “\5 Pressure Network\1_pressure_pipes.dwg” 열기 합니다.

② “홈” 리본 탭에서 “관망 - 압력식 관망 작성 도구” 클릭합니다.

③ “압력식 관망 작성” 창에서 요소 리스트는 “Demo Water Parts List”, 지표면 이름은 “Finished Grade Entire Area” 선택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④ “압력식 관망 평면 배치” 리본 탭에서
토피고 : 5.0’ (지정한 surface의 지형에서 설치될network까지의 높이)
크기 및 재료 선택 : 10’ pip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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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파이프 및 곡관 클릭 하여 아래와 같이 pressure network를 클릭하여 그립니다.
세번째 클릭 후 c입력후 엔터하여 방향 선택 후 붉은색 원의 중심점 클릭합니다.

CLICK

CLICK

CLICK

⑥ 첫 clik위치의 Elbow을 클릭 후 e 입력후 엔터 클릭합니다. (삭제 명령)

⑦ 압력식 관망 평면 배치 리본 탭에서 “부속가(Add fitting)”를 “10 x 10 TEE”선택합니다.

⑧ “부속가” 클릭 후 위에서 삭제한 위치에 TEE를 클릭하여 설치 합니다.

⑨ Fitting 선택하여 위쪽화살표 그립을 클릭하여 우측과 같이 수정합니다.

⑩ 리본 탭에서 “파이프만”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Pressure network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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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ssure Network 종단 편집
① “\5 Pressure Network\2_pressure_pipes.dwg” 열기 합니다.

② “홈” 리본 탭의 “설계 작성” 패널에서 “선형 - 압력식 관망으로부터 선형 작성”을 클릭합니다.

③ 명령 창에서 첫번째 압력식 관망 요소 선택에서 좌측 상단의 붉은색 원의 첫 Network를 클릭합니다.

④ 다음 압력식 관망 요소 선택은 Shift를 누른 후 우측 하단의 마지막 Network라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체의 Network가 선택이 됩니다.

⑤ Network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 합니다.

⑥ “선형 작성” 창에서 아래와 같이 셋팅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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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표면으로부터 종단 작성” 창에서 지표면은 “Finished Grade Entire Area” 선택하고 “추가” 클릭합니다.

⑧ “종단 뷰에 그리기” 클릭하고 “종단 뷰 작성” 창에서 “종단 뷰 작성” 클릭하여 화면에 배치 시킵니다.

⑨ 현재는 여러 레이블이 겹쳐져 보이므로 레이블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⑩ 레이블 선택하여 활성화된 리본탭 수정에서 "레이블 그룹 편집"을 클릭합니다.

⑪ 종단 레이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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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4번 클릭하여 표시된 레이블을 삭제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사용자 가이드북

⑫ 평면 중앙에 있는 파이프와 간섭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의 파이프를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후 “종단 뷰에 요소 그리기” 클릭합니다.

⑬ “종단 뷰”에 클릭하면 기존의 파이프와 간섭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⑭ 종단상에서 파이프를 클릭하여 활성화된 리본 탭에서 “네트워크 편집 - 종단 배치 도구” 클릭합니다.

⑮ “수정’ 패널에서 “곡선 파이프” 클릭합니다.

PV의 곡선 파이프 곡면 반지름 5000입력후 유형을 C를 입력하여 볼록형 형상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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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ing Pressure Network Design Checks
① “\5 Pressure Network\3_pressure_pipes.dwg” 열기 합니다.

② 종단의 파이프를 선택 후 활성화된 리본 탭에서 “레이블 추가 – 전체 압력식 관망 종단” 클릭하면 레이블이 생성됩니다. (“주석” 리본 탭에서 레이블 추가 클릭하
여 “압력식 관망 - 전체 압력식 관망 종단” 클릭 하고 종단을 선택하여도 됩니다.)

③ 종단에서 파이프 클릭하여 활성화된 리본 탭에서 “설계 검사” 클릭합니다.

④ 4가지 항목(굴곡, 지름, 연결 열기, 곡면 반지름)에 대해서 검토 가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⑤ 아래와 같이 위반된 부분에 경고표시가 나타나며 커서를 가져가면 위반된 정보를 표시해줍니다.

⑥ 위는 평면상에서 90도로 굴곡하여 생긴 위반사항입니다. (압력 파이프 특성에서 허용 굴곡이 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⑦ 파이프 클릭 후 활성화된 리본 탭에서 “깊이 검사 - 종단상에서 모든 파이프” 클릭 후 엔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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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깊이 검사 실행” 창에서 최소 토피고 깊이 3.00’ 설정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⑨ 명령 창에서 “최소 및 최대 토피고 깊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⑩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종단에서 파이프 및 Elbow를 선택하고 그립을 이용 하면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

09 Subassemble Composer 실습
표준횡단은 횡단구성요소 객체의 집합으로 AutoCAD Civil3D의 코리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이며, 횡단구성요소는 도구팔레트의
모여있습니다. Subassemble Composer는 횡단구성요소 사용자가 직접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고 매개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Subassemble Composer에서 콘크리트 연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Subassemble Composer를 실행합니다.

②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여 파일 이름은 StandardConcreteCurb.pkt으로 저장합니다.

③ Subassemble Composer는 단위 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Civil3D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매개변수에 인치단위계를 사용했다는 표시로
아래와 같이 매개변수 이름 끝에 IN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④ “Input/Output Parameters” 창에서 아래와 같이 매개변수를 입력합니다.
• Side, Side, Input, Right
• TopCurbWidthIN, Double, 6, Top of Curb Width (in)
• BottomCurbWidthIN, Double, 7, Bottom of Curb Width (in)
• FrontRadiusIN, Double, 1, Radius of Curb Gutter Edge (in)
• BackRadiusIN, Double, 0.25, Radius of Curb Back Edge (in)
• RevealHeightIN, Double, 6, Height of Curb Reveal (in)
• TotalCurbHeightIN, Double, 20, Total Height of Curb (in)
• TopCurbSlope, Slope, 48:1, Top of Curb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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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좌측 “Workflow - Decision”을 드레그앤드롭 하여 Flowchart에 입력합니다.

⑥ 콘크리트 연석의 TopCurbWidthIN, BottomCurbWidthIN, TotalCurbHeightIN, and TopCurbSlope 매개변수가 0값을 가지면 Subassembly 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값이 0값을 가질 경우 Decision를 통해 오류 메시지가 나오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Decision에서 VB식 입력 클릭합니다.

⑧ 식 편집기에서 “TopCurbWidthIN=0 OR BottomCurbWidthIN=0 OR TotalCurbHeightIN=0 OR TopCurbSlope>99.9” 입력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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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Report Error” 드레그앤드롭하여 Flowchart에 넣고 메시지를 Warning! Value cannot be 0! 입력합니다.

⑩ “Sequence” 드레그앤드롭하여 Flowchart에 넣고 더블 클릭합니다.

⑪ Sequence창에서 “Point”를 추가합니다.

97

⑫ P1 Point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⑬ Sequence 창에 “Auxiliary Point” 추가하고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Delta X,Y 값의 12로 나눠주는 이유는 인치로 설정했던 매개변수 값을 피트로 모델링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⑭ AP1의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보조선 AL1도 생성합니다.

⑮ 다시 Sequence 창에 “Auxiliary Point” 추가하고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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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2의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보조선 AL2도 생성합니다.

“Fillet Arc” 추가하고 링크이름은 L2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특성을 설정합니다. (AL1, AL2 보조선 위에 P2, P3 점이 생성이 됩니다.)

L2의 자세한 설정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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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를 추가하고 링크이름은 L1입력하고 특성에서 P1점과 P2점을 설정합니다.

“Point”를 추가하고 점이름은 P6입력하고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Auxiliary Link”를 추가하고 보조선 이름은 AL3입력하고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Fillet Arc”를 추가하고 링크 이름은 L4입력하고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AL2, AL3 보조선 위에 P4, P5 점이 생성이 됩니다.)

“Link”를 추가하고 링크이름은 L3입력하고 특성에서 P3점과 P4점을 설정합니다.

“Link”를 추가하고 링크이름은 L5입력하고 특성에서 P5점과 P6점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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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를 추가하고 점 이름은 P7입력하고 특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링크 L6도 생성합니다.

“Link”를 추가하고 링크이름은 L7입력하고 특성에서 P1점과 P7점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Shape”를 추가하고 면 지정을 미리보기 창에서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Shape 지정은 닫힌 링크선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링크를 추가하여 지정 가능합니다.

완료된 서브어셈블리 형상은 다음과 같으며, Civil3D에서 삽입 리본 탭에서 횡단구성요소 가져오기로 서브어셈블리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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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Map3D 실습
AutoCAD Map 3D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수치지도를 통한 설계대상지역의 데이터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의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utoCAD Map은 공간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입니다. AutoCAD Map은 CAD 및 GIS를 연
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utoCAD Map에서는 설계 및 GIS에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 형식에 직접 엑세스 할 수 있습니다. AutoCAD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지형 공간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의 GIS 기능을 단일 환경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나은 설계를 얻을 수 있으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데이터 품질이 높아집니다.

AutoCAD Map은 지도를 작성, 유지보수, 시각화, 프리젠테이션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한 매핑 및 지리정보시스템 제품 군의
하나로 AutoCAD에서 진화한 GIS전문 프로그램입니다. AutoCAD 환경에서 정리한 매핑 정보 작성, 유지보수, GIS 분석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AutoCAD Map에는 고유의 공간 데이터 관리기능과 다중 도면접근 기능뿐만 아니라 AutoCAD의 객체지향적 기
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01 Map3D 도면 부착

① Map의 시작과 프로젝트 작업

② 인터페이스 설정을 위하여 Civil3D 실행후 오른쪽 하단에

③ 리스트에서 Civil 3D 클릭하여 작업공간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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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전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가이드북

④ 명령 창에서 mapwspace 입력하여 “작업 창”을 활성화 하고 지도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Map의 모든 작업은 Map menu와 “작업 창”에서 이루어집니다.

⑤ 작업 창에서 “지도 탐색기 - 도면 - 부착”을 선택합니다.
* 수치지형도를 부착하여 설계대상 지역에 대한 수치지도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전작업으로 부착을 진행합니다. 부착할 도면 선택 창에서 별칭 작성 편
집 부분을 선택하여 추가 할 도면을 쉽게 찾고 프로젝트 작업시에 공통된 경로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⑥ 드라이브 별칭을 기억하고자 하는 임의의 이름을 기입하고 찾아보기에서 실제 경로를 확인하여 추가하게 되면 리스트에 기입되고 닫기 하게 되면 찾기 목록에 별
칭 경로가 작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별칭은 실제 폴더 이름과 다른 임의의 이름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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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프로젝트_편집자르기” 폴더를 선택하고 내부의 도면을 모두 선택한 후 “추가” 클릭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⑧ 작업 창에서 “지도탐색기 – 도면” 하위에 선택한 도면들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zoom명령을 사용하더라도 부착된 도면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⑨ “도면 – 키뷰” 를 클릭합니다. “키뷰” 창에서 줌 범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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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부착된 도면이 표시되고 zoom명령에 의해서도 표시가 제어됩니다.
* 하지만 재생성 했을 경우에 도면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부착과 신속뷰를 통한 것은 현재 DWG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부착을 통한 도면의 데이터를 읽어 미리
보기 하는 것입니다. Map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좌표 인식의 기능을 통해 부착된 도면들이 도협의 번호에 맞게 자동으로 부착되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뷰 재생성하면 화면상의 객체가 사라집니다.

>

02 Map3D 도면 조회

① 부착된 도면을 기반으로 수치지도중에 설계 대상 지역의 등고선등,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기 위해 “조회라이브러리 – 현재 조회 – 정의”를 선택합니다.

② “부착된 도면 조회 정의” 창이 표시됩니다.
* 위치, 특성, 데이터, SQL등 다양한 조건으로 필요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취소 클릭하여 도면 공간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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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시된 객체 중에 도협이 6개 영역이 모두 일부 포함하도록 폐합된 폴리선을 작성하고 재생성 합니다. 표시된 객체는 사라지고 폴리선으로 작성한 다각형만 표시
된다 작성한 폴리선은 전체 수치지도상에서 설계 대상지역을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

④ 조회 정의를 선택하여 조건을 선택합니다.

⑤ “조회 유형 – 위치”를 선택합니다.

⑥ “위치조건” 창에서 “폴리선, 걸침, 폴리곤”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면 객체를 선택하도록 되며 작성된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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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회 조건이 설계 대상지역으로 추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등고선만 추출하기 위해 “특성”을 선택합니다.

⑧ 수치지도내에서 7111,7114번 도면층이 등고선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도면층” 특성으로 값 ”7111,7114”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⑨ 현재 조건의 정의는 설계 대상지역의 영역내에 등고선만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작성 전에 확인을 위해 “미리보기” 조회모드로 “조회실행”을 선택합니다.

⑩ 지정한 영역 내에 걸쳐져 있는 등고선 데이터가 표시된다.
객체를 선택해보면 전체 블록형태로 선택이 되지만 재생성 할 경우 사라지게 되어 아직 객체로 작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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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현재조회 – 정의” 하여 도면으로 작성하기 위해 그리기 조회합니다.

⑫ 객체가 표시되고 객체를 선택하여 도면 미리보기 형태가 아닌 각각의 실 객체로 도면 상에 작성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걸침 형태로 등고선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부로 할 경우 내부에 들어있는 객체만 포함이 되고 데이터가 유실되는 이유에서입니다.

⑬ 명령 창에서 “Maptrim”, 또는 리본메뉴 “도구 - 경계 자르기”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⑭ 경계선택 부분에서 “경계선택 – 선택” 하여 작성한 폴리선을 선택하고, “자를 객체 – 자동”,
“자르기 방법 – 외부”에서, “자를 수 없는 객체 – 무시”로 지정하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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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확인 창이 뜨는데 이 부분은 작업진행의 여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를 선택합니다.

백업 저장부분은 중요합니다.

“아니오”라고 선택해야 기존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면이 작성됩니다.

6개 도협의 수치지도에서 설계 대상지역의 등고선만 추출하여 도면이 작성된다.

>

03 도면정비

① “\2.Map3D 실습\도면정비” 폴더에서 Cleanup.dwg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도면은 등고선으로 보여지지만 객체를 선택하여 볼 때에 객체가 이어져 있지 않고 모두 끊어져 있어 데이터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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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면정비는 Map의 기능 중 위상을 작성하는 작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도면상 객체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위상 작업을 위
해 도면 상에 중복 또는 미달 노드의 유무 짧거나 교체 된 객체등으로 작성되지 않는 작
업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한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도면 전체의 객체
속성과 구성, 하고자 하는 작업 등이 전제 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비 조건을 바꾸는것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객체가 삭제 되거나 변경
되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방식 중에서 2-3개의 조건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으며 객체 단순화, 중복객체 삭
제, 폴리선 제거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객체를 미
리 언급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모두 삭제되는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상의 오류가 없음으로 표기 될 때까지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③ 명령 창에서 “MapClean” 명령어 또는 리본 탭에서 “도구 - 도면정리” 클릭합니다.

④ “도면 정비” 창에서 “수동선택 – 버튼”을 선택하여 전체의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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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면정비방식을 “유사노드 분해”를 선택 추가합니다.
*유사노드는 객체내에 많은 노드가 분포되어 필요없는 노드를 제거하는것으로 등고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화식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
우 객체는 자동으로 정비되고 선택할 경우 정비되는 과정을 대화식으로 확인 가능하다.

⑥ 도면정비에서 오류가 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명령 창에 표시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⑦ 등고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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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실습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은 도시 배수 시스템, 고속도로 배수 시스템, 우수 하수관, 오수 하수관을 계획 및 설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문학 및 유압 분석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기술적 성능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toCAD® Map 3D 및 AutoCAD® Civil 3D와 양방향 데이터 교환
• NRCS (SCS) TR-20/TR-55, Rational Method, Modiﬁed Rational, HEC-1, EPA SWMM, UK Modiﬁed Rational (Wallingford
Procedure) 등을 포함해 널리 인정 받고 있는 수문학 분석 방법
• 파이프, 개수로, 개울, 교각, 지하 수로, 도로 유입구 수사지 등의 유압 분석
• 배수, 과적, 유량 분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수력학 하도 추적
• 무제한 크기의 네트워크 지원
• 개발 전후 조건 비교
• 저수지와 저류지의 분석 및 설계
• 우수 최적 관리 방안(BMP) 분석
• 수질 모델링
• 상세 평면 뷰 도표, 종단면 도표, 시계열 도표를 보여주는 정교한 그래픽 출력
• 대행사 규정 검토를 위한 맞춤형 보고서 및 템플릿
• 위치 정보 시스템(GIS) 상호운용성
• 미국 단위와 미터법(SI) 단위 모두 지원

>

01 SCS Method

SSA는 주어진 지역으로부터 유출량을 계산하는 수문학 이론 중 하나인 SCS TR-55와 SCS TR-20을 지원합니다.
목적:
좁은 집수구역의 도시 수문검토를 위한 TR-55이론은 2,000 acres(8km2) 이상의 기존과 개발중인 도시의 집수구역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SCS

TR-55이론은 강우량, 유달시간, 유출계수, 배수면적 등 Rational Method와 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강우량의 시간분포, 초기 강우손실, 요지저류량,
폭우의 기간 동안의 감소된 침투량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합니다.

①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를 실행합니다.

④ Hydrology runoff speciﬁcations의 Hydrology Method 에서 SCS TR-20
Method를 선택합니다.

② Data Tree의 Project Options을 선택 (또는 풀다운 메뉴 Input > Project

Time of concentration에서 SCS TR-55을 선택하고 Minimum allowable TOC

Options)하여 Project Options 창을 표시합니다.

에서 6Min을 입력합니다. NRCS TR-20 & TR-55 의 최소허용 유달시간(TOC)
은 6Min입니다.

③ General 탭의 Units & element specifications를 정의합니다.
Compute lengths and areas while digitizing을 체크하여 디지타이징 할 때 유
역 면적과 관망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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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Hydraulic routing speciﬁcations의 Link routing method에서

좌측 상단의 구획 도로 중간쯤에서 시작하여 유역 안쪽으로 두 개의 분리된

Hydrodynamic을선택합니다.

폴리곤을 작성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Force main equation에서 Hazen-Williams 선택 OK하여 설정을 확정합니다.

⑥ 메뉴의 File > Import > Layer Manager (DWG/DXF/TIFF/more)……하여
Layer Manager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ellipsis button을 선택하여 Post Dev.tif 이미지파일이 있는 경로를 선택, 이
미지를 표시합니다.

⑨ Edit메뉴 도구막대에서

Select Element 도구를 선택하여 subbasin icon

을 더블 클릭합니다. (또는 subbasin icon 오른쪽 클릭하여 메뉴에서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Subbasins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⑦ Watermark Image를 체크합니다. 배경이미지가 흐리게 표시되어 작성하
는 하수관망 자료가 잘 보이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SCS TR-55 TOC tab에서 SCS TR-55 TOC Methodology를 지정합니다. 이 모
델에서는 Average method를 선택합니다.

Sheet Flow, Shallow Concentrated Flow, Channel Flow parameters를 각각
의 탭에서 지정합니다..

⑧ 도구막대에서 Add Subbasin을 선택하여 배수영역을 작성합니다.

**Sheet Flow
Sub-01, Sub-02 동일한 값을 입력합니다.
- Manning’s roughness: 두 소유역 모두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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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length: NRCS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00ft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⑩ Curve Number tab에서 이미지와 같이

- 배수영역의 average slope는 측량 값을 기준으로 0.8%정도로 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창을 닫습니다.

ellipsis button에서 선택하여

2yr-24hr rainfall: Hillsborough county NH에서 2.9inches를 입력합니다.
SSA 에서는 강우데이터를 ellipsis button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
습니다.

**Shallow Concentrated Flow
- Flow length: Subbasin-01은 186.7ft. Subbasin-02는 175.39 ft. 로 하고
ellipsis button에서 Flow length ﬁeld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Slope는 0.8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Surface type항목에서 Paved를 선택합니다.

\

SSA는 다양한 지형 유형을 제공하여, NRCS에서 사용하는 traditional Paved,
Unpav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⑪ 도구막대에서 Add Inlets을 선택하여 도로 끝에 아래 이미지와 같이 위치
시킵니다. subbasin icon을 오른쪽 클릭하여 메뉴에서 Connect To를선택하여
두 개의 Inlets에 연결합니다.

**Channel Flow
Channel Flow는 실제 유수흐름이거나 도로측구 유수의 배수영역에 집중된
시간을 계산할 때만 사용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두 개의 배수유역의 추정치를 산정하므로 Channel Flow는 설
정하지 않습니다.
참조 블로그: http://bimontherocks.typepad.com/my_weblog/ssa/

**TOC Report
TOC Report탭에서 정의된 값으로SCS TR-55 TOC보고서가 계산됩니다. 이 보
고서는 복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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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도구막대에서 Add Outfall을 선택하여 배수관망의 유출구를 이미지와 같

이미지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정의합니다.

- length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표시된 링크의 값을 사용합니다.
- in/outlet offset값은 다음 이미지와 같이 physical properties에서 입력합니다.
Link-01은 Storm Sewer Inlet Pipe, Link-02 는 Storm Sewer Outlet Pipe로 이
름을 변경하고 close합니다.

Outfall을 더블 클릭합니다. (또는 오른쪽버튼으로Outfall을 선택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Outfall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Invert elevation을 968 ft. Boundary
condition type 을 Free로 선택하여 자유 배수 되도록 하고 닫습니다.

⑬ 도구막대에서 Add Conveyance Link 를

⑭ Add Conveyance Link 를 선택하여 Inlet-01과 Inlet-02를 연결하는 새로운
선택하여 두 개의 유입구와 유출구를 연결하여 상류 유입구에서 하류로 유수

링크를 이미지와 같이 작성합니다.

흐름을 정의합니다.

Link를 선택 (오른쪽마우스버튼으로link를 선택, 메뉴에서 Properties)하여
Conveyance Links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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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작성된 Link-03을 Gutter Flow 변경하고
단면을 결정하기 위해 Shape에서 Open Channel 선택 후, User-Defined 선택
합니다.

Physical Properties항목에서 이미지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⑮ 우측 Properties항목의 ellipsis button을 선택하고, Irregular Cross Section
대화상자에서 Add버튼을 클릭합니다. cross section ID를Gutter XS로하고 이
미지와 같이 단면 값을 입력 합니다.

Roadway & gutter speciﬁcations 에서 Gutter cross slope를 0.0303 ft. /ft. 로
변경하고 창을 닫습니다.

- Station values: 0, 16, 16.5, 16.56.
- Elevation values: 975.2, 974.68, 974.68, 974.68.
단면의 표고는 상대적인 값으로 정의된 링크의 깊이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inlet / outlet invert elevations은 link의 실제 값으로 입력합니다.
Data Tree에서 Rain Gages를 더블 클릭하여 Rain Gages 대화창을 표시하
고, Add버튼을 선택하여 Rain gage를 추가합니다.

data 를 입력하고 닫은 후, Conveyance Links 대화 창을 닫습니다.
Data source항목 에서 Time series의 ellipsis 버튼을 선택하여 Time series창
I

nlets을 더블 클릭(또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Properties선택) Inlets 대화

창을 표시하여 Inlet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을 표시합니다. Add 버튼을 사용하여 Time series를 추가합니다. Time series

ID를 분석강우 단위 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i.e., 10YR- 24HR).

시간 단위 별 강우데이터를 정의합니다.

기본정보를 사용하여 General specification과 Combination inlet specification
을 정의합니다.
상류inlet-01은 On Grade로 하류Inlet-02은 On sag로 정의합니다. Physical

properties항목을 이미지와 같이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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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rainfall data의 Data type에서 Standard rainfall을 선택합니다.

Rain Gages창에서 Assign버튼을 클릭하고 Yes 버튼을 선택하여 모든 소유

Rainfall Designer버튼을 클릭하여 Rainfall Designer창을 표시합니다.

역의 raingage 데이터를 입력하고 Close합니다.

SSA는 선택 지역의 Sheet Flow rainfall Parameter를 지정합니다.

합니다.

위치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지역을 선택하여 누계 Cumulative와 같은 Rainfall

General tab에서 simulation실행을 위한 영역을 지정합니다.

type을 선택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강우기간은 0 day, 0.00 hr. 05 minutes, and 0.00

집중Intensity유형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seconds.

Return period에서 2-yr를 선택하면 Rainfall depth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For Routing deﬁne 5 seconds으로 정의된 TR-20 혹은 TR- 55방식에 의한 해

SCSType II 24-hr과 같은 Unit intensity를 선택하면 Cumulative Storm를 산출

석에서 결과를 얻습니다.

메뉴의 Analysis > Analysis Options을 선택하여 Analysis Options창을표시

합니다.

Time steps항목의 Reporting은 0 day, 0.00hr, 05minutes, 0.00seconds로
Routing은 5 sec로 정의하고 Dates 항목은 End Analysis on항목을 다음날(i.e.,

OK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입력하면 Time Series창으로 돌아옵니다.

1 day)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정의합니다.

Time Series ID를 2-yr로 변경하고 닫고 반복하여 Time Series창에서 return
period 를 10-yr, 25-yr, 50-yr, 100-yr를 작성합니다..

Storm Selection탭에서 Single storm analysis, Multiple storm analysis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수리해석방법으로 SCS TR-20 or SCS TR-55 방식을 사용하고, Select Storm항
목의 Use rainfall time series 또는 Use assigned rain gage(s)를 선택합니다.

Time Series 창에서 아래와 같이 5개 강우를 정의하고 Close하여 Rain Gages
창으로 돌아갑니다.

Single storm analysis을 실행하기 위해 Use rainfall time series와 100-yr 을 선
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설정이며 OK버튼을 눌러 모든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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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의 Analysis > Perform Analysis 에서 해석을 실행합니다..

메뉴의 Output에서 다양한 결과표와 보고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SSA는 지속적으로 모델과 보고서의 오류를 %로 제공합니

메뉴의 Output에서 Time Series Plot을 선택합니다.

다. OK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Subbasins을 확장하고 Runoff을선택하고 확장하여 두 개의 subbasins을선택
하면 hydrographs가 표시됩니다.
위의 작업을 반복하여 Nodes, Links에 적용하면 다양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Time Series Plot에 표시되는 내용은 analysis options에서 multiple storms (i.e.
100-yr storm event)에서 정의된 사항입니다..
Time Series Plot 탭의 X를 눌러 닫습니다

Multiple storm analysis을 실행하기 위해 메뉴의 Analysis > Analysis
Options를 선택합니다..
Analysis Options 창에서 Storm Selection 탭의 Multiple storm analysis를 선
택합니다.

Rainfall Time Series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ellipsis 버튼을 선택하여 결과파일이 저장될 Output Filename과 경로를 지정
합니다. (e.g., 2-yr Rainfall Time Series, 2-yr등의 이름, Save버튼을 선택합니
다.).
반복하여 모든 영역을 선택하고 Load output file항목에서 100-yr을 선택하고

OK버튼을 선택하여 입력을 완료합니다.

메뉴의 Analysis > Perform Analysis 에서 해석을 실행하고 OK버튼을 눌러 창
을 닫습니다.

다중강우 곡선을 표시합니다.
메뉴의 Output > Time Series Plot을 선택합니다.
메뉴의 Time Series Plot> Open Solution……을 선택하면 결과파일이 저장된
위치가 표시됩니다.

2-yr.sol을 선택하고 OK버튼을 선택하여 결과 파일을 로드 합니다.
반복하여10-yr, 25-yr, 50-yr, 100-yr파일을 로드하고 2-yr, 10-yr, 25-yr, 50-yr,

and 100-yr의 Subbasins과 Runoff의 모든 항목을 확장하고 수리해석그래프
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118

사용자 가이드북

그래프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메뉴에서 Copy Time Series Plot을 선택
하면 클립보드에 복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Word 문서에 붙여 넣을 수 있습
니다.

Output메뉴에서 ASCII Output Report를 선택하여 ASCII report file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구막대의 ASCII Output Report아이콘

을 눌러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profile plot을 표시하기 위해 메뉴의 Output > Proﬁle Plot을 선택합니다.
Starting node의 입력공간에 커서를 둡니다. outfall Out-01을 선택하여
starting node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Storm Sewer Outlet Pipe와 Storm
Sewer Inlet Pipe를 선택하여 profile을 지정합니다. Show Plot 버튼을 눌러 선
택된 경로의 Profile Plot을 작성합니다.

Output메뉴에서 Excel Table Reports를 선택하여 Excel Table Report를 작
성할 수 있습니다. Excel Table Reports아이콘

을 선택하여 Excel report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ustom Report를 만들기 위해 메뉴의 Output > Custom Report Options
을 선택하면 Custom Report Options 창이 표시됩니다.

Report ﬁles options항목에서 Notify if overwriting을 체크하고 ellipsis버튼을
선택하여 Custom Report가 저장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Report formats항목에서 PDF, Excel report항목을체크하고 Report tab options
도 체크합니다..

Report Sections tab을 확인하고 제외할 항목이 있는 경우는 체크를 해제하여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우 상단의 Report버튼을 눌러 Custom Report를 작성하고 메뉴의 Output>

Generate Custom Report 를 사용하거나 Generate Custom Report 아이콘으
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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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animations을 Plan View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Plan View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에서 Display Options
을 선택합니다. 하단 Properties항목의 Link View에서 Flow Rate를 선택하고,

Annotation항목의 Link Values앞에 체크표시 합니다.

Profile Plot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에서 Proﬁle Plot Options을 선
택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색상표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GL display method에서 Straight line을 선택하고 OK버튼을 선택하면 붉은
선이 Profile Plot에 이미지와 같이 표시됩니다.

Links항목의 thickness에서 Proportional To Value앞에 체크표시 합니다.
Display surcharging 과 Display ﬂooding의 체크표시는 해제합니다.

Legends 항목의 Links를 켜고 OK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의 Output > Output Animation을 선택하여 Output Animation창을
표시합니다.

Output Animation창에서Animation Speed bar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고, Play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을 시작합니다.
관내의 수위변화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an View에서 legend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legend options 에서 Auto Scale
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릅니다.

Output메뉴에서 Output Animation을 선택하여, Play버튼을 실행하면, links
의 색상과 두께가 수위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

사용자 가이드북

결과는 요소관련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Pipes를 더블 클릭하면 Conveyance Links 창이 표시되고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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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Works 실습
이 장에서는 Autodesk Infraworks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utodesk InfraWorks는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과 Ultimate Edition에 포함되어 있는 툴로서, CAD 및 GIS플랫폼에
기반하여 설계 기획단계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3D모델링과 비쥬얼라이제이션 기술도구입니다.

InfraWorks를 이용하면 기존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큰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쳐 모델까지도 구축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현재 컨텍스트 안에서 초기 디자인 컨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LOD로 프로포절(디자인 방안)을 작성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컨셉은 3D모델로 시각화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설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입
니다. 또한 제작 방법도 쉽습니다.

InfraWorks로 작성된 모델은 클라우드를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공유하여 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

01 Autodesk InfraWorks 작업 환경

InfraWork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Application Menu에는 전체 모델 환경을 설정하는 옵션과 저장 및 열기 관련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기본적으로 InfraWorks의 기능은Ribbon메뉴를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Model Explorer에서는 오토캐드의 도면층 특성 관리자와 같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모델 내에 있는 데이터 층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들만 표시하
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등의 관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nfraWorks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설계 지역의 현상황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Tool Strip과 이에 포함된 Draw Strip도구를 사용하여 모델
내에 3D 컨셉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122

사용자 가이드북

>

02 Autodesk InfraWorks 실습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온 후, 건설 대상 지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컨셉 디자인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영국의 샘
플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좌표계는 BritishNatGrid를 사용합니다. 좌표계 및 단위는 각 지역 혹은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 파트의 실습에서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간단한 컨셉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fraworks는 SQLite 파일포멧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면 SQLite파일로 저장되고, 가져오기한 데이터와 Infraworks에서 설계한
내용 역시 이 파일에 저장됩니다.

1. 새로운 모델 생성

③ 응용프로그램 메뉴에서 “Options”를 클릭하여 모델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Application Options” 대화상자에서 “Unit Configuration” 카테고리를 클릭

① 응용프로그램 메뉴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New Model” 대화상자

에서 파일 위치를 지정하고, 이름을 “NewTownCenter”라고 지정합니다.

하여 “Default Units” 항목을 “Imperial”로 변경합니다. OK버튼을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종료합니다.

2. 기존 데이터를 모델로 가져오기
Autodesk InfraWorks에서 Import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은 아래와 같습
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형식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하여 데
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todesk InfraWorks 2014버
전에서는 Autodesk Revit에서 구축된 RVT파일도 Import하여 사용이 가
② “New Model” 대화상자 아래의 “Advanced Settings”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좌표계를 “BritishNatGrid”로 설정합니다. OK버튼을 클릭하여 대화상자

능합니다. Revit 모델의 경우에는 설계 모델의 내부까지 탐색할 수 있습
니다.

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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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aworks 모델로 가져올 수 있는 파일 형식 : 3D Model (3ds, fbx, dae,

⑥ “Data Source” 팔레트에서 “Danville_Buildings”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

obj), AutoCAD DWG, Autodesk IMX, CityGML, LandXML, Point Cloud,

여 “Data Source Configuration” 대화상자를 열기합니다. 상단의 “Type” 항

Raster, Revit RVT, SDF, SHP, SQLite

목에서 “Buildings”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Common” 탭에서 “Roof

• Infraworks 모델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식 : Oracle, MySQL,

Height” 항목의 셀을 클릭하여 “Expression Editor”를 실행합니다.

SQLServer Spatial, WFS, Generic

① “Home” 리본 탭에서 “Data Sources”를 클릭하여 “Data Sources” 팔레트
를 열기 합니다.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되는 지형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LandXML을 선택합니다. 예제 파
일 폴더“\4.InfraWorks 실습” 폴더에서 “Existing Conditions의 Danville Site

LiDAR.xml”을 선택하여 열기합니다.

② “Data Source” 팔레트의 “Daville Site LiDAR.xml”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Configuration”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Geo Location” 탭의 “Coordinate
System” 항목을 “BritishNatGrid”로 설정합니다. 그 외의 설정은 그대로 두고

⑦ 빌딩의 높이를 빌딩의 층수×10ft로 설정하기 위한 표현식을 작성합니다.
“Expression Builder” 대화상자에서 좌측상단의 “Property” 버튼을 클릭하여

[Close & Refresh]버튼을 눌러 모델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Stories”를 선택합니다. 연산자로는 *(곱하기)를 선택하고, “value” 항목에
10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③ 지형 데이터 위에 실제 지역의 이미지를 드레이핑 합니다.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Raster를 선택합니다. “\4.InfraWorks 실

⑧ “Geo Location” 탭에서 “Coordinate System” 항목은 “BritishNatGrid”를

습” 폴더에서 있는 “DanvilleSite,jpg” 이미지를 이용하여 모두 선택하여 열기

선택합니다. “Source” 탭으로 옮겨가서 “Draping Options”를 "Drape”으로

합니다.

설정합니다. 그외 다른 설정은 디폴트로 두고 [Close & Refresh]버튼을 클릭하
여 빌딩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④ 역시 Image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 대화상
자 > “Geo Location” 탭 > “Coordinate System” 항목을 “BritishNatGrid”로
설정합니다. 그 외의 설정은 그대로 두고 [Close & Refresh]버튼을 눌러 모델
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⑤ 이제 기존 지역의 빌딩 모델을 SDF파일로 가져와보겠습니다. SDF파일은
Spatial Data File의 약자로서 오토데스크의 지리공간데이터 저장 포멧입니다.
AutoCAD Map3D 및 Civil3D에서 도면설계데이터를 SDF포멧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SDF를 선택합니다. “\4.
InfraWorks 실습” 폴더에서 “Danville_Buildings.sdf”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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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Danvill_Water.sdf” 파일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가져옵니다. (설정값은 아
래 참조)

Type = Water Areas / Coordinate System = BritishNatGrid / Draping
Options = Drape

사용자 가이드북

3. 가져온 데이터에 스타일 적용하기

⑤ “Rule Editor” 하단의 “Styles” 카테고리에서

(Add an existing style)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Façade로 Concrete & Glass”를 선택하고, 스타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

일로는 “Anviragus” 를 선택합니다.

다. 다음 작업에서는 이 기존데이터에 스타일을 적용하여, 3D모델이 보
다 실제와 같이 보이도록 시각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Home” 리본 탭의 “Style Model” 패널에서 “Style Rules” 버튼을 클릭하
여 “Style Rules”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Style Rules” 팔레트에서 “Buildings”
탭을 클릭합니다.

②

(Add a new empty rule of the current rule type) 버튼을 클릭하여 새

로운 스타일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름은 “Single-Family”로 지정합니다.

③ 위에 설정한 규칙을 선택한 후,

(Edit properties of the currently

selected rule)를 클릭합니다. “Rule Editor”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Expression” 카테고리 아래의

(Edit)버튼을 클릭하여 “Expression Editor”

를 표시합니다.

⑥ 아래와 같이 완성이 되었으면 OK버튼을 눌러 “Rule Editor” 대화상자를 닫
습니다.

④ “Expression Editor”에서
택합니다.

(Property)를 클릭하여 “ROOF_HEIGHT”을 선

(Operator) 를 클릭하여 연산자로는 = (Equal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후, 우측의

HEIGHT” 를 선택하고,

(Get Values)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ROOF_
를 다시 클릭합니다.

3.048 값을 더블클릭하여 표현식을 완성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OK버튼을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125

⑦ 2~6번의 단계를 반복하여 4개의 규칙을 더 추가합니다. 규칙별 디테일은

4. 구축된 현재 지역을 고려하여 컨셉스케치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작성한 모델에 새로운 설계의 컨셉을 기획하
Name: Multi-Family

는 작업을 합니다.

Expression: ROOF_HEIGHT=6.096

디자인 Proposal을 작성하고, 그 디자인 안에 간단한 도로 작성과 3D 컴

Style: Façade/Brick/Dercetas

포넌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컨셉스케치 외에
도 Ultimate Edition을 사용하면 Civil 3D 유형의 도로를 작성할 수 있는

Name: SmallBusiness

Autodesk® Roads & Highways Module for InfraWorks를 사용할 수 있

Expression: ROOF_HEIGHT=9.144

습니다.

Style: Façade/Brick/Blackbird
Name: Appartments
Expression: ROOF_HEIGHT=12.192 OR ROOF_HEIGHT=15.24

① 스타일 작업까지 마친 파일에 이어서 작업합니다. 아래 영역으로 줌인 합

Style: Façade/Brick/Aegeon

니다.

Name: Ofﬁces
Expression: ROOF_HEIGHT>=30.48
Style: Façade/Metal & Glass/Scaffold

⑧ “Style Rule” 팔레트 하단의

(Refresh)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스타일

을 적용합니다. 모델을 확대해보면 빌딩 높이별로 아래와 같이 스타일이 적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 Rule” 팔레트를 닫습니다.

② “Home” 리본 탭의 “Design” 패널에서

(Proposals)를 클릭하여

“Proposals” 팔레트를 오픈합니다. Proposal은 기존 모델위에 작성하는 디자
인 안이며, InfraWorks에서는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Proposal로는 Master 한가지를 제공합니다.

Proposals 팔레트에서

(Add new proposal)를 클릭하여 새로운 Proposal

을 작성합니다. 이름은 “EastAccess”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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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제 “EastAccess Proposal”에 도로를 스케치합니다. “Tool Strip”에서

⑥ 도로를 작성한 후에는 스케치한 도로를 선택하여 기즈모와 단축메뉴로 수

(Create/Edit Features)를 클릭하면 “Draw Strip”이 나타납니다. “Draw Strip”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도로를 선택하고, 마우스오른쪽 버튼을 눌러

에서

(Create/Design Roads)에 마우스를 오버 시키고, 플라이아웃에서

단축메뉴에서

(Split Feature)를 선택하여 도로를 분리합니다.

(Create Roads [Roads])를 선택합니다.
④ 다시 “Draw Strip”에서
이아웃에서

(Create Roads [Roads])를 두번 클릭하여 플라

(Select Style)를 선택합니다. “Style” 팔레트의 “Road” 탭에서

“Sidewalks with Lamps”를 선택합니다.

⑦ 분리한 아래쪽 도로의 스타일을 “Bridge”로 변경합니다. “Home” 탭의
“Explore” 패널에서 (Properties)를 클릭합니다. 아래쪽 도로를 선택하고,
“Properties” 팔레트의 “Stylization” 카테고리에서 “Manual Style”의 셀을 눌
러

를 클릭합니다.

⑤ 모델에서 아래와 같이 도로를 스케치합니다. 강의 북쪽에서 시작하여 강을
건너 그림에서 보이는 위치까지 작성한 후, 더블 클릭하여 스케치를 종료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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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Style” 팔레트에서 “Street/Interstate”를 선택하고, “Bridge General”을

⑪ “Draw Strip”에서

(Create City Furniture [City Furniture])를 두번 클릭

선택합니다. OK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종료한 후, “Properties” 팔레트에서

하여 플라이아웃에서

(Select Style)을 선택합니다. “3D Model/

“Upd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Vegetation”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Oval Hedge”를 클릭한 후 대화상자를 종
료합니다.

⑨ 아래쪽 도로의 뷰를 그림과 같이 변경한 후, 기즈모를 이용하여 Bridge의
높이를 위로 변경합니다.

⑫ 건물 뒤에 클릭하여 나무를 그립니다. 끝나는 지점에서는 더블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⑩ 도로를 작성한 후, 3D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모델을 좀 더 현실감있게 만들
어봅니다. 뷰를 그림과 같이 변경합니다. (위에서 스케치한 도로)

⑬ “Draw Strip”에서

(Create City Furniture [City Furniture])를 두번 클릭

하여 플라이아웃에서

(Select Style)을 선택합니다. “3D Model/Vehicles”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BMW7 Series”를 클릭한 후 대화상자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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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스케치한 도로 위에 더블클릭하여 자동차를 배치합니다. 기즈모를 이용하

[스토리보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예시]

여 도로에 맞게 변경합니다.

⑮ “Present” 탭의 “Imagery” 패널에서 “Snapshot”을 클릭하면 현재 뷰를 이
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에서 이미지의 크기와 저장경로를 지정
해줍니다.

스냅샷 이미지 뿐만 아니라, 렌더링으로 보다 정밀한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
습니다. 또한 Design Road 혹은 지정한 경로를 따라 애니메이션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avi와 같은 몇가지 동영상 포멧으로 export하
여 프리젠테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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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소개
>

01 보링 모델링 생성

IDS Premium/Ultimate 2014 버전 사용자 중에 서브스크립션 가입 고객의 한하여 Geotechnical Module을 제공합니다. IDS설치하실 때 Civil3D 옵션을 통
해 설치 가능합니다. Geotechnical Module은 보링데이타를 쉽게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1) 보링 데이터 가져오기 및 모델링 작성
① Civil3D 새로만들기 하여 기본템플릿 도면을 열기 합니다.

② 보링 데이터 가져오기 전에 도면을 저장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③ 보링 데이터의 ARG파일을 가져오기 위해 “Geotechnics” 리본 탭 “Import” 클릭 합니다.

④ “Import Data” 창에서 아래와 같이 “AGS31” 파일을 추가 합니다.

⑤ 보링데이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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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Geotechnics” 리본 탭 “Asset Managers” 패널에서 “Borehole Manager” 클릭합니다.

⑦ “Borehole Manager” 창에서 Strip 체크하면, 각각의 보링 정보를 평면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⑧ “Geotechnics” 리본 탭 “Asset Managers” 패널에서 “Strata Manager” 클릭합니다.

⑨ “Strata Manager” 창에서 Display Bottom 체크하여 보링 지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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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Geotechnics” 리본 탭 “Profile” 패널에서 “Create” 클릭하여 종단 스타일과 선형을 지정하면 보링 데이터를 종단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보링 모델링 다른 소프트웨어로 내보내기
① Civil3D에서 Navisworks 소프트웨어로 파일 교환은 Civil3D 명령창에서 nwcout 명령어 입력하여 NWC 확장자로 내보내기 하여 Navisworks에서 보링 모델링 파
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Navisworks에서 FBX 내보내기 하여 InfraWorks에서 FBX 파일 가져오기 기능으로 보링 모델링 파일을 가져오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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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ivil3D에서 만든 보링 지형모델링을 각각 CAD 파일로 내보내기 하여 Revit에서 DWG 파일 가져오기 하면 보링 모델링을 Revit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02 도로 모델링 4D 시뮬레이션

1) Autodesk Navisworks 기초 실습

① Autodesk Naivworks 실행하여 활성화 합니다.
도면 열기하여 파일형식을 “Autodesk DWG/DXF” 선택합니다.
도면은 “\ Navisworks for Infrastructure\1_Create Model.dwg” 열기합니다.

② “뷰” 리본 탭 “작업공간” 패널에서 작업공간 로드에서 “Navisworks 확장” 선택합니다.

③ “관측점” 리본 탭 “관측점 저장” 클릭하여 뷰 포인트를 저장하고 뷰 포인트 이름을 “Main” 으로 변경합니다.

④ 윈도우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하거나 우측의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항상 “Main” 뷰를 클릭하면 저장된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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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홈” 리본 탭에서 “선택” 클릭합니다.

⑥ 마우스 휠로 줌 인과 줌 아웃을 할 수 있고 Shift 버튼과 휠을 이용 회전 하면서 개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버튼 만을 누르면 view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⑦ 창 좌측의 “선택 트리”를 클릭 후 고정 핀 클릭

하여 창을 고정합니다.

⑧ “홈” 리본 탭에서 “선택 및 검색” 패널에서 선택을 “도면층”으로 설정합니다.

⑨ 선택되는 항목 지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위에서부터 개체가 큰 순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면층”을 선택하여 Civil3D에서 미리
정의 된 도면층별로 선택되고, “파일”을 선택하면 전체 개체가 선택, “형상”은 지형만 선택되고 “마지막 객체”를 선택하여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 트리의 레이어
하위의 객체가 표시 됩니다..

⑩ Navisworks의 Option Editor에서 선택되는 객체의 색이나 여러 인터페이스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⑪ “옵션 - 옵션 편집기” 창에서 “인터페이스 – 선택 – 색상”에서 선택 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⑫ AutoCAD Civil3D 실행하여 명령 창에서 Nwload 명령 입력하면 Navisworks과 연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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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Navisworks에서 선형 클릭 후 항목 도구 리본 탭 “스위치백” 패널에서 “스위치백” 버튼 클릭합니다.

⑭ Civil3D에서 모델링이 Navisworks과 같은 상태와 보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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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oCAD Civil3D 코리더 솔리드 요소 만들기
① View를 Top으로 수정 2D인터페이스로 작업 시작합니다.

② “도구공간 – 도구상자 - Miscellaneous Utilities - 코리더 솔리드 추출” 더블 클릭합니다.
“코리더에서 솔리드 작성” 창에서 “모든 기준선 영역 추가” 클릭 할 경우는 전체 코리더의 요소들을 솔리드로 추출합니다.

③ 이번 예제에서는 500ft씩 나눠서 각각의 객체들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lignment선
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여 “영역 추가” 클릭합니다.

④ 시작 지점 선택 후 측점 5+00.00’ Station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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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같은 방법으로 500ft씩 나눠서 솔리드를 만듭니다.

⑥ 각각의 Station별 솔리드 객체들이 만들어 졌는데 Navisworks에서 좀더 편한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면층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아래 이미지와 같이 “횡단구성요소 이름”을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의 도면층 이름 템플릿을 선택 하여야 분류된 모든 Station에 적용이 됩니다.)

⑧ 특성 필드 항목에서 “구성 영역 이름” 선택 후 “삽입”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수정 후 확인 클릭합니다.

⑨ “코리더에서 솔리드 작성” 창에서 좌측의 “출력 옵션” 클릭합니다.

⑩ 객체 유형 작성에서 “AutoCAD 3D 솔리드 (스윕 솔리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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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출력 대상 옵션 항목에서 “새 도면의 추가를 클릭” 하여 새로운 도면을 생성합니다.

⑫ Roadsolid.dwg 파일로 저장하고 “솔리드 작성”을 클릭합니다.

⑬ 저장한 Roadsolid.dwg 파일 도면을 열기하여 창 좌측 상단의 비주얼 스타일 옵션을 실제로 변경합니다.

⑭ 솔리드 요소가 정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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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visworks에서 4D, 5D 시뮬레이션
① “\Navisworks for Infrastructure\2.Roadsolid.nwf 열기합니다. Navisworks에서 각각의 객체들을 선택하여 “선택 트리”창에서 객체 이름을 확인합니다.

② Navisworks하단의 Timeline를 클릭하여 창을 활성화 합니다.

③ “작업 자동 추가” 버튼에서 “최상의 항목 모두에 대해”를 선택합니다. (선택 트리에서 확인한 객체의 이름 별로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④ “시뮬레이션” 탭에서 이동 재생을 클릭하면 공정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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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생 중에 Station이 순차적으로 시공 시뮬레이션이 안되고 5+0.000 ~ 10+0.000구간이 시공 상 마지막으로 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작
업” 탭으로 이동합니다. 작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Region 5+0.00 ~ 10+0.00구간을 Shift버튼 이용하여 선택하고 작업을 위로 이동 시킵니다.

⑥ 작업을 0+0.00 ~ 5+0.00구간 다음으로 이동하여 일정에 맞게 날짜를 수정합니다.

⑦ 현재 공정을 엑셀로 작성하기 위해서 우측의 “CSV 내보내기” 클릭하여 엑셀파일로 내보내기 한 후 수정 가능 합니다.

⑧ 예제에서는 엑셀로 작성된 공정을 가져오기 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모든 작업을 삭제합니다. 데이터 소트 탭으로 이동하여 추가에서 “CSV Import”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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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미리 작성된 Construction Schedule.csv 파일을 선택합니다.

⑩ 필드 선택기 창에서 내부적인 옵션과 외부 파일과의 속성들을 맵핑하는 작업을 아래 이미지와 같이 진행합니다.

⑪ 확인 클릭합니다.

⑫ 가져온 데이터 이름을 클릭 후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하여 “작업 계층 다시 구성”을 선택합니다.

⑬ 작업 탭에서 규칙을 사용하여 자동 연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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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도면츨 별로 정렬하도록 규칙을 설정하고 규칙적용 클릭합니다.

⑮ 작업유형은 구성으로 설정합니다.

“시뮬레이트” 탭으로 이동 후 전체 공정을 재생 확인 한다.

공정 시뮬레이션 재생 시 자세한 내용을 표기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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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설정” 창에서 중첩문자 항목의 “편집”을 클릭합니다.

글꼴 클릭 후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하고 확인 클릭하여 설정 창을 닫습니다.

좌측 상단에 일정이 표기됩니다.

CSV파일에서 이미 비용을 가져왔으므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탭에서 열에서 “열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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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비용과 장비 비용을 체크 후 확인 클릭합니다.

작업 탭에서 체크한 두개의 열이 추가 되었으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탭으로 이동하여 설정 “중첩 문자” 창에서 텍스트를 편집합니다.

Ctrl + Enter로 다음 행으로 이동 후 임금비용과 장비비용, 비용합계를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입력합니다.

시뮬레이션 실행하면 좌측 상단의 비용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우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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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내보내기 기능으로 동영상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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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ash Detection
① “\Navisworks for Infrastructure\3_Utilities.nwf” 열기합니다. 먼저 모델링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 창 우측의 저장된 뷰 포인트에서 “drive”클릭합니다.
“보행시”버튼 클릭하여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② 뷰 포인트를 start로 이동합니다.

③ 윈도우창의 좌측에서 Clash Detective창을 활성화 하고 테스트 추가 합니다.

④ 이름은 “Storm” 입력합니다. 선택사항 A의 “C-STRM-PIPE”와 선택사항 B의 “C-WATR-PIPE”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설정 유형은 “하드”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실행” 클릭합니다.

⑤ 결과에서 간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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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
Autodesk에서는 설계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애드인 형태로 제공되는 Autodesk
Exchange Apps과 InfraStructure Design Suite를 좀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Extension을 제공합니다.

>

01 Autodesk Exchange Apps

스토어 형태로 제공되는 Autodesk Exchange Apps의 경우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설계상 필요한 애드온 프로그램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http://apps.exchange.autodesk.com/ko

1. Autodesk Exchange Apps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시작할 스토어를 클릭하고 원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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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애드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02 Autodesk Extension

Autodesk Extension는 Subscription 가입 고객에게 InfraStructure Design Suite을 더욱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http://subscription.autodesk.com
1. Autodesk Subscription에서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다운로드-제품 기능 강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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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todesk AutoCAD Storm & Sanitary Analysis 2014 for Autodesk AutoCAD Map 3D 2014, Autodesk Bridge Module, Revit Extensions for Autodesk Revit
2014 등과 함께 다양한 Extension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

03 AEC/ENI 유저 그룹 안내

• http://aec.krinfra.co.kr로 접속한 후 AEC/ENI 사용자가이드 메뉴에서 'AEC 자료' 또는 'ENI 자료'를 선택하여 샘플 파일 및 가이드북을 전자 파일로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080-830-5200으로 연락 바랍니다.

>

04 기술지원 안내

• http://www.krinfra.co.kr로 접속한 후 고객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묻고답하기 및 서비스팩&패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최신 기술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주)오토데스크 코리아, (주)한국인프라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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