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는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여주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Building Design Suite는 상호운용 가능한 3D 건축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Building Design Suite는 건축가,
MEP 및 구조 엔지니어, 시공 전문가용 BIM(건물 정보 모델링) 및 CAD 기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Desktop Subscription을 통해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Building Design Sui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릴리즈를 바로 사용
할 수 있고, 유연한 라이센스 사용 권한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일대일 웹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Standard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Premium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Ultimate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Standard는 네이티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Premium은

설계를 넘어 건설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도

브 DWG™ 파일 형식으로 도면을 효율적으로 설계,

Autodesk Revit 소프트웨어 제품의 BIM 성능, 효율

구 세트와 완벽한 BIM 성능을 제공합니다. 건설 전문

문서화 및 공유할 수 있는 기초 도구 세트를 필요로 하

적인 문서화를 위한 AutoCAD 소프트웨어 응용프로

가용으로 가장 적합한 이 버전은 Premium 버전에 속

는 건축 설계자, 제도 담당자, 세부 작업 담당자를 위

®

그램의 사용 친화성, 멋진 시각화를 위한 Autodesk

한 모든 프로그램 외에도 다각적 조정을 위해 통합 기

한 것입니다.

3ds Max® Design을 포함하는 최적화된 도구 세트를

법을 구현하는 Autodesk® Navisworks® Manage, 건

• DWG 도면을 설계, 문서화 및 공유

필요로 하는 건축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것입니다.

축 제품 제조업체 및 제작업체와 더욱 효과적으로 협

• 건축업계용으로 맞춤화된 AutoCAD® 소프트웨어

• 지능형 3D 모델 기반 설계도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업하는 데 필요한 Autodesk® Inventor®, 설계부터 비

버전 활용

®

건물 건축

•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도
구로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소개

®

용 견적에 이르는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 설득력 있는 시각화로 아이디어를 더욱 성공적으로 전달

Autodesk® Quantity Takeoff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통합 분석을 활용해 설계와 건설 관련 결정 사항을
보다 쉽게 전달

Visualize

설계 - 지능형 3D 모델 기반 설계도를 바탕
으로 더 훌륭한 건물을 시공하십시오.
시뮬레이션 - 통합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활

Analyze

Design

용해 설계와 건설 관련 결정 사항을 보다 쉽
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 설득력 있는 시각화로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Operate

문서화 - 더욱 일관된 고품질 설계도서를 제
작할 수 있습니다.
건축 - 건물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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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는 설계와 건설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포괄적 도구 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제품

Standard

Premium

Ultimate

AutoCAD

a

a

a

AutoCAD Architecture

a

a

a

AutoCAD MEP

a

a

a

AutoCAD Raster Design

a

a

a

Autodesk ReCap

a

a

a

Autodesk Showcase

a

a

a

Autodesk Revit

a

a

Autodesk 3ds Max

a

a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a

Autodesk Navisworks Manage

a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Rrofessional

a

Autodesk Inventor

a

※ 시스템 사양은 Autodesk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andard

Premium (+Standard)

Ultimate (+Premium)

AutoCAD는 디자인 및 문서화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

Autodesk Revit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의 지능형 모

Autodesk Navisworks Manage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고의 2D 및 3D CAD 프로그램입니다.

델 기반 디자인 도구로서 BIM에 최적화된 보편성과 확

검토 솔루션입니다.

장성을 기반으로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MEP 엔지니

여러 부서의 다양한 설계 파일과 다중 형식 데이터를

AutoCAD Architecture는 건축 전문가를 위해 개발된

어링 소프트웨어, 구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응용프

하나의 모델파일로 통합해 더욱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AutoCAD 소프트웨어입니다. 익숙한 AutoCAD 환경

로그램 하나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더 폭넓은 도구 세

충돌을 해결하며 건설이나 리노베이션을 시작하기 전

에서 건축 제도 기능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

트를 활용해 워크플로우 능률을 높이고 Revit 플랫폼

에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고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에서 다른 건축 설계 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AutoCAD MEP는 MEP 설계를 위해 개발된 AutoCAD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은 구
조 엔지니어가 크고 복잡한 건축 구조물에 대해 고급

소프트웨어 입니다.

Autodesk 3ds Max는 BIM에 좀더 최적화된 기능을 제

익숙한 AutoCAD환경에서 기계, 전기 및 배관(MEP)

공합니다. 디자인 컨셉을 신속히 검토하고 일광 효과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를 더욱 정확히 분석하고 인상 깊은 마케팅 자료를 만

Autodesk Inventor는 건축 구성요소를 제작할 때 제조

들 수 있습니다.

업체 및 제작업체와 협업해 설계 의도를 이해하고 파

AutoCAD Raster Design은 AutoCAD기반의 3rd Party

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도시계획분야의

Autodesk Navisworks Simulate는 Navisworks Manage

image 편집 및 벡터라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서 간섭체크와 충돌감지도구가 제외된 버전입니다.

Autodesk ReCap은 레이저 스캔과 사진을 사용해 물
리적 오브젝트 및 환경의 지능적 3D 데이터 생성 프로
세스를 단순화하고, 고객들이 실제 작업 현장이나 물
리적 오브젝트를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가져
올 수 있게 합니다.

Autodesk® Showcase는 디지털 모델을 건축가, 디자
이너,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가 사실적 이미지와 몰
입형 대화식 프리젠테이션으로 변환해 설계도를 보다
쉽게 홍보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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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국내 BIM 발주 사례

• BIM 소프트웨어 및 지능형 3D 모델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역명

• 통합 분석을 활용해 설계와 건설 관련
결정 사항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습
니다.

• 설득력 있는 시각화와 보행시선 분석을

발주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도서관 건립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처

600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공사

한국뇌연구원 설립추진단

69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20억원

전주시

670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3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주 이전사옥 신축공사

통해 아이디어를 더욱 성공적으로 전달

건설사업관리(CM)용역

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 품질이 더욱 우수한 일관된 설계도서와
건축 모델 제작이 가능합니다.

올인원센터 건설공사 설계용역

• 공사 일정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1,389억원

성남시

보정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건물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소중한

공사금액

524억원

경기도 용인시 도시사업소

법무연수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법무부

1,178억원

국립현대미술관

1,300억원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KCA 혁신도시 본사 신청사 공사

254억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으로 다양한 분야의 BIM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EP 엔지니어

건축설계자

시공자

여러분의 표준으로 설계 하시기 바랍

프로젝트의 시공성을 시각적으로 확인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MEP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풍부하고 인텔리전트한 모델

니다.

• 전문 건축가들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

• 프로젝트의 복잡성, 인건비 및 재료

여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 높은 품질 그리고 보다 정확한 디자인
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CAD 그리고 BIM 기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데이
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 보다 효과적으로 대지 및 워크플로우
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구조엔지니어

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설계 대안을 확인하여 결과를 최적화
시킬 수 있습니다.

• 분석과 제조를 설계 의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디자인을 알리는데 도움이 됩

• 지능형 모델을 보다 정확하게 설계 할
수 있습니다.

• 복합 빌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

• 3D 모델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시각화의 도움으로 프로젝트 승

비용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니다.

시각화를 통해 보다 나은 프로젝트 통

인이 용이합니다.

• 신속한 물량 산출이 가능합니다.

• 보다 명확하게 설계 의도를 전달할 수

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아이디어를 시각화 디자인하여

• 변경되는 설계 비용을 확인할 수 있

매력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더 나
은 설계 옵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 보다 정확하게 설계 예산 범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총 내재 에너지와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설계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더 많은 정

더 나은 프로젝트의 결과를 예측할 수

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서와 시공성의 판단

• 에너지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효

• 일정과 실행 계획을 4D 시뮬레이션을

• 건설하기 전에 미리 간섭 확인하여 문

율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3D 모델을 사용하여 보다 나은 시공
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하기 전에 미리 간섭을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계획 일정과 실제 일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설계 모델을 제도자들, 조립업체 그
리고 계약 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
다.

• 설계부터 제조까지 문서를 좀 더 정확
하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 통합된 시각화 도구와 아이디어를 전
달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나은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여
러번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각화를 통해 더 나은 프로젝트 결과
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보다 정확한 건설

• 공동 작업된 시공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건설하기 전에 미리 간섭 확인하여 문
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시공 문서, 모델 및 렌더링 된 결과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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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스크립션 혜택
서브스크립션의 효과적인 활용
BUILDING DESIGN SUITE 2016 버전
이상적인 사용자

Standard

Premium

Ultimate

설계자, 제도 담당자

건축 전문가, 엔지니어

시공 전문가

서브스크립션 이용 가능 여부

A360

추가 용량(25GB)을 얻어 대형 디자인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컴퓨팅 집약적 렌더링 작업을 클라우드로

A360에서 렌더링

이동하여 사실적 이미지와 파노라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에너지 분석을 수행하고 에너지

Green Building Studio

효율성을 최적화하며 탄소 중립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Energy Analysis for Revit

디자인 컨셉을 분석하고 건물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조 분석 기능을 BIM 프로세스에 통합할

Structural Analysis for Revit

수 있습니다. Revit 소프트웨어에서 결과를
탐색하고 시각화하여 워크플로우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vit 일광 분석

InfraWorks 360 LT

Revit을 사용하여 LEED 일광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D 시각화를 통해 예비 디자인 의도를 전달할

a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원격 컴퓨터 또는 iPad를 사용하여 기본
원격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a

a

a

a

a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TENSIONS
건축가, 설계자 및 계획자는 Site Designer

Site Designer

Extension for Revit을 사용하여 건물 부지 계획
컨셉을 엔지니어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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