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시스템(LH-CDS)에 최적화된

Autodesk 토목 솔루션

업그레이드된 토목설계시스템(LH-CDS)는
최신 AutoCAD Map 3D / Civil 3D 제품과 호환됩니다.

토목설계시스템(LH-CDS : 구 DAS, KSD통합)은 AutoCAD Map 3D / Civil 3D, Infrastructure Design

Suite에 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입력, 수정, 작업전 도면정비와 등고선, 삼각망 생
성 등 자동화된 기능들을 제공하여 토목설계시스템 사용 전후로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LH-CDS : LH공사의 Civil Design System

업그레이드 전

DAS

업그레이드 후

표준체계

주택단지

KSD

(구)단지설계시스템배포/인증
(DAS/KSD 분리)
AutoCAD Map 3D / Civil 3D 2006 제품 호환

Autodesk ®
AutoCAD ® Map 3D 2014

Autodesk ®
AutoCAD ® Civil 3D ® 2014

도시계획 전문 설계 프로그램
AutoCAD 전 기능 포함
모델 기반의 설계 데이터 및 지형도 /지적도를
활용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를 설계, 편집 및 CAD
데이터 통합 관리

토목 3D 전문 설계 프로그램
AutoCAD 및 Map3D의 전 기능 포함
도로/철도, 단지, 조경, 수자원, 상하수도 등 토
목 프로젝트의 BIM 설계 구현

택지단지

토목설계시스템

(LH-CDS로 통합)

배포인증

AutoCAD Map 3D / Civil 3D 2013, 2014 제품 호환

Autodesk ®
Infrastructure Design Suite 2014
토목 종합 솔루션

AutoCAD 및 BIM 설계 구현을 위한 제품 포함
운송/기간시설/단지개발/수자원 등 인프라스트
럭쳐의 계획,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
한 종합 BIM for Infrastructure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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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위한 토목설계시스템(LH-CDS)의 선택 :
AutoCAD® Map 3D
AutoCAD® Civil 3D®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1. LH-CDS 설계 전 AutoCAD Map 3D / Civil 3D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토목설계시스템(LH-CDS) 전 수치지형도 등고선의 오류 보정 및 3D 형상으로 지형 분석
• AutoCAD® Map 3D 도면정리를 통한 수치지형도 등고선의 오류 수정
• AutoCAD® Civil 3D® 지형을 3D로 구축하여 설계 전 지형 형상 파악 용이
표고, 경사, 우수흐름, 유역 면적 등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지형 검토

2. LH-CDS 설계

(CALS/GIS/LH)

공종별 설계도
및 수량 집계

도면/수량연계
(표준도 내장)

기본수량산출서
(호환체계구축)

측량/기본조사

기본평면설계

APT단지설계

수량산출

지반조사

지형설계

택지단지설계

도면표준체계

3. LH-CDS 설계 후 AutoCAD Map 3D / Civil 3D로 데이터 활용 폭 확장
LH-CDS에서 구축된 도로선형 및 블록, 상하수도 설계 데이터 활용
• AutoCAD® Map 3D GIS 데이터 연계 및 DB 속성 관리
도시계획 정보 주제도 작성 및 유지보수 관리

•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수리수문 및 우오수 관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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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DS 설계 전 AutoCAD Map 3D / Civil 3D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AutoCAD® Map 3D

AutoCAD® Civil 3D®

도면정리를 통한 수치지형도 등고선의 오류 수정

지형을 3D로 구축하여 설계 전 지형 형상 파악 용이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데이타에는 여러 가지 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목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형도입니다. LH-CDS는

이러한 형상 오류로 인해 LH-CDS에서 나온 결과물에 잘못된 정보가 일일이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데이터를 기초로 설계를 진행 하는데 이때, 설계자가
3D형상의 지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utoCAD Civil3D
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3D로 형성된 지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표고분석, 경사분석, 우수흐름분석, 유역면적 등) 설계자가 지형

수작업으로 오류를 찾고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도면 데이타가 큰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utoCAD Map 3D의 도면정리
기능을 활용하면 도면의 모든 오류를 단시간에 찾아서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강력한 Map3D 도면 정리 기능으로 사전작업을 하여 LHCDS 설계시 보다 정확한 결과물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형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 할 수 있습니다.

LH-CDS 설계 후 AutoCAD Map 3D / Civil 3D 로 데이터 활용 폭 확장
AutoCAD® Map 3D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GIS 데이터 작성 관리 기능으로 도시계획 도면 활용

수리수문 및 우오수 관망 분석

GIS포멧으로 도시계획 도면을 관리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LH-CDS에서 설계된 정보 또한 도시계획 도면으로 관리하기
위해 GIS 데이터 포멧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AutoCAD 에는 이러한 GIS 속성
정보 구축과 GIS포멧 활용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AutoCAD Map 3D의
GIS 기능을 활용하면 LH-CDS에서 구축된 도로선형, 블록, 상수도, 우오수의
정보를 GIS 포멧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도시계획도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GIS 데이터가 정의된 도면은 주제도 작성 기능으로 원하는
목적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주제도는 시각적으로 분석
및 정보 파악이 용이합니다.

LH-CDS에서도 관망 및 수리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orm and
Sanitary Analysis는 조금 더 전문화된 수리수문 분석 솔루션으로 도시 배수
시스템, 고속도로 배수 시스템, 우수 하수관, 오수 하수관을 계획 및 설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문학 및 유압 분석 응용프로그램입니다. 또한 Map3D,
Civil3D 데이터 및 GIS데이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 값은
이미지와 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동영상 포멧으로 저장하여 공유가 가능합니다. Storm and Sanitary Analysis
를 활용하면 LH-CDS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전문화된 수리수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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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Map 3D / Civil 3D, Infrastructure Design Suite 은 토목 BIM 전문 설계
솔루션입니다. 앞으로 발주될 토목 BIM 설계를 Autodesk BIM 전문 솔루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BIM은 토목공사 생애주기(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고, 수정된 정보의 갱신에
따라 연관된 프로세스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재생산, 공유, 교환, 재배포 될 수 있는 3
차원기반의 정보 운용 환경 프로세스입니다.

기술 지원 정보

토목 BIM 설계 이점
계획 및 관리 시 통찰력 향상
• 광범위한 GIS 및 CAD 데이타에 기반하여 기존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 향상

• 지리 공간 정보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가 끼칠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

통합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프로젝트

최고의 엔지니어가 설치, 교육, 기술지원을 제

결과를 평가

공합니다.

• 전력망과 우오수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Map 3D, Civil 3D, IDS 등 제품 교육이 정기적으
로 진행되고 있어, 쉽게 제품을 익히고 활용하

분석으로 설계 최적화

• 토공량 계산, 물량 산출, 고품질 모델 제출로

실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문의점들은 전문 엔지

시간과 자재 절감

• 산업 표준 적용과 자산관리 데이타 공유 용이

• 가시적인 시공성 시뮬레이션과 공정관리

니어를 통하여 빠르게 지원해드립니다.

지능형 모델 기반 도구를 사용해 설계 효율성과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시각화를 사용하여

연락처 : 080-830-5200(무료)

속도 향상

공유

홈페이지 :

• 설계 대안을 빠르게 평가하고 지능적인 BIM

• 3D로 설계 개념을 검토하고 커뮤니케이션

http://www.krinfra.co.kr/support (교육 신청)
http://aec.krinfra.co.kr(기술정보)

기반 프로세스로 설계변경에 빠르게 대응

• 표준화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통합하여
능률적인 설계 작업

• 디자인과 도서 표준에 보다 정확하게 일치된

능력 증대

• 디자인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각화

전자우편 : support@krinfra.co.kr

프로젝트에 대한 빠른 승인과 수주를 위해
효과적인 시각적 모델 이용

도면과 문서 제작

공인협력업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극동교회 B/D 3층
전화 : 02-6204-5000 팩스 : 02-6204-5099
www.krinf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