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는
공공 시설과 토목 인프라의 계획, 설계, 건축 및 관리 도구를
최적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오토데스크 Infrastructure 분야는 사회 기반시설 설계,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분야라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로/철도,
단지, 수자원, 상하수도, 유틸리티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토데스크의 Infrastructure Design Suite제품은 Infrastructure 분
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최상의 기술로 관리하여 토목 BIM을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최신의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은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쳐 분야의 최고의 설계 및 분석, 시각화 프로
그램들을 경제적이고 편리한 단일 패키지로 모아 Standard, Premium및 Ultimate 세 개의 버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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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Standard

Premium

Ultimate

기본적인 GIS 계획, 설계, 공동 작업 및 관리 기능을

토목 인프라 계획, 설계, 구조, 공공 시설망 설계 및 관

토목 및 공공 시설 인프라 계획, 설계, 건축 그리고 구

더해 친숙한 AutoCAD 워크플로우를 확장한 제품입

리 도구를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Premium 버전은 인

조해석 도구를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Ultimate 버전은

니다. 광범위한 CAD 및 GIS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

프라용 BIM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지능형 모델 기반

시설물 모델링 및 구조해석, 시공관리 기능을 추가함

어 기존 여건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구를 포괄적 솔루션으로 사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빠

으로써 Premium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합

GIS 분석 기능이 프로젝트 실행가능성과 효과를 보다

르게 설계하고, 통합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프

니다. 또한 Autodesk Revit이 포함되어 BIM 설계 활용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젝트 결과를 평가하며,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반에

폭을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쳐 시각화를 통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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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는 공공 시설과 토목 인프라의 계획, 설계, 건축
및 관리 도구를 모두 포함하는 최고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입니다.
제품

Standard

Premium

Ultimate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AutoCAD

a

a

a

AutoCAD Map 3D

a

a

a

AutoCAD Raster Design

a

a

a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a

a

a

Autodesk ReCap

a

a

a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a

a

AutoCAD Civil 3D

a

a

Geotechnical Module

a

a

Rail Layout Module

a

a

Bridge Module

a

a

AutoCAD Utility Design

a

a

Autodesk 3ds Max

a

a

Autodesk Revit Structure

a

Autodesk Revit(Architecture, Structure, MEP)

a

Autodesk Navisworks Manage

a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a

River & Flood Analysis Module

a

Standard

Premium (+Standard)

Ultimate (+Premium)

AutoCAD는 디자인 및 문서화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

AutoCAD Civil 3D는 도로/철도, 단지, 수자원, 상하수

Autodesk Revit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의 지능형 모

고의 2D 및 3D CAD 프로그램입니다.

도 등의 토목 프로젝트의 BIM 설계 구현 및 토목시설

델 기반 디자인 도구로서 BIM에 최적화된 보편성과 확

물의 선형, 종단, 횡단, 우/오수, 상하수도, 정지작업,

장성을 기반으로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MEP 엔지니

AutoCAD Map 3D는 인프라 스트럭쳐의 지리정보 데

토공량산출, 유토곡선 등의 설계가 가능하고 도면화

어링 소프트웨어, 구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응용

이터를 계획하고 관리할 있는 솔루션으로 CAD와 GIS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더 폭넓은 도구

데이터를 설계 수정 관리합니다.

세트를 활용해 워크플로우 능률을 높이고 Revit 플랫

Autodesk 3ds Max 는 토목 BIM에 좀더 최적화된 기

폼에서 다른 건축 설계 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

AutoCAD Raster Design은 AutoCAD기반의 3rd Party

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컨셉을 신속히 검토하고 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도시계획분야의

광 효과를 더욱 정확히 분석하고 인상 깊은 마케팅 자

image 편집 및 벡터라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Simulate는 Navisworks Manage

AutoCAD Utility Design은 AutoCAD 기반의 전기배전

여러 부서의 다양한 설계 파일과 다중 형식 데이터를

에서 간섭체크와 충동감지도구가 제외된 버전입니

유틸리티 설계를 표준화된 모델 기반으로 규칙에 맞게

하나의 모델파일로 통합해 더욱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다.(Ultimate 버전 참고)

설계 및 분석하여 문서화 합니다.

충돌을 해결하며 건설이나 리노베이션을 시작하기 전

Autodesk ReCap은 레이저 스캔과 사진을 사용해 물

Autodesk Revit Structure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구조

리적 오브젝트 및 환경의 지능적 3D 데이터 생성 프로

디자인 전용 도구를 제공해주는 토목 BIM 솔루션입니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은 구

세스를 단순화하고, 고객들이 실제 작업 현장이나 물

다. 토목 BIM은 구조 디자인 문서화의 다각적 의견 조

조 엔지니어가 크고 복잡한 건축 구조물에 대해 고급

리적 오브젝트를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가져

율 방식을 개선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관련 건축 프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 수 있게 합니다.

로젝트팀들 사이에서 협업을 강화합니다.

Autodesk Navisworks Manage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검토 솔루션입니다.

에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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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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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사양은 Autodesk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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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스크립션 혜택
서브스크립션의 효과적인 활용

INFRASTRUCTURE DESIGN SUITE 201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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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원격 컴퓨터 또는 iPad를 사용하여 기본

Romote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집약적 렌더링 작업을 클라우드로

A360에서 렌더링

이동하여 사실적 이미지와 파노라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ivil Engineering Data Translator

다른 설계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토목 설계
프로젝트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 분석 기능을 BIM 프로세스에 통합할

Structural Analysis for Re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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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건물 에너지 분석을 수행하고 에너지

Green Building Studio(영문)

효율성을 최적화하며 탄소 중립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InfraWorks 360 LT

3D 시각화를 통해 예비 디자인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극동교회빌딩 3층)
대표 : 02-6204-5000 | 기술지원 : 080-830-5200 | 팩스 : 02-6204-5099

|

www.krinfra.co.kr

*무료 제품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Autodesk, AutoCAD, ATC, Autodesk Inventor, DWF, DWG, Inventor, Navisworks, Revit, Showcase, SketchBook 및 3ds Ma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자회사/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명, 제품명 또는 상표는 해당 소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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