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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WORKS 사용자 가이드북

I. 혁신적인 시각화 도구 - Autodesk InfraWorks
Autodesk InfraWorks는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과 Ultimate Edition, Building Design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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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또한
현재 컨텍스트 안에서 초기 디자인 컨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LOD로 프로포절(디자인 방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컨셉은 3D모델로 시각화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설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입니다. 또
한 제작 방법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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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desk® InfraWorks™ 2014
• 대형 인프라 모델 제작 및 관리
• 주변현황을 고려한 기본계획
•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 프로젝트 팀간의 공동 작업 촉진

>

1. Autodesk InfraWorks 개요

Autodesk InfraWorks는 국내에는 Infrastructure Modeler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나 미국, 유럽을 비롯한 가까운 일본 등의 지역에서는 이
전버전부터 실제 업계에서 많이 활용되어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3D 시각화 도구이나,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화 작업, 보고서, 프리젠테이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 InfraWork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Autodesk InfraWorks에서는 기존 환경을 고려해 도로, 철로, 관망, 단지, 조경, 지하 지장물 등의 토목 설계 분야 및 건축설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초기 디자인 컨셉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하나로 다수의 디자인 대안을 작성하여, 시각적으로 예비 설계도, 기본계획도를 만들어 프로젝트 범위와 예산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고 통
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설계 기본계획 옵션 이면의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가지 대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비교해보고 각각의 비교안들이
완공 후에 어떠한 성능을 제공할지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InfraWorks에서 기본 계획 작업을 수행한 다음 최적의 방안을 Civil 3D로 가져와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설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축한 모델로부터 쉽지만 뛰어난 시각화 기능으로 좋은 품질의 조감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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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todesk InfraWorks의 적용 가능 분야
Autodesk Infraworks의 적용가능 분야를 정리하면
■ 설계사: 시각적인 모델링을 활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기본계획단계와 같이 다양한 설계 비교
안을 작성하여 비교 분석 후 설계 안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 조경설계나 경관설계와 같이 기존의 프로세스에서 설계의도를 전달하기 어려웠거나
별도의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하였던 분야에서도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 설계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도로, 철도, 교량, 건물 등 다양한 Contents들을 활용하여 모델링 하여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인은 물론이고 조감도 및 주행 시뮬레이션등을 간편하게 수행하여 설계 발주가 되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편하게
검토가 가능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설계단계에서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 시공을 위한 가도계획이나 작업장비의 동선을 파악 및 시공성 검토를 수행 할 때 기존 2D기반의 검토에서 벗어나 설계된 지형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시공성을 다양하게 검토 할 수 있습니다.

B.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Autodesk InfraWorks의 강력한 기능
Autodesk® InfraWorks™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기존의 CAD 및 GIS 소프트웨어를 능가합니다. 토목 기사와 계획자는 기존의 데이터 소스를 통해
만들어진 대형 인프라 모델을 관리하면서 컨텍스트에서 신속히 초기 디자인 컨셉을 완성하고 프로젝트 제안서에 포함시킬 인상적인 시각화를 손
쉽게 만들어 프로젝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엔지니어링

도로 및 고속도로에 특화된

3D 콤포넌트 작성 및 배치

다수의 디자인 프로포절 평가

클라우드 최적화 서비스를 이용

모델에 도로, 다리, 건물을 손쉽

여러 가지 디자인 프로포절을 작

Civil3D와 선형으로 호환되는 도

하여 도로의 최적 경로를 산출할

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하고, 각 프로포절을 정확히 비

로 및 고속도로 작성 모듈을 IDS

클라우드 기반 최적화

수 있습니다.

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구

Ultimate Edition 고객에게 제공
합니다

5

클라우드에서 InfraWorks 360을 이용해 공동 작업

Autodesk InfraWorks

실시간 피드백

iPad 앱

현장에서 모델 액세스

클라우드 최적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로의

모델에 도로, 다리, 건물을 손쉽게 추가할 수

여러 가지 디자인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각 프

최적 경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로포절을 정확히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게시

모델 관리 및 게시

웹/모바일 액세스를 통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중앙의 클라우드에서 더욱 안전하게 게시할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모델분석

시선 분석

다양한 소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설계 요소의 최적의 위치를 정할

그림자가 프로젝트 대상에 미칠

자산을 속성에 따라서 시각적으

데이터 유형을 이용해 작업을 진

수 있습니다.

영향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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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분석

시각적 분류 – 주제도

동적 부지 분석

사용자 가이드북

토목 및 건축

데이터 가져오기 및 모델 병합

다른 오토데스크 제품 데이터와 모델 활용

다수의 소스에서 기초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vit, Civil 3D, Map 3D 등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시각화

고급 스타일 기능

모델 검토를 위한 툴팁

현실적인 시각 효과

비주얼 스토리텔링

인프라 요소의 사용자 스타일을

문자, 특성, 이미지 또는 하이퍼

동적 태양과 그림자, 물, 구름을

스토리보드 도구를 사용해 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젝트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C. 기본 작업 프로세스
Autodesk InfraWorks에서는 설계하려는 지역을 기존 데
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컨텍스트를 구성한 다음, 여기에

3D 컴포넌트 도구로 컨셉 스케치를 해보고, 이를 시각화
하여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InfraWorks의 작업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
래와 같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프로세스이며, 실제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 지역의 현황을 구성합니다.
Autodesk InfraWorks에서는 지원 파일 형식에 언급한 것처
럼, DWG데이터를 비롯 다양한 GIS데이터와 지형 데이터,
래스터 데이터, BIM 데이터(Revit 모델)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모델에 프로포절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디자인 대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InfraWorks에서는 3D 컴포넌트 도구를 제공하여 시설물 및 도로,
건물 등 다양한 요소를 3D로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컨셉스케치가 완료된 모델을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냅샷, 렌더링, 애니메이션을 InfraWorks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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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odesk InfraWorks 적용 사례

실제 InfraWorks는 미주 및 유럽 지역에서 기본 계획 단계에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본 지역에서도 2011년 대지진 이후 복구 사업 로
드맵 작성 등 다양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utodesk InfraWorks를 프로젝트에 적용시켜 성공적으로 진행한 고객 사례에 대하
여 알아봅니다.

A. 토목 인프라 설계의 경쟁력 있는 제안 – 캐나다 Cole Engineering
Autodesk InfraWorks는 Cole Engineering의 상세 토목 설계를 진척시키고 시각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Cole Engineering의
InfraWorks 적용 사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COMPANY Cole Engineering
■ LOCATION Ontario, Canada
■ SOFTWARE Autodesk® InfraWorks™ Autodesk® AutoCAD® Civil 3D
Cole Engineering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이 엔지니어링사에서는 2009년
부터 AutoCAD Civil3D를 토지개발, 교통(운송), 수자원, 지자체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의 상세 설계 및 제안서 작성에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utodesk InfraWorks를 도입하여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전체 설계 프로세스에서 3D 시각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40km 파이프 설계 및 시공 프로젝트

■ 프로젝트 현황과 과제
1억 5천 캐나다 달러의 남부 온타리오 지역 수자원공급 프로젝트
중심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40km 파이프 설계 및 시공

2012년에 프로젝트 수주
총 4단계의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에서 지자체는 잦은 스케쥴 변경을 거쳐 첫 시공 완료까지 7개월의 시간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해결해야할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지자체의 경우 선행권 외에 추가적인 자산을 매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새로운 수로는 현재 지자체의 자산과 지하지장물에 맞추어 설계 되어야만 했습니다.

■ InfraWorks 적용 결과
Cole Engineering은 제안 단계에서 InfraWorks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 파일 (2D CAD, GIS, 래스터 이미지, 3D 모델 등)을 통합하였습니다.
통합된 파일은 설계 지역의 현황을 표현하였고, 이 모델에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 대안을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
한 결과 Cole Engineering은 경쟁사와 차별되는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도 Civil 3D와 함께 InfraWorks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이를 시각화 하여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였습니다. Civil 3D에서 수도관
과 터널 등을 설계하고, 이를 인프라웍스로 임포트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IMX로 파일 교환) 2D 도면에 비해서 3D 모델은 비전문가도 쉽고 정
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 고객과 프로젝트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한 설계 전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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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계 단게예서, 프로젝트 설계, 시각화, 커뮤니케이션에 Civil 3D와 InfraWorks 적용

InfraWorks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결과물은 실제 항공사진 및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나레이션과 통합하여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지자체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 커뮤니케이션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고비용의 어려운 기존 시각화 작업에 반해, InfraWorks를 통해 저렴하고 쉬운 시각화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BIM과 InfraWorks의 적용으로

Cole Engineering은 기본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었고, 상세 설계를 보다 정확하게 구축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하고 가치있는 디지털 제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향후 입찰에도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B. 지역 개발 계획을 위한 다양한 대안 평가 – 스위스 PlanIng
Autodesk InfraWorks는 스위스 한 주의 미래 성장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COMPANY PlanIng
■ LOCATION Appenzell Innerrhoden, Switzerland
■ SOFTWARE Autodesk® InfraWorks™
■ 프로젝트 현황과 도전 과제
스위스의 한 주인 Appenzell Innerrhoden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상주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 개발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업데이트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지역 업체인 PlanIng에 의뢰하였고, PlanIng는 RegioConcept AG와 협업하여 지
자체 개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현재 건설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쳐가 개발 계획에 의해 받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다른 빌딩 건설
전략과 인구 증가 대안을 바탕으로 성장 분석을 PlanIng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 InfraWorks 적용 결과
PlanIng는 InfraWorks에서 이 지역의 GIS 및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Appenzell의 기존 빌딩과 경관을 재
현하였고, InfraWorks의 프로포절 기능을 이용하여 이 하나의 모델에 지방 정부가 요구한 3가지 계획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2025년의 세가지
다른 인구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경관에 새로운 구조를 작성하였고, 추가적으로 빌딩을 증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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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2D 지도 및 도면, 이미지에 비해 3D 모델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PlanIng는 InfraWorks를 이용하여 비전문가인 지방 정부
의 관계자들에게 개발 계획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InfraWorks는 하나의 모델 안에 다수의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3D 모델링 접근 방식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하나의 모델에서 디자인 대안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 만
족하였습니다.
또한 Autodesk InfraWorks는 효과적인 3D 계획 프로포절을 작성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PlanIng가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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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WORKS 사용자 가이드북

II. Autodesk InfraWorks 작업 환경
이 장에서는 Autodesk InfraWorks의 인터페이스와 지원 파일 포멧, 메뉴와 제작 도구 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Autodesk InfraWorks의 전반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며 상세한 사항은 실습 순서에서 소개합니다.

>

1. Autodesk InfraWorks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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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aWorks는 단일 모델 환경으로 한번에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처음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며, 상단의 Model 카
테고리에서는 사용자가 로컬에 저장한 모델이 썸네일로 표시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바로 오픈 가능합니다. 또한 Collaborate 카테고리에서는

Autodesk 360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의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InfraWorks를 실행하여 Autodesk360계정으로 접속하면 Autodesk에서 예제로 구축한 San Francisco City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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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Works 실행 후 좌측 상단의 Sign In to Autodesk 360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Autodesk 360 계정은 http://accounts.autodesk.com에
서 무료로 만들 수 있으며, 서브스크립션 계정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Collaborate 카테고리에서 San Francisco City 모델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모델명을 클릭후, 로컬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Download를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Local Models 부분에서 San Francisco City 모델의 썸네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디테일한 샌프란시스코 지역 모델 및 애
니메이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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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파일 형식

Autodesk InfraWorks에서 Import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형식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하여 데
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todesk InfraWorks 2014버전에서는 Autodesk Revit에서 구축된 RVT파일도 Import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Revit 모델의 경우에는 설계 모델의 내부까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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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aworks 모델로 가져올 수 있는 파일 형식 : 3D Model (3ds, fbx, dae, obj), AutoCAD DWG, Autodesk IMX, CityGML, LandXML, Point
Cloud, Raster, Revit RVT, SDF, SHP, SQLite
 Infraworks 모델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식 : Oracle, MySQL, SQLServer Spatial, WFS, Generic

>

3. 메뉴

A. Application Menu & Options
Application Menu
Applicaition Menu는 InfraWork 화면 좌측 상단의

를 클릭하여 나오는 메뉴를 가리킵니다. 이 메뉴에는 파일과 어플리케이션 설정 레벨의 기

능(파일을 열고, 내보내고, 설정값을 지정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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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odel Settings에서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모델의 좌표계, 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Options
InfraWorks의 기본적인 작업 환경은 Application Menu

하단의 Options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 생성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해야 하는

부분은 단위로서 Unit Configuration 탭에서 미터단위와 인치단위 중 선택합니다.

 General 탭 : InfraWorks 메뉴 색상과 언어 등 환경 설정.
 Navigation 탭 : 모델 탐색 관련한 마우스 버튼, 키 설정 및 제한
 Model Generation 탭 : 데이터 가져오기, 이동, 줌 등의 동작 시에 모델 재생성 설정
 Unit Configuration 탭 : 단위 설정
 3D Graphics 탭 : 실제와 같은 Water스타일 적용, 앤티앨리어싱 등의 3D그래픽 퀄리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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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리본 메뉴
Autodesk InfraWorks는 리본메뉴를 기본으로 합니다. 관련있는 기능들이 모여서 하나의 리본탭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카테고리별로 총 8개의
리본탭(IDS Ultimate Edition – 9개)이 있습니다. 각 리본탭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리본탭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본탭은 또한 좀 더 밀접한 기능들을 카테고리화한 리본패널로 나누어집니다. 몇몇 리본패널의 경우 패널 제목 옆에 표시된 화살표

를 클릭하

면 보다 많은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리본탭 : Home 리본탭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기존 데이터와 작성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관리, 프로포절 작성, 스타일 적용 및 편집 기능 들이 있어서, 데이터 구축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메뉴입니다.

[View] 리본탭 : View 리본탭의 기능으로는 모델을 탐색 옵션 (카메라 위치 등)을 조정하고, 탐색 도구 표시를 선택(User Interface 옆의 화살표 클
릭)할 수 있습니다.

Corridors 패널은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Edtion을 설치했을때만 나타납니다.

[Visual Effect] 리본탭 : 모델의 비쥬얼 스타일과 색상, 밝기와 대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주변의 환경을 선택(Environment Maps)할
수 있고, Sun & Sky Settings에서는 설정된 맵이 Dynamic Sky일 경우 일조 및 바람, 구름 등의 조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Analyze] 리본탭 : Analyze 리본탭에서는 모델을 구축한 후에 여러 가지 주제도 작성과 그림자 조정이 가능합니다.

[Present] 리본탭 : 모델 구축과 프로포절 작성이 완료된 후,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냅샷, 렌더링 이미지, 시나리오,
Storyboards를 통한 애니메이션 작성이 가능합니다.

[Optimize] 리본탭 :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Edition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리본탭입니다. Design Road를 작성한 후, 종
단을 조정하고, 최적화된 도로 노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Vertical Optimization은 Subscription User에게 제공됩니다.

[Manage] 리본탭 : 모델 설정값 변경과 모델 재생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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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e] 리본탭 : InfraWorks내에서 Autodesk 360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만 활성화되는 탭입니다.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 /
Ultimate Edition의 Subscription User에게 제공되는 기능으로, 이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상에 작성한 모델을 퍼블리싱하여 iPAD나 웹상에서 해당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Help] 리본탭 : InfraWorks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움말과 튜토리얼, 토론 그룹등이 제공됩니다. (영문)

>

4. 제작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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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 Strip에서는 데이터 선택, 작성, 측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Explore Model) : 모델 탐색 (요소 선택)
(Measurement) : 점, 선, 현재 위치와 타겟간의 거리 측정
(Create/Edit Features) : 피쳐(3D콤포넌트)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Draw Strip을 표시
(Look at) : AutoCam 탐색. 커서로 클릭하면 해당 지점으로 줌인
[View] 리본탭 ▶ [Windows] 리본패널 ▶ [User Interface]를 클릭하여 Tool Strip의 표시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Draw Strip
Tool Strip의 아이콘 중에 Create/Edit Features 를 선택하면 Draw Strip 도구가 나타납니다.
Draw Strip 도구로는 다양한 3D 컴포넌트들을 모델 내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 컴포넌트들이 플라이아웃으로 제공됩니
다.

Draw Strip의 아이콘을 초기선택하거나, 선택한 후 더블클릭하면 Select Style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Select Style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작성
도구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fraWorks에는 콤포넌트 별로 다양한 스타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Edit Existing Features) : 작성된 3D 컴포넌트를 편집

16

사용자 가이드북

1) 아래 아이콘을 선택하여 작성시 더블 클릭하면 하나의 콤포넌트만 작성되고,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여 선을 그리만 다수의 콤포넌트가 작성
됩니다.

(Create Barriers),

(Create City Furniture),

(Create Trees)

2) 아래 아이콘의 경우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여 작성합니다.
(Create Pipelines),

(Create Railways),

(Create Roads)

 Create Pipeline Connectors는 더블클릭하여 작성합니다.
3) Building과 Coverage Area는 영역을 지정하여 작성합니다.
(Create Buildings),

(Create Coverage Areas)

4) Water Area의 경우에는 River의 경우 선, Water Area의 경우에는 영역을 지정하여 작성합니다.
(Create Water Area)

>

5. 패널

InfraWorks에서는 데이터 가져오기, 수정, 관리 기능을 패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 작성에 중요한 3가지의 패널을 살펴봅니다.

A. Model Explorer : 데이터 표시 조정
Model Explorer에서는 오토캐드의 도면층 특성 관리자와 같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모델 내에 있는 데이터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
터들만 표시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등의 관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Home 리본 탭 ▶ Explore ▶ Model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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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ata Connect : 데이터 가져오기 및 구성
Data Sources 패널 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가져오고 구성하여 모델에 삽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Home 리본 탭 ▶ Import ▶ Data Connect

1) Data Sources 패널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선택하여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Status : Not Configured)
(Add File Data Source) : 파일 형태의 데이터 가져오기
(Add Database Data Source) :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데이터 가져오기

2)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는 Data List에 레이어로 표시됩니다. 해당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표시하여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tatus : Configured)

(Configure Data Source) :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데이터 타입, 축척, 위치 등을 구성

3) 구성이 끝나고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모델 내에 데이터가 삽입됩니다. (Status : Imported)
리스트에서 각 레이어를 클릭하면 파일 위치와 좌표계 등 상세한 정보를 Data Source Detai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Proposals : 디자인 대안 작성
Proposals 패널에서는 하나의 모델에 다양한 디자인 대안(Proposal)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InfraWorks에서는 기본적으로 Master 프로포절만을
제공합니다. Proposals 패널에서는 다수의 프로포절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프로포절에 작성된 피쳐에 대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리본 탭 ▶ Design ▶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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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델 탐색

실제 작업하는 데이터는 Model Window에 표시되며, 마우스 버튼과 우측 상단의 View Cube를 이용하여 모델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 탐색기본 동작은 아래와 같으며, Application Options의 Navigation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델 윈도우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한채
로 드래그하면 아래의 동작이 실행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 궤도 (Orbit)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실시간 이동 (Pan)
 마우스 휠 버튼 : 카메라 높이 조정 (모델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 변경)
마우스 외에도 뷰큐브를 이용하여 손쉽게 3D 모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뷰큐브의 모서리, 구석, 면 등을 클릭하면 원하는 방향의 뷰를 설정할
수 있으며, 드래그하면 PIVOT이 실행됩니다.

특정 뷰를 홈 뷰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뷰에서 뷰큐브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Set Current View as Home]을 클릭하면 됩니다. 뷰큐브 우측
상단의 홈 표시를 클릭하면 해당 뷰를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nfraWorks의 기능을 바탕으로, 다음장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 설계 지역 현황을 구성하고, 디자인안을 구축한 후, 시각화 작업을 하여
하나의 모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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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 데이터 준비하기
Infraworks는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개념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으
로 수치지형도와 위성사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보다 쉽게 사용자의 의도대로 시각화 및 가상 설계 안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Autodesk Product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덕트에서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Autodesk InfraWorks의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InfraWorks는 광범위한 데이터 포멧을 지원하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Autodesk InfraWorks에 필요한 데이터를 Infrastructure Design Suite의 프로덕트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봅니
다.

InfraWorks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와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작성합니다. 물론 지형데이터없이 일반 평면 데
이터나 좌표점이 부여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위에 다양한 3D 모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 가깝게 모델을 작성하고, 현
재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계획 모델을 작성해보려면 실제 설계지역의 지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존에 지형데이타(LandXML, DEM 등)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점 혹은 수치지형도
의 등고선 데이터를 가지고 AutoCAD Civil3D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치지형도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항공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서울 지역의 경우 아래 URL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aerogis.seoul.go.kr/app/mainfrm/agis.do
InfraWorks에서 삽입할 이미지는 좌표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Raster Design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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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 데이터 제작하기 (AutoCAD Civil3D)

지형도를 이용해 Infraworks에서 사용하는 3차원 모델데이타를 AutoCAD Civil 3D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nfrastructure 사용자
가이드북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데이터를 가지고 지형데이터를 제작합니다.

1) AutoCAD Civil3D를 실행하고, 수치지형도 파일을 파일을 열기합니다.
2) 등고선 도면층을 제외한 나머지 도면층은 모두 동결시킵니다.
3) 도구공간 팔레트에서 [지표면] ▶ [지표면작성]을 선택합니다.

4) 지표면 작성] 창에서 유형을 “TIN지표면”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름은 Surface1 설정됩니다.

5) 도구공간 팔레트의 통합관리 탭에서 [지표면] ▶ [surface1]을 확장하여 [정의] ▶ [등고선 추가]를 선택합니다.

21

6) [등고선 데이터 추가]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명령 창에 [등고선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도면 전체를 선택 한 후 [엔터]키를
클릭합니다.

7) 아래와 같이 삼각망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TIN 지표면으로 지형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지표면 스타일은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Infrastructure Design Suite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8) 완성된 3D 모델링 파일은 LandXML로 내보내기(명령 : LandXMLOUT)를 통해 Infrawork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형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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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에 좌표점 부여하기 (AutoCAD Map3D & Raster Design)

여기에서는 Infrastructure Design Suite에 있는 AutoCAD Map3D와 애드온 되는 프로그램인 AutoCAD Raster Design을 사용하여 InfraWorks에
활용할 이미지를 작성해봅니다.

1) InfraWorks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는 좌표계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좌표계를 정의하려면 우선 수치지형도를 열기하여, AutoCAD
Map3D에서 좌표계를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명령행 : MAPCSASSIGN)

2) 좌표계 지정 대화상자에서 ‘KOREA’ (대문자)로 검색한 후, KOREA를 선택하여 ASSIGN버튼을 클릭하면 좌표계가 지정됩니다.

3) 수치지형도 위에 사용하려는 이미지 파일을 부착합니다. 좌표가 맞지 않는 위성 사진의 경우에는 러버시트(명령행 : adersheet) 명령을 이용해
지형도와 사진을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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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의 일치작업이 끝났으면, Raster Design의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내보내기 합니다. Raster Tools 탭의 Image Export (명령행 :
IEXPORT)를 선택합니다.

5) 파일 형식을 jpg로 지정합니다. (원하는 파일포멧 지정 가능) 저장경로와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Encoding Method 대화상자에서 이미지의 퀄
리티를 지정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아래와 같이 World File에 체크를 하고 Finish 버튼을 눌러 이미지 파일을 내보내기 합니다.

7) 파일을 저장한 경로에 들어가면 이미지 파일과 같은 이름의 JGW 확장자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좌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며, 이
미지 파일과 같은 이름으로 같은 경로에 놓여 있어야 좌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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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지형도에서 건물 레이어 가져오기

1) AutoCAD Civil 3D, AutoCAD Map 3D, AutoCAD에서 건물 레이어만 남겨 놓고 모두 끄거나 동결시킨 후 WBLOCK 명령을 사용하여 별도의
dwg파일로 저장합니다.

2) 이를 InfraWorks에서 가져오면서 높이 값을 지정하면 아래처럼 3D 모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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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건물이 추가되었다면 AutoCAD Map 3D, AutoCAD Civil 3D에서 화면과 같이 신규 건물을 작성하여 DWG로 저장하고, 이를 Infraworks
에서 추가합니다.

4) DWG 형태로도 InfraWorks에 Import가 가능하지만, AutoCAD Map3D에서는 Shape파일이나 SDF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DWG파일과는 달리 속성 정보를 InfraWork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SDF 파일로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명령행 : MAPEXPORT 명령을 실행합니다. 파일 포멧은 SDF형식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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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보내기할 데이터를 수동으로 선택하거나, 전체 객체를 선택합니다. Feature Class 탭에서는 내보내기할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건물 등의 폴리곤 데이터의 경우 Options 탭에서 [닫힌 폴리선을 폴리곤으로 취급(Treat closed polylines as polygons)]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SDF파일이 생성됩니다.

수치지형도와 이미지를 이용해 Infraworks에서 조감도를 작성한 예입니다.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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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설계 지역 현황 구성
InfraWorks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온 후, 건설 대상 지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컨셉 디자인을 기획할 수 있습니
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서울 여의도 지역의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좌표계는 KOREA TM을 사용합니다. 좌표계 및 단위는 각 지역 혹은 프로
젝트에 맞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 파트의 실습에서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구축하여 설계 지역의 현황을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샘플 데이터
는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여의도 현황과 일치하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todesk InfraWorks 2014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InfraWorks를 실행합니다.

>

1. 새로운 모델 생성하기

설계 지역 현황을 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생성합니다.

1) 응용프로그램 메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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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를 클릭합니다. New Model 대화상자에서 파일 위치를 지정하고, 이름을 여의도라고 지정합니다.

사용자 가이드북

2) New Model 대화상자 아래의 Advanced Settings를 클릭하여 UCS와 Database 항목 모두 좌표계를 KOREA로 설정합니다. OK버튼을 클릭하
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UCS : Status Bar에 표시되는 좌표계
Database : SQLite 파일에 저장되는 좌표계로, SQLite 파일을 InfraWorks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영향

3) 응용프로그램 메뉴에서 Options를 클릭하여 모델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Application Options대화상자에서 Unit Configuration 카테고리를 클
릭하여 Default Units항목을 Meter로 변경합니다. OK버튼을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종료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새로운 모델이 생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만 구성되어 있는 빈 모델이며, 하늘과 구름, 바다 등의 환경 설정은 Visual Effects
리본탭의 Environment Maps ▶ Library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Dynamic Sk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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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데이터를 모델로 가져오기

빈 모델에 기존 데이터를 가져오기 하여 설계 지역의 현재 컨텍스트를 구축합니다. 여기에서는 AutoCAD Civil3D에서 구축한 지형데이터

(LandXML)과 래스터 이미지(JPEG)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래스터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하여, Autodesk Raster Design에서 JGW파일을 생
성하여 좌표계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작업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지형데이터와 위성사진으로 베이스를 구축한 다음, 이 위에 다양한 데이터 형식으로 빌딩, 한강, 파이프, 도로
및 국회 의사당 건물을 가져와서 설계 지역 현황을 완성합니다.

A. 지형데이터와 위성사진으로 설계 지역 구축
1) Home리본탭에서 Data Sources를 클릭하여 Data Sources 팔레트를 오픈합니다.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되는 지형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LandXML을 선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에서 여의도(지형).xml을 선택하여 열기합니다.

Dats Source팔레트에서 이 항목이 Configured상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데이터가 InfraWorks 모델로 가져오기 위한 경로 및 옵션
설정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합니다.

2) Data Source 팔레트의 여의도(지형).xml항목을 더블클릭하여 Configuration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Geo Location 탭의 Coordinate System
항목을 KOREA로 설정합니다. 그 외의 설정은 그대로 두고 [Close & Refresh]버튼을 눌러 모델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3) 지형 데이터 위에 실제 지역의 이미지를 드레이핑 합니다.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Raster를 선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아래에 있는 여의도(위성사진).jpg를 선택하여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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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시 Image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 대화상자 ▶ Geo Location 탭 ▶ Coordinate System 항목을 KOREA로 설정
합니다. 그 외의 설정은 그대로 두고 [Close & Refresh]버튼을 눌러 모델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레이어 Status가

Imported로 변경됩니다.

B. Shape 데이터로 작성된 빌딩 가져오기
여기에서는 Shape 파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데이터는 2D로 AutoCAD Map3D에서 임의로 작성된 데이터이며, 이를 shape파일
로 export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DWG파일 자체도 InfraWorks내에 가져와서 3D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2D DWG라도 InfraWorks
의 Confirguration대화 상자에서 높이값만 주면 3D 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에 입력된 ‘층수’ 속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Shape파일을 사용합니다.

1) 이제 기존 지역의 빌딩 모델을 Shape파일로 가져와보겠습니다. 이 건물 데이터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여의도 지역과 일치하지는 않습
니다. 2D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GIS데이터입니다.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SHP를 선

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의 건물.shp파일을 선택하여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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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Source 팔레트에서 건물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대화상자를 오픈합니다. 상단의 Type항목에서 Buildings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Common 탭에서 Roof Height항목의 셀을 클릭하여 Expression Editor를 실행합니다.

3) 빌딩의 높이를 빌딩의 층수×10m로 설정하기 위한 표현식을 작성합니다. Expression Builder 대화상자에서 좌측상단의 Property버튼을 클릭
하여 floorNo를 선택합니다. 연산자로는 *(곱하기)를 선택하고, value항목에 10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4) Geo Location 탭에서 Coordinate System 항목은 KOREA를 선택합니다. Source 탭으로 옮겨가서 Draping Options를 Drape으로 설정합니다.
Convert closed polylines to polygons(닫힌 폴리선을 폴리곤으로 변환) 앞에 체크표시를 하고, [Close & Refresh]버튼을 클릭하여 빌딩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Drape : 지형 데이터에 부착
Don’t Drape : 기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높이값 사용 (2D데이터는 0)
Set Elevation : 사용자가 높이값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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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DF 데이터로 작성된 하천 데이터 가져오기
다음으로는 하천 데이터를 rivier.sdf로부터 가져옵니다. SDF형식은 Autodesk의 GIS데이터 포멧인 Spatial Data File로서 AutoCAD Map3D,

Civil3D 등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활용하는 river.sdf 파일은 AutoCAD Map3D에서 폴리곤 형태로 작성한 후, mapexport명령을 이
용하여 작성된 데이터입니다. Water Area의 경우 실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설정하려면 Application Options

▶ 3D Graphics ▶ Realistic Water 앞에 체크합니다.

1) Data Source 팔레트에서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SDF를 선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의 river.sdf파일을 선택하여 오픈

합니다.

2) Data Source 팔레트에서 river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대화상자를 오픈합니다. 상단의 Type항목에서 Water Area를
선택합니다.

3) Geo Location 탭에서 Coordinate System 항목은 KOREA를 선택합니다. Source 탭으로 옮겨가서 Draping Options를 Drape으로 설정합니다.
Convert closed polylines to polygons앞에 체크표시를 하고, [Close & Refresh]버튼을 클릭하여 river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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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MX 데이터로 파이프 가져오기
여기에서는 AutoCAD Civil 3D에서 작성된 지하 지장물인 파이프를 가져옵니다.
예제로 사용되는 파이프는 폴리선(pline)으로 임의 작성한 후, AutoCAD Civil 3D의 [Home] ▶ [Create Design] ▶ [Pipe Network] ▶
명령을 이용하여 파이프로 변환 작성하였습니다. AutoCAD Civil 3D에서의 파이프 작성은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사용자 가이드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후 [Output] ▶ [Export IMX] 기능을 이용하여 IMX 파일로 변환하였습니다.

1) Data Source 팔레트에서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Autodesk IMX를 선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의 pipe.imx파일을 선

택하여 오픈합니다.

2) Choose Data Sources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PIPES와 STRUCTS 모두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OK버튼을 클릭합니다.

3) Data Source 패널에서 PIPES는 Pipelines, STRUCTS는 Pipeline Connectors로 자동 인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utoCAD
Civil3D에서 파이프 객체로 작성된 요소들은 InfraWorks에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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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UCTS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Geo Location탭의 Coordinate System을 Korea로 설정하고 [Close & Refresh]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합니다.

5) PIPES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Geo Location탭의 Coordinate System을 Korea로 설정합니다. [Close & Refresh]버튼을 클릭하여 파이프도 삽입
합니다. 파이프의 깊이는 AutoCAD Civil3D에서 파이프 객체 작성시 설정한 값으로 들어갑니다.

Configuration 대화상자의 Elevation 부분에서 파이프의 깊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지형 아래 쪽을 보게되면 아래와 같이 파이프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DWG 데이터로 도로 가져오기
다음으로는 DWG 데이터로 도로를 가져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Pline 명령으로 AutoCAD에서 작성된 도면입니다. 아래와 같이 단순
한 선데이터이지만, InfraWorks에서는 스타일을 적용하여 3D 형태의 도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AutoCAD DWG를 선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아래에 있는 도로.dwg를 선택하여 오픈합니

다.

2) Data Source 팔레트에서 Entity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대화상자를 오픈합니다. 상단의 Type항목에서 Roads를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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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on 탭에서 우측 하단의 Rule Style 옆 아이콘을 클릭하여 도로에 적용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4) Geo Location 탭에서 Coordinate System 항목은 KOREA를 선택합니다. Source 탭으로 옮겨가서 Draping Options를 Drape으로 설정합니다.
[Close & Refresh]버튼을 클릭하여 도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 3D모델로 작성된 빌딩 가져오기
1) 모델링한 국회의사당 FBX파일을 가져옵니다. FBX는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간에 3D 모델을 교환하기 위한 공통 포멧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회
의사당 모델이 들어갈 자리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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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3D Model을 선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아래에 있는 국회의사당.fbx를 선택하여 오픈합니

다.

3) Data Source 팔레트에서 국회의사당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대화상자를 오픈합니다. 상단의 Type항목에서
Buildings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Geo Location 탭에서 Coordinate System을 XY-MM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는 가져오는 모델의 좌표로
서, 륱는 특정 지리좌표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Y-MM(미터법 XY좌표)로 설정해줍니다. Position 파트의 Coordinate System은 현재

InfraWorks 모델에 설정되어있는 KOREA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Interactive Placing을 클릭하여 모델 상에 fbx파일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3D Model과 이후에 다룰 Revit파일의 경우에는 Interactive Placing을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에 3D 모델링 데이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여 위치를 지정한 후, [Close & Refresh]버튼을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fbx모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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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사당 모델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Edit을 클릭하면 기즈모로 모델의 위치나 크기, 회전 각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기즈모를 직접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 및 크기 설정을 합니다.

5) 아래 그림처럼 국회의사당 모델이 삽입된 것을 확인합니다.

>

3. 데이터 수정 및 스타일 적용하기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작업에서는 이 기존데이터를 수정해보고, 스타일을 적용하여 3D
모델이 보다 실제와 같이 보이도록 시각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빌딩 모델 데이터 수정하기
1) 국회의사당에 이어 건물레이어를 수정합니다. 하나의 Shape파일로부터 임포트하였지만, 개별 건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선택
한 후, 마우스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Edit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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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즈모를 이용하여 높이 변경 및 이동, 회전하여 건물을 수정합니다. 해당 기즈모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채로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
면 됩니다.

3) Shape파일에서 가져온 건물 데이터 전체의 높이를 변경해봅니다. Data Sources 팔레트에서 건물 레이어를 더블클릭합니다. Data Source
Configuration 대화상자의 Common 탭에서 Roof Height의 FloorNo * 10m로 설정된 부분을 FloorNo * 5m로 변경합니다. 숫자만 변경하여 입력
하면 완료됩니다. [Close & Refresh]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외의 다른 설정값들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 대화상자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Type은 수정 불가)

2)번에서 이동, 회전 및 높이 변경 한 건물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위의 변경 설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축으로 형태가 변경된 건물은 변경 설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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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빌딩 모델에 스타일 적용하기
InfraWorks의 스타일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재질처럼, 요소 겉면에 매핑되어 모델을 실제에 가깝게 보이도록해줍니다. 실제로 건물, 도로, 철
도, 파이프라인 등에 다양한 사전정의된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들은 수동으로 개별 요소에 적용하거나, Rule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해당 레이어 모델 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수동 적용
1) 위에서 수정한 건물 레이어에서 이어 작업합니다. 먼저 수동으로 스타일을 적용해봅니다. Home 리본탭의 Stylize Model패널에서 Style Palette
를 클릭합니다.

2) Style Palette의 Façade 탭을 선택한 후, Brick폴더를 더블클릭하여 열면,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원
하는 스타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하여, 드래그앤드롭으로 건물 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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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일을 적용한 후에는 Properties 팔레트에서 스타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려는 건물을 선택한 후 Home 리본탭의 Explore패널에서
Properties를 클릭합니다.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Properties 팔레트에서 Stylization 카테고리 밑의 Manual Style 레코드 셀 빈칸을 클릭합니다.

를 클릭하여 변경하려는 스타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Properties팔레트 우측 상단의 Update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 변경을 적용합니다.

스타일 규칙 적용
1) Style을 적용할 때 규칙을 만들어주면, 한번에 여러 개의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높이가 85이하 Home 리본탭의
Stylize Model패널에서 Style Rules버튼을 클릭하여 Style Rules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Style Rules 팔레트에서 Buildings 탭을 클릭합니다.

2)

(Add a new empty rule of the current rule type)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스타일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름은 1로 지정합니다.

3) 위에 설정한 규칙을 선택한 후,
Expression카테고리 아래의

(Edit properties of the currently selected rule)를 클릭합니다. Rule Editor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Edit)버튼을 클릭하여 Expression Editor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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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pression Editor에서
그리고 난 후, 우측의

(Property)를 클릭하여 ROOF_HEIGHT를 선택합니다.

(Operator) 를 클릭하여 연산자로는 ≤를 선택합니다.

(Get Values)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ROOF_HEIGHT를 선택하고,

를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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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ule Editor 하단의 Styles 카테고리에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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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an existing style)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Façade로 Brick, 스타일로는 Biron 을 선택합

사용자 가이드북

6) 아래와 같이 완성이 되었으면 OK버튼을 눌러 Rule Editor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7) 8~11번 단계를 반복하여, 스타일 2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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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yle Rule 팔레트 하단의

(Refresh)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모델을 확대해보면 빌딩 높이별로 아래와 같이 스타일

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 Rule팔레트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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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역 현황을 고려한 기본 계획 설계
이번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작성한 모델에 새로운 설계의 컨셉을 기획하는 작업을 합니다.
디자인 Proposal을 작성하고, 그 디자인 안에 간단한 도로 작성과 3D 컴포넌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컨셉스케치 외에
도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Edition을 사용하면 Civil 3D 유형의 도로를 작성할 수 있는 Autodesk® Roads & Highways Module for

InfraWork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Revit 파일 가져오기

프로포절을 작성하기에 앞서 Revit에서 작성한 간단한 3D 모델을 설계지역 내에 삽입합니다. 2번에서 이 Revit으로 작성된 건물 앞에 두개의 조경
디자인 대안을 작성해봅니다.

InfraWorks에서는 Revit에서 작성된 RVT파일을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된 건물 외관 뿐만 아니라 내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모델링한 건물 RVT파일을 가져옵니다. RVT는 Autodesk Revit 모델 데이터 포멧 입니다. 건물 모델이 들어갈 자리를 아래 우측 그림처럼 확대합
니다.

2) 해당뷰를 나중에 쉽게 찾아가기 위하여 Bookmark를 합니다. Home 리본탭 ▶ Location Bookmark 패널의 Add Bookmark를 클릭합니다. 그러
면 아래와 같이 Bookmark를 클릭하여 해당뷰로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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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d file Data Source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Revit RVT를 선택합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아래에 있는 건물2.rvt를 선택하여 오픈합니다.

4) Data Source 팔레트에서 건물2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Data Source Configuration대화상자를 오픈합니다. 상단의 Type항목에서 Buildings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Geo Location 탭에서 Coordinate System을 XY-M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는 가져오는 모델의 좌표로서, FBX는 특정 지
리좌표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Y-M(미터법 XY좌표)으로 설정해줍니다. Position 파트의 Coordinate System은 현재 InfraWorks 모델에
설정되어있는 KOREA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Interactive Placing을 클릭하여 모델 상에 RVT파일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5) 삽입한 건물 revit모델은 선택한 후, 마우스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Edit을 선택합니다. 기즈모가 나타나면, 회전 및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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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vit모델의 내부를 살펴봅니다.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내부를 탐색합니다.

>

2. 프로포절(디자인 대안) 작성 하기

1번에서 가져온 Revit 건물 앞에 간단한 조경 계획안을 2가지 정도 작성해봅니다. InfraWorks에서는 한 모델 안에 다수의 디자인 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nfraWorks모델은 Master 프로포절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은 Master 프로포절에 작성된 것으로 이후에 작
성되는 프로포절은 Master 프로포절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통 Master 프로포절에는 설계 지역의 현황을 구축하고, 이후에 프로포절을 추가하여 디자인 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프로포절은

Quick Access Bar에서 master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Home 리본탭의 Design패널에서

Proposals를 클릭하여 Proposals팔레트를 표시합니다. Proposal은 기존 모델위에 작성하는 디자인 안이며,

InfraWorks에서는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Proposals 팔레트에서

(Add new proposal)를 클릭하여 새로운 Proposal을 작성합니다. 이름은 Proposal1로 합니다.

2) Proposals팔레트 혹은 Quick Access Bar에서 현재 Proposal1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작성되는 데이터는 Proposal1에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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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ol Strip에서
에서

(Create/Edit Features)를 클릭하면 Draw Strip이 나타납니다. Draw Strip에서

(Create trees)를 두번 클릭하여 플라이아웃

(Select Style)을 선택합니다. 3D Model/Vegetation카테고리를 선택하고, Oval Hedge를 클릭한 후 대화상자를 종료합니다.

\4) 건물 앞을 클릭하여 나무를 그립니다. 끝나는 지점에서는 더블클릭하여 종료합니다.

5) 기즈모를 이용하여 나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높이를 조정하는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버튼 클릭한채로 드래그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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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의 우측에 가로등을 넣어봅니다. Draw Strip에서

(Create City Furniture [City Furniture])를 두번 클릭하여 플라이아웃에서

(Select

Style)을 선택합니다. Street Light를 선택하여 Proposal1에 삽입합니다.

7) 건물 우측에 가로등을 배치합니다. 위치를 정하여 더블클릭하면 콤포넌트 하나만 삽입됩니다. 나무와 같이 기즈모를 사용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8) Proposal1안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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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oposals 팔레트에서 Proposal2를 작성합니다. 먼저 현재 Proposal을 master로 설정합니다. 이후에는 Proposal1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후에는 Quick Access Bar나 Proposals 팔레트에서 Proposal2가 선택된 것을 확인합니다.

(주의 : Proposal1이 현재 Proposal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Proposal2를 작성하면 Proposal1의 데이터가 모두 Proposal2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Proposal1과 다른 대안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master로 현재 Proposal을 변경한 후, Proposal2를 작성합니다.)

10) Proposal2에는 건물 좌측에 연못을 작성해봅니다. Draw Strip에서

11) 건물 우측에는 Drink Stand를 넣어봅니다. Draw Strip에서

(Create Water Areas)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Create City Furniture [City Furniture])를 두번 클릭하여 플라이아웃에서

(Select Style)을 선택합니다. Drink Stand를 선택하여 Proposal2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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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물 우측에 Drink Stand 배치합니다. 배치한 후에는 기즈모를 사용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13) 같은 방식으로 Draw Strip에서

(Create City Furniture [City Furniture])를 두번 클릭하여 플라이아웃에서

(Select Style)을 선택합니다.

3D Model/People 카테고리에서 사람 모델을 선택합니다. Drink Stand 옆에 더블클릭하여 배치한 후 기즈모를 이용하여 크기를 조정합니다.

14) 아래와 같이 Proposal2안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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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uick Access Bar의 Proposal1과 Proposal2를 번갈아 선택하면서 디자인 대안을 비교해봅니다. InfraWorks에서는 하나의 모델안에 다수의
디자인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master

Proposal1

Propos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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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작성 – Proposal1
프로포절에 도로를 추가합니다. Proposal1에는 InfraWorks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Road를, Proposal2에는 Design Road를 작성합니다. Design

Road는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Edition에만 포함되어있는 Road & Highway Module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Design Road를
이용하여 도로를 작성하면 AutoCAD Civil3D에 선형으로 임포트하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따라 애니메이션을 작성하고, 프로
파일을 조정해 보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posal1에는 InfraWorks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Road를 작성합니다.
1) 도로를 스케치합니다. Tool Strip에서

(Create/Edit Features)를 클릭하면 Draw Strip이 나타납니다. Draw Strip에서

Roads)에 마우스를 오버 시키고, 플라이아웃에서

2) 다시 Draw Strip에서

(Create/Design

(Create Roads [Roads])를 선택합니다.

(Create Roads [Roads])를 두번 클릭하여 플라이아웃에서

(Select Style)를 선택합니다. Style 팔레트의 Road탭에서

Sidewalks with Lamp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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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posal1에서 아래와 같이 도로를 스케치합니다.

4) 도로를 작성한 후에는 스케치한 도로를 선택하여 기즈모와 단축메뉴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스타일을 변경해봅니다. 도로 선택 후 마우
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Properties 팔레트에서 Stylization ▶ Manual Style 의 레코드셀을 클릭하여
다.

Select Style 대화상자에서 Boulevard with Fall을 선택한 후 OK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Update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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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클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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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를 작성한 후, 3D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모델을 좀 더 현실감있게 만들어봅니다. Draw Strip에서
Furniture])를 두번 클릭하여 플라이아웃에서

(Create City Furniture [City

(Select Style)을 선택합니다. 3D Model/Vehicles카테고리를 선택하고, BMW7 Series를 클릭한 후

대화상자를 종료합니다.

6) 스케치한 도로 위에 더블클릭하여 자동차를 배치합니다. 기즈모를 이용하여 도로에 맞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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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작성 – Proposal2

1) Proposal2에는 Design Road를 작성합니다. Quick Access Bar에서 Proposal2를 선택합니다.

2) Draw Stri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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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Roads [Local])을 선택합니다. Proposal1과 같

은 위치에 Design Road를 작성합니다.

3) 작성한 Design Road를 선택하고, View리본탭 ▶ Corridors ▶ Profile View를 클릭하여 종단뷰를 확인합니다. 아래 종단뷰에서 PVI점을 움직
여서 종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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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왕복 2차선으로 작성된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변경해봅니다. 도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Road카테고리의 Lanes Forward, Lanes Backward 값을 각각 2로 입력합니다.

Update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왕복4차선 도로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디자인 대안 두가지를 여의도 모델에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서는 이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하기 위한 시각화 작업을 합니다.

>

3. Design Road를 IMX로 공유하여 Civil3D에서 활용

위에서 작성된 Design Road의 경우에는 IMX 파일 포멧으로 내보내면 Civil3D에서 선형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InfraWorks에서 개념 설계한 데이
터를 AutoCAD Civil 3D를 이용하여 실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Application Menu를 클릭하여 Export ▶ Export IMX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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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ort to IMX 대화상자에서 Extent 아래의 Polygon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할 도로와 영역을 지정합니다. 위에서 작성한 Design Road 주
변의 영역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3) 범위를 설정하고 Export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경로에 IMX파일이 생성됩니다.

4) AutoCAD Civil3D를 오픈하여 IMX파일을 가져옵니다. [Insert]리본탭의 [Import IMX]를 클릭합니다.

5) InfraWorks에서 내보낸 파일을 선택하고 open하면 아래와 같이 지형, 선형 정보가 그대로 Civil 3D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설
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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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각화
설계 지역 현황을 구축하여 디자인 대안 – 프로포절을 작성한 후에는, 이를 프리젠테이션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nfraWorks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스냅샷, 렌더링 이미지,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스냅샷

스냅샷은 사용자가 보는 현재뷰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퀄리티는 렌더링 이미지에 비해 낮으나, 쉽고 빠르게 저장할 수 있어서 활용성
이 높습니다.

1) Present탭의 Imagery패널에서 Snapshot을 클릭하면 현재 뷰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에서 이미지의 크기와 저장경로를 지정
해줍니다.

>

2. 렌더링

스냅샷 이미지 뿐만 아니라, 렌더링으로 보다 정밀한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Present탭의 Imagery패널에서 Render를 클릭하면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에서 생성할 이미지의 퀄리티와 저장할
경로 등을 지정해주고 Render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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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애니메이션

InfraWorks에서는 스토리보드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효과적인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애니메이션은 WMV와 AVI등의 동영
상 포멧으로 내보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과 Design Road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의 두가지 방법을 다
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roposal2를 현재 프로포절로 선택합니다. 먼저 궤도 및 이동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스토리보드에 키프레임을 추가해봅니다. Present 리본탭
의 ▶ Storytelling ▶ Storyboards를 클릭하여 스토리보드를 표시합니다. 아래 뷰에서 시작합니다.

2) Storyboard에서 Add Camera Path Animation을 선택합니다.

3) Path&Animation부분에 아래와 같은 Keyframe이 생성됩니다. 마우스왼쪽버튼 - 궤도를 이용해 모델을 반대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표시한 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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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방법으로 Revit 건물 쪽으로 확대하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5) 다음으로는 Design Road를 이용하여 Keyframe을 작성해봅니다. Storyboard에서 Create from Design Road를 선택합니다.

6) Proposal2에 작성된 Design Road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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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와 같이 도로를 따라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8) 그러면 Design Road를 이용하여 작성된 키프레임의 속도를 빠르게 조정해보도록 합니다. 처음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Set Speed를
선택합니다. 속도를 100km/h로 바꿔줍니다.

9) 모든 키프레임의 속도가 100km/h로 변경됩니다. 중간의 키프레임을 하나 선택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150km/h로 변경해줍니다.

10) Title을 입력합니다. Storyboard의 Add New Title을 클릭하여 타이틀을 생성한 후, 타이틀이 삽입될 위치로 이동시켜줍니다.

Title은 여의도로 지정합니다. Title을 클릭 후 우측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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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애니메이션 중간에 캡션도 넣을 수 있습니다. Storyboard의 Add New Caption을 클릭하여 캡션 생성후, 캡션이 삽입될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Title과 동일하게 원하는 캡션을 우측에 입력합니다.

12) 완료되었으면 Play버튼을 클릭하여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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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toryboard가 완성되면 이를 동영상 파일로 저장합니다. Storyboard의 Exports current Storyboard to video를 클릭하여 동영상 포멧과 위치
를 설정합니다.

14) WMV형식을 선택하고 위치를 지정한 후 Record를 클릭하면 Storyboard의 내용대로 동영상이 제작됩니다.

>

4. Visual Effect

InfraWorks에서는 Environment Maps를 사용하여 모델 주변에 환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Dynamic Sky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작성한 모델의 일자 및 시간에 따른 태양 및 그림자 변화, 바람 등의 환경을 구성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1) Visual Effect 리본탭의 Environment Maps ▶ Library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양한 환경 효과 설정값들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Dynamic Sky로 선택되어 있고, 다른 효과를 선택하거나 Create를 클릭하여 커스텀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여기에서는 Dynamic Sky로 두고 하늘과 태양 설정값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Visual Effect 리본탭의 Sun & Sky Settings에서 Date
스크롤바를 움직여 날짜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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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2013-12-31

3) 이번에는 Date는 그대로 두고, 시간을 조정하여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Visual Effect 리본탭의 Sun & Sky Settings에서 Time 스크롤바를 움직
여 시간을 조정합니다.

6:00 am

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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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pm

4) 또한 풍속, 풍향 및 구름 Coverage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Visual Effect 리본탭의 Sun & Sky Settings에서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시뮬레이션합
니다.

Cloud Coverage 12

Cloud Coverage 42

66

사용자 가이드북

AUTODESK INFRAWORKS 사용자 가이드북

VII. InfraWorks 360
이렇게 작성된 InfraWorks 모델은 Autodesk Subscription 사용자의 경우 클라우드에 게시하여, Ipad나 웹상에서 공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종이
기반이 아니라 아이패드나 웹을 이용하여 3D 모델로 공유하고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1. Infraworks360 계정 만들기

InfraWorks360 계정을 사용해서 모델을 퍼블리싱하려면 Subscription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Subscription Contract Number (계약번호)를
확인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InfraWorks 360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URL에 접속합니다. https://www.autodesk.co.kr

2) ① 우측 상단의 ‘로그인’ 선택 ▶ ② 로그인 항목에서 Subscription member 를 클릭합니다.

3) Subscription 센터에서 [Create Account]를 클릭하여 계정을 작성합니다.

4) 계정작성이 완료되면 Infraworks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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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utodesk Infraworks에서 Web파일 내보내기

Web으로 파일을 보내기 전에 좌측상단에 앞에서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Autodesk InfraWorks 개요 부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되어있지 않다면 로그인하여야 Publish가 가능합니다.

1) 퍼블리싱하려면 먼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합니다.
Design roads와 Create roads로 도로를 모델링 한 경우 스토리 보드 만드는 방법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6장의 3. 애니메이션 부분
에서 다루었으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 스토리보드를 생성합니다.
[Present] 리본 탭 ▶ [Storyboards] 선택하고

3)

Add new storyboads를 클릭합니다.

4) Create roads로 도로를 모델링 한 경우 Camera Path Animation을 선택합니다.

Keyframe을 추가하면서 Animation 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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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sign roads로 도로를 모델링 한 경우 Create from design roads를 선택합니다.

Design roads로 작성한 도로를 선택 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스토리보드가 생성됩니다.

6) 스토리보드 작성이 끝났으면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Present]리본탭 ▶ [Scenarios]를 클릭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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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dit Scenario 대화상자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1

2

3

4

① Name: Test (해당 시나이로의 이름 설정
② Define Area of Interest: 클릭 Use Entire Model (전체 지형 혹은 특정 부분만 선택 가능)
③ 추가할 Scenario선택
④

선택

* Publish Scenario창에서 Publish대상을 선택 (Admin 그룹을 지정하거나 그룹을 만들지 않았다면 화면과 같이 Default 그룹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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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ublish To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Test Group을 지정
* Make Public을 선택을 하면 URL로 웹이나 아이패드로 오토데스크 계정이 없는 일반 유저들도 모델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web에서
오픈 할 경우 브라우저가 최근 버전의Chrome, Firefox 둘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 Make Public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오토데스크 계정이 없다면 웹에서 열어 볼 수 가 없습니다.
⑥ Publish 클릭 (모델링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

Publish가 완료되면 성공적으로 Upload되었다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OK클릭

8) 시나리오가 Publish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ollaborate리본탭에서 Online Scenario선택합니다.

9) Manage Online Scenario 창에서 Publish된 시나리오와 날짜, Size, Publisher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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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에서 Infraworks파일 열기

앞서 언급한 데로, Infraworks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는 Chrome, Firefox, IE8이상  IE의 경우는 Chrome Frame이 필요합니다. Chrome Frame
은 http://www.google.com/chromeframe 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1) Collaborate리본 탭 Manage패널의 Online Scenarios를 클릭합니다.

2) Group에서 앞서 정의한 Test Group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된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앞서 작성한 시나리오에서는 Make Public에 클릭을
하였는데 만약 Make Public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Public에 선택이 되어있지 않게 됩니다. Public에 선택되지 않은 시나리
오는 Autodesk 계정이 없는 사용자는 모델링 파일 접근 불가능 합니다.

3) Share항목에 두 가지 옵션(Email URL과 Open in Web Brower)이 있는데 Email URL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브라우저에 대한 내용과 함께 URL
이 메일내용에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다른 유저에게 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Open In Web Brower는 바로 현재 PC에서 오픈하여

URL을 확인 할 수 있고 Email URL은 메일을 전송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모델링과 시나리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활용한 모델링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mail URL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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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첫 번째 URL을 클릭하면 Autodesk Infraworks360 Term of Service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동의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네모상자를 클릭하고 Continue를 선택하면

- 아래와 같이 모델링 파일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4) 아이패드에서는 메일 하단의 IPad URL을 아이패드에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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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에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Infraworks app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단의 URL을 클릭하여 모델을 열 수 있고 app이 없는 경우도

Itunes 주소로 가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5) Admin계정으로 시나리오 파일을 여는 방법
앞서 메일을 활용하여 아이패드에서 오픈 한 경우는 다른 사용자에게 모델데이터와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용자그룹의 Admin
이 본인의 아이패드에서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패드의 Infraworsk application 실행
상단의 Device는 현재 아이패드에서 다운받은 모델파일이고 우측의 Infraworks 360은 Publish된 파일들을 보여준다. 우측의 Test라는 시나리오가 올라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Test항목 선택
모델링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Progress는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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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Infraworks 360 탭에서는 Test파일이 없어지고 Device탭에 1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Device탭 선택
Test라는 시나리오 모델데이터에 New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 Test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모델링 파일이 보여집니다.

6) Web과 아이패드에서 모델링 파일 활용
모델 파일은 설정조정, 스토리보드 재생, 레이어 On/Off, Design Feed등을 확인,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주)오토데스크 코리아, (주)한국인프라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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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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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데스크 Infrastructure 분야는 사회 기반시설 설계,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분야라 볼 수 있으며, 대
표적으로 도로/철도, 단지, 수자원, 상하수도, 유틸리티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토데스크의 Infrastructure

Design Suite제품은 Infrastructure 분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 보수를 최상의 기술로 관리하여 토
목 BIM을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Autodesk ® Infrastructure Design Suite
Standard

Autodesk ® Infrastructure Design Suite
Premium

Autodesk ®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기본적인 GIS 계획, 설계, 공동 작업 및 관리에 친숙한

토목 인프라 계획, 설계, 구조, 공공 시설망 설계 및 관

토목 및 공공 시설 인프라 계획, 설계, 건설 그리고

AutoCAD® 워크플로우를 확장한 제품입니다. 광범위

리 도구를 결합해 놓은 것으로 구조용 Revit Structure

토목 BIM에 최적화된 도구를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한 CAD 및 GIS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 기존 작업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remium 버전은 인프라용 BIM

2014 Ultimate 버전에는 Architecture, MEP, Structure

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GIS 분석 기

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지능형 모델 기반 도구를 포괄

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물 모델링 및 구조 해석, 시공

능은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적 솔루션으로 사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설계를

관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Premium보다 한 단계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하며, 통합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프로젝트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결과를 평가하고,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내
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

로

/철

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도

공

항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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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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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Premium

AutoCAD Civil 3D

Ultimate

a

a

AutoCAD Map 3D

a

a

a

AutoCAD

a

a

a

AutoCAD Raster Design

a

a

a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a

a

a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a

a

a

Autodesk ReCap

a

a

a

Autodesk InfraWorks

a

a

Autodesk 3ds Max Design

a

a

AutoCAD Utility Design

a

a

Autodesk Revit Structure

a

a

Autodesk Revit(Architecture, Structure, MEP)

a

Autodesk Navisworks Manage

a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a

Standard

Premium (+Standard)

Ultimate (+Premium)

AutoCAD Map 3D는 인프라스트럭쳐의 지리정보 데

AutoCAD Civil 3D는 도로/철도, 단지, 수자원, 상하수

Autodesk Revit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의 지능형 모

이터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CAD와

도 등의 토목 프로젝트의 BIM 설계 구현 및 토목 시설

델 기반 디자인 도구로서 BIM에 최적화된 보편성과 확

GIS데이터를 설계 및 수정하고 관리합니다.

물의 선형, 종단, 횡단, 우/오수, 상하수도, 정지작업,

장성을 기반으로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MEP 엔지니

토공량 산출, 유토곡선 등의 설계가 가능하고 도면화

어링 소프트웨어, 구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응

할 수 있습니다.

용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더 폭넓

AutoCAD는 디자인 및 문서화 소프트웨어로 세계 최
고의 2D 및 3D CAD 프로그램입니다.

AutoCAD Raster Design은 AutoCAD기반의 3rd Party
프로그램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도시 계획 분야
의 이미지 편집 및 벡터라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Simulate는 Navisworks Manage
에서 간섭체크와 출동 감지 도구가 제외된 버전입니
다.(Ultimate 버전 참고)

Autodesk Infrasworks는 설득력 있는 부지 계획 제안
서를 더욱 쉽게 제작, 평가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
므로 보다 이른 단계에서 관계자들의 매입 의사를 타
진하고 더욱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Autodesk Revit Structure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구조
디자인 전용 도구를 제공해주는 토목 BIM 솔루션입니
다. 토목 BIM은 구조 디자인 문서화의 다각적 의견 조

Autodesk ReCap은 레이저 스캔 데이터와 사진을 사

율 방식을 개선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관련 건축 프

용해 물리적 오브젝트 및 환경의 지능적 3D 데이터 생

로젝트팀들 사이에서 협업을 강화합니다.

성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또한 고객들이 실제 작
업 현장이나 물리적 오브젝트를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는 수리, 수문
분석 솔루션으로 도로 및 단지의 우/오수 관망을 분석
설계합니다.

Autodesk 3ds Max Design은 토목 BIM에 좀더 최적화
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컨셉을 신속히 검토하
고 일광 효과를 더욱 정확히 분석하고 인상 깊은 마케
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AutoCAD Utility Design은 AutoCAD 기반의 전기배전
유틸리티 설계를 표준화된 모델 기반으로 규칙에 맞게
설계 및 분석하여 문서화합니다.

은 도구 세트를 활용하여 워크플로우 능률을 높이고

Revit 플랫폼에서 다른 건축 설계 팀들과 보다 효과적
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Manage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검토 솔루션입니다. 여러 부서의 다양한 설계 파일과
다중 형식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 파일로 통합해 더욱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충돌을 해결하며 건설이나 리노
베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은 구
조 엔지니어가 크고 복잡한 건축 구조물에 대해 고급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토목 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도로/철도/기반시설/단지/수자원/토지 등의 인프라스트럭쳐의 계획, 디자인,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 BIM for Infrastructure 솔루션으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은 토목 BIM 설계를 실현합니다. 토목 BIM은 토목 공사 생애주기(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고, 수정된 정보의 갱신에 따라 연관된 프로세스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재생산, 공유, 교환, 재배포 될 수 있는 3차원 기반의 정보 운용 환경 프로세스 입니다.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을 활용한 워크플로우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 AutoCAD Civil 3D
• Autodesk Infraworks
• AutoCAD Map 3D
• Autodesk Raster Design

•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 Autodesk Revit

• AutoCAD Map 3D
• Autodesk Navisworks

• Autodesk RECAP
• Autodesk Navisworks

• Autodesk Storm and Sanitary
Analysis

개념설계 및 3D GIS 설계 도구를

40개 이상의 강구조 코드와 30개

정확한 설계 검토, 5D 공정과 물류의

지리정보 데이터의 시섬물관리와 계

활용해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이상의 콘크리트 코드 지원 및 이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프로

획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여러 가지

고려한 단면 검토 가능

젝트의 시각화 가능

GIS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내보내기와

철도 설계 코드 정의 및 선형 검토를

공사가 시작되기 전, 비쥬얼 환경에서

GIS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구축은

통한 철도 선형, 횡단, Cant 설계

프로젝트를 가상으로 구현 가능하며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에 레

기존의 2D CAD, 3D 모델, GIS 및

지원

시공 전 간섭체크를 통해 발생할 수

이저 스캐닝등의 최신기법을 통한 구

있는 부분을 사전에 감지

조물 유지관리 뿐 아니라 프로젝트 전

설계 대안을 제시

가져오기 지원

레스터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간
시설 설계 및 지적 등의 요소를

수자원 / 상하수도 설계, 해석 및

정밀하게 표현

시뮬레이션 을 통한 BIM for LID

모든 종류의 3D 모델의 시각화, 3D

설계

설계 검토, 5D 일정의 시뮬레이션 가능

항공사진 등 이미지 데이터를

AutoCAD 기반에서 편집 및
수정이 가능

* LID(Low Impact Development)

반에 걸쳐 계획부터 시작하여 관리까
지 공정별 유지 관리 지원

프로젝트 단계별로 나온 여러 부서의
다양한 설계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

토목 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2014 동작환경
Standard Edition

분류

Premium Edition

Ultimate Edition

Microsoft Windows 8(Enterprise,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7(Ultimate, Enterprise, Professional,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XP(Professional, Home)**

32-Bit
OS

Autodesk® Navisworks® 2014는 Microsoft Windows 8의 32Bit O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Autodesk® AutoCAD Map 3D 2014는 Windows 7 Home Premium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Autodesk® AutoCAD® 2014, Autodesk® AutoCAD® 2014 Raster Design 2014만 지원합니다.
** Autodesk® AutoCAD® Map 3D 2014는 Professional Edition(SP3 이상)만 지원합니다.
Autodesk® 3ds Max® Design 2014, Autodesk® InfraWorks 2014, Autodesk® AutoCAD® Civil 3D는 32Bit O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64-Bit

Microsoft Windows 8(Enterprise,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7(Ultimate, Enterprise, Professional,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XP(Professional)*
* Autodesk® AutoCAD® 2014, Autodesk® AutoCAD® 2014 Raster Design 2014, Autodesk® AutoCAD® Map 3D 2014만 지원합니다.
32-Bit OS의 경우 :
SS2 테크놀로지 지원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듀얼코어, 3.0GHz 이상

CPU

64-Bit OS의 경우 :
EM64T와 SS2 테크놀로지 대응 Intel Xeon 또는 Pentium
4 또는 SS2 테크놀로지 지원 AMD Athlon 64 또는 AMD
Opteron
2GB(4GB 권장)

메모리

싱글 또는 멀티코어 Intel® Pentium®, Xeon® 또는 i시리즈의 프로세서 또는 SS2 테크놀로지를 탑재한 AMD의 동급 프로세서
입수 가능한 최고 클럭의 CPU 지원

4GB(8GB 권장)

Autodesk® AutoCAD® Map 3D 2014(64Bit) 사용의 경우 : 4GB(8GB 권장)
Autodesk® ReCap 사용의 경우 : 4GB
True Color 대응 Windows 디스플레이(1024 X 768)
Autodesk® AutoCAD® 2014에서 3차원 모델링을 실행할 경우 : 1280 X 1024 True Color 지원, 128MB이상의 메모리 탑재, Direct3D® 지원의 워크스테이션급의 그래픽 카드
Autodesk® ReCap 사용 시 : OpenGL 3.3, 256MB 이상의 메모리 탑재 그래픽 카드
권장 그래픽 카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영어)

www.autodesk.com/revit-graphicshardware

VGA Display

고도의 3D 모델링 작업 시 : Shader Model 3와 Directx® 11을 지원하는 오토데스크 권장 그래픽 카드

Autodesk® InfraWorks 2014 사용 시 : 512MB 이상의 메모리
탑재, DirectX® 10 지원, 안티얼라이싱 2x(2x AA) 지원 그래픽
카드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2014
사용 시 : OpenGL® spec 1.4, DirectX® 9 이상 대응 그래픽 카드

HDD 여유공간

25GB 이상

40GB 이상

55GB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우스 호환 장치(3개 마우스 버튼 권장)

입력기
Autodesk® Revit® 2014 사용 시 : 3D Connextion® 호환 장치

인스톨 미디어

USB 2.0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 이상

브라우저

Autodesk®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4 사용 시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0 이상
Autodesk® InfraWorks® 2014,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2014 사용 시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0 이상

기타

인터넷 환경 사용(사용자 등록, 제품 매뉴얼 확인, 서브스크립션 웹 서비스)

※ 최신 동작환경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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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의 자산입니다. Autodesk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물, 사양 및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3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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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desk 공인협력업체

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는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여주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는 BIM의 성능과 더불어 모델링, 시각화, 문서화 프로
그램을 제공해 BIM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Standard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Premium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Ultimate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Standard는 오리지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Premium은

설계를 넘어 건설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도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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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드로잉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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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가 포

필요로 하는 건축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것입니다.

함되어있습니다. 이 버전을 이용하여 건축 자재 제조

• 지능형 3D 모델 기반 설계도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업체 및 제작 업체와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

®

• DWG 도면을 설계, 문서화 및 공유
• 건축업계용으로 맞춤화된 AutoCAD 소프트웨어
®

버전 활용

•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도
구로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소개

습니다.

건물 건축

• 설득력 있는 시각화로 아이디어를 더욱 성공적으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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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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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발주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도서관 건립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처

600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공사

한국뇌연구원 설립추진단

69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20억원

전주시

670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3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주 이전사옥 신축공사

을 통해 아이디어를 더욱 성공적으로

건설사업관리(CM)용역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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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KCA 혁신도시 본사 신청사 공사

524억원

경기도 용인시 도시사업소

법무연수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있습니다.

1,389억원

성남시

보정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건물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소중한 정

공사금액

법무부

1,178억원

국립현대미술관

1,300억원
254억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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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여러분의 표준으로 설계 하
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의 시공성을 시각적으로 확인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풍부하고 인텔리전트한 모델

• 전문 건축가들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
여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 높은 품질 그리고 보다 정확한 디자인
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CAD 그리고 BIM 기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복잡성, 인건비 및 재료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데이
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 보다 효과적으로 대지 및 워크플로우
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MEP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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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MEP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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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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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a

a

a

Autodesk Showcase

a

a

a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a

a

Autodesk Revit

a

a

Autodesk 3ds Max Design

a

a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a

Autodesk Navisworks Manage

a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Rrofessional

a

Autodesk InfraWorks

a

Autodesk Inventor

a

Standard

Premium (+Standard)

Ultimate (+Premium)

AutoCAD는 디자인 및 문서화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

Autodesk Navisworks Simulate는 Navisworks Manage

Autodesk Navisworks Manage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고의 2D 및 3D CAD 프로그램입니다.

에서 간섭체크와 충돌 감지 도구가 제외된 버전입니다.

검토 솔루션입니다. 여러 부서의 다양한 설계 파일과

AutoCAD Architecture는 건축 전문가를 위해 개발된

Autodesk® Showcase는 디지털 모델을 건축가, 디자

AutoCAD 소프트웨어입니다. 익숙한 AutoCAD 환경

이너,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가 사실적 이미지와 몰

에서 건축 제도 기능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

입형 대화식 프리젠테이션으로 변환해 설계도를 보다

하고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홍보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toCAD MEP는 MEP 설계를 위해 개발된 AutoCAD

Autodesk SketchBook Designer는 벡터 기반의 페인

소프트웨어 입니다. 익숙한 AutoCAD환경에서 기계,

팅 툴로 직관적인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커

전기 및 배관(MEP)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뮤니케이션에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AutoCAD Raster Design은 AutoCAD기반의 3rd Party

Autodesk Revit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의 지능형 모

프로그램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도시 계획 분야의

델 기반 디자인 도구로서 BIM에 최적화된 보편성과 확

이미지 편집 및 벡터라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성을 기반으로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MEP 엔지니

Autodesk ReCap은 레이저 스캔 데이터와 사진을 사
용해 물리적 오브젝트 및 환경의 지능적 3D 데이터 생
성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또한 고객들이 실제 작
업 현장이나 물리적 오브젝트를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AutoCAD Structural Detailing은 건축 구조 도면을 상
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AutoCAD 소프트웨
어 입니다. 구조 제도, 철근 및 콘크리트 보강 상세도
및 제작 도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링 소프트웨어, 구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응
용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더 폭넓

다중 형식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 파일로 통합해 더욱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충돌을 해결하며 건설이나 리노
베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todesk Inventor는 건축 구성 요소를 제작할 때 제
조업체 및 제작 업체와 협업해 설계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todesk Infrasworks는 설득력 있는 부지 계획 제안
서를 더욱 쉽게 제작, 평가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
므로 보다 이른 단계에서 관계자들의 매입 의사를 타
진하고 더욱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은 구

은 도구 세트를 활용하여 워크플로우 능률을 높이고

조 엔지니어가 크고 복잡한 건축 구조물에 대해 고급

Revit 플랫폼에서 다른 건축 설계 팀들과 보다 효과적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3ds Max Design은 BIM에 좀더 최적화된 기
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컨셉을 신속히 검토하고 일
광 효과를 더욱 정확히 분석하고 인상 깊은 마케팅 자
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BIM을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2014 동작환경
Standard Edition

분류

Premium Edition

Ultimate Edition

Microsoft Windows 8(Enterprise,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7(Ultimate, Enterprise, Professional,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XP(Professional, Home)**

32-Bit

*Autodesk® Showcase 2014는 Microsoft Windows 8 32Bi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Autodesk® AutoCAD® 2014, Autodesk® AutoCAD® Architecture 2014, Autodesk® AutoCAD® 2014 Raster Design 2014만 지원합니다.
Autodesk® 3ds Max® Design 2014는 32Bit O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2014는 Microsoft Windows 8 32Bit O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OS

Autodesk® InfraWorks 2014는 32Bit O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64-Bit

Microsoft Windows 8(Enterprise,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7(Ultimate, Enterprise, Professional,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XP(Professional, Home)**
** Autodesk® AutoCAD 2014, Autodesk® AutoCAD Architecture 2014, Autodesk® AutoCAD 2014 Raster Design 2014만 지원합니다.

CPU

32-Bit OS의 경우 :
SS2 테크놀로지 지원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듀얼코어, 3.0GHz 이상

싱글 또는 멀티코어 Intel® Pentium®, Xeon® 또는 i시리즈의 프로세서 또는 SS2 테크놀로지를 탑재한 AMD의 동급 프로세서

64-Bit OS의 경우 :
EM64T와 SS2 테크놀로지 대응 Intel Xeon 또는 Pentium 4 또는
SS2 테크놀로지 지원 AMD Athlon 64 또는 AMD Opteron

입수 가능한 최고 클럭의 CPU 지원

2GB(4GB 권장)

4GB(8GB 권장)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2014
사용의 경우 : 8GB

메모리
Autodesk®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4 사용의 경우 : 3GB
Autodesk® ReCap 사용의 경우 : 4GB
True Color 대응 Windows 디스플레이(1024 X 768)

Autodesk® AutoCAD® 2014에서 3차원 모델링을 실행할 경우 : 1280 X 1024 True Color 지원, 128MB이상의 메모리 탑재, Direct3D® 지원의 워크스테이션급의 그래픽 카드
Autodesk® Showcase® 2014 사용 시 : 512MB 이상의 메모리(1GB 권장) 탑재, DirectX® 9을 지원 그래픽 카드
Autodesk® ReCap 사용 시 : OpenGL 3.3, 256MB 이상의 메모리 탑재 그래픽 카드
권장 그래픽 카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영어)

www.autodesk.com/revit-graphicshardware

VGA Display

고도의 3D 모델링 작업 시 : Shader Model 3와 Directx® 11을 지원하는 오토데스크 권장 그래픽 카드

Autodesk® InfraWorks 2014, Autodesk® Inventor® 2014 사용
시 : 512MB 이상의 메모리 탑재, DirectX® 10 지원, 안티얼라이싱
2x(2x AA) 지원 그래픽 카드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2014 사용
시 : OpenGL® spec 1.4, DirectX® 9 이상 대응 그래픽 카드

HDD 여유공간

15GB 이상

35GB 이상

50GB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우스 호환 장치(3개 마우스 버튼 권장)

입력기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2014 사용 시 : Intus 3이상 또는 Wacom Cintiq 타블렛 권장
(타블렛 드라이버 6.1.6 - 7 이상 권장)
Autodesk® Revit® 2014 사용 시 : 3D Connextion® 호환 장치

인스톨 미디어

USB 2.0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 이상
Autodesk®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4 사용 시 : Microsoft® 8.0 이상
Autodesk® InfraWorks® 2014 사용 시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0 이상

브라우저

Autodesk® Inventor® 2014 사용 시 :
Adobe Flash 10이상, iFeatures, iPARTS, iAssemblies, thread customization, spreadsheet-driven design 사용 시에는
Microsoft® Excel 2003~2010 필요

기타

인터넷 환경 사용(사용자 등록, 제품 매뉴얼 확인, 서브스크립션 웹 서비스)

※ 최신 동작환경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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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의 자산입니다. Autodesk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물, 사양 및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인쇄상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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