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플랜트 3D 모델링 솔루션

Autodesk Plant Design Suite

Autodesk Plant Design Suite은 포괄적 플랜트 설계 및 배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플랜트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 및 모델링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Plant Design Suite은 배관, 구조 및 장치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공유하면
서 디자인을 보다 훌륭하고도 신속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워크플로우 단계에서 관계자들
이 참여할 수 있어 설계상의 실수, 큰 비용의 재작업, 플랜트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Autodesk® Plant Design Suite Standard

Autodesk® Plant Design Suite Premium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Ultimate

AutoCAD®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기능에 2D 플랜트

Standard 버전의 모든 기능에 AutoCAD Plant 3D

Premium 버전의 모든 기능에 플랜트 기계 및 부품 설

설계에 적합한 P&ID를 이용한 기본 플랜트 배치와 제

를 활용한 3D 배관 설계, Revit Structure, AutoCAD

계가 가능한 Inventor with Routed System이 구성되

도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래스터 이미지 편

Structural Detailing를 이용한 구조 설계, 시각화에 필

어 있으며, 각 공정 및 플랜트 장비와 스키드의 간섭

집 프로그램인 AutoCAD Raster Design 과 3D 스캔

요한 3ds Max Design와 건설 시뮬레이션, 전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Navisworks Manage 가 같이 제공

데이터 최적화 도구인 Autodesk ReCap까지 포함합

프로젝트 검토를 지원하는 Navisworks Simulate가 제

됩니다.

니다.

공됩니다.

3D MODELING & DOCUMENTATION
Autodesk® AutoCAD® Plant 3D

P&ID DESIGN & DRAFTING
Autodesk® AutoCAD® P&ID

STRUCTURAL DESIGN& DETAILING
Autodesk® Revit® Structure and Autodesk®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GENERAL DESIGN & DRAFTING
Autodesk® AutoCAD®

PROJECT VISUALIZATION & REVIEW
Autodesk® Navisworks® Manage and Autodesk® 3ds Max® Design

EQUIPMENT & SKID DESIGN
Autodesk® Inventor® with Rout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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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제도, 스키매틱에서 부터 3D 모델 기반 디자인 및 검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랜트 전용 기능과 컨텐츠가 제공됩니다.
제품

Standard

Premium

Ultimate

AutoCAD

a

a

a

AutoCAD Raster Design

a

a

a

AutoCAD P&ID

a

a

a

Autodesk ReCap

a

a

a

Autodesk Showcase

a

a

a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a

a

a

AutoCAD Plant 3D

a

a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a

a

Autodesk Revit Structure

a

a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a

Autodesk 3ds Max Design

a

a

Autodesk Inventor with Routed Systems

a

Autodesk Navisworks Manage

a

Standard

Premium (+Standard)

Ultimate (+Premium)

AutoCAD는 디자인 및 문서화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

AutoCAD Plant 3D는 익숙한 AutoCAD 소프트웨어 플

Autodesk Navisworks Manage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고의 2D 및 3D CAD 프로그램입니다.

랫폼에 업계 표준의 3D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

검토 솔루션입니다.

양한 카탈로그와 라이브러리를 통한 협업 및 사용자화

여러 부서의 다양한 설계 파일과 다중 형식 데이터를

AutoCAD Raster Design은 AutoCAD기반의 3rd Party

를 제공하여 프로세스 플랜트를 설계, 모델링, 문서화

하나의 모델파일로 통합해 더욱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프로그램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도시계획분야의

할 수 있습니다.

충돌을 해결하며 건설이나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공

image 편집 및 벡터라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toCAD Structural Detailing은 건축 구조 도면을 상
AutoCAD P&ID는 최신 AutoCAD 소프트웨어 플랫폼

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AutoCAD 소프트웨어

Autodesk Inventor with Routed Systems은 플랜트에

에서 배관도 및 제어계측도를 제작, 수정 및 관리할 수

입니다. 구조 제도, 철근 및 콘크리트 보강 상세도 및

최적화된 Autodesk의 3D 기계 CAD, 시각화, 문서화

있습니다.

제작도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설계할

Autodesk ReCap은 레이저 스캔과 사진을 사용해 물

Autodesk Revit Structure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구조

수 있습니다.
리적 오브젝트 및 환경의 지능적 3D 데이터 생성 프로

디자인 전용 도구를 제공해주는 토목 BIM 솔루션입니

세스를 단순화하고, 고객들이 실제 작업 현장이나 물

다. 토목 BIM은 구조 디자인 문서화의 다각적 의견 조

리적 오브젝트를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가져

율 방식을 개선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관련 건축 프로

올 수 있게 합니다.

젝트팀들 사이에서 협업을 강화합니다.

AutoCAD Showcase는 손쉽게 플랜트 모델을 멋진 이

Autodesk 3ds Max Design은 토목 BIM에 좀더 최적화

미지, 동영상, 대화식 설계 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할

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컨셉을 신속히 검토하고

수 있습니다.

일광 효과를 더욱 정확히 분석하고 인상 깊은 마케팅 자
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Autodesk SketchBook Designer는 벡터기반의 페인팅
툴로 직관적인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커뮤
니케이션에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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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Plant Design Suite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 P&ID를 AutoCAD 환경에서 설계 : 업계 표준 형식, 설계 및 편집 작업 자동화, 도면상의 불일치 요소 식별
• 협업 강화 : 설계 및 모델 공유, 데이터를 엑셀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내기, 산업 표준 P&ID 기호 사용
• 규정에 부합하는 도면 제공 :구성 요소 식별 및 모니터링, 장비 목록 및 보고서 작성, LDAR 데이터 베이스와 통합
배관 설계

• 플랜트 설계 및 편집을 간소화 : SPEC 중심의 구성요소 배치, 다른 형식의 사양서 가져오기, 다양한 환경의 정보 공유
• P&ID와 배관 사이의 일관성 향상 : 자재 목록 및 보고서 작성, 상호 연결된 모델 작업, 시방서 공유
• 배관 작업 시간 최소화 : 기준 설계에 따라 사양 점검, 배관 및 구조 설계 효율화, 설계상의 간섭 체크
스키드 및 장비 설계

• 장비 사양서를 더욱 신속히 작성 : 통합 프로젝트를 쉽게 수정하고 P&ID와 3D 모델 공유, 장비 및 스키드에 디지털 프로토 타이핑 활용
• 설계 패키지를 더욱 쉽게 검증 : 3D 프로세스 모델에서 장비와 스키드 확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 발견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 세부 제작 문서 작성 : DWG 도면 작성,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도면 제작, BOM(재료 명세서) 관리
구조 설계

• 플랜트 구조물을 3D로 설계하고 분석 : 레이저 스캔 데이터 시각화, 지능형 구조 객체를 활용한 설계, 양방향 링크를 통한 설계와 분석
• 철강 및 콘크리트 보강 도면 제작 : 콘크리트 보강 정의 및 시각화, 3D 모델 뷰를 활용한 세부 작업 및 제작도면 준비
• 보다 완벽한 문서 제공 : 세부 자재 수량 산출 및 추적, 단면과 입면 자동 생성

엔지니어링사
프로세스 플랜트 운영자

• 더욱 우수한 FEED : P&ID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하며, 문서 오류를 최소화
• 의견조율 개선 : 원활한 협업 지원, 플랜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제공, 프로젝트 단계별 문제를 찾아 재작업 최소화
• AutoCAD 기반의 설계 : 실무 적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이 적고 효율적임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 설계 및 효율성 향상 : P&ID 및 장비 목록을 더욱 신속히 작성, 다양한 뷰에서 정보 공유 및 시각화 검토 속도 향상
• 재작업 최소화 : 설계 오류 최소화, 변경 주문 최소화, 문서화 오류 최소화
• 빠르고 경제적인 프로젝트 지원 : 기존 인력 활용, 3D 워크플로우 및 프로세스 활용으로 작업 속도 향상
장비 공급자

• 플랜트 장비의 디지털 프로토타입 : 제조 전 성능 시뮬레이션, P&ID를 쉽게 만들고 수정 및 스키드를 주 P&ID에 연결해 프로젝트 범위 표시
• 프로젝트 진행상의 위험 요소 최소화 : 프로젝트 팀간 조정 방식 개선, 시공 및 작업 전 여러 문제 파악 가능
• 일정과 예산 준수 : 자재의 효율적 사용, 생산 현장의 변경 회수 최소화, 제조 및 마케팅 시 설계 데이터 재사용
시공

• 건설 가능성에 대한 가상 탐구 : 프로젝트 파악, 검토를 위한 데이터 종합, 부지와 워크플로우 계획의 효율적 조정
• 비용 신뢰성 향상 : 재료 견적서(MTO) 신속 작성, 여러 설계 옵션의 비용 비교, 시공 전 충돌 해결
• 프로젝트 결과를 더욱 정확히 예측 : 5D 시뮬레이션(일정과 비용), 범위 변경 수치화, 관계자들에게 도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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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Plant Design Suite 2014 동작환경
Standard Edition

분류

Premium Edition

Ultimat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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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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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Autodesk® 3ds Max® Design 20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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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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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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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또는 멀티코어 Intel® Pentium®, Xeon® 또는 i시리즈의 프로세서 또는 SS2 테크놀러지를 탑재한 AMD의 동급 프로세서
입수가능한 최고 클럭의 CPU 지원

32-Bit : 4GB
64-Bit : 8GB 이상

메모리
1,000개 이상의 컴퍼넌트 또는 복잡한 모델의 경우 8GB 이상

VGA Display

True Color 대응 Windows 디스플레이(1024 X 768) 24-bit Color (1600 X 1050 또는 상위 지원 추천)
128MB 또는 상위 그래픽 카드, Shader Model 3와 Directx® 11을 지원하는 오토데스크 권장 그래픽카드
Autodesk® ReCap : OpenGL 3.3 256GB 이상의 메모리 탑재 그래픽 카드
권장 그래픽 카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영어)

www.autodesk.com/revit-graphicshardware

HDD 여유공간

8GB 이상

30GB 이상

38GB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우스 호환 장치(3개 마우스 버튼 권장)

입력기

인스톨 미디어

기타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2014
Intuos 3 또는 상위 타블렛 또는 Wacom Cintiq® 액티브 타블렛
권장, 타블렛 드라이버 6.1.6~7 또는 상위 드라이버 추천
USB 2.0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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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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