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Collection 소개
우수한 품질에 환경까지 고려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뛰어난 건물 설계
모든 필요한 도구 이용 가능
하나의 패키지로 BIM과 CAD를 포함한 컨셉 디자인,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건물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가
지원됩니다.
워크플로우 연결
모든 빌딩 프로젝트 참여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팀 공동 작업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프로젝트 관리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혁신적인
최신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술로 건축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컬렉션에는 Revit, AutoCAD, Civil 3D, Infraworks, Navisworks Manage는 물론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컬렉션에 포함된 제품의 전체 목록은 www.autodesk.co.kr/collections/architecture-engineering-

construction/overvie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맨 앞에 나열되어 있으며, 이어서 다른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경영진

IT 매니저

더 나은 성과

더욱 스마트한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 대비 더 큰 가치 제공

소프트웨어 관리 간소화

여러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포함된 컬렉션을 구매하면

오토데스크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된 컬렉션을 통해 배포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지원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업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필수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현재와 미래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포함된 컬렉션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며

선택하면 부가적인 서류 작업과 불필요한 물품 조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신규 버전과 제품 업데이트를 제공받게 되므로

사라집니다.

워크플로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IT 비용 지출 최적화

효과적인 운영비 관리

컬렉션을 통해 여러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매하면

사용자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컬렉션의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 많은 제품을 이용하는 동시에 IT

제품군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운영 비용(IT 및 조달 비용)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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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컬렉션
BIM 구현 Software
AUTODESK DYNAMO STUDIO

AUTODESK REVIT
®

®

®

비주얼 프로그래밍 BIM 설계 소프트웨어

건축, MEP, 구조물 BIM 모델링 소프트웨어

AUTODESK CIVIL 3D

AUTODESK FABRICATION CADMEP™

AUTODESK VEHICLE TRACKING

AUTODESK STRUCTURAL BRIDGE
DESIGN

®

®

®

MEP 디테일링 및 제작 소프트웨어

토목 엔지니어링 BIM 모델링 소프트웨어

®

차량 스윕 경로 해석 도구

®

통합 브릿지 분석 소프트웨어

AUTODESK INFRAWORKS
®

®

개념 설계, 시각화를 지원하는 지형 공간 및 엔지니어링 BIM
소프트웨어

AUTODESK NAVISWORKS MANAGE
®

®

건축/토목 전문가를 위한 프로젝트 리뷰 소프트웨어

AUTODESK ADVANCE STEEL
®

스틸 디테일을위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

AutoCAD 기반 특성화 Software
AUTODESK AUTOCAD
®

®

AUTODESK AUTOCAD MAP 3D
®

AutoCAD 기능 및 모델 기반 GIS 및 매핑 소프트웨어

AUTODESK AUTOCAD
ARCHITECTURE
®

®

AutoCAD 기능 및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AUTODESK AUTOCAD ELECTRICAL
®

®

AutoCAD 기능 및 전기 설계 소프트웨어

AUTODESK AUTOCAD MEP
®

®

AutoCAD 기능 및 MEP 전용 소프트웨어

AUTODESK AUTOCAD MECHANICAL
®

®

AutoCAD 기능 및 제조, 기계설계 전용 소프트웨어

AUTODESK AUTOCAD PLANT 3D
®

AUTODESK RECAP PRO
®

클라우드 기반 Reality 3D Capture 모델링 소프트웨어

설계 및 문서화 소프트웨어

®

Cloud 기반 Software/Service

®

AutoCAD 기능 및 플랜트 배치 설계 소프트웨어

AUTODESK FORMIT PRO
®

®

직관적인 3D 스케치 앱

AUTODESK INSIGHT
®

빌딩 에너지 및 환경 성과 개선 서비스

AUTODESK AUTOCAD MOBILE APP
®

®

이동 중에 모바일 장치에서 DWG™ 파일 리뷰, 생성, 편집,공유
가능 앱

AUTODESK AUTOCAD WEB APP
®

®

web기반에서 DWG™ 파일 리뷰, 생성, 편집, 공유 앱

AUTODESK RENDERING
®

클라우드에서의 빠른 고해상도 렌더링 서비스

AUTODESK DRIVE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대용량 파일 업로드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AUTODESK AUTOCAD RASTER
DESIGN
®

®

래스터 이미지 변환/편집 도구

보다 강력한 시각화

AUTODESK 3DS MAX
®

®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및 렌더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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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REVIT LIVE
®

®

클라우드 기반 몰입형 건축 시각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