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래시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플래시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는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가 장착된 
서버를 사용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 및 공유하는 가상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플래시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146,000

$33,000

플래시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45,680

플래시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33,000

회전식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45,680

회전식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하드웨어
Corgan은 서버 호스트, 저장소 하드웨어, 비디오 및 K 카드의 초기 구매 

비용이 포함된 3가지 저장 장치 옵션의 하드웨어 비용을 검토했습니다. VDI 
솔루션은 서버 기반이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클라우드 솔루션의 저장소 라이센스 및 사용자 권한 비용 외에 

앞의 두 옵션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 분석에는 
VDI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회전식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46,000

회전식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회전식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는 
서버를 사용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 및 공유하는 가상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BIM 360 Design + BIM 360 
Docs는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브라우저에서 바로 클라우드 기반 
작업 공유 기능을 사용하고 다른 
설계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작업 솔루션입니다.

BIM 360 Design + 
BIM 360 Docs

BIM 360 Design + 
BIM 360 Docs

$0
플랫폼에
포함됨

$28,800

BIM 360 Design + 
BIM 360 Docs

$10,920

BIM 360 Design + 
BIM 360 Docs

설치 및 지원 비용

1
초기 설치

초기 설치 비용에는 설치 및 문제 해결 비용은 물론 
모든 팀원들의 기본적인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추가 설치 비용은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초기 
교육과 프로젝트 설정 논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주간 유지 관리

주간 유지 관리 비용에는 직원 온보딩,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데이트, 기존 시스템의 폐기, 노후 장비 

교체, 시스템이 느려졌을 때 VDI 재시작 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내부 네트워크나 책임 있는 타사 클라우드 
공급업체 네트워크 등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설치

3가지 옵션을 검토한 결과

Corgan은 ROI가 가장 높다는 점과 더불어 작업 공유 및 데이터 관리 제어 기능을 갖춘, 
빌딩 설계 공동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솔루션인 BIM 360 Design과 BIM 360 Docs를 

선택했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BIM 360 Design을 시작하십시오

무료 체험판
BIM 360 Design을 사용해보고 싶으십니까?

30일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0030-8321-0069(무료 전화)로 전화 문의 
또는 오토데스크 영업 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무료 체험 시작하기 상담 신청하기

Autodesk 및 BIM 360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그 자회사/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예고 없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 문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기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9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Autodesk and BIM 360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Autodesk, Inc., and/or its subsidiaries and/or affiliates in the USA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brand names, product names, or trademarks belong to their 
respective holders. Autodesk reserves the right to alter product and services offerings, and specifications and pricing at any time without notice, and is not responsible for typographical or graphical errors that may appear in this 
document. © 2019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회전식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플래시 저장 장치가 
탑재된 VDI

BIM 360 Design + 
BIM 360 Docs

월간 사용자당 비용

$39,720

분석 결과

$345 $573

$124,080
소계

$206,080

$111

Corgan과 합작 투자 파트너인 Gensler는 13억 달러 규모의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십을 맺기 전에 두 팀 간에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부서와 팀 간에 복잡한 건축 모델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 작업 솔루션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동 작업 솔루션
살펴보기

CORGAN PHX
(애리조나주 피닉스)

CORGAN DAL
(텍사스주 댈러스)

GENSLER DC
(워싱턴 D.C)

CORGAN NY

CORGAN LA 사무실
(PLAYA VISTA)

GENSLER 
LA 사무실
(LA 도심)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
(LAX 공항)

로스앤젤레스

* 이 프로젝트 예산은 2014년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https://bim360.autodesk.com/bim-360-design-trial/
https://www.autodesk.co.kr/solutions/bim/research-building-design/design-collaboration/contac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