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의 강력한 기능을 통해 협업 과정을 현대화하고 팀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된 팀으로서 공유된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평 및 수직 인프라 팀 모두가 실시간으로 설계 데이터를 조율하고 프로젝트의  

어느 시점에서든 고객과 최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버츠(David Butts), Gannett Fleming 엔지니어링 기술 매니저 

미래는 변화와 함께하지만, 때로는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를 돕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결코 
시도해 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미래는 더 큰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우수한 품질, 적은 위험으로 보다 빠르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는 분야 간 협업을 촉진하고 전체 프로젝트 수명 
주기에 걸쳐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축·엔지니어링·건설 산업에서 디지털 수행은 미래의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디지털 수행은 설계-
입찰-시공 모델, 개인-공공 간 파트너십 또는 그 밖의 다른 모델에서 실시간 협업,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및 위험 완화를 위해 
프로젝트 데이터를 구성, 조정, 구조화,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BIM은 프로젝트 실행에 인텔리전스와 효율성을 더하고 더 나은 디지털 수행을 위해 클라우드에서 팀, 데이터,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산업 전반에서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수행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BIM Collaborate Pro를 만나보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업, 공동제작, 코디네이팅, 
미래는 '협업' 친화적입니다.
BIM Collaborate Pro를 만나면 미래와 친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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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공동 작업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체 프로젝트 수명 주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통 
데이터 환경에서 Revit, Civil 3D, AutoCAD와 같은 핵심 제품이 
연결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IM Collaborate 
Pro를 통해 미래는 더 나은 작업 방식과 비즈니스, 산업 및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줍니다. BIM Collaborate Pro의 
클라우드 공동 작업 도구와 수행 효율 향상 기능을 통해 미래는 건축·
엔지니어링·건설 팀, 데이터, 프로세스의 연결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합니다. 모든 설계 및 시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중앙 집중화하면 
워크플로우가 간소화되어 모든 관계자가 동일한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완전히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문이 열리면, 굳이 기회를 노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BIM Collaborate Pro를 만나면  
미래와 친구가 됩니다. 

1)  사람의 연결: 실시간 협업의 강력한 힘 활용 
공통 데이터 환경을 중심으로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면 모든 팀 구성원과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필요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의 단일 정보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설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작업이 감소하며, 비용 관리가 향상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여러 사무실, 산업 분야 또는 
회사 전반에 분산된 팀을 연결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요한 정보와 인사이트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의 연결: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전환되는 데이터  
데이터로부터 보다 나은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정보에 기반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통 데이터 환경 내 클라우드에서 협업함으로써 프로젝트 성과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며, 일상 작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패키지 완료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세스의 연결: 프로젝트 관리 기능 향상  
프로세스를 연결해 일관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면 프로젝트 관리 성과가 크게 증대됩니다. 
공통 데이터 환경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액세스 제어 및 프로젝트 마일스톤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검토 등 
프로젝트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가시성을 확보하여 프로젝트 감독 과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행을 통해 전체 팀을 위한 미래를 구축하는 3가지 방법

https://www.autodesk.com/campaigns/digital-delivery#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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