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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시스템즈 -인프라 어워드 수상자 발표 2021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
EXTON, Pa. – 2021 년 12 월 2 일 – Bentley Systems, Incorporated(Nasdaq: BSY),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회사인 주식회사 벤틀리시스템즈(Nasdaq: BSY)는 오늘 2021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시상식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인프라 설계, 건설 및 운영을 발전시킨 벤틀리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놀라운 성과를 기립니다.
16 명의 독립 심사위원단이 19 개 부문을 망라하여 45 개국 230 개 이상의 조직에서 제출한
300 명 이상의 후보자 중 결선 진출자 57 명을 선발했습니다. Going Digital Awards in
Infrastructure 결선 진출자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벤틀리시스템즈는 12 월 2 일 2021 년 Infrastructure -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 가상
이벤트 중에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 결선 진출자 19 명을 선보였습니다. 가상 이벤트
전날에는 인프라 발전 및/또는 환경/사회적 발전 목표에 현저히 기여한 조직이나 개인을
대표하는 Founders 수상자 22 명이 알려졌습니다.
2021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량
뉴욕 주 교통부
East 138 번 가,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 위
뉴욕시, 뉴욕주, 미국

건물 및 캠퍼스
Volgogradnefteproekt, LLC
첨단 다기능 복합 의료 단지
유키,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디지털 시티
Hubei International Logistics Airport Co., Ltd., Shenzhen S.F. Taisen Holdings (Group) Co.,
Ltd., Airport Construction Engineering Co., Ltd.
어저우 화후 공항 프로젝트
어저우, 후베이성, 중국

디지털 건설
Clark Construction Group, LLC
시택 공항 국제선 도착 시설
시애틀, 워싱턴주, 미국

지질 공학 엔지니어링
China Water Resources Beifang Investigation, Design and Research Co. Ltd.
수자원 보존 및 수력 공학 지질학적 조사
티벳, 중국

토지 및 부지 개발 부문
Liaoning Water Conservancy and Hydropower Survey and Design Research Institute Co., Ltd.
둥타이지 저수지 프로젝트
츠펑, 내몽고, 중국

제조
WISDRI Engineering & Research Incorporation Limited
Jinnan Steel 2 단계 취워 기지 용량 축소 및 교체 프로젝트의 변환기 기반 연속 주조
프로젝트
취워, 산시성, 중국

광산업 및 해양 엔지니어링
Polyus
Blagodatnoye Mill-5 건설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러시아

전력 발전
CAPITAL ENGINEERING AND RESEARCH INCORPORATION LTD.
세계 최초의 60MW 미임계 용광로 가스 발전 프로젝트
창수, 장쑤성, 중국

프로젝트 납품 정보 관리
모트 맥도널드 시스트라 JV 와 밸푸어 베티빈치
HS2 1 단계 주요 토목 공사 작업
London, United Kingdom

철도 및 수송
Network Rail 및 Jacobs
Transpennine Route Upgrade
맨체스터/리즈/요크, 영국

현실 모델링
HDR
디아블로 댐의 디지털 트윈 모델링
왓컴 카운티, 워싱턴주, 미국

도로 및 철도 자산 성과
Collins Engineers, Inc.
Stone Arch Bridge 재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주, 미국

도로 및 고속도로
PT HUTAMA KARYA (PERSERO)
수마트라 횡단(세르벨라완~페마탕시안타르 구간) 유료 도로 프로젝트
페마탕시안타르, 수마테라 우타라주, 인도네시아

구조 엔지니어링
HDR 및 펜 FIRST 팀
Penn Medicine 의 Pavilion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 미국

유틸리티 및 통신
POWERCHINA Hubei Electric Engineering Co., Ltd.
Hubei Energy Group 의 쑤이현 및 광수이 80MWp 지상 기반 태양광 발전소 사업
광수이, 후베이성, 중국

유틸리티 및 산업 자산 성과
Canadian Energy Company
자산 데이터 수명 주기 프로그램
포트맥머리, 앨버타주, 캐나다

상하수 처리 플랜트
Larson & Toubro Construction
Khatan 그룹의 마을 물 공급 계획 (지표수 처리), UP, 인도
카탄, 우타르프라데시주, 인도

상하수 및 우수망
Companhia Águas de Joinville (CAJ)
가뭄으로 인한 공급 보장 비상 계획(조인빌-산타 카타리나)
조인빌, 산타카타리나주, 브라질
미래 인프라 스타 챌린지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Judge’s Choice 수상자
Elif Gungormus Deliismail
디지털화된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미니 모듈식 플랜트
이즈미르 공과대학, 터키
People’s Choice 수상자
Rodman Raul Cordova Rodriguez
혁신적인 댐 및 수력 전기 프로젝트
리우데자네이루가톨릭사제대학교, 브라질
프로젝트 설명과 이미지를 보려면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모든 출품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벤틀리 2021 Infrastructure Yearbook 인쇄 및
디지털 버전으로 2022 년 초에 간행될 예정입니다. 본 출간물의 지난 버전은 Bentley’s
Infrastructure Yearbook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Year in Infrastructure -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 가상 이벤트의 경영진 세션과
Going Digital 인프라 어워드결선 진출자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에서 온디맨드로
시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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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틀리시스템즈 정보
벤틀리시스템즈(나스닥: BSY)는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경제와 환경을 유지하는 세계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수송,
상하수도, 공공 작업 및 유틸리티, 건물 및 캠퍼스, 광업 및 산업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모든 규모의 전문가 및 조직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MicroStation 기반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ProjectWise,
자산 및 네트워크 성능을 위한 AssetWise, Seequent의 선도적인 지구과학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인프라 디지털 트윈을 위한 iTwin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벤틀리시스템즈는
172개국에 4,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www.bentley.com
© 2021 Bentley Systems, Incorporated. Bentley, Bentley 로고, AssetWise, iTwin, MicroStation, ProjectWise 및
Seequent는 Bentley Systems, Incorporated 또는 직간접적으로 전체를 소유한 자회사의 등록 또는 미등록
상표이거나 서비스 마크입니다. 기타 상표 및 제품명은 각 소유주의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