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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ley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 MicroStation 및
Navigator CONNECT 에디션과 함께 일반 액세스에 포함되다.
CONNECT 에디션 얼리 어답터들의 열정 공유
런던 –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 – 고급 인프라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리더인 Bentley Systems, Incorporated 는 2015 년 11 월 2 일,
런던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새로운 CONNECT 에디션
소프트웨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고했다.
CONNECT Edition 은 종합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공통 환경을 제공한다. 이제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을 포함한 MicroStation CONNECT 에디션, Navigator
CONNECT 에디션이 모두 일반 액세스에 포함되어서 사용자들은 고급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을 통해 결과물 관리, 사안 해결, 엔지니어링 컨텐츠
관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추가되어 이 "작업 공유를 위한 툴"은
설계 통합 도구에서 종합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협업 도구로 발전한다.

얼리 어답터들의 평가



“Hatch Mott MacDonald 에서는 보안 설계 협업과 엔지니어링 문서 작업
공유를 위해 ProjectWise 를 처음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고급
프로젝트 납품 환경에서는 모델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유하며 전체 공급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설계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을 통해 더
종합적인 프로젝트 납품 플랫폼이 확보되었습니다. 계획, 설계, 건설과
운영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파트너와 원격
팀원들을 프로젝트 정보 및 프로세스에 가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ory Dippold, PE., 프로젝트 기술 이사, Hatch Mott MacDonald



“첫 설계 건설 프로젝트인 EMIA 의 롱 스트리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개선된 협업은 필수 조건입니다. ProjectWise 의 오랜 사용자인 당사는 이미
팀 생산성의 대폭적인 증가와 설계 품질의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을 통해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하면서 전체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기능은 특히 공급망에서 중요 프로젝트 정보를 위한 문서화 워크
플로우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제출물, 전송물 및 RFI 를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최종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워크 플로우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설계 건설 프로젝트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AECOM 표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ONNECT 에디션은 하나의 간결한
대시보드로 고위 경영진에게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상황을 제공합니다. 롱
스트리트 프로젝트에서는 오직 AECOM 만이 규모를 활용해 실행할 수
있었던 설계 건설 프로세스의 재투자와 표준화가 필요했습니다.
Bentley 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및 가시성이
극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AECOM 이 시장에 특별한 것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Nuzrul Haque, IT 비즈니스 관계 관리 이사, AECOM
Information Technology



“우리는 매일 현장 데이터를 안정되고 일관되게 수집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세스에서는 현장용 수첩과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장용 수첩은 분실될 수 있고 노트북은 투박하고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고 접근하기 쉬운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신세계입니다.” – David Haskin, 선임 어플리케이션 전문가,
Burns & McDonnell



“Arup 에서는 BIM 협업 기능을 확장할 수 있고, 이 기능들을 다음 레벨로
발전시킬 수 있는 ProjectWise CONNECT 에디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송물 및 RFI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통한 외부 프로젝트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생산성을 높이고 실수를 최소화하며 프로젝트 위험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BIM 프로젝트에서 풍부한
특성 데이터를 수확해 프로젝트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Will Sims, 부이사, ProjectWise 관리자, ARUP

MicroStation CONNECT 에디션

MicroStation CONNECT 에디션은 설계 모델링, 분석 모델링, 건설 모델링 및 현실
모델링의 통합 지원을 위한 Bentley 의 공통 모델링 환경을 발전시킨다.

얼리 어답터들의 평가



“개체의 모든 치환/조합에 대해 디지털 구성요소 카탈로그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개체들을 동적이고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은 작업 초기에 일정하게 소요되는 설정/재작업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 더욱 진보한 현실 캡처 기법 덕분에 준공물로부터 기존
조건을 모델링하는 데 소요되는 일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동적 기술의

적용이 당사 워크 플로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Paul Patterson, 선임 전문가, Hatch Mott MacDonald



“개체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자동으로 보고서와 일정을
생성하는 MicroStation CONNECT 에디션의 기능은 안정되고 일관된 도면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속성 중심의 주석 기능은 변경이 발생했을
때 결과물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 프로세스의 능률을
높입니다. 거기에 프로젝트 표준을 기반으로 색상과 선 두께 등 표의 모양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통해 적은 시간에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Marty Price, 선임 어플리케이션 전문가,
Burns & McDonnell



“이 새 버전의 MicroStation 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입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는 이해하고 설정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 Marc
Schroeder, Andrews, Hammock and Power, Inc.

Navigator CONNECT 에디션

Navigator CONNECT 에디션 앱은 사용자의 공통되고 연결된 경험을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확장한다. 강조되는 고급 기능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보고와
ProjectWise 추가에 의한 사안 해결 기능이다.

얼리 어답터들의 평가



당사는 Navigator CONNECT 에디션을 사무실에서 사용했는데 곧 있을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면 전반적인 유용성이 사용해 본 다른 시스템 및
플래너보다 뛰어났습니다. 일정 및 회의 결과물의 경우 3D 모델링을 보고
향후 단계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유용했습니다. 실시간 프로젝트

데이터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른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 Doug Harper, 건설 감독관,
Melloy Industrial Services, Inc.


“Navigator CONNECT 에디션은 IBI Group 직원이든 연계된 팀 소속이든,
로컬 사무실에 있거나 태블릿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형상 및 데이터
소비자들을 위한 일관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는 InRoads, Revit,
MicroStation 등 다양한 도구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자산의 비즈니스 정보가 i-model 형식으로
완성되어, ProjectWise 또는 Worksite 를 통해 접근할 때 컨텐츠에 대해
일관되고 완전한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비게이션 엔진은 작동이
원활하여 수직 건물 및 부지, 레일, 유틸리티 같은 선형 인프라를 편리하게
횡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Navigator CONNECT 에디션에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 관계자들을 결합시키는 연결 장치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 Brent Mauti, 건축가, 설계 기술 글로벌 이사, IBI Group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각 사이트에 나와 있다.


The CONNECT 에디션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

Bentley Systems 소개
Bentley는 건축 업체, 엔지니어업체, 지리공간전문가, 건설 업체, 자영업체가인프라의설계, 건설,
운영에서앞서갈수있도록종합적인 소프트웨어솔루션을제공하는글로벌리더이다. Bentley
사용자들은 인프라라이프사이클전체에걸쳐각 분야간의 정보이동성을활용함으로써보다 성능이
뛰어난프로젝트와자산을납품할수 있다. Bentley 솔루션에는정보 모델링을위한MicroStation
어플리케이션들, 통합프로젝트납품을위한ProjectWise 공동작업서비스, 지능형인프라 달성을

위한AssetWise 운영 서비스등이 있으며, 전세계전문가 서비스및 종합적인 관리서비스가함께
제공된다.
1984년에설립된 Bentley는 50여개국에 3천명이상의직원을두고 6억달러 이상의연간 수익을
내고있으며, 2008년부터연구, 개발, 인수에 10억달러이상을 투자하고있다.
Bentley 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bentley.com 그리고 Bentley 연례 보고서에 있다.
Bentley 의 최신 소식이 필요하면, RSS feed 구독을 통해 Bentley 보도 자료와 뉴스
알림을 받을 수 있다. The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영국 런던에서 2015 년 11 월 3-5 일에 열리는 Bentley 의 프리미어 사고력 리더십
행사에 대한 안내가 있다. 연례 행사인 Be Inspired Awards 에 선정된 혁신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컬렉션 검색은 Bentley 의 Infrastructure Yearbooks 에서 가능하다.
인프라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서로 연결하여 상호소통을 통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네트워킹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Bentley Communities 에 방문하면
된다.

누적 인프라 투자의 가치에 기반해 전세계 최고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인프라
소유자를 나열한 벤틀리시스템즈만의 Bentley Infrastructure 500 톱 소유자 랭킹을
다운로드하려면 BI 500 으로 가면 된다.
###
Bentley, “B” Bentley 로고, Be, MicroStation, InRoads, CONNECT Edition, ProjectWise 는 Bentley Systems, Incorporated 또는
직간접적으로 전체를 소유한 자회사들의 등록 또는 미등록된 상표이거나 서비스 마크이다. 기타 상표 및 제품명은 각
소유주의 상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