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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ley, 2015 Be Inspired Awards
우승자 발표
2015년 11월 5일
런던 –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 – 고급인프라를 위한종합소프트웨어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리더인Bentley Systems, Incorporated는 오늘 2015 Be Inspired Awards
우승자를 발표했다. 이 상은전세계의인프라를개선하고있는 Bentley 사용자들의 탁월한 업적에대해
수여되었다. 지난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 중에 열린 시상식및축하 행사에서는
18팀의 Be Inspired Awards 우승자들과 5팀의Be Inspired Special Recognition Awards
수상자가 시상대에올랐다. 또한Bentley의 Lifetime Achievement Award가 J.P. (Peter) Blake,
Hatch 프로젝트 납품그룹책임자에게수여되었다. (Blake의 직업적 성취에 대한자세한내용은보도
자료 참조).
Year in Infrastructure 컨퍼런스는 전세계인프라설계, 건설 및 운영의 리더인 경영진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과대화형 세션을통해 기술과 사업이만나는
교차점에 대해알아보고, 인프라납품과투자수익의미래를 어떻게창출해 가는지에 대해연구해본다.
2015 행사에도전세계 주요 언론사관계자들이백명 넘게참석했으며월요일의연례 미디어
브리핑에서는 Bentley 임원들과 만났다. 일정에는Be Inspired Awards 프로그램 최종결선
진출자들의 프레젠테이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프로젝트우승자 선정으로막을내렸다.

올해에는 저명한업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심사 위원단이54팀의프로젝트최종 결선
진출자 중에서18팀의Be Inspired Awards 우승자들을 선정했다. 앞서 이최종결선 진출자들은
66개국의 기관들이제출한360여개의프로젝트들중에서선발되었다.
Bentley의 Be Inspired Special Recognition Awards 후보자는심사 위원단이 상위권최종결선
진출자 프로젝트및기타 모범적인 추천인들 중에서선발했다. 선발은규정된Be Inspired Awards
범주에 한정하지않고프로젝트의독창적인혁신성과비전있는 업적을기준으로삼았다. 그런다음
Bentley 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각 상마다정해진기준을 근거로 후보자들을 평가했다.
Bentley Systems CEO Greg Bentley는 "올해는 종합 프로젝트 납품을위한공통 환경을 제공하는
CONNECT Edition 인프라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출시를 비롯하여Bentley Systems가 주요한
성과를 거둔해였습니다. 그러나제동료들과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우리사용자들이거둔
성과입니다. Bentley의 목표는 고급 인프라인데 이목표는새로운 수준의 프로젝트 또는인프라자산
성과를 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전략을 좇아 Bentley 기술을 창의적으로적용하는건축가, 엔지니어,
건설업체, 운영 전문가들의 비전, 재능, 헌신을통해서만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말했다.
"그러한 성과의 사례가 바로지난밤 우리가 축하한놀라운Be Inspired Award 우승
프로젝트들입니다. 이진정으로영감을 주는 프로젝트들의납품과 운영에기여한조직들을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전세계삶의 질향상에공헌한올해프로그램의 모든프로젝트출품자에게박수를
보냅니다."
2015년 Be Inspired Special Recognition Awards 수상자는 다음과같다.
종합 BIM의 발전


Morphosis Architects – Bill & Melinda Gates Hall – (미국 뉴욕주이타카)
종합 BIM “Playbooks”의 발전



Hatch Ltd – 키야스크수력전기발전소프로젝트 – (캐나다 매니토바주넬슨강)
건설 모델링의발전



Jacobs – NAG 프로젝트 – (미국텍사스주베이타운)
정보 이동성운영의발전



Western Power Distribution – iPad용 EMU – (영국엑서터)

통합 프로젝트의발전


HDR – 유니언 스테이션- 오크클리프구간시내 전차TIGER 설계-건설프로젝트–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2015년 Be Inspired Awards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자산 성과관리 분야의 혁신



SA Water – 사전예측및 운영분석툴, 애들레이드도시상하수도 배급망–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애들레이드)
교량 분야의혁신



LCW Consult – 세이라강 교량– (포르투갈 코임브라주코임브라)
건축(Building) 분야의혁신



Robin Partington and Partners – One Merchant Square – (영국 런던)
건설 분야의혁신



Vic’s Crane & Heavy Haul, Inc. – 유닛 25 프로젝트– (미국미네소타주로즈마운트)
공공기관 분야의혁신



Singapore Land Authority – 싱가포르 3D 매핑 – (싱가포르)
토지 개발분야의 혁신



Tata Consulting Engineers Ltd. – 유틸리티인프라의세부 설계 – (인도 구자라트주 다람푸르)
대형 프로젝트분야의혁신



AECOM – E4 스톡홀름우회로 FSK02 암석 터널설계계약 – (스웨덴스톡홀름)
광산업 분야의혁신



Tetra Tech Proteus – Kvanefjeld 희토류: 우라늄 프로젝트 – (그린란드쿠얄레크주나르사크)
해양 분야의혁신



Keystone Engineering Inc. – 블록섬풍력 발전단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블록섬)
전력생산 분야의혁신



MWH Global – 타이슬리 자원회수 센터– (영국웨스트미들랜드 버밍엄)

프로세스 제조(Process Manufacturing) 분야의 혁신


Giprotyumenneftegaz – 예비수 제거장치: 북반코필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지구 이가르타)
프로젝트 납품분야의혁신



AECOM – 설계-건설-금융-운영(DBFO) 분야의 글로벌프로젝트협업 – (글로벌)
철도 분야의혁신



London Underground Ltd – 본드가- 베이커가 터널개선 프로젝트– (영국 런던)
도로 분야의혁신



Grontmij – Manchester Relief Road에 이르는 A6 – (영국 스톡포트, 맨체스터, 체셔)
구조 분야의혁신



Stanley D. Lindsey and Associates, Ltd. – SkyHouse 아파트 –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조지아주 애틀랜타, 플로리다주올랜도 및탬파,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및 롤리, 테네시주내슈빌,
텍사스주 오스틴, 휴스턴, 댈러스)
유틸리티와 통신분야의혁신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 ProjectWise 및 Bentley Substatino을 사용한
엔지니어링 계약업체 협업솔루션– (미국 캘리포니아주샌라몬)
상하수도 망분석의혁신



Prolagos/Aegea – 헤지앙 도스 라고스물기본 계획–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헤지앙도스라고스)
상하수 처리플랜트분야의 혁신



Aqua+ – 지하수 복합 스케줄링 및자동수질 모니터링 – (러시아 극동부 하바롭스크)
Bentley Systems에서는 올해 우승한프로젝트에대한주요 내용을웹사이트에게시했다. 모든추천
프로젝트에 대한자세한설명이 2015 Infrastructure Yearbook의 인쇄 및 디지털 버전에 실려
연초에 간행될예정이다. 본간행물의지난 11개 호를다시보거나, 2004년부터Be Inspired
Awards 프로그램에서 인정받은 2,500여 건의 세계적수준의 프로젝트들을살펴보려면 Bentley의
Infrastructure Yearbooks를방문하면된다.
Be Inspired Awards 프로그램과 Year in Infrastructure 컨퍼런스 소개
2004년부터 시작된Be Inspired Awards 프로그램은 전세계 인프라프로젝트의설계, 건설,
운영에서의 우수성과 혁신사례들을선보이고있다. Be Inspired Awards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대회로서, 모든유형의인프라프로젝트를다루며 전세계적으로모든분야가광범위하게
참여할 수있다. Bentley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자가이대회에 참여할수 있으며, 각 분야별로

독립적인 업계의전문가심사 위원단이 최종 결선진출자를선정한다. 더자세한정보는Be Inspired
Awards에 나와 있다.
Year in Infrastructure 컨퍼런스는 전세계인프라설계, 건설, 운영의 리더인임원들이모이는
자리이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프로젝트 납품분야의정상회담(초청자만참가가능)
인프라 자산성과 분야의 정상회담 (초청자만참가 가능)
건설 및 설비 포럼
철도 및 도로 포럼
석유, 가스, 해양 및광산업포럼
유틸리티 포럼
미래 비전포럼
Be Inspired Awards 시상식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 스폰서는 다음과같다.



플래티넘: Microsoft
골드: ARC Advisory Group, Architectural Record, Electric Light & Power, Engineering
News-Record, Geospatial Media +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telligence, New
Civil Engineer, Offshore, Power Engineering, WaterWorld
더 자세한내용과 실버 레벨을포함한스폰서전체 명단을확인하려면 여기를클릭하면된다.
Bentley Systems 소개
Bentley Systems는 건축 업체, 엔지니어업체, 지리공간전문가, 건설 업체, 자영업체가 인프라의
설계, 건설, 운영에서앞서갈 수있도록종합적인소프트웨어 솔루션을제공하는글로벌 리더이다.
Bentley 사용자들은 인프라 라이프사이클전체에걸쳐 각분야 간의정보이동성을활용함으로써보다
성능이 뛰어난프로젝트와자산을납품할수 있다. Bentley 솔루션에는 정보 모델링을 위한
MicroStation 애플리케이션들, 통합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ProjectWise 공동작업 서비스, 지능형
인프라 달성을위한 AssetWise 운영 서비스 등이있으며, 전세계 전문가 서비스 및종합적인관리
서비스가 함께제공된다.
1984년에 설립된Bentley는 50여 개국에 3천명이상의직원을 두고6억 달러이상의연간수익을
내고 있으며, 2008년부터연구, 개발, 인수에 10억달러이상을 투자하고있다.
Bentley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bentley.com 그리고 Bentley 연례 보고서에서 볼 수있다.
Bentley의 최신 소식이 필요하면RSS 피드구독을통해Bentley 보도 자료와 뉴스 알림을 받을수
있다. 2015년11월 3-5일, 영국런던에서열린벤틀리시스템즈의 Year in Infrastructure 2015
컨퍼런스의하이라이트를보려면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 연례행사인Be Inspired Awards에
선정된 혁신적인인프라프로젝트컬렉션검색은 Bentley의 Infrastructure Yearbooks에서
가능하다.

인프라 커뮤니티회원들간의상호소통을통한 학습기회를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네트워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Bentley Communities에 방문하면 된다.
누적 인프라투자의가치에 기반해 전세계최고의공공및민간 부문인프라 소유자를 나열한
벤틀리시스템즈만의Bentley Infrastructure 500 톱 소유자 랭킹을다운로드하려면BI 500으로
가면 된다.
###
Bentley, “B” Bentley 로고, Be, Bentley Substation, MicroStation, ProjectWise는Bentley Systems, Incorporated 또는 직간접적으로 전체를
소유한 자회사들의 등록 또는 미등록된 상표이거나 서비스 마크이다. 기타 상표 및 제품명은 각 소유주의 상표이다.
- 더 보기: https://www.bentley.com/en/about-us/news/2015/november/05/2015-be-inspired-award-winners#sthash.d89vkayb.dpu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