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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그래프 캐드웍스와 해석 솔루션

2010년 1월 인터그래프사는 코애드사 (COADE, Inc.) 인수합병으로 AutoCAD® 기반의
플랜트 설계 솔루션을 추가함으로써 프로젝트 및 플랜트 설계에 대한 지원 영역을 확장

인터그래프의 캐드웍스와 해석 솔루션은 설계와 엔지니어링이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플랜트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각 제품의 특징 : 

캐드웍스– 캐드웍스
지능형 3차원 플랜트 모델 설계, 프로세스 도면, 플랜트 설계 결과물을 자동 산출하는
AutoCAD ® 기반의 설계 도구

– CAESAR II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관 응력 해석 소프트웨어

– PV Elite
압력 용기와 열 교환기 설계 및 해석

– TANK
오일 저장 탱크의 설계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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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그래프 캐드웍스와 해석솔루션

인터그래프의 캐드웍스와 해석 솔루션은 도전적이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탁월할 성과를 가져옴. 수 있 록 하여, 이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탁월할 성과를 가져옴

인터그래프의 캐드웍스 플랜트 설계 및 해석 솔루션은 오토캐드®기반으로 사용하기
쉽고 확장성이 있어 전 세계 80% 이상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및 오너쉽고, 확장성이 있어, 전 세계 80% 이상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및 오너
오퍼레이터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후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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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그래프 ® 캐드웍스®

캐드웍스 개요캐드웍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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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플랜트 프로페셔널

– 인텔리전트 3D 배관 설계
– 스펙 구동형 모델링
– 파라메트릭 기기 모델링
– 인텔리전트 3D 구조 설계
– 충돌 체크
– ISOGEN으로 아이소 도면 산출– ISOGEN으로 아이소 도면 산출
– 3D 모델과 P&ID의 동기화
– 응력해석 도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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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P&ID 프로페셔널

– 신속하고 직관적인 P&ID 생성
– 스펙 구동형 P&ID
– 사용자 편집 가능한 심볼 라이브러리
– 컴포넌트에 연결된 프로젝트 문서들
– 레거시 도면 변환
– P&ID 프로젝트 게시– P&ID 프로젝트 게시
– 루프 다이어그램 자동 생성
– 데이터시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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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디자인 리뷰

– 신속한 검토 사이클
– 정확한 시각화
– 애니메이션 생성 및 편집
– 인상적인 파일 압축
– 인텔리전트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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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 Leica fieldPro ®

– 현장에서의 As-built 모델링
– 레이저 정밀 정확도
– 스펙 –구동형 모델링
– 현장에서의 모델링 수행
– In-shop 스풀 검증

필드 파이프 도구를 이용하여 배관 표면 포인트를
측량해내어, 실시간으로 배관의 센터라인을 계산해 냄. 

배관의 센터라인들이 연결되면, 센터라인을 따라
(센터라인 위로) 3D 모델이 생성됨.

플랜지, 밸브와 접합부 같은 인라인 오브젝트들이
측량되어 지고, 3D 모델로 자동으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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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Leica CloudWorx ®

– 레이저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As-built 설계
– 스펙 구동형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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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한 산업 리드

현주소
– 15년의 역사를 가진 캐드웍스년의 역사를 가진 캐 웍
– CADWorx = 넘버 원 오토-캐드 기반 플랜트 설계 솔루션
– 전세계적인 딜러 네트워크
– 인티그레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록

혁신적인 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
– 설계와 해석 툴 간의 인티그레이션

스캔 데이터를 비롯한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성

CAESAR IICAESAR II®®

– 스캔 데이터를 비롯한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성
–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에 장착
– 단일 인프라 및 빠른 프로젝트 적용성 PV Elite™PV Elite™Intergraph Intergraph 

Smart PlantSmart Plant®®

CADWorxCADWorx®®

P&IDP&IDSteel ClS/2Steel ClS/2
Export/ImportExport/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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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산업 분야

산업군 고객층 추산 사용자 수

석유화학
원자력 및 발전
제약 및 바이오 기술

설계 협렵업체
서비스 업체
가스 및 정유 공장

9,000여개 캐드웍스 사용자
3,000 여개 캐드웍스 사용회사

식품 및 음료
수처리 및 하수처리
광산
화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제조 회사
장비 업체
오너 오퍼레이터

플랜트플랜트 설계설계 분야의분야의
AutoCADAutoCAD®®라이선스는라이선스는 약약

500,000 500,000 여개여개

플랜트플랜트 설계설계 분야의분야의
AutoCADAutoCAD®®라이선스는라이선스는 약약

500,000 500,000 여개여개
화학 플랜
반도체
펄프 및 제지
제조업
냉장

너 퍼레이터
EPCs
전기 계약자
설비 공급자
비료 공장냉장

압축 가스
비료 공장
선박 제조사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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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캐드웍스 사용자층

소규모 회사 소규모 프로젝트

SP3D를 사용할 여력은
없으나, 설계 프로세스에
있어서 3D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용자

대규모 플랜트의 특수
전문 섹션을 수행

모듈화 되어 있거나

캐드웍스캐드웍스

SP를 사용할 만큼 크지
않은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

EPC나 O/O이 정한
스펙에 따라 지능화된

모듈화 되어 있거나, 
유사하고 반복적인 설계
(skid package 
suppliers)를 수행

제한된 인티그레이션

및 업무 협업 간단한 구성 관리

펙에 따라 지능화된
플랜트 모델을 제출 해야 함. 

많은 부서간 또는 업무
영역별로 집중적인
통합업무가 필요 없음

대규모의 구성
설정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통합업무가 필요 없음

글로벌 업무 협업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캐드웍스캐드웍스 : : 오토캐드오토캐드--기반기반 프로젝트와프로젝트와
산출물을산출물을 위한위한 오토캐드오토캐드--기반의기반의 플랜트플랜트

설계설계 솔루션솔루션

캐드웍스캐드웍스 : : 오토캐드오토캐드--기반기반 프로젝트와프로젝트와
산출물을산출물을 위한위한 오토캐드오토캐드--기반의기반의 플랜트플랜트

설계설계 솔루션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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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소프트웨어에의 투자 가치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캐드 플랫 폼 기반
플랜트 설계에 적합한 간편한 툴 셋플랜트 설계에 적합한 간편한 툴 셋
적은 마진의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
쉬운 커스터마이제이션
단기간의 교육 및 적은 리소스만이 필요단기간의 교육 및 적은 리소스만이 필요
신속한 적용 및 구현
표준 데이터베이스 엔진 : 오라클, MS Access, SQL
강력한 유연한 설계와 해석 툴 간의 연계강력한 유연한 설계와 해석 툴 간의 연계
비용 효과적이며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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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그래프의 CAS 제품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의인터 래프의 제품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직원들의 보유 기술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춥니다.포커스를 맞춥니다

다른 제품은 고객들이
이곳에서 출발하도록 즉, 모든
것을 구비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함. 

→

← 포인트 클라우드및 광파기로 작업, 
구매시스템에의 BOM 통합

← 엔터프라이즈 레벨 상호호환성… 및
그 이상

구매시스템에의 BOM 통합

← 플랜트모델과 P&ID 연계, 해석 인공지능화, 
플랜트 모델을 엔지니어링 환경으로 도입

그러나 대략 90% 의
프로젝트가 덜 복잡한 기능을

필요로 함

← 3D 모델, 간섭체크, 자동 아이소메트릭도면,

← 해석 데이터 통합, 설계 검토 및 협업, 자동
스트레스 아이소 도면

필요로 함

← 스펙-구동의 2D 도면, 자동 치수 입력

 3D 모델, 간섭체크, 자동 아이소메트릭도면, 
라이브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성공 사례

“우리 설계자들이 2달에 할 일을 1달에 해냈습니다.. 캐드웍스를 사용함으로써 재작업 감소와
scrap material 자료 스크랩을 줄여, 제작 원가를 10%를 절감하였습니다.” Dan Gratie, Project p j
Engineer at Holland Applied Technologies – Pharmaceuticals 

“캐드웍스는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비용을 60% 수준으로 줄여주었습니다.” Tony Fernandes, 
Chief Piping and Layout Engineer at Bilfinger Berger Services Australia Bulk loading andChief Piping and Layout Engineer at Bilfinger Berger Services, Australia – Bulk loading and 
distribution

“오토캐드 기반의 캐드웍스 소프트웨어 덕분에 50% 정도 빨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설계 시간의 사이클을 단축 시켜 주었습니다.” Michael Chiao, Project 
Engineer at Honeywell - OO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희 회사가 캐드웍스를 메일 설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희 회사가 캐드웍스를 메일 설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Miroslav Knezevic, Piping Leader at Capital Engineering – Oil 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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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성공 사례

“간편함이 큰 장점이 캐드웍스야 말로 소규모의 패스트 트랙 프로젝트에 이상적입니다.” 
David Lyles, Lead Piping Designer, Ref-Chem - Chemicaly p g g

“오토캐드를 20년간 사용해고 있는 파워유저고 캐드를 신속하게 다루지만, 저보다 경험이
부족한 설계자들이 캐드웍스로 작업하는 속도는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Keith McKinney, 
P id t f Pi i L t C lt t (PLC) MRO k tPresident of Piping Layout Consultants (PLC) – MRO market

“캐드웍스로 3D 모델을 설계하고, CAESARII로 모델을 보내 해석작업을 하는데 2일을
소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2주나 걸렸단 말이죠!” Rob Cameron,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주나 걸렸단 말이 ,
Technical Engineer & CAD Manager at GL Noble Denton, UK -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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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Engineering, Inc. (UNI)

산업군

– 화학
– 가공 산업
– 벌크 액체 저장고

금속 제련 공장

UNI Engineering, Inc. (UNI)

– 금속 제련 공장
– 다양한 공공 설비

사용 제품

– 1977년 설립
– 뉴저지주 하이츠타운에 본사
–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플로리다의 포트

사용 제품
– 인터그래프 캐드웍스 플랜트 프로페셔널
– 인터그래프 CAESAR II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에 사무실

고객

– 소규모 독립 건축사무소
– 대규모 다국적 정유회사 및 화학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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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저장탱크 시설 프로젝트

프로젝트 규모

– 매니폴드 면적 - 2647m2 

– 24 개의 벌크 저장 탱크
– 3 개의 해양 로딩 플랫폼

8 개의 벌크 전환 펌프– 8 개의 벌크 전환 펌프
– 12 트럭 랙 로딩 펌프
– 160개 자동 밸브 및 140개 블록 밸브
– 약 4 Km에 달하는 10” – 18” 매니폴드 배관
– 총 24Km에 달하는 전체 배관길이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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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의 프로젝트 성공 요인

2D 오토 캐드 사용으로 인한 초기 지연사태
– 2D로 설계하기엔 어려운 복잡한 매니폴드설계하기 어려 복잡한 매니폴
– 기존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지능화 수준과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함. 
– 배관 설계에 적절치 못한 인터페이스가 지연을

유발

캐드웍스캐드웍스 플랜트플랜트 프로페셔널은프로페셔널은 일반일반
프로젝트이건프로젝트이건 리뱀핑리뱀핑 프로젝트이건프로젝트이건
관계없이관계없이 새로운새로운 모든모든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적 되었다적 되었다
유발

– 에너지 수요

인터그래프 캐드웍스 플랜트 프로페셔널
UNI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검토됨

적용되었다적용되었다..

– UNI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검토됨. 
– UNI가 쉽게 캐드웍스 플랜트의 배관 스펙과

사용자 형상을 커스터마이징 함. 
– 배관 시스템의 적절한 유연성을 위해 필요한

배관 응력 해석을 위해 CAESAR II와의 양방향
캐드웍스는캐드웍스는 효율성효율성 증대증대, , 정확성정확성 향상향상, , 

배관 응력 해석을 위해 CAESAR II와의 양방향
링크가 제공됨

– 캐드웍스는 시간을 절약
– 정확하고 즉각적인 BOM 산출

캐 웍스는캐 웍스는 효율성효율성 증대증대,, 정확성정확성 향상향상,,
비용비용 절감절감, , 특히특히 시공시공 에러를에러를 감소감소 시켜시켜

고객의고객의 시간과시간과 돈을돈을 절약절약..

– 설계 변경이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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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finger Berger Services (BBS) Pty Ltd

서비스 산업군

– 1975년 설립
– 125여 다양한 산업군 경험

– 석유화학
– 엔지니어링/건설
– 운영

유지보수

사용 제품

– 인터그래프 캐드웍스 플랜트 프로페셔널

– 유지보수
– 화학/프로세스
– 오일 & 가스

– 인터그래프 CAESA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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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finger: 시트나 보태니 항구 확장 프로젝트

보태니 터미널 B3A 확장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지난 30년간 호주에서 가장
항구사업이며, 현재의 5천만 달러의 항구 규모는
향후 20년 동안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보태니 만의 심해 항구– 보태니 만의 심해 항구
– 대형 선박을 위한 5개 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을

위한 기반 시설
– 연료 터미널의 설계와 시공을 위한 $50,000,000 

의 계약의 계약
– 항구의 현재 저장 용량을 두배로 증설 (2100 

million liters to 3950 million liters) 

S가 다양한 연 저장에 사용될 높이 2BBS가 다양한 연료 저장에 사용될 높이 24m , 
용량 78,300 m3 의 추가 5개 연료 저장
탱크의 설계와 공급, 설치를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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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finger의 성공 요인

기존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인터그래프인터그래프 캐드웍스캐드웍스 플랜트플랜트 프로페셔널은프로페셔널은
프로젝트프로젝트 비용을비용을 60%60% 수준으로수준으로 절감절감

– 배우기 복잡하고, 사용하기 쉽지 않은
인터페이스

– 숙련된 설계자들에 상당 부분 의존
– 설계자들에 의한 연속적인 지도 및

프로젝트프로젝트 비용을비용을 60% 60% 수준으로수준으로 절감절감. . 

아이소아이소 도면이도면이 스케줄보다스케줄보다 22달달 먼저먼저설계자들에 의한 연속적인 지도 및
잠재적인 프로젝트 실패에의 염려

BBS는 인터그래프 캐드웍스 플랜트
페셔널을 구입하여 젝 를 수행

이슈됨이슈됨. . 

프로페셔널을 구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 캐드웍스는 2D로 도면 작업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복잡한 3D 모델 설계를 수행
– 캐드웍스의 파라메트릭 장비 모델러는

사용하기 쉽고, 3D 장비를 빠르게 모델링
하게 함. 

– 아이소도면 자동생성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프로젝트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에러를 감 시켜 비용을 절감제공하여, 에러를 감소시켜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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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의 열쇠

통합 & 협업

생산성 향상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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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혜택 및 프로젝트 협업

원활한 연계 입력
투명한 리비젼투명한 리비젼
정확한 설계 모델
정확한 엔지니어링 모델정확한 엔지니어링 모델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한번 입력, 여러 번 사용
추측 감소
체크 감소
시간 절감시간 절감
높은 혜택
납기 준수납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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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그래프 캐드웍스 와 해석 솔루션의 인티그레이션

캐드웍스 플랜트 CAESAR II캐드웍스 P&ID

PV ElitePV Fabricator외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12/24/2010 (주)인트라테크 25

PV ElitePV Fabricator외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CADW fi ldPiCADWorx fieldPipe

I lli A B il M d liIntelligent As-Buil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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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 Piping Systems As-Built...

광파기와 함께 필드 파이프를광파기와 함께 필드 파이프를
이용하여 외부 직경 포인트들로부터
배관의 센터 라인을 측정

필드 파이프로 광파기를 사용하여
배관 직경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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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스캔 데이터 오버레이를 통한 as-built 3D 
모델링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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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아이소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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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 플랜지 및 볼트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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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 포인트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스캔된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오토캐드 환경으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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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 포인트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클라우드 웍스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할 영역만을 표시클라우드 웍스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할 영역만을 표시

12/24/2010 (주)인트라테크



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 포인트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캐드웍스/클라우드 웍스 도구를 이용하여 인텔리전트 배관 컴포넌트로 자동 모델링캐드웍스/클라우드 웍스 도구를 이용하여 인텔리전트 배관 컴포넌트로 자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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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필드 파이프 : 자동화된 산출물

모델이 일단 생성되면, 캐드웍스 필드 파이프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산출물을 생성 : 산출물을 생성

– 내장 아이소젠을 이용한 아이소도면
– 자동 BOM 
– 충돌 체크충돌 체크
– 배관 응력 해석을 위한 CAESAR II와의 양방향 연계

12/24/2010 (주)인트라테크



A CAD Pl S l i 과의 비AutoCAD Plant Solution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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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웍스 플랜트와 오토캐드 Plant 3D 비교

오토데스크사 는 오토캐드를 프레임웍으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
플랜트3D 솔루션 역시 독일의 ACPlant Consult (wwwacplant com) 라는플랜트3D 솔루션 역시 독일의 ACPlant Consult (www.acplant.com) 라는
회사의 ACPipe 3D 를 바탕으로 User Experience, 즉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여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응력해석 솔루션 CAESAR II로 유명한 미국의 코애드사의 플랜트 솔루션인
캐드웍스는 2010년 인터그래프사가 인수합병한 오토캐드 기반의 플랜트 3D 
솔루션으로써 전세계 약 3 000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솔루션으로써 전세계 약 3,000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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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Plant Solution vs 캐드웍스

항목 오토캐드 플랜트 3D 어드벤스 캐드웍스 플랜트 프로페셔널

오토캐드 옵션구매
오토캐드 오토캐드 기본 장착, 오토캐드 2011

오토캐드 옵션구매, 
2007,2008,2009,2010,2011 지원

P&ID 오토캐드 P&ID 캐드웍스 P&ID

3D 모델 오토캐드 플랜트3D 캐드웍스 플랜트

아이소젠 인터그래프 아이소젠
인터그래프 아이소젠 FULL 
VERSION/캐드웍스 아이소메트릭스

디자인 리뷰 오토데스크 나비스웍스 매니지2011 캐드웍스 디자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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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인트라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E3-2

DMC산학협력연구센터 806호
Tel. 070-7725-0456

http://www.intra.co.k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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