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IGN 

COORDINATION PRODUCTIVITY

PERFOMANCE

PATH
ARTechnic architects / Kotaro Ide 
Photo: Nacasa & Partners Inc.  

Mokuzai Kaikan | Tomohiko Yamanashi, NIKKEN SEKKEI Architectural Design, Tokyo, Japan
Photo: Harunori Noda/Gankosha

MEP model shown on ARCHICAD
using IFC communication | ©YIT Group

© YIT Group
TRIPLA axonometric view

© BIMES, Dubai
www.bimes.com

Irina Viner-Usmanova Rhythmic Gymnastics Center 
in the Luzhniki Complex, Moscow, Russia
CPU PRIDE www.prideproject.pro

Modeled in ARCHICAD, inspired by: Geisel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S.A.
Architect: William L. Pereira & Associates

NEW IN ARCHICAD 23

건축 구조 설비를 이어주는 
보이드(void), 니치(niche), 리세스(recess)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별 효율화 

빠른 반응 속도 구조의 자유로운 모델링
직관적인 편집, 풍부한 도면표현

ARCHICAD 23 에서는 디자인과  편집프로세스 속도가 
향상되었고 안정적인 BIM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개구부 툴과 개선된 기둥, 보 툴은 모델의 정합성과 
작업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건축, 구조, 설비분야를 이어주는 보이드나 슬리브 기능은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OPEN BIM 워크플로우를 강화
시켰습니다. 

ARCHICAD 23 에서는 보이드, 리세스, 니치를 모델링하고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개구부 툴이 추가되었습니다. 

개구부는 정합성이 중요한 건축가,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 모든 

분야의 통합조정에 정합성을 더해 줍니다. 직관적인 도구를 사용

하여 개구부를 편리하게 모델링, 일람화, 문서화할 수 있으며,

IFC를 사용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ARCHICAD 23 에서는 다양한 기능 강화를 통해 워크플로우 

효율화를 실현합니다. 빌딩재질의 분류와 속성을 할당하여 

재료마다 특성을 관리하고 집계할 수 있습니다. 라벨기능의 

포인터 옵션 증가로 모델 정보를 니즈에 맞게 도면상에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속성관리자에서는 누락된 아이템을 시각적

으로 표현하고 일람 표시하여 BIM 매니저 업무를 지원합니다. 

ARCHICAD 23 에서는 빨라진 반응 속도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파일 용량이 줄어들어 로딩과 IFC
파일 처리가 빨라 졌습니다. 모델에서 변경된 요소만 처리하기
때문에 도면 업데이트 시간도 단축 됩니다. 

새로운 스타트업 화면에서는 최근 사용한 프로젝트를 확인하여
복수의 프로젝트도 원 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고, 탭 미리보기 
기능으로 필요한 도면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CHICAD 23 에서는 다양한 자재의 물량 산출이 가능하며

모델의 디테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합한 부재 형상에서도 다양한 평면 표현, 심볼 뷰,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완성도 높은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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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BIMx Hyper-model on a mobi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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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rchicad.co.kr

라이노 - 그라스하퍼 - 아키캐드 커넥션은 

최초의 실시간 양방향 인터랙티브 도구이며 

알고리즘 기반 BIM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현실이 됩니다.” 

ARCHICAD X Grasshopper X Rhi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