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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eXcellence



Nexplant 3D eXcellence는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3D 정보를 변환·통합 및 시각화하고, 
제조/시공과 운영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IoT 데이터 융합을 통하여 
Digital Twin 기반의 제조 혁신을 지원합니다. 

3D eXcellence를 통한 이기종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으로 

업무 및 협업 환경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3D eXcellence
현실과 가상의 결합으로 실현하는 
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연결·초지능·초실감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변화 수용이 필요합니다.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과 경쟁 심화로 

기업 간 다양한 협업과 상생이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IoT, AI, 빅데이터, 3D/AR/VR의  

효율적 활용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3初(초연결·초지능·초실감)  
기술 기반의 3D eXcellence 플랫폼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을 

시작해 보세요 



3D 데이터로 연결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3D eXcellence는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생산, 시공 및 운영 등 여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용량 3D 데이터에 대한 초경량화된 스트리밍 서비스로,  
Cloud 환경에서,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여러 사람과 실시간 협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설계 데이터의 배포 없이,  
가볍고 빠르게 사용자 간 공유가 가능하여  
보안을 높인 안전한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Exchange

제조/건설 영역 등 30여 종의 

이기종 CAD 포맷을 지원하고, 

고성능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다양한 기기에 쉬운 연결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Integration

설계 데이터 내 속성값과 
ERP, SCM 등 기업 내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며,  

3D와 IoT 데이터의 융합으로 
기업의 Digital Twin을      

실현합니다.

Visualization

대용량의 데이터도 고성능의 

초경량 스트리밍으로  

빠른 시각화를 제공하며, 

VR·AR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ollaboration

Viewer (Web/Mobile)

다양한 3D 모델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분석용 상세 구조 및 부품 속성정보 제공과 기본 기능 

(카메라 뷰, Mark-up,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Design Review

별도 설치 없이 실시간으로 Web 기반 다자간 

컨퍼런스 형(음성·화상·문자) 리뷰가 가능하여 

참석자 간 모델 조회 및 조작 내용이 공유되고 

이슈사항, 이력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 SSR : Server Side Rendering

* CSR : Client Side Rendering

Exchange & 
Visualization

Exchange

이기종 CAD 포맷을 경량화된 단일 포맷으로   

변환하여 하나의 Viewer에서 조회할 수 있고  
도면 Revision 관리 및 설계 변경 자동 반영으로 

최신 3D 모델 활용이 가능합니다.

Rendering

3D 모델을 웹 또는 모바일에서 조회 가능하고 
SSR, CSR 2개 타입의 Rendering을 지원하며 

Streaming Service로 빠르고 안전하게 다수의 

3D 모델을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Work Manual

Authoring

Web 기반 3D 작업 지도서 저작도구로 

비전문가도 쉽게 작성 가능한 UI 제공과  
Step 별 작업 지정으로 Workflow 관리가 되어 

이해가 쉬운 매뉴얼 작성이 가능합니다.

Play

3D 작업 지도서를 생산 라인의 대형 모니터나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연속 재생, 확대/축소, 상세 조회 등 기능 제공으로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Deployment

작업 지도서를 배포하여 공유할 수 있고 일정 관리 

및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Key Functions
Authoring

Design Review



차별화된 플랫폼의 기술력으로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여 
Digital Transformation을 실현하세요.

3D 설계 데이터를 
모든 영역에서 활용

다양한 이기종의 CAD 데이터를 

활용하여 R&D, 설계에서 작성된  

3D 데이터를 구매, 제조,  

A/S뿐 아니라 조달·시공·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  

제조 시간 단축, 재시공 비용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데이터 보안이 
보장된 안전한 
협업 환경

웹 기반으로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원본 데이터 전송 없이 

스트리밍 하여, 업체 간 협업도 
문제없이 진행 가능한 데이터  

누출 없고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API Catalog 
서비스로 편리한 기능 
확장성 제공 플랫폼

제공 플랫폼 내에 구성된 데이터 셋 

기반 전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어,  

고객 요구에 따른 기능 확장이 

유리하며 Data 및 API Catalog 

서비스로 고객 스스로 모듈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Use Cases

3D eXcellence 
다양한 서비스

Work Manual 생산 조립 라인 활용

활용 생산 라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생산 제품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 라인의 작업자나 A/S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3D CAD 기반의 작업 매뉴얼을 

직접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조립/분해 프로세스와 
CAD 형상의 개별 관리로 제품 형상이 바뀌었을 경우도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현장 장비 작업자 기술 지원
현장 작업 시에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장비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AR 기술을 활용하여 전문가와의 상황 공유 및 원격 기술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현장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업무 효율까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Cloud 기반 실시간 Design Review 

원격지 간 협업이 필요한 순간이나 

다자간 리뷰가 필요할 때, Design Review 기능으로  

데이터 유출에 관한 위험 없이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어 어디서나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Digital Twin O&M

3D 모델과 IoT 데이터를 결합한

Digital Twin 기반의 모니터링으로  
장비/생산 라인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플랜트/Facility 영역까지 현장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