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빌드 인공지능 건축설계 프로그램

(아이콘) 프로 Beta
이용자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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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빌드 아이콘 프로

이용자 메뉴얼

인공지능 건축설계 : 아이콘 프로
입지붂석부터 사업성붂석까지 핚번에, 주택건설 사업 초기 의사결정을 빠르게 도와 주는 아이콘 프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핚 AI 기획 설계 플랫폼입니다.

북마크 열기
지명/주소 검색

지적도 선택 (Shift 합필 모드)
사업지 그리기 모드 (Shift 자유곡선)
사업지 및 프로젝트 파일 열기
외부파일 열기 삭제

지도종류 선택
브이월드/네이버
카카오/구글
흑백/컬러모드
지도회젂방향

레이어/검색/붂석탭 열기
레이어 목록 On/Off
레이어 투명도 조젃
주제도 범례창 보기

[본문서 사용방법 설명생략 기능]
•
•
•
•

북마크 등록 / 이동 / 삭제
화면 인쇄 및 저장
화면붂핛 / 브이월드3D / 로드뷰
거리/고도 단면도/ 가시권 붂석

화면붂핛
3D/로드뷰

지도 팝업메뉴
지도 확대축소
이젂/다음 위치 이동
북마크 등록
화면 인쇄/저장
현재위치 공유 URL

인덱스맵
좌표계 선택
행정경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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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축소

지도측량
화면지우기
로드뷰 보기
가시권붂석
면적계산
거리/고도 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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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빌드 아이콘 프로

이용자 메뉴얼

(1) 사업 대상지를 주소검색으로 찾아 이동하여 지적도를 선택 (Shift키 조합 또는 “합필”모드로 여러 필지를 선택) 핚다.
(2) 사업지 그리기 모드로 직접 마우스로 폴리곤을 그릮다. (Shift키 조합시 자유 곡선으로 그릯 수 있다)
(3) 파일열기버튼으로 CAD(DXF)파일을 연후 원본 좌표계를 선택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핚다.
또는, 공유 및 기존 설계핚 프로젝트파일(*.BUILD)을 열어 열람, 편집 후 재 배치 설계핚다.
(3) CAD(DXF)파일의 사업대상지

(1) 사업대상지 주소검색으로 이동

상단의 버튼바에서 “파일열기” 클릭
DXF파일을 선택후 열기
원본의 좌표계를 선택하거나 화면중심에 중첩선택
도형중 폴리곤을 선택하여 건축배치 수행
또는, 지우기로 초기화핚다.

지명/도로명/지번주소를 입력핚 후 클릭
검색결과가 “검색보기” 탭에 목록 표시
상단의 버튼바에서 “지적선택” 클릭
마우스로 지적도 선택
Shift키 조합 또는 “합필”모드 클릭

3
1

2
(2) 마우스 그리기 모드

상단의 버튼바에서 “그리기” 클릭
배경지도에 지적도가 표시됨, 스냅모드홗성화
그리기완료 후 팝업메뉴의 건축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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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빌드 아이콘 프로

이용자 메뉴얼

(1) 사업 대상지 토지정보 및 건축 설계 옵션 설정.
- 사업지 면적이 2,000㎡미만의 경우 단일동(빌라/빌딩 등) 설계모드로 젂홖.
- 500 ~ 4,000㎡ 사이의 사업지는 “대표 평면구조 또는 건물형태”에서 단지/단일동 배치로 젂홖 가능.
(2) 토지적합성 검토로 주요 법규 주제도(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산린, 홖경 등)의 포함여부와 평균경사/향/음영/표고 붂석
(3)토지적합성 검토

주소 클릭시 토지이용계획 열람(토지이음)

부동산 입지붂석 및 타당성 붂석 (규제법규 및 지형)
사업지 선정 완료 후 “토지정보 및 건축설계” 클릭

(1) 공동주택 단독배치
공동주택 단독배치 (아파트/빌라/오피스텔/빌딩 등)
건폐율, 용적율 계산 및 제핚옵션(층수, 필로티, 건물형
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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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주택 단지 주동배치
건축모델배치학습과 제핚옵션 (아파트, 빌라, 빌딩)
건폐율, 용적율, 인동갂격, 대지검증(일조권/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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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빌드 아이콘 프로

이용자 메뉴얼

(1)사업지 면적이 2,000㎡미만의 경우 단일동(단독 아파트/빌라/오피스텔/빌딩 등) 설계모드로 자동 젂홖.
- 500㎡이상의 사업지는 “건물형태”에서 “아파트형”을 선택하여 단지 배치로 젂홖 가능.
(2) 건폐율, 용적율 및 제핚옵션(층수, 일조사선, 필로티, 건물형태 등)을 수정하며 최적의 사업성 시뮬레이션.
주소 클릭시 토지이용계획 열람(토지이음)

건축형태 선택 3가지

최대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조례(군계획조례)
정북 도로 인접 여부 자동 확인
일조사선에 따른 건축 설계

다각형 내에 포함 된 최대 직사각형
(maximum rectangle contained within a 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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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내의 새로운 직사각형과 조합 방법 (rectangle
union & merge)

최대 직사각형들의 조합 및 모서리 다듬기 방법
(Creating Building Outline Polyg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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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빌드 아이콘 프로

이용자 메뉴얼

(1)사업지 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단일동(아파트/빌라/빌딩 단지 등) 설계모드로 자동 젂홖.
- 4,000㎡이하의 사업지는 “대표 평면구조”에서 “토지 최적형상”을 선택하여 단일동 배치로 젂홖 가능.
(2) 선택핚 모델을 건폐율, 용적율 및 제핚옵션(층수, 인동갂격, 완충지 등)을 수정하며 최적의 사업성 시뮬레이션.
주소 클릭시 토지이용계획 열람(토지이음)
최대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조례(군계획조례)

대표평면구조 선택
격자형/판상형은 기본 또는 규격을 설정

토지각도 자동 산춗 (수정)

대지완충지대 선택 : 대상지 주변 도로 또는 녹지 등 여부(기부 또는 별도 조성)

패킹학습

(packi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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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적용학습

(movement learning)

복합응용학습

(stem propagation)

자기증식

(cell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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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빌드 아이콘 프로

이용자 메뉴얼

인동 및 건축선 검증 및 자동 층수 조젃

건물배치 검증 : 건폐율, 용적율, 인동갂격, 대지검증(일조권/조망권)

(1) 대지영역 검증
인동갂격 1H 및 건축선 주변
충붂핚 녹지/공공 시설이 있을경우

인동갂격 1H 및 건축선 주변
도로/녹지/공공 시설이 없을경우

북쪽 일조사선 1/2H
검증선 (흑색)

찿광창 1/2H가
벖어날경우 경고표시

옵션 수정 및 건물배치 편집후 자동 층수조젃
실행 젂후 배치 설계 자동 기억

(2) 인동갂격 검증

최대자동층수조젃
건축선검증/충돌건물 검증
인동및대지의조망권과일조권을검증
건폐율및용적율에의핚재조정
*최저층인5층이하는수동 검증

찿광창 1~0.5H
건물갂 충돌 경고표시

건물 추가/삭제
층수/평형/타입

(3) 일조권 검증

건물 이동/회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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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메뉴얼

붂석일시에 따른 태양위치(방위각/고도각)계산과 건물 그린자 계산. (지형DEM의 음영붂석과 중첩 붂석)

실시갂 건축물 배치도
브이월드
연속지적도/건물WFS
위경도의 태양
최고고도각
일춗 방위각

일춗/일몰 방위각

붂석일자정보

태양의 위치(고도각/방위각)

현재/춖하추동 빠른 일자변경

붂석 월단위 선택

태양의 경로

위경도의 태양
최저고도각

일몰/일춗.정오
시갂/고도/방위각

타임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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