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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for GIS and GIS for CAD

ARES Map™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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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Map™ - GIS & CAD… 두 제품의 기능을 결합

CAD 도면을 읽어 들여
Esri® ArcGIS® 에서
작업 가능한 요소로 변환

Esri® ArcGIS® 에서 변환된

CAD 파일을 GIS 정보와
함께 자유로이 생성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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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Map™ - Hybrid Solution between GIS & CAD Software
+ ARES® Map™은 CAD와 GIS 요소를 한번에 읽어 들여 새로운
요소를 생성, 수정 및 편집할 수 있는 Hybrid Solution으로,
ARES® Map™으로 작성된 자료는 DWG파일로 저장될 뿐 아니
라 GIS 프로그램에서 읽어 들여 사용 가능한 스마트 속성들도
함께 저장됩니다.

+ ARES® Map™은 신뢰성 있는 CAD 엔진인 Ares Commander ™
를 기반 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전세계 GIS 프로그램의 표준인
Esri사 ArcGIS® Online의 파일을 직업 읽어 들여 CAD 작업 후
저장하여 다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YouTube 동영상: https://youtu.be/1lr6lYONm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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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Map® - CAD도면에 GIS의 속성을 추가
좌표계 할당
+ CAD 도면에 ESRI에서 제공하는 GIS 좌표계를 추가하여 작업

+ 수백 개의 투영, 기하 및 수직 좌표계 중 선택 적용이 가능
+ 좌표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로드 된 GIS 서비스의 좌표계를 할당

Esri Map Service 활용
+ Esri가 지원하는 Map Server에 연결, 지구상 어느 위치의 무료 기본지도 및 위성이미지, 거리 지도, 지형도 등을 다운로드
하여 도면에 삽입 및 복수의 지도를 좌표계에 정확히 매핑
+ 다양한 검색 조건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정확한 용도 및 테마별 지도 작성이 가능
+ 지도에 연관된 도면 범례(Legend) 표시기능
+ Map Service의 저장, Reload 및 Raster Image로 저장도 가능

ARE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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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Map® - Esri의 각종 서비스를 작업에 활용
Feature Service
+ Esri사의 무료 Feature Server에 접속하거나 사용자의 ArcGIS Online 계정에 로그린, 웹 기반의 Feature Service 활용

+ ARES Map®은 포인트, 폴리선, 스플라인, 타원 및 원 등을 GIS Feature(특징)를 지닌 “Smart GIS” 객체로 생성
+ 레이어 조절을 통하여 필요한 요소들만 손쉽게 켜고 끌 수 있음.
+ 새로운 객체 작성 시 Feature 속성 정의를 부여하여 생성
+ 작업에 따라 Server와 실시간 연동이 가능

속성과 레이블
+ Feature Service는 도형 정보뿐 아니라 속성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ARES Map의 속성 패널을 통하여 손쉽게 수정이 가능.
+ ARES Map은 원본 GIS 정보의 체계 파괴 없이 원하는 속성 또는 정보만 변경
+ 도면의 속성에 대한 텍스트 설명인 레이블은 Feature Service 속성으로 부터 분리되어 저장할 수 있음.

ARE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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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Map® - GIS 사용자를 위한 완전한 솔루션
GIS 기능이 포함된 CAD 명령 지원
+ 선호하는 좌표계, 기본지도 및 Feature Service가 포함된 틀도면(Template DWG = DWT format) 생성 및 지정

+ DWG 도면을 좌표상의 정확한 위치에 삽입
+ 객체들을 선택 후 GIS 속성을 부여하여 GIS 객체로 변환
+ 도면내의 객체들을 Feature Class 또는 하위 타입으로 변환하는 독특한 도구들
+ Feature Service 기준에 맞지 않는 객체들의 자동 삭제

강력한 CAD 기능
+ ARES Map으로 작성된 파일은 AutoCAD® 호환의 표준 DWG파일로 저장
+ 사용자가 원하면 GIS 객체들을 표준 CAD 객체로 변환, 저장도 가능
+ ARES Map의 Hybrid 기술은 Esri의 ArcGIS® for Desktop 및 ArcMap®에서 연계작업이 가능한 파일을 생성

ARE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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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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