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미온 10년의 개발 역사! 
드디어 완성  Lumion 10



3차원 공간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 넣으세요!

루미온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3차원 시각화  소프트웨어 입니다. 

루미온은 디자인 개발 초기부터  대규모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담당하며,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 넣고, 
아주 상세하고, 생동감 있는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Lumion은 대부분의 CAD 및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직관적인 기능과 연속적 작업이 가능한 
도구 이며, 루미온을 통해  실제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착각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비가 오거나 눈 덮인 땅을 생성할 수 있으며,  
3차원 형태에 재질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건물의 내/외부에 
마감재를 지정하고, 조명과 그림자를 손쉽게 표현합니다.

머릿속에서 만약 뭔가를 떠 올릴 수 있다면, 
루미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 
특별한 교육없이, 아주 빠르게, 스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CAD(3D파일)을 가져오거나, 실시간으로 동기화 시킵니다.
 실시간으로 당신의 CAD/BIM제품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면을 선택하고, 사진과같은 혹은 아트스틱한 효과가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세요!

렌더링
이미지, 영상, 360도 파노라마를 아주 빠른 속도로 
생성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생성하기
재질을 적용하고, 나무, 가구, 사람들, 자동차를 추가합니다.
 기본제공 라이브러리에서 개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  맏기세요

놀라운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효과 부여하기



디자인 과정을 길지만
렌더링 시간은 짧습니다.

3D모델을 불러와 일반적인 렌더링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처음부터 
다시 몇시간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루미온은 몇분내에 새로운 이미지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Lumion은 건축 설계 및 BIM을 위한 가장 인기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됩니다.
Revit, SketchUp, ArchiCAD 및 Rhino를 사용하여 실시간 동기화 (LiveSync)시킬 수 있습니다.

* Model designs by Marco Caccini, Ten Over Studio and Pixel-Head Studio.



건축가들이    루미온을 
사랑하는    4가지   이유!

스스로 렌더링 할 수 있다.모든 것이 빠르다

작업과정이 연속적이다.아름다운 결과물



일단! 루미온을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당신의 건축 다자인, 이미지, 영상, 파노라마를 
아름답게 변형할 준비가 되었나요?
무료 시험판을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건축적 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을 발견하세요.

 

당신은 '루미온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루미온의 
자세한 기능과 시스템 요구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lumion3d.co.kr/Trial

루미은 주요 3D 프로그램들과 호환됩니다. 레빗, 스케치업, 아치라인  등등
아치라인, 아키캐드, 3ds맥스, 라이노, 오토캐드 포함

실시간 동기화 기능은 레빗, 스케치업, 아키캐드, 라이노, 벡터웍스에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