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문서관리와 실시간 Cloud 협업을 위한

BIM 360 Docs & Design 

발주처, 엔지니어링사의 업무 방식이 변하고 있다!!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Design collaboration Document Management

Field Management

Model Coordination



프리콘 시공설계 유지보수

Cloud Service for BIM Project



+
AutoCAD Revit Navisworks

Cloud

PDF MS Office

BIM 360 Cloud Service





기존 프로세스

BIM360 문서관리

&








기존 프로세스

BIM360 문서관리

&



기존 폴더 구조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프로젝트 폴더 구성



프로젝트 폴더 구성 l 데스크탑 커넥터 활용



프로젝트 폴더 구성 l 데스크탑 커넥터 활용



프로젝트 폴더 구성 l 데스크탑 커넥터 활용






프로젝트 폴더 구성 l 프로젝트 템플릿 활용






프로젝트 파일 업로드



사용자별 권한 부여 가능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폴더 권한 없는 상태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프로젝트 관리자가 권한 부여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폴더 사용자 추가 및 권한 부여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권한 부여 완료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권한 부여 후 사용자 화면 폴더 구성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사용자 이력 확인 가능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파일별 이력 확인 가능

폴더 접근권한 l Permissions



마크업으로 검토 및 전달사항 체크

프로젝트 검토 사항 체크 및 공유

검토 및 전달사항 l 마크업



검토 및 전달사항 l 마크업



기존 업무 방식 BIM360 Docs 사용 시

Transmittals = BIM360 멤버에게 자료 전달

Share Link = 외부 인원에게 자료 공유

1. 업무 절차 간소화로 시간절약
2. 간편한 자료전달 및 이력관리
3. 용량제한 없음

자료 유출 관련 보안 문제메신저

E-mail

웹하드

자료 첨부 절차 및 용량제한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Transmittals & Share Link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Transmittals로 자료 전달 하기

BIM360 프로젝트에 초대된 멤버에게 자료 전달

E-mail & 웹하드 활용 업무 대체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전달 자료 선택 후, Create Transmittal 실행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제목, 받는사람 지정

코멘트 작성 및 전달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전달 자료 선택 후, Create Transmittal 실행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Transmittals에서 세부 이력 확인 가능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Transmittals에서 세부 이력 확인 가능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Share Link로 자료 전달 하기

외부 인원과 손쉽게 자료 공유 가능

공유 기간 설정 및 공유 링크 제거 가능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자료 공유 l Transmittal & Share






폴더구성
폴더 접근
권한 설정

권한별
개인 작업

체크사항
공유

자료공유

프로젝트 관리자 BIM360 Docs 사용자

데스크탑
커넥터

Permission
자료 업로드
및 검토

마크업
Transmittal
Share Link

Workflow





기존 프로세스

BIM360 문서관리

&





기존 프로세스

BIM360 문서관리

&



기존 업무 방식 BIM360 Docs 사용 시

버전 자동
관리

이전 버전
관리

최신 도면
변경

 Revision 발생 시점 마다 취합 관리

 Revision 많아 질수록 개인역량 중요

 하드 용량 관리에 어려움

버전 별
다운로드

버전 관리



같은 파일명으로 업로드 시 자동으로 버전 관리

버전 클릭하면 이력확인 가능

버전 관리



파일 다운로드 및 최신도면 변경 가능

최신 도면 ‘CURRENT’
표시로 확인

버전 관리



예) V3버전을 최신버전으로 변경 시

버전 관리



V3버전 최신버전으로 변경

버전 관리



별도의 파일 취합 없이 버전 관리 용이

버전 관리



2D & 3D Compare

비교 가능 파일

2D File Type 3D File Type

PDF

Revit Sheet

DWG

AutoCADRevit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변경부분 쉽게 확인



2D & 3D Compare






Issue 관리

기본 프로세스

도서 검토 및 이슈 확인
이슈생성 및
담당자 지정

이슈 확인 및
검토

최종 확인

검토자 검토자 담당자 검토자

Issue?

• 문제사항 담당자에게 전달
• 문제사항 추적관리 가능
• 검토 마감일 지정
• 단순 이슈사항 공유



Issue 관리





기존 프로세스

BIM360 문서관리

&








기존 프로세스

BIM360 문서관리

&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기본 프로세스

승인 받을
도서 선택

설계 담당자 검토 담당자

Review 
생성

승인 검토
시작

체크사항
코멘트/마크업

승인여부 결정
최종 검토
제출 & 완료

승인 절차
프로세스 생성

프로젝트 관리자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자가 승인절차 프로세스 생성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승인절차 프로세스 리스트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승인 받을 최종도서 선택 > ‘Submit for Review’ 실행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승인 프로세스 선택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검토 담당자 자동 지정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검토 담당자에게 알림 메일 발송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담당자 도면 검토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담당자 : 도면 승인여부 체크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검토 완료 후 최종 제출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설정된 폴더로 최종도서 자동 복사



최종 도면 및 도서 관리 프로세스

설정된 폴더로 복사 및 자동 리비전 관리 가능





Government Policy Monitoring

2020 2021 2022

국가BIM연구센터 설립 (건설기술연구원.’20.4)

“국가BIM센터” 법정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2 예정)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20.12.29.)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21, 계획)

BIM 설계대가 (’21, 계획)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20.12.29.) 건설산업 BIM 통합 로드맵 (2H’20, 계획)

고속도로 설계 발주 건 50% BIM 적용(“20.8)

신규 고속도로 공사 BIM 설계 의무화 (’21)

고속도로 설계 발주 건 50% BIM 적용(“20.8)

철도 건설사업 전면 BIM 도입(‘20.5.)

고속도로

도로

철도

공공건설 BIM 적용 분야 別 Timeline



최종성과품의 체계적 관리

A B C D

Account

Role :

본사 관리자

Role :

공구별설계사

Role :

프로젝트관리자

발주처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최종성과품의 체계적 관리

 공구별 설계사에 참여중인 프로젝트 초대
및 폴더 접근 권한 설정으로 프로젝트 보
안과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성과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2,3공구 PJT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PJT

평택~오송간 고속철도 PJT

경부선 남성현~청도간 청도강(상)교량 PJT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PJT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성과품 리뷰

Transform

Original Neutral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성과품 리뷰

Transform

Transform

Original Neutral



커뮤니케이션 일원화












Civil 3D Data Shortcuts l Local vs Cloud

2021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2,3 공구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_Shortcuts

_Shortcuts

_Shortcuts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2,3 공구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BIM360 Account

_Shortcuts _Shortcuts _Shortcuts

Named Folder Named Folder Named Folder

Local



Civil 3D Data Shortcuts l Local vs Cloud

2021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2,3 공구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_Shortcuts

_Shortcuts

_Shortcuts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2,3 공구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BIM360 Account

_Shortcuts _Shortcuts _Shortcuts

Named Folder Named Folder Named Folder

Cloud



BIM 360 Design 준비사항 l Collaboration for Civil 3D

Applications needed

Civil3D

BIM360

Desktop
Connector

Civil3D 2020.2 버전 이상
현재 Civil3D 2021.2 까지 출시

BIM360 Design License
BIM360 Design License 에 BIM360 Docs  
기능이 포함

Desktop Connector
Free Download 가능
https://www.autodesk.com/bim-
360/desktop-connector/

https://www.autodesk.com/bim-360/desktop-connector/


Collaboration l Revit vs Civil 3D

파일 기반 협업 지원모델 기반 협업 지원

Design Collaboration 모듈에서 작동 (O) Design Collaboration 모듈에서 작동 (X)

Civil 3D 2020.2 이상Revit 2018.3 이상

Revit Cloud Worksharing(RCW) 권한 할당 Collaboration for Civil 3D 권한 할당

Revit Civil3D

Data Shortcuts 



Collaboration l Revit vs Civil 3D

파일 기반 협업 지원모델 기반 협업 지원

Design Collaboration 모듈에서 작동 (O) Design Collaboration 모듈에서 작동 (X)

Civil 3D 2020.2 이상Revit 2018.3 이상

Revit Cloud Worksharing(RCW) 권한 할당 Collaboration for Civil 3D 권한 할당

Revit Civil3D

공동 작업 방법은 CIVIL 3D와 REVIT에서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합니다.

공동 작업 방법은 CIVIL 3D와 REVIT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합니다.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선형데이터

선형 데이터

Update!

Revision

도로부 | 철도부 구조부 | 지반부



Update!

Revision

도로부 | 철도부 구조부 | 지반부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선형데이터



Update!

Revision

Which one is the latest?

구조부 | 지반부도로부 | 철도부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선형데이터



선형 데이터

도로부 | 철도부 구조부 | 지반부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선형데이터



도로부 | 철도부 구조부 | 지반부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선형데이터



도로부 | 철도부 구조부 | 지반부

Reduce Rework!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선형데이터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지형데이터



Civil 3D to Revit Workflow l 지형데이터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Window 폴더를 그대로 BIM360으로!

 폴더 별 권한 관리 설정으로 완벽한 보안

 클라우드를 통한 손쉬운 자료공유!

Summary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실시간 파일 확인 가능

 마크업과 이슈 기능을 활용한 초스피드
변경 사항 관리 가능

 자동 버전관리 기능과 Compare 기능으로
버전관리 Master!

Summary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Summary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를 위한 전용
Review 프로세스 제공!

 승인된 최종 문서만 별도 확인 가능!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Summary

 Civil3D + Revit : Cloud Worksharing

 부서별 실시간 Modeling 변경 사항 확인

 공종별 Modeling 취합 필요 없음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결론

Design 
collaboration 

Document 
Management

Field Management

Model 
Coordination



1. 핵인싸 플랫폼 : BIM360

2. 업무 효율 확 높이는 프로젝트 문서관리

3. 변경 사항을 훨씬 빠르게!

4. 최종 도서 및 도면 관리는 어떻게?

5. Collaboration in BIM360

결론

Design 
collaboration 

Document 
Management

Field Management

Model 
Coordination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문서관리 가능!

실시간 Worksharing 을 통한
스마트한 BIM 설계 가능!



BIM Learning Hub

http://www.bimlearning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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