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사용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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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Design Suite 개요
>

01 Building Design Suite란?

건축•건설 업계 전문가들을 위해 개발된 이 Suite는 사용자가 디자인, 시각화, 시뮬레이션에서부터 문서화 및 시공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일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Standard

Premium

Ultimate

AutoCAD®

P

P

P

AutoCAD ® Architecture

P

P

P

AutoCAD ® MEP

P

P

P

AutoCAD ® Structural Detailing

P

P

P

Autodesk ® Showcase ®

P

P

P

Autodesk SketchBook ® Designer

P

P

P

AutoCAD ® Raster Design

P

P

P

Autodesk ® ReCap™

P

P

P

Autodesk ® 3ds Max ® Design

P

P

Autodesk ® Navisworks ® Simulate

P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P

Autodesk ® Navisworks ® Manage
Autodesk® Revit®

P

P

Autodesk® Inventor®

P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P

Autodesk® InfraWorks

P

>

02 Building Design Suite 사용 시 이점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와 비즈니스 요구 부합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전문가들은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2014를 이용해 현재 직면해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상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는 정부 기관이나 프로젝트 발주처의 까다로운 BIM 요구를 부합하기 위해 지능형 모델 기반 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많은 정보에 입각한 디자인
및 시공 결정을 위해 프로젝트 초반에 여러 차례 에너지 분석 및 시공 시뮬레이션 수행 그리고 Cloud 기반 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팀 협업을 증대
하고 설득력 있는 시각화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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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북

확대된 Cloud 서비스
2014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품군에는 프로젝트 팀들의 디자인, 시각화, 시뮬레이션, 공유 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loud 컴퓨팅 플랫폼인
Autodesk 360 접근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utodesk 360은 폭넓은 Cloud 기반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면서 언제 어디서
든 프로젝트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Autodesk 360은 Autodesk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Autodesk Subscription에 가입한

Building Design Suite고객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Autodesk Subscription : Autodesk 360(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일반고객 5G, 섭스크립션 가입고객 25G)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http://subscription.autodesk.com)

시각화

디자인

시뮬레이션

/분석

문서화
시공

Standard

Premium

Ultimate

DWG™ 형식을 사용하여 디자인, 문서 제작 및 공유

P

P

P

멋진 이미지와 프리젠테이션 제작

P

P

P

그래픽 형태로 아이디어 표현

P

P

P

모델 기반 설계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빌딩 제작

P

P

시각화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전달

P

P

통합 분석 기능으로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P

P

일관된 시방서 제작

P

P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통제력 강화

P

자재 수량을 효과적으로 결정

P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와 협력

P

빠른 제작 도면 준비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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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2014 버전별 제품구성

1.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Ultimate)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Ultimate는 건축, 엔지니어링,시공 (AEC)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괄적 소프트 웨어 패키지는 BIM 워크플
로우를 지원하고 3D 건축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고급 소프트웨어 모음을 제공합니다.
•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통제력 강화
• 더욱 일관된 시방서 제작
• 시공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정확한 모델 제작
• 건축 자재 수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산출
• 제조업체 및 제작업체와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

구성제품

• Autodesk Revit 2014
• AutoCAD Architecture 2014
• AutoCAD MEP 2014
•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4
• AutoCAD 2014
• Autodesk Showcase 2014
•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2014
• Autodesk Raster Design 2014
• Autodesk ReCap 2014
• Autodesk 3ds Max Design 2014
• Autodesk Navisworks Manage 2014
• Autodesk Inventor 2014
• Autodesk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 2014
• Autodesk Infraworks 2014

서브스크립션 혜택(Ultimate 제품의 경우 기본으로 Advanced Subscription 제공)

• 어드밴스드 서브스크립션 혜택(기본 Subscription 혜택 포함)
- 구매 고객(최대 2명 : 미리 이름을 지정한 인원만 가능)의 Autodesk의 전화 지원 요청 가능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에 대한 지원 요청 가능

• 기존 서브스크립션 혜택(Premium, Standard 적용)

클라우드 혜택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Autodesk® 360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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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최신 소프트웨어 출시 즉시 액세스해 최신

제품 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북

2.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Premium)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Premium은 건축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모음 입니다. 여기에는 빌딩 정보
모델링(BIM) 워크플로우를 위한 Autodesk® Revit® 소프트웨어 제품, 효율적인 문서화를 위한 AutoCAD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멋진 시각화를 위한

Autodesk® 3ds Max® Design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능형 3D 모델 기반 설계도를 바탕으로 BIM설계
• 설득력 있는 시각화로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
• 통합 분석을 활용해 설계와 건설 관련 결정 사항을 보다 쉽게 전달

구성제품

• Autodesk Revit 2014
• AutoCAD Architecture 2014
• AutoCAD MEP 2014
•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4
• AutoCAD 2014
• Autodesk Showcase 2014
•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2014
• Autodesk Raster Design 2014
• Autodesk ReCap 2014
• Autodesk 3ds Max Design 2014
• Autodesk Navisworks Simulate 2014
• Autodesk Revit 2014

클라우드 혜택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Autodesk® 360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최신 소프트웨어 출시 즉시 액세스해 최신

제품 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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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Standard)
Autodesk® Building Design Suite Standard는 건축 설계자, 제도 담당자, 세부 작업 담당자를 위한 건축 설계 프로그램 모음입 니다. 기본 도구 세트는
DWG™ 파일 형식의 도면을 효율적으로 설계, 문서화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DWG 도면을 설계, 문서화 및 공유
• 건축용으로 맞춤화된 AutoCAD® 소프트웨어 버전 활용
•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소개

구성제품

• AutoCAD Architecture 2014
• AutoCAD MEP 2014
• AutoCAD Structural Detailing 2014
• AutoCAD 2014
• Autodesk Showcase 2014
•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2014
• Autodesk Raster Design 2014
• Autodesk ReCap 2014

클라우드 혜택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Autodesk® 360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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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최신 소프트웨어 출시 즉시 액세스해 최신

제품 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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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품 설치 및 제거 가이드

중요 설치 전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검사’ 기능을 꺼주십시오. 설치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uilding Design Suite 2014 설치 ▶
1. 설치 미디어 또는 설치 폴더의 Setup.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인스톨 창이 나타나면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동의함’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하고 ‘일련번호’와 ‘제품키’를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버전의 경우 제품 정보 입력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처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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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가능한 제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설치하길 원하는 제품만 선택합니다. 이미 설치된 제품이 있을 경우 그림과 같이 ‘설치됨’이라고 표시됩니다.

5. 또한 설치할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선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수록 필요로 하는 공간이 늘어나며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설치가 중단됩니다.

6. 각 제품의 제품명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서비스 팩 추가와 같은 설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기에 따라 서비스 팩 다운로드 상태 및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제품명 아래 ‘클릭하여 닫고 제품 리스트로 복귀’를 누르고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컨텐츠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설치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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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가 되는 동안 기다립니다. 설치 중 ‘Revit 컨텐츠 준비 중’ 이라는 창이 뜹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컨텐츠 설치 단계가 무시되어 기본 템플릿과
같은 파일들이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9.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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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Design Suite 2014 제거 ▶
1. 시작 버튼 클릭 후 프로그램 목록에서 ‘Autodesk, Uninstall Tool’ 항목을 클릭합니다.

2. 제거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후 ‘설치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제거가 완료되면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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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새로 추가된 옵션 및 기능

Building Design Suite 2014에서 새롭게 추가된 옵션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두 번 클릭 옵션
•

버튼 클릭 →

버튼 클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두 번 클릭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요소 유형 별로 다음과 같은 두 번 클릭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 요소 유형 특성을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
• 요소를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또는 뷰/시트의 일람표의 경우 두 번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 최적화된 뷰 탐색 사용
•

버튼 클릭 →

버튼 클릭 → 그래픽

카메라를 조작(예: 초점이동, 회전, 줌)하는 동안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그래픽 효과(예: 채우기 패턴 및 앰비언트 그림자)를 일시 중단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
여 모델 탐색 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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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법 검사
•

버튼 클릭 →

버튼 클릭 → 맞춤법 검사

• 맞춤법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요소 선택 제어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요소와 선택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본에서 수정 도구 아래 선택을 클릭하여 드롭다운 메뉴를 확장합니다.
• 상태 막대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링크 선택
링크된 파일과 링크의 개별 요소를 선택하려면 링크 선택 옵션을 선택합니다.
링크된 파일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Revit 모델
• CAD 파일
• Point Cloud 객체
링크된 전체 파일 및 파일의 모든 요소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링크 위에 놓고 링크가 강조 표시되면 클릭합니다.
링크된 파일의 개별 요소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링크 위에 놓고 '탭(Tab)' 키를 눌러 강조 표시한 후 클릭합니다.
링크 및 링크의 요소를 선택하는 기능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요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링크 선택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
전히 링크의 요소로 스냅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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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레이 요소 선택
언더레이에 포함된 요소를 선택하려면 언더레이 요소 선택 옵션을 선택합니다.
언더레이 요소를 선택하는 기능 때문에 뷰의 요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언더레이 요소 선택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언더레이의 요소로 스냅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핀 요소 선택
제자리에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요소를 선택하려면 핀 요소 선택 옵션을 선택합니다.
핀 요소를 선택하는 기능 때문에 뷰의 다른 요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 선택에서 핀 요소를 생략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면별 요소 선택
모서리가 아니라 내부 면을 클릭하여 요소를 선택하려면 면별 요소 선택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선택하면 벽이나 바닥의 중심을 클릭하여 해당 요
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옵션이 모든 모델 뷰와 상세 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뷰의 비주얼 스타일이 와이어프레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소를 선택하려면 요소의 모서리를 클릭해야 합니다.

선택된 요소 끌기
먼저 요소를 선택하지 않고 끌 수 있도록 선택된 요소 끌기를 선택합니다.
요소를 선택할 때 실수로 이동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옵션은 모든 모델 카테고리 및 주석 카테고리의 요소에 적용됩니다.
사용 시 참고사항

• 이 옵션은 열려 있는 모든 뷰에 적용되며 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 현재 세션 중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이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에 대한 각 사용자의 설정은 저장되고 세션 간에 유지됩니다.

5. 고정 가능한 창
고정 가능한 창은 이동하고 창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고정해제 또는 고정(위치에 잠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창은 고정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탐색기
• 특성 팔레트
• '시스템 탐색기'
• 호스트 조정

주의

나열된 고정 가능한 창은 Revit의 기본 창이지만 타사에 의해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에서도 고정 가능한 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창은 인접한 창 및 도구막대와 하나 이상의 모서리를 공유합니다. 공유 모서리를 이동하면 창의 모양이 이에 따라 변경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화면의 아무 위치에
나 창을 고정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고정 해제된 창은 응용프로그램 창에서 분리된 창입니다. 고정 해제된 각 창은 한 화면에서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원하는 경우 여러 화면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정
해제된 창은 크기를 조정하고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팁

창의 제목 막대를 두 번 클릭하면 창을 신속하게 고정하거나 고정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창 그룹은 화면에서 두 개 이상의 창이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창을 그룹화하면 각 창이 그룹 하단
에 탭으로 표시됩니다. 그룹에서 탭을 클릭하여 해당 창을 표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창을 그룹화 또는 그룹 해제할 수 있습니
다. 아래 이미지에서는 프로젝트 탐색기 및 특성 팔레트가 그룹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 가능한 창을 그룹 해제하려면
1. 그룹에서 제거할 창에 해당하는 탭을 클릭합니다.
2. 창 탭을 클릭하여 그룹 밖으로 끕니다.
3. 창을 놓아 그룹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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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Architecture 워크플로우
이번 Chapter 에서는 BIM 작성 도구인 Revit 의 기본적인 사용방법과 Revit 2014 의 새로운 기능을 따라하기 과정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샘플은 http://aec.krinfra.co.kr에 접속 후 'AEC/ENI 사용자가이드' 페이지의 AEC 자료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 실습은 'RA_Datasets' 폴더를 참고합니다.

>

01 모델링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매스 모델에 추가적으로 매스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습득해야할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솔리드 매스 양식 작성하기
• 보이드 작성하기 및 솔리드 결합

새로운 솔리드 양식 작성하기
샘플 : 01_Mass Model_Start.rfa 파일을 엽니다.

1. {3D} 뷰에서 우측 상단 뷰큐브의 홈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화면을 조정합니다.

2. ‘수정 탭 - 그리기 패널’에서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평면 위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에 스냅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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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본 탭에서 ‘양식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2D 객체가 3D 모델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본 탭의 왼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거나 'ESC' 키를 눌
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양식 결합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수정 탭 - 형상 패널’에서 ‘결합’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결합하고자 하는 박스를 각각 클릭합니다.

3. 두 박스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결합’ 명령을 반복하여 다른 상자와도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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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및 보이드 작성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작업할 부분이 잘 보이도록 화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2.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 2D 형상을 선택하고 리본 탭에서 ‘양식 작성’ 명령을 클릭합니다.

3. 솔리드 양식이 작성되었습니다. 방향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하여 반대 방향으로 누른 채로 적당한 위치에 끌어다 놓습니다.

4. 임시치수를 클릭하여 ‘11600’이라고 입력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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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 다른 2D 형상을 선택한 후 리본 탭에서 양식 작성의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 ‘보이드 양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빨간 축 방향의 임시치수 길이 값을 '12000'이라고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솔리드 양식과 보이드 양식이 조합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 양식 작성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샘플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할 부분이 잘 보이도록 크기를 조정합니다. 레벨과 수평한 평면상에 경로가 그려져 있고, 웨지 형상이 상자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2. 웨지 형상과 경로를 'Ctrl' 키를 이용하여 둘 다 선택(순서 상관 없음)하고 리본 탭에서 ‘양식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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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과 같이 웨지 형상이 경로를 따라 스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프로젝트에 로드 하기
샘플 : 05_Schematic Project_Start.rvt 및 05_Mass Model_V1.rfa 2개의 파일을 엽니다.

1. 현재 샘플 파일에는 프로젝트 파일 1개, 패밀리 파일 1개가 각각 열려있습니다. 현재 작업 파일을 05_Mass Model_V1.rfa 파일로 설정하고 작성 탭, 패밀리 편집
기에서 ‘프로젝트에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매스 작업 – 매스 표시 사용’ 이라는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그냥 ‘닫기’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3. 프로젝트 파일로 패밀리 파일이 넘어오면 작업 화면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패밀리를 배치하고 'ESC' 키를 눌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4. ‘신속접근도구막대’의 ‘기본 3D뷰’ 버튼을 눌러 3D뷰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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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용프로그램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 ‘05_Schematic Project_Insert Mas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매스 바닥 작성 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또는 06_Schematic Project_V1.rvt 파일을 열고 ‘매스작업&대지 탭, 개념 매스 패널’에서 ‘뷰 설정 매스 표시’의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매스 양식 및 바닥 표시’ 항목을 선택합니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 중앙에 모델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1. 화면에 있는 매스 모델을 선택하고 ‘수정|매스 탭 - 모델 패널’에서 ‘매스 바닥’을 선택합니다.

2. ‘매스 바닥’ 대화상자가 열리면 다음과 같이 ‘GROUND FLOOR’, LOWER LEVEL’, ‘SECOND FLOOR’, ‘TOWER’ 항목에 각각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매스 모델 각 층에 매스 바닥이 생성되었습니다. 좀 더 구분이 쉽도록 ‘뷰 조절 도구막대’에서 ‘비주얼 스타일’ 도구를 클릭하여 ‘음영처리’ 항목을 적용합니다.

19

매스 바닥 면적 분석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또는 07_Schematic Project_V2.rvt 파일을 열고, ‘매스작업&대지 탭 - 개념 매스 패널’에서 ‘뷰 설정 별 매스 표시’의 드롭다
운 버튼을 누르고 ‘매스 양식 및 바닥 표시’ 항목을 선택합니다. ‘휠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 중앙에 모델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1. 매스 바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선택이 잘 안될 경우 '탭(Tab)' 키 이용) 특성창에 선택된 바닥에 대한 둘레, 면적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ESC' 키를 눌러 선택을 취소합니다.

2. ‘뷰 탭 - 작성 패널’에서 ‘일람표’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일람표/수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매스’ 카테고리 하위에 있는 ‘매스 바닥’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일람표 특성’ 대화상자의 ‘필드’ 탭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 목록 중 ‘레벨, 바닥 면적, 바닥 둘레’를 차례로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 일람표 필드 목록으로 이동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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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람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람표 서식 조정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몇 가지 서식을 조정하고, 바닥의 총 면적 및 총 둘레 값도 하단에 표시해보겠습니다.

1. 바닥 면적 열의 위쪽에 있는 머리말(‘레이블 B’)을 선택합니다.

2. ‘일람표/수량 수정 탭 - 모양 패널’에서 ‘수평 정렬’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닥 둘레가 있는 ‘C열’도 반복합니다.

3. 이번엔 머리말에 정렬하기 위하여 ‘레벨’을 선택 후 드래그 앤 드롭하여 ‘바닥 면적, 바닥 둘레’의 머리말도 모두 선택합니다.

4. ‘일람표/수량 수정 탭 - 모양 패널’에서 ‘글꼴’ 버튼을 클릭, ‘돋움’을 선택한 후, ‘굵게’ 옵션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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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엔 ‘수평 정렬’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후 ‘중심’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에도 적용해봅니다.

6. 변경 사항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러한 설정들은 머리말 및 제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이번엔 총계 및 바닥 면적과 바닥 둘레의 총 합계 값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특성 팔레트에서 ‘정렬/그룹화’ 항목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대화상자 하단의 ‘총계’ 옵션에 체크합니다.

9. ‘형식’ 탭으로 이동 후 필드 목록에서 ‘바닥 면적’을 선택하고 ‘총합 계산’ 옵션에 체크합니다. ‘바닥 둘레’도 선택 후 같은 옵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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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델 업데이트
샘플 : 이전 파일을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또, Exercise 5에서 프로젝트에 로드 했던 05_Mass Model_V1.rfa 파일이 닫혀있다면 다시 열어줍니다.
모델이 변경되면 즉시 일람표에 반영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1. 이전부터 작업 해오던 프로젝트 파일의 ‘{3D}’뷰 및 ‘매스 바닥 일람표’ 뷰를 제외한 모든 뷰는 닫습니다. 05_Mass Model_V1.rfa 파일의 ‘{3D}’ 뷰를 열어 다음과
같이 면을 선택하고 앞으로 당겨 매스 모델을 변경합니다.

2.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뷰 탭 - 창 패널’에서 ‘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또는 단축키 ‘WT’ 입력) 각 파일에 열려있는 뷰가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한눈에 뷰를 볼 수 있습니다.

3. 05_Mass Model_V1.rfa 파일의 ‘{3D}’ 뷰를 클릭하여 활성화 하고 리본 탭에서 ‘수정 탭 - 패밀리 편집기 패널’의 ‘프로젝트에 로드’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에 이미
로드 되어 있는 파일을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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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화상자가 뜨면 ‘기존 버전 덮어쓰기’를 선택합니다. 변형된 매스 모델이 프로젝트에서 업데이트 되고, 바닥 면적도 함께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해석

샘플 : 05_Mass Model_V1.rfa 파일은 닫고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또는 10_Schematic Project_V3.rfa 파일을 엽니다.
이 기능은 Building Design Suite(Premium 이상), Subscription 계약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1. ‘해석 탭 - 에너지 해석 패널’에서 ‘개념 매스 모드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다시 리본 탭에서 ‘에너지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화상자에서 건물 유형을 ‘병원 또는 보건소’로 선택합니다.

4. 위치는 ’편집’ 버튼을 눌러 ‘위치 및 날씨’ 대화상자가 열리면 프로젝트 주소란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이라고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
니다.(또는 일부 주소만 입력 후 검색해도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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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밖에도 기타 항목에 대하여 설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6. 리본 탭에서 ‘에너지 모델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기존의 매스 모델이 에너지 설정 값에 의해 해석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에너지 모델 사용’ 버튼은 개념 매스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8. 리본 탭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메시지가 뜬다면, 자격 증명에 사인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를 클릭합니다.

9. ‘에너지 시뮬레이션 실행’ 대화상자가 열리면 ‘새로 작성’ 항목을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25

10. 리본 탭에서 ‘결과 및 비교’ 탭을 클릭합니다.

11. 매스 모델의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결과를 메일로 보내거나, PDF로 내보내기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13. 다음과 같이 히스토리를 모두 보관합니다.

14. 또한, 히스토리 결과 중 두 개 이상을 함께 선택하면 상단에 ‘비교’ 버튼이 활성화 되고 해석 데이터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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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설정’ 탭을 클릭하면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02 설계

이 연습에서는 벽, 문, 창, 계단과 같은 기본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재정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벽 추가하기
• 치수 사용하기
• 문 추가하기
• 룸 추가하기
• 요소 변경하기
• 요소간 상호 작용
• 계단 추가하기
• 난간 확장 추가하기
• 난간 수정하기

벽 추가하기
샘플 : 11_Arch_Model_Start.rvt 파일을 엽니다.

1. ‘Basic Elements’ 평면뷰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축 탭 - 빌드 패널’ 에서 ‘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 팔레트의 유형 선택기에서 ‘I_MtlStud - 4 7/8" Partition’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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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의 아래쪽에 수평으로 벽을 그립니다.

4. 이번에는 수직으로 창과 창 사이에 벽을 5개 그려 룸이 6개가 되도록 합니다. 'ESC' 키를 두 번 눌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치수 사용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내벽 중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벽을 선택합니다. 주변 유사 요소들과의 거리가 ‘임시치수’로 표시됩니다. 외벽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임시치수를 클릭하고 값을
‘3300’으로 수정합니다. 벽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번에는 ‘영구치수’를 이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정렬 치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우측 외벽 내부 면에서 시작하여 각 내벽의 왼쪽 면을 클릭하여 치수를 작성합니다. 좌측 외벽까지 치수를 재지 말고, 빈 공간 부분을 클릭하여 마지막 룸을 구분
하는 내벽에서 치수 표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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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제 각각인 벽 폭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작성된 치수 위에 ‘EQ’라는 작은 문자를 클릭합니다.

5. 치수가 모두 동일 간격으로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내벽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는 다르게 동일 간격으로 구속된 요소의 벽
은 ‘임시치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6. ‘임시치수’를 표시해 주기 위하여 옵션 막대에 있는 ‘치수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임시치수’가 나타나면 ‘임시치수’ 폭의 위치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임시치수’ 선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보트 앵커 기호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앵커 기호
가 있는 위치는 기준이 되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원하는 기준이 다른 위치일 경우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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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값을 ‘3700’이라고 입력 후 '엔터' 키를 누릅니다.(이때 만약 우측 하단에 경고가 뜨면 ‘요소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치수 객체를 클릭하고 특성 팔레트에서 ‘동일문자’를 ‘값’으로 바꾸어주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치수 값으로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건축 탭 - 빌드 패널’에서 ‘문’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 팔레트의 유형 선택기에서 ‘Single-Flush-w-Metal-Frame: 36" x 84"’ 문을 선택합니다.

2. 문을 다음과 같이 각 룸의 벽에 배치하여 줍니다. ‘ESC’ 키를 두 번 눌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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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왼쪽 룸에 배치된 문과 오른쪽 벽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문을 선택하고 ‘임시치수’를 클릭하여 값을 ‘200’으로 수정합니다.

4. 문이 배치된 수평 벽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벽을 선택 후 '임시치수'를 클릭하여 값을 ‘4000’으로 수정합니다. 벽에 배치된 문은 벽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벽의
위치에 따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룸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건축 탭 - 룸 및 면적 패널’에서 ‘룸’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 막대’에서 ‘새로 만들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에 작성해 놓은 룸 ’41 MECH’ 항목을 선택합니
다.

2. 가장 왼쪽에 위치한 룸 내부를 지정합니다. 둘러싸인 벽을 경계로 룸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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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그림과 같이 각 실에 룸을 작성합니다.

4. 배치된 룸 태그를 하나 선택 후, 특성 팔레트에서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룸 태그에 표현될 항목(면적, 볼륨, 번호 등)의 가시
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룸 면적 표시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각 룸의 면적이 표시되고 있는데 앞서 벽 간격을 동일한 간격으로 구속시켜 두었기 때문에 모든 룸의 면적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름 및 룸 번호는 더블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고, 면적 및 볼륨은 벽의 위치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요소 변경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벽을 다른 유형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구분 짓고 있는 내벽을 하나 선택하고, 특성 팔레트의 ‘유형 선택기’에서 ‘Interior - 6 1/8" Partition (2-hr)’ 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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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벽 보다 조금 두꺼운 벽으로 바뀌고, 기존의 내벽 간에 동일 간격의 구속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내벽의 간격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각 실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문을 다른 유형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기계실에 배치된 문을 선택하고, 특성 팔레트의 ‘유형 선택기’를 클릭 후 Door Single s Side Light: 36"x84" 문을 선택합니다.

4. 문의 유형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창의 유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입면도 ‘North’ 뷰를 열기한 후 기존에 열려있던 평면뷰 ‘Basic Elements’ 뷰와 단축키 ‘WT’를 눌러 창을 나
란히 배치합니다. 그 다음 평면뷰에서 45번 룸에 있는 창 2개를 선택합니다.('Ctrl' 키 이용) 입면뷰에서도 선택된 창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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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성 팔레트의 ‘유형 선택기’ 목록에 우리가 원하는 유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 선택기’ 목록에 표시되는 패밀리들은 현재 우리가 작업중인 프로젝트에
로드되어 있는 것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패밀리 유형을 로드하기 위하여 특성 팔레트의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유형 특성’ 대화상자에서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열기 창이 뜨면 ‘창’ 폴더로 이동하여 ‘자르기가 있는 아치 상단.rfa’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유형 특성’ 창에서 유형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 원하는 사이즈 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유형이 없으므로 새로 사이즈 유형을 추가하기 위하여 ‘복
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유형의 이름을 ‘1200 x 1200 mm’로 수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그리고 유형 매개변수 값에서 ‘높이’와 ‘폭’을 각각 ‘1200’으로 수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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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택된 창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패밀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삽입 탭 - 라이브러리에서 로드 패널’에서 ‘패밀리 로드’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소간 상호 작용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천장 평면도 ‘Doctors Offices’ 뷰를 열고(기존에 작업하던 뷰는 닫습니다.), ‘건축 탭 - 빌드 패널’에서 ‘천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정|배치 천장 탭 - 천장 패널’에서 ‘천장 스케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천장’으로 작업할 경우, 룸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 의해 천장이 방마다 각각 작성됩니다.

3. 이 프로젝트에서는 오피스 공간은 하나의 연결된 천장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그리기 박스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천장의 경계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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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성 팔레트 ‘유형 선택기’에서 '2' x 2' ACT System'을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천장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단면도’ 버튼을 클릭합니다.(또는 ‘뷰 탭, 작성 패널’에서 ‘단면도’ 버튼 클릭)

7. 다음과 같이 단면으로 잘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교차하여 단면도 요소를 그립니다.(왼쪽→오른쪽 순으로)

8. 단면도 아이콘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가 나타나면 ‘뷰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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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면뷰를 보면 내벽 높이가 천장 슬라브까지 올라가 있어 천장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 벽의 높이를 천장 높이로 맞추기 위하여 벽을 모두 선택하고, 리본 탭에서 ‘상단/베이스 부착’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벽을 부착 시킬 요소로 ‘천장’을 클릭합니다. 내벽이 천장의 베이스 면에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천장을 선택하고 특성 팔레트에서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띄우기’ 값을 ‘3000’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천장 베이스 면에 구속된 벽이 함께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계실과 사무실 사이에 있는 벽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봅니다. 천장의 경계가 벽에 구속되어 있어 위치가 변경된 벽을 따라 천장의 경계도 함께 수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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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추가하기

샘플 : 17_Arch_Model_Stair_Start.rvt. 파일을 엽니다.(기존의 작업 중이던 파일은 모두 닫습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3D Stair’ 뷰와 ‘GROUND FLOOR’ 뷰를 열고, 창을 타일모드로 정렬합니다.(단축키 ‘WT’) 평면뷰에서는 ‘Lobby’ 부분이 잘 보이도록 줌을 조
정합니다.

2. ‘건축 탭 - 순환 패널’에서 계단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구성요소 기준 계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특성 팔레트의 ‘유형 선택기’에서 ‘조합된 계단 7" max riser 11" tread’ 계단 유형을 선택하고, 베이스 레벨은 ‘GROUND FLOOR’, 상단 레벨은 ‘SECOND FLOOR’
로 지정합니다.

4. 특성 팔레트에서 치수 카테고리를 보면 ‘원하는 챌판 수’가 22개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베이스 레벨’과 ‘상단 레벨’로 지정된 층고에서 자동 계산된 계
단 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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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옵션 막대’에서 위치선은 ‘계단진행 : 왼쪽’으로, 실제 계단진행 폭은 ‘1200’으로 설정합니다.

계단 진행 위치선 옵션 설명

• 외부 지지 : 왼쪽(1)
• 계단진행 : 왼쪽(2)
• 계단진행 : 중심(3)
• 계단진행 : 오른쪽(4)
• 외부 지지 : 오른쪽(5)

6. 평면뷰에서 그림과 같이 계단이 시작하는 위치에서 6개의 챌판을 작성한 지점에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시작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과 비슷한 위치로 지정합니다.)

7. 계속해서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 두 점을 지정합니다.(오른쪽→왼쪽 순으로, 챌판이 ‘0개 남음’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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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단이 완성 되었고, 각 요소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9. 길이가 짧은 ‘계단 진행’ 요소를 선택합니다. 작은 삼각형 모양의 그립을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해 봅니다. 나란히 열려있는 ‘3D Stair’ 뷰에서는 작성 결과를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립을 움직여 짧은 ‘계단 진행’ 요소의 개수를 늘리면, 긴 ‘계단 진행’ 요소의 계단 개수는 줄어듭니다. 이는 정해진 개수 안에서
수량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10. ‘계단참’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선택 후, 삼각형 그립을 조정하여 ‘계단 진행’이 끝나는 부분이나 시작하는 부분을 각각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
로 계단 참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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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단 진행’ 간의 간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계단 진행’을 선택하고 하단의 ‘계단 진행’과 간격이 ‘100’이 되도록 ‘임시치수’를 조정합니다.(만약 ‘임
시치수’의 ‘조정점’이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작은 원형 ‘조정점’을 길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로 옮깁니다.)

12. ‘계단 진행’ 간의 폭이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특성 팔레트에서 ‘계단’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평면도: GROUND FLOOR’로 바꿉니다.

14. 언더레이 항목의 값을 ‘SECOND FLOOR’로 변경합니다. 2층 평면도가 흐리게 보여져 계단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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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윈도우 모드로 계단 전체를 선택합니다.(왼쪽 상단에서 우측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선택)

16. 리본 탭의 ‘수정 패널’에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17. 리본 탭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계단 작성 명령을 종료합니다.

18. 계단과 난간이 함께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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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확장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하거나 또는 18_Arch_Model_Stair_V1.rvt 파일을 엽니다.

1. ‘3D Strair’ 뷰에서 난간의 ‘상단 핸드레일’의 시작과 끝 부분에 대한 확장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탭(Tab)’ 키를 눌러 ‘상단 핸드레일’만 선택합니다.

2. 특성 팔레트의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 ‘유형 특성’ 대화상자에서 ‘확장 스타일’을 ‘벽’으로, ‘길이’를 ‘300’으로 변경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3. ‘확장 스타일’을 ‘바닥’으로 변경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둥’ 스타일도 시도해봅니다. 이처럼 난간의 시작과 끝 부분의 확장 스타일을 원하
는 스타일과 길이를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장 스타일’이 ‘바닥’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유형 특성’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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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수정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2층에 있는 난간을 선택하여 ‘Delete’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2. ‘GROUND FLOOR’ 평면뷰와 ‘3D Stair’ 뷰를 창 타일 정렬 후, 난간을 선택하고 리본 탭에서 ‘경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리본 탭에서 ‘미리 보기’ 옵션에 체크하여 수정 사항이 3D 뷰에서도 보이도록 하고, ‘그리기’ 박스에서 ‘선’ 도구를 선택합니다.

4. 선이 연속적으로 그려지도록 옵션 막대에서 ‘체인’ 옵션에도 체크하고, 기존의 난간이 끝나는 부분에 시작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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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 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 문서화

이 연습에서는 문서화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비사각 형태의 콜아웃 작성하기
• 룸 태그 추가하기
• 문 태그 추가하기
• 치수 추가하기
• 수정
• 대체 단위
• 일람표와 작업
• 시트 추가

비사각 형태의 콜아웃 작성하기

샘플 : 20_Arch_Model_Doc_Start.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뷰 ‘GROUND FLOOR’를 엽니다.

2. ‘뷰 탭 - 작성 패널’에서 ‘콜아웃’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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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본 탭의 ‘그리기 패널’에서 ‘선’ 도구를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콜아웃 경계를 작성합니다.

4. 리본 탭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콜아웃 경계 작성을 종료합니다.

5. 기존에는 사각 형태로만 작성할 수 있었지만 Revit 2014에서는 ‘스케치’ 모드가 추가되어 자유로운 모양으로 콜아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콜아웃 경계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뷰로 이동’ 항목을 선택합니다.

6. 별도로 생성된 콜아웃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뷰에서 주석 요소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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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방금 생성된 ‘콜아웃 GROUND FLOOR’ 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름 바꾸기’ 선택 후, ‘Enlarged Lobby Floor Plan’ 로 바
꾸어 줍니다.

룸 태그 추가하기
이 연습을 통해 프로젝트 문서를 위해 새로운 뷰와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하거나 또는 21_Arch_Model_Doc_V1.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뷰 ‘Enlarged Lobby Floor Plan’를 엽니다. ‘건축 탭 - 룸 및 면적 패널’에서 ‘룸 태그’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모
든 항목 태그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대화상자가 열리면 작성하고자 하는 ‘Room Tag: Room Tag with Area’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면적을 포함한 룸 태그가 각 실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콜아웃 경계 밖에도 룸 태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

4. 이러한 경우 콜아웃 경계를 선택하면 경계 외부에 점선 자르기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 점선 박스의 위치 태그와 겹쳐지도록 조정하면 태그가 사라지게 됩니다.

문 태그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문 태그도 앞서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2. 작성된 태그 중 콜아웃 경계 밖에 위치해 있는 필요 없는 태그는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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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신속접근도구막대’에서 ‘정렬치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옵션 막대’에서 그림과 같이 ‘벽 면 선호’, ‘전체 벽’ 옵션으로 변경하고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 치수 옵션’ 대화상자가 열리면 ‘개구부’ 옵션에 체크하고 ‘폭’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4. 평면뷰의 상단에 있는 외부 벽을 클릭합니다.

5. 적당한 위치에 치수를 배치합니다. ’ESC’ 키를 두 번 눌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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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하거나 24_Arch_Model_Doc_V2.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뷰 ‘Enlarged Lobby Floor Plan’를 열고 다음과 같이 ‘PUBLIC RESTROOM’의 벽 사이를 치수로 표현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벽을 선택하여 복도 방향으로 살짝 드래그하여 벽을 이동합니다.

3. 치수 값 및 룸 태그의 룸 면적 값이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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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뷰 ‘GROUND FLOOR’를 열어서 수정된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작업은 콜아웃 뷰에서 작성한 치수는 ‘GROUND FLOOR’ 뷰에 표시되지
않지만, 룸 면적 값은 함께 연동되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단위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뷰 ‘Enlarged Lobby Floor Plan’를 엽니다. 평면뷰의 상단에 위치한 외부벽에 작성된 치수 요소를 선택하고, 특성 팔레트의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 특성’ 대화상자에 ‘대체단위’ 관련 항목들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체 단위’를 ‘아래’로 설정하고 ‘대체 단위 형식’
버튼을 눌러 ‘피트 및 분수 인치’로 바꾸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다른 형식의 단위를 기존 단위와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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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와 작업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뷰 ‘GROUND FLOOR’와 일람표 ‘Room Schedule’ 뷰를 나란히 열어둡니다.

2. ‘Room Schedule’ 뷰에서 가장 위에 있는 ‘LAB’ 항목을 선택하면 ‘GROUND FLOOR’ 뷰에서 위치가 강조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선택
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해봅니다.

3. 여러 항목을 한번에 선택하더라도 모두 강조하여 표시해줍니다.

4. 여러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평면뷰의 제목줄을 클릭하고, 특성 팔레트에서 ‘한계 간격띄우기’ 값을 보면 현재 일람표에서와 같이 ‘2,7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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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간격띄우기’ 값을 ‘3000’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일람표에서도 값이 자동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일람표 뷰에서 제목을 클릭하고 리본 탭에서 ‘이미지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이미지 가져오기 대화상자에서 ‘patient_room_icon w Title.pn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합니다.(RA_Dataset 폴더 안에 있습니다.)

8. 일람표 제목에 문자 대신 이미지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일람표에서 ‘E’열을 선택하고 리본 탭에서 ‘수평 정렬’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중심’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가 셀의 중심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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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열을 선택 후 리본 탭 ‘열 패널’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열이나 행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 추가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하거나 27_Arch_Model_Doc_V3.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의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 시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새 시트 대화상자가 열리면 기본 선택을 변경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새로 추가된 시트에 이름을 정의하기 위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름 바꾸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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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트 제목 대화상자가 열리면, 번호는 ‘A103’, 이름은 ‘Enlarged Plans’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Enlarged Lobby Floor Plan’를 시트로 드래그하여 옮깁니다. 그러나 시트는 가로형이고 뷰는 세로형이다 보니 잘 맞지 않습니다. 배치된 ‘뷰
포트’를 선택하고 ‘옵션 막대’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항목을 선택하여 뷰를 회전 시킵니다.

6. 뷰가 가로형으로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뷰 주변에 자르기 박스가 시트와 겹쳐 있고, 왼쪽 사이드 부분에는 뷰의 제목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시성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뷰포트’를 클릭하고 특성 팔레트의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 특성 대화상자에서 ‘제목 표시’ 항목의 값을 ‘아니
오’로 변경합니다.

7. 제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를 다시 선택하고 리본 탭에서 ‘뷰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55

8. 화면 하단의 ‘뷰 조절 도구 막대’에 ‘자르기 영역 표시’ 아이콘이 켜져 있습니다. 한 번 클릭하여 끕니다.

9. 뷰 주변에 자르기 영역 표시가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탭 - 시트 구성 패널’에서 ‘뷰 비활성화’ 버튼을 눌러 뷰 편집 모드를 종료합니다.

>

04 시각화

이 연습에서는 시각화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요소 변위 사용하기
• 재질 적용하기
• 클라우드 렌더링

요소 변위 사용하기

샘플 : 28_Arch_Model_Vis_Start.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3D뷰 ‘Displace’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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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붕을 선택하고 ‘수정|지붕 탭 - 뷰 패널’에서 ‘요소 변위’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선택된 요소가 분해되면 주변에 ‘기즈모’가 나타납니다. Z축 파란색 방향으로 지붕을 올립니다. ‘기즈모’를 직접 선택해서 이동해야 축이 구속되어 한 방향으로 움
직일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다른 요소들도 분해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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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해했던 요소를 취소하려면 요소를 선택 후에 리본 탭에서 ‘변위세트’ 패널에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분해된 요소는 원래 위치와의 관계를 ‘경로’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분해된 요소 선택 후 리본 탭에서 ‘변위 패널’에 있는 ‘경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분해된 요소의 특정 부분을 지정하면 다음과 같이 경로가 생성됩니다.

8. 이 작업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분해된 요소들에 경로를 표시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Displace’ 뷰는 ‘단면 상자’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면 상자’를 선
택 후 ‘수정|단면 상자 탭 - 뷰 패널’에서 ‘뷰에서 숨기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요소 숨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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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연습해 봅니다.

7. 분해된 3D 뷰를 복제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Displace’ 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뷰 복제, 복제’를 클릭합니다.

8. 복제된 뷰에는 ‘요소 변위’에 대한 내용이 복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Displace’ 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뷰 복제, 상세 복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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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세 복제된 뷰에는 ‘요소 변위’에 대한 내용이 함께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 적용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하거나 29_Arch_Model_Vis_V1.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Displace’ 뷰를 열고 ‘뷰 조절 도구막대’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클릭한 후 리스트에서 ‘사실적’ 항목을 클릭합니다.

2. 재질이 가지고 있는 값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현재 루버의 색상은 어두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루버에 대한 설정 값을 바꾸기 위하여 현재 어떤 재료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버를 하나 선택하고 특성 팔레트의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
다. 루버의 재질이 ‘Render Material 255-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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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를 수정하기 위하여, ‘관리 탭 - 설정 패널’에서 ‘재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중인 재료가 창의 왼쪽에 목록화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재료를 선택한 후, 오른쪽의 각 탭에 있는 설정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목록에서 ‘Render Material 255-0-0’를 찾아 ‘모양’ 탭을 클릭해봅니다. ‘일반’ 카테고리에 보이는 색상이 어두운 회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의
‘모양’ 탭에서 설정되어 있는 색상이 ‘사실적’ 비주얼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6. ‘그래픽’ 탭을 선택합니다. ‘음영’ 색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대화상자를 닫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비주얼 스타일’을 ‘음영처리’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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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영처리’ 비주얼 스타일로 변경하니 루버 색상이 빨간색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의 ‘그래픽’ 탭에서 설정되어 있는 색상이 ‘음영처리’
비주얼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9. 다시 ‘재료 탐색기’ 대화상자를 열기 하고 목록에서 ‘Render Material 255-0-0’ 항목을 선택합니다. 우선, 이름을 변경하기 위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고 ‘Shading Louver Blades’라고 입력합니다.

10. 렌더링 시 색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모양’ 탭을 클릭하고, ‘일반’ 카테고리의 ‘색상’ 부분을 클릭합니다.

11. ‘색상’ 인덱스 창이 열리면 원하는 색상을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Shading Louver Blades’의 색상이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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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래픽’ 탭의 ‘음영’ 카테고리에서 ‘렌더 모양 사용’ 옵션에 체크를 하면 기존의 빨간색에서 ‘모양’ 탭에서 설정되어 있는 값인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버
튼을 눌러 재료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14. 비주얼 스타일이 ‘음영처리’ 상태에서 루버 색상이 녹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다른 방법으로도 재료 탐색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선택하고 특성 팔레트에서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 특성 대화상자에서 ‘Louver
Material’ 항목을 클릭하고 편집 버튼이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16.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재료 탐색기가 열리면 ‘라이브러리 패널 보기/숨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대화상자의 하단에 재료 목록이 나타나면 왼쪽 목록에서 ‘금속’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스틸, 연마’라는 재료를 찾아 화살표 버튼을 눌러 재료를 위 목
록으로 추가합니다. 상단 목록에 추가된 재료는 요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3

클라우드 렌더링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하거나 30_Arch_Model_Vis_V2.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Displace’ 3D 뷰를 열고 ‘뷰 조절 도구막대’에서 ‘비주얼 스타일’ 항목을 클릭 후 ‘그래픽 화면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그래픽 화면표시 옵션’ 대화상자가 뜨면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뷰 탭 - 그래픽 패널’에서 ‘Cloud에서 렌더링’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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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todesk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만약 계정이 없는 경우 ‘Autodesk ID가 필요합니까’를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5. ‘Cloud 렌더링’ 대화상자가 열리면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두 번째 대화상자가 열리면,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렌더링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 3D 뷰 : Displace
• 출력 유형 : 스틸 이미지
• 렌더 품질 : 최종
• 이미지 크기 : 대형(1500x1377px)
• 노출 : 고급
• 파일 형식 : PNG(무손실)
• 완료 시 메일 받기 옵션에 체크
참고로, 크레딧 사용 현황이 회색 박스에 표시됩니다.

7. ‘뷰 탭 - 그래픽 패널’에서 ‘갤러리 렌더’ 버튼을 클릭하고 ‘Autodesk 360’에 로그인 합니다. 렌더링 결과를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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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MEP 워크플로우
Revit MEP는 MEP(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엔지니어링 설계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업계에서는 이미 BIM의
인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EP 엔지니어링 업체는 해당 업무에 향상된 디지털 설계 정보를 적용할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
습니다. 또한 빌딩 성능 해석 및 지속 가능한 설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빌딩 소유자 및 건축가가 MEP 시스템 설계사에게 BIM을 요구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EP 시스템은 빌딩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빌딩을 요구하는 빌딩 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설비업체는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솔루션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에서는 조달청의 BIM 발주 설계 규정에 따라 설비의 설계 요건도 BIM 설계에 맞도록 발주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EP 설계 프로세스는 건축 설계 및 구조 설계 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이러한 작업 부분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계 정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건축가들이 설계 표준으로 BI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도록 요구 받고 있지만 정확한 시공 문
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MEP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건축 업계에서 BIM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 가능한 설계 작업에 대한 지원 요구도 보편화되었습니다. MEP 엔지니어는 빌딩 성능을 해석
하고 소비 에너지를 계산하고 LEED와 같은 환경인증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빌딩 정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설계 방식에 따른 워크플로우와 분석 및 시뮬레이션 그리고 도면화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서 MEP 엔지니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 및 구조 엔지니어링팀과 조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MEP 부문과도
조정을 진행 해야합니다. 기계, 전기 배관/위생배관팀은 별도로 작업하지만 단일한 MEP 솔루션을 목표로 작업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MEP 시스템은 건축가의 설계 의도 및 구조 엔지니어가 조례를 준수하여 설계한 구조물로부터 파생되는 설계 구속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EP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빌딩 설계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빌딩 설계가 진척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MEP 설계자에게 가장
나중에 전달되므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따라 MEP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모든 시공 문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시공 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Revit ME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빌딩 성능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계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성 측면에서
의 이점뿐 아니라 기술적인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 동일한 BIM 모델을 사용하여 실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 시나리오와 함께 빌딩 성능 해석을 제공합니다.
• Revit 플랫폼의 파라메트릭 BIM 기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고 설계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 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 표준에 기반하여 신뢰할 만한 난방 및 냉방 부하 분석 결과
를 설계 팀에 제공합니다.

• 일반적인 빌딩 사용 유형별로 적합한 기준선 빌딩 외부 및 시스템 설계를 개발하여 설계 팀이 최신의 기술 및 예산 구속조건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 빌딩 성능과 고객의 예산을 조화시켜 설계 및 입찰 과정에서 범위와 예산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투자 가치를 최대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설계
및 고성능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의 생산성, 수익성 및 평판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객의 구매력을 최대화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Revit ME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설계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서나 연간 에너지 요구량, 빌딩 전체 탄소 배출량, 거주자 만족도, 일광량 및 열
해석 등의 빌딩 해석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해석 데이터는 프로젝트를 승인받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게 반영된 정부 조례 및 LEED 같은 등급 시스템을 따
르는 데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해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빌딩 성능을 이해하면 빌딩의 연간 제 공과금과 에너지 비용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계 예산 문제를 해결하여 초기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
지 않았거나 조정을 통해 제외되었던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Revit MEP에서는 외부의 타사 해석 프로그램에서 gbXML 형
식으로 가져오거나 반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난방 및 냉방 부하 해석
• 열 에너지 해석
• 일광(빛, 태양열 흡수량 및 빌딩의 각 표면, 실내 및 외부에 태양열 흡수량이 미치는 영향)
• 태양 해석(열, 반사율, 창유리, 차양)
• 탄소 총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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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건축 모형과 협업

* 샘플은 http://aec.krinfra.co.kr에 접속 후 'AEC/ENI 사용자가이드' 페이지의 AEC 자료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MEP 분야 실습은 'RME_Datasets' 폴더를 참고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건축 모형에서 복사 /감시 기능을 사용하여 레벨과 그리드를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Revit MEP에서도 레벨 및 그리드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으나 건축 모델의 레벨과 그리드를 감시를 통해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건축 모형 링크하기
• 복사/감시 기능을 사용하여 레벨 복사하기
• MEP 뷰 만들기
• 공간 만들기
• 구역 만들기

건축 모형 링크하기
샘플 :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작합니다.
샘플 파일은 imperial 치수와 metric 치수가 혼용되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1.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Systems-DefaultKORKOR.rte’ 파일을 선택합니다.

3. 2014의 신기능으로 위생배관과 관련된 템플릿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Revit MEP에는 많은 템플릿 파일들이 있습니다.

'Electrical'-DefaultKORKOR.rte : 전기 파트 기본 템플릿입니다. 조명과 동력 그리고 패널등이 기본으로 로드되어 있습니다.
Mechanical-DefaultKORKOR.rte : 기계 파트 기본 템플릿입니다. HVAC, 배관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과 패밀리가 로드되어 있습니다.
Plumbing-DefaultKORKOR.rte : 위생배관 기본 템플릿입니다. 변기 및 위생관련된 시스템과 패밀리가 로드되어 있습니다.
System-DefaultKORKOR.rte : MEP의 모든 시스템과 기본 패밀리들이 로드 되어있는 종합 템플릿입니다.

4. ‘삽입 탭 – 링크패널’에서 ‘Revit 링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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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chitecture 폴더에 있는 ‘56750_A.rvt’ 파일을 선택합니다.

6. 위치는 ‘자동 – 원점 대 원점’으로 설정합니다.

복사 /감시 기능을 통한 레벨 복사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레벨을 MEP 내에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건축의 레벨을 복사하여 평면 뷰를 생성하겠습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 HVAC → 입면도 → 서쪽 – 기계’를 더블 클릭하여 뷰를 엽니다.

2. 건축 모델이 있는 쪽으로 확대합니다.

3. ‘공동작업 탭 - 좌표 패널’의 ‘복사/감시’를 확장한 다음 ‘링크 선택’을 선택합니다.

4. ‘복사/감시 탭 - ‘도구 패널’에서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다중’ 체크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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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면도에 나타난 레벨들 중 ‘Atrium Roof, Roof, Second Floor, Ground Floor, Lower Level’을 선택합니다.

7. 선택을 마친 다음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다시 ‘복사/감시 탭 - 복사/감시 패널’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레벨의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EP 작업시 건축 파트에서 작성한 레벨을 복사하여 기계 장비를 위한 레벨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MEP 뷰 만들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이전의 작업에서 레벨을 복사하였습니다. 복사 작업에는 평면 뷰의 생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레벨을 이용하여 ME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뷰를 생성
하겠습니다.

1. ‘뷰 탭 - 작성 패널’에서 ‘평면뷰’를 확장한 다음 ‘평면도’를 선택합니다.

2. ‘새 평면도’ 창에 나타난 레벨을 모두 선택합니다. 이 때 창의 하단에 있는 ‘기존 뷰를 복제하지 않습니다.’가 해제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3.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게되면 기계 하위로 평면도가 생성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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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뷰에서 보이는 ‘건축 모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정ㅣRVT링크’가 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6. 특성 팔렌트에서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7. ‘유형 특성’ 창에서 ‘룸 경계’ 에 체크 합니다.

팁

이 작업은 건축에서 만들어진 룸 경계를 이용하여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MEP 에서 공간은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반

드시 ‘룸 경계’가 필요합니다.

8.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 HVAC → 평면 → SECOND FLOOR’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뷰 복제’ 에서 ‘상세 복제’를 클릭합니다.

팁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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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복제를 하는 이유는 상세 형상까지 뷰에 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세 형상에는 상세 구성요소, 상세 선, 반복 상세 정보, 상세 그룹 및 채워진 영역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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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복제된 뷰인 ‘복제 SECOND FLOOR’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여 뷰의 이름을 ‘SECOND
FLOOR – POWER’로 변경합니다.

12.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특성 창으로 이동합니다. ID 데이터 하단에 ‘뷰 템플릿’이 보입니다. 이 템플릿을 ‘전기 평면도’로 변경합니다.

13. ‘프로젝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14.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템플릿을 변경한 ‘SECOND FLOOR - POWER’ 평면이 ‘전기 → 동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위의 작업은 MEP 시스템 상에서 뷰를 복제하고 분야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팁

Revit에는 많은 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는 뷰와 관련된 특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의 색상 지정과 뷰의 범위 그리고 뷰의 축척

그리고 하위 분야의 선택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71

공간 만들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공간 만들기
• 구역 만들기
• 냉난방 부하 계산하기
공간은 건축의 룸과 다른 역할을 합니다. MEP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공간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 부하, 조명 기구의 전력 분배 등이 모두 공
간의 특성에 저장됩니다. 각각의 공간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1. ‘SECOND FLOOR’뷰와 ‘GROUND FLOOR’ 뷰를 ‘상세 복제’를 합니다.

2. 복제한 뷰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GROUND FLOOR’는 ‘GROUND FLOOR HVAC PLAN’로 ‘SECOND FLOOR’는 ‘SECOND FLOOR HVAC PLAN’로 변경합니다.

3. ‘GROUND FLOOR HVAC PLAN’을 더블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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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뷰의 좌측 하단으로 이동하여 입구 부분을 확대합니다.

5. ‘해석 탭 - 공간 및 구역 패널’을 확인합니다. 이 탭에서는 공간과 구역을 지정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공간 및 구역 패널 하단을 드래그하
여 뷰 영역으로 삽입합니다.

팁

Revit의 리본 메뉴들은 모두 작업 공간으로 메뉴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주 작업해야 하는 패널들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작업 공간에 넣어 작업하게 되면

탭을 이동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6. ‘공간’을 선택한 다음 입구 부분의 닫힌 공간을 생성합니다.

7. 그림과 같이 생성된 공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공간을 선택한 다음 특성 창으로 이동합니다. 구속 조건 중에 보이는 ‘한계
간격띄우기’ 값이 보일 겁니다. 이 '한계 간격띄우기' 값은 공간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장의 높이를 설정함과 동시에 냉난방 부하값을 조
정하는데 필요한 높이의 제한 값입니다. 이 때 높이 값을 ‘2450’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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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성의 하단의 ID 데이터 부분에서 공간의 번호를 ‘32’ 그리고 공간의 이름을 룸과 같은 이름인 ‘ENTRY’로 변경합니다.
\

9. 특성 창에서 ID 데이터의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에너지 해석과 관련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아직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방과 냉방의 값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 만들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Mechanical → HVAC → Floor Plans → 1ST GROUND FLOOR HVAC PLAN’ 을 더블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합니다.

2. 공간의 이름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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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들을 그룹으로 짝지울 수 있습니다. 공간들이 모여 구역을 만들게 되고 생성된 구역은 '시스템 탐색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뷰 탭 - 창 패널’에서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다음 '시스템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4. '시스템 탐색기'의 뷰 에서 ‘구역’을 선택합니다.

5. 구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시스템 탐색기'에 공간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만들어진 공간을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의 실험실들은 ‘NORTH EXAM’으로 아래쪽의 실험실들은 ‘SOUTH EXAM’으로 정의합니다.

7. ‘해석 탭 - 공간 및 구역 패널’에서 ‘구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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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역을 클릭함과 동시에 구역 편집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공간 추가’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M 2-4, EXAM 2-3, EXAM 2-2, EXAM 2-1, CONSULT 2’를 구역1에 추가합니다.

10. 구역 추가가 완료가 되면 ID 데이터의 이름에 ‘NORTH EXAM’을 입력합니다.

11. ‘구역 편집 탭 - 구역 편집 패널’에서 ‘편집 구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시스템 탐색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EXAM' 하위의 공간이 들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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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조된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조된 구역은 가시성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성 그래픽을 조정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를 한 번 클릭
한 다음 특성 탭으로 이동하면 뷰의 가시성 및 그래픽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그래픽 재지정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가시성/그래픽 재지정' 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도록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가시성/그래픽 재지정'을 활성화 하려면 뷰 템플릿의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뷰 특성에서 '기계 평면도'를 선택합니다.

16. ‘V/G 재지정 모델’ 체크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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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시 ‘가시성/그래픽 재지정 편집’을 클릭합니다.

팁

공간의 내부, 색상 채우기, 참조에 체크를 하여 모델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공간의 내부 색상을 채우는 이유는 공간을 지정한 룸과 지정하지 않은 룸을 구분하기 위

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시성 및 그래픽 재지정은 뷰의 옵션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지만 뷰 템플릿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그림과 같이 공간이 연두색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구역이 진한 색의 선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만으로는 공간과 구역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시성/그래픽 재지정'을 통해
구역의 내부를 채우게 되면 구역이 지정된 공간과 지정되지 않은 공간을 구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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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머지 실험실을 ‘SOUTH EXAM’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NORTH EXAM’을 만들었던 절차와 같이 구역 명령을 실행한 다음 ‘EXAM 3-4, EXAM 3-3, EXAM
3-2, EXAM 3-1, CONSULT 3’을 선택합니다.

21. 모두 완료되면 ‘편집 구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22. '시스템 탐색기'에 구역과 공간이 리스트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구역은 냉난방 부하량 계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3. 작업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79

>

02 기계 설비 디자인

이 연습에서는 기계 설비 즉 HVAC 설비 워크 플로우에 따른 설계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냉난방 공조 시스템 분석
• 기계 장비 추가
• 공기 터미널 추가
• 덕트 시스템 생성하기
• 덕트 추가하기
• 덕트 사이징하기
• 덕트에 주석달기
• 파이프 시스템 생성하기
• Piping Sub-Discipline 생성하기
• 뷰 템플릿 작성 및 수정하기
• 색상 범례표 작성하기

난방 및 냉방 부하량 계산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해석 탭 – 보고서 및 일람표 패널’에서 ‘난방 및 냉방 부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난방 및 냉방 부하 창을 보면 건물 내에 작성된 공간과 구역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난방 및 냉방 부하량은 건물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좌우됩니다. 좌
측의 일반 탭을 확인하게 되면 건물의 유형이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무실의 값을 ‘병원 또는 보건소’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건물 서비스를 ‘VAV-이중 덕트’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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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공간’이 지정된 부분만 색상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해석 표면’을 선택합니다. 이 때 모델에 따라 시간 소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간의 모습이 변경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NORTH EXAM’ 부분을 확장합니다. ‘분리’ 버튼을 클릭하여 구역을 건물에서 분리하여 모델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공간이 분리 된 이후 ’16 CONSULT 2’를 확장하게 되면 이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벽 부분을 다시 확장하게 되면
벽의 방향과 벽의 마크 번호 그리고 벽에 종속되어 있는 문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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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석하고자 하는 공간을 확인했다면 다시 ‘분리’ 버튼을 클릭하여 분리를 해제합니다.

9. 공간 해석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해석 결과 값을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 및 난방 부하 값 중에 이전에 확인했던 ’16 CONSULT 2’ 의 값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 HVAC → 평면 → GROUNF FLOOR HVAC PLAN’ 을 더블 클릭하여 뷰를 엽니다.

12. ‘CONSULT 2’ 공간쪽으로 확대합니다.

13. 공간을 선택한 다음 특성을 확인합니다.

14. 특성 중에서 ‘기계-흐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흐름의 값은 냉방 및 난방 기류를 계산하기전까지 없었던 값입니다. 이 값은 계산을 통해 공간에 자동으로 기입되
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이후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부족하게 설계되었는지 넘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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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성에서 스크롤을 내려 에너지 해석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계산된 난방 부하 및 계산된 냉방 부하의 값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건물의 공간과 구역을 지정하여 냉난방 해석을 하는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 연습은 실제로 냉난방 설계를 했을 때의 값과 비교하여 실제의 설계 오류 유무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저장합니다.

기계 장비 추가하기
샘플: 56750_M_Equipment_Star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 HVAC → 평면 → '2nd Floor HVAC Plan'’을 더블 클릭하여 뷰를 엽니다.

2. ‘시스템 탭 – 기계 패널’에서 ‘기계 장비’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특성 팔레트에서 ‘Energy Recovery-ER_H ERV(Energy Recovery Ventilation System for Mechanical Ventilation)’를 선택합니다.
열교환 환기 장치는 환기팬과 열 회수형 열교환기를 조합시킨 장치로 배기 중의 열을 급기측으로 회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기 장치입니다.

4. 간격 띄우기 값을 ‘360’으로 지정합니다.

5. 기계 장비를 'ELECTRIC COMMUNICATIONS' 실의 왼쪽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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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치한 기계 장비를 선택한 다음 특성 탭에서 마크를 ‘ERV-1’로 변경합니다.

7. 그림과 같이 치수를 삽입합니다.

8. 기계 장비를 선택한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값을 ‘2990’으로 입력합니다.

9.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 HVAC → 평면 → GROUND FLOOR HVAC PLAN’을 더블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합니다.

10. ‘LOBBY & 'Waiting' 룸 부분을 확대합니다.

11. ‘시스템 탭 - 기계 패널’에서 ‘기계 장비’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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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성 창으로 이동합니다.
선택기에서 ‘PEFY-P-NMAU-E_Medium_Static_Ducted → PEFY-P18NMAU-E’ 를 선택합니다.

(PEFY 시리즈는 시스템 에어콘의 일종으로 공조 시스템의 2차 장치입니다.)

13. 간격 띄우기 값을 ‘3120’으로 입력합니다.

14. 스페이스 바를 두 번 눌러 장비를 180˚ 를 회전시킨 후 Lobby의 문 쪽에 위치시킵니다.

15. 특성 창에서 간격띄우기 값을 ‘3210’으로 입력합니다.
\

16. 스페이스 바를 세 번 눌러 기계 장비를 270˚ 회전 시킨 다음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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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성 창에서 간격 띄우기 값을 ‘3350’으로 입력합니다.

18. 스페이스 바를 세 번 눌러 기계 장비를 270˚ 회전 시킨 다음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19. 그림과 같이 'VRF' 장비를 선택한 다음 마크를 그림과 같이 ‘VRF-15, VRF-16, VRF-17’로 변경합니다.

20. ‘주석 탭 - 태그 패널’에서 ‘카테고리별 태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21. 각각의 장비에 태그를 삽입 할 때 지시선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태그 삽입이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장비 중간에 태그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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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터미널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좌표 → Overall → 천장 평면도 → Ground Level Coordination Celling View’ 를 더블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합니다.

2. ‘뷰 탭 - 작성 패널’에서 ‘일람표/수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카테고리에서 ‘공기 터미널’을 선택한 다음 이름은 ‘Diffuser Schedule’로 입력합니다.

4. 일람표 특성 창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흐름, 마크, 크기, 시스템 분류, 유형)

5. 사용 가능한 필드 선택에서 ‘공간’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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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 이름, 공간: 번호’를 선택합니다.

7. 일람표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시스템 분류 → 유형 → 크기 → 흐름 → 공간: 이름 → 공간: 번호 → 마크’ 순으로 조정합니다. 완료된 이후 ‘확인’ 버
튼을 클릭합니다.

8. 천장 평면 뷰와 일람표를 ‘WT’ 명령을 사용하여 타일 모드로 변경합니다.

9. 'Waiting' 그리고 'Nurse Station' 공간으로 확대합니다.

10. ‘시스템 탭-HVAC 패널’의 ‘공기터미널’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특성 팔레트에서 ‘Supply Diffuser - Rectangular Face Round Neck - Hosted; 24”x24” Face 8” Neck – Hoste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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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정ㅣ배치 공기 터미널 탭 - 배치 패널’에서 ‘면에 배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공기 터미널을 그림과 같이 천장 그리드의 위치에 맞춰 ‘정렬’합니다.

14. '수정 탭'에서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공기 터미널을 배치합니다.

15. 특성 팔레트에서 ‘Return Air Terminal – Rectangular Face Round Neck; Return Grill - 24x24 10 inch’를 선택합니다.

16. 특성 창에서 간격 띄우기 값을 ‘2740’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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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과 같이 순환 그릴을 배치합니다. '정렬' 명령을 사용하여 그릴 라인에 맞춥니다

18. 정렬 명령을 마친 후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순환 그릴을 배치합니다.

19. 특성 창의 유형 선택기에서 ‘Exhaust Air Terminal – Rectangular Face Round Neck; Exhaust Grill – DOAS System – 5inch’를 선택합니다.

20. 특성 창에서 간격 띄우기 값을 ‘2740’으로 입력합니다.

21. 그림과 같이 그릴을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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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하단에 위치한 공간에도 배기 그릴을 배치합니다.

23. 천장 평면도에 배치된 그릴들은 일람표에도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트 시스템 작성하기
샘플: 56750_M_Systems.rvt 파일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좌표 → HVAC → 3D 뷰 → 3D Ground Level Coordination’ 을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2. ‘기계 → HVAC → 평면 → Ground Floor HVAC Plan’ 역시 더블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합니다.

3. ‘WT’ 명령을 사용하여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합니다.('Waiting' & Lobby 쪽을 확대합니다.)

4. ‘뷰 탭 - 창 패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를 확장하고 '시스템 탐색기'를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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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탐색기'에서 뷰: 시스템, 모든 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계’로 변경합니다.

6. ‘지정되지 않음’ 시스템을 확장한 다음 ‘공급 공기’ 부분을 확장합니다.

7. 'Waiting' 룸에 배치된 공급 공기 터미널이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시스템 탐색기'에서 ‘기계/ Supply Air’ 를 확장합니다. 그림과 같이 시스템으로 연결된 기계 장비와 그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보입니다.

9. 평면 뷰에서 ‘VRF-16’을 선택하여 하이라이트합니다.

10. ‘수정ㅣ기계 장비 탭 - 시스템 작성 패널’에서 ‘덕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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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스템의 이름을 ‘Supply Air – First Floor VRF-16’으로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수정ㅣ덕트 시스템’ 탭 - 시스템 도구 패널’에서 ‘시스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덕트 시스템 편집 패널에서 ‘시스템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4개의 공급 공기 터미널을 'Waiting'룸에서 선택합니다.

15. ‘모드 패널‘에서 ‘편집 시스템 완료’를 선택합니다.

16. '시스템 탐색기'에 확인해 보면 새로운 시스템이 생성이 되어있으며 'Supply Air – First Floor VRF-16' 시스템 하위로 공급 공기 터미널이 하위 항목으로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음'에 있던 항목들이 시스템에 연결됨과 동시에 공급 시스템으로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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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스템 탐색기'에서 ‘Supply Air – First Floor VRF-16’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평면뷰와 3D 뷰에서도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시스템 탐색기'에서 선택하기 어렵다면 평면 뷰의 공기 터미널 위에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탭(Tab)' 키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 '시스템 탐색기'를 닫습니다.

덕트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Waiting' 룸의 오른쪽 공급 공기 터미널을 선택합니다.

2. ‘수정ㅣ공기 터미널 탭 - ‘배치 패널’에서 ‘자리 표시자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옵션 막대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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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덕트의 덕트 유형을 ‘원형 덕트: Tabs/ Short Radius’로 선택합니다. 간격 띄우기 값은 ‘3350’으로 입력합니다.

5. ‘분기‘ 덕트를 선택한 다음 덕트 유형을 ‘원형 덕트: Tabs/ Short Radius’로 선택한 다음 간격띄우기는 ‘3350’으로 입력합니다.

6. 플랙시블 덕트 유형을 ‘플랙시블 덕트 원형: Flex – Round’로 선택한 다음 ‘최대 플렉시블 덕트 길이‘를 ‘1500’으로 설정합니다.

7.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솔루션의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9. ‘배치 생성 패널’에서 ‘배치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취소합니다.

10. 다시 'VRF-16'을 선택한 다음 ‘배치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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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리 표시자 생성의 설정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여러번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자동으로 배치되는 방식이 아닌 수작업으로 덕트를 배치하기 위하여 ‘배치 생성 패널’에서 ‘배치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다시 'VRF-16' 장비를 선택하여 하이라이트합니다. 선택하게 되면 장비의 타입에 따라 덕트를 생성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덕트 작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4. 특성 팔레트에서 덕트의 유형을 '원형 덕트 : Taps/Short Radius'로 선택하고 지름은 ’12 inch’ 로 선택합니다.

15. 첫 번째 공기 터미널을 넘어 덕트를 그립니다.

16. 지름을 ‘10 inch’로 변경한 다음 두 번째 공기 터미널을 지날 때까지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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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름을 ‘8 inch’로 변경한 다음 마지막 공기 터미널까지 덕트를 그립니다.

18. ’12 inch’ 의 덕트로부터 ’10 inch’의 가지 덕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2 inch’로 진행하다가 중간부터는 ‘8 inch’로 변경하여 덕트를 그립니다.

19. ‘뷰 탭 – 작성 패널’에서 ‘단면도’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단면도의 위치를 그림과 같이 왼쪽의 덕트를 볼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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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면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뷰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22. 단면 뷰의 상세 수준을 ‘중간’으로 변경한 다음 비주얼 스타일을 ‘은선’으로 변경합니다.

23. 'WT' 명령을 사용하여 열린 모든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하고 설계 과정을 모두 서로 다른 뷰를 통해 확인합니다.

24. ‘시스템 탭 – HVAC 패널’에서 ‘덕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25. 먼저 덕트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원형 덕트 Taps/ Short Radius’ 를 선택합니다.

26. ‘8 inch’ 덕트를 선택한 다음 공기 터미널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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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평면 뷰를 활성화합니다.

28. 8 inch 덕트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덕트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덕트를 그려 공기 터미널과 연결합니다. 이 때 플렉시블 덕트를 선택하
였다면 플랙시블 덕트로 그릴 수 있습니다.

29. 오른쪽의 공기 터미널을 선택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수정ㅣ공기 터미널’을 선택한 다음 ‘연결 대상’ 버튼을 클릭합니다.

30. 연결 대상으로 ’10 inch’ 덕트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덕트가 연결됩니다.

31. 나머지 다른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덕트와 연결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99

덕트 크기 조정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VRF-16' 장비가 있는 'Waiting' 룸으로 확대합니다.

2. 덕트 위에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탭(Tab)' 키를 두 번 눌러 덕트와 공기 터미널이 포함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수정ㅣ다중 선택 탭 - 해석 패널’의 ‘덕트/파이프 크기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크기 조정 방법에서 ‘등마찰’을 선택한 다음 값을 ‘0.10 in-wg/100ft’로 지정합니다.
주가 되는 덕트의 풍속 및 풍량으로부터 1M 당 마찰 저항값을 구한 다음 이 마찰 저항값과 다른 덕트의 마찰 저항값이 동일하도록 각각의 덕트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인 ‘등마찰’은 미국 표준인 형식 ‘inches of water gauge’로 사용하거나 세계 표준규격인 ‘25Pa/30m (파스칼/m)’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덕트의 크기가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덕트 주석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주석 탭 - 태크 패널’의 ‘카테고리별 태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100

사용자 가이드북

2. 지시선의 체크를 푼 다음 각 덕트에 태그를 삽입합니다.

3. 지시선에 체크를 한 다음, 나머지 덕트에 태그를 삽입합니다.

4. 덕트 작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파일을 모두 저장합니다.

파이프 시스템 생성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좌표→ HVAC→ 3D 뷰→ 3D Second Floor Coordination’뷰를 더블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합니다.

2.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HVAC→ Floor Plans→ '2nd Floor HVAC Plan'’ 뷰도 활성화합니다.

3. 'WT' 명령을 사용하여 열려있는 모든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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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 뷰에서 남서쪽의 윗 부분으로 이동하여 기계실을 확대합니다.(만일 뷰가 보이지 않는다면 특성 창에서 '단면상자' 옵션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5. 열어놓은 뷰 중에 평면뷰를 활성화합니다. 기계 실에서 'Main 'BC Controller'' 부분을 확대 합니다.

6. ‘시스템 탭 - 배관 및 파이프 패널’에서 ‘평행 파이프’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수정ㅣ평행 파이프 배치 탭 - 평행 파이프 패널’의 수평 간격띄우기 값을 ‘2 inch’로 변경합니다.

8. 수평 파이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파이프를 선택하지 않고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파란색의 도트 선이 생기면서 파이프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9.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왼쪽 옆에 있는 '수직 파이프'를 선택하여 평행 파이프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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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령을 완료 한 다음 ‘수정 탭 - 수정 패널’에서 ‘코너로 자르기/연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새롭게 생성한 파이프 라인 둘을 선택합니다.

12. 파이프의 마지막 부분과 'BC Controller' 부분을 확대합니다.

13. 'BC Controller'의 파이프 연결 부분을 선택한 다음 파이프 연결하기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4. ‘커넥터 1446 : 기타 : 원형 : @121’- 9 1/4 : GAS 13’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아주 짧게 파이프를 모델링 합니다.

16. 새롭게 생성한 파일을 선택한 다음 특성을 확인하게 되면 시스템이 ‘Gas Refrigerant Piping’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

17. ‘수정 탭’에서 ‘정렬’ 명령을 선택한 다음 기준을 짧은 파이프로, 대상을 긴 평형 파이프를 선택합니다.

18. 평행 파이프의 끝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파이프 그리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19. 파이프가 서로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평면에서 'Dr. Office 62' 룸으로 확대합니다.

21. 3D 뷰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뷰의 방향을 남동쪽으로 변경합니다.

22. 'VRF-11'이 있는 'Upper Lobby 73' 룸으로 이동합니다.

23. 수평 파이프의 끝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파이프 그리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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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파이프를 벽의 근처까지 그립니다. 그런 다음 하단으로 파이프를 진행하다 'Rest Room 77' 근처에 있는 덕트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25. 마무리로 오른쪽으로 진행한 다음 파이프 그리기 명령을 완료합니다.

26. 왼쪽의 덕트를 선택한 다음 파이프와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27. 평면 뷰를 'VRF-11'로 이동합니다.

28. 'VRF-11'을 선택한 다음 왼쪽에 있는 ‘연결관 1 1/4 파이프 작성하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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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름은 ‘1 inch’로 변경합니다.

30.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서 그린 다음 벽이 있는 왼쪽으로 꺾어서 파이프 그리기를 진행합니다.

31. 위에 미리 그려놓았던 파이프에 연결을 하면 ‘Gas Pipe System’이 완성됩니다.

32. 'Visiting Dr. 65' 룸을 볼 수 있도록 줌 아웃 합니다.

33. '시스템 탭 - 배관 및 파이프 패널'에서 평행 파이프 기능을 선택합니다.

34. '수정 탭'에서 수평 간격띄우기 값이 ‘2 inch’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5. 'Visiting Dr. 65' 룸에 있는 수평 파이프 위로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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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치를 확인한 다음 포인트를 클릭하여 파이프를 그립니다.

37. 새롭게 생성한 파이프의 끝점을 잡고 'Upper Lobby'의 'VRF-11' 근처로 확장합니다.

38. 'VRF-11'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9. 장비를 선택한 다음 하이라이트가 된 상태에서 ‘3/4 inch’ 파이프 연결구의 파이프 작성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0. 옵션 막대에서 파이프의 지름을 ‘1/2 inch’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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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전에 그렸던 파이프와 연결하여 파이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42. 완성된 파이프 라인은 입면 혹은 단면에 의해 가려질 때 은선으로 표시 됩니다

파이프 시스템 Sub Discipline 작성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이전에 있던 '2nd Floor HVAC Plan'은 HVAC과 Piping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이 뷰를 분리하기 위해 Sub Discipline을 만들어 분리하겠습니다.

2. 먼저 '2nd Floor HVAC Plan' 뷰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뷰 복제→ 상세 복제’를 선택합니다.

3. 복제 된 뷰의 이름을 ‘2nd Floor Piping Plan’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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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뷰를 선택한 상태로 특성 팔레트로 이동합니다.

5. ID 데이터 항목의 ‘뷰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6. 뷰 템플릿 적용 창에서 ‘Mechanical Plan’ 을 선택한 상태에서 '복제' 명령을 실행합니다.

7. 뷰 템플릿의 이름을 ‘Piping’ 으로 지정합니다.

8. Sub Discipline 부분에 ‘Piping’으로 입력합니다.

9. 윗 부분에 있는 'V/G 재지정 모델'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덕트, 덕트 라이닝, 덕트 액세서리, 덕트 자리 표시자, 덕트 장치, 공기터미널’의 체크를 해제하여
뷰에서 덕트와 관련된 부분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적용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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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하위에 ‘Piping’ 하위 계층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뷰로 이동하게 되면 아직도 덕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템플릿의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을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특성 팔레트로 이동한 다음 뷰 템플릿의 ‘Piping’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V/G 재지정 모델'에 체크를 한 다음 ‘확인 및 적용’ 버튼을 클릭합
니다.

14. 그림과 같이 덕트와 관련된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파이프의 구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뷰를 확대하지않는 이상 어떤 시스템인지 그리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파이프의 범례를 생성
하여 사이즈 별 혹은 시스템을 색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10

사용자 가이드북

16. ‘해석 탭 - 색상 채우기 패널’에서 ‘파이프 범례’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뷰에서 겹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18.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색상표 선택’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 ‘Pipe Color Fill –Size’를 선택합니다.

19. 파이프의 외곽으로 색상이 둘러지게 되고 색상표의 범례가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20. 만일 시스템 별로 색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범례를 선택합니다.

21. ‘수정ㅣ파이프 색상 채우기 범례 탭 - 구성표 패널’에서 ‘구성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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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색상표 편집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 색상 기준을 ‘크기’ 가 아닌 ‘시스템 분류’로 선택합니다.

23. '적용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표 변경을 완료합니다.

24. 다시 색상표를 선택한 다음 특성 팔레트의 ‘유형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 특성에서 ‘제목표시, 굵게, 기울임, 밑줄’에 체크합니다.

25. 제목이 표시된 색상표 범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제목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표 범례를 선택한 다음 구성표 편집을 선택합니다.

27. 색상표 편집 창에서 제목을 ‘Piping System Type’이라고 지정합니다.

28. '적용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9. 제목이 변경된 색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와 덕트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 별로 색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시스템의 구분 및 구경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30. 기계 설비 디자인의 연습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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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전기 설비 디자인

이 연습에서는 전기 설비 워크 플로우에 따른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건축 모델 재사용
• 조명 기구 수동으로 추가하기
• 전원 기구 추가하기
• 스위치 추가하기
• 패널 보드 추가하기
• 패널 일람표 작성하기
• 스위치 시스템 작성하기
• 전원 시스템 작성하기
• 와이어 추가하기
• 패널 일람표 수정하기

복사/ 감시 명령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 설치하기
샘플 : 56750_E_'Electrical'_Start.rvt 파일을 엽니다.
이 작업을 통해 건축에서 삽입한 조명 기구를 MEP의 패밀리로 대체하여 위치의 조정없이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좌표 → Overall → 천장 평면도 → Ground Level Coordination Ceiling View’를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2. ‘공동작업 탭 - 좌표 패널’에서 ‘복사/감시’를 확장하여 ‘링크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화면의 뷰를 클릭합니다.

3. ‘복사 감시 탭 – 도구 패널’에서 ‘좌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카테고리 열에서 ‘조명 설비’를 선택합니다.

5. 동작 열에서 ‘매핑 동작’의 원복 복사 항목을 ‘유형 매핑 지정’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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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명 설비 하단에 ‘유형 매핑’ 카테고리가 생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유형 매핑을 선택하게 되면 동작 열에서 여러 조명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이 리스트 중에서 건축에서 사용된 조명 패밀리 유형인 ‘Plain Recess Lighting 2x2 – 120
fixture’ 를 선택하여 MEP에서 사용할 패밀리 유형인 호스트 모델에 서 ‘Troffer Corner Insert : 2x2 3Lamp’ 로 매핑합니다.
(사전에 로드 된 패밀리만 매칭 케이스에 나타납니다. 매칭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 이전에 사용할 패밀리를 먼저 로드해야 합니다.)

팁

건축에서 사용한 패밀리의 유형을 MEP에서 사용해야할 패밀리로 대체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건축에서 사용한 조명 기구들은 MEP에서 사용해야하는 필수 엔지

니어링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MEP의 패밀리로 변경해야합니다.

8. '저장 및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복사/ 감시 탭 - 도구 패널’에서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모델의 좌측 상단을 확대 합니다.

11. 좌측에 있는 조명 기구를 선택합니다.

12. 경고 창이 나타나 복사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복사/ 감시 옵션 막대'에서 ‘다중’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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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윈도우로 조명 설비를 선택합니다.

15. 필터 도구를 사용하여 벽과 조명 기구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 해제합니다.

16. 'Shift' 키를 사용하여 이전에 선택했던 조명 기구를 제외합니다.

17. 옵션 막대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복사/감시 탭 – 복사/감시 패널’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9. 룸을 가로지르는 단면 뷰를 생성합니다.

20. ‘WT’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열려있는 모든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합니다.

21. 하단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단면 뷰로 이동하게 되면 조명 기구가 천장 레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합니다.

22.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를 전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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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정 탭 - 선택 패널’에서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24. 뷰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25.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6. 특성 팔레트에서 ‘간격 띄우기 값’을 ’1 feet’로 변경합니다.

27. 평면뷰에서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28. 'VG' 명령을 사용하거나 특성의 '가시성/그래픽 재지정(VG)' 명령을 사용하여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을 수정하겠습니다.

29. Revit 링크 탭을 선택합니다.

30. ‘56750_A_Copy-Monitor.rvt’의 ‘호스트 뷰별’의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설정을 ‘사용자’로 변경하겠습니다.

31. 위의 작업을 완료한 다음 ‘모델 카테고리’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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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 카테고리’에 호스트 뷰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자’로 변경합니다.

33. 가시성에서 ‘조명 설비’를 찾은 다음 체크를 해제합니다.

34. '확인' 버튼을 두 번 클릭하여 창을 모두 닫습니다.

35. 위의 작업은 건축 모델에서 작성한 조명 설비의 위치를 복사하여 그대로 새로운 조명 장치를 위치시키는 작업 입니다. 이 작업 내용은 위생 배관을 위한 변기
복사 및 건축의 설비 장치를 MEP의 장치로 변환하는 절차로 사용하면 됩니다.

조명 설비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Waiting' 룸의 우측에 위치한 조명으로 뷰를 이동합니다.

2.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좌표 → Lighting → 3D Views → 3D Ground Level Coordination View’ 를 활성화합니다.

3. 'WT' 명령을 사용하여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합니다.

4. ‘시스템 탭 - 전기 패널’에서 ‘조명 설비’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특성 창의 유형 선택기에서 조명 설비의 종류를 ‘Suspended Fluorescent Strip – Non-Hosted : Strip Light 1x4 – 120V Normal’ 로 선택합니다.

6. 간격 띄우기 값에 ‘9 feet’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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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lectrical' 룸에 그림과 같이 조명 설비를 배치합니다.

8. 특성 창의 유형 선택기에서 조명 설비의 타입을 ‘Troffer Corner Insert1 2x2 3Lamp 2’로 변경합니다.

9. 'Nurse Station' 룸 옆에 있는 복도에 그림과 같이 조명 설비를 배치합니다.

10. 'Electrical' 룸을 가로지르는 단면 뷰를 생성합니다.

11. 생성한 단면 뷰를 활성화합니다.

12. 이전에 작업했던 형광등이 있는 곳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조명 설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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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성 창에서 ‘Right Support Rod Length’ 의 값을 ‘2 feet 3 1/2 inch’로 변경합니다. 이 작업은 비정형의 천장이나 천장이 없이 조명 기구를 설치할 때 버팀대
의 길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오른쪽의 조명 설비도 크기를 변경합니다.

15. 평면뷰를 제외한 모든 뷰를 닫습니다.

전원 기구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좌표→ Lighting→ 3D 뷰→ 3D Ground Level Coordination’ 을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2. 평면뷰는 ‘전기→ Power→ 평면→ Ground Floor 'Electrical' Plan’ 뷰를 엽니다.

3. 'WT'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합니다.

4. ‘시스템 탭 - 전기 패널’에서 ‘장치’를 확장하여 ‘전기 설비’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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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성 창의 유형 선택기에서 ‘Duplex Receptacle1 – Countertop 2’를 선택합니다.

6. 입면도의 값을 ‘4 feet’로 설정합니다.

7. 아래의 그림과 같이 'Nurse Station'의 벽면에 세 개의 전기 설비를 부착합니다.

8. 부착한 전기 소켓은 추후 배전반과 연결되어 전압 및 기타 여러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시스템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시스템 탭 – 장치 패널’에서 ‘전기 설비’를 확장하여 ‘조명’ 버튼을 클릭한 한 후 특성에서 유형을 ‘Lighting Switches : Single Pole’을 선택합니다.

2. 뷰를 타일 모드로 변경합니다.

3. 'Nurse Station'의 왼쪽 벽에 스위치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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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추가 및 패널보드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시스템 탭 - 전기 패널'의 '전기 시설물'을 클릭합니다.

2. 특성 창의 유형 선택기에서 ‘Lighting and Appliance Panelboard – 208V MCB – Surface 400 A’를 선택합니다.

3. 입면도의 값을 ‘4 feet’로 변경합니다.

4. 패널의 이름을 ‘LP-1’으로 변경합니다.

5. 회로 이름 지정에서 ‘패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분배 시스템은 ’120/208 WYE’로 선택합니다.

7. 새롭게 장착할 패널 보드를 'MDP-1' 왼쪽에 배치합니다.

8. 'LP-1'의 태그를 그림과 같이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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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LP-1'을 선택합니다.

10. ‘수정/전기 시설물 탭 - 시스템 작성 패널’에서 ‘동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동력으로 회로 작성을 하게 되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전기 회로 탭 - 시스템 도구 패널’에서 ‘패널 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 옵션 막대에서 패널 중에
변압기인 ‘T1’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은 장착한 패널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변압기에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분배 시스템은 ‘전기 설정’에 정의된 전압 별로 동력이
공급됩니다.

12. 전기 회로 탭에서 제대로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공급 위치에 ‘T1’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패널 일람표 작성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LP-1' 보드를 선택합니다.

2. ‘수정ㅣ전기 시설물 탭 – 전기 패널’에서 ‘패널 일람표 작성’을 확장하여 '템플릿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템플릿 변경 창에서 ‘Branch Panel(기본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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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평면 뷰를 활성화 한 상태에서 'Nurse Station' 좌측에 있는 조명 설비를 선택합니다

6. ‘수정 탭→시스템 작성 패널→동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수정ㅣ전기 회로 탭→ 시스템 도구 패널→ 회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회로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9. 'Nurse Station', 'Electrical', 그리고 'Reception' 룸의 조명 설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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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옵션 막대에서 패널을 ‘LP-1’ 으로 선택합니다.

11. ‘회로 편집 탭 – 모드 패널’에서 ‘회로 편집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LP-1'을 선택한 다음'일람표 수정'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패널의 일람표가 나타납니다.

스위치 시스템 작성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Nurse Station' 룸의 조명 설비를 선택합니다.

2. ‘수정 탭 - 시스템 작성 패널’에서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정ㅣ스위치 시스템 탭 – 시스템 도구 패널’에서 ‘스위치 시스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스위치 시스템 편집 탭 - 스위치 시스템 편집 패널’에서 ’시스템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만일 'Nurse Station' 에서 선택하지 않은 조명 설비가 있다면 ’시스템 추가’ 명령을 이용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스위치 시스템 탭 - 스위치 시스템 편집 패널’에서 '스위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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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urse Station' 왼쪽 벽에 설치한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8. 스위치를 선택한 다음 ‘편집 시스템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스위치 시스템이 완료됩니다.

9. 생성한 스위치 시스템은 스위치 혹은 조명 설비 위에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탭(Tab)’ 키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기구 회로 작성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Nurse Station'의 전원 기구를 선택합니다.

2. ‘수정ㅣ전기 설비 탭 – 시스템 작성 패널’에서 ‘동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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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회수 수정 탭 - 시스템 도구 패널’에서 ‘회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미 회로 추가 명령이 실행중이라면 'Nurse Station'과 'Electrical' 룸의 전원 장치를 선택합니다.

5. 옵션 막대에서 패널을 ‘LP-1’을 선택합니다.

6. ‘회로 수정 탭 - 모드 패널’에서 ‘회로 편집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패널 일람표에서 전원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패널 일람표를 확인한 다음 뷰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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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추가하기
이 작업은 배선도를 작성하기 위해 조명 기구와 어떤 패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배선도(Wiring Diagram)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전기적으로는 연결
되어 있지만 도면 상에서 어떤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니다.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평면 뷰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설비 위에 커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탭(Tab)’ 키를 클릭하여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2. ‘호 와이어’ 명령을 실행하여 임시 와이어를 실제 와이어로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귀로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전등의 배선이 완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완료 된 작업은 모두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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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일람표 수정하기
샘플 : 56750_M_System.rvt 파일을 엽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좌표 → HVAC → 3D Views → 3D Ground Level Coordination’ 를 더블 클릭하여 뷰를 활성화합니다.

2.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전기 → Power → Floor Plans → Ground Level 'Electrical' Plan’ 뷰 역시 엽니다.

3. 'WT'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합니다.

4. 3D 뷰는 남동쪽으로 조정한 다음 'Electrical' 룸 쪽을 확대합니다.

5. 평면 뷰에서 'Electrical' 룸과 'Nurse Station' 룸 그리고 'Reception' 룸으로 이동합니다.

6. 'LP-1' 패널을 선택합니다.

7. ‘수정ㅣ전기 시설물 탭 – 전기 패널’에서 ‘패널 일람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일람표의 헤더 부분을 선택합니다.

9. ‘패널 일람표 수정 탭 – 문자 패널’에서 ‘수평으로 정렬’을 확장하여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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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패널 일람표 수정 탭 – 문자 패널’에서 ‘수직으로 정렬’을 확장하여 ‘상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CKT 1’ 을 선택합니다.

12. ‘패널 일람표 수정 - 회로 패널’에서 ‘아래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3번으로 이동합니다.

13. ‘패널 일람표 수정 - 회로 패널’에서 ‘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2번 회로도 움직이도록 조정합니다.

14. 비어있는 회로 부분을 선택합니다.

15. ‘패널 일람표 수정 - 회로 패널’에서 ‘예비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다른 빈 회로 공간을 선택해서 ‘패널 일람표 수정 - 회로 패널’에서 ‘공간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평면 뷰'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18. ‘ES’ 명령을 사용하여 전기 설정을 하겠습니다.

19. 패널 일람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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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비 레이블은 ‘Spare’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Caps Lock'을 이용하여 ‘SPARE’로 변경합니다. ‘Space’ 역시 ‘SPACE’로 변경합니다.

21. ‘다극 회로를 단일 셀로 병합’에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프로젝트 탐색기 → 패널 일람표 – LP1’ 패널 일람표를 활성화합니다.

22. 부하 균형 다시 조정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이 명령에 앞서 ‘잠금/ 잠금 해제’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회로의 위치를 고정시킵니다. ‘LP1-7’ 회로를 선택한 다음
‘패널 일람표 수정 탭 – 회로 패널’에서 ‘잠금/ 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23. 잠금 명령을 실행한 다음 ‘패널 일람표 수정 탭 – 하중 패널’에서 ‘부하 균형 다시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4. 명령이 완료 되면 회로의 위치가 예비, 공간, 잠긴 회로를 제외한 회로들이 변경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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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위생 배관 디자인

이 연습에서는 위생 배관 워크 플로우에 따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위생 배관 시스템 작성하기
• 순환수 공급(Domestic Water) 시스템 작성하기

위생 배관 추가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배관 → Plumbing → 평면 → Ground Floor Plumbing Plan View’를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2. ‘배관 → Plumbing → 3D 뷰 → 3D Plumbing’ 뷰 역시 엽니다.

3. 'WT'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뷰를 타일 모드로 배열합니다.

4. 3D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사실적’으로 변경합니다.

5. 평면 뷰와 3D 뷰 둘 모두 'staff restroom'으로 이동합니다.

6. ‘시스템 탭 - 배관 및 파이프 패널’에서 ‘파이프’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특성 창의 유형 선택기에서 파이프의 유형을 ‘PVC-DWV’로 변경합니다.

8. 파이프의 사이즈를 ‘3 inch’로 변경합니다.

9. 시스템의 유형을 ‘Sanitary’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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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정 탭 - 경사 및 파이프 패널’에서 ‘내리막 경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경사 값을 ‘1/8” / 12 inch’로 변경합니다.

12. 옵션 막대에서 간격띄우기 값에 ‘-2 feet 0.25inch’로 지정합니다.

13. 파이프의 시작을 좌변기의 좌측에서부터 위로 올린다음 좌측의 벽까지 그립니다.

14. '좌변기'를 선택합니다.

15. ‘수정|배관 설비 탭 – 배치 패널’에서 ‘연결 대상’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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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커넥터 선택에서 ‘커넥터 2: 위생 : 원형 : 3” : Out’을 선택합니다.

팁

변기에는 총 두 개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물을 공급받는 커넥터1과 오수를 배출하는 커넥터2 입니다. 이 연결점은 패밀리를 생성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정

된 연결점을 통해 위생 배관이 이루어집니다.

17.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앞서 그렸던 파이프를 선택합니다.

19. 세면기를 선택합니다.

20. ‘수정|배관 설비 탭 – 배치 패널’에서 ‘연결 대상’ 버튼을 클릭합니다.

21. 커넥터 선택 창이 나타나게 되면 ‘커넥터 1: 위생 : 원형 : 1/2” : Lav Drain’을 선택합니다.

22. 위에 위치한 샤워 부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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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좌측 상단의 ‘Dr. Scrub 37’ 룸의 연결 대상 명령을 사용하여 위생 배관에 연결합니다.

순환수 공급 시스템 모델링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평면 뷰에서 ‘Staff Restroom’을 확대합니다.

2. 세면대를 선택한 다음 연결되지 않은 배관 라인 중에 하단에 위치한 붉은 색의 ‘파이프 그리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지금 그리게 될 파이프는 수도관입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위생 배관은 PVC 였기 때문에 수도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속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특성 창의
유형 선택기에서 파이프의 유형을 ‘Copper Tubing’으로 선택합니다.

4. 지름은 ‘1/2 inch’로 변경합니다.

5. ‘수정 탭 - 경사 및 파이프 패널’에서 ‘경사 끄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그리게되는 파이프에는 경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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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과 같이 빨간색의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이미 온수 시스템에서 나온 파이프의 단면입니다. 온수 파이프를 모델링하여 파이프의 단면 근처까지 그립니다.

7. 3D 뷰를 활성화합니다

8. 3D 뷰에서 세면기를 확대 합니다.

9. ‘수정 탭’에서 ‘코너로 자르기/연장’ 명령을 이용하여 기존의 온수 파이프와 연결합니다.

10. 평면뷰에서 세면기를 확대합니다.

11. 마지막으로 남은 냉수 파이프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면기를 선택한 다음 위쪽에 위치한 파이프 그리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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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이프의 유형을 ‘Copper Tubing’으로 변경한 다음 ‘1/2 inch’로 변경하고 간격 띄우기 값은 ‘3 feet 6 inch’로 입력합니다.

13. 온수 파이프를 그렸던 절차로 냉수 파이프를 그립니다.

14. 파이프 명령을 완료한 다음 좌변기를 선택합니다.

15. 파이프 그리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16. 파이프 그리기를 완료한 다음 '뷰 탭 - 작성 패널'에서 '단면도' 명령을 통해 단면도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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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생성한 단면 뷰로 이동하여 연결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18. 단면 뷰를 닫습니다.

19. 위생 배관의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

05 조정과 문서화

이 연습에서는 도면 문서화와 더불어 가져오기 한 문서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간섭 확인하기
• 도면화 하기

간섭 확인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 HVAC → 평면 → '2nd Floor HVAC Plan'’을 엽니다.

2. ‘좌표 → HVAC → 3D 뷰 → 3D Second Floor Coordination’ 뷰도 엽니다.

3. 뷰를 타일로 변경합니다.

4. ‘공동작업 탭 - 좌표 패널’에서 ‘간섭 확인’을 확장하여 ‘간섭 확인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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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좌측 열에서 ‘현재 문서’와 ‘덕트’를 선택합니다.

6. 오른쪽 열에서 ‘56750_S.rvt’와 ‘구조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7.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간섭 보고서의 ‘첫 번째’ 간섭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9. 3D 뷰에서 구조 프레임과 덕트의 위치를 확인하여 어떻게 해야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평면 뷰를 활성화합니다.

11. 간섭 보고서 창은 닫습니다.

12. '뷰 탭 - 작성 패널'에서 '단면도' 명령을 사용하여 수평 단면 뷰를 하나 생성합니다.

13. 단면 뷰의 '뷰 조절 도구막대'에서 상세 설정을 ‘중간’으로 합니다.

14. 'WT' 명령을 사용하여 뷰를 타일 모드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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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면 뷰에서 덕트를 선택한 다음 구조 빔의 하위로 이동합니다.

16. ‘공동작업 탭 - 좌표 패널’에서 ‘간섭 확인’을 확장하여 ‘마지막 간섭 보고서 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간섭 보고서가 나타나게 되면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그림과 같이 이전의 많았던 간섭이 없어지고 세 개 남은 간섭이 보이게 됩니다.

19. 간섭 확인은 모두 끝났습니다. 간섭 보고서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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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문서화 작업하기
샘플 : 이전 파일로 계속하여 작업합니다.

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 시트’ 명령을 실행합니다.

2. 새 시트의 ‘제목 블록 선택’ 에서 ‘E1 30 x 43 Horizontal : E1 30x42 Horizontal’을 선택합니다.

3.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타이틀 블록을 선택한 다음 특성 창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①

시트 이름 : Ground Floor HVAC Plan

②

시트 번호 : M101

5.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계 → HVAC → 평면 → Ground Floor HVAC Plan’을 드래그 앤 드롭 하여 도면 영역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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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과 같이 모델이 도면 타이틀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모델을 선택한 다음 특성 팔레트에서 뷰 축척을 ‘1/8” = 1’0 inch’ 로 변경합니다.

8. 타이틀에서 벗어난 모델을 선택해서 타이틀 안으로 삽입합니다.

9.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기계 단면과 전기 평면도 시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습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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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워크플로우
>

01 Suite 워크플로우의 개요

Suite 워크플로우는 상세한 렌더링 또는 애니메이션용으로 엔지니어링된 설계를 원본 Autodesk 제품에서 대상 제품으로 내보내는 메커니즘입니다. 워크
플로우의 설정은 3ds Max Design 또는 Showcase의 설계 객체를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3ds Max Design 외부 렌더링 워크플
로우에서는 조명 및 그림자를 비롯한 건물 설계의 외부 표면을 렌더링합니다. Showcase 구속조건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에서는 동작에 기계 조립품을 표
시하여 범위 구속조건을 동영상 동작으로 변환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설계 검토를 준비하고 실감 나는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Autodesk 제품군에서 워크플로우가 제공됩니다.
• Building Design Suite
• Infrastructure Design Suite
• Plant Design Suite
• Factory Design Suite
• Product Design Suite
• Design Suite

Suite에 따라 원본 제품은 AutoCAD, Inventor 또는 Revit입니다. 대상 제품은 항상 3ds Max Design 또는 Showcase입니다. 제품군과 함께 제공되는 워크
플로우는 제품군 레벨(Standard, Premium, Ultimat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Flex 또는 Term Multi-Flex 라이센스가 있는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3ds Max Design 또는 Showcase에서 사전 선택된 설정을 원본 제품(AutoCAD, Inventor 또는 Revit)의 설계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원본 제
품마다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가 제공되며, 고품질 렌더링이나 조명 분석 등의 특정 용도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주 응용프로그램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Suite 워크 플로우’내에 하위 메뉴가 보이도록 하려면 대상 제품인 3ds Max Design 또는 Showcas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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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Revit-3ds Max Design 워크플로우

3ds Max와 관련된 워크플로우 방식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AutoCAD -> 3ds Max Design
• Inventor -> 3ds Max Design
• Revit -> 3ds Max Design
이 중 Revit에서 3ds Max Design으로 내보내는 방식의 작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샘플은 http://aec.krinfra.co.kr에 접속 후 'AEC/ENI 사용자가이드' 페이지의 AEC 자료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분야 실습은 'Workﬂow' 폴더를 참고합니다.

3ds Max Design로 내보내기
1. ‘프로젝트 탐색기 – 3D 뷰 – kitchen’뷰를 활성화합니다.(활성화되어 있는 3D 뷰의 설정값을 가지고 시각화 합니다.)

2. ‘응용프로그램 메뉴 – 제품군 워크플로우’에서 ‘3ds Max Desing 외부 렌더링’ 명령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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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s Max Design의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값을 확인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Max의 새로운 장면, 그리고 Revit과는 링크를 설정하여 Revit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Max에서 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5. 3ds Max Design이 실행되면, 키보드의 ‘C’ 버튼을 눌러 카메라 뷰로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이 Revit 에서 설정한 카메라 뷰와 동일한 장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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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 Max Design에서 FBX파일 가져오기

1. ‘응용프로그램’ 버튼 클릭, ‘내보내기’에서 ‘FBX’를 선택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위치,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2. 3ds Max Design을 실행하고 ‘응용프로그램’ 버튼 클릭, ‘가져오기’에서 ‘FBX 링크’를 클릭합니다.

3. 앞서 저장한 파일을 선택하고, 사전 설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불러들일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Revit 에서 동일한 재질을 사용한 객체끼리 하나로
묶어 불러들이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 파일 연결’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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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보드에서 ‘H’ 버튼을 눌러, ‘장면에서 선택’ 명령을 실행합니다. Revit 에서 지정한 재료 별로 객체가 구분되어 불러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먼저 불러들인 Revit의 재질을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을 지정하고 렌더링 할 수 있는 ‘NVIDIA lray’ 를 지정합니다. 'Rendering Render Setup'을 선
택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 내용을 조정합니다.

6. 렌더링 시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렌더’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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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NVIDIA lray’ 방식의 렌더링은 별도의 Rendering 설정이 없고, 시간을 지정하여 렌더링 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빠른 시간 안에 작업
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8. 장면의 밝기를 확인하면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일부 재질을 조정해 봅니다. ‘재질 편집기’를 실행시키고 ‘오브젝트에서 재질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객체를 클릭하면, 이미 Revit 에서 적용한 재질이 슬롯에 표시됩니다.

9. 변경할 재질을 선택하고 객체에도 해당 재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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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내 장면인 경우에도 외부의 태양 빛이 창문을 통해 내부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Revit 에서 Sun Setting 작업을 한 경우, Max에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ax에서 시간을 변화시키는 방법만 확인하도록 합니다.

11. 키보드에서 ‘H’ 버튼을 누르고, Revit으로부터 불러들여진 ‘SunAndSky’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2. 장소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NVIDIA mental ray renderer'를 이용하여 렌더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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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 Max Design에서 Revit 파일 링크하기
1. Revit 파일을 변환 없이 Max 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앞의 두 방식과 동일합니다.

2. 불러들일 Revit 파일을 선택합니다.

3. 파일을 선택하면, 불러들일 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선택하고 ‘이 파일 연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Max로 불러들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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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
Autodesk에서는 설계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애드인 형태로 제공되는 Autodesk Exchange
Apps과 Building Design Suite를 좀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Extension을 제공합니다.

>

01 Autodesk Exchange Apps

스토어 형태로 제공되는 Autodesk Exchange Apps의 경우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설계상 필요한 애드온 프로그램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http://apps.exchange.autodesk.com/ko

1. Autodesk Exchange Apps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시작할 스토어를 클릭하고 Autodesk Revit을 선택합니다.

150

사용자 가이드북

3. BIM 관련 다양한 애드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02 Autodesk Extension

Autodesk Extension는 Subscription 가입 고객에게 Building Design Suite을 더욱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http://subscription.autodesk.com
1. Autodesk Subscription에서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다운로드-제품 기능 강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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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vit Extensions for Autodesk Revit 2014와 함께 다양한 Extension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

03 AEC/ENI 유저 그룹 안내

• http://aec.krinfra.co.kr로 접속한 후 AEC/ENI 사용자가이드 메뉴에서 'AEC 자료' 또는 'ENI 자료'를 선택하여 샘플 파일 및 가이드북을 전자 파일로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080-830-5200으로 연락 바랍니다.

>

04 기술지원 안내

• http://www.krinfra.co.kr로 접속한 후 고객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묻고답하기 및 서비스팩&패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최신 기술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주)오토데스크 코리아, (주)한국인프라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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