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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BIM
기존의 건축분야에서의 정보는 기호적 언어와 2차원 기반의 도면 정보체계를 통해 표현되었지만, BIM 기술을 통해 건물의 실제 형상과 정보를 가지는 3
차원 기반의 정보체계로의 변화와 함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필요에 따라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 초기 개념 설계에서 유지관리 단계에까지 건물(프로젝트)의 전 수명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IM 기술을 적용할 경우 건축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점들을 구체화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적용을 통해 BIM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

건축

설계
오토데스크는 설계를 넘어 프로젝트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협업 할 수 있도록 정보의 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부터 설계, 건설 및 건물
과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BIM을 지원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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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는 업계에서 도면화의 최적 솔루션인 AutoCAD에서부터 BIM 설계를 위한 Revit, 간섭체크 및 공정관리와 대용량 파일의 관리와 그리고 5D를 위
한 Navisworks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고, 건설 정보 관리를 위한 Buzzsaw및 해당 프로젝트 리비전 관리와 공유를 위한 vault를 활용
하여 문서, 모델,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오토데스크 BIM용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품군은 업체들의 건설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늠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서, 그리고 건
설 전과정을 거치면서 비용, 일정, 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설 비용 중 30% 정도는 현장에서의 조정 오류, 자재 낭비, 비효율적 작업, 기타 현 건설 기법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CMAA의 ‘BIM 백서 및 8차 연례 건축주 조사’에 따르면, 건설 비용 중 30% 정도가 현장에서의 조정 오류, 자재 낭비, 비효율적 작업, 기타 문제 등으로 인
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 및 건설 프로세스는 더욱 효율적인 정보 통합과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
해 조정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건축업체들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과 가상 설계 및 건설(VDC) 덕분에 가상 환경을 이용한 건축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대폭적인 개선을 실현
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avisworks의 지원을 받아 실제 공사에 앞서 가상으로 경험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쁘십니까?”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 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상의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계 경제 불황의 기운이 사라지고 있지만 비즈니스 환경은 까다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기업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빨리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 및 건축 프로세스는 이미 비효율적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촉박한 예산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아직까지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및 설계-건축 업체들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이나 가상 설계 및 건설(VDC)과 같이 프로젝트의 속도와 경제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Autodesk Navisworks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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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utodesk® Navisworks® Manage는 설계 의도와 시공성의 분석, 시뮬레이션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검토 솔루션입
니다.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빌딩 정보 모델링(BIM), 디지털 프로토타입 및 프로세스 플랜트 설계 응용프로그램으로 만든 설계 데이터를 하
나의 모델 파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간섭 관리와 충돌 감지 도구 덕분에 설계 및 건설 전문가들은 실제 공사에 앞서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방지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일정 지연이나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Navisworks® Manage는 공간 조정
과 프로젝트 일정을 연결해 4D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제공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모델을 게시해 자유롭게 NWD나 DWF™ 파일 형식으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파일 및 데이터 병합 -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데이터를 단일 모델로 통합.
• 실시간 탐색 - 프로젝트 모델을 모든 측면에서 검사.
• 검토 툴킷 - 파일 크기나 형식에 상관 없이 3D 프로젝트 검토.
• 협업 툴킷 - 프로젝트 검토 과정 간소화.
• NWD 및 3D DWF™ 게시- 프로젝트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압축 파일로 게시.
• 5D 일정 - 모델 데이터를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과 연계시켜 프로젝트 작업을 시뮬레이션하고 계획 수립.
• 사실적 시각화 - 현실감 있는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이해를 도움.
• 충돌 및 간섭 체크 -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돌이나 간섭 파악.

제품 비교
Autodesk ® Navisworks®
Manage

Autodesk ® Navisworks®
Simulate

Autodesk ® Navisworks®
Freedom

실시간 3D 시각화 및 탐색

P

P

P

전체 팀 검토

P

P

P

파일 및 데이터 병합

P

P

검토 툴킷

P

P

NWD 및 3D DWF™ 게시

P

P

협업 툴킷

P

P

5D 일정

P

P

사실적 시각화

P

P

객체 애니메이션

P

P

기능

프로젝트 확인

프로젝트 확인

시뮬레이션 및 분석

프로젝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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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및 간섭 체크

P

충돌 및 간섭 관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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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운영체제 : Windows 8(64bit), Windows Windows® 7 (32 or 64-bit) Service Pack 1
브라우저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 이상 웹브라우저

CPU :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프로세서, 3.0 GHz 이상(SSE2 기술 지원)
Memory : 512MB 이상 RAM (최소), 2GB 이상 RAM (권장)
Display : 트루 컬러를 구현하는 1,280 x 800 디스플레이 해상도(1,920 x 1,080 트루 컬러 권장)
Hard Disk : 설치를 위한 10 GB 여유 디스크 공간

Navisworks에서 지원되는 파일
열기 가능한 파일
형식

확장자

형식

확장자

Navisworks

.nwd .nwf .nwc

Revit

.rvt .rte .rfa

Inventor

.ipt .iam. ipj

FBX

.fbx

MicroStation Design

.dgn .prp .prw

Riegl

.3dd

PDS Design Review

.dri

Simens

.jt

3D Studio

.3ds .prj

RVM

.rvm

ASCII Laser File

.asc .txt

SketchUp

.skp

SolidWorks

.prt .sldprt .asm *.sldasm

CATIA

.model .Session .exp .dlv3
.CATPart .CATProduct .CAT

ACIS SAT

.sat

CIS/2 STEP

.stp .step

DWF

.dwf .dwfx .w2d

STL

.stl

Faro

.fls .fws .iQscan .iQmod .iQwsp

Trimble

ASCII laser file

IFC

.ifc

VRML

.wrl .wrz

IGES

.igs .iges

Z+F

.zfc .zfs

Informatix MAN

.man .cv7

NX

.prt

AutoCAD

.dwg, .dxf, .sat

Leica

.pts .ptx

연계 가능한 외부 데이터 소스 파일
형식
Microsoft Project MPX
Primavera 프로젝트 관리 6-8
Primavera P6 (웹 서비스)
Primavera P6 V7 (웹 서비스)
Primavera P6 V8.2 (웹 서비스)
CSV파일
Microsoft Project 20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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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Autodesk Navisworks Manage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설치 전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검사’ 기능을 꺼주십시오. 설치가 오래 걸리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된 미디어 삽입 후 ‘설치 초기화‘ 창이 뜹니다. (약 2~4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인스톨 창에서 ‘제품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설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중'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예상소요시간 : 약 1분~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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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동의함’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라이선스 유형 선택 및 제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라이선스 유형을 ‘독립 실행형’으로 선택합니다.
② ‘내 제품 정보가 있습니다.’ 항목 선택 후 일련번호 및 제품키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버전의 경우 제품 정보 입력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처를 통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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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 제품 리스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Autodesk Navisworks Freedom’은 NWD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무료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② Plug-ins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Autodesk 제품과 연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7) 구성 요소가 설치 중 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 바이러스 실시간 검사를 OFF 시켜 주십시오.

8) ‘선택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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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Autodesk Navisworks Freedom은 NWD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무료 뷰어 프로그램으로 Manage 설치시 함께 설치됩니다.

>

01 예제 파일

예제 파일은 ‘C:\Program Files\Autodesk\Navisworks Manage(모든 버전 공통)\Samples\’에 설치됩니다.

>

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둘러보기

Autodesk Navisworks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살펴봅시다.

① 응용프로그램 버튼
② 신속 접근 도구막대
③ 정보 센터
④ 고정 가능한 창 (ex. Clash Detective, Timeliner 등)
⑤ 고정 가능한 창 (ex. 선택 트리, 특성, 저장된 관측점 등)
⑥ 탐색 막대
⑦ 장면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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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프로그램 버튼 및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 가져오기, 내보내기 및 게시 등의 고급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관리합니다.

2) 신속 접근 도구막대 및 리본
‘응용프로그램 창‘의 맨 위에 있는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등록하며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신속 접근 도구막대

‘신속 접근 도구막대‘ 아래에는 ‘리본 팔레트’가 있습니다. 리본은 작업 기반 탭 및 패널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 리본

3) 장면 영역
기본 장면 영역은 3D모형과의 상호작용에 사용됩니다. 장면 영역은 모형의 서로 다른 영역, 서로 다른 각도의 객체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여러 뷰로 분할할 수 있습
니다.

(장면 뷰 탭 → 뷰 패널 → 분할 뷰 → 가로 분할 또는 세로 분할)

tip

또한 F11 키를 눌러 전체 화면 모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탐색 막대
‘탐색 모드 도구막대’에서는 가상 프로젝트를 작성하기 전에 다양한 위치로 이동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탐색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뷰 탭 → 탐색 보조 패널 → 탐색 막대)

마우스로 제어하면 가장 쉽게 탐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Autodesk 표준 탐색

SteeringWheel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탐색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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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 가능한 창
기본 도구, 검토 관련, 관측점 관련 창을 인터페이스 주위의 고정된 창을 이용해 대부분의 Autodesk Navisworks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뷰 탭 → 작업공간 패널 → 창)

자동 숨기기 기능은 장면 영역 최대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많은 창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고정 가능한 도구 상자는 창의 제목부분을 왼쪽마우스 버튼으로 누
른 상태에서 화면상에 보이는 위치막대의 상하좌우에 위치 할 수 있습니다.

6) 선택 트리
‘선택 트리’ 창에는 현재 Autodesk Navisworks 장면에 추가한 열려있는 파일의 모형 계층이 표시됩니다. 이 계층에 는 원래 설계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구조가 반
영됩니다.(뷰 탭 → 작업공간 패널 → 창 → 선택 트리)

7) 특성
‘선택 트리’에서 객체를 선택하거나 장면 영역 내에서 직접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객체와 연관된 정보가 특성 창에 표시 됩니다. 이 정보는 원래 설계 응용프로그램에
서 가져온 정보 또는 Autodesk Navisworks에 연결된 확장 데이터에 종속 되는 관련 탭으로 구성됩니다.

(뷰 탭 → 작업공간 패널 → 창 → 특성)

tip

또한 홈 탭 → 표시 패널 → 특성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8) 상태 막대
상태 막대는 Autodesk Navisworks 창의 맨 아래에 나타납니다. 오른쪽 모서리에는 컴퓨터에서의 Autodesk Navisworks성능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
는 4개의 성능 표시기가 있습니다.

연필 진행률 표시기 : 이 표시기는 그려진 현재 뷰의 양, 즉 현재 관측점에 있는 누락의 양을 나타냅니다. 진행률 표시기가 100% 미만이면 장면이 완전히 그려
진 것이며 누락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재작성 중인 경우 아이콘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장면이 그려지는 동안에는 연필이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처리할 데이
터가 너무 많고 컴퓨터에서 Autodesk Navisworks에 맞는 속도로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연필이 빨간색으로 변경되어 병목현상을 표현합니다.

주의

Autodesk Navisworks 엔진에서는 장면에 있는 모든 객체의 우선 순위를 지능적인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컴퓨터에서 탐색 중 모든 지오메트리를 처리할(그릴) 수

없는 경우 누락된 상세 정보를 완벽하게 선출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탐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탐색이 중지되면 모든 상세 정보가 채워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누락은 정상적인 기능에 해당하지만 너무 크고 복잡한 모형이나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탐색하는 경우에는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디스크 진행률 표시기 : 디스크에서 로드된 현재 모형의 양, 즉 메모리에 로드 된 양을 나타냅니다. 진행률 표시기가 100% 이면 형상 및 특성 정보를 비롯한 전
체 모형이 메모리에 로드된 것입니다. 파일을 로드하는 중인 경우 아이콘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데이터를 읽는 동안에는 디스크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고 컴퓨터가 Autodesk Navisworks에 맞는 속도로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디스크가 빨간색으로 변경되어 병목을 나타냅니다.

웹 서버 진행률 표시기 : URL 열기 명령을 실행 했을 때 구동되는 표시기입니다. 이 표시기는 다운로드 된 현재 모형의 양, 즉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 된 양을 나
타냅니다. 진행률 표시기가 100%이면 전체 모형에 다운로드 된 것입니다. 파일을 로드하는 중인 경우 아이콘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에
는 웹 서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고 컴퓨터에서 Autodesk Navisworks에 맞는 속도로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웹 서버
가 빨간색으로 변경되어 병목을 나타냅니다.

tip

메모리 표시줄 : 이 표시줄은 Autodesk Navisworks에서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의 양을 나타냅니다. 이 양은 MB단위로 표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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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작업공간

Autodesk Navisworks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여러분들은 작업 방식에 맞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고정 창을 숨기거나 자주 사용하는 고정 창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Navisworks는 사전 정의된 작업공간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작업공간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용자화하여 사용자가 지향하는 작
업 환경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 탭 → 작업공간 패널 → 작업공간 로드)

>

04 Navisworks 파일의 특성

Autodesk Navisworks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읽을 수 있으며 아래에는 Autodesk Navisworks에서 사용하는 기본 파일 방식과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NWC
CAD파일을 Autodesk Navisworks로 읽어올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캐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 CAD 파일(이 파일이 수정되지 않
은 경우)을 열 때 실질적으로 프로세스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효과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CAD 파일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열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즉, 이러한
파일에는 CAD 파일을 Autodesk Navisworks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만 포함됩니다. Autodesk사의 AutoCAD, Revit 및 3ds Max와 Bentley사의

MicroStation을 비롯하여 지원되는 CAD 응용프로그램에서 Exporter Plugin 모듈을 통해 직접 내보낼 수 있습니다.
NWF
참조 파일이며 지오메트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파일에는 함께 열고 추가하는 원래 파일 및 Autodesk Navisworks에서 모형에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포인
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CAD 파일을 추가한 후에는 프로젝트에 대해 마스터 NWF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NWF를 열 때 각 파일이 다
시 열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작업이 보다 지능적인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즉, 해당 NWC 파일이 있는지 확인되고 CAD 파일이 마지막으로 변환된 이후에 수정
되었는지 확인됩니다. 수정된 경우 CAD 파일이 다시 읽히고 다시 캐시 됩니다.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캐시 파일이 사용되어 로드 되는 프로세스의 속도가 빨라집
니다.

NWD
모든 지오메트리 및 Autodesk Navisworks에서 모형에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하는 완전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 파일은 고압축되며 암호 보호 기능으로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WD 파일은 프로젝트 전체를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때 사용하면 좋은 형식으로, 개별 분야에서 해당 설계가 전체 프로젝트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WD 파일은 무료 뷰어 Autodesk Navisworks Freedom 2014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식을 추가하고 프로젝트를 완전히 분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식 Autodesk Navisworks 제품을 사용합니다.

tip

지원되는 파일 형식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리스트를 보려면 Autodesk 웹 사이트(http://images.autodesk.com/adsk/files/Navisworks_2014_Supported_

Formats_and_Applications.pdf)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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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가 및 병합
Autodesk Navisworks는 협업을 위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가’와 ‘병합’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되며 작업 방식은 동일합니다. ‘추가’와 ‘병
합’의 차이점은 추가의 경우 지오메트리 표식 같은 중복 컨텐츠가 유지되지만, 병합은 중복 컨텐츠가 제거됩니다.

>

01 프로젝트 추가

선택한 파일의 형상 및 정보를 현재 작업중인 3D나 2D 작업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응용프로그램’ 버튼→ ‘열기’를 클릭합니다.

2) ‘Samples\bathcity\central.nwd’를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시의 중앙 부분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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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탭에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4) ‘east.nwd’파일을 추가합니다.
도시의 중앙부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추가된 도시 영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north.nwd’파일을 추가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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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uth.nwd’파일을 추가합니다.

7) ‘west.nwd’파일을 추가합니다.

8) 뷰 큐브의 홈 버튼을 눌러 추가된 nwd파일이 모두 화면에 표시되게 합니다.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결합하였습니다.

15

9) ‘응용프로그램’ 버튼 →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city.nwf’로 저장합니다

>

02 프로젝트 병합

여러명의 검토자들이 서로 다른 작업방식으로 모델 파일을 검토하고 있어도 모든 결과 내용을 하나의 파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파일을 하나
의 파일로 병합하게 되면 중복되는 지오메트리 및 표식은 제거됩니다.

1) ‘응용프로그램’ 버튼→ ‘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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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mples\bathcity\central.nwd’를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시의 중앙 부분이 나타납니다.

3) ‘홈‘ 탭에서 ‘추가’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후, ‘병합’ 버튼을 클릭하여 앞에서와 같이 파일을 하나로 결합합니다.(방법 및 가시적 결과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4) 병합 아이콘을 클릭하여 ‘central.nwd’ ‘east.nwd’ ‘north.nwd’ ‘south.nwd’ ‘west.nwd’ 파일을 차례대로 병합합니다.

5) 이를 ‘City2.nwf‘로 다시 저장합니다.

17

>

03 마스터 파일 만들기

1)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2) ‘Samples\Getting Started’ 폴더에서 ‘Structure.nwc’를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3) ‘MEP.nwc’파일을 추가합니다. (홈 탭 → 프로젝트 패널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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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chitecture.nwc’ 파일을 추가합니다.

5) 추가 완료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후 ‘Conference Center.NWF’로 저장합니다.
이 파일은 이 예제에서 사용할 마스터 NWF 프로젝트 파일로, Revit에서 내보낸 최신 NWC 파일을 참조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파일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이전의 각 절을 통해 모두 동일한 원본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수행 동작은 상당히 다른 일련의 NWF 파일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일 모형을 작성
한 후에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해당 모형을 사용하려는 많은 작업 관련자에게 모형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Autodesk Navisworks는 사람들이 단일 모형 작업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 파일을 다시 단일 프로젝트 파일로 결합하여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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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sworks탐색도구
Autodesk Navisworks에서는 3D 모형 주위를 탐색할 수 있는 탐색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색 막대에서 이러한 탐색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초점이동, 궤도, 확대/축소와 같은 기본 탐색 도구와 마찬가지로 탐색 막대에서도 모형을 보행시선, 조감뷰 또는 둘러보기 할 수 있는 도
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색 막대에서는 모형의 현재 방향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ViewCube 탐색 도구 및 커서를 따라 이동
하며 하나의 도구에서 다양한 3D 탐색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추적 메뉴인 SteeringWheels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tip

>

탐색 도구는 관련 항목 위로 커서를 이동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선택됩니다.

01 탐색 막대를 사용한 초점이동, 확대/축소 및 궤도

‘초점이동’

‘확대/축소’

및 ‘궤도’

는 3D 모형의 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 3D 탐색 도구입니다. 탐색 도구에서 초점이동, 확대/축소 및 궤

도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탐색 막대의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거나 명령 리스트 확장 버튼을 클릭할 때 나타나는 리스트에서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
여 탐색 도구를 시작합니다.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기 합니다.

2) 화면과 평행한 모형의 뷰를 이동하려면 탐색 막대에서 초점이동

을 선택합니다. 장면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끌어 모형을 초점이동 합니다.

3) 모형의 현재 뷰에 대한 배율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탐색 막대에서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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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휠 버튼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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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 확대/축소

를 선택한 다음 장면 뷰에서 클릭한 채로 끌면 확대/축소할 직사각형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뷰가 직사각형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5) 확대/축소

를 선택한 다음 장면 뷰에서 클릭한 채로 끌면 마우스 커서 아래에 있는 고정점으로 확대/축소 됩니다. 앞으로 끌면 확대되고, 뒤로 끌면 축소됩니다.

6) 특정 객체를 선택한 후 선택 항목 확대/축소

7) 모두 확대/축소

를 선택하면 ‘장면 뷰’에서 선택한 항목 범위로 바로 확대/축소됩니다.

를 선택하면 전체 모형 범위로 바로 확대/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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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형을 ‘피벗 점’ 주위로 회전하려면 탐색 막대에서 궤도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장면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하여 클릭한 채 끌면 모형이 회전합니다.
궤도

를 선택하면 뷰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모형이 회전됩니다.

9) 제한된 궤도

10) 자유 궤도

>

를 선택하면 모형이 턴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처럼 고정된 수평면 주위를 회전합니다.

를 선택하면 모형이 특정 방향에 제한 받지 않고 초점 주위로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02 마우스 휠/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사용한 초점이동, 확대/축소 및 궤도

Autodesk Navisworks에서는 마우스 휠 및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사용하여 기본 탐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통해 신속하게
'바로 가기' 액세스를 수행할 수 있어 항목 측정, 단면 처리 또는 선택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형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1) 초점 이동하려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

2) 모형을 확대/축소하려면 ‘마우스 휠’

3) 모형을 궤도 이동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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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을 굴립니다. 앞으로 굴리면 확대되고, 뒤로 굴리면 축소됩니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을 누릅니다. 마우스를 이동하면 현재 정의되어 있는 피벗점 주위로 모형이 회전합니다.

사용자 가이드북

>

03 모형 보행시선 및 둘러보기

큰 프로젝트를 탐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탐색 막대에서 보행시선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기 합니다.

2) 초점 ‘이동’ 및 ‘확대/축소’를 위해 그림과 같이 화면을 설정합니다.

도구를 클릭합니다. 이제 ‘장면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3) ‘탐색 막대’에서 ‘보행시선’
면을 이동시킵니다. 마우스를 더 멀리 이동할수록 보행시선 속도가 빨라집니다.

을 누른 채 마우스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화

4) 보다 사실적으로 탐색하려면 ‘충돌’, ‘중력’, ‘숙임’, ‘3인칭’을 선택하여 실제 걷고 있는 것처럼 주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tip
충돌 : 벽, 기둥과 같은 객체를 통과할 수 없는 방식
중력 : 실제 중력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바닥이 없는 부분은 떨어짐 확인
숙임 : 상단에 있는 파이프, 벽체를 숙여서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
3인칭 : 아바타를 모형에 배치하여 사람의 시야에서 모형을 검토

5) 모형을 둘러보려면 ‘탐색 막대’에서 둘러보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이제 ‘장면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둘러봅니다. 둘
러보기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 위치에 계속 있지만 카메라는 마우스를 통해 부드럽게 주위를 이동합니다.

Autodesk Navisworks 에서는 ‘장면 뷰’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ViewCube’도 표시됩니다. ‘ViewCube’를 사용하면 현재 모형 또는 현재 선택된 객체 주위를 보여 주
는 다양한 사전 설정된 뷰(예: 사용자화할 수 있는 홈 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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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객체 그룹 작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Revit’과 같은 응용프로그램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BIM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BIM 정보는 빌딩의 전체 수명 주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utodesk Navisworks를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프로젝트 설계, 작성 및 작
업 단계 전반에 검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프로젝트 모형으로 가장 먼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 하나는 유사 객체에 대한 '인텔리전트' 그룹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항목 찾기 도구를 사용하여 공통된 특성 또는 특성 조합
을 가진 항목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기 합니다.

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2) 빌딩에서 표면이 유리로 된 끝 단면 하나를 ‘선택 도구’
오른쪽 ‘특성 창’을 확인하면 이름이 ‘Glazed’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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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 찾기 창이 열리면 해당 창을 선택하여 이동하거나 창 위치 선택창을 눌러 원하는 위치에 창을 이동 할 수 있으며,

를 눌러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홈 탭 → 선택 및 검색 패널 → 항목 찾기)

4) 아래 그림과 같이 각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선택을 취소합니다)
범주 : 항목
특성 : 이름
조건 : 포함
값 : Glazed(직접 입력)

5) ‘모두 찾기’를 클릭하여 검색 작업을 수행합니다. (선택창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아래 결과 삭제를 선택하고 다시 모두 찾기를 클릭합니다.)

tip

이름에 Glazed라는 단어가 포함된 항목의 수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특성 창 위에 마우스를 놓습니다.

6) 모형을 탐색하여 이 검색 조건으로 모든 유리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창의 유리가 선택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검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창이 포함되도록 하려면 더 복잡한 찾기 조건을 구
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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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전에 선택하지 않은 창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탐색 막대’에서 ‘선택 항목 확대/축소’

를 클릭합니다.

8) ‘선택 트리’ 창에서 78” x 54” 항목이 강조됩니다. 이 창은 솔리드 ‘구성요소(유리)’와 ‘복합부품(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여 ‘Solid’를 선
택합니다. (홈 탭 → 선택 트리)

9) ‘특성 창’을 보면 항목에 이전 단계에서 검색 대상으로 지정한 이름 특성이 없지만 재료 특성 값으로 ‘Glass’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든 창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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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목 찾기’ 창에서 이전 검색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조건을 추가합니다.
범주 : 항목
특성 : 재질
조건 : =
값 : Glass(직접 입력)

Autodesk Navisworks의 항목 찾기 기본 설정은 AND 조건입니다. 이대로 찾기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두 조건이 AND 조건으로 연결되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항목만이 선택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원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항목이 선택되도록 ‘Or 조건’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Or 조건’을 선택합니다. ‘아래 결과 삭제’ 선택을 취소합니다.

11) 모두 찾기를 클릭합니다. (특성 창이 열려 있는 경우 7225개의 항목이 선택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2) 모든 유리가 선택된 것을 확인합니다. 선택된 유리를 그룹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를 클릭하여 ‘항목 찾기’창을 숨기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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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색 조건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을 클릭하여 ‘선택 및 검색’패널에서 ‘선택 저장’을 클릭합니다.

(세트 창 : 홈 탭 → 선택 및 검색 패널 → 선택 저장)

14) ‘세트’창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검색 추가’를 클릭하여 항목을 추가시킵니다.

15) ‘검색 세트’가 작성되면 이름을 ‘Window Glass’로 바꿉니다.

이 검색 세트를 선택할 때마다 현재 모형에서 검색 작업이 수행되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항목이 선택됩니다. 이때 프로젝트에 나중에 추가된 창 유리도 모두
포함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검색 세트를 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ip 검색 세트에는 내보낸 후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색 세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해당 세트를 한 번만 정의하면 저장한 후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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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른 ‘검색 세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세트’ → ‘가져오기/내보내기’ → ‘검색 세트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17) ‘Getting Started’ 폴더에서 ‘Conference Center - Search Sets.xml’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정의된 검색 세트가 세트 창에 표시됩니다.

18) 이러한 검색 세트는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유용하므로 해당 세트는 마스터 NWF 파일인 ‘Conference Center.nwf’에 저장합니다.

19) 세트 고정창에서 ‘Columns – 1st Floor’를 선택합니다. 홈 탭에서 선택 및 검색 패널에 있는 선택 검사기를 통해 어떤 항목들이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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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택 검사기에서 ‘항목표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선택 된 항목이 줌 인 센터 되어 세트에 잘못 포함된 객체는 ‘선택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세트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21) 이 선택 검사기에서는 선택 된 세트의 속성을 CSV 파일로 내보내어 엑셀에서 확인하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검사기에서 ‘빠른 특성 정의’ 버튼을 클릭합
니다.

22) 옵션 편집기가 나타나면서 빠른 특성정의가 가능해 집니다.

23) 빠른 특성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정의하는 내용은 객체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빠른 특성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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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범주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특성에서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25) 옵션 편집기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 검사기를 보면 추가 된 항목 도면층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수 표시 및 길이 그리고 볼륨등 추가하
는 속성으로 선택 검사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6) 정의된 빠른 특성은 ‘내보내기’ 버튼을 이용하여 ‘CSV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tip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선택 객체의 특성을 CSV 파일 즉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집니다. 빠른 특성 정의는 객체의 모든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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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점
저장된 관측점에는 카메라 위치가 저장되며 색상 및 투명도 재정의, 숨겨진 항목, 단면 평면, 탐색 속도 및 모드, 충돌 탐지 설정을 저장 할 수 있
습니다.

>

01 저장된 관측점 사용

관측점 기본값의 옵션에서 숨기기/필수 속성 저장 및 재료 재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설정을 통해 저장된 관측점에 재료 재정의(색상 및 투명도) 또는 관측점 저장 시 숨겨진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관측점 옵션값을 선택하면 카메라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관측점을 저장한 후 재정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형을 현재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저장된 속성 옵션을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의 관측점을 검토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용자의 의도대로 모형이 표시됩니다.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기 합니다.

2) ‘응용프로그램 버튼’ → ‘옵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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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편집기’ 대화상자의 왼쪽 창에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관측점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숨기기/필수 속성 저장’ 및 ‘재료 재정의’ 옵션을 모두 선택를 해제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4) 상단 ‘관측점 탭’에서 ‘저장, 로드 및 재생 패널’을 클릭하여 ‘저장된 관측점’창을 띄워줍니다.

5)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관측점 저장’을 클릭합니다.

(관측점 탭 → 저장, 로드 및 재생 패널 → 저장된 관측점 도구 시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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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측점 이름을 ’Camera Only’로 저장합니다.

7) 세트 창에서 ’Exterior Brickwork’를 선택합니다.

8) 장면 영역에서 강조된 벽돌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항목 재정의’를 클릭하여 ‘색상 재정의’를 클릭합니다.

9) 노란색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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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색상 변경을 완료 후 ‘ESC’키를 클릭하여 벽의 색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1) ‘응용프로그램 버튼’ → ‘옵션’을 클릭합니다.

12) 옵션 편집기 대화상자의 왼쪽 창에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관측점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숨기기/필수 속성 저장’ 및 ‘재료 재정의’ 옵션을 모두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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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관측점 저장’을 클릭하여 ‘Yellow Brickwork’라는 이름으로 관측점을 저장합니다.

14) ‘선택 트리’ 아래의 ‘표준 탭’을 클릭한 다음 ‘Architecture.nwc’ 파일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15) 마지막으로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 관측점’을 ‘Architecture Hidden’이라는 관측점으로 저장합니다.

‘Yellow Brickwork’ 또는 ‘Architecture Hidden’이라는 각 관측점을 클릭하하여 확인하면 해당 속성을 관측점과 함께 저장했으므로 모형이 사용자가 저장한 그대로
표시됩니다.

36

사용자 가이드북

16) 이제 ‘Camera Only’ 관측점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위치가 변경되지만 모형이 원래 색상(이 관측점을 저장할 당시의 색상)으로 표시되지 않고 이전 관측점의 재정
의 색상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저장한 다른 관측점 중 하나를 클릭한 다음 이 관측점을 다시 클릭합니다.

이번에도 이전 관측점 재정의 사항이 적용된 상태로 카메라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 이 파일을 ‘Color Options.nwf’라는 ‘NWF’ 파일로 따로 저장합니다.

tip 관측점 옵션의 조작을 통해 관측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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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수정 지시 및 태그

Autodesk Navisworks에서는 각 관련자가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안전한 압축 단일 NWD 파일
을 생성할 수 있지만 상당수 고객은 같은 공간에서 모든 주요 관련자와 정기적인 검토 세션을 가지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
력하면 프로젝트를 함께 검토하여 잠재적 문제를 판별해 내고 즉시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Navisworks에는 모든 관련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일 3D 장면에 전체 프로젝트가 제공되어 이러한 작업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검토
팀에서는 실시간 탐색 기능을 통해 고유한 빌딩 정보에 즉시 액세스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여 검색 세트 그룹을 선택하고 그 외 모든 항목은 숨길 수 있어 자세한 검토 작업을 위해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단면 처리 도구를 사용하면 검토 작업을 위해 프로젝트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단면을
통해 전체 모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작은 부분뿐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세션 중에는 발견한 사항과 논의 사항 및 해결 방법을 기록한 다음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엔지니어를 비롯한 더 많
은 관련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Autodesk Navisworks 태그 도구를 통해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기능을 살펴
보겠습니다.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기 합니다.

2) ‘검토 탭’ → ‘태그 패널’ → ‘태그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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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그를 추가하려면 태그를 지정할 항목을 ‘마우스 왼쪽 버튼’ 으로 클릭한 다음 항목 바깥쪽(배경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 위치 권장)을 클릭합니다. 태그가 화면에
그려져 숫자 1로 식별됩니다.

4) 주석 추가 대화상자도 자동으로 열려 이 태그를 추가한 자세한 이유, 팀원들에게 수정 지시 사항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작성이 완료되면 동시에 ‘태그 뷰 1’이라는 ‘새 관측점’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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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형 주위를 탐색하는 동안 특정 검색 세트(객체 그룹)를 숨기고 수정 지시 태그를 몇 개 더 추가해 봅니다. 고유성이 유지되도록 각 새 태그 ID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7) 이 파일을 ‘Project review.nwf’로 저장합니다.

8) 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 폴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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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 폴더의 이름을 ‘오늘 날짜’ 로 바꿔줍니다.

10) 다음 모든 검토 세션 ‘태그 뷰’를 새로 만든 폴더로 끌어 발견한 사항과 논의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폴더를 저장하면 나중에 다시 보거나 다른 팀원들에게 배포
할 수 있습니다.

11) 관측점을 보고서로 내보내기 위하여, ‘출력 탭’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항목 안의 ‘관측점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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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보내기 명령을 통해 관측점을 ‘HTML’보고서로 저장합니다.

13) 저장된 HTML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태그 뷰’ 정보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tip
이 보고서에는 추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게 태그가 지정된 항목의 스크린샷과 모든 관련 주석을 볼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련자에게 배포할 수 있습
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고서에는 팀원들에게 전달할 지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석에 개인 또는 부서의 이름을 포함하면 해당 개인/부서에서 자신과 관련된 태그를 검
색하여 고유한 수정 지시사항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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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측정 기능

측정 기능은 모형에서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모형을 검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이 측정 도구는
최단거리 측정부터 중심선 간의 거리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수직거리 측정이 주요한 기능입니다.
측정 기능에서 정확한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역옵션에서 스냅을 선택해야합니다.

1) 측정 기능은 단순하게 점 과 점 사이를 측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번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수직거리 고정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우측 상단 슬라브의 한 면을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측정 도구에서 점 간을 선택합니다.

4) 커서 잠금에서 Y축 잠금을 클릭한 다음 슬라브의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직거리의 측정값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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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직거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Z축으로 커서를 잠그게 되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6) 측정 된 값은 ‘수정 지시로 변환’ 명령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측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tip 수직 거리 측정 명령을 사용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수직 거리 고정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X : X축 방향으로 측정 고정
Y : Y축 방향으로 측정 고정
Z : Z축 방향으로 측정 고정
P : 선택한 점에서부터의 수직 방향으로 측정 고정
L : 평행 방향으로 측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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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NAVISWORKS 사용자 가이드북 PART 07 u

애니메이션
Autodesk Navisworks Manage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형 탐색을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키프레임 방식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적합한 환경에 맞게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회전하거나 스윕 곡선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탐색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쉽게 수행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 대화식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선형 경로를 따를 수 있는 경우
에는 관측점을 쉽고 빠르게 키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두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01 애니메이션 이해하기

샘플 파일을 열어 저장된 관측점과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보면서 Navisworks의 애니메이션 구조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amples\bathcity\bathcity’ 파일을 열기 합니다.
저장된 관측점 창 활성화 확인 (관측점탭 – 저장, 로드 및 재생 패널 – 관측점 저장)

2)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Walk over’를 선택합니다.

3) ‘관측점 탭’의 ‘저장, 로드 및 재생 패널’에 선택한 관측점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5

4)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Navisworks에서 '기록 애니메이션'은 각각의 장면을 캡쳐해서 연속으로 보여주는 상태로 구성이 됩니다.)

5) 계속해서 ‘slide show’를 선택해 재생합니다.
(‘slide show’ 애니메이션의 경우 각각의 관측점을 묶어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예입니다.)

>

02 애니메이션 작성

관측점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기 합니다.

2) ‘ViewCube’에서 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탐색 막대’에서 제한된 ‘궤도’ 도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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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니메이션’ 탭 → ‘작성’ 패널 → ‘기록’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탭의 맨 오른쪽에 기록 패널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형이 천천히 회전됩니다.

6) 모형이 360도 회전한 경우 ‘기록‘ 패널에서 중지를 클릭합니다.

7) 애니메이션이 ‘저장된 관측점’ 창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8) ’재생’ 패널에서 재생을 클릭하여 애니메이션을 다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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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키프레임으로 사용할 일련의 ‘관측점’을 작성하고 ‘Autodesk Navisworks’에서 나머지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지면의 왼
쪽 모서리 쪽으로 이동하여 빌딩을 돌아봅니다.

10) ‘저장된 관측점’ 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관측점 저장’을 선택합니다.

11) 둘러싸고 있는 지면을 따라 약 1/3 지점까지 보행시선을 수행하여 ‘첫 번째 관측점’과 비슷한 방향에서 바라보도록 만든 다음 ‘두 번째 관측점’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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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 먼 지점까지 보행시선을 수행하고 머리를 위로 기울여 빌딩의 유리 단면을 프레임에 맞춘 다음 ‘세 번째 관측점’을 저장합니다.

13) 둘러싸고 있는 지면의 끝 지점을 지나 보행시선을 수행한 다음 빌딩 쪽을 돌아봅니다. ‘네 번째 관측점’을 저장합니다.

14)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시점이 빌딩 바로 위가 될 때까지 카메라를 위로 이동한 다음 카메라를 아래로 기울여 빌딩을 내려다봅니다. ‘마지막 관측점’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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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섯 개의 관측점을 차례로 빈 애니메이션으로 끌어 각 관측점을 ‘키프레임’으로 만듭니다.

16) ‘애니메이션1’을 클릭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17) 기간을 ‘10초’로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하여 애니메이션 재생 결과를 봅니다. ‘Autodesk Navisworks’에서 키프레임마다 카메라를 자동으로 변환합니다.
18) ‘애니메이션 탭’에서 ‘재생’
이 파일을 Animation.nwf로 저장합니다.

tip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때는 먼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대화식 기록 또는 키 프레임)을 사용하여 스토리보드의 각 섹션을 기록한 다음 한
섹션을 다른 섹션으로 끌어 섹션을 결합합니다. 섹션 마다 변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잘라내기를 삽입해 보십시오. 애니메이션에서 관련 지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잘라내기 추가를 선택합니다. 여러 섹션이 부드럽게 결합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한 섹션의 마지막 프레임을 다음 섹션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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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객체 애니메이션 작업 추가

Autodesk Navisworks를 사용하면 결합된 모형 장면 내에서 객체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 열림동작, 건설 현장에서의 차량 또는 크레인 움직임,
산업 시설에 있는 기계 구성요소/장치 또는 생산 라인에 대한 애니메이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샘플 파일을 통해 객체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nference Center.nwf’파일을 열어 ‘애니메이션 탭’에서 ‘Animator’창을 활성화합니다.

2) 내부 36 x 84 문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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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imator’창에서 ‘장면추가’를 클릭하고 ‘장면추가’를 선택합니다.

4) 문을 선택합니다. 문틀도 같이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 트리’를 확장하여 문 구성요소를 봅니다. 문만 선택하기 위하여 ‘Solid’를 클릭합니다.

5) ‘장면1’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세트 추가’ → ‘현재 선택 기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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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니메이션 세트의 이름을 ’Internal Door’로 바꿉니다.

7) ‘캡처 키프레임’아이콘을 클릭하여 마름모 모양이 나오도록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8) ‘키프레임’에서 상단 세모 모양을 클릭하여 3초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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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애니메이션 세트 회전’아이콘을 클릭하여 ’기즈모(X,Y,Z)’를 생성합니다.

10) ‘X’축을 클릭하여 왼쪽 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붉은색 화살표)

11) ‘X’축을 회전하기 위하여 파란색 호를 클릭하여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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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전이 완료되면 ‘애니메이션 세트 회전’아이콘을 다시 클릭하여 비활성화 시킵니다.

13) ‘캡처 키프레임’

을 다시 클릭하여 두 번째 검정색 다이아몬드가 일정에서 3초 위치에 추가 되도록 합니다.

14) 이제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재생’아이콘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확인합니다.

tip
Animator창에는 핑퐁을 의미하는 P.P.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경우 애니메이션이 순재생된 다음 끝에 도달하면 역재생됩니다.
이 경우에는 문이 열린 다음 닫히는 동작이 시뮬레이트 됩니다. 몇 초 다음에 두 번째 키프레임을 복사한 다음 핑퐁을 사용하면 문이 열리고 이 상태로 몇 초 유지된 다음 문
이 닫힙니다.
무한 및 반복 옵션을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이 무한 반복됩니다. 핑퐁도 선택하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순재생 및 역재생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크레인 또는 기타
기계 장비의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시뮬레이트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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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화식 애니메이션

Autodesk Navisworks를 통해 애니메이션에서 모형객체의 움직임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 활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방식의
애니메이션에서 작성한 단순한 문 열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아바타가 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지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을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Animator’ 재생을 중지하고 ‘P.P’, ‘무한 및 반복’ 옵션 선택을 취소합니다.

2) ‘애니메이션 탭’ → ‘스크립트 패널’ → ‘Scripter’를 클릭합니다.

3) ‘새 스크립트 추가’아이콘을 클릭하여 스크립트의 이름을 ‘열기 Door’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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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벤트 섹션에서 ‘핫스폿 시’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문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5) ‘반지름(m)’을 ‘2’로 변경하고 ‘애니메이션 재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6) 오른쪽 ‘특성’안에 ‘애니메이션’을 ‘Internal Door’로 ‘시작 기준’을 ‘현재 위치’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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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 스크립트 추가’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름을 ‘Close Door’로 변경합니다.

8) 이벤트 안에 있는 ‘핫스폿 시’아이콘을 클릭합니다.

9) 4번과 같이 ‘특성’안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여 문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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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애니메이션 재생’아이콘을 클릭하여 오른쪽 ‘특성’안에 ‘Internal Door’으로 변경하고 ‘시작 기준’을 ‘현재위치로 변경 ‘끝 기준’을 ‘시작’으로 변경합니다.

대화식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1) ‘애니메이션 탭’에서 ‘스크립트 사용’을 클릭하여 스크립트를 활성화 합니다.

12) ‘탐색막대’에서 ‘보행시선’아이콘을 클릭하여 ‘3인칭’, ‘충돌’, ‘중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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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인칭’ 대상이 나오면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여 앞으로 쭉 밀어 이동시킵니다. 이때 ‘3인칭’ 대상이 문 가까이에 다가가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주의

스크립트를 활성화하면 실행 중 ‘Animator’ 및 ‘Scripter’ 창을 수정할 수 없도록 이러한 창이 비활성화됩니다. ‘스크립트 사용’을 마쳤거나 애니메이션 또는 스크립

트를 ‘편집/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크립트 사용’을 다시 클릭하여 스크립트를 꺼야 합니다.

>

05 렌더링 된 이미지

Autodesk Navisworks에서는 사실적인 시각화를 위해 두 가지의 렌더링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Presenter이고 두 번
째는 새롭게 선보이는 Autodesk Rendering 입니다.
기존의 Presenter에서는 여러 항목들을 세트로 작업해서 일괄로 재질을 적용하는 기능을 사용하였으나 Autodesk Rendering 기능은 Revit, AutoCAD 등과
같이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하는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질을 다시 지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별도로 재질을 수정할 수도 있
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인 Navisworks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병합하여 렌더링을 해야 할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사와 같은 렝더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되는 렌더링의 품질을 조절하여 미리 확인 한 다음 렌더링 된
이미지를 내보내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Presenter의 기능 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resenter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고 저장된 외부 관측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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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렌더링을 할 때 선이 표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을 비활성화합니다. (관측점 탭 → 렌더 스타일 패널 → 선)

3) ‘Presenter’ 창을 활성화 합니다. (홈탭 → 도구 패널 → Presenter)

4) ‘Presenter’ 재료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커서를 클릭하여 ‘팔레트 로드’를 클릭합니다.

5) ‘Conference Center.nwp’를 열어줍니다. 각 재료를 ‘아카이브’에서 끌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각 재료의 이름은 해당 검색 세트와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6) 규칙 탭으로 이동합니다. ‘Presenter 재료를 이름별 선택 세트로 매핑합니다.’를 선택합니다. ‘현재 선택에만 적용’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재료가 각 해당 검색 세트의 항목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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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과 탭’으로 이동합니다. ‘권장’을 더블 클릭하여 ‘배경’을 더블 클릭하여 안에 있는 ‘환경’을 더블 클릭합니다. ‘정면’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팔레트로 마우
스를 드레그 하여 넣어줍니다.

8) ‘권장’을 더블 클릭하여 ‘환경’, ‘파노라마’를 차례로 더블 클릭합니다. ‘하늘’ 항목을 클릭하여 ‘정면’과 동일하게 마우스를 드레그 하여 오른쪽 팔레트로 넣어줍니다.

이제 배경이 사막 위의 밝은 파란 하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탐색 작업을 수행하면 배경이 대화식이기 때문에 모형과 함께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그래픽 카드가 지원 시)

9) ‘조명 탭’으로 이동합니다. ‘권장’ 더블 클릭하여 ‘환경 라이트 스튜디오’를 클릭하여 오른쪽 팔레트로 드레그 하여 이동시킵니다.

10) 팔레트에 이동시킨 ‘환경’를 더블 클릭하여 라이트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하여 명도값을 ‘2’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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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파일을 ‘Presenter.nwf’로 저장합니다.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모형에서 우수한 렌더링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 렌더를 클릭하여 최종 효과를 봅니다.
라이트가 실제와 같이 모든 방향에서 비추어지고 반사되므로 그림자 효과에 사실감이 훨씬 더 많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면 영역의 배경 및 객체도
모두 유리 창과 같은 반사 재료에 반사되어 더욱 더 사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렌더링 작업시 사람 또는 나무등을 추가 하면 장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2. Autodesk Rendering

1) 샘플 파일에서 ‘Samples₩envior-dome.nwd’ 파일을 열고 저장된 관측점 고정창에서 ‘Lower Floor’ 관측점을 선택합니다.

2) ‘렌더’ 탭에서 시스템 패널의 ’Autodesk Rendering’을 클릭합니다.

3) ’Autodesk Rendering’ 고정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고정창에서는 렌더링을 설정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서재료’은 현재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질들의 리스트입니다. 이미 Autodesk 표준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리스트 안에 표현이 됩니다. ‘Autodesk 라이브러리’는

Autodesk Navisworks 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표준 라이브러리 리스트입니다.

4) 먼저 태양광의 위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utodesk Rendering’ 고정창에서 ’위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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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리적 위치’ 창이 나타나게 되면 ‘표준 시간대’에서 ’서울’을 선택합니다. 표준 시간대를 변경하게 되면 위도 및 경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
습니다. (이 창에서 진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노출’ 버튼을 클릭하여 노출 패널이 활설화 되도록 합니다.

7) ’환경’ 탭을 클릭하게 되면 ‘노출’ 항목에 켜기가 체크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8) 날짜를 조정해서 일광 및 그림자의 위치를 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각도 계산기에서 일정을 '2012년 08월 22일'로 설정합니다.

9) 시간은 오후 2시로 설정해줍니다. 만일 일광절약 시간에 체크되어 있으시다면 체크는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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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명‘ 탭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열에는 현재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11) 라이트 그림문자 버튼을 클릭하여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조명의 기즈모를 움직여 밝은 부분을 조정합니다.

13) 재질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탭을 클릭합니다.

14) Autodesk 라이브러리에서 재질을 찾아 현재의 모델에 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desk 라이브러리에서 ‘지면 작업’을 선택한 다음 ‘잔디-연한 호밀색’을 선
택한 다음 재료를 문서재료에 추가합니다.

15) 지면 작업 중에서 ‘도로포장재 – 테라코타’를 선택해서 재료를 문서재료에 추가합니다. 두 가지 재료가 모두 문서재료에 포함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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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바닥재에 재질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바닥을 선택한 다음 ‘문서 재료 → 잔디 – 연한 호밀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
음 ‘선택에 지정‘을 클릭하여 재질을 지정합니다.

17) 도로를 선택한 다음 ‘도로포장재 – 테라코타’의 재질을 적용합니다.

18)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탭, ‘렌더’ 패널에서 ‘광선 추적’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품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품질’ 항목을 선택합니다.

19) ’광선 추적’을 클릭하여 실시간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20) ‘저품질’ 상태로 렌더한 결과를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고품질’로 바꾸어 최종 렌더링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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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간섭 체크
Autodesk Navisworks의 ‘Clash Detective’ 도구를 사용하면 설계 과정중에 전체 프로젝트 모형을 검색하여 분야간 간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D 프로젝트 모형에서 간섭을 효율적으로 식별, 검사 및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모형을 검사하는 동안 사용자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완료된 설계 작업에 대해 '기초 확인'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진행되는 감사 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3D 지오메트리 정보와 레이저 스캔 된 점 구름 간의 간섭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utodesk Navisworks 다른 기능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있습니다.
‘Clash Detective’와 객체 애니메이션을 함께 연결하면 이동 객체 간의 간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lash Detective’ 테스
트를 기존 애니메이션 장면에 연결하면 빌딩 맨 위를 회전하는 크레인, 작업 그룹과 충돌하는 화물 트럭 등과 같이 애니메이션 동안 정적 객체
와 이동 객체 모두에 대한 간섭을 자동으로 강조합니다.

‘Clash Detective’와 ‘TimeLiner’를 함께 연결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 기반 간섭 확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ash Detective’, ‘TimeLiner’ 및 객체 애니메이션을 함께 연결하면 완전히 애니메이트된 ‘TimeLiner’의 시간 흐름에 따라 간섭 확인을 하여 공
사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간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 간섭 체크

Autodesk Navisworks를 사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된 서로 다른 작업정보를 단일 모형 환경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lash Detective’ 기
능을 사용하면 여러 분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식별하여 프로젝트 실행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잠재적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뷰 탭 → 작업공간 패널 → 창 → Clash Detective)
간섭 테스트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간섭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때 Clash Detective 기능의 도움을 받되 이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체 모형에서 관련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검색하면 수많은 간섭 리스트로 인해 혼란을 겪
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 현장에 맞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섭 테스트를 정의하면 Autodesk

Navisworks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응용프로그램 버튼에서 ‘열기’를 클릭하여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고 ‘Clash Detective’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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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스트 추가’를 클릭하여 간섭 테스트를 정의합니다. Autodesk Navisworks는 다중의 간섭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의 이름에 각 공정의 이름을 기입하
면 각각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이 때 테스트의 이름은 ‘HVAC VS Steel’로 입력합니다.

3) ‘선택 탭’에서 간섭 체크를 할 항목들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며 양쪽 모두에 동일한 선택 트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4) ‘세트 탭’ → ‘가져오기’ → ‘검색 세트’를 클릭합니다.

5) ‘Conference Center – Search Sets.xml’을 ‘열기’ 합니다.

68

사용자 가이드북

6) 선택 사항 A와 선택 사항 B 모두 드롭 다운 박스에서 세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가져온 모든 검색 세트가 표시됩니다.

7) 왼쪽 트리에서 ‘Supply Air System’을 오른쪽 트리에서 ‘Structural Framing Steel’을 선택합니다.

8) 양쪽 하단부에 ‘자체 교차’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행 옵션을 각 설정하여 ‘테스트 실행’을 클릭하여 간섭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유형 : 하드(물리적 교차점 찾기) / 공차 : 0.001(1mm미만의 간섭 검색설정) / 링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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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건의 간섭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결과‘ 탭으로 이동하여 ‘간섭 3‘을 클릭합니다.

11) 자동으로 확대 된 영역이 확인 됩니다. 이 영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 표시 설정’ 부분의 ‘기타 항목 흐리게’ 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확대가 되어 보이지 않
을 경우는 ‘간섭에 초점 맞춤’을 클릭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항목은 새로 검색된 간섭임을 나타내기 위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다른 여러 색상도 간섭 관리에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겠
습니다.

70

사용자 가이드북

간섭을 확인해 보면 수직 덕트를 관통하는 구조 보가 보입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는 결과 탭 맨 아래에 표시되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색상 강조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1과 항목 2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어떤 항목에서 간섭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기능이
이번 버전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BIM 360 GLUE의 기능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상태의 선택’은 검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모델에서 발생된 간섭을 승인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Autodesk Navisworks
Manage 에서는 간섭 결과에 주석 및 표식을 추가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실제 환경에서는CAD 파일을 변경한 후에는 간섭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여 변경
작업으로 간섭이 해결되었는지, 같은 작업으로 인해 다른 항목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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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시뮬레이션
Autodesk Navisworks Manage를 사용하면 기존 3D 모형에 공정데이터를 연결하여 새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D 시뮬레이션을 작성하는 기
능을 통해 시작 전에 시공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

01 Microsoft Project 활용 (MPX파일 사용)

1) ‘Conference Center.nwf’ 파일을 열어서 빌딩이 확실히 보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2) ‘홈 탭’안에 있는 ‘TimeLiner’창을 활성화합니다.

3) ‘데이터 소스’탭으로 이동하여 ‘추가’를 클릭한 후 ‘Microsoft Project MPX’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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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tting Started’ 폴더에서 ‘Conference Conference Center.mpx’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5) ‘TimeLiner’에 있는 열을 일정(MPX파일)에서 해당하는 열로 매핑하기 위하여 ‘필드 선택기’ 대화상자에서 ‘작업 유형’을 ‘text10’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필드는
기본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이름’ 열에서 ‘새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링크에서 ‘작업 계층 다시 구성’을 선택합니다.

7) ‘세트’ → ‘검색 세트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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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ference Center – Search Sets.xml’을 ‘열기’ 합니다.

9) ‘작업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탭에는 이제 MPX파일에서 가져온 모든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각 작업에 시작 날짜 와 끝 날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작업 이름이 앞서 추가한 일
반적인 검색 세트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 ‘작업 탭’ – ‘작업’ – ‘규칙’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이름열의 TimeLiner작업을 이름이 같은 선택 세트열(일치 대/소문자)로 매핑합니다’를 선택한 다음 규칙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검색 세트와 연관된 모든 항목이 이름이 같은 작업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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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업 탭’의 작업 유형 항목을 ‘구성’으로 모두 변경합니다.

tip
맨 윗줄의 첫 번째 항목의 작업 유형 항목을 ‘구성’을 선택한 후 전체 항목을 모두 선택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로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13) ‘시뮬레이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14)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주는 일정이 있으므로 프로젝트를 어떤 시점에서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생

을 클릭하여 전체 시뮬레이션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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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Microsoft Excel 활용 (CSV파일 사용)

본 과정에서는 CSV를 활용한 4D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일정을 편집하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CSV란? 각 항목의 값들이 컴마에 의해 분리되는 일련의 아스키 텍스트 라인들로 구성되며, 레코드간의 구분은 '줄 바꿈'(new line)으로 구분된다.
CSV의 예)
작업 모드

이름

기간

시작

완료

자동 일정 예약

0

3 days

01-07-30오전 8:00

01-08-01오후 5:00

자동 일정 예약

S_A393_REIN_DEEP_E30

2 days

01-08-02오전 8:00

01-08-03오후 5:00

1

1

자동 일정 예약

S_DEEP_FOUNDS_E10

1 day

01-08-06오전 8:00

01-08-06오후 5:00

2

1

1) ‘Samples\gatehouse\gatehouse.dwg’ 파일을 열기 합니다.

2) ‘TimeLiner’창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소스’탭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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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작업

개요 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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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meLiner’창의 ‘데이터 소스 탭’ ‘추가’를 클릭한 후 ‘CSV파일’을 선택합니다.
(2014 New) Primavera P6 V8.2(웹서비스) 기능을 지원.

4) ‘gatehouse.csv’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5) ‘필드 선택기’ 대화상자에서 ‘TimeLiner’에 있는 열을 일정 (CSV 파일)에서 해당하는 열로 매핑합니다. 작업 유형 가져오기 필드의 외부 필드 이름을 ‘이름’으로 설
정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그림과 같이 매핑합니다.
작업 이름 : 이름
외부 ID : ID
계획된 시작 날짜 : 시작
계획된 끝 날짜 : 완료

6) ‘이름’ 열에서 ‘새데이터 소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링크에서 ‘작업 계층 다시 구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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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 탭’ – ‘작업’ – ‘규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이름열의 TimeLiner 작업을 이름이 같은 항목열(일치 대/소문자)로 매핑합니다.’를 선택한 다음 규칙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연관된 모든
항목이 항목열과 이름이 같은 작업에 연결이 됩니다.

(이 방법은 검색세트를 로드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9) ‘작업 탭’의 작업 유형 항목을 모두 ‘구성’으로 변경합니다.

10) 시뮬레이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11)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주는 일정이 있으므로 프로젝트를 어떤 시점에서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생을 클릭하여 전체 시뮬레이션을 재생할 수도 있
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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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단면 처리

Autodesk Navisworks에서는 현재 관측점에 대한 단면 처리를 켜고 3D 작업공간에서 모형의 횡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시트에 대해서는 단면 처
리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횡단면은 3D 객체의 내부를 볼 수 있는 3D 객체의 자를 부분 뷰입니다. 관측점 탭 단면 처리 패널 단면 처리 사용을 클릭하여 현재 관측점에 대한 단면 처
리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단면 처리가 켜져 있는 경우 단면 처리 도구 상황별 탭이 리본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단면 처리 도구 탭 모드 패널에서는 평면
및 상자라는 두 가지 단면 처리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Conference Center.nwf’파일을 열기합니다.

2) 횡단면을 보기 위해 단면 처리 명령을 실행합니다.
(관측점탭 – 단면 처리 패널 – 단면 처리 사용)

3) 3D 건물 객체 중간 지점에 기즈모가 나타납니다. z축을 마우스로 선택한 상태에서 위 아래로 이동해 보면서 횡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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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축 또는 Y축 방향으로 횡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정렬 방향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방향을 정면으로 변경합니다.

5) 이번에는 정면을 기준으로 단면 평면을 잘라 낼 수 있도록 단면 처리 방향이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모형의 특정 영역 및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할 때는 모드를 상자로 변경하여 검토 할 수 있습니다.

tip
횡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단면 처리 명령이 적용된 상태에서 시뮬레이트를 수행하면 단면 처리 모드가 적용된 상태에서 시뮬레이트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맞춤

현재 선택 된 객체에 따라 단면 평면 또는 단면 상자의 이동을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즈모가 보이지 않거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할 때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 트리 혹은 장면 뷰에서 선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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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영역
맞춤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단면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