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DESK BIM 360 FIELD 사용자 가이드북

머리말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15년 1,768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IT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웹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SaaS 분야 Business가 확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은 연평균 47.6%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2014년에는 4억 6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고, 국내 매출 1000억원 대 이상 620개 기업 중 28.1%가 수 년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MB를 중심으로 한 고화질, 컨텐츠,대용량 서비스 증가 중이지만 대기업 , 공공, 금융 등 엔터프라이즈 CDN(ECDN) 시장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
창출, 금융, 공공 , 그룹 사,일반기업 등의 대 고객 웹사이트에서부터 인터라넷까지 빠른 속도와 안정성 요구하고 있다.

‘도입 비용’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며,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대비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
고, 아직까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은, 고객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식 확대 및 도입 의향 기업의 실제적인 도입 유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 국내 IT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건설·IT간 융합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 수준으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가 특히 필요
하며 건설정보 표준화, 정보 활용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2년 12월 발표한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637억원을 투입, 건설정보표준 고도화, 정보서비스 확대,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융.복합 강화 등 3대 핵심전략과 7개분야 21개 세부과제
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정보모델(BIM)을 개발하여 시설물 생애주기 과정에서 생산·관리되는 대
부분의 정보를 기술자, 업체, 기관 등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도면 작성표준 등 6종의 기 개발된 표준을 부처·지자체 등에 확대보급하고 공사
제반 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에 관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공사시방서·내역서간 연계를 통해 정보 호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검측 등 업무에 모바일 사업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산자원의 저비용·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
술도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설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용역 실적·평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범 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실보상정보시스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Autodesk BIM360

Autodesk BIM360은 오토데스크의 차세대 BIM 솔루션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 전 세계의 정보유통 협업의 근간이 Cloud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동향에 맞추어 내놓은 오토데스크의 전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토데스크 BIM360은 프로젝트 참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BIM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Solution을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 그리고 유지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요 지원서비스는, 계획단계에서의 각종

Simulation, 시각화를 비롯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도면화 작업 및 협업 그리고 시공단계에서의 field Work에 관련된 협업지원이 그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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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desk BIM360

이미 iPad가 매 초당 1개씩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mobile의 혁명시대는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 접근성과 연계성의 발전
이 건설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Trend를 시의 적절하게 비즈니스에 활용하
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Risk라고 생각해도 큰 잘못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통상적으로 건설비용의 75%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비해 건설현장에 투자되고 있는 IT기술비용은 전체 IT비용의 10%도 안 된
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현장의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의 개선기회가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정보화 개선기회는 항시 존재해 왔으나, 현장업무의 특수성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점점 가속화 되어가는
경쟁심화와 생산성향상에 대한 요구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업무형태로는 그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현장에서의 주된 업무는 각 공종 별 협력업체 별 작업진행 사항에 대한 검측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Feed-Back 업무로 흔히 Inspection 업무라고 일
컫는데, 이 업무에 대해 사실 정보화 측면에서의 지원이 어려웠던 원인 중 하나가, 현장에서의 이와 같은 Inspection 업무는 컨테이너 오피스 내에서가 아
니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철골 용접 작업 또는 마감자재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컴퓨터가 있는 On-Line
환경(현장 사무실)로 돌아와서 현장에서 종이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회사 내의 프로젝트관리 시스템을 통해 작업일보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업무가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Cloud Computing과 Mobile의 기술발달로 이제는 더 이상 현장과 사무실에서 이러한 이중 입력이나,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 현장과 사무실 모두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과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오토데스크가 제공하고 있는 BIM360 Field는 건설현장에서의 이러한 개선 기회를 효율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Cloud기반의 협업솔루션으로 다음과 같
은 특징이 있다.
• 2D나 3D기반의 프로젝트 모든 형태에 적용 가능
• 최신 Version의 도면, 문서 공유 및 Mark-Up 기능
• 도면과 모델에 Issue 연계 (Pin-Point기능, Issue 기록 및 사진 Upload 가능)
• mail 통합기능
• 회사 내 QA/QC관련 각종 공종 별 표준 Template Import Export 기능
• 전자 결재 기능(Signing)
• EQ. Barcode Scan기능 (해당 Equipment. Model Object를 바로 Viewing 확인가능)
• Issue 통합 Monitoring & Reporting (협력업체 별 공종 별 Issue기결 미결 현황, Export to Excel Data가능, Barcocle와 연계기능 등)
• 현장 사진촬영 및 관리기능

이와 같은 기능들 외에 오토데스크만의 특장점으로는 이미 널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Navisworks와의 연계부분이다. Navisworks에서 지정해 놓은

View set을 그대로 BIM360 Field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간섭체크 된 결과 View, Tagging View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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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토데스크 BIM360 Field는 Cloud기반의 협업 솔루션으로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업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깊이 고려하여 회사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 회사차원의 Cloud 기반 정보공유 및 협업 정책 마련
•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Cloud 기반의 Solution 적용 범위 설정
• 관련 협력업체들에 대한 교육

Cloud기반의 솔루션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여타의 모든 IT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Business의 목적
과 전략적인 접근방법만이 현실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협
력업체와 시공회사 간의 업무협조이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활용하고 싶어도 협력업체의 협력과 도움이 없이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
이다. 기술적인 면 이외에 협력업체와 시공회사 간 Win-Win Mind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또 다른 난제로 작용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한다.
오토데스크 BIM360 Field는 모든 Template와 Report를 Excel Data로 내보내기 할 수 있어 쉽게 회사의 기간시스템(PMIS)과 연동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을
착안하면 그 동안 기간시스템에 수기형식으로 입력해 오던 작업일보내의 Data 입력을 이중으로 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제
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 솔루션이라도 초기 적용단계에서는 회사의 업무특성과 잘 융합되는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적용 범위와 프로젝트 선정에도 유의 해야 한다.

앞으로 BIM360 Field를 통해 건설현장의 업무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바이다.

최 융기, 오토데스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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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ccount 정보의 입력]

Account 관리자는 계정이 개설되면 해당 account 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야한다.

Setup ▶ Info

>

2. [프로젝트 설정]

Setup ▶ Projects ▶

버튼을 누른다

각 항목을 입력한다.

① Basics Tab
Setup ▶ Info, Basics Tab
프로젝트에 참여할 회사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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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버튼을 눌러 개별 회사를 하나씩 등록하거나,

Import 버튼을 눌러 From Account 탭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 공사등을 통해 기등록되어 있는 업체명) 업체를 선택하거나,
From File 탭을 누르고 Excel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Download a Sample” (1. Companies.xls)을 클릭하면 Template 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Excel 파일을 입력한 후 저장, Choose File 버
튼을 눌러 선택, Start Import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 들인다.

[참고] 옵션으로 지정된 필드는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Required 항목은 반드시 입력할 것.

불러들인 정보는 회사명을 선택한 후

Edit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자세히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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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멤버를 등록하려면, Import 버튼을 눌러 “From Account” 탭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 공사등을 통해 등록이되어 있는 멤버의 이름) 멤버명을
선택하거나, “From File” 탭은 누르고 Excel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Download a Sample” (2. users.xls) 을 클릭하면 Template 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Excel 파일을 입력한 후 저장. Choose File 버튼을
눌러 선택, Start Import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 들인다.

또는

버튼을 눌러 개별 입력한다.

처음 등록된 멤버에게는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자동 발송되며 반드시 받은 메일을 통해 로그인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BIM 360 Field 를 처음 사용 하는 멤버는 반드시 오토데스크의 계정을 생성하여야 한다. 아래의 주소에서 동일한 이메일 아이디를 이용하
여 계정을 생성한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https://accounts.autodesk.com
From: OSONG Station Building Project <projects@velaserver.com>
Date: 2013년 7월 25일 오후 1시 28분 48초 GMT+09:00
To: undisclosed-recipients:;
Subject: You have been added to the 'OSONG Station Building Project' project in Autodesk BIM 360 Field

You have been added to the OSONG Station Building Project project in Autodesk BIM 360 Field.
Use your existing Autodesk BIM 360 Field email and password to access the project at:
https://manage.velasystems.com/login
After you sign in, please update your contact information as necessary. If you have forgotten your password, use the 'Forgot your password' link on the Signin page.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please contact Tae seung Chung (tae-seung.chung@autodesk.com).

프로젝트 멤버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이메일을 통해 로그인을 한 경우) , 관리자의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상태가 Confirmed 로 변경되어 표시된다.

[주의사항] 개별 사용자의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해당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Permissions Tab 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실제 정의할 수 있는 롤은
Contractor, Architect, Engineer, Owner, Inspector 다섯 업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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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on subcontractors contact list 각 사용자가 이 옵션을 켜게 되면 Subcontractor 로 등록된 상호간에 사용자 및 사용자가 소속된 회사의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User’s company logo appears on Reports run by this user 등록된 사용자가 보고서를 생성하는 경우, 회사의 로고가 표시된다.
 junior /Apprentice role on this project 인턴으로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한다. 이 경우 등록된 사용자가 생성하는 모든 이슈들은 “
Draft” 로 표시된다.
 Receives Reports for his/her company 소속된 회사의 Report 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는다.

개별 사용자의 Role 을 선택하여 지정한다.

[주의사항] 하나 이상의 Role 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Project Admin 프로젝트를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된다. 프로젝트 참여회사, 사용자를 등록시킬 수 있고 해당 사용자들의 모든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주의사항] Account Admin 의 계정만이 프로젝트를 삭제할 권한을 가진다. Project Admin 은 지정된 프로젝트만을 관리할 수 있다.
 Document manager 라이브러리의 관리 (업로드, 삭제) 그리고 테스크, 사진관리의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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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viewer 테스크, 사진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Contractor,  Architect ,  Engineer,  Owner,  Inspector 의 경우 Project Admin 이 업역 활용안에 따라 별도 사용 권한을 조정하여야 하고 조정
된 권한에 의해 역할마다 한계 범위가 정해진다.

[주의사항] 해당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Permissions Tab 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② More Details Tab
Setup ▶ Info, More Details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기입한다.

 Business Units : Setup > Business Units 항목에서 미리 입력한 사업단위가 있는 경우, 지정한 항목을 선택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사업단위별 Report 생
성시 활용한다.

 Update library file links when adding new version. : BIM 360 Field 에 참조된 라이브러리가 갱신된 경우 모두 업데이트 한다.
 Include in reports : 리포트에 프로젝트 정보가 포함된다.
 Enable for BIM : BIM 모델의 등록등, BIM 관련 작업의 유무를 지정한다.

[참고] 회사 로고를 등록해 놓으면 리포트에 회사로고가 표시 된다. 이 과정에서 등록된 로고는 전체프로젝트 리포트의 로고로 활용되며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전체 업체의 회사 로고를 모두 등록하는 것이 추후 관리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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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ermissions Tab
Setup ▶ Info, Permissions
각 기능별 사용자의 권한을 등록한다.

(1) Set Permissions 1/2

• Issue Settings
Issues due: days after creation : 공사완료 예정 기간을 기입한다. 기입한 완료일은 issue 항목의 Due Date에 자동으로 기입된다.

• Closing issues:
생성된 issues 를 Close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한다.

Any Role can close : 누가 생성하였던지에 관련없이 누구나 Close 가능
Same Role as Author : 예를 들어 Contractor 가 생성한 이슈는 Contractor만이 Close 가능
Same Role and Company as author : 예를 들어 Contractor A 가 생성한 이슈는 반드시 Contractor A 가 Close 가능

• Issue Numbering:
Use author initials numbering : 사용자의 이름을 이니셜로 사용하여 이슈 ID 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이름 Tae Seung 성Chung” 이 이슈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TC000001 이라는 ID 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글로 입력한 경우 이니셜이 생성 되지 않고 숫자로만 ID 가 생성 된다. (Global Numbering) 따라서 구분을 위해 영문으
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Use global numbering : 순차적으로 커지는 6자리 숫자로 이슈 ID 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000001, 000002 와 같은 방식으로 ID 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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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 Settings
새로운 Task 를 생성하는 경우 Default 로 사용할 일정, 시간을 입력한다.

Scheduled for _7 days after creation
Scheduled at _9:00am

[참고] 예를 들어 Schedule for 7 days after creation 을 입력하면 해당일정은 입력한 날에서 일주일뒤인 날이 Date Scheduled 항목에 표시된다. (7월
29일 Task 생성하면 8월5일이 Date Scheduled 에 표시) Scheduled at 9:00am 을 입력하면 Task 지정 시간이 9:00 로 자동 표기된다.
·

, 새로 Task 를 생성할때 표기되는 시간

· Task 를 생성하여, subcontractor 에 지정한 경우 Task 에 표시되는 내용

• Permissions
Non-subcontractors with “view” permission can add attachments  : Subcontractor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용자중 View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사진, 동영상등을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Allow public links to attachments  This will allow the user a way to provide direct access to an attachment. Once this setting is enabled, the public link will be
available under the file you have attached.
Closed checklists cannot be edited or deleted  : 작업이 끝난 (Closed) 된 체크 리스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지정
Completed tasks are not editable  완결된 Task 의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정
Tasks can only edited by current assignee  : Task 를 할당한 사용자만이 Task 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정
Tasks cannot be deleted  : Project Admin 이 프로젝트에서 Task를 지울수 없도록 지정

• Subcontractor Settings : Subcontractor 의 권한을 지정한다.
Can add attachments  : 도면, 사진등의 별도 파일을 부착 가능
Can run reports  : 리포트 생성 가능
Can view the library  :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도면 뷰잉 가능
Can run Checklists  : 체크리스트 생성 가능

(2) Set Permissions 2/2
Issues, QA/QC, Safety, Equipment 항목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다.

• None :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없음
• View : 해당 기능을 보거나 (), 특정 분야에 대한 Comments () , 새로운 정보를 입력(), 수정 ()
• View+Add : 해당 기능을 보거나() , 모든 분야에 대한 Comments 가능 (), 새로운 정보를 입력(),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경우 제한적 수정 ()
• View+Add+Edit : 모든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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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ck editing of selected types
이슈 유형에 따른 수정 가능 유무를 지정한다. Locked 된 경우라도 이슈를 생성한 사용자는 이슈를 수정할 수 있다.

[참고] 위에서 설명한 이슈 유형에 대한 설정은 Project > Issues 항목을 통해 지정한다. 항목의 추가, 삭제는 다음의 위치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프로
젝트에 맞는 Process 에 따라 미리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Dashboard Tab
Setup ▶ Info, Dashboard
5 개의 주요 Roles(Contractor, Architect , Engineer, Owner, Inspector ) 사용자가 Home 버튼을 눌렀을때 진척사항등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시하는 기
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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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me Page View
5 개의 주요 Role 의 Home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지정한다.

[참고] 상호 표시되는 내용을 5개의 주요롤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시할 수 있으며 한 화면에 4개의 서로 다른 항목이 표시될 수 있다.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하려면, This role can only view 를 선택한다.

(2)

Setup 아이콘을 눌러 표시할 Report Style을 선택한다.

① Report style 항목의 5개 카테고리의 내용 중 표시할 분야를 선택한다
② 필요에 따라 Title 을 수정한다.
③ 표시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선택이 완료되면

Save 버튼을 눌러 종료한다.

지정할 수 있는 항목및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hecklists
Checklist Conformance: Conforming vs. total responses 의 비율
Checklist Coverage: $1M 프로젝트 비용당 체크리스트 아이템 (checklist observations items)의 숫자

• Equipment
Equipment Progress Tracker : 상태 (Status) 에 따른 Equipment 를 퍼센트 단위로 표시
Equipment Status Counts : 상태 변화량 표시

• Issues
Average Issue Response Time : 지정한 회사별로 이슈가 종료될때 까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을 표시
Issue Tracker : 생성된 전체 이슈 숫자와 종료된 이슈를 표시
Oldest Unresolved Issues : 기간이 지난 해결되지 않은 이슈 표시
Root Cause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 (root causes) 을 실시간으로 표시
Unresolved Issues : 해결되지 않은 이슈 표시

• Tasks
Task Categories
Task Completion Progress

• Text
Text or Blank

모든 입력이 끝나면

Add Project 버튼을 눌러 저장 한다.

[참고] 기입력한 정보는 Setup > Projects 항목에서 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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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크리스크 등록하기]
• 체크리스트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자에 의해서 점검개소의 누락이나 점검결과의 판정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가 활용된다.

[1] 체크리스트 (안전점검기준) 를 작성하는데 있어 유의해야할 사항
(1) 그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의 것을 작성한다.
(2)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설비나 작업방법의 개선에 일치한 내용의 것으로 한다.
(3) 내용은 구체적이며 쉬운 표현으로 하고, 더구나 재해방지에 실효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위험성 등에서 보아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한다.
(5) 일정한 양식을 정하고, 점검대상별로 작성한다.

[2] 체크리스트의 양식 (1) 점검개소 (2) 점검항목ㆍ점검방법 (3) 판정기준ㆍ판정 (4) 점검시기 (5) 조치.
[3] 판정기준 : 안전관계법령, 기술지침, 관련단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기준, 재해사례 등에서 도출해 방지대책 등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한다. 판
정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지만, (1)의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1) 판정기준의 종류가 2종류밖에 없는 경우, 양부만을 판정한다.
(2) 일원적인 절대 척도 또는 상대 척도에 의해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며, 예를 들면 10점법에 의해 채점해서 그 득점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다.
(3) 복수 개의 절대 척도 또는 상대척도를 조합시키는 것이며, 예를 들면 시험문제를 10점법으로 평점해서 4점 이하가 3과목 이상이라면 불합격이 되는 등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4) 대안(代案)과 비교해서 양부를 판정한다.
(5) 경험이 없는 문제, 복잡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등은 관계자와 협의 등에 의한 주관을 종합해서 판정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_산업안전대사전

• Checklists 입력
Checklist 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Template 를 이용한 입력 방식 두가지가 있다.

1. 직접 입력과정
• Setup ▶ Checklists
• QA/QC, Safety, Commissioning 세 가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한다.
•

+Add 버튼을 누른다.

• Add Checklist 창이 표시되면, 체크리스트 템플릿명 그리고 템플릿에서 표시될 각 부분의 내용을기입한후 Add Checklist 버튼을 클릭한다.
 Auto-create issues for non-conformances 규칙에 따르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하여야 항목의 표시 유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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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면 다음과 기입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화면이 표시된다.

• 체크리스트 아이템을 섹션별로 구분 하려면

+Section 버튼을 누르고 "Add Checklist Section" 화면이 표시되면 구분명을 기입하고

Add Checklist Section 버튼을 누른다.

기입한 내용을 기반으로 섹션 구분선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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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버튼을 눌러 세부 항목을 입력한다. 기입이 완료되면

Add Checklist Item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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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Response Type 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항목을 (미리 정의된 항목이외의 내용)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Which answers are nonconforming?에 체크하고, 하단에 표시할 항목을 체크 한다.

More Info Tab 을 누르고, 다양한 정보를 부가 한다. 예를 들어 사용 설명서, 사진등을 함께 넣어 현장에서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 할
수 있다.

기입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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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mplate 를 이용한 입력 방식
Import

버튼을 누른다.

From Account Tab
동일 Account 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이라면 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크를 불러들여 현재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다.

From File Tab
Excel 로 작성한 Template 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크를 생성할 수 있다. 먼저 “Download a Sample” (3. Checklists.xls) 을 클릭하여 Template 파일을 다운 받
는다.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Excel 파일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Choose File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 Start Import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 들인다.

[참고] Template 를 활용하는 경우 Response Type 및 Spec reference 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Table 값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시스템 내부에서 동일한
Table 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추가, 변경 불가능)

Response Type
Group Header

Yes, No, N/A

Pass, Fail, N/A

Numeric

Plus, Minus, N/A

True, False, N/A

Text

Date

Single-Select List

Multi-Select List

Spec Reference
Division 00 Procurement and Contracting Requirements

Division 22 Plumbing

Division 35 Waterway and Marine Construction

Division 01 General Requirements

Division 23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Division 40 Process Integration

Division 02 Existing Conditions

Division 25 Integrated Automation

Division 41 Material Processing and Handling Equipment

Division 03 Concrete

Division 26 Electrical

Division 42 Process Heating, Cooling, and Drying Equipment

Division 04 Masonry

Division 27 Communications

Division 43 Process Gas and Liquid Handling, Purification, and Storage Equipment

Division 05 Metals

Division 28 Electronic Safety and Security

Division 44 Pollution Control Equipment

Division 06 Wood, Plastics, and Composites

Division 22 Plumbing

Division 45 Industry-Specific Manufacturing Equipment

Division 07 Thermal and Moisture Protection

Division 23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Division 48 Electrical Power Generation

Division 08 Openings

Division 25 Integrated Automation

Project Description

Division 09 Finishes

Division 26 Electrical

A Substructure

Division 10 Specialties

Division 27 Communications

B Shell

Division 11 Equipment

Division 28 Electronic Safety and Security

C Interiors

Division 12 Furnishings

Division 31 Earthwork

D Services

Division 13 Special Construction

Division 32 Exterior Improvements

E Equipment & Furnishings

Division 14 Conveying Equipment

Division 33 Utilities

F Special Construction & Demolition

Division 21 Fire Suppression

Division 34 Transportation

G Building Site work

Z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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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Fields Tab
체크리스트 생성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내용(Visible)을 지정한다. 체크를 해제하여 표시되지 않게 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항목 (Required)을 지정한다.

해당 내용은 Add Checklist 화면에 표시되며,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부분은 * (Required항목) 로 표시된다.

Custom Fields Tab
Project Admins Issues, Checklists, Equipment, Tasks, Locations 항목과 관련하여 Custom Field 를생성할 수 있다 .
Add Custom Field 가 표시되면, Label 을 입력하고 적합한 Type 을 지정한다. 나머지 항목을 기입하고

+Add 버튼을 누르고

Add Field 버튼을 눌러 필드 입력 작업

을 마친다.

기입한 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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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 에서 Custom Field 에 기입한 내용은 다음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Pad 에서 체크리스트에 기입한 내용이 클라우드를 통해 업데이트 되면, 다음과 같이 현장에서 기입한 내용을 BIM360 Field Web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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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라이브러리는 BIM 360 Field Web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2D 형식의 파일인 경우(*.pdf) Library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 3D 형식인 경우 Models 항목에
서 확인할 수 있다.

• BIM 360 Field Web 의 오른쪽 위의 Library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 오른쪽의 Import 버튼을 클릭한다. BIM 360 Field Web 계정을 입력하고

파일을 올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Sign In 버튼을 클릭한다.

Next 버튼을 클릭한다.

오른쪽 "Files on your computer or network" 창에서 파일의 위치 또는 폴더를 지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Files to import" 창에 파일 또는 폴더가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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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눌러 업로드 환경설정을 지속 한다.

버튼을 누른다.

Copy Files 버튼을 누르면 파일 전송 과정이 시작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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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업이 완결되면 이메일이 발송되고 이후 Library 를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Autodesk BIM 360 Field Importer 화면의 아래에는 전체 저장 공간과 사용량이 표시된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의 업데이트방법]
• 새로운 폴더 또는 파일을 업로드할 때 동일한 이름의 폴더와 파일이 있는 경우 현재 파일은 새로운 파일로 대체 하게된다.
• 새로운 폴더 또는 파일을 업로드할 때 동일한 이름의 폴더와 파일이 있는 경우 현재 파일은 유지하고, 새로운 파일명으로 변경 저장되게 한다. ( Mail 로 신청해야
하는 기능)

• 개별적으로 파일 선택하여 버젼 관리를 하는 경우,

New Version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한다. 동일한 파일명인 경우 자동으로 ***_1 이라는 접미어가 붙게되며 이전 버전이 필요한 경우 아래 그림과 같
이 변경 하거나 또는 선택하여 삭제할 수 도 있다.

[참고] BIM 360 Field Project Admin 은 아래의 설정에서 “Update library file links when adding new version” 에 체크하여야 분서의 버젼 관리를 할
수 있다. BIM 360 Field iPad App 에서는 항상 가장 최신의 문서 라이브러리를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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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치정보 등록하기]

Setup ▶ Locations
•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Template 파일을 이용하여 불러들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직접 입력하는 경우,
, +Add 버튼을 누르고, Parent 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물명을 입력한다음

버튼을 누른다.

Parent 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Change Location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Parent 로 사용할 명칭을 선택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위계에 맞추어 각 층 또는 부속실등으로 위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입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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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른다.

Web 사용자 가이드

2. Template 를 이용한 입력 방식
Import 버튼을 누른다.

Excel 로 작성한 Template 를 활용하여 위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먼저 “Download a Sample” (4. Locations.xls) 을 클릭하여 Template 파일을 다운 받
는다.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Excel 파일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Choose File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

Start Import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 들인다.

[참고] 예를 들어, Barcode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해당 위치에서 이슈가 발생한 경우,

Barcode 를 스캔하면 해당 위치에서 발생한 모든 이슈가 iPad 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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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에서 Barcode 의 활용]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위치(Locations), 장비(Equipment) 항목과 Barcode 를 연계해 놓으면 Barcode 와 연계된 위치의 이슈 또는 장비등의 항목이 화면에
표시된다.

BIM 360 Field App 에서 barcode 스캐너 사용하기

•

Gadgets 버튼을 누른 다음, Barcode Scanner 를 선택한다. 스캔 상자내에 Barcode 또는 QR code 를 위치 시킨다.

• 정상적으로 Barcode 가 인식되면 연계된 위치의 이슈 또는 장비등의 항목이 화면에 표시된다.

[BIM 360 Field App 을 통해 iPad로 작업하기]
• App Store 에서 BIM 360 Field 를 다운 받는다.

• BIM 360 Field App 을 실행한다.

• 오른쪽 아래의

Login icon 을 클릭하고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BIM 360 Field Web을 통해 등록된 동일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

력하여야 한다.

• 로그인이 되고 나면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리스트가 표시되면 사용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

Sync Settings 버튼을 누른다음, Sync Settings 화면에서 Upload (iPad 에서 생성된 정보를 BIM 360 Field Web 으로) 또는 Download (BIM 360 Field Web 에

서 갱신된 정보를 iPad 로) 항목에서 필터를 지정한 다음 (정보를 다운 받는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려받기에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필터링하는 것이
중요) Sync 버튼을 누른다.

[참고] 한번 내려받기 과정이 끝나면 더이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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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슈 템플릿 등록하기]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들을 미리 템플릿으로 등록하여 현장에서 이슈 생성시 손쉽게 작업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이슈의 유형을 정의하려면 Type Tab 을 클릭한다.
① Field Process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이슈 유형이 위치할 필드 프로세스명을 선택한다.

[참고] 필드 프로세스는 추가, 수정할 수 없다.
② 항목을 기입하고

Add 버튼을누른다.

③ 오른쪽의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기입한 이슈 유형이 필드 프로세스 아래 정확히 위치 하는지 확인한다.

[이슈 템플릿 등록하기]
• Setup ▶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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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버튼을 눌러 From Account 탭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 공사등을 통해 기등록되어 있는 템플릿) 템플릿을 선택하여 이슈 템플릿을 등록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택한 템플릿을 불러들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러들인 템플릿은 선택후,

Edit 버튼을 누른 후 수정할 수 있다.

[참고] iPad 와 동기화 된 후, 이슈 템플릿 아이콘을 클릭하면 입력한 템플릿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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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버튼을 누른 후 표시되는, From File탭을 누르고 Excel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이슈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Download a Sample” (5. Issue_templates.xls) 을 클릭하면 Template 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Excel 파일에 내용을 기입한 후 저장.
Choose File 버튼을 눌러 선택, Start Import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 들인다.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표시된다.

+ Add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템플릿을 등록할 수 있다. Group 에 분류명을 기입하고

+Add 버튼을 누르고 template 에 표시할 항목을 기입한 다음,

버튼을 누른다.

Add Issue Template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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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한 항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7. [근본원인 등록하기]

Root Causes Tab,
① Root Cause Categories 항목에서,

Edit 버튼을 누른다.

② Root Cause Categories 항목에 범주명을 기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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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버튼을 누른다. 기입이 완료되면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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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본원인 항목을 기입하고

Add 버튼을 누른다.

④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한 항목을 기입한다.

[참고] 등록한 Root Causes 는 iPad 이슈 항목에 표시되며 미리 정의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 Home 화면에 Root Causes 가 표시되도록 지정하면 해
당 근본원인의 발생건수를 집계하여 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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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비 등록하기 ]

장비를 등록하는 것은 단순히 3D 라이브러리의 일부로 활용하기 위함뿐 아니라, BIM 모델과 Barcode 를 상호 링크시켜 일반 정보와 모델 정보를 통합하
여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다. 물론 이 기능은 BIM 모델과 연동 없이 문서 기반으로도 Barcode 와의 연계 작업이 가능하다.

[[① Barcode + 문서] +[② Model ]]

1) BIM 모델 기반의 장비관리
① Setup ▶ Library, 먼저 BIM 모델을 Library 에 업로드 한다.

[참고] 한글 파일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글파일명은 _____ 형식으로 표시되어 구분하기 어렵다.

② Navisworks 2014 또는 Revit 2014 에서 BIM 360 Field Web 으로 정보를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BIM 360 Field Plugin 파일을 설치하여야한다.
Setup ▶ Equipment ▶ Models ▶ “Download BIM 360 Field Plugin” 을 클릭하여 다운 받은 후 설치하거나 바로 설치를 선택한다.

③ 설치되면 Add-ins Tab 에 BIM 360 Field 버튼이 표시된다.

④ NWS 에서 동일한 파일을 Open 한 후, Sync 할 객체를 Selection Set 으로 만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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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360 Field 버튼을 눌러 해당 파일을 BIM 360 Field 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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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에 올렸던 모델과 NWS 로 올린 모델이 잘 Sync 되었으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된다.

⑤ Navisworks 에서 만든 Selection Set 과 BIM 360 Field 의 정보를 매핑하기 위하여, * mapped Sets 를 클릭한다.

⑥ Navisworks 에서 생성한 2개의 Selection 이 있으나 아직 매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핑할 Set 을 선택한다.

⑦ 아래의 그림과 같이, 왼쪽 Item:Name,

⑧ 완료되면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서 Name 을 선택한다.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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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BIM 360 Field 버튼을 눌러 해당 파일을 다시 Sync 시킨다.

⑩ Types Tab,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와 유형을 만든다. Status, Standard Fields, Custom Fields Tab을 눌러 표시되야하는 항목등에 대해 정의한다.

• Home ▶ Equipment Tab
① 정확히 매핑이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매핑 내용이 표시된다.

[참고] Setup ▶ Info, More Details ▶  Enable for BIM 에 체크한 경우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BIM 모델을 iPad 상에서 보거나 BIM 모델과 Bar Code
를 연계한 후, 현장에서 인식된 Bar Code를 통해 iPad에서 연계된 BIM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항목을 선택하고

버튼을 누른다. 예를들어 Barcode 등 현장관리, 시운전등에 필요한 항목에 정보를 입력한다.

[참고] Equipment의 Barcode는 COBie의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 입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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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Pad 에서 Equipment를 선택한다.

④ Equipment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기입된 정보가 표시된다. 오른쪽 위쪽의 Show in Model 버튼을 누른다.

⑤ 다음과 같이 매핑된 모델이 바로 화면에 표시된다.

⑥ 마찬가지로 해당 작업은 손쉽게 Barcode만 스캐닝 하는 것 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 Sync 되면 Navisworks의 특성창에는 BIM 360 Field Web에서 기입한 정보가 표시되어 상호 연계 작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보창에서 상태
(Status)를 매개로 Set 을 만들어 색상을 변경하여 화면에 표시(Appearance Profiler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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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기반의 장비관리
• Home ▶ Equipment Tab
① 직접 입력하는 경우,

, +Add 버튼을 누르고, 항목을 기입한다.

다음과 같이 추가한 항목이 표시된다.

② Template 를 이용한 입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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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ctions 버튼을 누르고,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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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로 작성한 Template 를 활용하여 장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먼저 “Download a Sample” (6. Equipment.xls) 을 클릭하여 Template 파일을 다운 받
는다.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Excel 파일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Choose File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

Start Import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 들인다.

[참고] 템플릿 파일 사용전 반드시 유형 (Type) 과 상태 (장비의 상태) 에 대해 미리 정의해 놓아야 한다.

>

9. [과업 등록하기]

과업범주 및 과업 유형은 프로젝트에서 조직의 과업을 정의하고 조직화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따라서 미리 어떤 행태의 작업이 실행될지에 따른 범
주 및 유형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과업 등록하기
Setup ▶ Tasks
Task Categories Tab,
①

②

Edit 버튼을 클릭한다. 텍스트 박스안에 새로운 범주명을 기입한다.

+ 버튼을 누르고 완료되었으면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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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새로운 유형을 기입하기 위하여,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먼저 범주명을 선택하고 Types 항목에 유형을 기입한 후
버튼을 누른다.

Standard Field Tab,
새로운 과업을 입력하기 위하여 Home ▶ Tasks,

다음은

Add Task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 화면이다.

Custom Field Tab,
Standard Field 이외의 새로운 필드를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한 필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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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ask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 되는 항목을 결정한다.

+ 버튼을 누르고 완료되었으면

Web 사용자 가이드

2) 과업 템플릿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과업 템플릿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 매우 요긴한 기능이다.

① 프로젝트 Home 화면에서
②

Tasks 버튼을 누른다음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항목을 기입한다.

Templates 버튼을 누른다.
Saves Changes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Return to Task list 버튼을 눌러

원 화면으로 돌아간다.

Checklist, Equipment Tab 을 선택하여 Template 과 Checklist, Equipment 를 링크시킬 수 있다.

3) 과업 생성 하기
① 프로젝트 Home 화면에서
②

Tasks 버튼을 누른다

Add Task 버튼을 눌러 과업을 생성한다. 또는 생성하고 싶은 날의 달력을 두번 클릭한다.

③ 과업 창의 Details Tab 에서 필요한 항목을 찾아 기입한다. 과업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다면, 프로젝트
우, 기 생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수정하기 위해

④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Templates 버튼을 누른다. 필요한 경

버튼을 누르고 일정, 날짜 등을 변경한다.

+ Add Task from Template 버튼을 누른다 .

Saves Changes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

Return to Task list 버튼을 눌러 원 화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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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업은 할당한 사용자와 할당 받은 사용자의 과업 항목이 표시된다.

[참고] Assign Task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용자에게 Task 를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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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리포트 출력]

생성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출력하려면 반드시  Include in Reports 항목이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

Home ▶ Reports

[참고] 이슈, 체크리스크, 장비, 과업, 어카운트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 Report 의 출력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① 먼저, 원하는 Report 유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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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하는 리포트 유형 선택,

③ 각각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출력할 파일의 형식을 지정한 다음,

④ 다음과 같은 리포트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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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now 버튼을 누른다. View in a New Window를 클릭한다.

Web 사용자 가이드

[참고] 매번 동일 시기에 반복되는 리포트를 생성하려면,

[참고]

Schedule 버튼을 누르고 반복 일정을 지정한다.

Save Report 버튼을 누르면, 지정해 놓은 내용이 저장되어 Saved 항목에 표시되어 설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후에 동일 내용을 출

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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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BIM 360 FIELD

App 사용자 가이드
Autodesk BIM 360 Field App 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에서 BIM 360 Field 프로젝트에 로그인하여,
2. 새로운 이슈 (Worklist, Punchlist, Quality 리스트등)를 생성하거나 리뷰 또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업데이트 한다
3. 회사 표준으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QAQC, Safety, Commissioning 관련 체크 리스트를 생성한다.
4.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도면을 리뷰, 마크업하는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우, *.pdf 파일 뿐 아니라 업로드한 3D 형식의 Navisworks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5. 한번 내려받기 과정이 진행된 후에는 더이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작업한 정보는 Sync 기능을 활용하여
작업 관계자와 공유한다.

6. iPad 의 기능을 활용하여 현장의 사진을 찍거나, 바코드 기능을 활용하여 장비와 연계된 정보를 활용한다.
먼저, App Store 에서 BIM 360 Field 를 다운 받는다.

>
•

1. [App 실행하기]
BIM 360 Field App 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 오른쪽 아래의

Login person icon 을 클릭하고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참고] BIM 360 Field Web 을 통해 등록한 것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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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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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이 되고 나면 BIM 360 Field Web 에 등록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표시된다. 사용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

Synchronization 버튼을 누른다음, Sync Settings 화면에서 Upload (iPad 에서 생성된 정보를 BIM 360 Field Web 으로) 또는 Download (BIM 360

Field Web 에서 갱신된 정보를 iPad 로) 항목에서 필터를 지정한 다음

Sync 버튼을 누른다.

[참고] 정보를 다운 받는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려받기에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필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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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업한 정보 (정보의 변경, 추가등) 가 변경되는 경우, Sync 기능을 활용하여 작업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하여도, 내용을 Sync 하지 않으려면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Upload setting 화면에서 항목을 삭제하거나, 또는 Off 시키면 된다. (이 경

우 Sync 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된 정보는 iPad 에 그대로 유지된다.)

>
1.

2. [이슈관리하기]
Go To 버튼을 누르고, 제일 위쪽의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슈를 생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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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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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튼을 누르고 특정 위치를 먼저 선택한다.

[참고] 표시되는 위치 정보는 Setup ▶ Locations 항목에서 입력한 정보이다.

3.

“+”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슈를 생성한다.

4. 이슈에 대한 설명, 유형등을 기입하거나 선택한다.

5. 미리 생성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이슈를 생성하려면, 템플릿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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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 도면, 문서 등의 정보를 이슈에 첨부 하려면, Attachment 옆의

버튼을 누르고

7. Add attachment 를 클릭하고,

8.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첨부하거나,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URL 등을 기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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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ushpin 기능을 사용하여 이슈를 생성하려면 (도면을 기반으로 이슈를 생성하려면) ,

버튼을 누른다.

[참고] 다음 화면은 도면이 한번도 불러들여지지 않은 경우이다.

10. Add form Library 버튼을 누르고, 라이브러리에 올려놓은 도면을 선택한다.

11. Pushpin 버튼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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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슈를 생성할 위치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다.

도면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마크업하는 등의 별도의 작업이 가능하며,
력되는 영역을 표시한다.

13.

List 버튼을 누르면 생성한 이슈 리스트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새로 생성한 이슈는 Sync 작업이 진행되기전까지 ID 가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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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파란색의 영역범위는 Report 생성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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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성한 이슈를 Sync 한다.

15. Sync 된 정보가 (Date Created 항목을 보면 확인이 용이하다) Web 에 업로드 된 것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16. Sync 된 정보의 앞에는 파란색의 점이 표시되고 관리를 위한 ID 가 자종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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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크리스크 생성하기]

체크리스트는 Web에서 생성한 회사표준 QA/QC, 안전, 시운전들을 위해 Web에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이슈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2.

Go To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선택한다.

[참고] 파란색의 List 버튼은 동일한 체크리스크로 작업한 내용이 있음을 표시하며 버튼을 누르면 생성했던 날짜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3. 체크리스크 작업중 이슈가 생성되면 (예를 들어 상태가 NO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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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새 이슈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동일한 체크리스크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려면 화면 아래부분에서

>
1.

버튼을 클릭한다.

4. [장비관련작업]
Go To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클릭한다.

2. Equipment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기입된 정보가 표시된다. 장비의 상태등 필요한 정보를 갱신한다.
오른쪽 위쪽의

Show in Model 버튼을 누른다. 다음과 같이 매핑된 모델이 바로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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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찬가지로 해당 작업은 손쉽게 Barcode 만 스캐닝 하는 것 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Gadgets 버튼을 누른 다음,

Barcode Scanner 를 선택한다. 스캔 상자내에 Barcode 또는 QR code 를 위치 시킨다.

\

4. 정상적으로 Barcode 가 인식되면 연계된 위치의 이슈 또는 장비등의 항목이 화면에 표시된다.

[참고] Sync 되면 Navisworks 의 특성창에는 BIM 360 Field Web 에서 기입한 정보가 표시되어 상호 연계 작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갱신된 상태
(Status) 를 매개로 Set 을 만들어 색상을 변경하여 화면에 표시 (Appearance Profiler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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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장비에는 정보를 첨부하거나, 사인을 하는 등의 부가적인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

5. [과업실행]

사용자들은 작업 지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 작업을 진행하거나, 직접 과업을 생성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Go To 버튼을 누르고,

2. 항목 옆의

버튼을 클릭한다. 작업지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된다.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세부 내용이 표시된다.

3. 프로젝트 관리자가 링크 시켜놓은 정보, 체크리스크, 장비리스트 등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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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장에서 라이브러리의 활용]

현장에 도면을 들고갈 필요 없이, *.pdf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해 놓으면 iPad 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현장에서 도면을 확대해 보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슈를 생성할 수 있다.

1.

Go To 버튼을 누르고,

Library 버튼을 클릭한다.

2. 업로드해 놓은 파일을 선택한다.

3. 도면이 표시되면, 일반적인 iPad 기능을 활용하여 확대 축소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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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을 보다가 해당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일을 열어보거나 또는 이슈를 바로 생성할 수 있다.

>
1.

7. [3D, BIM 모델 보기]
Go To 버튼을 누르고,

Models 버튼을 클릭한다

2. 저장된 3D 모델의 목록이 표시된다.

3. 목록을 선택하면 3D 모델이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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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하다.
① 뷰를 확인 조정한다.
• Walk Widget 버튼을 누르고 상,하,좌,우로 손가락을 움직이면 해당 방향으로 뷰를 이동 시킬 수 있다.
• Gravity 버튼을 누르면, 중력이 작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 Immersive view 버튼을 누르고, iPad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iPad 가 가리키는 방향에 맞추어 모델이 화면에 표시된다.
• Home View 버튼을 누르면 처음 시작했던 상태의 뷰를 표시한다.

[참고] 아래쪽의 도움말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객체를 선택한 후 View Properties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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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택한 객체의 화면 표시 여부를 조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표시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 Models & Hidden Object 버튼을 누르고 Hide를 클릭하면 선택된 객체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화면에 재표시하려면 눈 아이콘을 클릭한다.

• 객체를 선택하고 Isolate Object 버튼을 누르면 해당 객체만 화면에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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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체 간, 지정한 두 점간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다.

⑤ Navisworks 또는 생성한 뷰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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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촬영한 사진 관리하기]
Go To 버튼을 누르고,

Photos 버튼을 클릭한다

2.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표시된다.

3. 사진을 보다가 해당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일을 열어보거나 또는 이슈를 바로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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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모바일 폰의 사진, 이메일 기능을 활용하여 이슈 전송, 등록하기]

• BIM 360 Field 에 접속한 후,

Inbox 를 클릭한다.

•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프로젝트 메일 주소를 복사하여 미리 주소록에 등록한다.

[참고] 일반적으로 projectname@velaserver.com 이라는 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모바일 폰을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projectname@velaserver.com 로 메일을 발송한다.
• View Issues 를 선택한 다음,

• Filter ▶ Emailed Issues 로 필터를 지정하고 Search Issues 버튼을 누른다.

선택한 후 이메일로 발송된 동영상,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에 태그를 붙이는 등의 설명을 추가 할 수 있다.

• 이슈를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세부 사항을 수정한다.

[주의사항] 메일을 통해 이슈가 전송되면 자동으로 “Draft” 상태로 저장된다. 사안에 따라 “Open” 으로 변경하여 생성된 issues 를 등록한다.

책자에 표시되는 회사명 및 작업 모델은 실제 프로젝트의 내용과 무관하며 또한 본 책자는 오토데스크 기술팀의 허락하에 배포되거나,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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