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실무 적용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간섭체크 솔루션

Clash Detector V1.0는 설계 도면의 간섭 검토에 있어
다양한 공종별 간섭 체크를 수행하고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Report를 출력할 수 있는
Autodesk Navisworks 용 프로세스 최적화 3rd Party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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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Navisworks의 리본메뉴를 통해 일체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lash Detector는 Clash Review, Design Review, Tool로 3개의 업무분야별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널 안에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Clash Review 주요기능

Clash Check를 실행하고 추출된 Clash에 대한 보고서 및 수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Clash Review
간섭 검토 실행 후 간섭현황, 코멘트 작성, Update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체 Clash List 표시
 선택된 Clash Group의 공정 진행률 안내
 선택된 Clash Group에 대한 Update, Compact, Delete 기능 수행
 선택된 Clash Group의 상세 내용 확인
 선택된 Clash 항목에 대한 다양한 View Mod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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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Clash 항목 내 Status, Comment, Assigned To 내용 파일
생성 및 로드 기능 제공
 선택된 Clash 항목과 동일한 Item의 Clash 항목 List 출력

Discipline
간섭 검토 수행을 위한 공종 분류 자동화 수행 기능입니다.

Clash Check
분류되어 있는 공정을 선택하여 간섭 검토 기능을 수행합니다.
 Clash Group의 대표 이름 설정
 PBS의 항목 간섭 검토 수행
 간섭 검토 옵션 선택 기능
 간섭 항목 이름과 시작 인덱스 설정
 간섭 체크 진행할 항목 선택
 간섭 검토 아이템 상세 조건 설정
 입력된 조건의 저장, 불러오기, 초기화
 간섭 검토 결과에 대한 Group 조건 선택 및 적용

Clash Report
간섭 검토 항목을 Excel Report로 출력해 줍니다.
 생성할 Excel Report 파일 리스트 및 Clash Sheet List 표출
 Report 파일, 간섭 항목 Sheet 추가, 삭제 기능
 Excel Report 내 Clash List 표출
 선택한 Clash 항목에 대한 Report 미리보기 기능
 간섭 항목 외 형상이미지 흐리게 표출 기능
 Excel Sheet 내 Comment 수정 시 Clash Comment 저장 기능
 Report 항목 단순화(Index 및 Counting 정보 출력)
 선택한 Report List 항목에 대한 자동 Index 저장 기능

Tools 주요기능

Clash Check 및 Report 작성을 위한 설정 값 입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Viewpoints
간섭 검토 항목을 Navisworks Simulate, Freedom에서도 검토 할 수 있도록 선택된 Clash들을 Viewpoint로 변환해 줍니다.

Rule Set

Option

PBS, Discipline Insulation, 관리폴더 등의 Clash Check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Discipline Rule Set 파일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Discipline 설정 파일에 대한 추가, 삭제, 적용 기능
(Rule Set 파일은 폴더 구조 형태로 Local PC 혹은 공용폴더에 생성)

 Common : PBS, Bay 및 관리폴더 설정
 Discipline : 공종 설정 및 모델 상세 검색 설정
 Insulation 설정
 전체 설정을 내보내기 , 불러오기 및 파일 저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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