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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Design을 위한
Inventor – Revit 상호
운용과 시각화 협업

정승아
오토데스크



3D Factory Design



효율적인공장레이아웃구성

간섭체크및원활한커뮤니케이션제공

공장 설비 검토 및 이력 관리

Sales 및 Marketing 활용

3D Factory Design



3D 공장레이아웃



건축데이터와 3D 레이아웃연계

▪ 공장 레이아웃 데이터와 공장 건물 설계 데이터 통합

▪ Revit – Inventor 연계

▪ 3D환경에서건축데이터 가져오기

▪ 연관성유지

▪ 배치 전데이터간의간섭 파악및 검토

Factory Layout Factory Building

Data Integration

MANUFACTURED
SYSTEMS

BUILDING
DESIGN

• Designed and engineered
• Mechanical Design & Mfg Engineer personas
• Manufacturing Level of Detail

• Representation of arch, structures, MEP
• Architects, Structural, MEP Engineer personas
• BIM Level of Detail

PUBLISH BIM DATA
FOR BOM & PUBLICATION

• Simplification
• BIM connectors & Omniclass
• Associativity

REFERENCE BIM DATA FOR 
DESIGN IN-CONTEXT

• Import
• AnyCAD associativity
• Filter/section



공장 레이아웃 공장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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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 Revit 
상호운용





BIM 컨텐츠 제작

참조 설계

Revit과 Inventor 상호운용방식

연관링크

Revit 
Family



BIM 컨텐츠제작

▪ Inventor 3D 모델링 도구를 활용한
Revit 라이브러리 구축

▪ BIM 컨텐츠 제작 도구

▪ 단순화

▪ MEP 커넥터

▪ 구성요소특성입력

▪ BIM 컨텐츠 내보내기

▪ Revit Family (RFA)

▪ IFC 2X3 (IFC)

▪ ADSK



Non-Native 
File Change

Real-time 
update

AnyCAD





참조설계

▪ Revit® ↔ Inventor® 모델 간 링크 관계 유지

1. Inventor에서 Revit 뷰 선택 가져오기

2. Inventor 데이터 RVT로내보내기 → Revit에서 RVT 링크

3. Revit 모델이업데이트되면 Inventor의참조모델 업데이트



1. ‘가져온
CAD파일배치

3. AnyCAD 기능으로 Revit. 
RVT파일이참조작성

2. Revit 프로젝트에서
3D 뷰선택

4. 참조 RVT 파일이
Inventor에배치됨



1. RVT로
내보내기

2. 출력구조를
셋팅하고단순화

3. Revit .RVT로내보내기실행 4. 내보낸 RVT파일업데이트



1. ‘Revit 링크’ 2. 링크할파일선택열기 3. 링크완료





시각화협업



설계 데이터 통합 검증 및 커뮤니케이션
Navisworks

Inventor 디자인리뷰

Revit

3D CAD

간섭체크

렌더링 4D 시뮬레이션

3D 모델통합

Laser Scan

로컬,클라우드 환경 공정 데이터 연계

리포트 산출(xml,html)마크업,이력 추적



보행시선뷰
애니메이션 간섭체크

Rendering

Image VIMEK

4D 시뮬레이션



시각화기반협업

▪ 대용량의 3D 디자인/설계데이터를활용하여고품질의이미지, 애니메이션작성

▪ 다양한분석기능을통해설계 데이터의검증 및협업

▪ 웹스트리밍 / VR 방식의실시간시각화 협업

VRED



시각화기반협업

▪ 다양한형식의 3D CAD 데이터지원

VRED :: 3D 디자인/설계 데이터 활용

▪ 디자인및 설계데이터검증및 시각화를위한
대용량 CAD데이터운영능력

» CATIA V4: *.model, *.mdl, *.session, *.exp, 
*.dlv, *.dlv3, *.dlv4
» CATIA V5: *.catpart, *.catproduct, *.cgr
» Autocad: *.dxf, *.dwg
» ProE/Granite: *.prt, *.asm, *.neu, *.g
» IGES: *.igs, *.iges
» STEP: *.stp, *.step
» Inventor: *.ip, *.iam
» OpenInventor: *.iv
» Studio: *.wire
» SolidWorks: *.sldprt, *.sldasm)
» NX: *.prt



시각화기반협업

▪ 시각화비전문가를위한작업 효율성

▪ 프리셋활용 : 재질의종류별로 분류된기본재질
및 환경라이팅라이브러리제공

▪ 실시간렌더링방식의 작업편리성

▪ 작업결과물을실시간방식으로화면에서확인
하며시각화작업가능

VRED :: Easy to Use



시각화기반협업

▪ 고품질 시각화 이미지 ▪ 고급 애니메이션

▪ 제품의사전구동애니메이션을활용한설계데이터
점검

▪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추가하여 렌더링 가능

VRED :: 고품질의 시각화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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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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