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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파일 공유 및 데이터 교환 ✓ ✓ ✓ ✓ ✓ ✓
사내 Civil 3D 설계 공동 작업 ✓ ✓ ✓
여러 회사 간 Civil 3D 설계 
공동 작업 ✓ ✓ ✓
버전 제어 및 버전별 파일 비교 ✓
프로세스 관리 ✓
사무실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슈 및 마크업 
처리

✓
단일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 
관리 ✓ ✓ ✓ ✓

Civil 3D 공동 작업 솔루션 기능을 비교해 보세요 

Civil 3D에서 제공하는 공동 작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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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일 공유 및 데이터 교환 – 읽기/쓰기 권한을 허용하여 
활성 상태의 설계 문서를 공유하고 폴더 및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자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 파일 및 데이터 참조 액세스 – 회사 
방화벽 외부에서 원격 위치에 있든, 같은 위치에 있든, 여러 
분야에 걸쳐 있든 상관없이 팀과 실시간으로 설계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  버전 제어 및 버전별 파일 비교 – 언제든지 이전 버전의 
설계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반복 및 시트 
레이아웃을 병렬 배치 뷰 또는 오버레이 뷰에서 비교하면서 
설계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D.  프로젝트 관리 – 공통 프로젝트 리포지토리에서 작업 결과물을 
추적하고 납기에 맞춰 공유할 수 있습니다.

E.  사무실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문제 식별 및 마크업 작성 –  
이를 통해 사업 책임자, 프로젝트 관리자 등 더욱 폭넓은 
사람들이 설계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변경 
사항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단일 리포지토리에 데이터 유지 
관리 –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연결성이 
지원되므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설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조정, 프로젝트 납기 준수 및 검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여 수익성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동작업 도구를 갖추면 업무 성과 및 역량을 높여서 프로젝트 팀의 
공동 작업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촉박한 일정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 적합한 Civil 3D 공동 작업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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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M 360 Design에는 문서 관리 모듈, 관리자 모듈 및 BIM 360 Docs의 다른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율을 위한 솔루션 비용

서버 기반 응용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에는 모바일 마크업, 문제 관리 및 설계 검토와 같은 기능이 부족합니다. 

또한,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중앙 집중화하지 않는 단절된 솔루션으로 인해 데이터를 이동해야 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저하1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복잡한 AEC 프로젝트 
수명주기 지원 부족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지연과 재작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역량을 
확대하고, 분산된 솔루션으로 인한 충돌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FTP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프로젝트 설계 파일을 이미 사용 중인 로컬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여러 회사와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설계 작업에 대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는 Civil 
3D 및 Revit 클라우드 공동 작업 솔루션은 BIM 360 Design뿐입니다. 변경 사항의 시각화, 문제 및 
주석 관리 및 모바일 마크업 기능을 갖춘 BIM 360 Design은 프로젝트 팀을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인 
동시에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반에서 설계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Vault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Vault는 온프레미스 로컬 작업 
공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IM 360 Design은 방화벽 
외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액세스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

Revit과 함께 
BIM 360 Design
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가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Revit을 
사용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설정에서 
Civil 3D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IM 360 Design
의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Revit 
사용자와 Civil 3D 사용자 간의 
연결이 지원됩니다.

자세히 보기 >

참고 자료:
1. https://www.forbes.com/sites/benkepes/2014/06/20/death-by-1000-apps-the-truth-behind-cloud-application-ecosystems/#4957cca13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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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비용 $ $ $ –
하드웨어 설정 - 
인건비

$ $ $ –

주간 유지 관리 - 인건비 $ $ $ –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 $ $ –
솔루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 $ $ $

Autodesk 및 BIM 360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desk, Inc. 및 그 자회사/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Autodesk는 언제라도 예고 없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및 사양과 가격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 문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기 또는 그래픽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9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BIM 360 Design은 언제 어디서나 Civil 3D 및 Revit
에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de.sk/B3Design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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