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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Revit®은 완벽한 건축 

설계 및 문서화 솔루션으로서 건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단계의 설계 

도면 및 일람표 작성을 지원합니다. 

Revit은 매싱 및 컨셉 연구에서부터 

상세 시공 도면과 일람표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구를 제공해 건축팀의 생산성, 

조정 방식, 품질 개선을 지원합니다.

Revit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AutoCAD®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AutoCAD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Revit의 성능을 이해하도록 돕고 

Revit의 몇 가지 주요 특장점과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AutoCAD의 유사 

특장점과 비교합니다.

또한 Autodesk Revit과 AutoCAD

를 함께 사용해 프로젝트 및 각종 

문서 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하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AutoCAD 프로젝트에 Revit을 

활용해 설계 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Revit의 내보내기 호환성과 

AutoCAD의 외부 참조 기능에 

의존합니다.

Revit은 Autodesk® ObjectDBX™ 

툴킷을 기반으로 DWG™  

호환성을 구현하며 AutoCAD와 

연동하여 프로젝트 팀들이 설계 

데이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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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을 AutoCAD와 함께 사용

다음은 Revit 프로젝트에서 AutoCAD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1 Revit에서 건축 모델을 만듭니다.

2 Revit에서 프로젝트용 시트를 설정합니다.

3 선택한 뷰 또는 시트를 AutoCAD 사용자를 위해 
DXFTM/DWG*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4 내보낸 DXF/DWG 파일을 AutoCAD에서 참조하고 
주석을 표시합니다.

5 외부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있으면 Revit에 외부 참조 
파일로 연계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 Revit과 AutoCAD를 사용해 
진행하게 될 작업의 워크플로우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 Revit에서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 필요한 건축 축척도가 있으면 만듭니다.

 ■ 알맞은 워크세트를 정의합니다.

 ■ 빌딩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 Revit에서 예비 시트를 설정합니다.

설계 단계 

 ■ 필요한 확대 축척도가 있으면 만듭니다.

 ■ 빌딩 모델링을 계속 진행합니다.

 ■ Revit에서 시트의 “카툰 세트”를 만듭니다.

 ■ 연결해 놓은 파일을 AutoCAD로 내보낼 수 있도록 
폴더를 설정합니다.

실시설계 도면 제작 

 ■ 필요한 상세도를 만듭니다.

 ■ 건물의 상세 설계를 시작합니다.

 ■ 기존 라이브러리에서 재사용할 상세 요소를 결정합니다.

 ■ 추가할 시트가 있다면 시트의 카툰 세트를 수정해 
그 안에 포함시킵니다.

 ■ AutoCAD에서 작업할 시트 목록을 작성합니다.

 ■ 이 시트 목록을 내보냅니다.

 ■ AutoCAD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하는 Revit 뷰에 
연결합니다.

실시설계 도면 완료 

 ■ 만든 파일을 저장합니다.

1

* DWG는 오토데스크의 AutoCAD® 소프트웨어를 위한 네이티브 파일 형식이며 Autodesk, Inc.의 상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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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모델을 내보낼 준비를 할 때, 내보내기 방법, 파일 명명 
규정, 데이터 내보내기 옵션, 도면층 지정 표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뷰 또는 시트 내보내기
AutoCAD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뿐만 아니라 
Revit의 설계 도면 제작 진행 상황에 따라 뷰 또는 시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뷰를 내보내면 현재 선택한 Revit 뷰의 DWG 또는 DXF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뷰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데이터는 
모두 DWG 또는 DXF 형식의 파일에 블록으로 삽입됩니다. 

이 방법은 AutoCAD에서 선택한 뷰에만 주석을 표시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vit에서 시트 전체를 내보내면 DWG 또는 DXF 파일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한 파일에는 각 뷰의 뷰포트를 포함한 
시트 정보(경계, 제목 블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Revit 뷰는 시트 파일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개별 파일이 
되어 해당 뷰포트에 나타납니다. 모든 파일이 동일 디렉토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적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명명 규정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파일 이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Revit 명명 규정을 따르십시오.

내보낸 시트
[프로젝트 파일 이름]-[뷰 범주]-[시트 번호]- [시트 이름].
[확장자]

내보낸 뷰 (시트 상)
[프로젝트 파일 이름]-[확장자]-[뷰 범주]- [시트 
번호]-[시트 이름]--[뷰 식별자].[확장자]

 ■ 프로젝트 파일 이름: Revit 파일의 이름

 ■ 확장자: 표준 Revit 파일 확장자(rvt, rft, rfa) – Revit에 
열어놓은 파일에 따라 달라짐

 ■ 뷰 범주: 평면도, 3D 뷰, 입면도, 단면도, 제도 뷰 또는 
도면 시트

 ■ 시트 번호: 표준 시트 번호

 ■ 시트 이름: 표준 시트 이름

 ■ 뷰 식별자: 표준 뷰 이름

 ■ 확장자: 내보낸 DWG 또는 DXF(사용자 선택 사항)

데이터 내보내기 준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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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내보내기 준비

데이터 내보내기 옵션 
‘내보내기(Export)’ 대화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범위(Export Range): 현재의 뷰 또는 뷰/시트 세트를 선택합니다. 
후자는 일정 범위의 뷰를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보내기 도면층 파일(Export Layers File):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파일은 현재의 
내보내기 도면층 표준입니다. 원한다면, 다른 내보내기 표준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도면층 지정 표준
‘도면층 내보내기(Export Layers)’ 대화상자에서, Revit 호스트 구성요소들의 범주와 세부 
범주는 DWG 또는 DXF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면층 이름과 컬러 번호로 매핑되는데, 
이 때, Revit\Data 디렉토리에 있는 특수 텍스트 파일에서 지정한 설정을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Revit은 가장 마지막에 지정한 도면층 내보내기 표준을 따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AIA, BS1192, ISO 13567, CP 83 표준에 부합하는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표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좌우되는 사용자 지정 도면층 지정 표준을 워크플로우에 통합해 이를 외부 파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 플랫폼 환경 안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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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기법들은 다중 플랫폼 프로젝트 환경에서 
워크플로우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일 연결
Revit에서 내보낸 DWG 또는 DXF 파일에서 직접 제도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AutoCAD 외부 참조(xref)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utoCAD에서 빈 도면을 열고 
Xref Manager를 이용해 내보낸 Revit 뷰를 ‘참조용 
오버레이(Overlay for Reference)’ 유형으로 첨부합니다.

뷰 및 외부 데이터 참조
Revit에서는 좌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만 하면 외부에서 생성한 
데이터와 건축 모델 사이에서 정밀한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내보낸 DWG 또는 DXF 데이터를 
AutoCAD에서 참조할 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다시 Revit으로 가져올 때 오프셋 발생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AutoCAD에서는 xref를 이용할 때 삽입점으로 ‘0,0,0’을 
이용합니다. 이 삽입점을 ‘화면에서 지정(Specify On-
screen)’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사용자 좌표계를 
지정하거나 w-블록을 사용하면 AutoCAD 데이터를 다시 
Revit으로 가져올 때 새로운 원점과 오프셋이 생깁니다.

삽입점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생성한 데이터의 참조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건물의 형상은 최고의 시각적 
피드백으로서  정렬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드 교차점에 지점 또는 기타 참조 마크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Revit의 스내핑(snapping), 정렬
(alignment), 잠금(locking) 기능으로 정밀하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도면 이름 지정
기본적인 Revit 명명 규정을 따를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의 “명명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Revit 밖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도면이 Revit에서 내보낸 
데이터를 외부 참조로 삼을 경우, 적합한 파일 이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DWG 또는 DXF 파일의 이름에 접두어나 
접미어를 추가해 새로운 파일 이름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도면은 다음과 같은 파일을 외부 참조로 
삼을 수 있습니다.

Hotel ProdEx-MT Copy-rvt-Floor Plan-Level 
16-Mechanical.dwg

이 도면을 다시 Revit 뷰 ‘Level 16 - Mechanical‘로 가져올 
때,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Hotel ProdEx-MT Copy-rvt-Floor Plan-Level 
16-Mechanical-ANNO.dwg

AutoCAD에서 도면 작성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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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부 시스템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Revit에서 
참조할 수 있어 설계 및 문서화 단계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참조 준비
AutoCAD에서는 Revit에서 내보낸 외부 참조를 업로드해 
정보의 중복 표시를 최소화합니다(임시 참조용으로 중복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파일 연결 옵션
Revit의 ‘파일(File)’ 메뉴에서, ‘삽입(Insert)’ 탭으로 들어가 
‘CAD 가져오기(Import CAD)’를 선택해 외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Revit의 ‘가져오기/연결(Import/Link) 대화상자에서는 
외부에서 생성한 문서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지원합니다.

Revit 속으로 참조데이터 삽입하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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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속으로 참조데이터 삽입하기 

가져오기 또는 연결

AutoCAD에서 생성한 DWG 또는 DXF 데이터를 현재의 
Revit 프로젝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연결(Link) (가져오기 대신): 외부 파일 변경 시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되기를 원하면 ‘연결(Link)’을 선택합니다.

 ■ 현재의 뷰만(Current view only): 연결된 파일을 
현재의 뷰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의 뷰만
(Current view only)’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석과 
치수도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축척 조절
대부분의 경우, 자동 감지(Auto-Detect)’를 이용하면 
연결된 데이터가 올바른 축척으로 생성됩니다.

도면층/레벨 컬러
아래의 세 가지 옵션을 이용해 Revit에 연결된 파일의 모습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흑백(Black and White): 외부 파일의 컬러 정보를 
무시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흑백 벡터로 표시합니다.

 ■ 컬러 유지(Preserve Colors): 외부 파일의 도면층 
또는 레벨 컬러 설정을 유지합니다.

 ■ 반전(Invert Colors): 연결된 파일의 컬러를 반전시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AutoCAD에서 
검정색 배경을 이용할 경우, Revit의 흰색 배경에서는 
컬러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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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속으로 참조데이터 삽입하기 

위치 조정 
8페이지의 “뷰 및 외부 데이터 참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면, ‘가져오기/링크
(Import/Link)’ 대화상자에서 ‘자동 배치(Automatically place)’를 선택할 때 가장 정확한 
정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배치(Automatically place): 자동 배치 시 다음과 같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중심에서 중심(Center-to-center): 연결했거나 가져온 파일의 중심을 Revit 뷰의 
중심에 맞춥니다. 이 옵션은 외부 데이터가 도면의 원점에서 벗어났을 때 이용합니다.

 ■ 원점에서 원점(Origin to origin): 연결했거나 가져온 파일의 원점을 Revit 뷰의 원점에 
맞춥니다. 이 옵션은 원래 Revit에서 만든 DWG 파일을 다시 연결할 때 이용합니다.

 ■ 공유 좌표 기준(By shared coordinates): Revit 파일에서 이용한 원점을 인지합니다. 
상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여러 건물을 한 번에 연결할 때 또는 다수의 건축 파일을 부지 
평면도 1개에 모두 연결할 때 이 옵션을 이용합니다.

수동 배치(Manually place): 프로세스 도중 오프셋과 변위가 발생했거나 상세설계를 
제도 뷰에 연결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옵션을 이용하면 외부에서 연결한 데이터를 
손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원점 커서(Cursor at origin): 연결된 파일이 원점에서 Revit 커서에 첨부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수동으로 배치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옵션입니다.

 ■ 기준점 커서(Cursor at base point): 연결된 파일이 기준점에서 Revit 커서에 첨부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 중심 커서(Cursor at center): 연결된 파일이 그래픽의 중심점에서 Revit 커서에 첨부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광범위하게 재배치된 데이터를 취급할 때 유용합니다.

 ■ 레벨에 배치(Place at level): 연결된 파일이 지정 Revit 레벨에 첨부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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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속으로 참조데이터 삽입하기 

연결된 데이터의 모습 제어
가져왔거나 연결된 데이터의 모습은 ‘객체 스타일(Object 
Styles)’ 대화상자의 ‘가져온 객체(Imported Objects)’ 
탭을 이용해 관리합니다. ‘관리(Manage)’ 탭으로 들어가 
‘객체 스타일(Object Styles)’을 선택합니다. 연결된 파일의 
각 도면층 또는 레벨에서 선 두께, 선 색상, 선 패턴, 재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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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속으로 참조데이터 삽입하기 

연결되었거나 가져온 도면에서 선 두께 지정
가져온 파일에서 선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Insert)’ 탭을 클릭해서 ‘선 두께 
가져오기(Import Lineweights)’를 선택합니다. 이 대화상자는 연결된 파일의 컬러 매핑을 
Revit 선 두께로 조정합니다. 매핑은 외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외부 텍스트 파일에서 
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리(Manage)’ 탭으로 들어가 ‘설정(Settings)’ 패널의 ‘추가 설정(Additional Settings)’ 
드롭다운에서 ‘선 두께(Linewidghts)’를 선택하면 Revit 선 두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vit 선 두께는 축척에 따라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져온 색상은 대부분 단일 선 두께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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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속으로 참조데이터 삽입하기 

연결된 파일에서 엔티티의 가시성 제어
가져온 파일에 있는 엔티티의 가시성은 ‘가시성/그래픽 
재지정(Visibility/Graphic Overrides)’ 대화상자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카테고리(Imported 
Categories)’ 탭에서는 가져온 파일 전체의 도면층별로 
또는 가져온 모든 파일에 대해 가시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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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Revit에서 빈 DWG 파일로 뷰를 내보내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AutoCAD에서 파일을 편집한 다음, 이 파일을 다시 Revit 프로젝트에 연결합니다.

평면도 뷰를 예로 들면, 아래의 절차는 AutoCAD를 이용해 Revit에서 만든 빌딩 
모델 데이터에 주석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AutoCAD로 내보내기 및 Revit에 재연결

Revit

AutoCAD

Revit DWG

새 DW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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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AutoCAD로 내보내기 및 Revit에 재연결

  1 단계  데이터 내보내기

Revit에서 단일 뷰 또는 시트 전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시트 전체를 내보낼 경우, 파일을 여러 하위 디렉토리로 
내보내고 각 디렉토리에 시트 자체와 동일한 이름을 지정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일관된 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vit 버튼 > 내보내기(Export) > CAD 형식 - DWG



Revit AutoCAD 상호운영성   I   16

절차: AutoCAD로 내보내기 및 Revit에 재연결

  2 단계      AutoCAD에서 
                제도 및 주석 표시

AutoCAD에서 각 Revit 뷰에 주석을 
표시하려면, 템플릿 파일이나 ‘처음부터 
시작(Start from Scratch)’을 이용해 
새 DWG 파일을 엽니다.

Xref Manager에서 ‘첨부(Attach)’를 
이용해 1단계에서 만든 뷰를 내보내 외부에서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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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AutoCAD로 내보내기 및 Revit에 재연결

AutoCAD에서 삽입점으로 ‘화면에서 지정(Specify On-screen)’ 대신 
‘0,0,0’을 이용해야 합니다. ‘참조 오버레이 유형(Overlay for Reference 
Type)’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파일을 다른 도면에 첨부하거나 Xref로 
오버레이시킬 때 오버레이 Xref는 첨부 문서와 달리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AutoCAD에서 제도를 시작하고 주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AP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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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도면 저장

도면은 연결된 DWG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 연결된 파일의 이름에 접미어를 추가해 파일 
이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연결된 DWG 파일의 이름이

Floor Plan-Level 1.dwg이면, 

주석을 표시한 DWG 파일의 이름은 

Floor Plan-Level 1-ANNO.dwg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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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AutoCAD로 내보내기 및 Revit에 재연결

  4 단계  편집이 끝난 DWG 파일을    
Revit에 연결

편집이 끝난 DWG 파일을 연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DWG 파일을 연결할 때 기초 AutoCAD 
xref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과 첨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Xref 파일을 첨부한 상태에서 파일 연결

이 방법에서는 DWG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를 Revit에 정확히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애초에 내보낸 파일을 여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Revit에서 뷰에 주석을 표시하는 
도중에 AutoCAD와 Revit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삽입/연결(Import/Link)’ 대화상자에서, ‘삽입(Insert)’ 탭의 
‘CAD 연결(Link CAD)’을 클릭하고 새로 만든 DWG 파일을 
선택합니다. ‘링크(Link)’(가져오기 대신)를 선택하고 ‘현재 
뷰만(Current view only)‘ 옵션을 선택합니다. ‘위치 조정
(Positioning)’에서 ‘자동 배치(Automatically Place)’를 
선택한 다음 ‘원점에서 원점(Origin to origin)’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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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AutoCAD로 내보내기 및 Revit에 재연결

파일을 연결했으면, Revit에서 만든 설계 요소를 숨깁니다. AutoCAD에서, 내보낸 
Revit 파일을 언로드합니다. Revit으로 돌아와 ‘파일(File)’ 메뉴에서 ‘연결 관리(Manage 
Links)’를 클릭합니다. 연결된 파일을 선택하고 ‘다시 로드(Reload)’를 클릭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시성/그래픽 재지정(Visibility/Graphics Override)’ 대화상자의 
‘DWG/DXF/DGN 카테고리(DWG/DXF/DGN Categories)’ 탭에서 처음에 내보낼 
때 생성된 도면층을 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중복된 엔티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초 Xref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 연결

AutoCAD Xref에서 처음에 Revit로부터 도출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DWG 파일에 주석을 표시한 다음, Xref를 언로드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이 파일을 다시 Revit에 연결합니다. 이제, AutoCAD에서는 표시해 놓은 
주석만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Revit에 연결할 때, 추가해 놓은 주석은 외부에서도 표시되지만 중복된 AutoCAD 
엔티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후 AutoCAD에서 Revit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Xref Manager에서 
Xref를 다시 로드해 해당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AutoCAD에서는 
계속 보이지만 편집이 끝난 DWG를 Revit에 연결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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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기존의 DWG 상세설계를 Revit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 단계  DWG 파일의 제도 뷰 
만들기

가져오거나 연결하기를 원하는 각 상세설계마다 
다음과 같이 Revit에서 새로운 제도 뷰를 만들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6 절차: 
DWG 상세설계를 Revit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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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DWG 상세설계를 Revit에 연결

  2 단계  DWG 파일 가져오기 
또는 연결

제도 뷰가 만들어졌으면, 외부 파일을 가져오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 뷰를 열고 ‘삽입(Insert)’ 탭에서 
‘CAD 가져오기(Import CAD)’를 클릭합니다. 최고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컬러 유지(Preserve colors)’와 ‘중심에서 
중심(Center-to-center)’ 옵션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가져오면 데이터가 Revit 프로젝트에 삽입됩니다. 
반면, 파일을 연결하면 Revit 파일의 크기가 더 작아지고 
AutoCAD에서 추가 편집이 가능합니다. Revit은 
프로젝트가 열리거나 연결 파일이 재로드될 때마다 
연결된 파일의 가장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취합니다. 
AutoCAD에서 상세설계를 지속할 계획이라면 
‘연결(Link)‘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가져오기
(Import)’는 Revit으로 상세설계를 수정할 계획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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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DWG 상세설계를 Revit에 연결

  3 단계  상세설계를 시트에 배치

제도 뷰에 각 상세설계 파일을 배치한 후, 기존의 시트를 열거나 상세설계를 위한 새 시트를 
만듭니다. ‘보기(View)’ 탭으로 들어가 ‘시트 구성(Sheet Composition)’ 패널에서 ‘시트 
새로 만들기(New Sheet)’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알맞은 제목 블록을 선택합니다.

시트를 만들었으면, 제도 뷰를 배치합니다. Revit에서 만든 뷰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 뷰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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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DWG 상세설계를 Revit에 연결

Revit에서 만든 뷰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 
뷰를 배치합니다. 뷰를 배치한 후에는 DWG 상세설계가 
Revit 세트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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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의 특징

진정한 3D 설계

Revit에서는 형상보다는 건축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Revit에서는 다양한 뷰와 일람표 사이에서 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건축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설계도를 변경할 때마다 관련 항목이 모두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파라메트릭 객체

Revit은 3D 파라메트릭 건축 요소들을 포함해, 각 
요소마다 다른 객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AutoCAD에서 사용하는 블록 및 솔리드와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 Revit에서 어느 벽의 특성에 벽이 
다음 층 또는 지붕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지정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요소를 변경하더라도 벽이 다음 층이나 지붕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치수는 건축 요소의 실제 크기에 해당합니다. 치수를 
업데이트하면 파라메트릭 구성요소는 물론,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관계가 업데이트됩니다. 치수를 잠그면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잠가놓으면, 치수 
관계가 유지됩니다. 일람표 상의 치수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일람표에서 폭 및 높이 값을 변경하면, 변경된 

크기가 모델의 구성요소에 반영되므로 치수와 그래픽의 
조정이 Revit 모델 전체에 걸쳐 그대로 유지됩니다.

패밀리와 블록

AutoCAD 사용자들은 기호를 개별 DWG 파일에 저장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Revit에서는 유사한 파라메트릭 
구성요소들을 패밀리 파일에 저장합니다. 패밀리 파일은 
다양한 유형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 데이터 정리 및 
공유가 한결 더 수월하며 수많은 배치 옵션까지 지원합니다. 
패밀리 파일은 사용자화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정렬 
평면을 수정하거나 객체에 하위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파라메트릭 객체를 만들거나 Revit
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사용자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렬과 Osnap

Revit은 임시 치수와 정렬 가이드 등과 같은 스케치 관련 
도구를 지원합니다. 정렬 가이드는 AutoCAD의 객체 스냅 
기능과 비슷합니다. 임시 선과 호 연장, 현 위치를 기준으로 
한 스냅 지점 등은 설계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Revit
에서는 구성요소를 배치해 놓고 나중에 설계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벽의 
정확한 높이에 창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을 
2D 뷰나 3D 뷰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 설계 뷰

Revit에서는 일람표를 포함해 어느 뷰에서든 구성요소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뷰를 열 
수 있는데, 어느 한 뷰를 변경하면 나머지 뷰에도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Revit은 설계 변경을 실험할 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면도와 
3D 뷰를 나란히 열어놓고 한 레벨의 구성요소를 수정할 때 
다른 레벨의 설계 의도를 간섭하는지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명령행 또는 도면층의 부재

AutoCAD 사용자들은 명령행과 도면층 제어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Revit에서는 건축 도구와 
구성요소가 리본(Ribbon)에 들어있습니다. 구성요소의 
가시성은 ‘가시성/그래픽 재지정(Visibility/Graphic 
Overrides)’ 기능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각 뷰에서 작동합니다(뷰포트 
기능인 ‘AutoCAD 고정/해제(AutoCAD 
Freeze/Thaw)’와 유사). 컬러와 
선 종류도 카테고리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구성요소는 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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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구성요소가 평면도 뷰에서는 풋프린트만 
표시되지만 3D 등각투영 뷰에서는 전체 형상이 
나타납니다.

단일 파일, 다중 사용자 프로젝트

Revit에서는 프로젝트 데이터가 한 파일 안에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 블록과 Xref 파일을 조작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한 팀으로 
작업을 진행하지만 각자에게 특정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 때,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의 
서로 다른 부분을 저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Revit 프로젝트는 워크세트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워크세트란 건축 요소들의 집합이며 한 번에 건축 
전문가 한 명씩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관계

Revit의 치수 및 정렬 잠금 기능을 이용하면 건축 
구성요소들을 상호 기준에 따라 배치해 설계도 전체에 
걸쳐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을 
2곳 이상에서 한꺼번에 잠가 벽 정렬 상태, 방 면적, 문 
및 창문 배치 등을 고정할 수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 모델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구성요소 관계는 
각자의 재량에 따라 제약 또는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잠그거나 편집 가능한 상태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위 객체가 반응합니다. 객체는 정렬하거나 
잠글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편집 명령이 줄어 작업이 
빨라지고 오류가 감소합니다.

DWG 읽기/쓰기

Revit은 Autodesk ObjectDBXTM 툴킷을 이용해 DWG 
호환성을 구현합니다. 모델을 DXFTM 및 DWG 형식으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모델을 내보낼 때, Revit이 
현재 뷰의 구성요소 및 하위 카테고리의 이름을 AIA 또는 
사용자 정의 도면층 이름과 일치시킵니다. 이러한 형식을 
2D 또는 3D 뷰로 내보낼 수도 있어 팀원 간의 정보 조정 및 
교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종이 도면 제작

도면은 모두 설계도를 만들 때 이용하는 파라메트릭 건축 
모델 하나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변경하면 도면 시트 뷰가 업데이트됩니다. 입면도, 단면도, 
콜아웃을 변경해도 즉시 모든 관련 뷰가 업데이트됩니다. 
따로 만든 뷰를 시트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 축척은 
자동 조절됩니다. 도면을 시트에 배치했다면 모델 뷰에서 
하는 것처럼 시트 뷰에서도 손쉽게 최종 배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척에 따라 달라지는 

선 두께와 축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석 크기 때문에 
복잡한 형식 변경 없이도 뷰에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WYSIWYG 디스플레이에서는 출력에 앞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팅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Revit의 플로터 하드웨어 지원은 운영 
체제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Revit은 플로터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Microsoft® Windows®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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