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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Bexel Manager는 BIM 기술의 가장 중요한 3D / 4D / 5D / 6D 의 사용을 통합하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BIM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여러 IFC 모델을 연합BIM 모델에 신속하게 

통합 할 수 있으며 BCF 표준을 통해 다른 BIM 도구와의 공동 작업을 지원합니다. 

Bexel Manager는 간섭 검토, 물량 산출, BIM 모델 요소에 대한 비용 데이터 할당 및 수량 산출서 

생성, 4D 및 5D 스케줄 계획, 건설 시뮬레이션 및 현금 흐름 분석, 자산 관리 계획 및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BIM 분석 및 결과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 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자는 

모든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BIM 건설 관리 과정을 빠르고 통합적으로 구현, 완벽한 프로젝트 과정 

제어를 보증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모델을 검토하고 모델을 탐색; 

 모델의 시각적 프로세싱 (색상 요소 변경, 텍스처 적용, 배경 프로세싱); 

 생성된 모델의 품질 검사를 위한 Custom Breakdown 생성; 

 3D 모델에서 바로 물량 산출 제작; 

 특정 시스템의 개별 구성 요소 간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델 또는 개별 요소의 스크린 샷 생성; 

 씬, 뷰 및 애니메이션 생성; 

 간섭 검토 분석; 

 비용 산정 및 수량 산출서 생성 

 스케줄 및 스케줄 애니메이션 생성 (4D 모델); 

 스케줄 애니메이션과 비용 생성하기 (BIM 5D 모델); 

 4D / 5D 진행 상황 추적 및 임시 지불 인증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s) 생성 

 유지 보수 단계에서 이미 구축된 객체를 모니터링하고 BIM 6D 모델을 작성; 

 

다음은 비디오와 함께 장으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의 프레젠테이션 입니다. 절차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되며 개별 단계는 화살표로 나눕니다. 참고 및 경고는 자료에서 명확하게 

하이라이트 표시 되어있습니다. 설명 된 절차에서 오른쪽 클릭 카드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오른쪽 클릭을 위한 단축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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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XEL MANAGER 인터페이스 

 

2.1. 프로그램 실행 및 프로젝트 

2.1.1. 프로그램 실행 

바탕화면의 소프트웨어를 두 번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엽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빈 viewport 가 있는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 새 프로젝트를 열려면, 먼저 환영 창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려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X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New, Projects and 

Versions, Open, Close Project, Save, Save As, Exchange 및  Quit와 같은 명령으로 환영 창이 열립니다. 

 

 

 

 

 

 

 

 

 

 

 

 

 

 

 

2.1.2. 새로운 프로젝트 불러오기 

→ New 버튼 선택. → 프로젝트 이름과 버전을 정의 할Add New Project 창이 열림.  

→Choose 버튼을 클릭하고 

BX3, BESLN 또는 IFC 파일 형식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2.1.3. 프로젝트 실행 

→New 버튼 선택.→프로젝트 

이름과 버전을 정의 할 Add New 

Project 창이 열림. →Choose from 

Samples 버튼을 클릭하고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Sample Project를 선택.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참고: 동시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열려면, 프로그램을 두 번 실행해야 합니다. 두 개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열리고, 각 프로젝트를 동시에 프로세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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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젝트와 버전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은 BEXEL Manager에서 프로세싱한 모든 프로젝트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의 모든 후속 버전이 저장되는 

프로젝트 폴더가 처음에 생성됩니다.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은 화면의 좌측 상단 

모서리에있는 X 버튼을 클릭 한 다음 Projects and Versions 명령을 선택하여 활성화됩니다.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에서 기존 프로젝트 폴더 및 버전을 삭제, 복사, 업데이트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2.2.1. 프로젝트 버전 복사 

→ Projects and Versions 명령 선택. →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이 열림. →   

복사하고 싶은 프로젝트 버전 선택. → Copy 버튼 클릭. → Create a Copy 창이 열림. → 새로운 

복사본 이름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2.2.2. 프로젝트 버전 삭제 

→ Projects and Versions 명령 선택. →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이 열림. →  

삭제하고 싶은 프로젝트 버전 선택. →Delete 버튼 클릭.→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2.2.3. 프로젝트 버전 저장 

→ Save 명령 선택. 

2.2.4. 새로운 프로젝트 버전 저장 

→ Save As명령 선택. →새 프로젝트버전이 원본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됨 

참고: 새로 생성된 프로젝트 버전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전 프로젝트 버전을 열려면, Application Button을 

클릭하고 Project and Versions를 선택하십시오.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에 프로젝트 폴더는 

생성된 모든 프로젝트 버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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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프로젝트 버전 이름 변경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열림. → Manage 탭 선택, → Rename Project 명령 선택. 

Version name 에서 이름을 변경, 성공적으로 활성 버전의 이름이 바뀜. 

참고: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에서, 프로젝트 폴더에 문서 버전의 이름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3. 프로젝트 불러오기 및 전송 

2.3.1. 전체 프로젝트 전송 

→ Projects and Versions 명령 선택. →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이 

열림.→전송하고 싶은 버전 선택. →Open Containing Folder 버튼 선택. → 선택된 버전 

전송. 

 

2.3.2. 프로젝트 불러오기 

→ Projects and Versions 명령 선택. → 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이 열림. → Import 

버튼 클릭. BESLN 파일 형식만 선택 가능. 

 

 

2.4. 프로젝트 부분 변경 

BIM 기술은 여러 참가자가 같은 프로젝트에서 동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택 세트 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모델의 일부를 내보내려는 경우 Exchange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에서 모델의 모든 세그먼트를 BXF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 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Exchange 명령 선택. → Export 또는 Import →  Exchange Wizard 창이 열림→ 

불러오거나 내보낼 항목을 선택.→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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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젝트 폴더들은 C:\Users\Documents\Building Explorer X Projects 에 저장 되있습니다. X 는  

현재 프로그램 버전을 표시합니다. 



참고: 방금 만든 버전을 엽니다. Manage 탭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  Sources 명령 아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불러온 모델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프로젝트 업데이트 

수명주기 동안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프로세싱 및 다양한 분석 작업 과정에서 다른 하위 모듈을 추가하여 업데이트합니다. BEXEL 

Manager에서는 모든 활성 파일을 먼저 닫습니다. 그 후 Projects and Versions 창을 활성화하고 

업데이트 할 버전을 선택합니다.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 BX3 또는 IFC 형식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ject and Versions 명령 선택.→Manage Projects and Versions 창이 열림.→    

업데이트하고 싶은 버전을 선택하고 이름 변경.→Update 버튼 클릭.→선택한 모델을 

업데이트할 파일 선택. → Match Sources 창이 열림. → Match to Source 열에서 New 선택. 

→ New Source Name 창에서 새로운 모델의 이름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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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OLBAR VIEW (툴바 뷰) 

 

3.1. RIBBON TOOLBAR VIEW (리본 툴바 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면 활성 프로젝트가 프레젠테이션 필드에 표시됩니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위쪽 부분은 Manage, Selection, Clash Detection, Schedule, View, Cost, Reports, and 

Settings과 같은 다양한 탭이 있는 리본용 입니다. 탭을 활성화하면 선택한 탭 내의 개별 도구를 

포함하는 탭이 리본에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많은 수의 팔레트를 포함합니다. 팔레트에는 각각 다른 명령을 사용하는 많은 수의 

하위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개별 팔레트, 메뉴 및 도구의 가시성은 아래에서 설명 할 View 탭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1.1. 특정 뷰 활성화 

View 명령 선택 →3D Perspective View, 3D Color Coded View, Schedule View 또는 Level Map과 

같은 디스플레이 유형중 하나를 선택.→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디스플레이 유형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활성 디스플레이 유형은 프레젠테이션 필드 위에 있는 툴바와 View 탭에 있는 

Other  Views 탭에 표시됩니다. 

3.1.2. 팔레트 가시성 설정 

View 명령 선택 → Windows 버튼 선택. → 4개의 팔레트 그룹이 표시된 목록 열림. → 

하나의 팔레트를 선택함으로써, 선택된 팔레트의 가시성 선택 가능. 

 첫 그룹은 3D Perspective View, 2D/3D Orthographic View, Schedule View, 3D Color Coded 

View,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유형을 포함합니다. 

 다음 그룹은 화면 좌측에 있는 명령 팔레트를 나타내며, 요소의 구조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Building 

Explorer, Selection Sets, Custom Breakdowns. 

 다음 그룹은 화면 하단에 있으며 Quantity Takeoff, Schedule Editor, Schedule Animation, Clash 

Detection, Animations Form 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화면의 우측에 팔레트를 나타냅니다. 이 도구들은 모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Properties, Selection Info, Level Map, Documents,  Materials. 

3.1.3. 원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설정 

개별 팔레트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내에서 수동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원래 모양으로 복원하려면 View 탭에서 Reset Layout 명령을 선택하세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개별 도구의 레이아웃에 만족하면, 다른 프로젝트의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저장하고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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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 프레젠테이션 타입 

프레젠테이션 필드는 여러 방식으로 모델을 표시할 수 있는 3 차원 공간을 나타냅니다. 두가지 

유형의 기하학 모델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3D Perspective View는 모델의 투시도 뷰를 제공합니다. 

2D / 3D Orthographic View 에는 모델이 축색 측정법에 의해 나타납니다. 프레젠테이션 필드 위의 툴바에는, 

Schedule Viewer, 3D Color Coded View,  Orthographic Color Coded View와 같은 다양햔 유형의 뷰가 

나열됩니다. 이 도구들은 모델에 대한 다양한 뷰를 허용하고, 추가 설명은 아래에 나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3D Perspective View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미 작업한 모델을 열면 마지막 활성 뷰가 열립니다. 

3.2.1. 다른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표시 

3D View → 오른쪽 클릭 → New Horizontal Tab Group 명령이나 New Vertical Tab Group 

명령 선택. 

3.2.2. 명령 취소 

명령을 취소하려면, Move to Previous Tab Group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한 뷰의 메뉴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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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D 뷰 도구 

 

3D view 툴바는 프레젠테이션 필드의 위쪽 가장자리 위에 있습니다. 선택하여 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구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에도 나타나고, 동일한 방법으로 활성화됩니다. 

 

 

 

 

3.3.1. ASPECT RATIO (종횡비 도구) 

이 도구는 프레젠테이션 필드의 관계를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필드 표현 이미지는 관계를 고려해서 

생성됩니다. Auto-adjustment coefficient 는 free aspect 이고, 필드의 현재 치수에 맞게 조정됩니다. 

3.3.2. NAVIGATION (네비게이션 도구) 

개별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개별 선택 도구 입니다. 선택 항목에 아이템을 추가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할 아이템을 선택 하십시오. 선택 항목에서 아이템을 빼려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항목에서 빼기를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 하십시오. 

3.3.3. SELECTION (선택 도구) 

직사각형 선택 도구입니다. 요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 할 때, 직사각형에 완전히 포함된 요소만 표시됩니다. 

요소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시할 때, 부분적으로 직사각형에 있는 요소들을 포함해서 모든 요소를 표시합니다. 

New Selection, Add to Selection, Intersect from Selection, Subtract from Selection, 와 같은 명령을 

사용하면 기존에 선택된 아이템 그룹내에서 추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3.4. RENDER MODE (렌더 모드 도구) 

Wireframe render mode, Shaded render mode  Shaded & Edges render mode 와 같은 여러 씬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도구 입니다. Render mode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모델에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3.3.5. OPACITY (불투명도 도구) 

전체 모델에서 모든 요소의 불투명도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Trans-lux 값은 10~100%로 

지정됩니다. Reset 명령을 사용하면 모델의 원래 불투명도 값을 재설정 할 수 있으며, Reset Full 명령은 이전 

설정에 관계없이 모델의 전체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3.3.6. 사전 정의된 뷰 도구로 전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내에서 프로젝트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정의된 뷰로 프로젝트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op, Front, Front-Left ... 특히 

유용한 유형의 디스플레이는 2D / 3D axonometric 디스플레이 상단의 모습입니다. 특정 레벨의 격리로 인해 

평면도가 표시 됩니다. 

3.3.7. VIEW CUBE (뷰 큐브 도구) 

이 도구는 프레젠테이션 필드의 우측 모서리에 있는 큐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측면과 개별 표면을 

사용하여 모델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큐브 페이지는 Top, Back, Front 등과 같은 표준 디스플레이 유형에 

의해 호출됩니다. 단일 큐브 면을 선택하면 동일한 모델의 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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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FIELD OF VIEW (FOV) (시야 각 도구)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FOV 도구로 3D뷰의  Field of View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측 

범위이며 (field of observation), 시야 각과 초점거리(밀리미터)로 결정됩니다. 이들은 상호 종속적인 

파라미터입니다. 초점 길이가 작아질수록 원근감이 증폭됩니다. 

3.3.9. SCREENSHOT OF CURRENT VIEW (현재 뷰 스크린 샷 도구) 

이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 뷰에서 모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린 샷은 BMP, JPG, PNG, GIF 

파일형식으로 내보내 집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General, Level Map, Additional Information 탭이 

있는 Screenshot Configuration 창이 열립니다. 

GENERAL 탭 

 Resolution → 이미지 파일의 치수 지정 가능. 

 Keep Selected Elements Highlighted → 선택한 하이라이트 된 아이템은 화면에 동일한 

색상으로 유지됨 

 Override Visual Settings, Override Background Color, Transparent 을 선택하면 non- wallpaper 

이미지파일을 생성. 이미지 파일 프로세싱에 특히 유용함 

 Preview screenshot → 아이템 옆에 있는 박스를 체크하면, 화면에 이미지를 만들 때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열림. 

LEVEL MAP 탭 

 Level Map 카드는 화면 우측 모서리에 있는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의 

조감도와 카메라 위치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보는 각도를 알려줍니다. Level Map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탭에서 Level Map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탭 

마지막 탭에서는 생성된 이미지에 추가 정보가 표시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석을 입력하고 

글꼴의 유형 및 크기와 같은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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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resentation Field (프레젠테이션 필드) 네비게이션 

 

프레젠테이션 필드의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여 모델을 여러 디스플레이 모드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4.1. PAN MODE (팬 모드 도구) 

이 도구로 모델을 상하좌우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스크롤 버튼 누르기. 

 3D View toolbar 에서 tool 아이콘 선택. → Pan Tool →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누른 상태로 모델을 모든 방향으로 이동 가능. 

 3D View toolbar 에서 tool 아이콘 선택. → Pan Tool →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같은 방향으로 모델 이동 가능. 

3.4.2. ZOOM MODE (줌 모드 도구) 

모델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Zoom Tool을 사용합니다. 이 도구도 여러 방법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스크롤 업 (모델 확대) 스크롤 다운 (모델 축소). 

 3D View toolbar 에서 tool 아이콘 선택. → 키보드에서 위 방향키 사용 (모델 확대)  또는 

아래 방향키 사용(모델 축소). 

 3D View toolbar 에서 tool 아이콘 선택.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위로 

드래그(모델 확대) 또는 아래로 드래그(모델 축소). 

3.4.3. FIT TO BOUNDS (경계 맞춤 도구) 

프로젝트 또는 선택한 아이템을 최적으로 확대/축소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요소 선택 → 3D View toolbar 에서 tool 아이콘 선택. 

 요소나 프로젝트선택. → 마우스휠 더블클릭. 

3.4.4. ROTATE MODE (회전 모드 도구) 

모델의 회전을 허용하는 도구입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3D View toolbar 에서 tool 아이콘 선택.→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름. 

 Navigation regime 도구 활성화. → 동시에  Ctrl 을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3.4.5. 회전 타입 선택 

회전 타입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콘 옆 화살표를 클릭하여 활성화하고, 회전 타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About Camera Eye → 카메라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 

 About Camera Object → 카메라가 선택된 객체 중심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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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solate with Dim 명령 사용 후, 격리 전 단계의 비쥬얼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3.5. CONTEXT MENU (컨텍스트 메뉴) 

Context Menu 는 프레젠테이션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RC로 단축) 활성화됩니다. 네 개의 

명령 그룹이 포함 된 메뉴가 열립니다. 첫 번째 명령 

그룹은 여러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개별 요소를 격리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요소의 외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에는 프레젠테이션 필드의 배경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1. SELECT (선택 명령) 

이 명령은 개별 패밀리, 요소 카테고리 등의 시각적 

특성을 보거나 변경할 때 사용됩니다.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Select  →      

Entire Family, Category  등. 

 명령 취소 → Esc 키. 

3.5.2. HIDE (숨기기 명령) 

이 옵션은 개별 아이템, 패밀리, 카테고리를 숨기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요소 선택.→ 오른쪽 클릭 → Hide → Selected element, Unselected elements, Entire Family 등. 

 명령 취소 → Undo Visibility Change 또는 Ctrl+Z 

3.5.3. ISOLATE (격리 명령) 

이 도구는 이전에 선택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단일 아이템, 전체 패밀리, 또는 카테고리를 격리 시킬 수 

있는 도구 입니다. 각 요소의 가시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Isolate → Selected Elements, Entire Family, Entire Category 

 명령 취소 → Undo Visibility Change 또는 Ctrl+Z 

3.5.4. ISOLATE WITH DIM (희믜한 격리 명령)  

이 도구는 특정 요소의 격리 유형으로 다른 요소의 가시성과 투명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예를 들어, 모델에서 각 요소의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Isolate with Dim → Wireframe, Shaded, Shaded with 

Edges → 부적절한 요소의 투명성을 백분율로 결정합니다. → Selected elements 

 명령 취소 → Undo Isolate with Dim 또는 Ctrl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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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프레젠테이션 필드 역사 관리 

Context Menu의 이 옵션은 사용자가 배경 이미지, Grid 요소의 가시성 및 Tooltip 도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Configure Viewport 명령을 활성화하면 Background & Grid 및 Tooltip Options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Viewport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필드 오른쪽 클릭. → Viewport Options 아이템을 선택하면 Context Menu가 열림. 

→     Configure Viewport 창이 열림. 

BACKGROUND & GRID 탭 

이 탭은 배경 색상 변경, 배경 이미지 설정, 네트워크 가시성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 오른쪽 클릭 → Viewport Options → Configure Viewport 창이 

열림. → 

Background & Grids 탭 선택. → Grid 파라미터 전에 있는 박스 체크. 

 배경 색상 변경 → 오른쪽 클릭 → Viewport Options → Configure Viewport 창이 열림. → 

Background & Grids 탭 선택. → Background 섹션에서, 배경이 단색(Constant Color) 

또는 다색 (Gradient)인지 선택. → 배경 색상 선택. 

 JPG 파일을 배경으로 불러오기→ 오른쪽 클릭 → Viewport Options → Configure Viewport 

창이 열림. → Background & Grids → Sky Dome (불러온 이미지는 고상도 이어야 

합니다.) 

 선택한 아이템 색상 변경 → 오른쪽 클릭 → Viewport Options → Configure Viewport 

창이 열림. → Background & Grids 탭 선택. → Structure → 선택된 요소의 

디스플레이 설정. 

 큐브와 좌표측 보기 → Background & Grids 탭 선택. → Gizmo → 큐브와 좌표측 보기 선택. 

 

 

 

 

 

 

 

 

 

 

 

TOOLTIP OPTIONS 탭 

Tooltip은 커서를 특정 요소 위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사각형 항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거나 이 도구를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TOOLTIP SCREEN → 오른쪽 클릭 → Viewport Options → Configure 창이 열림. →     

Tooltip Options 탭 선택. → Use Tooltip checkbox를 체크해서 Tooltip의 가시성을 정의 가능. 

 Parameters 창에서, 요소의 어떤 특징들이 디스플레이 되는지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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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ed Frame 또는 floating window 현태로 표시할 수 있는 Tooltip 위치 지정 가능.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Fixed Frame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하면, Location 섹션에서 찾거나, information 

box가 있는 위치 결정 가능. 

 Reset 버튼을 누르면, 기본 설정으로 다시 전환. 

 

3.6. MODEL VISUALIZATION (모델 비쥬얼라이제이션) 

이 장에서는 Render Type 명령과 키보드를 사용하여 모델의 비쥬얼 이미지를 변경하고, 개별 요소, 

패밀리 및 카테고리의 색상을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6.1. 색상 편집 

 새로운 색상 적용 →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Change Color → Selected 

elements 명령 선택. 색상표에서 색상을 지정하거나 색상을 만들 수 있음. 

 기존 색상 적용 →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Change Color →   Pick Color 명령 

선택.→ 색상을 적용하고 싶은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Change Color → Paste Color 

 명령을 취소하려면,  Ctrl+Z키, 또는Undo Color Change 명령 사용. 기존 색상을 전체 패밀리 또는 요소 

카테고리로 전송 가능. 

 기본 색상 적용 →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Change Color → Reset to Default 

→ 요소의 색상은 기본 색상으로 전환 

 

 

 

 

 

 

 

 

 

 

 

 

 

 

 

 

3.6.2. 요소 특징 편집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Change Opacity 명령 선택.→ 투명도 레벨을 백분율로 

선택 (10-100 %). 

 명령 취소하려면,  Ctrl+Z키, 또는Undo Color Change 명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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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요소 디스플레이 편집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Render Type 명령 선택. →디스플레이 유형 지정: 

Wireframe, Shaded 또는 Shaded with Edges. →Selected elements, Unselected 

elements  등과 같은 옵션중 선택. 

 명령 취소하려면, Ctrl+Z키, 또는 Undo Color Change 명령 사용. 

 

 

 

 

 

 

 

 

 

 

 

 

 

 

 

 

 

 

 

21 

참고: Context Menu의 Change Opacity 명령과 3D View toolbar의 Opacity 명령의 차이점은, 후자는 전체 

프로젝트의 투명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Context Menu의 Change Opacity 명령을 사용하면 선택한 

요소의 투명도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7. TEXTURE APPLICATION (텍스처 적용) 

 

BEXEL Manage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모델 요소에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텍스처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1:1 비율이 되므로 최적의 이미지 크기는 JPG 형식의 1024 x 1024 픽셀 

입니다. 

3.7.1. TEXTURE 추가 

텍스처 적용하고 싶은 요소 선택. → Manage 탭 선택. → Texture Editor 버튼 클릭. → 

Textures and Mappings 목록에서 Project 폴더를 선택하고 명령 활성화. → Add Texture 버튼 

클릭. → Add Texture 창에서 원하는 텍스처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 지정. → Add Mapping 버튼 

선택. → 재료 이름을 정의하고 선택사항 확인.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3.7.2. TEXTURE 제거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 Manage 탭에 Texture Mapping 명령 클릭. →      Remove 

Texture 옵션 선택. 

3.7.3. 목록에서 TEXTURE 제거 

목록에서 텍스처 선택. → 오른쪽 클릭 → Delete 또는 Delete Textur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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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Render Type 명령은 context menu에 위치하고  Render mode는 3D View toolbar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ender Type과 Render mode 명령의 차이점은 Render Type 명령은 선택한 아이템 수만큼의 

인덕션(induction)을 디스플레이 한다는 것입니다. Render mode 전체 프로젝트의 디스플레이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텍스처 제거 프로그램을 취소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오른쪽 클릭 

→Texture Mapping → Remove Texture. 추가 텍스처 뿐만 아니라 모든 텍스처가 제거 됩니다. 

기본 Browse Global Directory 폴더는 텍스처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3.7.4. TEXTURE 편집 

 요소 선택. → Manage 탭 선택. → Texture Editor 아이콘 클릭. → Edit Mapping 버튼 

활성화.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요소 선택. → 오른쪽 클릭.→ Texture Mapping 탭 선택. → Go to Mapping → Edit 

Texture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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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사전 정의된 메트릭스에 TEXTURE 적용 

Manage 탭. → Texture Editor 버튼에 오른쪽 클릭. → Predefined Texture Mapping 명령 

선택. → Import →XLSX 파일형식 선택. → Quick Texture Mapper 창이 열림.→ Apply All 

버튼 클릭. 모든 파일은 사전에 Browse Global Directory 폴더에 정렬 되어야 합니다. 

 

3.8. WALK MODE (걷기 모드 도구) 

Walk mode는 네비게이션 도구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객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3D View Toolbar에 위치한 tool 아이콘을 클릭 

하십시오. 아이콘은 두개의 신발 모양입니다. 그런 다음 움직임의 기초를 

선택하십시오. 바닥/층(floor)만 움직이는 패드(moving pads)로 

인식됩니다. 네비게이션 할때 level mapping 도구를 사용해서 건물에 

들어가고 층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뒤로 움직임. → 키보드에 방향키 사용. 

 위 아래로 움직임. → 마우스휠 사용. 

 회전 →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문을 통과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마우스 왼쪽 

버튼+키보드에 방향키 사용. 

 Level Map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벽 통과 불가능. 

 

3.9. 단축키 

프로그램의 각 명령에는 사전 정의된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를 사용해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단축키 

목록은 문자 C를 더블클릭하면 표시됩니다.  

 

3.10.  Dimensions and Annotations 

(치수 및 주석 도구 세트) 

3.10.1. Measure Distance (거리 측정 도구) 

요소의 치수 또는 요소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입니다. 

3D View toolbar에 tool 아이콘 선택. → 측정 단위와 최종 거리를 기록하는 방법을 선택하려면 

아이콘 옆 화살표 클릭. → 측정하려는 거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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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SPOT ELEVATION (고도 측정 도구) 

모델의 0.00각도와 관련하여 선택된 점의 높이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3D 좌표 측정에는, 선택된 

아이템이 선택되는 층이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된 점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층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고도가 원래 프로젝트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정의된 경우, 모델이 

지오레퍼런싱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절대 고도 값 아래의 Spot Elevation도구가 점의 실제 고도  

값을 제공합니다. 기준 층 

외에도, 앙각 (elevation 

angle) 이 제공됩니다. 

 3D View toolbar 에서 

아이콘선택→Spot 

elevation아이콘선택.→

높이를 측정하고 싶은 점 

선택. 

 

3.11. ENABLE SECTIONING (단면 도구 사용) 

Section plane 도구는 프로젝트의 여러 교차 단면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XY, YZ 또는 

ZX 평면과 평행 한 교차 단면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시각적 프레젠테이션과 모델의 품질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3.11.1. SECTION PLANE (단면 생성) 

 View 탭 선택. → Enable Sectioning 아이콘 클릭. → Section plane level 편집 메뉴 열림. 

→ Active Planes 버튼 클릭. → Plane 1 단면 선택. → 단면의 위치가 프로젝트에서 

설정됨. 

 

 

 

 

 

 

 

3.11.2. SECTION PLANE (단면 편집) 

 Edit 명령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편집하고 싶은cross-section 선택. 

 Tab 키 - 단면의 오리엔테이션 변경. 

 Space 키 – 벡터의 오리엔테이션을 변경하고 단면 자체의 방향 변경. 

 Enter 키 – 사전 설정된 단면. 동시에 6개의 수평 단면을 저장 가능. 

 벡터를 따라 단면 이동. → 벡터를 선택하고 벡터의 방향과 평행한 단면의 위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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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ILDING EXPLORER 팔레트 

 

개별 팔레트의 표시는 View탭에 있는 

Windows도구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스크린의 왼쪽에 Building 

Explorer 팔레트를 제시 할 것입니다. 

Building Explorer는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 내부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동기화를 위한 패널이 있습니다. 3D 

display, 2D / 3D orthographic view 

또는 Schedule Viewer와 같이 모델의 

모든 유형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변경사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Elements 패널에서 특정 요소를 

지적하면 다른 창의 해당 요소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Building Explorer 

에는 네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Elements, Spatial Structure, Systems 

and Workset Structure. Building 

Explorer 카드의 각 요소 그룹 앞에 

다른 색상에 원이 있습니다. 회색 원은  

그룹이 활성 상태가 아니며 프레젠테이션 필드에 표시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원은 그룹이 

전체적으로 표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주황색 원은 카테고리 내의 특정 패밀리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프레젠테이션 필드에 표시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4.1. ELEMENTS (요소)  

Panel elements는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 목록을 포함하며 패밀리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패밀리는 카테고리의 하위 그룹입니다. 요소는 치수, 재료, 마감 등과 같은 공통된 특성에 따라 

패밀리로 나뉩니다. 패밀리 및 카테고리로 요소를 분배하는 것은 모델이 원래 모델링 된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됩니다. 

 

4.2. SPATIAL STRUCTURE (공간적 구조) 

이 프로젝트는 실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분할에 유용한 개념을 

나타냅니다. 공간 분포는 원래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파생되지만 BEXEL Manager에서는 일부 

요소를 다른 Story 또는 Building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Story 또는 Building로 개별 요소 편집. → Manage 탭 활성화. → Edit Spatial Structure 

도구 선택. → Move to Building 또는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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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YSTEMS (시스템) 

System 카드는 건물의 개별 설치 요소를 검사하여 하수도, 급수 장치, 에어컨 등과 같은 개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치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Systems 탭은 System Name 특성과 연결됩니다. Workset 특성과는 다르게, System 특성은 

개념으로서 Revit 프로그램과 IFC 파일 형식에 존재합니다. 즉 이 특성이 포함된 IFC 파일 형식의 

요소가 Systems 팔레트에 표시됩니다. BEXEL Manager는 사전 정의된 시스템과 이름의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4.4. WORKSET STRUCTURE (워크세트 구조) 

 

사용자는 Revit 프로그램등에서 정의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BEXEL Manager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Revit 프로그램에서 특정 그룹을 자유롭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Workset 특성은 Workset Name 특성과 연결되 있습니다. 

 

5. PROPERTIES 팔레트 

 

화면의 오른쪽에 팔레트 그룹을 표시합니다. 이 

팔레트는 properties, selection information, 

level map, materials and documents 입니다. 

선택된 아이템에 각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팔레트는 요소의 사전 태깅 된 특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요소 특성은 Analytical 

Properties, Constraints, Construction, Dimensions, 

General 등과 같은 정보 유형별로 그룹화 

됩니다. 

5.1. 새로운 PROPERTIES 팔레트 

추가 

요소 선택 → Property 팔레트 선택. 

→ Property 드랍 다운 메뉴 클릭→ New 

버튼 클릭하고 이름과 특성을 배치할 그룹을 

지정. → Fx 버튼 더블클릭. → Element 

버튼 클릭. →선택한 아이템을 더블 클릭한 

다음 수학 기호와 다른 공식 작성 항목 

선택.→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요소의 새 특성은 이전에 정의한 

그룹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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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EXEL Manage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여러 요소에 새 속성을 추가하거나 제작 도구 소프트에워의 

요소에 추가 된 기존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2. PROPERTIES 팔레트 편집 

요소 선택. → Property 팔레트 선택. → 선택한 요소에 오른쪽 클릭. →Edit 명령 선택. 

5.2.1. SELECT ELEMENTS BY VALUE (요소를 값으로 선택 명령) 

요소 선택. → Property 팔레트 선택. →선택한 요소에 오른쪽 클릭. →   Select Elements by 

Value 명령 선택. → All 또는 Only Visible 옵션 선택. 

5.2.2. COPY TO CLIPBOARD (클립보드로 복사 명령) 

텍스트 편집기에서 요소의 속성 값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복사 할 수 있는 도구.  

요소 선택. → Property 팔레트 선택. →선택한 요소에 오른쪽 클릭. → Copy to Clipboard 

명령 선택. → 원하는 프로그램 오픈. → 빈 시트에 Ctrl+V 키를 사용해서 붙이기. 

5.2.3. VIEW VALUES OF THIS PROPERTY (속성 값 보기 명령) 

요소 선택. → 원하는 특성을 고른 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 

View Values of Property 명령 선택. →     

Property Values 창이 열림. →Ctrl+A 키로 

특성의 모든 값을 선택. →Copy to 

Clipboard 명령 선택. 

→  원하는 프로그램 오픈.  →빈 시트에 

Ctrl+V 키를 사용해서 붙이기. 

5.2.4 ENDLESS ATTRIBUTES DISPLAY 

요소 선택. → Property 팔레트 선택. 

→ Options and Filters 명령 선택. 

디스플레이될  

특성 정의. 

 

6. SELECTION INFO 팔레트 

Selection Info 팔레트는 화면의 우측 

모서리에 있는 그룹의 일부입니다. Select 

Elements, Select Structure, Structure drop-

down window과 같은 명령을 포함합니다. 

Structure 창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amily, Spatial, 

Selection Sets, Systems, Worksets. 선택한 

분류에 따라 요소가 배열되고 표시됩니다. 

Selection information 창은 하이라이트된 

아이템이 없을 때 비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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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 Regime 도구 활성화. → 객체를 선택 → Selection Info 창에 선택된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됨. 

 Structure 열에 요소가 정렬되는 분류를 정의. 분류는 변경 가능 

 지정한 선택된 아이템의 수 표시 가능. 

 
참고: Selection Info는 선택된 요소의 다른 분류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Family, Spatial, 

Selection Sets…) 

 

7. LEVEL MAP 팔레트 

이 소프트웨어 모듈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함께 개별 레벨에서 

프로젝트 레이아웃을 표시합니다. 카메라는 연 황색 원으로 표시되며 프레젠테이션 필드에서 프로젝트 

보기 각도를 변경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전체 프로젝트를 Level Map 프로그램 모듈로 

둘러싸고, 건물 안의 특정 층에 배치하고 건물의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Level Map 창의 모든 변경 사항은 

즉시 프레젠테이션 필드에 투시 됩니다. 

 

7.1. LEVEL MAP에 레벨 위치 지정 

Level Map 팔레트 선택. → Story 창에서 원하는 레벨 지정. 

 

7.2. LEVEL MAP에 레벨 표시 편집 

Level Map 팔레트 선택. → Level Map Options 명령 활성화. → Background color, level display, 

elements to be displayed, 등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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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mbed files in project 또는 Link files to selected elements 형태로 파일을 요소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요소에 첨부하는 파일들이며 동시에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일부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8. MATERIALS AND DOCUMENTS (재료 및 문서 팔레트) 

 

8.1. MATERIALS 팔레트 

Materials 팔레트는 원하는 수의 요소를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요소 패밀리의 이름과 선택한 아이템의 

재료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Ctrl 키를 사용하여 특정 항목에 새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즉시 표시됩니다. 

 Documents 팔레트를 사용하면 세부 정부 

표시, 사이트의 사진, 웹 페이지 링크 등과 같은 

파일을 특정 요소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Registry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에 등록된 모든 문서가 있는 

레지스터가 열립니다. 

 

8.2. 파일 추가 

문서를 할당할 요소를 선택. New 버튼 

옆 화살표 클릭. → 파일 유형 선택: 

File Document 또는 Web Document. 

→ Add Linked Documents 창이 

열림. → Add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파일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9. SCENES AND ANIMATIONS (씬과 애니메이션) 

 

9.1. VIEWPOINTS AND SCENES (관점와 씬 생성) 

 

화면 하단에는 Quantity Takeoff, Assemblies, Assigned Items, Schedule Editor, Schedule Animation, 

Clash Detection, Scenes and Animations 팔레트가 위치합니다. 이 팔레트들은 다른 모델 분석을 설명할 

때 소개될 것입니다. Scenes and Animations 탭을 선택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현재뷰, 씬과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씬과 뷰의 차이점은 포함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뷰에는 현재 카메라의 

위치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씬에는 선택한 프로젝트 렌더링의 유형, 색상 및 투명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Scenes and Animations 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좌측에는 생성된 뷰, 씬과 

애니메이션의 목록을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뷰, 씬, 또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우측에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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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성된 씬에 파사드과 지붕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지붕과 파사드는 원래 색상 입니다. 

씬을 열면 변경된 파사드 및 지붕 색상과 함께 개요가 표시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프레젠테이션 

필드에도 표시됩니다. 씬을 다시 열면 하단 창에는 파사드 및 지붕의 색상을 변경하지 않은 원래 

모양이 표시되지만, 디스플레이 필드에 씬은 변경된 파사드와 지붕 색상이 표시되고 카메라위치는 

씬에 보존되기 때문에 씬과 동일한 각도로 표시됩니다. 씬을 생성할때 프로그램은 모든 변경 사항을 

기억하고 프레젠테이션 필드에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뷰와 장면의 차이점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여러 씬을 생성하고 특정 아이템의 속성을 변경하는 경우 (예: 파사드 색상) 원래 색상으로 씬을 먼저 

생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이후에 개별 변경 사항으로 씬을 생성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Reset to Default Color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요소 선택. → Context menu에서 

Change Color 명령 선택. → Reset to Default Color 옵션 선택. 

9.1.1.  VIEWPOINT (관점 생성) 

Scenes and Animations 탭 선택. → New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View 명령 선택. → 

Name 섹션에서 디스플레이 이름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팔레트의 왼쪽에 뷰 목록이 표시됩니다. 팔레트의 오른쪽에 씬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Figure 1 을 

더블 클릭하면, 뷰가 프레젠테이션 필드에 표시됩니다. 

뷰를 만들기 전에, 지붕과 파사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Context Menu나 Change 

Color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9.1.2. SCENE (씬 생성) 

Scenes and Animations 탭 선택.→ New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Scene 명령 선택.. →  Name 

섹션에서 디스플레이 이름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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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ANIMATIONS 생성 

클래식 애니메이션으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3D View 탭에 Scenes and Animation 

팔레트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팔레트의 왼쪽 부분은 모든 뷰, 씬 및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목록 

전용입니다.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생성되면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됩니다.Scenes and Animations 

팔레트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면 표준 Play 명령이 있는 타임라인이 표시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려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Key  

Frame을 만듭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원하는 요소 주위를 서서히 순환 시키십시오. 

개별 프레임간의 모서리를 너무 크게 만들면 

카메라 경로를 심하게 변경하고 

애니메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생성된프레임을 애니메이션에 

연결합니다. 애니메이션의 목적은 프로젝트의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SCHEDULE을 개발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2.1. ANIMATION 생성하기 

Scenes and Animations 탭 선택. →      

New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Animation 선택.→New Animation 

창이 열림. 

9.2.2. NEW ANIMATION 창 

 Description 필드에 Animation Description 은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만 정의해야 

합니다. 

  Frame Rate 아이템은 1초의 애니메이션에 포함된 이미지 수를 나타냅니다. Frame Rate 는 프레임의 

계수를 나타내는 Frame Count 파라미터의 수와,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나타내는 Duration 파라미터의 

비율입니다. Frame Count 와 Duration 파라미터는 서로 종속됩니다. 예를 들어 60초 동안 지속되는 

애니메이션 (Duration 파라미터)는 1800프레임 (Frame Count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Scale Frame Count 과 Scale Duration 파라미터를 나중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Scale Frame Count를 선택할때, Frame Rate 파라미터의 값이 변경되면 선택한 값이 조정됩니다. 즉 

Frame Count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Duration 파라미터의 값은 변경 되지 않습니다. 

 Scale Frame Rate →Scale Duration 파라미터를 체크할때, Frame Rate 파라미터가 변경되면서 

Duration 파라미터도 변경됩니다. 

 Render State 도구의 변경 사항을 개별 프레임 사이에 저장하려면 Animation Render State 

아이템을 마크 합니다. 예를 들어, frame 1에서는 모델이 완전히 표시되고, frame 2 에서는 Wireframe 

render state 옵션을 활성화 합니다. Frame 3, 에서는 모델이 다시 완전히 표시됩니다. 모델 디스플레이 유형과 

개별 프레임 사이의 통로를 변경하는 애니메이션이 잘 표시되고 상호 연결됩니다. 

 막 제작된 Animation 1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나중에 사용하려면, 먼저 선택하십시오. 

9.2.3. FRAME 생성 

Key Frame 버튼 옆 화살표 선택. → New Key Frame 옵션 선택. → Name 필드에 원하는 

이름 입력. → Frame 창에서,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에 프레임의 위치 결정 

9.2.4. FRAME 편집 

프레임 선택. → 오른쪽 클릭 → Edit Key Frame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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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FRAME 업데이트 

프레임 선택. → 오른쪽 클릭 → Update 명령 선택. → 세 옵션중 하나 선택: Camera 

Position, Render State Only 또는 Camera Position and Render State. 

9.2.6. FRAME 이동 

프레임을 보여주는 타임 라인에서 사각형을 이동하면 위치가 바뀝니다. 애니메이션 속도를 

변경하려면 프레임 사이의 거리를 변경합니다. 두 프레임 사이의 거리가 짧을 수록 이 세그먼트의 

애니메이션이 더 빨라집니다. 

 

 

9.2.7. FRAME 복사 

프레임 선택. → 오른쪽 클릭 → 메뉴에서 Duplicate 명령 선택. 

프레임 사이에 새 프레임을 삽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Frame 1 과 Frame 2 사이), Frame 1 을 마크하고 

Duplicate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방법으로 Frame 1 을 복사하고 Frame 1 과 2 사이에 

삽입했습니다. 이제 이 프레임을 임의로 포맷할 수 있습니다. 

참고: Frame Count 값이 30이고 1800 프레임을 가진 60초 애니메이션의 경우, 약 10개의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Show Camera Path 명령은 카메라 경로를 빨간색 선으로 표시 합니다. 

9.2.8. ANIMATION 내보내기 

생성된 애니메이션에 만족하면 Export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port 

custom frames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애니메이션을 내보내거나, 애니메이션에서 내보낼 프레임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다음과 같은 두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 JPG, PNG, BMP, 또는 GIF 파일 형식. 내보낼 이미지의 수가 Frame Count 파라미터 값과 

같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Frame Count 값이 600일 때, 애니메이션에 600개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내보내기에 600개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유형은, JPG 

또는 PNG 파일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로 – AVI 파일 형식 프로그램은 일정 수의 프레임 또는 전체 애니메이션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과는 애니메이션에 미리 설정된 길이, 또는 Duration 파라미터 값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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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IND ELEMENTS 

(요소 찾기 도구) 

Selection Sets 프로그램 모듈을 사용하기 

전에 Find Elements 도구를 사용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이 도구는 두가지 

방법으로 활성화 됩니다: 

 Selection 탭 활성화. → Find 

Elements 도구 선택. 

 Ctrl+F 키를 사용. 

새 요소 검색 (New Search) 또는 이전 

검색 결과 내의 아이템 검색(Search 

Within Result(s))을 활성화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검색은 프로젝트 

전체 또는 개별 하위 모듈 내, 여러 

단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1. 특정 파리미터로 검색  

- 예 

 80 cm 이상 너비의 문 검색. → 

New Search 옵션 선택. → Source 

필드에서 Entire Project를 정의. 즉 전체 

프로젝트 내에서 요소를 검색. → 

Category 섹션에서 door 카테고리 

선택. → Visibility 섹션에서, All 

옵션 선택. → 다음으로, Advanced 

섹션을 활성화하여, 추가 검색 조건을 

결정. → Properties 섹션에서, 

원하는 파라미터 선택, 

(Width).→그후 조건을 결정 

Condition: Greater. → 다음 값을 

입력 80. →측정 단위 결정: 

centimeter. → Find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 Results 창에 특정 검색 조건을 

충족 요소 표시. 표시된 결과는 발견된  

총 객체의 수. 

Selection 섹션에서 조건 결정. →  Operation 아이템 아래, New Selection 옵션 선택. → Select 

버튼 클릭. → 모델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결과를 표시. 

→ Isolate 또는 Isolate with Dim 명령으로 검색결과를  프레젠테이션 필드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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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존 결과에 모델 요소 검색 

 

Ctrl+F → Previous Search 옵션 선택. → Advanced 섹션에서, Width 파라미터 다시 선택 

→ 그후 조건을 결정 Condition: Greater. → 다음 값을: 120. →    측정 단위 결정: centimeter. 

→ Operation 섹션에서, Subtract from Selection 옵션 선택. → Select 버튼 클릭. → 120cm 

이상 너비의 문은 이전 선택사항에서 제외됨. 

 

11. SELECTION SETS 팔레트 

Selection Set 팔레트는 화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Selection Set 팔레트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사전 설정된 조건으로 특정 그룹에 속한 요소의 집합입니다. 즉, selection set를 작성할 때, 

개별 요소를 그룹 또는 selection set로 결합하는 기준을 정의합니다. Selection Set 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Smart selection set 는 사전 정의된 규칙을 포함하는 요소 집합입니다. 이러한 

Selection Set의 장점은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 규칙을 충족하는 모든 새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Usual selection sets에서는 하위 모듈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요소의 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11.1. 새로운 SELECTION SET 생성 

11.1.1. 선택된 요소의 SELECTION SET 생성- 예 

 커스텀 요소 그룹 선택 → Create Selection Set 버튼 클릭. Selection Sets 팔레트에 새로 

생성된 그룹이 나타남. 

 

 툴바에서 명령. →Selection 탭 선택. →New Set 버튼 클릭. →Create New Selection Set 

창이 열림. →Selection이 기록될 폴더를 정의하고 이름 지정 →New Rule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아웃 규칙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1.1.2. SMART SELECTION SET 생성 – 예 

 Selection Set 팔레트에서 명령. → New Selection Set 아이콘 선택. → Selection이 저장될 

폴더를 정의하고 이름 지정→New Rule 버튼을 클릭하고 selection set에 요소를 포함하는 

규칙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예로, 8평방미터(8 m2)  이하의 벽을 포함할 selection set를 만들 것 입니다. 

Selection Sets 선택. →New Selection Set 아이콘 클릭. →Create New Selection Set 창이 열림. 

→Selection이 기록될 폴더를 정의하고 이름 지정. →New Rule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규칙 내에 요소를 포함하는 조건 정의. → Inclusive →기준 선택 Buildings.  New Rule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Intersect 상태 정의. →다음 기준을 선택, 예. Category 하고 Walls. 

→New Rule 을 따르고 Intersect 옵션 선택. →Element Query 아이템 선택. →목록에서 Area 

(m2) 파라미터 선택. →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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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로운 selection set 를 생성하기 전에, 모델의 요소를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selection set를 생성할 때, 선택된 요소들은 세트 규칙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룹에 

추가됩니다. 프로그램은 Include 아래 Elements섹션에 있는 Create New Selection Set 창에서 알림을 

표시합니다. 



Equal 조건 정의. → 아래 필드 안에, 숫자 8 입력.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 

Selected set가 같은 창에 나타남. 

모델에서 selection set를 표시하려면, 팔레트 안 목록에서 선택하고, Isolate 명령으로 격리 시켜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모델을 업데이트한 후 규칙을 충족하는 새 요소를 포함하는 smart 

selection set를 생성 했습니다. 이런 selection set는 여러 분석, 물량 산출과 스케줄 애니메이션 

준비에 사용됩니다. 

 

 

 

 

 

 

 

 

 

 

 

 

 

 

11.2. SELECTION SETS 편집 

11.2.1. FOLDER BREAKDOWN 안에 SELECTION SET 분포 

Selection Sets 탭 선택. → Manage Selection Sets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selection set 선택. → 

Allow Moving Selection Sets (through drag and drop) 명령 앞 체크박스를 마크하고 selection을 

원하는 폴더로 이동. 

11.2.2. SELECTION SET 이름 변경 

Selection Sets탭 선택.→ Manage Selection Sets 버튼 선택. → 이름 변경하고 싶은 selection 

set 선택. → Edit 버튼 클릭하고 이름 변경. 

11.2.3. SELECTION SET 복사 

Selection Sets 탭 선택. → Manage Selection Sets 버튼 선택. → 복사하고 싶은 selection set 

선택. → 오른쪽 클릭→ Copy 명령 선택. 

11.2.4. SELECTION 삭제 

 Selection Sets 탭 선택. → Manage Selection Sets 버튼 클릭. → 삭제하고 싶은 selection 

set 선택. → Delete 명령 클릭. 

 Selection Sets 팔레트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싶은 selection 선택. → 오른쪽 클릭 → Delete 

 

 

 

 

36 



12. CUSTOM BREAKDOWN 팔레트 

Custom Breakdown 도구는 특정 기준에 따라 모델의 요소를 분류 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로 선택된 요소의 특정 속성을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의 품질을 검토 할 때 Custom 

Breakdown 도구를 사용합니다. Parameter project breakdown을 사용하여, 모델의 특정 속성이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공백, 크고 작은 

이니셜, 숫자의 사용 등과 같은 속성 항목의 모든 변경 사항이 감지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편차를 빠르게 볼 수 있고, 모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2.1. 새로운 CUSTOM BREAKDOWN 생성의 예 

이제 새로운 Custom Breakdown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샘플을 space 카테고리에 

분배하고 그 이후 floors에 분배합니다. 다음은 샘플 프로젝트의 구조를 숫자가 아닌 속성 또는 

Discrete Property로 관련하여 나눕니다. 

New 버튼 옆 화살표 클릭. → Blank Custom Breakdown 옵션 선택. → Name 필드에 이름 

입력. → Type 필드에, Category 옵션을 선택하고 밑에 Spaces 카테고리 선택. → Use 

Selection 버튼 클릭. → Add Breakdown Rule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Group By Building Level 

규칙 선택. → 이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고 Group By Discrete Property 규칙 선택. 이 아이템은 

숫자가 아닌 특성을 나타냅니다. → Select Discrete Property 창이 열리고, Name 특성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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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D COLOR CODED RULE (3D 색상 코드 규칙 도구) 

3D Color Coded Rule 디스플레이 유형은 View 툴바와 프레젠테이션 필드 위에 위치합니다. Custom 

Breakdown 의 구조를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Color Coded View를 활성화 하고, 회색 모델이 

표시되면, Color Coded Rule 도구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도구는 각 그룹에 

색상을 입히고 프로젝트의 파라미터 분할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2.2.1. 3D COLOR CODED 명령 활성화 

Custom Breakdown 팔레트를 열고 Custom Breakdown 목록을 실행. → Edit 버튼 클릭. →Edit 

Custom Breakdown 창이 열림. →기본 규칙을 보려면 Reset Tree 버튼 클릭하고. →하위 

그룹의 색을 기반으로 할 규칙 선택. →Set Color Coding Rule 명령 선택. →이름 옆에 색상이 

있는 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Color Coding Rule 이 활성화 됨을 뜻하고, 프레젠테이션 필드에도 

나타납니다. 이 도구는 프로젝트의 파라미터 분할 내에서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12.2.2. 3D COLOR CODED 뷰 – VIEWER MODE: CUSTOM BREAKDOWNS 

Custom Breakdown 의 3D Color Coded 규칙으로 정의된 여러 색상의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12.2.3. 3D COLOR CODED 요소 색상 변경 

Custom Breakdown 팔레트에서 그룹 선택. →Edit Legend 버튼 클릭. → Edit Color Legend 

창이 열림. →요소들을 선택하고  Change 버튼 클릭. →새로운 색상 그룹을 정의할 수 

있는 color 팔레트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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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LASH DETECTION 팔레트 

 
Clash Detection은 모델의 개별 요소 간 간섭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 요소와 

설치 시스템 사이의 가능한 간섭, 또는 개별 설치 시스템 요소 간의 간섭 등이 있습니다. 간섭 검토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추가 비용없이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ash 

Detection 팔레트는 화면 하단에 위치합니다. 이 경우, Job은 선택한 그룹의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섭을 나열하는 개별 모델 요소 사이의 간섭 분석을 제공합니다.  

 

13.1. CLASH DETECTION ANALYSIS (간섭 검토 분석 실행) 

 

Clash Detection 탭 선택. →Run Clash Detection 버튼 클릭. →Job Name 창에서 간섭 이름 

정의. →창 좌측에 있는 요소 그룹 선택. →창 우측에 있는 요소 그룹 선택. →간섭 유형 

결정, 예. Clash Type: Hard. →Tolerance 정의. →Exclude Clashes within Group 박스 체크 → 

Run 버튼 클릭. →분석이 완료되면, Analysis Complete 창과 프로그램에서 모델에 검토된 간섭의 

수가 표시됨. → Clash Detection 목록에 분석이 표시됨. → Overview (간섭 분석). 

 

CLASH TYPE 은 분석 프로세스에서 개별 요소 간의 간섭 유형을 결정합니다. 

 Clash type Hard 는 실제로 파손되어 요소가 물리적으로 나란히 보이는 경우를 감지합니다. 특정 

공차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중첩을 허용합니다. 

 Clash type Hard Conservative 는 요소에 추가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선택됩니다. 

 Clash type Clearance는 충분히 크지 않고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시스템의 개별 요소들 사이 

거리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배관 공사에 전기 설비에 매우 중요합니다. 

 Duplicate (Bounds) 는 

프로젝트가 모델의 중복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유형의 

간섭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원래 구축 된 

프로그램 환경에서 다른 

하위 모델을 결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간섭 생성시, Left Clash 

Detection 과 Right Clash 

Detection 그룹의 분석이 

형성됩니다. 분석은 

카테고리, 생성된 selection 

set, 워크 세트 등과 같은 

개별 그룹간에 수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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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VIEWPOINTS 생성 

 

분석 내 모든 간섭에 대한 개요는 Clash Detection 팔레트에 있으며, Jobs 목록에서는 검토할 

분석을 선택합니다. 보고서에는 요소의 ID 및 카테고리와 선택한 요소 간에 간섭이 발생한 층이 

포합 됩니다. 

13.2.1. VIEWPOINTS 생성 방법 

목록에서 원하는 간섭 선택. →Clash View Mode 버튼 클릭. →화면 오른쪽 드롭 다운 

메뉴에서 마지막 옵션을 선택: General Information, Linked Documents 및 Viewpoint. → 

Create 버튼 클릭. 

13.2.2. 다중 VIEWPOINTS 동시 생성 

목록에서 원하는 간섭 선택. →    Clash 

View Mode 버튼 클릭. → 화면 오른쪽 

드롭 다운 메뉴에서, Viewpoint 옵션 

선택. →From Viewpoint 옵션 선택. 

→Select Viewpoint 창이 열림. 

→목록에서 원하는 뷰를 선택하고 

해당 이름 아래 저장.→Update 

옵션을 사용하면 사전 정의된 

Viewpoint 변경 가능. 

 

 

13.3. GENERAL CLASH 

INFORMATION 

General 모듈은 Clash Detection 

팔레트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인 간섭 정보를 

보여줍니다. Name, Status 및 

Comments과 같은 일부 기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lements 1 과 2, Location 및 

Distance와 같은 파라미터는 간섭에 

관련해 원래 선택한 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Save 버튼을 클릭하고 기존 설정 

저장. 

 

참고: Viewpoint 는 많은 수의 간섭을 선택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간섭을 선택하면 Viewpoint가 

활성화 됩니다. 모든 간섭의 Viewpoint가 동일합니다. Clear 명령으로 Viewpoint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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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개별 간섭들을 그룹으로 조인 

실제로는 동일한 문제로 인해 발성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개별 간섭이 상호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하나의 간섭 그룹으로 결합되어 해결 되어야 하는 

주요 간섭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모든 간섭 선택. →오른쪽 클릭 →Group 명령 클릭. →Clash Group 창이 열리고, 

Group Name 창에서 그룹 이름 정의. →간섭 목록에 새로 형성된 그룹이 나타남. 

하나의 간섭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개별 간섭의 상태 파악, 해당 간섭을 그룹에서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context 메뉴가 나타납니다. 

 

13.5. 간섭 문서 추가 

Clash Detection 팔레트의, General Information 과 Viewpoint 옆에 있는 드롭 다운 메뉴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는 문서를 링크하여 특정 간섭에 문서를 추가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간섭에 

추가되는 문서는 웹 페이지, 현장의 사진 등의 JPG 파일, 프로젝트 문서와 같은 PDF 파일 등의 

형태가 가능합니다. 

문서를 추가하고 싶은 간섭 선택. → Linked Documents 옵션 선택. →New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Web Document 옵션 선택. →웹 페이지 제목 복사.→ Name, Address 과 Keywords등 

원하는 필드 입력. → OK 버튼을 누르고 절차를 마침. 

 

 

 

 

 

 

 

 

 

 

13.6. LEVEL MAP 팔레트에서 간섭 분석 

개별 간섭 외에도 Level Map 도구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계획(평면?) 뷰에서 건물 

내부의 간섭 위치를 보여줍니다. Level Map 도구를 활성화 하기 전에, Options 메뉴의 Level Map 

탭에 clash 옵션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Level Map 탭 선택. → Options 버튼 클릭. → Level Map Options 옵션 선택. →    Show Clashes, 

Show Elements, Show Clashing Edges 등과 같은 파마리터 선택 가능. → 간섭 디스플레이를 결정. 

 

 

 

 

41 



13.7. 간섭 편집 

13.7.1. GIVING A CLASH STATUS (부여) 

 원하는 간섭 선택. →오른쪽 클릭 →Change Status 

명령 선택. → 사전 정의된 status 중 하나 선택. 

 원하는 간섭 선택 →Option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Clash Statuses 옵션 선택. → Clash Statuses 창이 열리고, 

edit clash status, delete existing clashes, 과 specify new ones 

중 선택 가능. 목록에서 특정 status를 고르면, Edit 버튼을 

클릭하고, status의 이름과 색상 변경 가능. 

 

13.7.2. 간섭 요소 외형 편집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특정 간섭에 관련된 요소의 색상을 

변경하고, 간섭에 관련되지 않은 요소의 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ptions 버튼 클릭. → Clash Options 옵션 선택. 

→ Clash View Options 섹션의 Clash Detection 탭에, 

Clash Elements 옵션을 선택하고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 →간섭에 관련된 요소의 색상을 

나타내는 색상 사각형을 클릭하면 Color 팔레트가 열립니다. 간섭에 관련된 요소의 외형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13.7.3. 다른 요소 외형 편집 

Render Other Elements, Dimming Transparency, Dimming Render Type and Dimming Color 등의 

파라미터는, 간섭에 관련되지 않은 요소들의 외형 변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Render Other Elements 

명령을 사용하면 여러 

방법으로 다른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Normal→간섭에 

관련되지 않은 요소는 

일반적으로 표시. 

 Hide→간섭에 

관련되지 않은 요소를 

숨김. 

 Dim→다른 요소의 

가시성을 지정할 수 

있는 명령. 

 Dimming Transparency→        다른 요소의 투명도 결정. 

 Dimming Render Type → Context 메뉴의 Render Type 명령이랑 동일하게 사용됨. 

 Dimming Color → 다른 요소의 색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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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간섭 분포 및 필터 

이 프로그램은 또한 원하는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간섭 그룹의 개별 간섭을 분류하고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간섭 필터링은 특정 열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결과를 필터링 하도록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수행됩니다. 

Floor 열 선택. →오른쪽 클릭 →floor 선택. →OK 버튼 클릭. →프로그램에 활성화 된 

필터는 별표*가 나타납니다. Single clash analysis 폴더 내에서의 간섭 필터링은 여러 파라미터 

기반으로 수행 할수 있습니다. 

 

13.9. 간섭 분석 보고서 내보내기 

간섭 분석이 끝나면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PDF 또는 HTML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간섭의 수, 유형, 상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간섭의 횟수 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개별 간섭과 간섭의 그림이 포함됩니다. 

HTML파일은 원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열립니다. HTML 파일에서 선택한 간섭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확대됩니다. 

 원하는 간섭의 수 선택.  Ctrl  키를 사용하여 개별 간섭 추가. 모든 간섭을 하이라이트 하려면 

Ctrl+A 키를 동시에 누름. 

 Clash Report 명령 선택. →Export Clash Report 창이 열리고, Image Parameters 필드에서 

이미지 표시 속성 결정, Show Level Map 필드에서 Level Map 속성 결정, Other Information 

필드에서는 다른 정보 속성 결정. →Export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될 위치와 파일 형식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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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BCF MANAGER REVIEW 

BCF Manager Review 는 모델을 공유하고 보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며, open (개방형?) XML 파일 

형식을 지원하므로 BIM 작업 환경에서 참가자 간의 프로세스 및 통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일한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간계없이 BCF 형식의 파일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XEL Manager 사용자는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알려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BCF 형식의 전달된 파일은 단순하게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에서 열립니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참여자 간의 BCF 

형식 파일 공유는 모델이 동일한 원본 IFC 모델에서 비롯되고, 모든 참가자의 소프트웨어 도구가 

open BCF 형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Manage 탭 선택. →BCF Manager Review 도구 선택. →제공된 다이얼로그에서, Add Issue 버튼 

클릭 →공유하는 정보의 이름, 발견된 문제에 대한 설명, 우선 순위, 폐지 기한 등을 입력 → 

생성된 목록을 BCF 형식의 파일로 선택된 위치에 저장하거나 BIM collab platform 에 직접 전송. 

 

14. QUANTITY TAKEOFF 팔레트 

Quantity Takeoff 팔레트는 3D 모델의 geometry 에서 직접 개별 요소 그룹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 입니다. 팔레트는 화면 하단에 위치하고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좌측에는 사전 

조립된 quantity takeoff 목록이 있고, 우측에는 개별 quantity takeoff의 내용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사전에 만들어진 quantity takeoff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개별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 개별 quantity takeoff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4.1. 새로운 QUANTITY TAKEOFF 생성의 예 

New 버튼 옆 화살표 선택. → Blank Quantity Takeoff 옵션 선택. → Name 필드에 quantity 

takeoff 이름 정의. → Type 필드에 원하는 아이템(예. Categories) 선택하고, Walls 카테고리 선택. 

→ Use Selection 버튼 클릭. → 물량산출에 대한 첫번째 기준 정의: Group by Family. → 

Quantities 선택. → 오른쪽 클릭 → Add Quantity 명령 선택. → Select Quantity 창이 

열리고, 값을 선택, (예. Area). → OK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사항 확인. → 같은 방식으로 

모델로부터의 물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파라미터를 추가. 

 Area 와 같은 일부 파라미터에서는, 측정 단위와 계산 기능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lect 

Quantity 창의, Aggregate Function 필드에서 프로그램 모듈이 합계, 평균 등을 고려할지 결정 

하십시오.   Unit  필드에서, Change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screte Property 는 모델 특성에서 파생된 텍스트를 파라미터의 조건으로 정의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 workset 단어) 

 Count 는 quantity takeoff 내의 개별 요소 수를 제공하는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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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성된 quantity takeoff에서 아이템을 선택하면, 이 항목 아래에 있는 요소가 프레젠테이션 
필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명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이템이 하이라이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Quantity Takeoff 팔레트에 Selection 버튼 클릭. → Auto-Select 

From Takeoff 아이템 앞의 체크박스 체크 



 

 

 

 

 

 

 

 

 

 

 

 

 

 

 

 

 

14.2. QUANTITY TAKEOFF 편집 및 삭제 

생성된 quantity takeoff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quantity 

takeoff에 개별 아이템을 제거하거나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생성된 quantity takeoff 선택. → 오른쪽 클릭 → Delete 버튼 선택. →    전체 

quantity takeoff 삭제. 

 목록에서 Delete 아이콘을 클릭하여 quantity takeoff 삭제 가능. 

 목록에서 생성된 quantity takeoff 선택. →오른쪽 클릭 →Edit 버튼 선택. →  Edit Quantity 

Takeoff 창이 열림. →Reset Tree 버튼 클릭. →오른쪽 클릭으로 아이템 선택. →Remove 

명령으로 아이템 제거. →OK →Quantity takeoff 의 변경사항이 즉시 표시됨. Edit Quantity 

Takeoff 명령으로 새로운 아이템 추가 가능. 

참고: 목록에서 Quantity Takeoff 팔레트에 위치한 툴바에 Edit  명령으로 선택된 quantity takeoff 변경이 

가능합니다. 

 

14.3. QUANTITY TAKEOFF 예 

요소를 그룹으로 나누거나 개별 요소 속성을 표시하는것과 같은 quantity takeoff 생성을 위한 

규칙은 프로젝트마다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 유형, 위치, 건설 기술, 정의된 표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quantity takeoff를 생성할 때 Template 으로 

저장하십시오. 

14.3.1. QUANTITY TAKEOFF 제안서 내보내기 

목록에서 Quantity takeoff 선택. → Template 버튼 클릭. →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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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QUANTITY TAKEOFF 템플릿 불러오기 

New 버튼 옆 화살표 선택. →Blank Quantity Takeoff 옵션 선택. →Type 필드에서, Families 

옵션 선택. →그후  Walls 패밀리 선택. → Use Selection 버튼 클릭. →QTO from Template 

버튼 클릭. 

 

14.4. QUANTITY TAKEOFF COLOR CODED RULE (물량 산출 색상 코드 규칙) 

Quantity takeoff를 생성할 때, 프레젠테이션 필드에서 quantity takeoff 내부에 개별 아이템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려면 Color Coded Rule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4.1. COLOR CODED RULE 

생성된 quantity takeoff 선택. →Edit 아이콘 선택. →Reset Tree 버튼 클릭. →  Color Coded 

Rule 명령을 적용할 조건 선택. →프레젠테이션 필드 위에 툴바에서, 3D Color Coded View 

디스플레이 유형 선택. →우측 모서리에 위치한 Viewer mode 명령 클릭하고, Quantity Takeoff 

아이템 선택. 

14.4.2. 색상 변경 및  COLOR CODED RULE 명령 취소 

생성된 quantity takeoff 내 선택된 아이템에 오른쪽 클릭. → Edit 버튼 클릭. → Change Color 

아이콘 선택. →원하는 색상 정의.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변경사항은 

화면에 즉시 나타남. 

생성된 quantity takeoff 내 선택된 아이템에 오른쪽 클릭. → Edit 버튼 클릭. → Reset Tree 명령 

활성화. → Color Coded Rule 버튼을 클릭해서 명령 취소. 

 

14.5. QUANTITY TAKEOFF 내보내기 

Quantity takeoff는 

Excel 에서 열리는 

XSLX파일 형식 

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낸 

파일은 세 가지 

시트로 구성되며 

quantity takeoff가 

다른 방식으로 

표시 됩니다. 첫 

번째 시트에는 모든 

아이템이 포함된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두번째 시트에는 테이블의 요소가 여러 그룹으로 나뉩니다. 마지막 시트에서 위의 표는 각 

요소의 레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cel 문서에서는 사진으로 quantity takeoff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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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고 싶은 quantity takeoff 선택. → Export 버튼 클릭. → The Export Quantity Takeoff 

Report 창이 열림. → 보고서의 모양과 내용 및 저장 위치 정의. → Export 

 

15. SCHEDULE EDITOR 모듈 

Schedule Editor 팔레트는 기존 스케줄과 새 스케줄을 관리, 4D 모델 생성, 스케줄 애니메이션을 

작성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동일한 이름의 탭을 클릭하여 팔레트를 활성화 합니다. 

스케줄은 다른 레벨의 여러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작업이 여러 하위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BEXEL 프로그램에서 Parent Task 라고 합니다. 하위 작업들은 Children Tasks라고 합니다. 하위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 최하위 레벨 작업을 Leaf Task 라고 합니다.  BEXEL Manage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케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 디스플레이 유형은 Logic, Gantt 과 Line of Balance (LOB)가 

있고, Schedule Editor 팔레트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 됩니다. 

 

 

15.1. LOGIC VIEW (로직 뷰) 

 

 

 

 

 

 

 

 

 

 

 

 

 

 

 

 

스케줄 디스플레이 유형 Logic은 새 작업 생성 및 상호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활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 아이콘으로 표현됩니다. 작업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 안의 

활동은 다양한 레벨에서 조정됩니다. 개별 레벨 간 전환은 작업의 개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수행 

됩니다.  Logic 유형 위에 있는 좌측 모서리에는, 현재 선택된 작업이 있는 개별 레벨의 경로가 표시 

됩니다.  Go Back 명령을 사용하면 이전에 선택한 레벨로 전환하고, Go Up 명령을 사용하면 더 

높은 레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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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c 디스플레이 유형 툴바에는 스케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최적으로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Zoom In, 

Zoom Out 및 Scale to Fit 명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Select Tasks 명령을 사용하면 모든 작업을 한번에 

선택할 수 있으며, Select Relations 명령은 모든 상호 연결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Logic 

디스플레이 유형에서 원하는 선택된 작업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작업의 이름 및 유형과 같은 개별 작업 

파라미터를 정의 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원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메뉴가 활성화 되며, 관계의 

유형, Lag 유형 필드에서 이전 작업에 관련된 다음 작업의 시작, 특정 지연의 디스플레이 유형등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2. GANTT VIEW (간트 뷰) 

 

 

 

 

 

 

 

 

 

 

 

 

 

 

 

 

Gantt 디스플레이 유형은 좌측에 작업 목록과 우측에 gantogram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을 

시간과 상호관계의 함수로 보여줍니다. Leaf tasks 또는 task 최하위 레벨 작업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위 작업의 활동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Gantogram 내에서 작업을 이동할 수 

있지만, 지속시간은 변경이 안되며, 모든 변경 사항은 모든 하위 작업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또한 

임의적인 관계를 선택하고 그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케줄이 나열되면 Compare With 

명령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이 전체 프로젝트 구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툴바는 Zoom In, Zoom Out, 과 Scale 

to Fit, 등의 명령이 있고 Logic 툴바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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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업의 지속 기간은 최하위 레벨에서의 작업 (Leaf Task) 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하위 레벨에서 작업 기간을 변경하면 평행으로 처음 선택된 작업에 비례해서 상위 레벨 

작업의 지속 기간이 변경됩니다. 디스플레이에 관계없이 모든 스케줄링 작업에 적용됩니다 



Collapse All 및 Expand All 명령을 사용하면 작업 목록을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Filter 

명령을 사용하면 작업 이름이나 다른 선택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5.3. LINE OF BALANCE (LOB) VIEW (라인편성효율 뷰) 

 

 

 

 

 

 

 

 

 

 

 

 

 

 

 

 

Line of Balance 디스플레이 유형은 공간적 및 시간적 분포에 따라 작업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활동은 작업에 따라 색상이 다른 행으로 표시됩니다. 점선은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이 객체에 동시에 

수행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Line of Balance 디스플레이 유형 왼쪽 모서리에 위치한 Show Up 

To 필드에서는 작업이 표시되는 레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how Task Name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 이름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Filter 명령은 Gantt 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면 작업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하단 끝점을 클릭하면 

주어진 기간 안에 작업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단 끝점을 클릭하면 작업의 기간이 변경됩니다. 

Pop Out 명령은 스케줄의 전체 화면을 표시하고 Logic, Gantt, 및 Line of Balance 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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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SCHEDULE 기본 작업 

Schedule Editor 팔레트의 목록 좌측 상단 모서리에는 스케줄 변경을 위한 기본 명령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및 불러오기 명령은 뒤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15.4.1. 새로운 SCHEDULE 생성 

New Schedule →New Schedule 창이 열림. →Name 필드 안에 스케줄의 이름 입력. 

Description 필드 안에 스케줄 설명을 입력할 수 있지만, 선택 사항입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4.2. SCHEDULE 이름 변경 

Edit → Edit Schedule 창이 열림. → Name 필드안에 새로운 스케줄 이름 입력. 

15.4.3. SCHEDULE 삭제 

Delete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스케줄이 삭제됨. 이 명령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경고 하는 대로 되돌릴 

수 없음. 

15.4.4. SCHEDULE 복사 

스케줄 선택. → Duplicate → New Schedule 창이 열리고, 스케줄의 이름과 설명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5. SCHEDULE SETTING (스케줄 설정) 

Setting 명령은 Schedule Editor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으며, 모든 스케줄 디스플레이 유형에서 

보이는 톱니 바퀴 아이콘과 함께 표시됩니다. Setting 창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입력되거나 BEXEL 

Manager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전체 스케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탭으로 구성됩니다: 

TIME, ANIMATION 및 COLORS. 

TIME TAB (시간 탭) 

스케줄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First Day of Week로 주 중 첫 

번째 근무일(요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Project Start Date 와 

Project Finish Date 창에는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결정 

합니다. Default Task Duration 

작업의 자동 지속 시간을 결정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cale  

50 

참고: 다른 프로그램 (MS Project, Primavera) 에서 생성된 스케줄을 불러오거나 BEXEL Manager 

프로그램에서 생성하고자 할 때 새로운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기존 스케줄을 변경하고, 변경 사항이 전체 스케줄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Gantt 디스플레이 유형에서Compare with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스케줄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옵션은 주어진 계수로 작업 스케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Working Hour Lag Calendar는 

두 개의 다른 작업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달력에 속한 경우 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처리할 달력을 결정합니다. 

Task Constraint Priority는 특정 작업의 기간을 계산할 때 우선 순위가 되는 제약 조건을 

알려줍니다. 

 

ANIMATION TAB (애니메이션 탭) 

Animation 탭에서 스케줄의 4D 애니메이션에서 모든 모델 요소의 디스플레이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스케줄의 모든 향후 작업에 적용됩니다. 

COLORS TAB (색상 탭) 

Colors 탭에서 methodology(방법론) 또는 링크 규칙에 따라 매핑 과정에서 건물 요소의 색상이 

지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 규칙은 건물 요소를 스케줄 작업과 연결하는 

규칙입니다. 선택한 색상은 Change Color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Randomize Color 

명령은 이전에 정의한 색상을 비롯하여 모든 색상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6. SCHEDULE CALENDARS (스케줄 달력) 

BEXEL Manager에서 새로운 달력을 생성하고 기존의 달력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달력은 Calendar 

버튼은 클릭하며 활성화 됩니다. Calendar Editor 창은 Working Hours 및 Exceptions 탭으로 구성 됩니다. 

15.6.1. CALENDAR 생성 

Calendars →Calendar Editor 창이 열림. →New 버튼 클릭. →Calendar 이름 입력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실행 후, 근무일 및 비 근무일, 근무 시간 및 모든 예외 (예: 휴일)을 

결정합니다. 

15.6.2. 워크북 설정 

시계를 클릭하여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워크북을 정의합니다.Ctrl 키를 사용하여 시간을 추가 

합니다. Shift 키는 두 개의 선택된 아이템 사이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비 근무 

일을 정의 하려면 Non Working 체크박스를 체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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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ime 탭의 Settings 명령 아래, Project Start Date 및 Project Finish Date 아래에 프로젝트의 첫 번째와 

마지막 날이 결정됩니다. 현재 작성된 스케줄에서 기간은 스케줄 내의 작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업 

기간이 설정에서 지정한 프로젝트 마지막 날을 초과하면 프로그램에서 경고합니다. 



15.6.3. CALENDAR 이름변경 

Calendars → 원하는 달력 선택. →  Rename 버튼 클릭. → Edit Calendar 창이 열리면 

달력에 새 이름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6.4. CALENDAR 삭제 

Calendars → 원하는 달력 선택. → Delete 버튼 클릭. → 이 명령은 되돌릴 수 없음 

15.6.5. CALENDAR 복사 

Calendars → 원하는 달력 선택. → Duplicate 버튼 클릭. → New Calendar창이 열리면 달력의 

이름 정의 (선택된 달력의 복사본). 

15.6.6. 기본 CALENDAR 

달력을 다음 스케줄의 기초로 만들려면 Set As Default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달력 이름 옆에 

Default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15.6.7. CALENDAR 불러오기 

Calendar 클릭 →원하는 달력 선택. →Import 버튼 클릭. →Calendar Import 창이 열리면 

달력에 불러올 스케줄 결정. 

15.6.8. CALENDAR 예외 결정 

Exceptions →New 버튼 클릭. →Calendars Exception Editor 창이 열림. → Name 필드에 예외 

이름 입력 (예: 삼일절). →Range 필드에서 예외가 적용될 기간 결정. Recurrence 필드에서 

선택된 기간에 대한 반복 간격 결정.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모든 기능은 Edit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하거나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15.7. 새로운 SCHEDULE TASK 생성 

새 작업의 생성을 표시하기 위해 먼저 Gantt 디스플레이를 활성화 합니다. 새로운 작업을 

생성하려고 할 때 먼저 새 작업이 속할 작업이나 스케줄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업무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Blank, Milestone 및  Linked  작업의 작성을 설명합니다. 

15.7.1. BLANK TASK 생성 

Blank Task 또는 빈 작업은 객체의 building block 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스케줄 생성. →클릭하여 새로운 작업을 배치할 위치 결정. →    New Task 버튼 옆 

화살표 클릭. →Blank 아이템 선택. →New Task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 새 작업 이름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 작업이 스케줄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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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MILESTONE TASK 생성 

Milestone task은 특정 단계의 완료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없으며 스케줄 애니메이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위 작업이 없으며 bulding block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Ganttogram은 마름모 형태로 

표시됩니다. 

새 작업을 설치할 작업 선택. →New Task 버튼 옆 화살표 클릭. →  Milestone 아이템 선택. → 

New Task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 새로운 작업 이름 입력.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 작업이 스케줄에 나타남. 

15.7.3. LINKED TASK 생성 

Linked Task는 서로 다른 요소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특정 건물의 개별 층, 패밀리, 개별 building 

block, selection set 등과 같은 개별 요소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새 작업을 설치할 작업 선택 →New Task 버튼 옆 화살표 클릭. →  Linked 아이템 선택. → 

Reference Objects 창이 열리면, 생성하고 있는 작업과 연결시킬 아이템 선택. →드롭 다운 

메뉴에서, 예를 들어 Selection Set 선택하고, 원하는 Selection Set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 새로 생성된 작업이 스케줄에 나타나며, Selection Set에 따라 이름이 지정됨. 

 

 

 

 

 

 

 

 

 

 

 

 

 

 

 

 

15.8. SCHEDULE 작업 간 링크 생성 

BEXEL Manager 에서는 최하위 레벨의 작업, 또는 개별 작업 그룹 사이의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생성하기 전에 가장 뚜렷한(투명성이 높은) Logic View 를 활성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연결은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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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inked 작업을 생성할 때, 여러 요소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층). 또한 모델의 

building block을 많은 작업에 동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하나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 위 이미지는 Linked Activity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Linked Activity를 만들 때 원하는 

Selection Sets를 추가 했습니다. 모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선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building block을 포함하는 Smart Selection Set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5.8.1.  LOGIC VIEW에서 링크 생성 

선택한 작업과 따르는 원하는 작업과 링크로 연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작업 사이의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링크가 하이라이트되면 표시되는 Link Editor이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링크의 유형과 

지연을 백분율 또는 시간 단위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여러 연결을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8.2. GANTT VIEW에서 링크 생성 

원하는 작업 선택. → New Relation 클릭 →Predecessor 버튼을 클릭하고 사전 선택된 작업 

정의. → 연결 유형 및 최종 지연 결정.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같은 

방식으로, Successor 옵션을 선택하여 이전에 선택한 작업을 따르는 작업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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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이미지는 두 아이템 사이에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예에는 이전 작업 (이 

경우Substructure)으로 정의된  Superstructure를 활성화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Superstructure가 

완료될 때 시작되는 작업을 결정합니다. 이 예제에는 New Relation 창에서, Successor 아이템을 

하이라이트 합니다. 서로 다른 작업 간의 상호 연결은 Relations 탭의 Task Editor 창에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15.8.3. LINK 삭제 

원하는 링크 선택. → Delete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8.4. LINK 복사 

Logic 디스플레이 유형 활성화. → Select Relations → Copy → Paste 창이 열리면, 선택한 

연결을 복사할 단계를 선택. 

 

15.9. TASK EDITOR (작업 편집기) 

 

특정 작업을 선택하면 Task Editor가 활성화됩니다. Time, Relations, Rules, Documents and 

Settings과 같은 여러 탭을 포함합니다. Task Editor을 사용하면 선택한 각 작업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Setting 명령을 사용하면 전체 스케줄을 편집합니다. Cost, Quantities, 및 

Resources 탭은 5D 모델 작성을 나타냅니다. 툴바에 Name 필드에서 작업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생성된 Link Rule에 따라 작업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Automatic 

필드를 비워 둡니다. Task Type 필드에서 작업 유형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하위 작업이 없는 

최하위 레벨의 작업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5.9.1. TIME (시간 탭) 

Leaf Task 또는 하위 작업이 없는 최하위 레벨을 작업을 선택할 때, Duration 필드에서 지속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9.2. RELATIONS (관계 탭) 

개별 작업 간 링크 생성 가능. 

New → Predecessor 또는 Successor → New Task Relation창이 열리면 사전 작업, 또는 따르는 

작업 마크.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9.3. RULES (규칙 탭) 

Rules 탭에는 모델의 구성 블록이 스케줄의 아이템과 연관되는 연결 규칙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Rules → New → Link Rule → 작업과 연결시킬 아이템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9.4. PROPERTIES (속성 탭) 

 Properties 탭은 스케줄이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에 정의된 작업 기능을 나열합니다. 

15.9.5. DOCUMENTS (문서 탭) 

Documents 탭에는 선택한 작업의 building block에 첨부된 문서를 검토하고, 새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은 Documents 팔레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Materials and 

documents 장에서 설명됨). 

15.9.6. SETTINGS (설정 탭) 

이 카드는 스케줄 애니메이션 중에 building block 을 표시하기 위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etting 명령 아래 Animation 탭과 비슷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이 탭에서는 선택한 

작업에만 배타적으로 관련된 애니메이션 중 building block의 디스플레이만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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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SCHEDULE 불러오기 및 내보내기 

BEXEL Manager는 스케줄의 불러오기 및 내보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Microsoft Project 또는 Oracle 

Primevera 에서 XML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언급된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5.10.1. SCHEDULE 불러오기 

New Schedule →새 스케줄 이름 지정. →Import 버튼을 클릭하고 스케줄을 불러올 프로그램 

선택 (예: Import from MS Project). →파일 선택하고 Open 버튼 클릭. → Schedule import 창이 

열림. →OK 버튼 클릭. →Schedule Import Wizard 창이 열리면, 원본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특성을 정의하거나 불러옴.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10.2. SCHEDULE 내보내기 

Export → 스케줄을 

내보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클릭, (예: Export  to  MS  

Project). → MS Project 

Export Settings 창이 열리면 

일정을 내보낼 범위 결정. 

→Include Relations 옆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상호 

관계를 결정하거나 내보내기 

가능. → Include 

Resources  옆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원본 스케줄에서 

자원을 내보낼지 여부를 

나타냄. → Export 

버튼을 클릭하면 Save As 

창이 열리고, 파일 저장 위치 

결정. → Save As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11. SCHEDULE과 모델 링크 

이전 장에서는 새로운 스케줄과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에서 스케줄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개별 

스케줄 작업을 BIM 모델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BEXEL Manager에서 새로운 스케줄을 

생성했는지 또는 스케줄을 불러왔는지 에 관계 없이 모델을 스케줄과 연결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모델의 building block을 개별 스케줄 작업에 연결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주요 

제품은 스케줄의 4D 모델 및 4D 시뮬레이션 입니다. 스케줄에 주어진 작업에 따라, 먼저 적절한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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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를 만듭니다. 11장에서 개별 Selection Set를 만드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프로젝트 세그먼트의 구현과 관련된 유사한 작업이 발생하는 스케줄이 

있을 때, 언급한 유사한 작업과 관련된 building block을 결합하는 Smart Selection Se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위 레벨의 활동은 선택된 selection set의 어느 building block들이 특정 하위 레벨 계획 

작업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특정 

작업에만 적합한 최하위 레벨의 각 작업에 대해 특별한 selection set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최하위 

레벨의 많은 유사한 작업과 연결할 수 있는 selection set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과 스케줄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selection set 수가 줄어들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제품은 BIM 4D 모델과 4D 타이밍 시뮬레이션 입니다. 

15.11.1. 개별 Schedule Task와  모델 링크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Gantt 디스플레이 유형 활성화. → Task Rules Editor 필드를 클릭하고 

요소에 연결 시키고 싶은 작업 선택. →Link Rule 명령이 따름. →드랍다운 메뉴에서, Add 

명령을 선택하고  Include 클릭. → Reference Objects 창이 열리면 이미 생성된 Selection Set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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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같은 방식으로 층, 카테고리, 패밀리, BIM 모델의 개별 building block, Selection Set등을 

스케줄의 작업과 링크할 수 있습니다. 각 상호 연결 및 값 변화에 따라 변경 사항이 스케줄에 

업데이트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수행하려면 Update 명령을 클릭하십시오. 스케줄을 

업데이트 한 후, 프로그램은 방금 작업과 링크를 한 요소들을 애니메이션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15.11.2. 모델 요소와 다중 작업 링크 

Link Rule 창에 Map 명령을 사용하여 모델 요소와 여러 작업을 한번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층, 카테고리, 패밀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에 있는 작업을 기반으로 

만든 smart selections 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Gantt 디스플레이 유형 활성화. → Task Rules Editor 필드를 클릭하고 

요소에 연결 시키고 싶은 작업 선택. →Link Rule 명령이 따름. →드랍 다운 메뉴에서, Map 

명령 선택하고, Include. → Reference Objects 창이 열리면 이미 생성된 Selection Sets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5.12. 스케줄과 모델의 BUILDING BLOCK 사이 링크 제어 

 

15.12.1. DISPLAY OF BUILDING BLOCKS LINED WITH TASKS IN VIEWPORT 

(VIEWPORT 의 Building Block 과 작업 디스플레이) 특정 스케줄 아이템과 관련된 building 

block을 프레젠테이션 필드 에서 디스플레이 하고 싶을 때,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Gantt 디스플레이 유형 활성화. → 스케줄 작업 선택. → Selection 명령을 클릭하고 Select 

elements 명령 선택. → Viewport에, 요소와 관련된 작업이 노란색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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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ap 명령은 선택된 selection set와 작업의 이름이 동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케줄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 절차로 특정 작업과 모든 요소들을 연결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5.12.2. 선택된 요소와 연결된 활동 디스플레이 

Gantt 디스플레이 유형 선택. →Viewport 에서 원하는 아이템 선택. →Selection 명령을 

클릭하고 Find Tasks with Elements 선택. →스케줄에 관련된 작업들은 파란색으로 나타남 → 

해당 요소만 표시하려면 Filter 아이콘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Filter Selected 옵션 선택. 

 

15.13. SCHEDULE 업데이트 

스케줄에 업데이트는 스케줄을 변경할 때 마다 수행됩니다. 이는 selection set, building block 과 

스케줄 작업 링크, 상호 연결 삭제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의미합니다. 작업 기간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변경할 때는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chedule Editor →Update →Schedule Update 창이 열리고, 좌측에 업데이트할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됨. 

 

 

16. SCHEDULE ANIMATION (스케줄 애니메이션) 

4D 모델과 스케줄 애니메이션은 3D 모델의 요소와 스케줄을 연결하여 생성되는 궁극적인 제품을 

나타냅니다. 모델에 여러 스케줄이 있는 경우, 먼저 애니메이션에 디스플레이 하고싶은 스케줄을  

Schedule Editor 탭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Schedule Editor에서 

변경 사항을 입력할 때 스케줄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Schedule Viewer 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Schedule Animation 탭에는 스케줄 애니메이션을 편집하기 위한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16.1. SCHEDULE ANIMATION 팔레트 

Schedule Animation 팔레트는 화면 하단의 탭을 클릭하여 활성화됩니다. 팔레트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전에 Scenes and Animations 탭에서 배운 표준 명령이 포함된 시간 

카드(time card)가 있습니다. 시간표의 애니메이션이 진행할 때, 씬과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프레임과 씬의 차이점은 애니메이션 내의 프레임은 변경 사항을 표시 할 필요 없는 반면, 

씬은 애니메이션의 변경 사항이, 디스플레이되는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월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하면 변경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수백 

개의 프레임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Display 필드에서 Schedule Animation 탭을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이 작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다음, 작업 목록이 왼쪽에 표시되고, 작업의 최종 가격과 

진행률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Schedule Animation 팔레트의 우측 모서리에서 애니메이션에 

디스플레이 하고자하는 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splay 창에서 Task 대신 Animation 을 

선택하면 Schedule Animation 탭이 변경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표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선택한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려면 Set Activ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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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istribution 경고는 일부 하위 작업이 상위 작업에 연결된 모델 요소와 링크가 없는 경우 정보를 

제공합니다. Link Rule 경고는 이전에 스케줄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업데이트 후에 링크 될 모델의 요소 

수를 제공합니다.  Warnings 아이콘을 통해 모든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16.2. SCHEDULE ANIMATION 설정 

4D animation 

settings 는 오른쪽 

상단에 Settings 

버튼을 클릭 하여 

활성화 됩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의 

길이와 초당 프레임 

수, 공사가 

업데이트되는 간격, 

프로젝트 비용 및 

수행된 작업의 비율이 

애니메이션 중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또한 활성, 완료 및  

미완성 요소가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6.2.1 SCHEDULE ANIMATION에서 CLASSIC ANIMATION 내보내기 

9장에서 클래식 3D 모델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Scenes and Animations 

팔레트에서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내보내 스케줄의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에서 클래식 애니메이션의 설정에 따라 카메라가 변경됩니다. 이는 스케줄의 클래식 

시뮬레이션과 사전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Scenes and Animations 탭 활성화. → 9장의 설명에 따라, 원하는 애니메이션 생성. → 

애니메이션이 완성되면, 목록에서 하이라이트하고, 창을 오른쪽 클릭.→새로 열린 하위 그룹에, 

Convert to Schedule 선택하고 Schedule Animation 선택. → Convert to Schedule Animation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 스케줄 애니메이션 이름 정의. →Schedule Animation 탭 활성화 

→Set Active 버튼 먼저 클릭. →Display 창에서  Animation 옵션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방금 

내보내기 한 애니메이션 선택. →프레젠테이션 필드 위 행에 Schedule Viewer 를 활성화 하고 

스케줄의 시뮬레이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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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간격은 시간별, 일별, 주별, 또는 월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간격이 더 좋은 시간표의 애니메이션을 제공합니다. 즉, 간격을 시간별로 정의하면, 애니메이션에는 

거의 모든 요소의 건설이 표시됩니다. 일별 간격을 정의 할 때, 애니메이션에는 그 날에 완성 된 건물 

요소 그룹의 건설이 표시됩니다. 애니메이션을 간단이 훑으려면 간격을 일별이나 주별로 

정의합니다. 최종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 별로 간격을 정의합니다.  



17.  ZONES AND METHODOLOGIES 로 스케줄 자동 생성 

BEXEL Manager 는 4D / 5D 통합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 구조 및 위치로 

자동 연결 작업을 통해 기본 스케줄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작업과 관계 

생성 및 실수할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비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5D 모델과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생성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Schedule 탭에서 가능하며, 여기에서 zones, 

methodologies 및 template을 만들 수 있습니다. Zone 은 Selection sets, families, building blocks, 

또는 층에서 작성할 수 있는 zone 아이템을 나타냅니다. Zone이 스케줄의 레벨과 일치하도록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최상위 레벨의 zone 은 가장 높은 레벨의 작업 또는 패런트 작업 입니다. 다음 zone은 

한 단계 낮은 레벨의 작업을 나타냅니다. Production zone 은 최하위 레벨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개체로 구성 돼있습니다. 스케줄을 생성한 후에는 프로젝트 zone  과 작업을 나타내는 상호 

연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methodology는 작품의 구조와 특정 유형의 개체를 위한 선택한 

분류의 위치에 기반합니다. Creation Template 기능을 사용하여 적절한 zone 과 methodology를 

만들면, 위의 모든 아이템들을 결합한 계획을 자동으로 작성하기 위한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양식과 생성된 zone 과 methodology는 Exchange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프로젝트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7.1. ZONE 과 ZONE ITEMS 

개별 zone을 만들려면, 먼저 화면 상단의 툴바에서 Schedule 탭을 활성화 합니다. 각 zone은 생산 

중에 유형이 결정되는 zoned object 로 구성됩니다. 즉 모델 구조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 빈 zoned objec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물, 카테고리, 패밀리, selection set등과 

같은 개별 모델 구조의 건설에 이미 연결된 zoned object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Zone에 대해 

말하면 작업의 레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zoned object에 관해 말하면 최종 시간표에 개별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케줄의 장점은 동시에 최종 스케줄에서 작업과 레벨을 

나타내는 여러 zone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1.1. ZONE EDITOR (존 편집기) 

먼저 Schedule 탭을 클릭하여 Zone Editor 활성화합니다. Zone Editor 창은 Logic 디스플레이 

유형에 creating the schedule plan task 창과 비슷합니다. 왼쪽에는 zoned objects와 상호관계 

또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zone의 목록이 있습니다. Formed zones 과 zone 아이템은 

편집, 수정, 복사하고 다른 모델 구조로 추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습니다. 

17.1.2. 빈 ZONE ITEM으로 새로운 ZONE 생성 

Schedule → Zone Editor → Zone Editor 창이 열림. → New Zone 버튼 클릭. → 새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서 새로운 zone의 이름을 정의하고 OK 버튼 클릭. → 새로운 zone 자동 

활성화. → New Item 아이콘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Blank 또는 Linked 옵션 선택. → Blank 

옵션을 선택하면, New Zone Item, 창이 열리고, Name 필드에서 새로운 zone의 이름을 정의. → 

좌측에 Zone Editor 창에 새로운 zone 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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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델의 요소에 건물의 빈 zone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Reference Objects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한 창에서 객체의 zone에 추가할 요소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방금 추가한 

요소를 삭제하려면 Clear 명령을 클릭하십시오. 



17.1.3.  LINKED ZONE 

ITEMS으로 새로운 ZONE 

생성 

Schedule →Zone Editor 

→Zone Editor 창이 열림. 

→New Zone 버튼 클릭. 

→새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서 새로운 zone의 

이름을 정의하고 OK 버튼 

클릭. → 새로운 zone 

자동 활성화. →New 

Item 아이콘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Blank 또는 

Linked 옵션 선택. → 

Linked 옵션을 선택하면, 

Reference Objects 창이 

열림.→드랍 다운 

메뉴에서 Type 필드에, 

zone에 추가될 요소 선택, 

(예: Selection  Set) 

→원하는 Selection Set-a 

선택후, OK 버튼 클릭. 

→  Zone Editor 창 좌측에 

zone 아이템에 추가한 

Selection Set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새로 생성된 zone 

아이템이 표시됨. 

 

 

 

17.1.4. ZONE ITEM 링크 

개별 zone은 Logic 디스플레이 유형의 scheduling tasks 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원하는 zone 

아이템 두개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상호 연결을 마크 하려면, 링크의 정보가 우측에 활성화되며, 이는 

Logic 뷰와 동일합니다. Type 필드에서 선택한 연결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으며, Lag Type 필드에서 

지연을 시간 또는 백분율로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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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면의 오른쪽에 zone item의 Automatic 필드를 하이라이트하면, zone 아이템 이름이 zone 

아이템과 연관된 요소의 이름과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Zone 아이템은 원하는 대로 적용한 다음, 

Automatic  필드를 하이라이트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Zone Editor 필드는 두가지 Delete 명령이 있습니다. 툴바에 있는 Delete 명령은, zone의 이름으로  

전체 zone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의 Delete 명령은 Zone Editor 창의 우측 모서리에 위치하며, 

링크나 zone 아이템 삭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명령 모두 되돌릴 수 없습니다. 



17.2. METHODOLOGY 

Schedule 탭의 Methodology Editor 명령을 사용하면 작품의 구조와 선택한 분류의 위치 (예: 

Masterform 또는 Uniform)를 기반으로 construction methodology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Methodology of work는 새 템플릿을 만들거나 Exchange 명령을 사용하여 내보내고 다음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thodology Editor 창은 zone 및 zone 아이템의 구성을 위한 

Zone Editor와 스케줄 작업을 생성하기 위한 Logic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17.2.1. 새 METHODOLOGY 생성 

Schedule → Methodology Editor → New Methodology → New Methodology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 생성할 methodology의 이름 정의. → Classification 필드에, Masterformat 

또는 Uniformat를 쓸지 선택.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생성된 methodology는 

즉시 Methodology Editor 창 좌측에 표시됨. 

 

 

17.2.2.  METHODOLOGY에 요소 추가 

Schedule → Methodology Editor → New Methodology 를 사용하여 새 methodology 를 생성 

하거나 사전 정의된 것중 선택. → New Item 명령 클릭. → New Methodology Item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 요소 이름 정의.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새로 만들어진 Methodology Item 선택하고 화면 우측에 Edit 버튼 클릭. → 

Methodology Item Cost Items 창이 열리고, 선택된 분류 시스템 내의 적절한 아이템 선택.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7.2.3. METHODOLOGY 아이템 편집 

Methodology의 각 요소는 자체 색상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은 스케줄 애니메이션에 

요소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될 때 표시됩니다. 색상은 색상이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색상 범례가 열립니다. 프로세스를 닫으려면 OK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Change  버튼을 클릭하여 객체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 시스템의 다른 

아이템을 선택한 요소에 추가하려면, Edit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추가하십시오 

 

17.3. CREATION TEMPLATE 

Creation Template은 스케줄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Schedule tab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작업의 

methodology 와 개별 zone을 추가하고 원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에 내보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3.1. CREATING THE TEMPLATE 

Schedule → Creation Template → Creation Template Editor 창이 열림→ Name 필드에 

템플릿 이름 정의. →New 명령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Reference Children Based 옵션 선택. 

→Then activate the Reference Objects 창을 활성화,(스케줄 및 zone 작업 생성할 때 이미 배움) 

→ Type 창에서 Zone Items 과 원하는 zon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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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택한 분류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으며 Uniform 또는 Masterformat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분류를 개발하여 추후 작업의 기초가 되며 methodology 아이템과 5D 모델의 작업 목록의 

아이템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참고: Zone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Delete 명령이 있습니다. 툴바의 Delete 명령은 전체 

methodology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Methodology Editor 창의 오른쪽에 있는 명령은 선택된 

아이템이나 링크만 삭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zone 또는 모델 구조를 추가 (예. methodology of work.) →    Zone을 

추가하는 순서는 스케줄 구조의 레벨과 일치 해야함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7.3.2. 템플릿 기반 SCHEDULE 생성 

 

Schedule Editor → New Schedule → 

New Schedule 창이 열리면 Name 

필드에 이름 정의. → Cost Version 

필드에 분류 시스템 정의 (비워도됨). 

→새로 생성된 스케줄이 자동으로 

열림.→프레임이 연한 녹색인 

스케줄의 아이템 선택. →New Task 

명령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Creation 

Wizard 옵션 선택. →동일한 이름의 

창이 열림. →Template 명령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Load 옵션 

선택.→Select Creation Template, 창이 

열리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OK 버튼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Schedule Editor 탭에 템플릿 

기반으로 새로 생성된 스케줄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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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과 해당 

아이템을 만들 때  

Reference-Based 

옵션이 있습니다. 

즉, 아이템이 

선택한 구조를 

모델에서 작업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Reference 
Children Based 

옵션은 모델 

구조의 한 레벨의 

요소를  하위 

레벨의 요소와 

연결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18. BEXEL COST MANAGER 

4D BIM 모델은 3D BIM 모델에 스케줄을 추가 할 때 만들어집니다. 시간 데이터 외에도 각 요소의 

가격을 모델에 추가하면 5D 모델과 기본 5D 시뮬레이션이 작성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Bexel 

Cost Manager 모듈을 사용합니다. Cost Manager 환영 창은 세 탭으로 구성됩니다: Classification Editor, 

Resource Editor 및 Cost Item Definition Editor. 비용 정보를 BIM 모델 요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Cost 

Manager 에서 커스텀 분류 시스템을 불러오거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시스템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작업 목록을 기반으로 형성합니다. 모든 분류 시스템은 Classification Item, 폴더 구조, 

및 단가 정보 및 자원 생산성 비율로 구성된 Cost Item 으로 구성됩니다 

 

18.1. CLASSIFICATION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만들거나 불러 오려면, 먼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형성된 분류 

시스템은 나중에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XLSX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낸 파일은 

Excel에서 포맷되며 Cost Manager에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많은 수의 분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1.1. CLASSIFICATION SYSTEM 생성 

New Classification → New Classification 창이 열림. → Description 창에 새로운 classification 

system 이름 입력. →OK 버튼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설정된 분류 시스템이 화면에 표시됨. 

18.1.2. CLASSIFICATION SYSTEM 이름 변경 

Classification system 선택. → Rename →  Rename Classification 창이 열리면, Description  창에 

새 이름 입력. → OK 버튼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1.3. CLASSIFICATION SYSTEM 삭제 

Classification system 선택. → Delete → 분류 시스템을 삭제할 것인지 묻는 경고가 표시됨. 

→ OK 버튼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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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성된 스케줄의 가장 낮은 레벨의 활동에는 40시간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상위 레벨의 작업 기간은 각 하위 작업 기간의 합계 입니다. 타임프레임을 정교화하고, 

개별 작업의 기간을 변경하며 완전히 현실적인 워크 다이내믹 을 만들 수 있습니다. 



18.1.4.  비용 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CLASSIFICATION)   

분류 시스템 생성이 끝나면 XLSX 템플릿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낸 테이블은 Excel 에서 열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된 후, Import  명령을 통해 Cost Manager로 

테이블을 다시 불러와서 해당 변경 사항으로 분류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Classification system 선택. → Export → 파일이 저장될 위치 선택. →    Export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1.5. 비용 데이터베이스 불러오기(CLASSIFICATION)  

Costa database in XLSX 템플릿 형식→ Import → 창이 열리면 불러올 파일을 선택. → 

Import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2. CLASSIFICATION ITEM 

먼저 구조 탭 또는 분류 아이템이 현재 위치한 폴더 구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생성된 폴더 구조 

내에서 새로운 폴더 구조 및 Cost Item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 후 classification item은 수정, 복사,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8.2.1. CLASSIFICATION ITEM 생성 

원하는 폴더 구조 선택. →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New Classification Item 선택. 

→Classification Item Editor 창이 열리고, Code 필드에 폴더 구조 이름 입력. →Description 

창에 설명 입력 가능 (선택 사항). →Query 필드에 데이터 입력 가능 (선택 사항).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2.2. CLASSIFICATION ITEM 편집 

편집하고 싶은 Classification Item 선택. →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Edit Classification 

Item 선택. → Classification Item Editor  창이 열리고, 원하는 변경 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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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Query 아이템은 모델 요소가 해당 분류 아이템 아래의 Cost Item과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공식을 결정합니다. 이는 요소 특성 정보가 들어있는 Query 공식을 기반으로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아래에 제시 될 것입니다. 



→ Query 아이템을 변경하려면, Change 버튼 클릭. → Element Query Editor 창이 열리고, 

원하는 데이터 변경. → OK 버튼 클릭하고 절차 마침. 

18.2.3. CLASSIFICATION ITEM 복사 

복사하고 싶은 Classification Item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Copy 선택. → 

맵 구조를 붙일 위치 선택. → 선택한 위치에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열리고 Paste 옵션 선택. 

18.2.4 CLASSIFICATION ITEM 자르기 

자르고 싶은 Classification Item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Cut 선택. 맵 구조를 

붙일 위치 선택 →선택한 위치에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열리고 Paste 옵션 선택. 

18.2.5. CLASSIFICATION ITEM 삭제 

삭제하고 싶은 Classification Item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Delete 선택. → 

아이템을 정말 삭제할 것인지 묻는 경고가 표시됨. →OK 버튼 클릭하고 절차 마침. 

 

18.3. COST ITEM 

 

Cost Item는 가격 수량 유형 및 측정 단위에 관한 정보를 그룹화 합니다. 이 정보는 정보 

자원(resource information)에 추가 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선택한 BIM 모델에 직접 

연결됩니다. Bexel Manager 플랫폼은 비용 데이터를 BIM 모델과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개별 Cost Item을 BIM 모델의 개별 요소와 연결하는 것 입니다.  다른 

방법은 특정 쿼리 설정에 따라 Cost Item을 요소와 자동으로 연결하는 것 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18.3.1. COST ITEM 생성 

원하는 폴더 구조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New Cost Item 선택. 

→From New Definition. →Cost Item Definition Editor 창이 열리고, Code 필드에 Cost 

Item의 이름 입력. →Description창에 설명 입력 가능 (선택 사항). →Quantity Type 필드에 

원하는 수량 유형 정의. →Quantity Unit 필드에 측정 단위 정의. →Cost 필드에 단가 지정.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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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 작성된 아이템을 기반으로 새 Cost Item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rom Existing 

Definition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8.3.2. COST ITEM 편집 

편집하고 싶은 Cost Item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Edit Cost Item Definition 

아이템 선택. →Cost Item Definition Editor 창이 열리고, 원하는 변경 사항 입력.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3.3. COST ITEM 복사 

복사하고 싶은 Cost Item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Copy 명령 선택. → 

붙이기 할 폴더 구조 선택. →선택한 위치에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열리고 Paste 옵션 선택. 

18.3.4. COST ITEM 자르기 

자르고 싶은 Cost Item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Cut 명령 선택→붙이기 할 

폴더 구조 선택. →선택한 위치에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열리고 Paste 옵션 선택. 

18.3.5. COST ITEM 삭제 

삭제하고 싶은 Cost Item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활성화 되고 Delete 명령 선택. 

→아이템을 정말 삭제할 것인지 묻는 경고가 표시됨.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3.6. QUERY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Query 아이템을 사용하여 작업 목록의 아이템을 기반으로 구성된 Cost Item이 

해당 BIM 모델 요소에 연결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Cost Item 과 BIM 모델을 자동으로 연결하려면 두 

아이템을 정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Query이며, Cost Item이 연결할 요소의 특성을 

결합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인 Formula는 수량을 형성하는데 사용할 공식을 결정합니다. 

 

 

68 

참고: Cost Item을 편집할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Edit Cost Item 및 Edit Cost Item Definition. 

둘의 차이점은, Edit Cost Item을 사용하면, 현재 분류의 Cost Item만 편집하고, Code 와 Description만 

변경 가능합니다. Edit Cost Item Definition을 사용하면 Cost Item definition이 사용되는 현재 분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류에서도 변경됩니다.  

참고: 이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두 가지 유형의 Delete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닫는 창 옆에 있는 

툴바에 위치하며, 모든 분류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따라서 전체 분류 시스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Cost Item 또는 Classification Item 에 오른쪽 클릭으로 활성화 하는 Delete 명령을 사용하면 선택한 

아이템만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두 명령 모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새로 형성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Cost Item에 Cost Item Definition Editor 활성화. → Query 와 

Formula 가 주어진 Mappings 탭 열기. → Query 아이템에 Change 버튼 클릭. Element Query 

Editor 창이 열리면, Cost Item이 요소와 연결될 용어 및 특성 정의 → Insert Query 클릭하고 

Property Value 선택. → New Query 창이 열리면 특성 이름 및 유형 정의. → 다음 

단계에서는, 특성을 사용하여 요소를 선택하는 조건 정의.→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Formula 필드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려면 Change 버튼 클릭. → Expression Editor 

창이 열리고, 원하는 공식 값 선택.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Formula 및 

Query 이 주어지면, OK 버튼 클릭. →이것으로 Query Item 추가하는 프로세스 완료. 

 

 

 

 

 

 

 

 

 

 

 

 

 

 

 

 

 

 

 

 

 

 

 

 

 

18.4. COST ITEM 과 BIM 모델 요소 링크 

BIM 5D 모델을 제작하려면 BIM 모델과 분류 시스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개별 요소에 추가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의 각 

부분을 적절한 cost item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모든 cost item을 BIM 모델의 해당 

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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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Query Item 사용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18.4.1. 개별 COST ITEM와 정의된 요소 연결 

BEXEL Manager에서, 화면 상단에Settings 탭 옆에 위치한 Cost 탭 활성화. →Synchronize 

Database 명령을 클릭하면, 새로 생성된 분류 시스템이Cost Items 탭에 표시됨. →Cost Items 

탭을 활성화하고 닫히는 창에서 원하는 분류 시스템 선택. →프레젠테이션 필드, Cost Item 에 

추가하고 싶은 요소 마크. →분류 시스템에 적합한 Cost Item 을 오른쪽 클릭하여 선택. → 

열린 창에서, Assign Cost Item(s) 명령 선택. →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4.2. 정의된 요소에서 COST ITEM 제거 

Assigned Items 탭 활성화. →프레젠테이션 필드에서, Cost Item 을 제거하고 싶은 요소 마크. 

→Filter by Element Selection 명령 선택. →선택한 아이템 및 해당 아이템이 위치한 폴더의 

구조와 연결된 Cost Item 이 표시됨. →Cost Item 을 오른쪽 클릭하고, 창이 열리면 Delete 

Ass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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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선택. →  경고가 나타나고, YES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절차를 마침. 

18.4.3. COST ITEMS 을 모델 요소에 자동 할당 

BEXEL Manager에서, 화면 상단에Settings 탭 옆에 위치한 Cost 탭 활성화. →Synchronize 

Database  명령을 클릭하고, 새로 생성된 분류 시스템이Cost Items 탭에도 표시되는지 확인. → 

Cost Items 탭을 활성화 하고, 닫히는 창에서 원하는 분류 시스템 선택. →오른쪽 클릭으로 

원하는 분류 시스템을 선택하고 Auto-Assign Cost Items 명령 클릭.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18.4.4. BIM 모델 요소에서 모든 COST ITEM 제거 

BIM 모델에 연결한 Cost Items 을 제거하고 싶으면, Cost 탭을 활성화하고 Clear All Items 명령 선택. 

이 절차는 BIM 요소에 링크된 모든 Cost Items을 삭제 합니다. 

19. BEXEL MANAGER 플랫폼의 건설 모니터링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 BEXEL Manager 플랫폼과 생성된 5D 모델의 도움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중에 스케줄, 지연 및 현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의 일부 작업은 모델 요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Default Activity 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작업은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델 요소와 관련된 

스케줄 작업의 진도는 Selection Set를 형성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19.1. 건설 모니터링 시간 

건설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위해, 먼저 기존 스케줄을 복사. → Schedule Editor 탭에 위치한 

Progress 명령을 활성화. → Schedule Progress Editor 창이 열리면 New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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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ost Items 을 BIM 모델 요소와 연결하는 최종 결과물은 BIM 5D-model 입니다. 비용 데이터로 

BIM 모델에 연결하면 Schedule Animation 탭에서 스케줄의 5D-simulation 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디스플레이 하려면, Schedule Viewer 을 클릭 하십시오. 



Progress Entry Editor 창이 열리면, Range 필드에 건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기간 결정. 

→Start Date 아래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 지정. →Finish Date 아래 건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할 날짜 정의 → Add 명령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Planned 아이템 선택. →선택된 

기간에 계획된 작업의 목록이 표시됨. →Marked as Planned 옵션을 선택하여 선택한 기간의 

작업이 스케줄과 일치하는지 나타냄. →이 경우에, Last Entered Date 필드에 마지막 입력 날짜 

마크. →이렇게 하면 선택된 기간 동안에 공사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Schedule 

Progress Editor 창에도 디스플레이 됩니다. 

 

 

 

 

 

 

 

 

 

 

 

 

 

 

 

 

 

 

 

 

 

 

19.2. 새로운 건설 모니터링 기간 추가 

건설 모니터링에 새 기간을 추가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Progress 버튼을 

클릭하고 Schedule Progress Editor 활성화. →New 버튼을 클릭하고 건설 모니터링하고 싶은 

기간 지정. → Progress Entry Editor 창이 열림. →다시, 건설작업을 모니터링할 기간 정의. 

→기간을 설정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하고 Planned 아이템 선택. →선택된 기간에 계획된 

작업의 목록이 표시됨. →작업 수행 방법 결정.→ OK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 

마지막으로, Last Entered Date 창에 이전에 건설 모니터링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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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스케줄 비교 

건설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Schedule Editor 탭으로 돌아가서 Gantt 디스플레이 유형 

활성화. Compare with 필드에, 원본 스케줄을 선택하여 서로 비교. 점선이 작업의 진행 상태와 

지연을 나타냄. 

20. FACILITY MAINTENANCE 

Facility Maintenance 프로그램 모듈은 6D-BIM 모델의 추가 프로세싱을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6D- 

BIM 모델은 파생된 상태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됩니다. 이른바 As-built 모델 외에도, 프로젝트의 구축과 실행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문서 등록부를 제공합니다. Facility Maintenance는 시설 유지 보수를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 

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문서가 포함된 6D-BIM 모델 외에도, 사용 단계에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문서에는 내장재, 가구, 하드웨어, 전기 및 기타 장비와 관련된 

증거, 인증서, 사용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별 BIM 모델과 연결 됩니다. 프로그램 모듈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하단에 위치합니다. 맨 위 줄에는 기본 명령이 포함되며, 팔레트 아래 

부분에는 입력된 모든 계약, 포지션, 및 아이템의 목록이 제시 됩니다. Bexel 프로그램 환경에서 

계약에 대해 언급할 때, Contract item을 의미합니다. 유지 보수는 프로그램에 Plan 으로 제시됩니다. 

Plan Event는 개별 유지 관리 포지션의 작업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월간 엘리베이터 점검에 

대해 이야기할 때, Plan 으로 프로그램에 입력되며, 작업이 마크 될 날짜를 Plan Events 라고 

합니다. Contract의 이벤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Contract Events로 제시됩니다. Entry 는 모든 

레벨에서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모든 서명된 계약 및 유지 보수 포지션을 입력하면, 선택된 기간에 계획된 작업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월, 연도, 또는 10년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된 기간에 

대한 유지 보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0.1. FACILITY MAINTENANCE 도구 

툴바 모듈에서 새로운 계약, 포지션 및 이벤트를 입력하기 위한 New와 같은 표준 명령이 있습니다. 

편집을 위한 Edit 명령, 삭제를 위한 Delete 명령도 있습니다. Export 명령을 사용하면, 선택한 기간 

내의 아이템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Report로 특정 기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BIM 

모델 요소와 링크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Select Elements 및 Filter by Element Selection 명령이 

있습니다. Hide Contract Events 및 Hide Plan Events 으로 모든 아이템의 목록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20.2. CONTRACT 

20.2.1. CONTRACT 추가 

Facility Maintenance 탭 활성화. →Toolbar 팔레트에 있는 New 명령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Contract 아이템 선택. →General 과 Notes 명령을 포함하는 Contract Editor 창이 열림→ 

먼저, Name 필드에서 계약 이름 정의. →Calendar 필드에서 달력 유형 정의. →Start Date 

필드에서 계약이 시행 될 날짜 정의. →Finish Date 필드에 계약이 유효할 때까지의 날짜 

정의→ Recurre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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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반복 간격을 정의. →Type 아래, 계약의 작업이 일, 주, 월, 또는 해 단위 인지 정의. → 

선택된 반본 간격에 따라, 작업이 언제 실행되는지 정의. →Company Info 필드에, 계약을 맺은 

회사의 정보 입력. →Notes 필드에 다양한 주석 입력 가능. →Save and Close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20.3. PLAN 

20.3.1. MAINTENANCE POSITION(유지 관리 포지션 추가) 

Facility Maintenance 탭 활성화. →Toolbar 팔레트에 있는 New 명령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Plan 

명령 선택. → General 과 Notes 탭을 포함하는 Plan Editor 창이 열림. →먼저, Name 필드에서 

포지션 이름 정의. →다음에,  Assign To 필드에 누가 작업 실행을 위해 할당될 지 정의. → Start 

Date 및 Finish Date 필드에 작업이 수행될 기간 지정. → Recurrence Pattern 필드에, 반복 

간격을 →Type 아래, 계약의 작업이 일, 주, 월, 또는 해 단위 인지 정의→선택된 반본 간격에 

따라, 작업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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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로운 계약을 여러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지 관리 아이템을 마크하고, 메뉴에 

오른쪽 클릭하고 New 명령 선택. → 주어진 옵션 Contract, Plan 및 Entry 중 원하는 옵션 선택. 



실행되는지 정의.→Notes 필드에 다양한 주석 입력 가능.→Save and Close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를 마침. 

 

20.3.2. MAINTENANCE POSITION 편집 

목록에서 포지션을 선택 (초록색으로 변경됨). → Toolbar 에서 Edit 명령 클릭. 

→ Plan Editor 창이 열리면, 개별 파라미터 변경 가능. 

 

20.3.3. MAINTENANCE POSITION 삭제 

개별 포지션을 삭제하려면,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Toolbar 에서 Delete 명령을 클릭하거나 

아이템을 오른쪽 클릭해서 활성화 되는 메뉴로 선택된 아이템을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모든 아이템은 작업 시기를 결정하는 Start 및 Finish 열이 있는 테이블에 나열됩니다. 

Interval 열은 반복 간격을 나타냅니다. Cost 열에는 계약 가격이 나열됩니다. Actual Cost 열에는, 

특정 작업의 실제 가격이 표시됩니다. Planned Cost 열에는 같은 작업의 예상 비용이 나열됩니다. 

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만 유효합니다.  Note  열에는 계약이나 포지션을 만들 때 입력된 주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0.4. BIM-MODEL 요소에 아이템 링크 

20.4.1. 계약 포지션에 요소 링크     

모델의 빌딩(구성) 요소를 개별 아이템과 연결하기  

위해, 먼저 적합한 selection set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필드   에서 선택된 구성 요소를 격리합니다. 

→Facility Maintenance →원하는 아이템 선택 

(초록색으로 변경됨).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활성화하고, Link To Selected Elements 명령 선택. 

20.4.2. BIM 모델 요소와 아이템 링크 해제 

Facility Maintenance→원하는 아이템 선택 

(초록색으로 변경됨).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활성화하고, Unlink From Selected Elements 명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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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그램 모듈에서 목록에 먼저 작업을 입력하고, 반복 간격에서 정의한 사전 정의된 작업 날짜 

입력. 

참고: 포지션을 먼저 하이라이트해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으로 패널을 활성화 한 후 

Edit 아이템 선택. Plan Editor 창이 열리고, 기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 및 작업 실행 삭제에 사용됩니다. (계약 삭제 및 작업 실행) 

참고: Select Elements 명령을 사용하면 요소를 

추가하거나 교차하여 요소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Filter 

by Element Selection 명령은 필터를 기반으로 요소 

선택를 선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