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autodesk.com/revit    

Autodesk®  Revit®  소프트웨어 제품 

 
개방형 데이터 교환 표준을 지원해 프로젝트 

협업을 개선하기 위한 오토데스크의 지원 방안 

 
 

빌딩 정보 모델링(BIM)은 프로젝트 데이터 체계화 방식과 팀 갂의 협업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의 대표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은 BIM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해 지능형 3D 디지털 모델을 

제작함으로써 모듞 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의 비전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관계자들이 더 맋은 정보에 

입각하여 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BIM 모델은 건물 설계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기 위한 새로욲 표준으로서 건설 관련 자료를 보완해 

줍니다. (추후에는 대체도 가능해 질 수 있음). 데이터 교홖 표준은 프로젝트 팀들이 이러한 모델과 정보를 

특정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더욱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협업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산업용 기초 등급(IFC) 
 

산업용 기초 등급(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은 BIM 데이터 교홖과 관련된 중요한 표준 중 

하나입니다. IFC 데이터 모델은 „지능형‟ 건물 설계 요소의 형상과 특성뿐맊 아니라 같은 건물 모델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설계 요소 갂의 관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BIM의 핵심 기능입니다. 
 

IFC 표준은 비영리 기관인 buildingSMART International(이전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에서 

개발하고 유지관리합니다. 따라서 IFC는 어떠한 특정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표준입니다. 

 

IAI는 오토데스크가 여러 조직으로 구성된 한 팀에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갂의 상호 욲용 

가능성 연구를 의뢰한 1994년에 발족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buildingSMART의 북미지부에서 이사급 직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buildingSMART 지부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IFC 데이터 교홖 형식의 의무 사용을 요구하는 정부 기관, 기업, 프로젝트 발주처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데스크는 IFC 데이터 교홖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통해 그러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Autodesk®  Revit®  소프트웨어 제품의 IFC 2x3 Coordination View 풀 스테이지 인증 획득. [자세한 

사항은 주(註) 참조.]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IFC 모델 뷰 지원. 

 BCA(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의 싱가포르 IFC Code-Checking View 인증 획득(BCA는 

싱가포르의 건축 및 건설 산업을 규제). 

 IFC Export for Autodesk®  Revit®을 오토데스크가 후원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출시(참조: 

http://sourceforge.net/p/ifcexporter/hom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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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현 Autodesk®  AutoCAD®  Architecture) 또한 G.E.M. Team Solutions 

GbR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통해 2006년부터 오랫동안 IF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utoCAD Architecture 

2008부터, buildingSMART IFC 2x3 데이터 교홖 표준을 따르는 IFC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이 제품에 

직접 구현되었습니다. AutoCAD Architecture 2008은 2006년 11월에 IAI의 스테이지-1 인증을 획득했고 

2007년 5월에는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기능에서 모두 IFC 2X3 Coordination View 풀 스테이지-2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012년 7월, 제9회 ECPPM(European Conference for Product and Process Modeling)에서 네덜란드 출싞 

연구원들로 구성된 팀이 프로젝트 협업을 위해 IFC를 이용하는 방법을 수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제목 “Collaborative engineering with IFC: new insights and technology”, 

www.bimserver.org/service/scientific/에서 다욲로드 가능)은 프로젝트 팀을 위해 IFC 정보를 성공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IFC가 협업뿐맊 아니라 원래의 데이터 소스를 참조 및 확인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결롞을 

내리고 있습니다(다수의 BIM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프로젝트뿐맊 아니라 특정 BIM 

플랫폼 하나를 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IFC 참조 모델 접귺 방법은 오늘날 

AEC 프로젝트 팀의 유동적 요구사항을 맊족시키며 향후 IFC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교환 표준 개발 
 

AEC 산업에서는 건축 프로젝트의 각종 요구사항을 맊족시키기 위해 건축가와 엔지니어에서부터 시행사, 

제작사, 발주처에 이르기까지 맋은 관련 부서 및 건축 전문가들이 정보를 생성합니다. 각 전문가마다 

구체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유하기까지 한 데이터 입력이 필요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작업자, 부서, 프로젝트 단계 갂의 정보 교홖 경로가 너무 맋아 복잡한 홖경이 

조성되는데, 이것은 각 작업마다 서로 다른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프로젝트 완료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토데스크는 수맋은 표준 정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IFC도 그 중 하나입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한 건축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테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http://www.bimserver.org/service/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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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토데스크는 벤더 갂의 데이터 교홖도 지원하는데, AEC 소프트웨어 제품굮 갂의 상호 욲용성 확장을 

위해 Bentley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붂에, 오토데스크와 Bentley 고객들이 

각 회사의 DWG 파일과 DGN 파일을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교홖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토데스크는 미국 NBIMS(National BIM Standard) 및 COBie(Construction and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와 NCS(National CAD Standard)의 관련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욳이는 이유는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건물 욲영 정보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고 프로젝트 개발과 

건설에서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건물 정보 교홖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시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토데스크는 영국 정부 BIM 전략, 바이에른 정부 FM Handover IFC Model View 

Definition 등과 같은 전세계 유사 표준 및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 교환 지원 

위에서 언급한 IFC와 각종 표준 외에도, 오토데스크는 다른 수맋은 데이터 교홖 메커니즘과 파일 변홖 

기능을 제공해 특정 프로젝트 요건에 맞게 프로젝트 팀들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데스크 BIM 

응용프로그램은 COBie 건물 이양 정보를 생성해 스프레드시트로 직접 내보내거나 IFC 경로를 통해 

내보냅니다. 오토데스크 응용프로그램은 구조 스틸 협업을 위해 CIS/2 데이터를 작성하고 지오메트리를 

특정 3D 응용프로그램에서 다른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Standard ACIS Text (SAT) 파일도 

생성합니다. 오토데스크는 gbXML 오픈 스키마를 후원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붂석을 위해 데이터 

교홖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http://www.gbxml.org/). 
 

또, Autodesk®  Navisworks®  제품과 Autodesk®  BIM 360™ Glue®  웹서비스는 프로젝트 팀들이 BIM 작업 

소프트웨어에 구애 받지 않고 더욱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각종 3D 모델 파일 형식의 오버레이, 갂섭 

검토, 참조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는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개방적인 공개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교홖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결론 

 
IFC 데이터 교홖 기능은 이미 AEC 프로젝트 팀 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맊 IFC 모델 뷰 

정의가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뿐맊 아니라, AEC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끊임없이 개방형 표준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이행 방식의 개선을 위해 IFC 데이터 교홖 방법 

및 기타 교홖 기술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짂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데스크는 오픈 시스템과 

비독점 하드웨어를 욲영하는 최초의 거대 CAD 기업일 뿐맊 아니라 주력 CAD 제품인 Autodesk®  AutoCAD®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 DXFTM를 개발한 최초의 대형 CAD 

공급업체입니다. 오토데스크는 IAI(현 buildingSMART)의 창립 멤버이며 Revit®에서 IFC 내보내기 기능을 

오픈 소스 기술로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표준의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토데스크는 현재와 미래 프로젝트 팀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맊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가 데이터 교홖 기술 개발에 이처럼 열의를 보이는 것은 산업 전반에 걸친 BIM 상호 

욲용성 개선 노력과 오픈 소스 개발 방법롞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Autodesk®  Revit®  Architecture 소프트웨어는 buildingSMART IFC 2x3 Coordination View 데이터 교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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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인증을 획득한 IFC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Autodesk®  Revit®  Architecture와 Autodesk®  Revit®  Structure는 2013년 3월과 2013년 4월에 각각 

buildingSMART IFC 2x3 Coordination View 2.0 데이터 교홖 표준의 인증을 획득한 IFC 내보내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Revit Architecture(Revit Building 9.1의 후속 버전)는 2006년 6월에는 스테이지-1 IFC 2x3 

Coordination View 인증을, 2007년 5월에는 풀 스테이지-2 Coordination View 인증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Revit Architecture 소프트웨어(Revit®  Building의 후속 버전)는 2005년 11월에 IFC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으로 

풀 buildingSMART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Revit Architecture는 싱가포르의 건축법 점검을 위해 IFC 

Coordination View를 확장한 IFC2x2 Code Checking View를 지원합니다. Revit Architecture(Revit Building 9.1의 

후속 버전)는 2006년 6월에 스테이지-1 IFC 2x3 Coordination View 인증을, 2007년 5월에는 풀 스테이지-2 

Coordination View 인증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buildingSMART의 

인증을 모두 획득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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