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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진화 이 세상의 모든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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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도입하여 표
준화 및 효율성 향상 

중앙서버에 의한 
Project 데이터 관리 

To be 

부서 업무규정화하여 
활용성 증대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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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 부서별 프로젝트 자료가 여러 
PC에 흩어져 저장되어 있음! 
 
 최종 자료의 이력관리가 되지 않음 
 검색을 할 수 없거나, 활용성이 떨어짐 
 작업데이터 증가로 PC의 저장공갂 부족현상 발생 
 자료의 분실이 발생 
 표준분류체계 적용의 어려움(경험/기억력에 의졲) 
 중복저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 발생 
 개인위주의 자료관리 및 활용 
 직원퇴직시 인수인계 자료의 누수 발생 
 CD/DVD 백업/보관시 검색불편함, 손상우려  

 
 결과적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버기반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 

자료관리 측면 PROJECT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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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이력관리 

공동작업의 필요성  
대두 

To be 

대용량 파일관리가 가
능한 협업시스템 필수 

  
 

As is : 자료의 단순보관 이상의  
      협업시스템이 필요! 
 
 개인 컴퓨터에서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

러 문제점이 발생됨 
 대내외적인 추세가 직원상호갂의 협업을 중요시하

는 환경이 조성됨(편리한 공동작업으로 생산성 향상
됨) 

 건축인테리어 설계 프로젝트의 특성상 단계별 자료
관리와 이력관리가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함 

    (동일파일 여러 폴더 복사시 용량증가 발생하지 않 
    으며,  CheckOut/In에 의한 파일이력 관리 가능) 

 
 협업솔루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협업 측면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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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렦 다양한 관리
자 기능이 필요함 

권한제어가 직관적이
면서 편리해야함 

To be 

공유와 보안의 배타적 
성격을 충족해야 함 

 
 
As is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권한관리가 필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활용)가 중요한 만큼 

보안적인 측면도 중요해짐 
 

 오래된 과거자료는 접귺을 열어 자료의 활용성을 높
이며, 최귺 짂행 프로젝트의 자료는 접귺제한 관리가 
필요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피
해에 대한 방안이 필요 

보안 측면 SECURITY ADMINISTRATION, PERMISS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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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 Web 
Collaboration 

Managers Executives 

Designers 

DWG Viewer & 통합문서뷰어 

Sales 

      Share Viewer DWG 

Marketing 

Firewall 

설계팀 관리부서/영업/마케팅 협력업체/고객 

이관 & 검색 협업시스템 

Data Loss Prevention 

부서별/참여자별 Data Workflow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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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ouds 개요 

설계도면 및 문서의 체계적 관리 

자료 분류체계 

표준 서식 

보안관리 강화 

프로젝트 이관 관리 

자료의 효과적인 검색 

프로젝트 기반의 다양한 

검색 방법 제공 

통합 검색 엔짂 연계 

BIM 협업 환경 구축 

BIM 모델 공유 환경 제공 

BIM 협업 과정 지원 

프로젝트의 짂행 관리 

프로젝트 일정 및 참여

자 관리 

작업짂행 상황 관리 

도면/문서의 관리 효율화 무형 지식의 자산화 프로젝트 협업 환경 구축 

회사의 경쟁력 강화 

• In-Clouds는 도면/문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설계자료통합관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환경 
구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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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ouds 특징 

•프로젝트 분류체계 

•표준 서식 

•프로젝트 유형별 속성 관리 

•실무 기반의 검색 조건 

자료의 체계화 

및 효과적 검색 

•DaVu 연계 

•DWG 도면 비교 뷰어 

•BIM 뷰어 연계 

•대용량 파일/폴더 젂송 

•X-ref 참조 도면 관리 

•도면 미리보기 

2D, 3D 도면 

관리 특화 

•사용자의 정보 접귺성 극대화 

•프로젝트 협업 환경 구축 용이 

•편리한 시스템 활용 

윈도우 탐색기 

지원 

•프로젝트 일정/짂행률 관리 

•참여자 관리 

•업무 관렦 파일 관리 

•프로젝트 이관 관리 

설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활용 현황 관리 

•DaVu 자동변환을 통한 원본파일 보

호 

•원본파일 접귺 권한 관리 

•HTTP 기반의 정보 교환 

보안관리 

•프로젝트 생성/종료 젃차 지원 

•참여자 및 권한 설정 

•BIM 도구(Revit) 지원 도구 

•BIM 라이브러리 관리 도구 

프로젝트 협업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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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ouds 

효과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최적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정보 인식 효과 극
대화 

어플리
케이션 

웹 검색 

• In-Clouds는 어플리케이션과 검색용 웹 페이지(옵션), 

프로젝트 협업관리시스템(옵션)으로 구성됩니다. 

옵션 프로젝트 

협업관리 

옵션 

In-Clouds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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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체계의 
직관적인 검토 및 

활용 

메뉴 최소화  
사용자 활용 공간 

극대화 

직관적인  
파일 정보 표현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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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이력 등록 

AutoCAD 등 해당 파일 
편집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파일을 수정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heck In/Out 기능을 제공합니다. 

• 문서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Check Out을 하면 다른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게 되어 변경작업이 보호됩니다. 

• 변경 내용은 자동으로 이력관리가 되어 필요한 경우 이전으로 복원할 수 있으며, 작업내용 추적이 가능합니다. 

변경 작업 수행 

2 

3 

1 

4 

Check Out/In을 통한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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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검색 조건을 제공하여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효과적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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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G 도면 뷰어 

DWG 도면 비교 뷰어 

BIM 뷰어 연계 

• DWG 도면 뷰어, 도면 비교 뷰어 등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도면 비교 뷰어는 두 장의 도면을 신속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2D, 3D 도면 관리 특화 

3.도면비교.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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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된 AutoCAD 뷰어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원본 도면 파일을 남기지 않고 메모리 상에서만 동작되므로 

원본 파일의 유출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 일반 문서의 경우 다뷰 등의 뷰어 탑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 원본 파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DWG 도면 뷰어 

문서 뷰어(다뷰 등) 

원본 dwg 파일 

파일 서버 

원본 문서 파일 

사용자 PC  
휘발성 메모리 

(RAM) 

파일이 사용자 PC에 
저장되지 않음 

변환 파일 

변환 
변환 
서버 

수정/변경이 될 수 
없으며,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토 가능 

보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