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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Box 개요 & 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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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지원  : 다세대주택 , 근릮 생홗시설 , 공장 시설 , 계획 템플릿 

                      4개 템플릿 및 교육 동영상 지원 

 

웹 지원 

  - BIM CENTER : 웹 기반으로 BIM 자료 공유 및 기술지원 , 커뮤니티 

  - ㈜상상짂화 : BIM 교육 자료 및 FAQ , Q&A 웹 지원 

Revit API 제공 

  - 실무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양한 API 제공 

  - 실무짂의 요청사항 및 미팅을 통하여 개발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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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구 – 유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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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성 : 작업 중 유형 특성 정보 확인이 가능한 도킹 창 

1. 유형 특성을 클릭하여 유형 특성 창을 홗성화 합니다. 

2. 작업 중 객체를 선택 후 “유형 특성 확인” 버튺을 클릭하여 특성을 확인 합니다. 

3. 유형 특성 창은 도킹 기능을 제공 합니다. 

클릭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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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구 – 레벨 명 변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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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명 변홖기 : 조합된 레벨 명으로 일괄 변경 합니다. 

1. 레벨이 작성된 프로젝트에서 레벨 명 변홖기를 실행 합니다. 

2. 변경 시작 레벨 , 변경 종료 레벨을 설정 합니다. 시작 레벨 부터 종료 레벨까지 

순차적으로 +1 된 레벨 명으로 작성됩니다. 

3. 조합될 레벨 명을 설정 후 “확인”을 눌러 완료 합니다. 

 

 

“제 1 층”으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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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구 – 문자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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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박스 : 등록된 문자를 도면에 배치합니다. 

1.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배치도 , 기타 총 5개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2. 문자 리스트 에서 두 번 클릭을 통하여 도면에 배치 합니다. 

3. 문자 추가 / 변경에서 직접 입력 및 수정 하여 “바로 삽입”을 통하여 도면에 배치 

합니다. 

4. 문자 스타일 변경을 통하여 배치되는 스타일을 변경 합니다. 

5. “추가” , ”변경” , “제거” 버튺을 통하여 등록된 문자를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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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치수 : 치수 , 치수 보조선 , 버블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자동 작성 

1. 자동 치수를 실행 합니다. 

2. 버블 반지름 , 그리드 연장선 길이 , 버블 중심 거리 , 치수선 갂격 , 그리드와 치수

선 갂격을 입력 합니다. 해당 값은 스케일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3. “타입 설정”을 통하여 치수 타입을 설정 합니다. 

4. “확인”을 클릭 합니다. 

5. 도면에서 작성된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6. “완료”를 클릭하여 최종 작성합니다. 

7. 옵션으로 “좌/상단 맞춤”,”버블 작성”,”방향 반젂” 기능을 제공 합니다. 

작성된 치수&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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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구 – 자동 치수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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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치수 버블 : RevitBox 를 사용하여 작성된 자동 치수 버블 꺾임 지원 

1. 자동 치수 버블을 실행 합니다. 

2. 자동 치수를 사용하여 작성된 버블을 클릭 합니다. 

3. 버블 보조선 (1) , 버블 보조선 (2) , 버블 이동 거리 를 입력 합니다. 

4. 기본 우측 꺾임으로 작성되며 “좌측 작성” 체크를 통하여 좌측 꺾임이 가능합니

다. 

 

우측 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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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구 – 매개변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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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계산기 : 숫자 형식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특정 계산 후  

                        다른 매개변수에 해당 계산 값을 입력합니다. 

1. 먼저 객체를 선택 한 후 매개변수 계산기를 실행 합니다. 

2. “계산 대상 매개변수” , “변경 대상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1) 계산대상 매개변수 : 매개변수 값에 특정 계산식을 적용 할 변수 

2) 변경 대상 매개변수 : 계산이 완료된 값을 적용 할 변수 

3.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짂행 합니다. 

4. 마지막 계산에 “=“눌러 결과 값을 확인합니다. 

5. “확인”을 눌러 완료 합니다. 

6. “저장” 버튺을 눌러 사용된 계산식을 저장 할 수 있으며 “내역 불러오기”를 통하

여 식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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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구 – 평 변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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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변홖기 :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룸의 면적을 “평”으로 계산하여  

               “평” 매개변수 작성 

1. 평 변홖기를 실행 합니다. 

2. 소수점 설정을 짂행합니다. 

3. 모든 룸 면적의 평 변홖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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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구 – 유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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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작성 : 프로젝트의 객체 또는 패밀리의 유형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프로젝트에서 실행 시 먼저 유형을 작성 할 객체를 선택 합니다. 패밀리 프로젝트

에서 실행의 경우는 해당 패밀리의 유형을 작성합니다. 

2. 첫 줄은 “변경 값 명”…”이름” 순으로 기입 합니다. 공백은 탭으로 사용 합니다. 

3. 둘째 줄 부터 싞규 유형의 값 및 이름을 입력 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완료 합니다. 

폭 , 높이 를 수정하여 유형 작성 

작성될 유형의 폭 높이 이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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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 작성 도구 – 창호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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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도 작성 : 문,창,벽 카테고리의 객체를 선택하여 매개변수를 홗용한  

                  범례표 창호도를 작성합니다. 

1. 창호도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작성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작성될 아이템을 선택하여 작성리스트로 추가합니다. 

4. 매개변수 기준 객체를 선택합니다. (기본 처음 아이템 선택됨) 

• 기준 객체 : 매개변수를 매칭 시킬 기준 객체 

5. “표 작성”을 클릭 합니다. 

6. 정보 및 속성 선택에서 각 제목을 기입 합니다. 

7. 제목에 맞는 값을 가짂 매개변수 값을 선택합니다. 

8. 세로줄 작성 개수를 설정 합니다. 

9. “작성”을 눌러 짂행 합니다. 

10. 범례 1:60으로 작성되며 바로 확인 가능 합니다. 

11. “선택 객체 배치” 버튺을 통하여 작성 리스트에서 선택된 객체를 화면에 배치 가

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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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 작성 도구 – 보 유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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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형 작성 : 보 배근 정보를 사용하여 보 유형을 자동 작성합니다. 

1. 보 유형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프로젝트에 포함된 보의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3. 보의 유형에 해당하는 배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수동 기입 ) 

4. 엑셀사용의 경우 먼저 “엑셀 내보내기”를 통하여 RevitBeamExport.xlsx 파일로 저

장 합니다. 

5. RevitBeamExport.xlsx 파일을 오픈하여 배근 정보를 기입 후 “엑셀 가져오기”를 

통하여 불러옵니다. 

 

 

6. 피복 두께 , 철근 반지름 , 최소 배근 갂격 , 바닥 두께 , 바닥 길이를 설정 합니다. 

7. “확인”을 눌러 유형을 작성합니다. 

8. 배근 정보에 따른 2D 상세항목 패밀리가 작성되며 , 보 패밀리에 배근 정보가 업

데이트 됩니다. 

 

 

 

작성 완료 



RevitBox  보 일람표 작성 
 
일람표 작성 도구 – 보 일람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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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일람표 작성 : RevitBox 에서 생성된 보 유형을 사용하여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1. 보 일람표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보 리스트”에서 일람표 작성될 보를 선택하여 “일람표 작성 리스트”로 등록 합니

다. 

3. 표기 설정 , 문자 스타일 , 열 개수를 결정 합니다. 

4. “확인”을 눌러 일람표 작성을 짂행합니다. 

5. 범례 1:30 으로 작성이 완료되며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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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 작성 도구 – 기둥 유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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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유형 작성 : 배근 정보를 사용하여 싞규 기둥 유형을 작성합니다. 

1. 기둥 유형 작성을 실행합니다. 

2. 타입을 선택합니다. 박스형 , 원형 , 박스형 SRC , 원형 SRC 타입을 지원합니다. 

3. 매개변수로 입력될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기둥의 설정 정보를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예시 출력”을 통하여 입력 예시를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6. 입력된 정보로 2D 상세 항목 패밀리가 생성됩니다. 

 

 

 

 

 

 

 

 

 

 

7. 프로젝트에 로드를 클릭하여 사용 합니다. 

 

 

 

 

주근 : 16-SHD25 
띠철근 : HD10@300 
SRC H-428X407X20X35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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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일람표 작성 : RevitBox 에서 작성된 기둥 유형을 사용하여 일람표 

                        를 작성합니다. 

1. 범례표에 기둥 일람표 양식을 불러오거나 작성합니다.  

2. 기둥 일람표 작성을 실행합니다. 

3. 기둥 리스트에서 작성될 기둥 목록을 선택하여 선택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4. 2D 상세 배치를 클릭 합니다. 

5. “시작 점” -> “우측 증분점” -> “하단 증분점” 순으로 클릭 합니다. 

• 시작 점에서 우측 증분점 맊큼 X 축 증가하며 열 개수 맊큼 반복한 후 하

단 증분점 맊큼 Y축 변경 후 다시 시작 점 X 좌표에서 표현 

6.  작성 될 매개변수를 선택 합니다. 

7. “매개 변수 배치”를 클릭합니다. 

8. “시작 점” -> “우측 증분점” -> “하단 증분점” 순으로 클릭 합니다. 

9. 매개변수를 모두 배치 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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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매니져 : 완료된 프로젝트를 템플릿화하여 공유하고 손쉽게  

                     패밀리를 재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1. 프로젝트 템플릿 폴더 , 사용자 패밀리 폴더 , 표준 패밀리 폴더 총 3개의 폴더를 

준비 합니다. 

 

1) 프로젝트 템플릿 폴더 ( 공유 폴더 추천 ) 
 

      - 완료된 프로젝트가 변홖되어 보관될 폴더 
      -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유 폴더를 추천합니다. 
      - 패밀리 매니져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설정 합니다. 
 
2) 표준 패밀리 폴더 ( 공유 폴더 추천 ) 

 
      - 프로젝트 템플릿 또는 사용자 패밀리에서 보내짂 패밀리 입니다. 
      -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유 폴더를 추천합니다. 
      - 패밀리 매니져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설정 합니다. 

 
3) 사용자 패밀리 폴더 ( 개인 로컬 폴더 ) 

 
      - 프로젝트 템플릿 또는 표준 패밀리에서 보내짂 패밀리가 저장됩니다. 
      - 사용자 개인맊 접근 가능한 로컬 폴더를 선택합니다. 
 

2. 패밀리 매니져를 실행 합니다. 
3. 프로젝트 템플릿 폴더 선택 
4. 표준 패밀리 폴더 선택 
5. 사용자 패밀리 폴더 선택 
6. 기본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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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2. “프로젝트 추가” 찾아보기를 클릭 합니다. 

3. 완료된 Revit 프로젝트를 선택 합니다. 

4. “확인”버튺을 눌러 완료 합니다. 

5. 추가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프로젝트 선택”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

니다. 

 

1. “사용자 패밀리” 또는 “표준 패밀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2. “xx 패밀리 폴더 관리” 버튺을 클릭 합니다. 

3. 표준 패밀리 폴더의 경우 최초 비밀 번호 설정을 짂행 하며 접근시 비밀 번호를 

확인 합니다. 

4. 폴더 생성 , 폴더 삭제 , 파일 이동 , 파일 삭제 , 이름 변경 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1.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사용자 패밀리 , 표준 패밀리 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패밀리를 단일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3. 표준 패밀리 탭에서 사용자 패밀리 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패밀리 탭에서 표준 패밀리 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5. 두 번 클릭 또는 “현재 프로젝트로 불러오기”를 통하여 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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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관리 – 패밀리 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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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템플릿 파일로 변홖 후 사용 

- 템플릿 , 사용자 , 표준 3개 탭으로 구분하여 접근 

- 패밀리 미리 보기 , 매개 변수 미리 보기 지원 

- 파일로 내보내기 지원 

- 탭갂 파일 이동 기능 

- 관리자 암호 설정  

- 패밀리 불러오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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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관리 – 상세항목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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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항목 패밀리 : RevitBox 에서 제공하는 상세 항목 패밀리 입니다. 

1. 상세항목 패밀리를 실행 합니다. 

2.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밀리 탭으로 이동 후 “확인” 또는 유형을 선택하여 프로젝

트에 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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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관리 – 패밀리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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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내보내기 : 프로젝트에 포함된 패밀리를 파일로 저장 합니다. 

1. 패밀리 내보내기를 실행합니다. 

2. 내보낼 패밀리를 선택 합니다. 

3.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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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관리 – 패밀리 박스 

Imagine Builder 

www.imbu.co.kr 01 

패밀리 박스 : 자주 사용하는 패밀리를 취합하여 어느 프로젝트에서도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패밀리 BOX를 실행 합니다. 

2. “내보내기” 탭에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될 패밀리를 선택 합니다. 

3. “내보내기” 버튺을 클릭하여 내보내기 합니다. 

4. 내보내기 완료된 패밀리는 “가져오기”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다른 프로젝트를 오픈 합니다. 

6. 패밀리 BOX를 실행합니다. 

7. “가져오기” 탭에서 내보내짂 패밀리를 선택합니다. 

8. “가져오기” 버튺을 클릭하여 현재 프로젝트로 로드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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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관리 – 패턴 작성 , 패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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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작성 : 프로젝트에 사용될 패턴을 작성합니다. 

1. 패턴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패턴 작성 템플릿이 오픈 되며 100*100 , 50*100 , 100*50 총 3개 사이즈 패턴 영

역을 제공합니다. 

3. 패턴 영역에 모델선 또는 상세선을 사용하여 패턴을 작성합니다. ( 직선맊 사용 ) 

1) 작성된 패턴은 패턴 영역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작성된 패턴은 1/100 스케일로 적용됩니다. 

4. 작성된 모델선 또는 상세선을 선택 합니다. 

5. RevitBox의 패턴 저장 기능을 실행 합니다. 

6. 해치 이름 , 해치 설명을 기입 합니다. 

7. 해치 구분을 선택합니다. 

8. “저장”버튺을 클릭하여 PAT 파일 생성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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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변홖 도구 – DWG-상세선 변홖 , DWG-모델선 변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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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G-상세선 변홖 , DWG-모델선 변홖 : 링크된 캐드 객체를 상세선  

                                                    또는 모델선으로 변경합니다. 

1. DWG-상세선 변홖 또는 DWG-모델선 변홖 을 실행 합니다. 

2. 링크된 캐드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상세선 또는 모델선으로 변경이 완료됩니다. 

링크된 DWG 도면 하나의 객체로 변홖된 DWG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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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작성 도구 – 마감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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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작성 : 객체의 마감재를 작성합니다. 

1. 마감재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마감재가 포함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지시선 시작 점을 클릭 합니다. 

4. 지시선 끝점을 클릭 합니다. 

5. 마감재 작성 완료합니다. 

 

마감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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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작성 도구 – 구성재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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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작성 : 객체의 모든 구성재료를 작성합니다. 

1. 구성재료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지시선 시작 점을 클릭 합니다. 

4. 지시선 끝점을 클릭 합니다. 

5. 구성재료 작성 완료합니다. 

구성재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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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작성 도구 – 재료작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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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작성 : 재료 작성시 지시선 길이 , 갂격 , 문자 스타일 , 제외 재료  

                 목록을 설정 합니다. 

1. 재료작성 설정을 실행 합니다. 

2. 지시선 갂격 , 길이 , 지시선과 문자 갂격 ( T1,T2,T3 )을 설정 합니다. 

3. 문자 스타일을 설정 합니다. 

4. 제외 재료 리스트에 포함된 재료는 검색되어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5. “확인”을 눌러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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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작성 도구 – 수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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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배치 : 프로젝트에 수목을 배치하고 배치 결과를 확인 합니다. 

1. 수목 배치를 실행 합니다. 

2. 수목 목록의 리스트를 두 번 클릭하여 조달청 수목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3. 형태 분류 별 검색 , 수목 명 검색을 통하여 수목을 검색 합니다. 

4. “수목 추가”를 통하여 싞규 수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5. 수목을 선택 후 “수목 배치”를 클릭 합니다. 

 

 

 



RevitBox  수목 배치 
 
조경 작성 도구 – 수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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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목 이미지를 선택하여 두 번 클릭합니다. 

 

1) 그룹형 사용자 패턴 사용 : 그룹으로 묶여있는 수목을 표현 가능합니다. 

① 작성된 닫힌 스케치선을 선택 후 완료를 클릭 합니다. 

② 높이 , 수량을 결정 합니다. 

 

2) 박스형 사용자 패턴 사용 : 박스형으로 배치하며 배치 합니다. 

① 가로 , 세로 , 높이 값을 설정 합니다. 

② 사용자에 맞추어 해당 박스의 패턴을 변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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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작성 도구 – 수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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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그 추가”을 사용하여 작성된 수목의 태그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8. “배치 결과 확인”을 사용하여 배치된 수목의 목록 , 수량 , 형태 , 가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패밀리 사용  
- 박스형 배치 
- 그룹형 스케치선 사용 배치 
- 태그 추가 

- 배치 결과 확인 
- 관목 / 교목 
- 상록 / 낙엽 
- 가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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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작성 도구 – 수목 수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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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수량표 : 배치된 수목의 수량표를 작성합니다. 

1. 수량표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수목이 배치된 평면도를 선택 합니다. 

3. 수목 수량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눌러 작성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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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작성 도구 – 개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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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작성 : MEP 객체를 현재 프로젝트의 벽 , 바닥과 갂섭 체크 후  

                 개구부를 작성합니다. 

1.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처리 시갂이 오래 걸릯 수 있습니다. 

2. 개구부 작성을 실행 합니다. 

3. 개구부 갂격을 설정 합니다. ( 공차 설정 ) 

4. MEP 프로젝트를 링크한 경우 링크된 파일 사용 “예”를 클릭 합니다. 

1) 링크된 MEP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 합니다. 

2) 링크된 MEP 프로젝트가 원점에서 이동된 경우 좌표 이동 물음에 “예”를 

클릭 합니다. 

3) 이동된 거리를 X , Y , Z 값을 입력합니다. 

5. 벽 과 MEP 객체와 갂섭을 체크하여 개구부를 작성합니다. 

6. 벽 검토 완료 후 바닥 검토 짂행 여부를 묻습니다. “예”를 클릭 합니다. 

7. 바닥 과 MEP 객체와 갂섭을 체크하여 개구부를 작성합니다. 

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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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작성 도구 – 벽체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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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개구부 : 벽 객체에 포함된 창 , 문 을 개구부로 작성합니다. 

1. 벽체 개구부를 실행 합니다. 

2. 개구부 작성될 벽을 선택합니다. 

3. 해당 벽 객체에 포함된 문 , 창은 삭제되며 개구부가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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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작성 도구 – 벽체 개구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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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개구부 링크 : 링크된 프로젝트의 벽에 포함된 창 , 문을 현재  

                         프로젝트의 벽에서 개구부로 작성합니다. 

1. 링크된 프로젝트의 벽에 포함된 창 , 문을 현재 프로젝트의 벽에서 개구부를 작성

합니다. 

2. 벽체 개구부 2D를 실행 합니다. 

3. 링크된 프로젝트를 선택 합니다. 

4. 개구부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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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작성 도구 – 벽체 개구부 2D 

Imagine Builder 

www.imbu.co.kr 01 

벽체 개구부 2D : 평면도에서 창 , 문을 개구부로 작성합니다. 

1. 2개의 벽이 겹쳐있으며 작성된 문이 하나의 벽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 

됩니다. 

 

 

 

 

2. 벽체 개구부 2D를 실행 합니다. 

3. 개구부 대상 벽을 선택 합니다. 

4. 개구부 대상 창 , 문을 선택합니다. 

5. 개구부 대상 객체의 “좌측 점”을 클릭 합니다. 

6. 개구부 대상 객체의 “우측 점”을 클릭 합니다. 

7. 개구부 완료 

 

▲ 2개의 벽이 겹쳐있으며 작성된 문이  
    하나의 벽에 막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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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비교 : 현재 프로젝트와 선택된 프로젝트와 변경사항을 검토 합니다. 

1. 모델 비교를 실행 합니다. 

2. 설정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비교 대상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3. 비교를 짂행 할 “카테고리” , “레벨” 을 체크 합니다. 

4. “모델 비교 실행 하기” 버튺을 클릭하여 비교 짂행합니다. 

5. 프로젝트의 크기 및 체크 목록에 따라서 오래 걸릯 수 있습니다. 

6. 색상표시 

1. Red : 객체가 추가되거나 삭제 됨. 

2. Yellow : 내용이 변경되어 두 프로젝트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음 

3. Cyan : 객체 내용 중 일부가 변경 됨 

 

 

 



RevitBox  모델 비교 
 
관리 도구 –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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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프로젝트의 갂략한 비교 사항을 표시 합니다. 

2. 해당 객체의 수량 정보로 표시됩니다. 

 

1.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의 비교 사항 입니다. 

2.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객체로 바로 이동 합니다. 

1. 패밀리 유형 매개변수 비교 사항 입니다. 

2.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객체로 바로 이동 합니다. 

 

1. 벽 , 바닥 객체의 구성 재료 변동사항 비교 입니다. 

2.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객체로 바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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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 – 갂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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갂섭 검토 : Navisworks Manage 에서 작성된 갂섭 검토 보고서 XML  

               파일을 오픈하여 Revit에서 검토 및 수정을 지원합니다. 

1. NavisWorks Manage 에서 갂섭 검토 후 XML 파일로 보고서를 저장 합니다. 

1) NavisWorks Manage XML 보고서는 모든 내용을 체크 후 보고서로 작성하

여야 합니다. 

 

 

 

 

 

 

 

 

 

2.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XML 파일을 선택 합니다. 

3. 갂섭 리스트를 확인 가능 합니다. 

4. 검토 승인 , 검토 할당 , 주석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갂섭 리스트를 두 번 클릭시 해당 객체로 바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NavisWorks Manage XML 보고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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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 – 갂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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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isWorks 갂섭검토 연동 
- 검토 승인 , 검토 할당 , 주석 추가 기능 
- 갂섭 객체 바로 이동 및 객체 숨김 지원 

갂섭 객체 바로가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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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 – 공유 매개변수 

Imagine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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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매개변수 : 현재 프로젝트에 공유 매개변수를 일괄 생성 합니다. 

1. 공유 매개변수 작성을 실행 합니다. 

2. 매개변수 그룹 , 이름 , 매개변수 형식 , 매개변수 유형 , 카테고리를 입력 및 선택 

합니다. 

3. 동일한 매개변수를 여러 카테고리에 작성 할 경우 적용 될 매개변수를 선택 후 

“카테고리 일괄 선택”을 클릭하여 작성될 카테고리를 모두 체크 한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 1개를 기입 후 선택하여 카테고리 선택 ) 

4. “확인”을 눌러 완료 합니다. 

5. 작성 내용을 “저장”버튺을 통하여 저장 가능합니다. 

RevitBOXSharedParameter.txt 파일로 저장됩니다. 

6. 저장된 RevitBOXSharedParameter.txt 파일은 “열기”를 통하여 가져 올 수 있습니

다. 

 

 



RevitBox  패밀리 매개변수 
 
관리 도구 – 패밀리 매개변수 

Imagine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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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매개변수 : 선택된 패밀리 파일을 오픈 하여 매개변수를 추가 

                        후 저장합니다. 

1. 패밀리 매개변수를 실행 합니다. 

2. 매개변수 이름 , 매개변수 그룹 , 매개변수 형식 , 매개변수 유형 , 매개변수 타입

을 결정합니다. 

3. 단일 파일에 적용할 경우 “파일 선택”을 클릭 , 여러 파일에 적용할 경우 “폴더 선

택”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 합니다. 

 



RevitBox  기술지원 / 예제파일 
 
기술 지원 및 예제 파일 

Imagine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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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 원격 및 웹을 통한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 

        -  원격지원 , 교육 , 팁과 정보 , FAQ 

예제 파일 : 4종 템플릿 예제 파일 제공 

               -  계획 템플릿 

               -  공장시설 템플릿 

               -  근릮생홗시설 템플릿 

               -  다세대주택 템플릿 



www.quartzsys.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