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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EAM
Product
Features
동급 최강의 마크업도구
업계 표준 맞춤형 마크업 도구
재사용, 공유 및 표준화
데이터 및 활동 추적
강력한 보고서 작성
컨텐츠 디지털 시각화

링크
도각 규칙을 활용해 참조된 도면으로
이동하는 링크와 파일 폴더 또는 웹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3D PDF
Revit, Sketchup 등에 3D_PDF를 생성하는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3D_PDF 생성 및
보기가 가능하다.

측정
측정에 특화된 마크업 작업이 가능하며,
개수를 측정하여 도면 기반의 물량 산출도
가능하다.

도면비교
분활 화면을 동기화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오버레이나 문서비교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된
부분을 빠르게 체크 한다.

협업 개선을 위한 스튜디오
실시간 단일 소스 협업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작업
자동 활동 및 개정 추적
사용자 알림

산업별 프로세스용 도구
수량 산출
공동 리뷰
도면 관리
문서 관리
현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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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검색
텍스트 검색은 물론이며, 특정 모양을 모든
도면에서 검색하여 수량집계가 가능하다.

실시간 공동 협업
세션이라는 플랫폼 기능을 통해 공동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자의 활동 추적이 가능하다.

마크업 요약
마크업에 포함된 정보를 PDF형식의 보고서
생성과 csv파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Batch
배치기능을 통해 수십장의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하는 등의 대량의 반복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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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etual License (영구라이센스)
고객이 일련번호(Sirial)와 제품키를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 별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유형입니다.
모든 에디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하면 평생 해당 버전을 소유합니다.

Bluebeam Revu 3 Edition
Enterprise License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컴퓨터 회전율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영구라이센스 유형입니다.
Maintenance Subscription(유지관리) 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구독방식입니다.
1. 라이센스 서버와 15일간 통신을 하지 않은 컴퓨터의 등록을 자동으로 해지합니다.
2. 허용된 총 설치 수의 일시적인 5%초과분을 제공합니다.

Revu Standard

Revu CAD

Revu eXtreme

직관적 인 PDF 마크 업, 편집 및
협업을위한 필수 솔루션입니다.

2D 및 3D PDF 작성을위한 스마트
플러그인을 포함하는 CAD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문서
공동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고급
사용자를 위해 구축 된 솔루션 입니다.

주요 특징들

주요 특징들

주요 특징들

2D 및 3D PDF 마크 업
: 사용자 정의 가능한 마크 업

모든 Revu 표준 기능 포함

모든 Revu 표준 기능 포함
모든 Revu CAD 기능 포함

마크 업 목록
: 모든 주석 데이터를 간단하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목록으 로 추적합니다.

도구 상자
: 워크 플로우를 기반으 로 사용자정의
도구를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Open License (오픈 라이센스)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공유된 수량 범위 내에서 Revu eXtream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계약방식으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1. 하나의 인터페이스(Gateway)를 통하여 다수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관리자를 초대하여 동시에 관리 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하여 현재 활성화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보고서 그래프 통계를 이용하여, 라이선스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
: 단일 탭에서 여러 소스 파일을 무제

2D PDF 용 플러그인
: AutoCAD, Revit, SolidWorks,
Navisworks Manage, Navisworks
Simulate 및 SketchUp Pro에서 PDF
를 작성합니다.

3D PDF 용 플러그인
: Revit, Navisworks Manage, Navisworks Simulate, SketchUp Pro 및 IFC
파일에서 PDF를 작성합니다.

한으로 단일 문서로 보고 탐 색합니다.

배치 생성
: CAD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무제한

측정 도구

변환하고 스탬프, 표지, 머리글, 바닥 글
등을 적용합니다.

: PDF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십시오.

자동 양식 작성
: 스캔 또는 디지털 문서에서 PDF
양식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배치 링크
: 파일 이름, 페이지 레이블 또는 페이
지 영역을 기반으로 무제한 하이퍼
링크 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배치 슬립 시트
: 새 개정을 해당하는 현재 시트와
자동으로 일치시키고 모든 마크 업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OCR
: 스캔 한 PDF를 텍스트 검색 및 선택
가능한 파일로 변환합니다.

일괄 서명 및 도장
: 여러 파일 모음에 디지털 서명 또는
전문 도장을 신속하게 적용합니다.

수량 링크
: 측정 총계를 여러 PDF에서 Excel ®로
매끄럽게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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