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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Vault 2022 What’s New

정승아 부장

오토데스크 코리아



Vault 2022: 협업이 그 어느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보다 현대적이고, 연결되고, 통찰력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한 연결 유지

모바일 앱 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현장, 
또는 외부에서 디자인 데이터에 접속하고 활용

협업

보다 쉽게 팀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

향상된 사용자 및 그룹 관리와

최신 복제 기술 제공

관리자

업무에 대한 집중 향상

통합 데이터 환경과 더욱 효율적인 BOM 
variants 관리 기능 제공

CAD 사용자



CAD 사용자
업무에 대한 집중 향상



통합 데이터 환경



상황별 / 관련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접근

What’s New

▪ Inventor 내부에 Vault [상세 정보 표시] 패널 포함

→ 모델 관련 정보를 CAD 환경 내에서 바로 확인

▪ CAD 환경에서 [항목 지정] 가능

▪ 설계 변경 지시(Change Order) 정보 액세스 가능

Customer Value
설계 작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데이터 관리 기능에 액세스하여 업무 효율성
최적화



상황별 / 관련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접근

Customer Value

최근 릴리즈 일자 및 최신 승인자와 같은
중요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

What’s New

▪ [최근에 릴리즈된 날짜] 와 [최신 승인자] 속성 확인

▪ 리비전 테이블과 제목 블록에 이러한 속성값 추가 가능



Inventor 모형 상태 관리

What’s New

▪ 체크인, 열기 / 배치 동작이 모형 상태 지원

▪ 각 모형상태에 항목 지정 가능

▪ BOM variants 관리

Customer Value

Inventor 모형 상태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BOM 
variants를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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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 Revit 상호운용성

Customer Value

Inventor 및 Revit 상호 운용성을 위한

동급 최고의 데이터 관리 지원

What’s New

▪ Inventor 어셈블리 내에서 참조되는 Revit 파일을
체크인하고 보관

▪ Vault에서 열기 및 Vault에서 배치 대화 상자에서
Revit 파일 추가

보관

관리



중복 검색 향상

Customer Value

중복 감소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엔지니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속적으로 확보

What’s New

▪ 검색 수행 후 다양한 기준으로 결과 필터링

▪ 동일한 재질

▪ 대칭된 부품

▪ 정확한 일치 여부 식별

▪ 그 외 고급 필터 설정

▪ 검색 수행 전 [동일한 재질] 및 다양한 필터 적용하여 검색



관리자
보다 쉽게 팀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



보다 쉽게 팀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



팀을 보다 쉽게 관리
사용자 및 그룹 관리 강화

Customer Value

내부 및 외부 사용자를 위한
인증 옵션이 유연하게 개선되어
시스템 관리 비용 절감

What’s New

▪ Autodesk ID가 포함된 새 인증 옵션

▪ 사용자 및 그룹 프로필 속성 사용자화

▪ AD 속성을 사용자 및 그룹 프로파일에 매핑

▪ 제목 블록에 매핑할 수 있는 편리한 사용자 표시 이름



Christine Dave Mike

Vault 이름 Vault 1 Vault 2 Vault 8

날짜 및
시간

1/2/2021 at 
3:00 pm

1/2/2021 at 
3:38 pm

1/2/2021 at 
3:45 pm

인증 유형 Win Auth Vault Account Autodesk ID

클라이언트
로그인

Inv add-in Vault Client Thin Client

팀을 보다 쉽게 관리
추가 감사 로그

Customer Value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한 감사 추적 기능을 강화하여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했는지 입증

What’s New

▪ 누가(사용자) 무엇 (Vault 이름) 에 언제(날짜 및 시간) 
액세스했는지 추적

▪ 사용자 인증 방법 및 사용자가 사용한 클라이언트 추적

WHO

WHENHOW

WHAT



복제 기술을 사용한 다중 사이트 협업

전세계에 분산된 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



데이터베이스 복제 기술

Customer Value

데이터베이스 복제 유지 관리 환경 간소화 및
총 소유 비용 절감

What’s New

▪ 객체 소유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가용성 향상

▪ 복제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Publisher
Read\Write database

Subscriber
Read database

Subscriber
Read database

*참고: 파일 복제는 변경되지 않음



새로운 설치 관리자

Customer Value

간편한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한 구축 및 유지 관리

What’s New

▪ Vault 클라이언트 설치 관리자로 모든 Vault 애드인 설치

▪ Vault 설치와 함께 한번에 Data Standard 설치 가능

▪ Vault Office용 별도의 설치 관리자

▪ 계정 관리 포털의 새 배포 도구



협업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한 연결 유지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한 연결 유지

▪ 종이 문서를 인쇄할 필요 감소

▪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할 필요 없음

▪ 도면을 검색하기 위해 부품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음

▪ 정확한 문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음

▪ 별도의 데이터 요청 없이
정확한 최신 정보에 액세스

▪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 문서화

▪ 종이 문서를 인쇄할 필요 감소

▪ QR 코드가 있는 경우 도면 검색

▪ 정확한 문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음

작업장에서 고객사에서 현장에서



웹브라우저로 쉽게 접근

Customer Value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Vault데이터에
접속하여 보고 협업 가능

What’s New

▪ 최신 사용자 환경 및 사용 편의성

▪ 데스크톱 및 태블릿 지원

▪ 다중 탭 브라우저 지원

▪ Autodesk Viewer를 사용하여

2D/3D 디자인 검토

▪ Change Order 정보 액세스

▪ 지원 폴더/프로젝트 링크

▪ 데스크톱 또는 웹 브라우저 링크 공유



Vault Mobile App

IOS 12 & higher
Android 8 & higher 

Vault Professional 2020, 2021, 2022
접속 가능

▪ 2D/3D 설계 보기

▪ 비 CAD 파일 체크인/체크아웃

▪ 문서 검토, 승인 및 서명

▪ QR, 바코드, 단순 및 확장 검색 수행

▪ 설계 변경 요청 작성 및 참여 등

Vault Professional & Office 서브스크립션 필요

Customer Value

모바일 장치에서 Vault 데이터에 유연하게
액세스하고 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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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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