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hare
당신이 생각하는 
디지털정보에 대한 
생각의 툴을 바꾼다.

조선소 및 선박 설계 회사를 위한

해양 정보 관리



데이터 기반 조선
우리의 목표는 고객들이 선박 건조의 라이프사이클에 
있어 보다 앞선 디지털정보화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가능성을 보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데이터 품질, 일관성, 상호연결성, 그리고 선박 설계와 
조선 공정 전반에 걸친 자동화 된 데이터는 한 단계 
더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 및 조선소의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데이터 기반 조선에서 디지털 정보의 흐름은 각 
프로젝트 단계 및 연속된 선박 공정에 걸쳐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보 
보호 및 선박건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수동 데이터 
관리를 최소화하고 제거하면서 전체 조선 과정을 
구동하고 연결한다.



데이터 기반 조선에서의 핵심인 3D CAD 
모델

선박에 대한 데이터의 핵심은 3D CAD 모델에서 
생성되고 유지된다. 수많은 계산 및 해석 프로그
램과 다른 시스템이 CAD 주요 정보 위에서 실행
되어 선박의 디지털 트윈에 점진적으로 추가 및 
생성할 수 있다. 
 데이터 무결점은 선박 3D 모델을 사용하여 스
케줄링, 계획, 생산, 조립 및 건조을 지원하고 구
동하여 최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보장한
다.

디지털 트윈

전통적인 선박설계와 생산방식에 있어서 모든 
정보는 디지털 모델에서 실제 물리적 제품이 만
들어 지는, 즉 한 방향으로 흐른다. 
 디지털 트윈은 양방향 접근을 강조한다. 이
런 모든 정보는 디지털 모델에서 물리적 제품으
로 흐를 뿐만 아니라 조선소와 생산의 실제 정보
가 다시 디지털 모델과 합쳐지는 연결고리를 반
복한다.

도면과 종이 없는 생산공정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일관된 정보의 흐름이 도
면 없는 생산공정과 종이 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의 솔루션은 디지털 트윈 프로
젝트를 위해 웹 포털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CADMATIC eShare를 기반으로 한다. 
AR/VR/MR 기술은 검토, 감독 및 정보공유를 위
한 도구로 활용된다

한 단계 높은 효율성의 실현

데이터 기반 조선은 모든 분야 간의 긴밀한 협업
을 가능하게 하고, 프로세스를 통합하며, 동일한 
실시간 정보 소스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긴밀
하게 연결하는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로 인해 조
선소의 선박 건조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
하며, 리드 타임의 축소, 설계, 제조 및 공급망의 
품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데이터 중심 
프로세스와 의사 결정을 통해 한 단계 높은 효율
성을 실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생산
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한다.



CADMATIC eShare

선박 설계, 엔지니어링, 계획, 생산, 검사 및 운영 정보를 웹 기반 
플랫폼에서 연결, 시각화 및 공유. 

CADMATIC eShare는 조선소, 설계회사, 선주 및 기타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설계, 생산 및 운영 선박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는지를 혁신하고 있다. eShare의 강력한 정보 연계, 시각화 및 
공유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진다. 

링크
한 곳에서 모든 프로젝트 정보 
접근

eShare는 선박의 검사, 운영 및 유
지보수 데이터뿐만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및 계획 데이터, 조
달 및 생산 데이터를 원활하게 연
결한다.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는 
eShare 웹 포털에서 호스팅되는 
3D 모델을 통해 한 곳에서 액세스
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화된 솔루션은 데
이터 이동이나 클라우드 저장방
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
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다.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연결
하고 시각화 한다. 모델, 도면 또
는 외부 데이터에서 원하는 항목
을 찾아 즉시 시각화할 수 있다.

시각화
속도 향상 및  
이해 강화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정보를 시각화는 추가적인 이
점을 제공한다. eShare에서는 3D 
모델,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된 
관리 시스템 또는 사용자가 추가
한 정보 등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생산, 설
치, 검사 또는 운용에 대한 서로 
다른 상태와 실시간 정보를 다른 
색상으로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즉각적인 이해와 신속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다.

공유
정보 격차 해소 및 
커뮤니케이션 완화 용이

eShare는 설계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정보와 선박의 생산, 설치, 
운용,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사이의 격차를 메운다. 정보 
연결성과 정확성이 향상되면 프
로젝트 효율성이 향상된다. 
 eShare의 고급 및 기본 커뮤니
케이션 도구는 모든 프로젝트 참
여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보장한다. 선박 라이
프서클 사이클 동안의 정보가 추
가됨에 따라 eShare는 모든 관련 
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돕는다.



eShare – 주요 이점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한 곳에
서 액세스 -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연결, 검색 및 시각화할 
수 있음

  의사 결정 속도 & 정확성 향상

  정확성 – 모든 프로젝트 참가자에
게 항상 올바른 정보 제공

  여러 변수를 기준으로 상태를 
시각화하여 프로젝트 진행
률 모니터링의 효율성 향상

  중요한 정보에 대한 모든 
제어 유지: 데이터 재배치 
또는 클라우드 저장 필요 
없이 필요 할 때마다 유효
한 지원 제공

  독립적인 솔루션이란 단일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
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
을 사용하여 여러 프로젝트 관계
자가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조선해양 산업 요구를 위해 특별
히 개발된 솔루션

파일 저장 및 데이터베이스와 플랫 데이터 테이블과의 
통합을 위한 어댑터 제공.

프로젝트 및 문서 관리 시스템과의 연결 가능.

다른 일반적인 3D 
설계 애플리케이
션 및 모델 형식과 
호환 가능.

데
이

터
베

이
스

, 파
일

 및
 문

서 3D 디

자
인

관리 시스템

Excel,

SQL,

Oracle,

파일 저장

ERP, PDM/PLM,

MMS, DMS

CADMATIC 3D

PDMS®

PDS®

S3D®

DGN®

3D DWG

IFC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 선박을 
위한 플랫폼.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정보는 선박의 디지털 트윈의 빌딩 블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보는 프로젝트가 개념설계나 기본설계에서 상세 설계 및 
생산, 자산 관리로 바뀌면서 진화한다.

디자인 & 엔지니어링
기본 설계 단계부터 상세 설계 단계까지 
– 3D 및 2D 엔지니어링 문서를 통합하고 

프로젝트 검토 및 지원 변경 사항을 관리 할 
수 있다.

이점: 설계자는 모델링하는 
동안 최신 설계 데이터, 
스케치 및 리비전을 이용할 수 
있다. 설계부서는 생산 현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점: 실제 데이터에 
대한 계획 수립. 실제 
계획에 따라 진행 
상황을 추적한다.

이점: 사전 조립은 최신 
개정판과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생산현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줌으로써 JIT 
사전생산이 가능해진다.

계획 및 작업 준비
계획과 엔지니어링이 통합되어 같은 
모델에서 이루어 진다. 이런 계획 및 

준비는 실제 모델이 만들어지는 동안 더 
깊고 상세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이점: 생산은 최신 개정판 및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생산은 
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현황과 진행상황 추적이 
진행되면서 기획 등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점: Retrofit 검토 및 검사를 위한 AR/VR
을 통한 원격 보기가 가능하고 운영 중에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다. 유지보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으로 이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사전건조
VR/AR/MR 기술을 사용한 

건조용 데이터의 시각화 가능.

제작 & 조립
3D로 생산현황 및 진행상황을 

시각화하고 야드의 창고 관리 및 
납품 정보와 통합한다.

운영 & 개조
온라인 데이터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정보를 연결하십시오. 3D 시각화 
및 프로젝트 인도를 위한 모든 운영 

데이터 사용 가능 합니다.

이미지 제공: DSNS



실제 eShare 사용 사례

생산 및 프로젝트 공정 상태 추적

조선소는 eShare를 네스팅, 조립 제어와 같
은 생산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이익을 얻
을 수 있다. 절단, 벤딩/사전 조립, 승인상
태 및 부분조립에 대한 선체 생산 상태를 
eShare를 통해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한다.

ERP, PLM/PDM과의 통합

조선소는 3D 모델 평가 및 진행상황 모니
터링 및 적용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eShare
를 Baan®, Teamcenter® & IGPA®(통합 
글로벌 생산 애플리케이션) 등의 ERP 시스
템과 통합할 수 있다. eShare는 각종 도면 
및 배관 부품을 포함한 문서 및 시스템 부
분에 연결된다. IGPA상태는 eShare에서 시
각화된다.

CADMATIC Floorganise를 이용한 
계획수립 

실제 엔지니어링 모델에서 작업 분석 및 
BOM을 기반으로 태스크 레벨 계획을 작
성한다. 키트 및 작업 패키지를 생성하
고 상태 및 진행률 추적을 위해 사용된다. 
eShare는 작업(용접, 표면처리, 도장)의 계
획, 진행 및 검색의 시각화 및 자원 계획에 
사용된다. 

설치 지침의 시각화 및 종이도면의 교체 

모바일 eGo 태블릿에서 맞춤 설치 지침을 
시각화할 수 있어 생산 단계에서 종이 도면
을 대체할 수 있다. eShare 서버를 통해 데
이터는 현장 설치팀에 온라인으로 제공되
며,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설계팀에 피드백
하기 위해 장비 설치 현황등을 입력을 추가
할 수 있다.

작업 패키지와의 통합 

작업 준비 및 계획: 작업 패키지 관리 및 프
로젝트 후속 조치. eShare를 Dynamic ERP와 
통합하여 의장장비 / 배관 작업 패키지 시각
화 및 리패킹을 수행할 수 있다.

RFID 구성 요소 추적을 통한 링크 

eShare와 SMART Projects®이 링크가능. 
RFID 코드를 사용하여, 어떤 물체도 디지털 
모델에서 찾을 수 있고 어떤 링크된 시스템
의 모든 관련 데이터, 즉 속성, 도면, 지침서
는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제조실행시스템(MES)과의 통합

eShare와 Floorganise MES 시스템을 통합하
여 컬러 코딩으로 부품 및 블록의 스케줄 상
태를 시각화한다. 작업 스케줄링, 진행률 모
니터링, 작업에 소요된 작업 시간 추적 및 비
교를 시각화한다.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서 
정보 관리 지원

생산지원 용이/설치 지원 



커뮤니케이션 강화

조선소 및 조선소 그룹 내 커뮤니케이션 

eShare는 조선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
이하게 한다. 종이 또는 이메일 기반의 정보고
유 대신에, 엔지니어링 사무소와 조선소는 3D 
마크업과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조선소 그룹 내에서 eShare는 구매, 
배송, 생산 및 설치 상태를 시각화함으로써 상
호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
공한다.

프로젝트 인도

설계,엔지니어링 및 선급 승인은 물론 선주, 
조선소 생산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사용 가능: 
3D 모델, 문서화, 생산 및 건조의 추가 정보 
및 모든 관련 참고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젝
트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정보에 대한 액
세스 제공.



eShare

eShare는 CADMATIC 정보 관리 
제품군의 대표 제품이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최적화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손쉬운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디
자인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보
완한다. 여러 관련 조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웹 포털에
서 프로젝트 및 자산 정보를 결
합, 검색, 시각화 및 공유할 수 있
도록 한다.

eBrowser

프로젝트 매니저, 선주, 생산 작
업장 및 현장 시공 담당자는 3D
로 디지털 트윈 모델 전체를 봄으
로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
고의 프로젝트 검토 도구는 사용
자가 3D 모델을 거닐거나, 여러 
모델을 하나로 결합하거나, 모델
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충돌
을 확인하고, 어떤 물체에 대한 
세부사항을 쉽게 찾아 확인하고, 
치수를 얻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조정 및 변경 관리를 위한 마크업
도 만들 수 있다.

eGo

전체 프로젝트를 Windows 태블
릿에서 검토하십시오. eGo는 문
제점 및 전체 생산 과정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설계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이동성 제공함으로써 
현장 방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
든다. 이동 중에 eBrowser를 사
용하여 Windows 태블릿에서 3D 
모델을 찾아보십시오. eShare와
도 호환: eShare 서버에서 모델을 
로드하여 eGo에서 오프라인으
로 사용하고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eShare와 동기화하십시오.

정보 관리 제품군

CADMATIC 정보관리 제품군에는 조선해양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시각화, 관리, 공유하기 위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핵심 솔루션이다.



AR/VR/MR 기술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3D 설계 모델
에 액세스하거나 설계를 검토하십시오. eShare 
for HoloLens는 마이크로소프트 HoloLens*와 
CADICATIC eShare를 연동할 수 있는 앱이다. 
디지털 3D 모델이 실제 환경에 상주하는 증강
현실(AR)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터랙티브 설계
와 엔지니어링 경험을 제공한다.

FollowApp

CADMATIC 설계 프로젝트의 관련자는 
FollowApp을 사용하여 휴대 전화에서 프로
젝트 메트릭스를 볼 수 있다. 파이프의 총 길
이, 파이프 및 파이프 부속품의 총 질량, 파이
프 수 등을 포함하는 측정 기준은 CADMATIC 
Outfitting 프로젝트에서 예정된 시간에 자동으
로 업로드된다.

eShare 웹 플랫폼에서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결, 시각화 및 공유한다. 
eShare는 선박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프로젝트 파트너 간의 커뮤니케
이션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추가한다. 설계, 조달, 생산, 검사, 운용, 유지보
수등 모든 분야에 사용된다.

이미지 제공: ULSTEIN



CADMATIC
Linnankatu 52 A

20100 Turku, Finland
+358 2 412 4500

sales@cadmatic.com
www.cadmatic.com

www.cadmatic.com/contactus

CADMATIC은 해양, 프로세스, 에너지 및 건설 산업을 위한 3D 설계 및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CADMATIC의 본사는 핀란드 
투르쿠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12 개국에 공인된 리셀러 및 지원 
파트너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고객 
기반에는 60 개국의 6000 개가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스웨덴 및 UAE에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CADMATIC 글로벌 거점은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데모 모델 
환경에서 eShare
를 무료로 
사용해보십시오

해양소프트웨어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