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 설계를 3D 모델
링에 연결통한 한 차
원 높은 효율성 확보

조선소, 설계 회사 및 시스템 통합 업체용

CADMATIC Marine Electrical



CADMATIC Electrical

CADMATIC Electrical을 사용하면 통합되고 한 차원 높은 기능과 워크플로를 통해 설계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ADMATIC Electrical은 조선 해양 산업의 전기 및 자동화 엔지니어링의 다양한 설계 및 
문서화 요구 사항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솔루션입니다.: 하나의 설계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전기, 계측 및 자동화 엔지니어링 가능.

주요 장점

 · 전기, 계측 및 자동화 설계에 대한 완전
한 문서화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 다른 CADMATIC 설계 응용 프로그램
과 통합

 · 효율적인 팀워크와 통일된 설계 양식을 
위한 다중 사용자 및 데이터베이스 기
반 기능

 ·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리로 한 번 생성
한 데이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한 곳에서 데이터를 편집하면 모든 
경우에 업데이트됩니다.

 · 다양한 프로젝트 규모의 워크플로의 
유연성을 극대화

 · 효율성 및 시간을 절약을 위한 설계의 
진행 및 재사용 옵션

 · 데이터 정확성 및 품질 보증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전장  
다이어그램 및 배치 도면 작성

CADMATIC Electrical의 주요 결과물에는 단일 및 다중 
라인 다이어그램, wiring 다이어그램, block 다이어그램, 
캐비닛 및 패널 2D/3D 레이아웃 도면, 전장 배치 도면등과 
케이블 스케줄, 장비 목록, BOM 등의 Excel, PDF 및 CAD 
형식의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CADMATIC Electrical
을 사용하면 전장, 계측 및 자동화(EIA)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전체 범위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면, 다이어그램 및 보고서는 사용하기 쉬운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세요.

CADMATIC Electrical은 고객 요구 사항과는 별도로 
최고의 효율성을 위해 설계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표준화된 프로젝트 
모듈에서 문서를 생성하거나 이전 프로젝트를 
재사용하거나 도면에서 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생성 및 재사용은 더 빠른 프로젝트 인도를 가능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CADMATIC 
Electrical은 고품질의 프로젝트 수행과 이를 목표로 
하는 작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CADMATIC Electrical은 조선소, 
설계 회사 및 시스템 통합업체를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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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CAD 문서

프로젝트 입력 데이터 전장 프로젝트 프로젝트 결과물

CADMATIC Electrical은 
소프트웨어와 문서사이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DMATIC Electrical을 다른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통합하여 한 차원  
높은 효율성을 실현하십시오.

우리는 설계자에게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CADMATIC Electrical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계자의 작업공간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정확한 정보의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선에서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은 각 분야,프로젝트 단계 및 시리즈 
선박 등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무결성을 보장하고 조선을 최적화하기 위한 
수동 데이터 처리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면서 
전체 조선 프로세스를 구동하고 연결합니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설계

지능형 개체 관리와 원활한 통합으로 전례 없는 효율성을 달성하세요.

element들을 한번에 만들고 그것들을 모든 문서에서 최신 상태로 사용하세요. 
다른 소프트웨어 솔루션과의 통합은 수동 데이터 처리를 줄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CADMATIC Electrical을 조선해양 산업의 전장 
설계의 매우 강력한 도구로 만듭니다.

쉬운 탐색으로 지원되는 지능형 개체 및 데이터 관리 

CADMATIC Electrical에서는 장비, 케이블 등과 같은 모든 
element들이 서로 다른 전장 다이어그램이나 배치 도면에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리 방법은 
하나의 element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element를 한 번만 만들거나 가져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체가 생성된 후에는 프로젝트 트리를 통해 다른 문서에그 
개체를 쉽게 사용하거나 할당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element들은 다이어그램, 전장 배치 도면 또는 캐비닛 
및 패널 배치 도면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편집하면 동일한 element의 다른 모든 
항목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쉬운 탐색 도구를 사용하면 
문서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 및 
보고서를 이전 버전과 항상 비교하면서 변경 사항을 추적 및 
표시하여 프로젝트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el과 연결하여 설계 효율성 향상

CADMATIC Electrical과 Microsoft Excel의 연결은 설계 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풍부한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Electrical에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Excel 파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Electrical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가져오기와 다시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cel의 강력한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때에 따라 변경 사항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Electrical 프로젝트 데이터는 Electrical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만들어진 표  형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창에서 생성된 모든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표 형식을 사용해서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또는 필터링된 모드의 동일한 데이터를 Excel에서 빠르고 쉽게 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대량 편집 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Excel은 Electrical 
설계에 마법을 불어넣습니다.

Excel 및 템플릿 도면의 프로젝트 데이터는 새로운 electrical 다이어그램에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 및 모듈의 기초 준비작업은 미래의 
경쟁 우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CADMATIC의 통합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통한 다분야 협업

각 분야간의 협업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CADMATIC Electrical은 Outfitting, P&ID 
및 eShare와 같은 CADMATIC 제품군과 완전하게 
통합됩니다.

CADMATIC Electrical 모듈을 3D 모델링 및 eShare와 
연결하여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이 가능합니다.

 · 회로도 및 다이어그램

 · 전장배치도

 · 전기 장비, 배전반, 캐비닛 등과 같은 3D 개체.

 · 전기 및 자동화 설치를 위한 제조 정보

 ·  공급업체의 데이터

 · PLM/PDM/ERP 데이터

3D 모델링과 전기적 엔지니어링을 
연결하세요.

통합된 설계 환경의 이점

 · 비용 절감

 · 리드 타임 단축

 · 설계, 제조 및 공급망의 품질 문제 감소

 ·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  의사결정 개선

 ·  데이터 무결성 보장

 · 재작업 감소

CADMATIC Electrical을 사용하여 당신의 전장 엔지니어링을 또 다른 
CADMATIC 설계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십시오.

CADMATIC ELECTRICAL은 OUTFITTING, P&ID 및 ESHARE와 같은 CADMATIC 
MARINE 제품군과 완전히 통합됩니다. 이는 전체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데이터 무결성과 자동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여 결국 오류, 재작업 및 비용을 
줄입니다.

Electrical

CADMATIC
�D 케이블�설계
Electrical에서�케이블을 
가져오고�다시�라우팅된 
케이블�길이를 
동기화합니다.

CADMATIC eShare
pdf 문서를�가져오고�프로젝트 
데이터를�연결합니다. 전장설계 
정보를�공유하십시오.

CADMATIC 
P&I 다이어그램
설치�장비�정보를�전장설계로 
내보냅니다.

전장설계�문서

CADMATIC 
�D 의장�모델
Electrical에서�장치�정보�및 
위치를�가져오고�다시 
동기화합니다.



지능형 장비 관리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정교한 장비로 채워진 복잡한 선박을 설계할 때는 장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설계자는 프로젝트 문서를 통해 장비의 전체 수량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의 전기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 CADMATIC Electrical
은 제품 모델 형태의 장비 템플릿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2D 기호 및 3D 모델, 기술적인 부분 또는 추가 데이터, 
제품 데이터, 터미널 번호 및 플레이트등 장비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자체 
장비 라이브러리를 쉽게 만들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프로젝트 문서에 추가되면 해당 데이터는 장비관련  문서, 보고서 
및 Outfitting 3D 모델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데이터 필드 또는 
장비의 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래픽 기호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전체에서 관련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장비를 
개별적으로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서로 프로젝트 품질 보장

CADMATIC Electrical의 모든 보고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단 두 번의 클릭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Excel 또는 PDF형식 또는 CAD의 그래픽 형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CADMATIC Electrical에는 다양한 보고서 
템플릿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보고서 템플릿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 tool의 다양한 필터일 및 정렬 기능을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보고서 유형의 몇 가지 예:

 · 장비 목록(ID-별 또는 BOM별)

 · 케이블 및 배선 목록

 · 회로 목록

 · I/O 목록

 · 문서 목록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포트 
및 장비 관리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서 및 장비 관리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작업을 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보고서 작성 또는 장비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기본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십시오.



의장

CADMATIC Marine Outfitting and 
Piping은 사양기반의 3D설계를 제공
합니다. 이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설
계 팀의 위치나 규모에 상관없이 각각
의 설계자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및 검증도 가능하게 
합니다.

선체

CADMATIC Hull and Structural 
design은 기본 설계 및 승인용 도면 
작성위한 완전한 3D 상세 모델 생성부
터 및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한 생산 데
이터의 자동 추출에 이르기까지 선체 
설계를 위한 CAD/CAM 소프트웨어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조선해양 솔루션 제품군 
CADMATIC Marine Design 소프트웨어는 설계, 엔지니어링 및 생산 단계의 
시간을 절약합니다. 고품질 엔지니어링 정보를 통한 블록의 선제작 및 선행 의장이 
가능함으로써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Cadmatic Electrical 외에도 선체 
및 의장 설계와 정보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eShare

eShare는 CADMATIC 정보 관리 제품
군의 주력 제품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
하는 혁신적이고 쉬운 방법을 제공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보완합니
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는 단일 웹 포털을 통해 프로
젝트 및 자산 정보를 결합하고  검색하
며 시각화 및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CADMATIC Electrical 기본 환경

CADMATIC Electrical은 온전한 유니코드 CAD 
플랫폼을 갖춘 독립 실행형 데이터베이스 및 
Windows 기반 64비트 설계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Microsoft SQL 또는 
-Access에 의존합니다. DWG, DXF, DRW 및 IFC 
형식과 호환되며 PDF 및 래스터 파일을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를 Microsoft 
Excel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CADMATIC Electrical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다른 CADMATIC 설계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이점

 · 각 분야간 협력 및 데이터 정확성 확보

 · 모든 전기, 자동화 및 계측 문서를 위한 하나의 정교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 더 나은 품질과 시간 절약을 위한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

 · 자동화로 인한 업무 만족도 향상 및 수작업 감소

 · 설계 단계 간의 원활한 전환

 ·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 짧은 학습 , 시작 시간 및 구축 기간

 · 다재다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입증된 제품: 안전한 
선택 CADMATIC의 제안

 · 선박 설계를 위한 포괄적인 통합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 광범위한 조선해양 산업의 전문 지식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

 · 구축, 지원 및 프로세스 조언

 · 유연한 라이선스 옵션



CADMATIC은 3D디자인 및 정보관리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 및 공급업체로 해양, 프로세스, 에너지 산업 특화 기업이다.

CADMATIC 
Linnankatu 52 A

20100 Turku, Finland (핀란드)
전화 +358 2 412 4500
sales@cadmatic.com

www.cadmatic.com

CADMATIC 글로벌 거점은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cadmatic.com/contactus

CADMATIC 본사는 핀란드 투르크, 
네덜란드 흐로닝언에 소재해 있다.

우리는 호주, 캐나다, 중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스웨덴 및 UAE에 사무소와 직원이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소재 15개 국에 공인 
공급업체 및 지원 파트너를 확보 했으며 
60개 국에 6000개 이상 고객사를 
확보하여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