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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캐드윈시스템 (주)기업명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디자인센터 507호

모집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명

2학년 진학 직전 결정
(회사규정에 따름)

연봉

모집인원

직무내용

복리후생

소프트웨어 개발 (조선, 플랜트, 강교, 중장비관련 CAD/CAM 분야)

회사내규에 따름 (신입사원 처우)

CAD/CAM 소프웨어 개발사업영역

설립일자 2000년 08월

대표이사 김 철 환 홈페이지 https://www.cadwinsys.com

케드윈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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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캐드윈시스템(Cadwin System)은 조선, 교량 및 중장비 설계를 위한 CAD/CAM 소프트웨

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케드윈시스템(주)

캐드윈을 이용하여 선박제조에 필요한 철판 제품 구매 시, 미리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 있

어 가장 알맞은 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30여개의 동종 SW가 있고 일본

에는 10여종의 자국 SW가 애용되고 있는 상황에 캐드윈이 국내 최초로 일본 조선업계에

채택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캐드윈시스템(주)은 조선 설계와 선체

생산정보, 선박 내 케이블 선을 관리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뿐만 아니

라 일본, 중국 등지에 연이러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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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캐드윈시스템(Cadwin System)은 설계 및 공장자동화 관련 전문 개발회사로서 충분한

현장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조선, 플랜트, 교량, 중장비 관련 CAD/CAM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

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캐드윈시스템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선박 설계에서 원자재 생산 과정을 전문적으로 특

화시켜 그 기술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R&D와 차별화된 경영으로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것이 캐드윈시스템의

작은 도전입니다.

기술력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비상

세계에서 인정받는 캐드윈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은 조선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래밍화 시켜 조선 설계 및 생산, 디자인 등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프

로그램으로 기술융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을 건조하는 과정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투자되며 생산절차나 과정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어, 이런 과정을 1분씩만 단축한다면 시간과 자본에 있어 엄청난 절약효과

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를 결합시켜 그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캐드윈시스템의 제품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실용적 기술융합으로 업계 선도

캐드윈스마트네스트(Cadwin Smart Nest)

스파이스/스마트헐 (Spis/Smart Hull)

스마트케이블 (Smart Cable)

이지드로우(Easy Draw)

전문 Nesting Tool

조선 선체 생산정보시스템 관리

선박 내 전선 관리

공작도 및 설치도 자동화 담당

2001년 캐드윈네스팅(Nesting)을 개발 보급한 이래 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채택돼 국내 시

장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캐드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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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 고객사

기타 홍보자료



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캐드윈시스템 기술력 및 기술분야(1)

조선/플랜트 산업의 부재 생산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자재 사용에 필요한

CAD/CAM 프로그램

Cadwin Smart Nest

Smart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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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윈시스템 기술력 및 기술분야(2)

3D Model 기반 용접 정보 자동 생성 SW

Smart Weld

Smart Paint

 선체의 Shell/Deck, Tank, 거주구에 포함되는 각 부재의 면적을 계산, 검증, 출력

 복잡하고 어려운 도장 면적 산출 방법을 단순화 한 프로그램

Smart Jig

 블록 단위의 Jig 작업을 간단한 교육 만으로 정반 배치부터 최적화, 도면 생성까지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작업을 가능하게 함

 빠른 속도, 정확한 계산, 섬세한 컨트롤, 쉬운 사용법을 장점으로 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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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윈시스템 기술력 및 기술분야(3)

 통합 외판 설계 시스템

 외판 생산설계 도면 최적 생성을 통한 설계/생산의 안정화

Smart Shell

Smart Template

 Bending(Cross) Template : 외판의 구브러짐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

 쉽고 간편한 Bending Template 모델링 기능과 절단까지의 프로세스를 일원화 한

프로그램

Smart BLS

 Smart Block Loading Simulation : 3D 기반의 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블록을 적재하는 것

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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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윈시스템 기술력 및 기술분야(4)

 설계 모델 기반의 케이블 생산 물량 산출과 케이블 물량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Smart Cable

Smart Viewer 3D

 선박 모델의 형상과 속성을 전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Review Tool

 쉽고 간편한 Bending Template 모델링 기능과 절단까지의 프로세스를 일원화 한

프로그램

 Node Modeling Tool

 Fast Cable Routing

 3D Route & Model Viewer

 전장 케이블 관리 기능

 POR을 위한 자재관린, 기간

시스템 연동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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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윈시스템 기술력 및 기술분야(5)

 Modeling 작업과 Drawing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 지원

Smart Structure Modeling

Pipe Flow Caculation

 CAD Model 정보를 활용하여 배관 및 덕트에 흐르는 유체 및 공기 흐름에 대한

마찰 손실 및 압력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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