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LEADER
iBOW
SOLUTION



COMPANY
PROFILE



세계를
리드하는 
전문엔지니어링 
아이보우솔루션

아이보우솔루션은 3차원 CAD와 PLM 솔루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선진 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고객의 요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전문엔지니어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류 및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한다.” 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과 직원과 회사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박 형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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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설계엔지니어링(컨설팅)

비전 / 철학

회사명

소재지

홈페이지

주요사업

주식회사 아이보우솔루션 / iBOW Solution ㏇,Ltd.

(본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 더루벤스밸리 1404호

(부산)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41(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102동 220호

http://www.ibowsol.com

국산 PLM Solutions / 초고속 CAD System

Hardware

(주)아이보우솔루션은 청결한 윤리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활력찬 활동을 통하여 

(주)아이보우솔루션만의 독창성을 만들겠습니다.

Passion 활
력

M
or

al
 도

덕
성

Uniquenes 독창성

Value

Triangle 

価値観

(주)아이보우솔루션은 개개의 특색 있는 삶을 

기준으로하여, 고객을 시작으로 주주의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의 보다 낳은 발전을 지향합니다.

V
alue Creation 가

치
 창

출

Q
ua

lit
y 

of
 L

if
e 

특
징

 있
는

 삶
Contribution 사회 발전

Mission

Triangle 

使命
(주)아이보우솔루션은 고품질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즈니스의 변혁을 통해서 미력 있는 

회사로서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Evolution 변
혁

Te
ch

no
lo

gy
 기

술

Growth 성장

Vision

Triangle 

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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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main-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가업부설연구소인정서

특허증

회사 연혁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1. 주식회사 아이보우솔루션 설립

06. 지식경제부 조선 PLM 구축사업 선정(한국선급 주관)

07. DIGITAL PROCESS LTD> (JAPAN) 와 MOU계약 체결

06. 대우조선해양 TSDE 시스템 구축

01. 아이보우솔루션 PLM 사업권 양수도합병

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07. 대덕 특구 기술사업 선정

08. 대우조선해양 AMS 시스템 구축

01. KT, 국방전산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03. LG-HITACHI Platform Business Partner 계약 체결

04. Euro Borway IDAS 구축

01. 삼성전자 협력사 등록 및 iCADPlus 공급계약 체결

04. 현대자동차 협력사 등록 및 iCADPlus 공급계약 체결

07. 대주정공 PLM시스템 구축

12. 대영산전 iCADPlus 공급계약 체결

 엠프론티어 iCADPlus 공급계약 체결

05. 일진베어링 iCADPlus 공급계약 체결

07. 유도 iCADPlus 공급계약 체결

 한일단조공업 PLM시스템 구축

03. 세아네트웍스 PLM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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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BUSINESS

Hardware

세계에서 가장 빠른 

3차원 3D CAD

Light, Speed, 

Collaboration 

PLM System

안정적인 HP서버,

Hitachi

설계엔지니어링(컨설팅)



iCADPlus 특징 iCADPlus 특징

일본에서 장비, 설비 분야의 설계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3차원 CAD로써, 기존의 CAD와는 다른 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설계를 지원하는 3차원 CAD 입니다.

쉬운 조작성 효율적인 설계 지원구상 설계 단계 기계 설계에 특화된 풍부한 제도 기능

다이렉트 모델링

2D/3D 혼합 설계

텍스트 정보 검색 엔진

워크 스루

뷰어

부정확한 스케치도 모델링 가능

부품 라이브러리

획기적인 2D 도면 모델링

검색 데이터의 활용

가공 검증

: 형체력 계산 기능

: 냉각 홀 설계 기능

: 이젝터 핀 배치 기능

조립 지원

간단한 형상에 의한 검토

설계 파라메트릭 가능

다이렉트 편집

완벽한 TOP-DOWN 설계 지원 디지털 검증3차원 검증 금형 설계

간단한 교육만으로 누구나 쉽게 3D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능
을 구성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속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저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키워드 등록없이 원하는 텍스트를 검색 가능하며, 검색
된 모델도 구속조건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규격품을 라이브러리로 기본 제공하여 설계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설계 초기의 구상 설계 단계에서 설계 아이디어를 다양한 모델링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차원 CAD보다 뛰어난 제도 기능을 제공하며, 자동 치수 및 
자동 BOM 기능으로 도면 작업의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3D 주석 기능을 통하여 도면을 작성하지 않고도 제작 대
응이 가능합니다.

장비 및 설계와 같은 대형 어셈블리를 설계하기 위한 TOP-
DOWN 설계를 완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작성, 정비성 검증 및 가공성 확
인이 가능합니다. 도한 뷰어 및 조립 공정 지원으로 다른 부문
에서의 3차원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업무의 효율과하 가능
합니다.

3D에서의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설계상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금형 구조는 자유 곡면으로 이루어 지는 CAVITY/CORE 부와 
어셈블리 설계로 이루어지는 기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형 
구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구부는 대형 제품이 되면 냉
각홀의 개수와 이젝터 핀 등의 부품 수가 크게 증가하여 데이
터 전체 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초고속 모델 처리 엔진을 탑
재한 iCAD는 그런 큰 금형 설계에도 설계자의 생각을 방해하
지 않는 최적의 설계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케치 평면을 사용하지 않고 설계 아이디어를 바로 모델링 할 수 있
도록 아이콘과 줄자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직관적인 3D 모
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작 단계에서는 여러 파일의 생성 없이 한 개의 파일에서 설계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부품번호 및 부품명을 지정하여
 효율적 설계 지원
•전체 어셈블리에서 시작하여 서브어셈블리, 단품 레벨로의
 하양식 계층화 가능
•설계 변경에 따라 설계 레벨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
•단품모드의 전환 없이 모든 레벨을 항상 조작 및 편집 가능
•설계 권한 기능에 의한 협업 및 팀설계 지원

간섭체크

자동 치수

풍부한 제도 기능

3D 주석

동기모션

어셈블리 고속 단면 검증

배관설계

기구검증

대규모 어셈블리 도면 작성

자동 BOM 및 자동 벌룬

빔 구조 계산

판금 설계

전기회로설계

MASS PROPERTY

ISO 도면

분해도 작성

배선, 배관 라우팅

구조 해석

하네스 설계

스트레치 아이콘을 선택하고 편집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하면 스트레
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델링 작업 이력이나 구속조건을 의식
할 필요 없이 항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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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PLM 개요

시스템 구성도

DynaPLM은 CAD 시스템 통합 및 ERP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 시험, 정비 과정 등으 Product Lifecycle 

전반에 통합된 제품 데이터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솔루션입니다.

DynaPLM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은

•관련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설계 변경 감소 및 신속한 처리

•제품 정보 오류에 의한 재작업 및 유실 자재 발생률 감소

•부대 업무 감소에 따른 순수 설계 시간 확보

•개발 관련 데이터의 재활용율 증가

•관리 파트 수 감소 등의 효과를 얻게 되어 제품개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DynaPLM 특징

모듈구성

DynaPLM은 국내 제조기업의 환경에 최적화된 PLM 솔루션 입니다.

•국내 자체 기술개발 솔루션입니다.(14여 년간 PLM 개발 Know-how 지식 보유)

•산업별 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종의 Template을 보유

•아이보우솔루션 자체 솔루션으로서 Cuntomizing 이 용이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보장

•강력한 Cuntomizing 툴인 DynaMOAD를 바탕으로 맞춤형 시스템을 구현

•일괄지원(S/W 개발, 컨설팅, 유지보수, 기술지원까지)을 통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기술지원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은 검증된 솔루션으로 해외시장 진입에 성공한 솔루션

•Platform에 독립적인 시스템 (Java 지원을 통한 Unix, Linux, MS-Windows 모두 지원)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산업표준 (J2EE / JSP / SERVLET / HTTP / JAVA, WFMC등) 지원

•객체 지향 형 데이터 관리 지원 (UML을 통한 강력한 3D 형상관리 (Cad Data Management System) 지원

•타 시스템 확장성 용이 (Multiple Server, Server Clusters 등 지원)

•n -Tier 구조로 다중 서버 연동 지원 (시스템 분산, 검색엔진과의 통합 등)

PLM SERVER

- File Server

- DB Server

- Web Server

지점 및 자회사

해외법인

협력업체

- Meta Data 관리

- Multi 검색 조건 구현

- Version & History 관리

WEB CLIENT

- 도면정보조회

- 설계변경정보 확인

- CAD Data Viewing

CAD CLIENT

PLM

- PART작업

- Product struture

- 설계변경 등

CAD

- PART모델작성

- Digital Pre-Assembly

- 설계자동화

LAN WEB

PC CLIENT

- PART작업, Document 관리

- Product struture, 설계변경

- CAD Data Viewing

- Image Viewing

웹 기반 전사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제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ISO/TL9000/TS16949 제품개발 절차관리 시스템 구현

Legacy System과의 연동을 통한 Enterprise Backbone 연계 구현

PLM 확장 모듈 시스템 구현

ORACLE DBMS

도면관리

CAD
Intergration

Groupware
Intergration

ERP
Interface

DRM
Interface

프로세스 중심의 프로젝트(PMS)관리

ERP / Groupware / DRM 시스템 연동

RoHS 관리 FMEA 관리 4M 관리

Data Viewer

설계변경(EC/EO)관리

Workflow 관리 (전자결재, 전자배포)

문서관리

부품관리
제품관리

(BOM)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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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스토리지 시스템

BROCADE 스위치

Hardware 설계엔지니어링(컨설팅)

설계/제조

API

데이터관리

iBOW Solution은 전문 엔지니어가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하여 귀사에 가장 이상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iBOW Solution은 CAD 시스템에서부터 CAM,PLM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전자적 협업솔루션을 구축, 원격지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PI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

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주로 파일 제어, 윈도우 제어, 화상 처리, 문

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BROCADE는 SAN 스위치와 서버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솔루션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

션을 통해 필적할 수 없는 간편함, 논스톱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및 투자 보호가 가능한 유연한 IT 인프라를 실현할 수 있

습니다.

iBOW Solution은 Product Lifecycle 전반의 데이터들을

고효율,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Data Migration

설계 지식자산의 보안 관리

업무 Process 최적화 / 정형화

협업(Collaboration) 증대

품질향상, 원가절감, 개발시간 단축

표준화를 통한 통합관리 기초자료 구축

Design Process Check Standardization Stabilization

컨설팅 

효과

효과적

제품설계 

절차관리

시스템

생산성 향상 기술 향상

표준화 구축 품질 향상

설계
프로세스
표준화

설계
프로세스
표준화

설계
프로세스
표준화

효율적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기간 단축

DELL 서버 (PowerEdge)

PowerEdge 서버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다재다능한 구성으로 1소켓 1U 엔트리 랙 서버부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ERP, HPC 및 기타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고, 

확장성이 뛰어난 프로세싱, 메모리 및 내부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서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R630 R730 R830 R930

R230 R330 R430 R530

원격 사무실, 지사 및 파일 서비스, 백업 또는 파일서버 통합에 적합한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비용대비 효용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서, 

비용대비 뛰어난 성능 및 고가용성, 편리한 관리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이엔드 스

토리지부터 미들레인지 스토리지까지, 전체 스토리지 플랫폼에 동일한 관리, 마

이그레이션, 스토리지 가상화, 복제 및 데이터 보호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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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BASIC COURSE_ 3D 모델링+도면화

ADVANCE COURSE_ DRAFT COURSE

ADVANCE COURSE_ CONCEPT DESIGN COURSE

ADVANCE COURSE_ MOTION SIMULATION COURSE

교육 시간 10:00 ~ 17:00 (중식12:00~13:00)-3일과정

신청 방법 홈페이지 [교육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교육 특전 중식 제공(주차비는 개인 부담)

준  비  물 필기도구

교육 정원 15명 정원

교육 장소 BASIC COURSE : ㈜아이보우솔루션 교육장

 ADVANCE COURSE : ㈜아이보우솔루션

교육 문의 070-7510-8888

iCADPlus를 처음 사용하는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1~2일차는 기본 화면 구성 및 Sketch , Arrange, 등 iCADPLus를 이용해 3D 모델링 하는 법을 배웁니다.

3일차에는 iCADPLus를 이용해 3D DATA를 도면화 하는 법을 배웁니다.

BASIC COURSE를 이수한 설계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iCADPlus를 이용해 2D 작도 하는 법을 배웁니다.

BASIC COURSE를 이수한 설계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iCADPlus 를 이용해 구상단계에서 부터 설계하는 법을 배웁니다.

BASIC COURSE를 이수한 설계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설계한 DATA를 이용해 장비에 실제 움직임을 주어, 이에 따른 동작성 및 설계 검증에 대해 배웁니다.

Education Center
iBOW Solution 교육센터에서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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