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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술지원 /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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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ZWCAD


대기업 개사, 전국 만개 기업이 사용하는 ZWCAD



설계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게 설계 환경을 제시해 주는 곳, 
국내 기업들이 부담없이 캐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ZWCAD KOREA.

TOTAL CARE SERVICE
지더블유캐드코리아는 고객의 솔루션 도입 이유를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한 사후관리와 무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분야 리딩 기업, 
Company



ZWCAD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의 설계 경험을 끌어올립니다.
고도화된 기술력, 타입별 솔루션 매뉴얼, 실시간 기술지원을 통해 
유저의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국내 대기업 개사 이상, 
전세계 만 유저가 
이용하는

고객 피드백 기반의 
개발

평생사용 가능한 
영구버전, 
무상 rd party 제공

끊임없는 호환성,
안정성 테스트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입 테스트

실무자 무료교육

Business



Solution

DWG,DXF 등 타 소프트웨어 완벽 호환

편리한 캐드 : 오토캐드 호환성 %

전문개발자가 리습 개발 및 지원

기업 비즈니스에 맞는 솔루션 개발 및 연동

전문적인 캐드 : 솔루션 개발

건축/토목/기계/설비 분야에 맞는

다양한 ZWCAD 응용 프로그램 제공

산업군에 적절한: 인더스트리별 rd Party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도

빠르고 손쉬운 모바일 협업툴 지원

어디에서나 사용이 손쉽게: 모바일 캐드

설치수량 제한없이 다수의 PC에 설치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

함께 & 동시에 사용하는 : 네트워크 라이선스

전세계 만 유저, 국내 대기업 여개 사가

사용하는 캐드

믿고 쓰는 캐드 : ZWCAD 고객사

Our Solution : 
국내 최고의  ZWCAD 기술 지원 인력 & 엔지니어, 축적된 경험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설계소프트웨어의 모든 기술력이 담겨있는 ‘ZWCAD' 더 이상 캐드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습니다.

ZWCAD KOREA는 자체 개발엔진 및 탄탄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CAD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중견기업과 필요한 기술을 교류하여 고객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변화를 그립니다.

: Faster and Friendlier

“설계를 더 가치있게”



Solution

한번구매 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영구버전 캐드설계 소프트웨어 

호환성 UI·명령어 다양한
rd-Party

Lisp(리습)
사용

Network 라이선스
제공

기존 CAD와 같은
.dwg, .dxf 포맷 형식을
사용하며 꾸준히 
업데이트 진행

UI, 명령어 등 기존과
동일하며,

필요시 사용자에 맞게
변경 가능

건축, 제조, 토목 등
다양하게 연동 가능.
ZDREAM, Tron-Archi

제공

사용하던 Lisp 그대로
불러와서 적용 및
사용 가능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형식의 라이선스 제공

실시간 기술서비스 : 원격 및 방문지원 :  ~ :

자체엔진으로 지속적인 개발 - 소비자 Needs 반영



현재 캐드시장의 이슈

현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강화 및 

고가의 비용으로 많은 기업에서 불편 호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량 증가

과도한 합의금 지출

높은 가격으로 예산 낭비  

소프트웨어 관리의 어려움

강제 업그레이드, 영구버전 단종, 

매년 고정비에 대한 비용 부담

설치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림

저 사양 PC에서는 작업이 불편함

새로 추가되는 기능이 많아져 

프로그램 용량이 커지고 무거움 

단속강화
illegal

비용
expense

기능
function

Market



대세는 ZWCAD


더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한 ZWCAD



ZWCAD vs A사 CAD . UI(메뉴) 비교

ZWCAD
기능비교

“ZWCAD 는 리본 & 클래식 모드 둘 다 지원! (통합 사용 가능)”

ZWCAD 

더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한 ZWCAD
: UI (메뉴) 비교

ZWCAD는 유저들을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A사 캐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갖췄습니다.

A사 캐드

A사 캐드와 유사한 UI 구성으로 기존 CAD 사용자들도 쉽게 ZWCAD 를 사용 가능

ZWCAD는 A사 캐드의 구 버전 사용자들을 위해 도구 막대 메뉴 형식인 Classic Menu를 제공

사용자화 인터페이스(CUI)에서 커스터마이징 가능

■ 

■ 

■ 



ZWCAD vs A사 CAD . 사용자 인터페이스 (CUI) 비교

ZWCAD
기능비교

도구막대, 키보드 단축키는 A사 캐드와 동일하게 기본 설정되어 있으며, CUI에서 사용자화로 변경 가능■ 

ZWCAD 

A사 캐드

ZWCAD는 유저들을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A사 캐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갖췄습니다.

더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한 ZWCAD
: 사용자 인터페이스 (CUI) 비교



ZWCAD vs A사 CAD . 옵션창 (OPTIONS) 비교

ZWCAD
기능비교

DWG, DXF, DWT 확장자를 % 호환하며, 하위 버전~최신 버전 범위 도면 모두 지원■ 

ZWCAD 

A사 캐드

ZWCAD는 유저들을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A사 캐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갖췄습니다.

더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한 ZWCAD
: 옵션창 비교



A사 CAD 구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동일한 파일 형식 지원

DWG, DXF 등 기본 저장 형식 읽기, 편집, 저장 가능

폰트의 경우, 캐드 폰트(SHX)와 시스템 폰트(TTF) 모두 지원

플롯 스타일의 경우, 동일한 CTB,STB 확장자 지원

■ 

■ 

■ 

■ 

3) 호환성 비교

 여가지 이상의 동일한 단축 명령어

A사 캐드 단축 명령어 파일(pgp) 복사/붙여넣기 시 
별도 단축키 설정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

■ 

■ 

2) 명령어 비교

종이 출력 뿐만 아니라 PDF, EPS, JPEG, PNG 등의 
다양한 포맷 출력을 지원하며, [플로터 마법사 추가 기능]으로 
원하는 플롯 설정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한 CTB 사용으로 컬러/흑백 CTB를 기본 제공하며,
기존 사용 CTB 파일도 호환 가능하여 별도 설정 없이 사용 가능    

■ 

■ 

1) 플롯창(PLOT) 비교

ZWCAD는 유저들을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A사 캐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갖췄습니다.

더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한 ZWCAD
: 플롯창(PLOT) 비교 / 명령어 변경 / 호환성

VSZWCAD A사 캐드

ZWCAD vs A사 CAD . 플롯창 (PLOT) 비교 / . 명령어 변경 비교 / . 호환성 비교

ZWCAD
기능비교



ZWCAD  스마트 신기능
ZWCAD 의 스마트한 기능으로 캐드 설계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기입하지 않고 제스쳐를 통해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
상단 탭 중 도구-스마트 마우스를 통해 실행
 또는 SMARTMOUSE 명령어를 통해 실행
제스쳐에 원하는 명령어를 설정하여 사용

■ 

■ 

■ 

Smart Mouse
스마트 마우스

Smart Plot
스마트 플롯

한 번에 여러 장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내보내기-스마트 플롯을 통해 실행
또는 ZWPLOT 명령어를 통해 실행
프레임 스타일에서 도면층/블록/닫힌 선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 

■ 

■ 

Smart Select
스마트 선택

객체 유형, 색상, 도면층 등에 따라 원하는 설정으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상단 탭 중 EXPRESS-스마트 선택 아이콘을 눌러 실행
또는 SMARTSEL 명령어를 통해 실행

■ 

■ 



차별화된 서비스


차별화된 기술지원 / 교육지원 서비스



Service

공식판매처 
캐드 제품 구매

영구버전
라이선스 발급

D CAD / D CAD 
엔지니어 배치

실시간 
원격 기술지원

방문 교육 지원
*별도협의

D CAD / D CAD 
엔지니어 배치

라이선스 캐드 기능 교육

찾기 및 조회
재발급 / 활성화
네트워크 라이선스 서버 설정

■ 

■ 

■ 

■ 

■ 

■ 

■

■

설치 지원
기능별 사용방법 안내
도면 검토 / 분석
기능 오류 점검 / 기능 개발 문의
리습 파일 수정 및 검토

■ 

■ 

정기교육
방문교육

-. 신속한 기술지원(Helpdesk)
ZWCAD KOREA 기술지원 전문 엔지니어가 무상으로 영구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커뮤니티/유선 문의, 실시간 : 원격 지원/전담 기술지원 인력 배치로 체계적인 기술지원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유지보수 발생 비용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ZWCAD KOREA만의 A to Z 서비스입니다.



Service

1-2. 전문화된 기술지원(Helpdesk)
유선 문의와 커뮤니티 문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유입되는 문의를 : 원격 지원 서비스로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ZWCAD KOREA 기술지원

- D 전문 엔지니어 명

- D 전문 엔지니어 명 

- 운영 시간 : :  ~ :

* 기술 지원 서비스

- 라이선스 및 설치 

- 기능 사용 방법- 기능 사용 방법

- 도면 검토 및 수정

* 장애 지원

- 차 전화 및 원격지원을 통한 지원

- 차 본사 보고 및 본사 원격 지원

- 차 고객사 방문 지원

ZWCAD KOREA 기술지원팀
캐드 전문가 그룹, 

ZWCAD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세심한 관리  

ZWCAD KOREA의
인증된 전담 기술팀 운영 

체계적인
엔지니어 양성교육

실시간 원격지원 및
방문 DEMO

다양한
기술자료 제공



Media

Blog Naver CafeNaver Cafe YOUTUBE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2. 다양한 공식 채널 운영
ZWCAD KOREA 가 공식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의 계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ZWCAD 사용 방법 기능 TIP, 최신 소식(KOREA 엔지니어가 제작하여 한국어 자료)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적 방문자수 만명 
일 평균 조회수 천회

■ 

■  

카페 회원수: 약 천 명
누적 실시간 기술지원: , 건

■ 

■  

구독자 수 : 약 , 명
누적 영상콘텐츠 : 약 건

■ 

■  

카카오플친 친구: 약 명■   



Service . 캐드 솔루션 개발 및 지원 
ZWCAD KOREA 전문 개발자가 리습 개발 및 지원, 다양한 제품군의 rd-party 호환, ZWCAD 자체 rd-party를 전문적으로 개발합니다.
대우건설 자동 출력 시스템 RPA, 한국도로공사 전용 모바일 캐드, CJ 클라우드 연동 등 개발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캐드 솔루션 개발 및 지원 

대우건설
ZWCAD 기반 RPA 개발01

리습 개발 및 지원

한국도로공사
모바일 캐드 개발02

rd-party 호환

CJ건설
CJ건설 클라우드 연동03

rd-party 자체 개발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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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매 월 정기 교육
초보 기준 기본 기능, 실무에 유용한 기능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교육생에 맞는 강의 및 교육 자료 무상 제공합니다.
(교육기간, 커리큘럼 협의 가능)

인터페이스, 그리기, 편집 명령어 등

처음 CAD를 접하는 사용자 맞춤 기초 교육

문자, 치수 작성, 출력, PDF 사용 등

실무자에게 유용한 심화 교육

스마스 선택, 스마트 출력, ZDREAM 등

ZWCAD/ZW D 만의 유용한 기능 교육

기초 기능 교육 실무에 유용한 기능 교육 ZWCAD/ZW D 만의 기능 교육



Education

. 무상 방문 교육
ZWCAD/ZW D의 쾌적한 사용감과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수강생들의 교육/사용 후기가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ZWCAD/ZW D 무상 교육 & 초보자 사용 후기

모든 명령어중에서 
많이 사용되는것들이 
기존것과 다르지 않아서 편리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서포트해주어서 좋음 

호환성이 좋아서
다양한 업체 대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수고하신 ￚￚￚ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편의성을 많이 갖추고 있어
작업하기 좋은 메뉴얼이편합니다. 

“

”



ZWCAD 솔루션


건설/건축/제조 : ZWCAD ALL LINE UP



ZWCAD Solution
D ￜ ZWCAD

D ￜ ZW D

Mechanical ￜ Education  ￜ  DWG viewer

Lite ￜ  Standard  ￜ  Professional  ￜ Premium ￜ  Education ￜ CAM ￜ X ￜ X ￜ -X

■ 

■  

ZWCAD rd-party

ZDREAM ￜ Tron-Archi

PyramidPRO ￜ Archioffice ￜ XpressTools ￜ CO-ME

■ 건축

EasyMechￜMechClick

SMC 공압 라이브러리ￜPointCAM 

■ 기계 / 제조

다수의 rd-party 지원 및 개발 가능

■ 기타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용해 
*dwg. *dxf 도면 불러오기,  편집 기능이 가능■ CAD Pockets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시설물 점검 모바일 ‘ ex-CAD’ 개발 운용■ ex-CAD

ZWCAD Mobile

SOLIDWORKS ￜ CATIA ￜ INVENTOR ￜ Microstation 

DWG 확장자를 지원하는 타 소프트웨어 호환

■ Software

CAD 호환 Solutions

. 제품 전체 라인업



2. 3rd-party 호환 리스트
약 가지 분야에서 한국 사용자들의 rd-Party 프로그램 연동 리스트이며, ZWCAD KOREA 의 연구소에서 지속적인 호환 진행중입니다.
* 이 외 프로그램의 호환 일정은 문의 부탁드리며, 커스터마이징 응용 프로그램 연동은 별도 검토/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RON

XICAD

아성 프로그램

ARCHIOFFICE

CAD POWER

Pyramid PRO

ZWCAD KOREA

개인

아성정보

한국종합건축개발

한국인프라

PR SOFT

건축, 토목

건축 건설

건축 건설

건축,설계

건축, 유틸리티

적산 물량 산출

AutoSlope

CivilPro

DUFA

KTOOL

RD BIM

XPRESSTOOLS

ZDREAM

이지소프트

KOSECO

시빌솔루션

개인

평화데이타 시스템

한국종합건축개발

ZWCAD KOREA

경사도 분석 프로그램

측량, 토목

토목

용지도, 경사도, 수량산출

토목, 도로 / 철도

토목, 유틸리티

토목, 유틸리티

삼성 SDS PLM Nextplant PLM티라유텍

CADPLUS

EASY MECH

FESTO CAD Library

Mech Click

MDCAD

POINTCAM

POWERNC

캐드플러스

JK SOFT

FESTO/클릭인포

클릭인포

개인

씨엘 시스템

서안 엔지니어링

기계 부품 지원

기계 라이브러리

기계, 유틸리티

기계부품, CAM

NC / CAM

기계 라이브러리

기계 제조

CAMPUS

CO-ME

ZWCAD KOREA

DCS

덕트, 파이프

설비

D rebar

SIDD Shop

인텔리 언폴더

리바 솔루션

시드 소프트

인텔리 소프트

선조립 철근 자동화

철근 배근

전개도 프로그램

범툴즈 범툴즈 유틸리티

토목

전자

기계

구조

기타

설비

건축

* 일부 제품은 현재 신버전 ZWCAD  호환 작업 진행 중



. 자체 개발 rd-party ZDREAM
기존 드림플러스 사용자도 문제 없이 ZWCAD를 사용할 수 있도록 ZWCAD KOREA 에서 자체 개발한 rd-Party ZDREAM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가지의 편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ZWCAD KOREA 내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여 빠른 피드백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PLT 다중 플롯 

PDF 다중 플롯 

DWG 다중 플롯 등 

도면 일괄 출력(변환) 기능 포함

다중 플롯

엑셀 표 캐드로

캐드 표 엑셀로

문자를 엑셀로 등

다양한 엑셀 연동 기능 포함

엑셀 연동

외부참조 도면층 상태 복원

외부참조 색상 변경

선택한 도면층만 켜기 등

다양한 도면층 관리 기능 포함

도면층 관리

횡단면도 층따기

상대 EL 구하기

XY좌표 쓰기 등 

다양한 토목 기능 포함

토목 기능

두점 사이 문자 쓰기

문자 정렬

숫자 증감 등

다양한 문자 관리 기능 포함

문자 관리

외부참조 삽입

외부참조 분리

블록 기준점 변경 등

다양한 블록 관리 기능 포함

블록 관리

객체 참조 회전

선 객체 폴리선으로

면적 구하기 등

다양한 기능 포함

수정 및 조회

캐드 계산기

이미지 다중 삽입

범위 오리기 등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 포함

유틸리티

*ZWCAD Full버전에서만 사용 가능



. License Management
함께 & 동시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라이선스 
설치 수량 제한없이 다수의 PC에서 편리하게 ZWCA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에 1 License 사용

구매 수량 만큼 PC에 설치하여 
각 PC에 활성화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라이선스

독립실행형

 License ( Client) PC

=

네트워크형

구매한 수량 만큼 서버에 동시 접속하여 사용

설치 수량의 제한 없이 다수의 PC에 설치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라이선스

Server PC
* Server - Client 인터넷 통신 가능

Client

Client

ClientClient

Client

* Server PC란?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PC
* Client란? 공장, 사무실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 License Management : 네트워크형

라이선스 옵션 사용 가능
네트워크 사용자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옵션 사용 가능

(Timeout, Exclude, Max, Reserve 등)

A사 캐드와 동일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LMTOOLS 
서버 프로그램 제어, 설정 등 동일하게 사용 가능

네트워크형(서버 관리자) LMTOOLS■ 네트워크형(서버 모니터링) NLAT ■

실시간 모니터링 / 기간 설정 확인
설정 값을 통해 일정 시간마다 로그 데이터를 불러와 

화면상에 표현하고 기간 설정하여 사용자들의 내역 확인 가능

거부
네트워크 라이선스에 접속 불가능한 사용자들의 내역 확인 (라이선스 초과 등)



기업소개


ZWSOFT가 걸어온 길



History

ZWSOFT가
걸어온 길

AUTOCAD RD .

캐드 응용프로그램 
개발사 설립

ZWCAD  출시

판매수량 
, copy 돌파

ZWCAD 국내 출시

판매수량 
, copy 돌파

CAD 기술 개발의 가속화

미국의 CAD 전문 회사인
VX사 인수

전세계 만 이상 유저의 선택 ZWCAD

국내 대기업 개사 이상 포함, 
국내 만 여개 기업 이상이 사용

본사 시총 가치 조원 등극



굿네이버스 정기 후원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대한적십자 서울지부 등 정기적 후원 참여
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귀한 나눔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KLPGA 임희정 프로 공식 후원

KLPGA 사막여우 임희정 프로 골퍼를 공식 후원합니다.
임희정 프로는 국민쉼터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승을 거둔 대표 선수입니다.

CSR

ZWCAD KOREA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에 동참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기부부터 KLPGA 한국 골프계의 도약을 위한 공식 후원 활동에 참여합니다. 



About Who Use
이미 많은 국내/글로벌 기업이 ZWCAD/ZW D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만개 기업이 사용하는 ZWCAD, 이제 당신이 사용할 차례입니다.

Clients

전 세계 여개 국,
 만 유저가 사용하는

국내 대기업 개사가
사용하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R&D 연구진

명



Global

We connect your business to the world
;8$"%�;8%�쫳캧삏�탗맻�퍜�홫퓋�핯캼핓�믻왗쪇�밫폀핯졫�믻왗쪇�맼ힻ폋�ힻ캧맻�퓿�샃샟�

�뫛핓�3�%�헿줳맻맻�켟몿�쾇퓣펯읷�ힻ쾈헼픷왗�폫뭧뫛�빅핿폁핯�쨗헿탗�샃샟�

We expand global capability with our PARTNERS

;840'5�)FBERVBSUFST

�;IVKJBOH�8�3E�5JBOIF�26�(VBOH[IPV�4IJ�
(VBOHEPOH�4IFOH�$IJOB

;8$"%�,03&"

�)BLEPOH�SP��HJM�(BOHOBN�HV�
4FPVM�3FQVCMJD�PG�,PSFB

4IBOHIBJ�#SBODI

�'�5PXFS�"�'JOBODJBM�4USFFU�)BJMVO�$FOUFS�
/P���)BJ�-VO�3PBE�)POHLPV�%JTUSJDU�4IBOHIBJ

64"�3�%�$FOUFS

�/FX�)BWFO�"WF����.FMCPVSOF�
'-��64"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Thank you

ZWCAD 문의

T  . . 

E. marketing@zwcad.kr

www.zwsof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