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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Graebert GmbH.)

Graebert GmbH.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국내에서 20년 이상 CAD S/W 판매,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해온 기업입니다.

독일 최초의 AutoCAD®의 Distributor로써 Dimler Benz(다임러 벤츠), SIEMENS(지멘스)등의 거대 기업들에

CAD System을 공급하였으며, 1998년 부터는 자체적으로 CAD S/W를 개발, 현재 14개 언어를 지원하고

40개국에서 판매, 사용되고 있는 제품인 “Ares Commander Edition”과 관련 제품들을 개발, 전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Ares Commander Edition” 자체 브랜드는 물론 세계굴지의 CAD 기업인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과

코렐드로우(Corel Draw)로 유명한 Corel 사에 각 사의 이름으로 OEM 공급되고 있습니다.                                                 (독일 그래버트사 전경)

국내에서는 토지보상 전문 소프트웨어인 “SITESKETCH Pro”와 측량 분야 정문 소프트웨어인 “Survey Pro”등의 제품을 개발 및 보급해오고 있으며, 이미 LH공사 등의 공기

업 및 수많은 기업에서 OEM 파트너 각사의 제품명으로 판매되어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라이트시스템즈는 Graebert GmbH.의 한국 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각종 권리의 및 저작권의 보호와 기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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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Commander® 2017

• AutoCAD® 호환 범용 CAD

• AutoCAD®와 동일한 명령어, 사용법

• 타사와 다른 OEM정책으로 개발사의

분야별 전문 CAD로 개발, 출시가 가능

• 세련되고 시력을 보호하는 블랙 UI

(클래식 스타일로 변경 가능)

다운로드: https://www.graebert.com/ko/component/productselect/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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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Commander® 제품 주요 사양

동작사양 CPU: 2GHz이상, RAM: 4G이상, Video: 1,024X768, 10GB이상 공간

운영체제 Windows 7,8, 8.1 & 10(32/64Bit), Mac OSX v10.6이상, Linux(Suse, Ubutu등)

지원파일 AutoCAD DWG®/DXF® File Read & Write (Up to AutoCAD® 2017)

3D Model ACIS® Based Solid Model(별도 모듈)

프로그래밍
LISP, C#(.NET), C++(CFX, DRX), VSTA(Visual Studio for Applications)
Delphi, COM, ActiveX and DCL(Dialog Control Language)

지원 언어 한국어 포함 14개 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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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Touch® - First full DWG-based CAD Software for Android

+ 현장에 CAD도면을 휴대

+ ARES Commander PC 버전 구매시 1년 무료 사용권 부여

+ CAD업계 표준파일 형식인 DWG를 읽어 들이고 수정 및 저장

+ CAD 사용자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면서도 빠르고 정밀

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재설계된 터치 인터페이스를 내장

+ 모바일 환경에서도 데스크탑 CAD와 동일한 정확한 작업을 위하여

준비한 다양한 특수기능들(루페, 객체스냅, 트래킹 및 좌표입력 보

조기능) 지원

+ 150개 이상의 명령어: 지금까지 보아온 모바일 CAD 중 가장 완벽

한 제품으로,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기능들, 사진 주석(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 주석을 추가하여 삽입하는 기능)과 음성

삽입, 파일압축 및 공유 등의 특수 기능들을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유능한 개발자들을 위하여 C++, Tx, 

LISP, VSTA, DCL등 다양한 언어의 강력한 프로그래밍 API를 지원

Google Play에서 “ARES Touch” 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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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CAD for GIS and GIS for CAD

YouTube 동영상: https://youtu.be/1lr6lYONm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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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KUDO.COM – Full featured Cloud based CAD System

+ ARES Commander의 모든 기능을 Web에서 구현

+ Browser based CAD system

+ 설치 불필요, Cloud Server와 자동 동기화

+ Cloud업체의 서비스 플랫폼, 대기업의 사내 CAD System

+ 완벽한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가능

+ 전세계 어디서나 접속, 동시 작업이 가능

YouTube 동영상:
https://youtu.be/T0qBc7RUm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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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Business Partners

OEM Partner; 자사 이름 및 제품명으로 분야별 CAD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판매, 서비스하는 개발업체를 말하며,

또한 In-House로 개발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기업 등도 포함됩니다.

그외 다수…

International Partners

more…

국내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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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Success Story I

제품명: 드래프트싸이트(DraftSight)
http://www.3ds.com/ko/products-services/draftsight-cad-software

• Base Product: ARES Commander Edition

• 다쏘시스템즈 2D CAD

• 전세계 700만 copy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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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Success Story II

• Base Product: ARES Commander Edition

• Corel Corporation 2D CAD

• Coreal DRAW용 CAD 도면 작성용

제품명: CorelCAD
http://www.coreldraw.com/en/product/corel-cad

http://www.arescad.kr/


www.customcad.co.kr

OEM Success Story III

제품명: OnShape 2D Module
http://www.onshape.com

• Base Product: ARES KUDO

• 기계분야 2D CloudCAD

• 최초의 web based CloudCAD

http://www.aresca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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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 LH공사

• 주요 과 업 내 용

- 지장물 보상 프로그램 + 공사 요구사항

- 공사 MIS의 취득 시스템과 연동 SSPRO for Customer
고객사 전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미지 변경

OEM Success Story IV(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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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Graebert GmbH. Korean Office

(주)일라이트시스템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인텔리지II B-709

Tel) 031-602-5027, C.P) 010-9862-5027
www.customc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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