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피로수명해석 기술 리더 기업 

‘세이프 테크놀로지(Safe Technology)’ 인수 

 

 향상된 내구성 해석 애플리케이션으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한층 강화  

 

서울, 2013 년 9 월 11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은 제품의 

내구성을 예측하는 피로수명해석의 기술 리더인 세이프 테크놀로지(Safe Technology)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은 세이프 테크놀로지의 인수로 자사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및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 브랜드인 시뮬리아(SIMULIA)를 확장하여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내구성 예측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세이프 테크놀로지는 ‘Fe-safe 내구성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스위트’를 개발하였으며, 현대자동차 및 

제너럴 모터스, 혼다 제트, 할리 데이비슨 모터, 캐터필라(Caterpillar), 커민스(Cummins), 에머슨 클라이밋 

테크놀로지스(Emerson Climate Technologies) 등 500 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다쏘시스템 버나드 샬레 CEO 는 "고객들은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 내구성은 브랜드와 사용자 간의 감성적 친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기업 비즈니스와 제품의 브랜드 로열티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며, 그것이 세이프 테크놀로지가 

다쏘시스템에 꼭 필요한 이유이다."라며, "향상된 피로 및 내구성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제품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세이프 테크놀로지는 제품의 수명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다쏘시스템 시뮬리아의 구조적 시뮬레이션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이프 테크놀로지의 설립자이자 CEO 인 존 드래퍼(John Draper)는 “세이프테크놀로지는 다쏘시스템 및 

시뮬리아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15 년 이상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계 고객을 위한 최첨단기술을 

개발해왔다. 세이프 테크놀로지는 다쏘시스템의 비즈니스 전략과 기업 문화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다쏘시스템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쏘시스템은 피로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Fe-safe 의 유지뿐 아니라 선두의 FEA solvers 를 지원하는 오픈 솔루션 제공에도 전념하고 있다.” 라며, 

"제품개발의 가속화, 피로 솔루션의 통합, 디자이너 중심의 소프트웨어 툴과 고품질 및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는 우리의 성장 계획에 매우 중요하며, 다쏘시스템과 시뮬리아팀은 우리의 능력을 세 배로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쏘시스템은 세이프 테크놀로지와 함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며, 이번 인수는 지난 8 월 7 일에 

체결되었다. 

http://www.3ds.com/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다쏘시스템은 8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5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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