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 특화 솔루션 

‘파사드 디자인 포 페브리케이션’ 출시   
 

서울, 2014 년 5 월 15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산업특화 솔루션인 ‘파사드 디자인 포 페브리케이션(Façade Design for Fabrication)’을 

출시했다. 파사드 디자인 포 페브리케이션은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에 

맞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고효율 건물 설계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모니카 멩기니(Monica Menghini) 다쏘시스템 산업,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총괄 수석 부사장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특화 솔루션은 수동적 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지능적이며 통합적인 환경을 지원한다”며 “산업특화 솔루션 ‘파사드 디자인 포 페브리케이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재작업량 줄이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요구사항들을 

검증하는 등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사드 디자인 포 페브리케이션’은 통합 플래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상의 협업 및 확장성을 

활용해 정면 세부 설계와 직접 연관된 건물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모델 데이터를 확장해 샵 

드로잉 및 수량산출서(BOM)를 자동화 해주는 통합 설계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관계자들은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건물 정면의 형태, 무늬, 구조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조나단 말리 (Jonathan Mallie) SHoP 건설 수석 건축가 겸 이사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의 모델링은 

클라우드상에서 이루어지며 즉시 사용 가능하다”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장점으로는 빠른 속도와 

효율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한 지역에 혁신적인 모듈형 주택을 설계하기 위해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및 솔루션을 사용한 SHoP 건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3ds.com/customer-stories/single/using-the-new-3dexperience-platform-enabled-online-

collaboration-among-all-the-projects-stakehold/)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마티 도셔(Marty Doscher) 다쏘시스템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분야 부사장은 “’파사드 디자인 포 

페브리케이션’은 건물의 건설주기 동안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피드백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개념 모델을 빠르게 반복하고 설계 및 제작을 통해 건물의 입면을 시공단계로 확장시켜준다”라며 “이를 

통해 계획변경 비용이 발생되기 전에 결정사항이 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획과 빠른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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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싱글 데이터 소스를 보유함으로써 건설에 대한 3D 마스터(3D Master)에 접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협업적인 혁신 공간을 제공하면서 기업이 맡은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고객으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특화 솔루션 프로그램은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 

관련 기업에서 개념,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 등 전반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다쏘시스템의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파사드 디자인 포 페브리케이션’과 다쏘시스템의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특화 솔루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3ds.com/ko/industries/architecture-engineering-construction/facade-

design-for-fabrication/)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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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9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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