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과  

가상도시 플랫폼 ‘버추얼 싱가포르’ 개발 

 

 고급 정보 모델링 기술 통해 실제와 똑같은 3 차원 도시 모델 구현 

 ‘연구, 혁신, 기업’을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하고 도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표 

서울, 2015 년 6 월 24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이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연구재단과 함께 싱가포르 가상도시 건설에 나선다. 이번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는 도시의 정적 및 동적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고급 

정보 모델링 기술을 통해 도시의 특성을 살린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3 차원 모델을 구현한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풍부한 데이터 환경 및 시각화 기술이 결합된 협업 플랫폼이다. 

다쏘시스템의 사용자 기반 도시설계 플랫폼인 3D 익스피리언시티(3DEXPERIENCity)를 기반으로 

싱가포르의 동적 3D 디지털 모델을 생성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 국민, 기업, 정부 및 연구 단체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및 툴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기획, 서비스, 계획, 의사 결정, 

기술 연구 및 지역사회협력 등 도시 설계의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 모델링 기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버추얼 싱가포르’의 모든 데이터는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다. 인구 통계, 이동 및 기후 

등의 실시간 레거시(legacy)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하학, 지리공간정보, 위상 기하학(topology) 

등의 전문 데이터를 포함한다. 사용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풍부한 시각 모델을 생성하고 

싱가포르의 실제 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도시화의 

영향을 탐색하고, 환경 및 재난 관리, 사회기반시설, 국토 안보,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버나드 샬레(Bernard Charlès) 다쏘시스템 CEO 는 “싱가포르는 향후 수십 년의 변화를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진보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향한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 지향적 비전은 3D 를 통해 제품과 자연, 

그리고 인류가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다쏘시스템의 비전과 일치한다”라며 “도시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제품이다. 최첨단 애플리케이션과 툴을 사용해 미래 도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해봄으로써, 국가 자원 계획 및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삶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쏘시스템은 싱가포르의 이번 프로젝트가 다른 도시들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3ds.com/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시티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데이터, 프로세스 및 거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단일 통합 허브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가상화, 시뮬레이션 및 협업 기능을 통해 건물, 인프라, 자원 및 거주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싱가포르 도시 개발의 키워드는 ‘연구, 혁신, 기업’이다. 도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기반경제를 목표로 한다. ‘버추얼 

싱가포르’ 플랫폼 개발은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2014 년 12 월에 시작됐으며 

2018 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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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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