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하이테크 산업을 위한 인더스트리 솔루션 

‘Smarter, Faster, Lighter’ 출시 
 

 인더스트리 솔루션 ‘Smarter, Faster, Lighter’를 통해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종합적인 설계 

경험 제공  

 

서울, 2013 년 9 월 16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코리아(www.3ds.com, 

대표이사 조영빈)는 기계, 전자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하이테크 산업용 솔루션 (ISE: 

Industry Solution Experience)인 ‘Smarter, Faster, Lighter’를 출시했다.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게 출시된 ‘Smarter, Faster, Lighter’는 

콘셉트 개발부터 제품 제조까지 전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엔지니어링 부서의 

실시간 정보 교환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프로젝트 전체의 가시성을 높여주며, 설계 

및 제조 비용을 절감해 준다. 

 

‘Smarter, Faster, Lighter’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품 사양, 3D 모델, 해석 결과 및 제조 시 필요사항 등 모든 전자, 기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의 통합 유지 

 불필요한 제품 변형의 최소화와 기존 설계 자료의 효율적인 재사용 및 모듈화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합된 엔드-투-엔드 설계 프로세스 제공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의 매끄러운 동시 협업 지원 및 다른 영역간의 완벽한 데이터 

일관성 보장 

 

다쏘시스템 산업마케팅 총괄 모니카 멩기니(Monica Menghini) 수석 부사장은 “소비자용 

전자제품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사들이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제품 및 지원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다쏘시스템의 ‘Smarter, Faster, Lighter’ 솔루션을 통해 

모든 제품 개발 과정에 적합한 설계 및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쏘시스템의 ‘Smarter, Faster, Lighter’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3ds.com/industries/high-tech/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3ds.com/industries/high-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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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