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N 전략의 장점을 얻기 위해
기업 가치 흐름을 최적화

산업용 기계 공업 분야의 Lean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다쏘시스템의 V6 PLM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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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의 V6 PLM 솔루션은 기업의 지식 기반을 

포착하고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제조 부서가 타 부서의 

결정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 과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가 설계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이미 구입한 유사 부품의 관련 비용을 파악하고, 제조 

시 준수해야 할 제약 조건을 제품 설계에 포함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자동으로 기업 설계 표준과 

모범 사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품질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V6 PLM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Lean의 3대 

요소를 모두 실현합니다.

 ● 고객 요구에 부합하거나 능가하는 제품을 설계, 개발

 ●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

 ● 과도한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품을 설계 

L&T Infotech, Schuler사와 같은 산업 장비 및 기계 

제조업체는 다쏘시스템의 V6 PLM을 사용하여 Lean 제품 

개발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V6 PLM은 반복 작업을 

없애고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팀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Lean)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개요
산업 장비 및 기계 제조업체는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실천하여 불확실한 경기와 글로벌 시장 

압력이라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Lean” 전략입니다. 

“Lean”은 제조 중의 낭비 요인을 인식하여 제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Lean 방식 제조의 핵심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가치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낭비 요인)을 파악한 후 기업 

가치 흐름 전반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흐름은 많은 부서(제품 설계에서 

판매 후 지원까지)와 기업(공급업체, 고객)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가치 흐름 관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활동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최종 고객에게 가치(또는 낭비 요인)

를 전달하고, 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또는 악화)하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실상 모두가 Lean 제조 기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의 이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복성, 오류, 기타 일반적인 형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 수명 주기 관리

(PLM)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ean 원칙을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은 오히려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PLM은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계자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 

장비 기업의 “Lean 활성화”를 돕습니다. 3D 대시보드는 

다양한 출처(수많은 설계 시스템, 여러 부서의 재료 명세서, 

조달, ERP(전사적 자원 관리) 등)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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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Horn에 따르면, 제품 설계 측면에서 “Lean의 핵심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 

요구에 부합하거나 능가하는 제품을 설계, 개발하고, 

과도한 개발비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Lean이 물리적인 제품과 정보 흐름에 ‘유효’한 

반면, 제품 개발 시 Lean은 엔지니어링 제품과 정보 흐름 

가상 제품에 ‘유효’합니다.”

Lean은 엔지니어링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품 개발 주기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제조업체는 예상치 

않았던 제품 개발 역량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생소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조 담당자들이 

Lean의 모든 강점을 이해하여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문가들은 Lean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제품 개발 영역에서 7대 낭비 영역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과잉 생산. 과잉 생산에는 시장 수요가 없는 상품의 

생산, 원치 않는 기능이 포함된 후속 제품 출시, 

오버엔지니어링(0.25인치로 충분한 부분에 0.5인치 

금속 조각을 사용하는 등), 제조 또는 구매 시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차선의 설계 선택이 포함됩니다. 

 ● 대기. 대기에는 정보 검색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설계 또는 변경을 

기다리는 것, 부품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는 경우, 부품 설계가 끝난 후에야 공구를 

설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 수송. 수송은 대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핸드오프는 일반적인 수송의 한 형태로서, 당사자 중 한 

쪽이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확실한 지침이 없거나,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프로세스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의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고 제조 

영역에 설계를 넘기는 경우가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수송의 한 예입니다.

Lean 제품 개발
Lean 방식 제조가 도입된 후 3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Lean 제품 개발을 시작할 때입니다.

시장이 갈수록 글로벌 규모로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 장비 및 기계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가장 많이 사용된 비용 절감 프로그램 중 하나가 

“Lean”이었습니다. “Lean”은 낭비 요인(최종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을 인식하여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제품 품질을 개선한다는 

개념입니다. Lean은 제조 단계를 재조정하여 부품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단순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제품 품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Lean 원칙은 제조 분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도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은 

사실상 모두가 Lean 제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전제조건이 되어 경쟁력 측면의 이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조 이외의 분야, 즉 제품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등은 Lean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 Lean

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특정한 Lean 제품 개발 방법을 

마련하면 낭비 요인 축소, 제공품 개선, 주기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 장비 및 기계 업계의 선도적인 컨설팅 업체인 

Archstone Consulting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David 

VanHorn은 “Lean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제품 개발 영역은 

미개척지와도 같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제조 분야에서 개발된 Lean 원칙을 제품 

개발 영역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현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큽니다.”라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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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재고는 제품 개발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재고는 설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설계를 재사용하도록 

조직화할 수 없는 회사는 낭비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설계는 낭비이며, 부품의 

재설계에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낭비입니다. 

 ● 처리. 처리는 중복성, 중단이 잦은 작업, 재발명, 

표준화되지 않은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위해 크기만 다른 3,000개의 브래킷이 필요한 

경우, 브래킷을 한 번 설계한 후 다른 크기 요건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브래킷을 따로 

설계한다면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설계 시간은 물론, 제조 시간도 낭비합니다.

 ● 활동.  활동에는 실효성 없는 소통 프로세스를 보충하기 

위한 특수 조치, 장시간의 정보 검색, 정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 회의와 현황 보고서의 

중복이 포함됩니다. 

 ● 정정. 정정은 제품 개발 영역에서 가장 큰 낭비 요인일 

것입니다. 주문 변경, 설계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불필요한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 프로그램 

감사, 재작업이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정정 낭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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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09년 Manufacturing Performance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 장비 및 기계 공급망에 속한 제조업체 

중 83%가 Lean 제조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고객을 포함해 전사적인 수준에서 Lean 전략을 

확대하여 실천한 기업은 이들 중 38%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기계 공급망에 속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를 보면(그림 1), 고객과 협업하여 

설계를 실시한 업체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52%), 상위 

공급업체로 협업을 확대한 곳은 더 적었습니다(36%).

Lean 제품 개발 원칙을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 흐름을 

최적화하면 제품 또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 설계에 대한 고객 

의견을 통해 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낭비 요인이 제거되고 제품 실패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낭비 영역을 제조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제품 개발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관점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Lean을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간단히 말해, 다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낭비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 데이터 작성

 ● 데이터 보관

 ● 데이터 검색

 ● 데이터 재사용

고객에게 가치를 부가하지 않는 활동이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과 협업은 Lean 제품 개발을 실천할 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부품이나 전체 서브시스템의 설계, 제조 중 상당 부분을 

전략적인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는(OEM) 오늘날 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가치 

흐름이 확장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위험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협력업체 역시 최근 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심각한 가격 압박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OEM 방식에 합류하여 비즈니스 “오프쇼어”를 신흥 시장의 

저렴한 공급업체에 위탁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가치 흐름이 여러 부서(제품 설계에서 판매 

후 지원까지)와 기업(아웃소싱 공급업체, 고객)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제품 개발에 Lean 원칙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산업 장비 기업의 효과적인 가치 흐름 

관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활동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최종 

고객에게 가치(또는 낭비 요인)를 전달하고, 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또는 악화)하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림 1

협업에 의한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업에 
의한 설계

예

아니오

출처:

고객과의 협업에 
의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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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제품 및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 데이터(CAD, 제조 

정보에서 복잡한 메카트로닉스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엔지니어도 데이터 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 통합된 협업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이 제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프로젝트 또는 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작업을 최종 납품 항목에 연결하며, 

실시간으로 설계 성숙도를 확인합니다.

 ● 포트폴리오 관리 — 제품 관리자가 표준(예: 품질, 안전, 

규제) 준수 여부와 제품 구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관리 — 조달 부서가 현재 공급업체의 성과를 

측정하고 충족률, 납품 역량, 기타 척도를 매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요구사항 관리 — 영업 팀이 고객 의견(고객이 진정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 제품에서 추구하는 것)을 수집하고 

실시간 협업에 의해 고객 제품 개발(“의견”을 신제품에 

반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통한 
비즈니스 강점
제품 개발에 Lean 적용

가치 흐름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Lean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경영진, 관리자, 직원들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나 공급업체를 상대할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다양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로 통합된 제품 수명 주기 관리(PLM) 플랫폼에 이를 

포함시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효율성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안정성 – 모든 관계자가 하나로 통합된 일정한 

데이터 출처에 접근해야 합니다.

 ● 프로세스 표준화 – 표준화된 기준 프로세스를 반드시 

정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정정 및 개선 – 문제와 개선 기회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전체 가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PLM 시스템이 

공통 데이터 관리 기능도 제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영역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한 모든 

사용자가 다양한 고유의 출처 또는 시스템(예: 데스크톱 

도구, CAD(컴퓨터 이용 설계) 시스템, ERP(전사적 자원 

관리), 조달 도구)으로부터 데이터를 검색,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PLM 프로세스는 ETO(engineer-to-order), 

BTS(build-to-stock), BTO(build-to-order), ATO(assemble-

to-order)를 포함해 다양한 엔지니어링, 제조 모델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PLM 프로세스를 통해 

입찰, 소싱, 조달, 생산 등 여러 부서에서의 민첩성이 더욱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 외 중요한 핵심 요소로 다음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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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장비 산업에 사용되는  
Dassault Systèmes V6 PLM
Lean 제품 개발 및 가치 흐름 관리 솔루션

다쏘시스템은 산업 기계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PLM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PLM 솔루션은 이미 당사 

고객의 심각한 비즈니스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동시에 

상당한 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설계 능력 극대화 – 설계에 필요한 인력을 70%~80%, 

많게는 95%까지 줄이는 한편, 설계 프로세스 중에 설계, 

표준, 회사를 규정하는 기업 지적 재산(IP)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보장합니다.

 ● IP 보호 및 관리 – 기업의 지식 기반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업을 개선하며 쓸모 없는 검색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IP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제품 실패로 인한 위험 범위 축소 –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최고의 혁신적인 방안을 

찾고, 제품 실패로 인한 위험 범위를 대폭 줄여줍니다.

 ● 설계를 실제 제조에 구현 – 제조 프로세스를 정의, 감시, 

통제하고 Lean 제품 개발의 절감 효과를 확대합니다. 

제품 제조 역량을 개선하고 프로토타입 비용을 

절감합니다.

 ● 프로젝트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 역량 보완 – 중요한 

IP를 보호하는 한편, 설계 및 분석 역량을 확충합니다. 

산업 장비 및 기계 업체는 Lean 제품 개발 원칙을 따르고, 

표준 제품 템플릿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 없는 PLM을 구현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분을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하면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기거나 설계 품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조업체는 혁신적인 신규 모델에 

기존 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20인일에서 단 

하루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Lean 원칙을 제품 개발에 적용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절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제품 개발 주기 시간 60-70% 단축

 ● 거래가요청(RFQ)에 대한 응답 시간 50% 단축

 ● 1,000개 부품을 곱할 경우 설계 시간 25% 단축

 ● 엔지니어링 변경 프로세스 주기 시간 20% 단축

 ● 제조까지 필요한 전체 시간 15% 단축1 

다쏘시스템 고객들은 V6 PLM 솔루션을 통해 Lean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Lean 제품 개발 곡선의 앞부분(리딩에지)에 위치하게 된 

기업은 산업 기계 시장에서 경쟁력 극대화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비용 또는 재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절감 효과는 경쟁사에서는 아직 

접근법을 파악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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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는 3D 협업 기술에 기반한 프로세스 개선 

사항도 포함됩니다. 실제와 똑같은 3D 협업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바로 사용 가능한 PLM 비즈니스 프로세스 

덕분에 제조업체는 실제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설계 대안을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PLM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제공하여 

경쟁적 우위 확보에 일조합니다.

 ● 사용자 생산성 강화

 ● 엔지니어링 효율성 확보

 ● 제품 개발 주기 단축

 ● 제품, 프로세스, 리소스 관련 지식 활용

산업 장비 및 기계 업체는 Lean 제품 개발 원칙을 따르고, 

표준 제품 템플릿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 없는 PLM을 구현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분을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 V6 산업 솔루션은 Lean 원칙을 제품 개발에 

구현한 입증된 방법과 업계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림 2).

이 방법은 제품 개발 실행 분류 평가로 시작합니다. 평가를 

통해 각 제품 개발 분야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속한 제품 

개발 실행 모델(가치 흐름 맵핑,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사양, 인터페이스와 ROI 추정)을 정의합니다.

 

그림 2.

1단계
솔루션 가치 정의

• 목표 정의
• 기회 발견
• 각각의 직무 영역 이해
• 가치 개선 영역 파악
• ROI 목표 설정
• 솔루션 프로세스 아키텍처 개발
• 솔루션 IT 아키텍처 개발

• 설계 솔루션
• 배포 전략 가속화 및 최적화
• 솔루션 검증
• 배포 가능성 확인
• 솔루션 배포

• 생산 시작
• 교육
• 멘토링
• 지원
•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계획

2단계
솔루션 개발 및 구현 3단계

솔루션 사용

2단계로 진행 
/ 진행 불가

생산 단계로 
진행 /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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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ean PLM을 도입하는 기업은 많은 일들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제품 개발 역량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강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놀라운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인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협업은 전기, 기계, 소프트웨어 등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은 

물론, 제조, 소싱, 마케팅 등 하위 관계자와 엔지니어링 

담당자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실감나는 혁신적 3D 

경험을 통해 팀원들은 실제 프로토타입에 따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모든 지역과 조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최근의 시장 동향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앞서 Lean PLM이 기업의 지식 기반 활용과 생산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 결과, 설계 주기가 25%나 

단축되었으며 신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이 15%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만으로도 놀랍지만, 이는 PLM의 잠재력, 즉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한다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쏘시스템의 V6 PLM 솔루션은 산업 장비 제조업체가 

Lean 제품 개발과 가치 흐름 최적화를 실현하도록 돕고, 

이러한 혁신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아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이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D

as
sa

u
lt
 S

ys
tè

m
es

 2
01

2,
 a

ll 
ri
g
h
ts

 r
es

er
ve

d
. C

A
TI

A
, S

o
lid

W
o
rk

s 
EN

O
V
IA

, S
IM

U
LI

A
, D

EL
M

IA
, 3

D
V
IA

, 3
D

Sw
Ym

, E
X
A
LE

A
D
, a

n
d
 N

et
vi

b
es

 a
re

 r
eg

is
te

re
d
 t
ra

d
em

ar
ks

 o
f 
D

as
sa

u
lt
 S

ys
tè

m
es

 o
r 
it
s 

su
b
si

d
ia

ri
es

 in
 t
h
e 

U
S 

an
d
/o

r 
o
th

er
 c

o
u
n
tr

ie
s.

3DEXPERIENCE 기업 다쏘시스템은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가상 세계를 제공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은 제품을 설계, 
생산, 지원하는 방식에 변혁을 일으킵니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소셜 혁신을 촉진합니다. 다쏘시스템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모든 산업군, 다양한 규모에 속하는 15만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을 방문하십시오.

홈페이지
3DS.COM

동급 최고의 제품 생산

유럽/중동/아프리카 
Dassault Systèmes 
10, rue Marcel Dassault 
CS 40501 
78946 Vélizy-Villacoublay Cedex 
France

미주 지역 
Dassault Systèmes 
175 Wyman Street 
Waltham, Massachusetts 
02451-1223 
USA

아시아 태평양 
Dassault Systèmes 
Pier City Shibaura Bldg 10F 
3-18-1 Kaigan, Minato-Ku 
Tokyo 108-002 
Japan

가상 제품 디자인

전문가를 위한 3D

실감나는 시뮬레이션

글로벌 협업을 통한 수명 주기 관리

정보 인텔리전스

소셜 이노베이션

실제와 똑같은 온라인 3D 경험 제공가상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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