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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TEAM USA

러셀 코우츠(Russell Coutts) ORACLE TEAM USA CEO

제33회 아메리카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 팀은 완벽하게 통합된 설계 프로그램을 원했고 

다쏘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아메리카컵 경기는 우리 팀이 설계 기술 접근 방식을 조율한 최초의 

경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며 가장 권위 있는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컵(America’s Cup)은 전 세계 최고의 요

트 선수와 설계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2010년 2월 

ORACLE TEAM USA가 제33회 아메리카컵을 

거머쥐면서 제34회 아메리카컵에 자동 출전해 방

어전에 나서게 됐다. 이때 요트대회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인 도전이 시작됐다. 기술은 요트 설계

와 경기를 완전히 변모시켰는데 ORACLE TEAM 

USA의 선장이자 조타수인 지미 스핏힐(Jimmy 

Spithill)은 “오늘날 아메리카컵은 기술의 경연장”

이라며 “최대한 빠르고 가벼우며 강한 요트를 설

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막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설계 과제

제34회 아메리카컵에서는 두 가지 요트 등급이 

새로 지정됐다. 하나는 소형 날개돛 쌍동형 요트

인 AC45이며, 다른 하나는 선체 길이가 72피트

이고 꼭대기까지 덮인 날개돛이 약 260제곱미

터(3,000제곱피트)에 달하는 쌍동선인 AC72이

다. 팀은 두 가지 형태의 AC72를 제작할 수 있다. 

소형 AC45를 타면서 배운 사항을 토대로 각 팀

은 자체 AC72를 설계·제작해야 했다. ORACLE 

TEAM USA는 아메리카컵 커뮤니티를 대신해 

설계를 진행했다. 과거 자동차 및 항공우주 업계

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ORACLE TEAM USA

의 선임 구조 엔지니어 크리스토프 에르벨딩

(Christoph Erbelding)은 “AC72의 복잡성은 이

전 요트와 차원이 달랐기에 3DEXPERIENCE를 

사용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ORACLE TEAM 

USA의 CEO인 러셀 코우츠(Russell Coutts)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메리카컵 경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소프트웨

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미 우승컵을 차지한 우리 

팀은 완벽하게 통합된 설계 프로그램을 원했고 다

쏘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아메리카컵 경기

는 우리 팀이 설계 기술 접근 방식을 조율한 최초

의 경기였습니다.”

가상 제품 설계를 위한 CATIA, 사실적인 시뮬레

이션을 위한 SIMULIA, 협업 혁신을 위한 ENOVIA

를 포함한 다쏘시스템의 3DEXPERIENCE 플

랫폼을 사용하면서 설계자와 팀원으로 이뤄진 

ORACLE TEAM USA의 전 세계 그룹이 데이터

베이스와 설계 프로세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코우츠 CEO는 “컨셉 설계부터 생산까지 줄곧 다

쏘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설계팀은 CATIA를 사용해 가상 세계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요트의 각 측면을 모델링했고, 팀원들

은 3DEXPERIENCE 플랫폼의 가상 설계 프로세

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CATIA에서 개발된 3D 모델은 전체 팀이 실시

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대형 화면에 투영된 

3D 모델을 접한 선수들은 실제 요트를 타고 있

는 것처럼 느꼈다. 스핏힐 선장은 실제 중요한 조

종을 할 때 선원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떠올

려보았다. “경주용 요트에서는 시야가 매우 중

요합니다. 3DEXPERIENCE를 통해 마치 요트

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DEXPERIENCE는 선수들이 적합한 부분과 적

합하지 않은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입니다.” 크리스토프 에르벨딩은 “컨셉부터 세

부 설계, 테스트, 제조까지 3DEXPERIENCE 플랫

폼을 활용한 덕분에 선수들 요구사항 단계부터 최

종 제작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

됐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계획, 관리, 추적 및 연결

3DEXPERIENCE 플랫폼의 협업 혜택은 뉴질랜

드, 유럽, 미국의 ORACLE TEAM USA 팀원들에

도 돌아갔다. ORACLE TEAM USA는 여러 곳에

서 동시에 진행되는 협업 및 설계 데이터 관리를 

위해 ENOVIA를 사용했다. 크리스토프 에르벨딩

은 “ENOVIA를 사용해 세계 어디에서든 모든 팀

원이 최신 데이터를 공유해 최신 설계와 도면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3D 모델의 모

든 세부 정보를 제조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어 정

밀도가 보장되고 생산 시간이 단축됐다. 

제33회 아메리카컵과 제34회 아메리카컵 사이

에 존재하는 3년이라는 시간은 요트를 설계·제

작·테스트하기에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사실, 첫 AC72 설계를 사용한 2013년 2월 대

회 이전에 훈련과 테스트를 위해 각 팀에게 주어

진 시간은 단 30일뿐이었므로, ORACLE TEAM 

USA는 제작 전에 설계상의 문제를 포착하기 위

해 SIMULIA를 사용한 가상 테스트를 적극 활용했

다. 크리스토프 에르벨딩은 “요트의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강력

한 SIMULIA 덕분에 단단하고 튼튼한 요트를 설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ORACLE TEAM USA는 3DEXPERIENCE 플

랫폼을 사용해 전 세계 일반 관람객의 관람 경험

까지 개선했다. AC45에 고정시킨 카메라가 포

착하는 TV 제작용 고품질 영상을 통해 요트경기

가 대중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으므로 

팀은 TV 방송을 염두에 두고 AC72를 설계했다. 

ORACLE TEAM USA 웹사이트에서 요트의 3D 

모델을 확인하고 보트에 고정한 카메라를 통해 시

청자들은 경기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설계 

엔지니어인 애런 페리(Aaron Perry)는 “3D 렌더

링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아

메리카컵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며 “이 멋진 도구 

덕분에 요트경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요트의 합성 구조

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 CATIA의 복합 모델링 기

능과 SIMULIA에서의 테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

다. 또한, CATIA를 사용하는 제조 엔지니어는 완

성된 부품과 배치를 한 단계에서 상세히 계획할 

수 있어 생산 기간이 단축됐다. 

계속된 믿음

2013년 9월 초에 시작된 제34회 아메리카컵은 

한 편의 영화 같은 장관을 연출했다. 시즌 중반인 

10월, ORACLE TEAM USA는 요트가 뒤집히면

서 날개 돛과 선체가 손상되는 시련을 맞았다. 뒤

집힌 요트를 다시 물 위에 띄우기까지 수개월의 

재건 과정이 필요했다. 이때 실제로 요트를 물 위

에 띄우면서 알아낸 사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3DEXPERIENCE의 3D 모델링과 3D 분석에 크

게 의존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설계 공간에서 그러한 지식 기반에 의존해 요트의 

속도를 높이는 요소와 그에 따른 손실 및 위험 요

소를 평가할 수 있었다. 팀은 다른 방식으로 항해

에 나서기로 결정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트

를 변경해야 했다. 3DEXPERIENCE 플랫폼을 활

용해 보트와 날개를 조사하고 보트 양쪽 영역에 

부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설계팀은 제

안된 구조상 변경이 실행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아냈다. 설계 엔지니어인 앤드류 게이너(Andrew 

Gaynor)는 “다쏘시스템과 협력했기에 요트가 선

착장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우승을 확신할 수 있

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ORACLE TEAM USA는 3DEXPERIENCE

를 사용해 가장 빠르고 튼튼한 요트를 제작하면서 

요트 성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며,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요트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www.oracle-team-usa.americascup.com

과제 

ORACLE TEAM USA는 완전히 새로운 

미검증 설계 사양을 토대로 3년 안에 

요트 2척을 설계·제조·테스트해 제34회 

아메리카컵(America’s Cup)에 출전해야 

하는 상황

솔루션

가상 제품 설계를 위한 CATIA, 협업 혁신을 

위한 ENOVIA,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한 SIMULIA를 비롯한 다쏘시스템의 

3DEXPERIENCE 플랫폼을 선택해 최첨단 

아메리카컵 출전용 요트 개발

이점

3DEXPERIENCE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팀의 기술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는 협업 

가상 환경에서 첨단 요트 설계를 신속하게 

개발, 테스트 및 완성. 기적적으로 복귀한 

ORACLE TEAM USA는 요트 속도를 

향상시키는 설계 솔루션을 신속하게 고안해 

제34회 아메리카컵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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