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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엔지니어링 육성사업 위한 MOU 체결  
 

 산학연 일체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통해 핵심 인재 양성 및 취업 기회 제공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센터 건립으로 NGSE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서울, 2014 년 11 월 5 일 –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영남대학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솔리드이엔지와 함께 차세대 시스템 엔지니어링(Next Generation Systems Engineering: NGSE) 

분야의 핵심 엔지니어 양성에 나선다.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코리아(www.3ds.com, 대표이사 조영빈)는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 솔리드이엔지(대표 김형구),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원장 곽병원)과 

함께 시스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MOU(양해각서) 체결식을 이번 달 4 일 영남대학교에서 가졌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학연 일체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NGSE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NGSE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기반 구축 및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ISE 플랫폼과 솔루션 및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남대학교 재학생들은 대학, 산업체, 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 랩, 캡스톤 디자인 등의 다양한 교육 기회는 물론 

현장실습, 인턴십 및 산업체 멘토링 등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도 받게 된다.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다쏘시스템과의 

협력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과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병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공조하여 기업체들에게 관련 분야의 기술지원, 공동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영빈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는 “향후 디지털 제조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은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육성, NGSE 기술 

http://www.3ds.com/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지능형 시스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솔리드이엔지 대표이사는 “금번 협약을 계기로 제조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이 양적, 질적으로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며, 그러한 발전의 초석이 될 핵심인력 양성, 

선도기술 개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힘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세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란, 제품의 3D 형상 및 전기/전자와 제어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고 

가상 공간에서 통합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통합적이고 최적화 된 제품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로 제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련의 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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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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