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미국 FDA 와 ‘리빙하트프로젝트’ 연구 협약 체결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위한 3D 심장모델 연구 

 크라우드 소싱 활용해 100 명이 넘는 심장 전문가들과 협력 

서울, 2014 년 11 월 18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5 년간의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3D 맞춤 심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 월에 발표된 ‘리빙하트 프로젝트(Living Heart Project)’는 심장 질환의 치료 및 

진단과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3D 심장 모델을 연구 중이다. 다쏘시스템은 이번 연구 협약이 

3D 맞춤 심장의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동연구팀은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첫 

번째 3D 심장 시뮬레이터의 베타테스트를 준비한다. 일차적으로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심박 조절기와 기타 심혈관 장치의 삽입, 배치, 성능 패러다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빙하트 프로젝트는 각 구성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술 크라우드 소싱 모델을 사용해 

최고의 심장 전문의와 연구원, 의료기기 업체들의 긴밀한 협력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구, 산업 

및 제약 분야의 100 명이 넘는 심장 전문가들이 포진된 30 개의 기여 회원 단체는 의료기기 

테스트, 임상진단, 사전 수술계획 안내 등의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된 심장 모델을 평가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료 기기 혁신 컨소시엄(MDIC)과 협력해 환자의 신뢰성 개선, 

비용 감소, 의학 혁신성 제고를 목표로 의료 기기의 승인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빌 머레이(Bill Murray) MDIC 대표는 “전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은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에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임상시험은 

인체와 장치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면서 실증 분석을 넘어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리빙하트 프로젝트는 의료 기기 단체들에 장치 설계부터 규제 의뢰에 걸친 유효성 

검사가 가능한 심장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임상 연구 센터의 이사이자 하버드 의과 대학 교수인 쿠마란 

코란다이베루(Kumaran Kolandaivelu) 박사는 “미래의 의료산업에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 수술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이 첨단 과학을 이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과 침입성(*)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의학이 전산 과학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다쏘시스템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3ds.com/


 

 

 

장 콜롬벨(Jean Colombel) 다쏘시스템 생명과학 부사장은 “의료인들이 혁신적인 환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는 일은 다쏘시스템의 생명 과학적 목표이기도 하다”라며 “아직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다쏘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고 환자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새로운 의학 솔루션과 협력 

체제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리빙하트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지난 12 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다쏘시스템 북미 

3D 익스피리언스 포럼 현장에서 발표됐다. 자세한 정보는 www.3DS.com/heart 에서 확인 

가능하다.  

 

*침입성: 어떤 병원균이 생체조직내로 침입하여 친화성 장기에 정착증식하여 병을 일으키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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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