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미래 자동차 산업 인재 육성 위해 

‘2019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후원 

 

 참가팀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라이선스 무상지원 및 무료교육 제공 

 최우수 1 팀 선정해 특별부문 ‘3D 익스피리언스 상’ 및 상금 200 만원 수여 

 

대한민국 서울, 2019년 03월 21일 – 다쏘시스템(www.3ds.com/ko)은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주최하는 

‘2019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KSAE Baja/Formula/EV 2019)’에 후원사로 참여해 국내 미래 자동차 

산업 인재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 년 8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개최되는 2019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자동차대회로 국내 대학생들이 오프로드 차량인 바하(Baja), 온로드 차량인 포뮬라(Formula)와 

전기자동차(EV) 차량을 직접 설계 및 제작하여 경연을 펼친다. 자동차공학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취지로 2007 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쏘시스템은 올해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해 자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자작자동차 개발을 희망하는 참가팀에게 클라우드 플랫폼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제작을 원하는 팀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인 카티아(CATIA)를 사용해 3D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라이선스는 팀별 최대 5 개의 클라우드 사용자 계정이 선착순 최대 50 개 팀 

한정으로 제공된다. 라이선스 제공 기간은 대회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4 월 1 일부터 9 월 

30일까지며, 다쏘시스템의 국내 협력사인 ㈜솔리드이엔지를 통해 지원된다.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대한 무료교육은 서울, 대전, 부산에서 각 1 회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또한, 다쏘시스템은 별도의 특별부문 디자인 콘테스트인 ‘3D 익스피리언스 상’을 마련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제작 과정에 사용한 팀 중 최우수 팀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200 만원도 

수여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3D 모델링 완성도,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기능 활용도와 실물 대조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쏘시스템코리아 조영빈 대표는 “다쏘시스템은 국내 여러 유수 대학과 산학 협력을 맺어 국내 

경제를 이끌 미래 혁신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혁신 작품의 탄생에 기여해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4 월 1 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4 월 30 일에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jajak.ksa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무료 

라이선스 신청 및 교육에 대한 안내는 ㈜솔리드이엔지 관련 사이트 

(www.solideng.co.kr/service/jajak)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쏘시스템은 140 여 개국 21 만 고객사와 협력하여 경험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2018 년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세계 100 대 지속가능 기업 세계 1 위에 선정되는 등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이다. 

 

[다쏘시스템 코리아 소셜 채널] 

다쏘시스템코리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assaultSyst...  

다쏘시스템코리아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3DSKOR  

다쏘시스템코리아 블로그: http://blog.naver.com/3ds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네이버 포스트: http://post.naver.com/3dskorea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채현경  

hyunkyung.chae@3ds.com 

 

앨리슨+파트너스 코리아 

정민아 대표 / 이혜연 대리 

010-7310-2318 

3ds@allisonpr.co.kr 

 

http://jajak.ksae.org/
http://www.solideng.co.kr/service/jajak
https://www.facebook.com/DassaultSystemesKorea/?brand_redir=214351281833
https://www.youtube.com/user/3DSKOR
https://blog.naver.com/3dskorea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5911675
mailto:hyunkyung.chae@3ds.com
mailto:3ds@allisonp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