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쏘시스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R2015x 출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수백 가지 신기능 추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역할별 매핑을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

서울, 2015 년 3 월 09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은
자동차, 건축부터 생명과학까지 12 개 산업 분야에서 온-프레미스(On-premise, 내부 구축형)와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R2015x’의 상용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R2015x 버전은 보다 단순화된 사용자 경험과 향상된 기능들로 생산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다쏘시스템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중이던 고객들은 이미 모두 3D 익스피리언스 R2015x 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이로써 고객들은 설계, 엔지니어링, 3D 디자인, 지적 재산 관리 및
수명주기, 시뮬레이션, 제조를 아우르는 시장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미니크 플로락(Dominique Florack) 다쏘시스템 R&D 수석 부사장은 “다쏘시스템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이미 R2015x 에 구현된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비즈니스의 종류나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번 R2015x 버전의 단순하면서도 강화된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험의 시대에 점차 복잡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일 비즈니스 플랫폼을 찾고 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R2015x 는 3D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측면에서 대폭 개선되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여, 업무를 단순화 하는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능적 툴을 제공한다. R2015x 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2015x 는 다쏘시스템의 산업특화 솔루션인 ISE(Industry Solution Experience)의 온프레미스,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에 수백 가지의 기능을 추가했다. 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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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또한 건축건설 산업에서는 지상 및 지하 3D 모델을 생성해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으며,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과학 정보의 탐색뿐만 아니라 공동제작,
생물학적 개체 및 경로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 이로써, 12 개 산업군을 위한 다쏘시스템의 ISE

포트폴리오 및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한층 강화된 사용자 경험과 향상된
생산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둘째, 사용자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매치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역할별 그룹화 기능이
추가됐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산업특화 도메인에서 수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3D 컴파스(3DCompass)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온프레미스 는 219 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각각 115 개의 역할별 그룹인 롤(role)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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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그룹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인터페이스 및
도구모음(tool bar)을 사용자 정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화된 편집 기능은 대규모 세션의
로딩시간을 줄이고, 상황에 따른 도구모음정의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
도미니크 플로락 부사장은 “R2015x 는 사용자 경험을 통합하고자 하는 혁신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다쏘시스템은 R2015x 를 통해 V5 와 V6 의 지속적인 호환 및 동기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R2015x 는 V5 고객들이 기존의 환경에서 V6 애플리케이션의 이점을 취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방성 및 공존 기능을 제공한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R2015x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3ds.com/products-services/3dexperience/whats-new/)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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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