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다쏘시스템 – 창원대학교, 제조혁신 인재육성 위한 ‘GICC’ 구축 협력 
 

 다쏘시스템, 창원대학교에 수십억 규모의 아카데미아용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서비스 투자 예정 

 GICC, 창원스마트산단의 제조혁신 사업 중 일부로 연말 내 구축 완료 

 고급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대한민국 서울, 2020년 12월 16일 – 다쏘시스템(www.3ds.com/ko)은 창원대학교와 제조 혁신을 위한 

기술교육 센터인 ‘글로벌 이노베이션 컴피턴시 센터(Global Innovation Competency Center)’ 운영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운영 협력 투자 협약식은 지난 15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다쏘시스템코리아 문귀동 본부장, 창원대학교 이재현 산학협력단장 

(연구산학부총장) 및 창원대학교 스마트제조혁신선도대학사업단 조영태 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창원대학교 GICC는 산학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 습득과 아이디어 창출로 제조 혁신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한 교육, 실습 및 연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연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GICC는 ▲스마트 제조 교육장(Smart Manufacturing Training Center, SMTC), 

▲창의 혁신 실험실(Innovation Ideation Lab, IIL) ▲디지털 트윈실(Modeling & Simulation Center, 

MSC) 등 3개 시설로 구성된다. 

 

이번 협력에 따라 창원대학교 재학생은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한 3D 기술 체험, 

실습 및 과제 등을 수행하며, 실제 제조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개인 역량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GICC는 학생과 일반인, 기업체 종자사들이 함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협업 환경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검증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협업의 장으로 활용된다. GICC는 올해 안으로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다쏘시스템은 창원스마트산단과 ICT 산업발전 및 제조혁신을 위한 협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창원대학교 GICC는 창원스마트산단의 제조혁신 사업 중 일부이다. GICC 운영은 고급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쏘시스템은 창원대학교에 수십억 규모의 아카데미아용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3DEXPERIENCE for 

Academia R2020x)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서비스를 투자한다.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학내에 

배부되어 스마트제조융합전공을 포함한 여러 학과의 강의 운영에 사용된다. 학생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3D 설계, 시뮬레이션, 해석, 검증 등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 문귀동 본부장은 “디지털 제조 혁신의 성공은 인재육성에 달렸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이 학교에서 실무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이를 다양한 업무 환경에 

http://www.3ds.com/ko


 

적용하고 제조 혁신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제조 분야의 전문 경험과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원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대학교 이재현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부총장)은 “창원대학교는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산학협력 기관으로서 글로컬 인재를 육성, 연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다쏘시스템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남창원스마트산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협

업 3D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

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140여 

개국에서 27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쏘시스템 코리아 소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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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쏘시스템코리아 카카오톡: https://go.3ds.com/q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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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쏘시스템코리아 블로그: https://blogs.3ds.com/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3ds.com/ko/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정지민 대표 / PR & Communications 매니저 

jeemin.jeong@3ds.com  

앨리슨+파트너스 코리아 

이혜연 과장 

010-7310-2318 

3dsKR@allisonp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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