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다보스포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 1 위 선정 
 

 제품, 자연, 인간의 삶의 조화를 이루는 기업 비전 통해 7 년 연속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 선정 

 에너지, 운송, 도시, 생명과학, 하이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지속가능성 향상시키는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지원 

서울, 2018 년 1 월 25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은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글로벌 100)’ 1 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코퍼레이트 나이츠가 선정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업 평가 기준으로써 환경, 사회, 재무, 혁신 역량 등 종합적 성과지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종합 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품 지속가능성을 신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다쏘시스템은 이번 1 위 선정을 포함해, 7 년 연속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는 환경 영향 최소화, 미래 기술인력 개발, 산업 르네상스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의 등 다쏘시스템의 총체적인 지속가능 전략이 반영되었다. 다쏘시스템 

3D 익스피리언스는 전 세계 22 만 명 기업 고객 및 2 천 5 백만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운송, 도시, 생명과학, 하이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버나드 샬레 다쏘시스템 CEO 는 “제품, 자연, 인간의 삶을 조화시키는 기업 비전 그리고 이러한 

비전에 따라 진행되는 기업 활동을 통해 다쏘시스템이 지속가능경영 1 위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가상 환경을 통해 우리는 제품 생산 전 단계에서 제품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이를 미리 평가해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마련하고 이러한 생각을 현실에 

적용시킴으로써 실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창조, 이전에 적용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배우는 미래 

기술인력 지원 등을 통해 혁신가들이 지속가능 모델 개발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무후무한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하이퍼루프 팟 대회 우승 팀 

배출, 도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적화 서비스, 적층 제조를 통해 최대 80%까지 중량을 

감소시킨 항공우주 부품 등은 다쏘시스템 12 개 산업 영역의 대표 혁신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ttp://www.3d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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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