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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에스엔이 온라인컨텐츠

DAFUL 공식 홈페이지

DAFUL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DAFUL 최신 

기술 자료, 세미나 안내, 행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ful.com

QR코드를 통해 

태성에스엔이  채널에서 

DAFUL 시연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DAFUL 제품 문의  |  T 02-2117-0005  E daful@ts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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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내  

Standard
Packages

MBD Pro 강체로 구성된 시스템의 다물체 동역학 해석 패키지

FE Dynamics 유연체를 포함한 시스템의 구조 동역학 해석 패키지

MeshFree Mesh를 생성하지 않는 무요소법을 사용한 구조해석 패키지

Optional
Modules

Modal 모달 방법을 이용한 유연체 해석 모듈

Fatigue 구조 동역학 해석 결과를 이용한 피로 수명 및 파손 해석 모듈 

SMP 해석 속도 향상을 위한 공유 메모리 병렬처리 모듈 

MPP 거대 자유도 시스템의 해석 속도 향상과 해석 자유도를 늘리기 위한 분산 메모리 병렬처리 모듈 

MATLAB Interface Input/Output을 이용하여 MATLAB과 DAFUL 솔버간의 연동 해석 모듈

API Developer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Toolkit이나 Wizard 개발을 위한 개발자용 모듈

STEP Translator 3D graphic file인 STP/STEP 파일을 DAFUL gemetry data로 변환하는 모듈

CATIA Translator CATIA part 파일인 CATpart 파일을 DAFUL gemetry data로 변환하는 모듈

Add on
Toolkits

Car Symmetric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차량 동역학 해석용 툴킷

Drive Train 비선형 소음진동 특성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소음 진동 해석 툴킷  

Wind Hydro 구조, 공력 및 유체력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풍력발전 시스템 해석용 툴킷 

Chained System Belt, Chain과 같이 연속시스템을 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 툴킷

 https://www.tsne.co.kr 

열린세미나

태성에스엔이에서는 고객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해 드리고자 

온라인 세미나인 ‘열린세미나’를 매달 2회씩 

실시합니다. 



DAFUL은 다물체 동역학 기반의 차세대 공학 솔루션입니다. 강체와 유연체

해석의 빠르고 정확한 해석, 실제에 가까운 전체 시스템 구성 해석, 정밀한

실제 현상 평가가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 

DAFUL은 기구 동역학 해석, 구조해석, 진동해석, 피로해석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설계 및
부품 설계 분야 

항공, 조선 등
중공업 분야

중장비 생산 및
설계 분야

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의 군수산업

일반 기계 및 
전자제품 분야 

농업 
기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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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ransient Solving, DAFUL이 잘 합니다.  

시간별 응답변화가

중요한 과도 해석

전체 해석 

시간이 긴 해석

접촉 상태가 

많은 해석

소성 변형이 

심한 해석

고속 회전 

시스템 해석 

DAFUL의 Add on Toolkits은 전문 특화 분야의 해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Add on Toolkits을 통해 복잡한 모델링 해석 뿐 아니라 솔루션 

도출이 어려운 해석의 결과값을 쉽고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 솔루션, 
Add on Toolkits

Toolkits 종류 

Car
차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Symmeteric 

구조로 차량 시스템을 Template화 시켜 쉽고 

편리하게 모델링

Wind Hydro
Wind Turbine System 해석에 필요한 

구조물의 구조 동적거동, 바람을 고려한 공력, 

파도와 조류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력 등을 

자동 생성

Drive Train
비선형 소음진동 해석에 특화된 툴킷으로 

해석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선형 

소음진동 특성의 평가 방법 제시 

Chained System
Chain, Belt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빠른 

시간에 모델링하고 해석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동화 방법 제공

Add on Toolkits, DAFUL은 사용이 편리합니다. 

복잡한 모델링 과정도 

간단한 작업만으로 

정확한 모델 구현 가능 

개별 툴킷은 연계 시스템 

모델링이 가능하여 폭넓고 

다양한 해석 수행

툴킷별 필요 구성 요소를 

Library하여 편의성 강화

DAFUL MeshFree는 격자 생성의 고민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체 해석 솔루션입니다. MeshFree는 설계 변경이 쉽고 편리하여 설계 

자동화에 적합합니다. 

쉽게 유연체 해석이 가능한 솔루션, MeshFree

FEM MethodMesh Free Method

결과의 신뢰성

MeshFree를 이용한 해석 결과는 기존 Mesh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해석의 편리성

간단한 설정만으로 격자 생성 고민 없이 누구나 쉽게 유연체 해석이 가능합니다.

2  Switching Body Type1  Body Property Open 3  Body Type 설정 변경 상태

강체 상태에서 구속 조건, 경계 조건을 적용한 해석 모델 구성 완료 후 적용

MeshFree, DAFUL에서 가능합니다. 

간단한 옵션 변경만으로 

적용 가능

격자 생성 단계 생략하여

해석 시간 단축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

MeshFree 해석 적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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