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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성에스엔이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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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 필요성

컨설팅 분야

CAE는 공학적 지배방정식에 근거하여 물리 현상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CAE해석 기술 도입을 통해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실험을 대체/보완하여 개발시간단축과 품질향상 및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엔지니어에 의해 유동해석, 

구조해석, 응용해석을 수행하고 있

으며 다양한 물리계를 통합하는 

다물리해석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arametric Design
Optimization

Simulation

Virtual Prototype

Design Analysis

기존의 제품 개발 절차 CAE 활용 제품 개발 절차

새로운	설계에	대한	

개념적	연구

세부적인	제품	개발

최적화

문제점	파악

재설계

Concept

Detailed Physical Prototype Production

Simulation 
-Driven Product 
Development

Concept

Design

Physical Prototype

Testing

Analysis

Production

·	압축성/비압축성	유동

·	전도/대류/복사	복합열전달

·	난류유동,	회전기계,	강체운동

·	화학반응,	다상유동,	입자거동

·	구조	동역학	해석

·	공차	분석

·	소음	해석

·	구조,	피로,	최적화	해석

·	진동,	낙하,	충돌	해석

·	열전달,	전자기장	해석	등

·	유동-구조

·	열-구조

·	전자기-구조

·	전자기-열유동

·	전자기-열유동-구조

유동해석

응용 해석

구조해석

다물리해석



CAE Engineering Services

컨설팅 형태

CAE 컨설팅 절차

태성에스엔이의 CAE 전문 인력을  

통해 다년간 축적된 수행실적과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도전 과제에서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상세한 상담 및 견적을 드리며 계약 체결 후 입력 데이터 수급 후 CAE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 목적

· 제품개요

· 평가항목

· 형상	변경	Case

· 조건	변경	Case

용역의뢰

·		해석	범위

·		해석	방법

·		예상	결과물

·			방문/전화/이메일	
협의

내용협의

· 견적	작성	및	제출

· 계약	진행

견적 및 계약

·	필요	데이터	수령

·		CAD	모델	또는	
도면

·		입력	조건	 
(경계	조건,	운전
조건,	물성치	등)

입력 데이터 
확보

해석진행

전체	시스템	중에	
관심있는	영역설정

결과제출

· 3D	모델링

· 형상	단순화

· 해석	격자	생성

· 해석	조건	설정

· 계산

· 후처리

· 결과	분석

·	최종	보고서	제출

·		절차서	작성	및	
전수	교육	실시 
(해석가이드	계약시)

제품	초기	설계안을	바탕으로	CAE	해석으로	최적	설계안을	도출합니다.
턴키
방식

해석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는	건에	대해	계산	장비와	CAE	인력을	이용하여	CAE	

해석	작업을	대행하여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해석
대행

CAE	S/W	도입	또는	운용	중	새로운	해석	대상에	대한	해석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경우,	CAE	전문	인력이	해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며	기술	전수	과정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해석 
가이드

빈번히	필요한	CAE	해석	건에	대해서는	상용	S/W를	해석	대상에	적합하게	

사용자화	S/W를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사용자
 환경화



유동해석 
주요기능

유동해석(CFD)은 유체 거동에 따른 압력, 속도, 온도 등  유동 현상의 대부분을 예측

하는 CAE 분야 입니다. 자동차, 조선, 해양, 항공우주, 발전, 철강, 건축, 전기전자, 스포츠 

및 일반기계 등 전 분야에서 열/유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상/비정상

압축성유동/비압축성 유동

전도/대류(강제, 자연대류)/복사 - 복합열전달

난류유동

회전기계

화학반응(연소)

다상유동

입자거동

강체운동+유체거동

소음해석



자동차 공력 성능 분석

자동차 엔진룸 열유동 해석

차량용 HVAC 열유동 해석

차량용 헤드램프 열유동 해석

프로펠러 성능(POW) 해석

Offshore Plant - Wind Loading

Helideck Study

Offshore Plant - Wave Loading

항공기 공력 성능 분석

Turbine Blade 냉각 성능 분석

Store Separation

Radar 열 해석

바람길 해석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실내 HVAC 해석

데이터 센터 냉방 해석

Computer Server 기류 해석

전자 부품 열 유동 해석

Battery 방열 해석

PCB 보드 열해석

약물 흡입기 유동 개선

혈관 유동 분석

인큐베이터 유동장 해석

Needle-free 주사기

Centrifugal Pump 성능 분석

Butterfly Valve 유량 계수 예측

Gear Pump 성능 예측

Check Valve 거동 분석

연소실 연소유동 해석

SCR 유동 균일화

수영복 저항 해석

싸이클 공기 저항 해석

8 자동차

10 조선/해양

12 항공/우주

13 국방

14 도시/건축/토목/환경

16 전기/전자

18 생체역학

20 일반기계

22 발전/에너지

23 스포츠역학

산업별
유동해석 컨설팅 샘플

Taesung S&E
CAE Engineering Services



자동차
Think with 
Taesung s&e

자동차 공력 성능 분석
차량이 고속 주행 할 때 공기 저항에 

의한 항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연비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공력 해

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		차량의	공력	저항	예측											 ·	차량	주변	유동	특성	파악

모델링	범위	 ·		차량	Exterior / Wind Tunnel

필요	데이터 ·  3D CAD, Ground Line, 차속,	풍향	등

해석	방법 ·   차량의	Exterior	중	Gap	및	Overlap Surface를	정리하여	차량	모델을	준비한	후,	

Prism Layer	및	Tetra	격자를	생성합니다.	Wind Tunnel	입구에	차속을	설정하고	

해석	완료	후,	차량의	항력	및	양력을	측정합니다. 
■ Steady State          ■ Turbulence          ■ Ground Wall Velocity	설정

결과물 ·	차량의	저항	계수	및	양력	계수	 ·	차량	표면	압력	분포 

	 ·	차량	주변	유속	분포	 ·	차량	주변	유동	특성

자동차 엔진룸 
열유동 해석

자동차의 엔진룸 및 Thermal Parts에 

대한 열유동 해석을 통해 열적 문제 

파악 및 냉각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 ·	엔진룸	내부	기류	분포	예측	 ·	엔진룸	내부	온도	분포	예측

모델링	범위 ·	엔진룸	내부	중요	부품,	차량	Exterior, 차량	바닥	부	부품	/	Wind Tunnel

필요	데이터 · 3D CAD, Ground Line, 차속,	Radiator 성능	표,	Fan	성능

해석	방법 	·		엔진룸	내부	유동	공간	및	차량	외부	영역을	동시에	해석하며	CRFM에는	열교환기	

해석을	통해	Top	Tank	Temp.를	계산합니다.	차속	및	부하조건	별	열분포를	예측

합니다. 
■ Steady State   ■ MRF 
■ Temperature	Field	(Energy	Eq.) ■ Heat Exchanger Model

결과물 ·	엔진룸	내부	열교환기	유입	공기량	 ·	냉각수	온도	 ·	각부	유동	및	온도	분포

Intercooler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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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HVAC 
열유동 해석
여름 또는 겨울철 차량 운행 시 탑

승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열유동 해석을 통해 

HVAC  토출 공기 유동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차량	내부	열유동	특성	파악											 ·	HVAC	시스템의	성능	평가

모델링	범위 · HVAC Fan Outlet ~ 실내	공간	vent · Dummy Model

필요	데이터 · 3D CAD,	실내외	온도조건	/	공조기	성능	등

해석	방법 	·		차량의	Interior 및	탑승자	등의	모델을	준비한	후	모델을	준비한	후,	Prism 

Layer 및	Tetra	격자를	생성합니다.	해석	조건에	맞게	공조기	입구	속도	및	

온도를	설정하고	해석	완료	후,	차량내부의	온도	및	유동	분포를	확인합니다. 
■ Steady State / Transient          ■ Turbulence          ■ Energy

결과물 ·	차량	내부의	온도	및	유동	분포	(재순환영역) 

	 ·	차량	내부의	상대	습도	변화 

 · Dummy Model	표면의	온도

차량용 헤드램프 
열유동 해석
자동차 Headlamp는 조도가 높고 

야간 주행 시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열설계가 필수적입니다. CFD 

열유동 해석을 이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실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 ·	전조등	내부의	열유동	특성	파악	 	 ·	각부	최대	온도	예측

모델링	범위 · Headlamp	내부,	실드빔,	반사경	등	주요	부품

필요	데이터 · 3D CAD,	전구의	온도	조건,	외기	열	조건,	하우징	열	조건

해석	방법 	·		각	Lamp의	발열량을	설정하고	복합	열전달	해석을	통해	각부	온도를	예측합니다. 
■ Steady State          ■ Conduction/Convection/Radiation

결과물 ·	전조등	내부의	온도	분포	 			 ·	전조등	내부	유속	분포

09

08



조선/해양
Think with 
Taesung s&e

프로펠러
성능(POW) 해석
선박에 장착되는 프로펠러는 회전력

으로 물을 뒤로 밀어내고, 그 반작용

으로 추진력을 얻습니다. 프로펠러의 

성능은 형상, 부착위치, 날개수, 회

전수 등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표면의 캐비테이션의 최소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유체역학적으로 최적의 설계가 요구

됩니다. 

목적 ·		프로펠러	성능	예측

모델링	범위 ·		선체	및	프로펠러

필요	데이터 ·		선체	및	추진기	형상,	반류	특성

해석	방법 	·		프로펠러	성능	해석은	일반적으로	MRF를	이용하여	프로펠러의	성능을	예측합니다.	

프로펠러	후류의	시간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Sliding Mesh를	

이용합니다.	 
■ Steady State or Transient          ■ MRF or Sliding Mesh

결과물 ·	전진비에	따른	KT, 10KQ	및	η0	등	프로펠러	성능	계수 

	 ·	프로펠러	표면의	Cavitation	분포

Offshore Plant 
- Wind Loading

해양플랜트는 심해 유전의 시추 및 

석유제품 생산 등 특정 해상에서 

25년 이상 다양한 외력을 받게 되며 

특히 바람에 의한 하중을 견디며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위치유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풍하중의 예측은 필수적입

니다.

목적 ·		풍향	및	풍속에	의한	유동	특성	및	풍하중	예측

모델링	범위 ·		수면	~	해양플랜트의	상부	구조물

필요	데이터 ·		도면,	설치해역의	풍량,	풍속,	해상풍	프로파일

해석	방법 	·		다양한	방향과	속도를	갖는	해상풍을	각	해역에	맞게	고려하여	해양플랜트의	 

풍하중을	예측합니다. 
■ Steady State          ■ Turbulence

결과물 ·	해양플랜트	주변	유동	흐름 

	 ·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풍하중(Fx,	Fy,	Moment)

Pressure distribution, production troll

windward leeward



C
A

E En
gin

eerin
g Services

유
동

해
석

구
조
해
석

다
물
리
	해
석

전
문
	해
석
	

Offshore Plant 
- Wave Loading
해양플랜트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많은 위험요소

들이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거대 파도

(=Green water)에 의해 해양플

랜트 상부(Superstructure)/하부

(Column) 구조물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Wave에 의한 해양플랜트 

구조물에 파랑하중 예측은 설계 

단계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목적 ·	위치유지	성능	및	운동	성능	해석을	위한	wave하중	해석

모델링	범위 ·	Seabed	~	해양플랜트의	상,하부	구조물

필요	데이터 ·	도면,	설치해역의	Metocean Data 등

해석	방법  ·		다양한	조건의	Wave를	모사하여	각	해역에	맞게	해양플랜트의	wave하중을	

예측합니다.  
■ Transient          ■ Open channel wave inlet

결과물 · Wave	Load	Data	(Fx,	Fy,	Moment)  

	 ·	구조해석과	연동	가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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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deck Study
선박 혹은 해양플랜트에 설치되어  

있는 Helideck은 주변의 크고 복잡한  

구조물로 인해 유동이 불안정하여 

Helicopter의 운행 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해상상태에 따른 Helideck 주변의 

유동현상을 예측하여 Helicopter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Guide가 필요

합니다.

목적 ·	선박	혹은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주변의	유동	특성	파악 

 ·	최적의	Helideck	설치	위치	선정	및	운행	Guide

모델링	범위 ·	선박	혹은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필요	데이터 ·	도면,	3D	CAD,	해상Data,	Funnel의	Exhaust	Gas	Data	등

해석	방법 	·		다양한	해상상태에	따른	상부	구조물의	유동	특성을	파악	한	후	적절한	

Helideck	설치	위치를	결정	합니다.	이후	Helideck	근처의	유동을	상세히	

해석하여	Helicopter의	진입	경로,	각도,	비행가능	범위	등을	제공합니다. 
■ Steady State          ■ Species Transport

결과물 ·	상부	구조물	주위의	유동장	분포 

	 ·	Helideck	주위의	온도,	유동장	및	난류	강도	분포



항공/우주
Think with 
Taesung s&e

항공기 공력 성능 분석
항공기의 공력 성능은 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능으로써 높은 양

력은 더 많은 화물 및 무장 탑재를 

의미하며 낮은 항력은 연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풍동 시험 및 

실기체 시험에 앞서 CFD를 통해 공력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공력	성능	예측										 ·	항공기	주변	유동	특성	파악

모델링	범위 ·	항공기	외관,	~Air	Intake	내부	Fan	전단,	Nozzle	내부	After	Burner	후단~

필요	데이터 ·	3D	CAD,	Air	Intake	유량,	Engine	Exhaust	유량,	받음각,	비행	고도,	비행	속도

해석	방법 	·		항공기	형상	외부에	넓은	유동	공간을	생성하고	Free	Stream	Condition을	설정

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합니다. 
■ Steady State          ■ Compressible Gas          ■ Turbulence

결과물 ·	받음각	별	양력,	항력	계수,	모멘트	계수 

	 ·	항공기	주변	유동	특성 

	 ·	표면	압력	계수	및	전단력

Turbine Blade
냉각 성능 분석

Jet Engine의 Gas Turbine은 고온 

고압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소 가스의 

온도, 압력이 높을 수록 Engine의 성

능은 좋아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Turbine이 필요

합니다. CFD 해석으로 Turbine 형상 

및 냉각 채널 개선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 ·	Turbine	Blade	성능	예측	 ·	Turbine	냉각	채널	성능	예측

모델링	범위 ·	Burner	Outlet	~	Stator/Rotator	Outlet

필요	데이터 ·		3D	CAD,	연소	가스	유량,	온도,	압력,	가스	조성비,	냉각	공기	유량,	온도,	

Turbine	예상	회전수

해석	방법 	·		통상	1개	Blade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Periodic	Condition)	RPM을	변경해	

가며	Torque	및	Power	를	계산하며	Blade	각	부의	온도를	예측합니다. 
■ Steady State           ■ MRF          ■	Compressible	Gas	(회전	속도가	높을	경우)										
■ Heat Transfer ■ Species Transport

결과물 ·	RPM	별	Torque,	Power,	Blade	온도	분포 

	 ·	각부	유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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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Separation
항공기의 외부 연료 탱크 또는 무장 

분리 시, 정확한 자세로 안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Ejection Force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 시험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성을 CFD 해석으로 줄

일 수 있습니다.

목적 ·	투하물의	이동	궤적	 	 ·	항공기	및	투하물의	공력	변화

모델링	범위 ·	항공기	외부	형상	+	투하물

필요	데이터 ·	3D	CAD,	투하물의	무게중심,	질량,	관성모멘트,	분리력,	비행고도,	비행속도

해석	방법 	·		일반적인	공력해석과	동일하며	무장	분리를	위해	6DOF	MDM을	이용하여	

투하물의	운동	방정식을	계산하고	공력과	상호	작용으로	궤적을	추적합니다. 
■ Steady State ■ Compressible Gas 
■ Turbulence ■	6DOF	Moving	Dynamic	Mesh

결과물 ·	투하물의	이동	궤적 

	 ·	항공기의	공력	계수(양력,	항력,	모멘트	등) 

	 ·	투하물의	공력	계수(양력,	항력,	모멘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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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 열 해석
Radome 안에 설치되는 Radar는  

작동 시 발열이 일어나며 폐공간 내 

에서 발열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열 성능이 중요합니다.  CFD에서는 

Radar 장비의 발열을 고려하여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전달 및 온도 

분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목적 ·	Radar	장비의	온도	분포	예측	 ·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예측

모델링	범위 ·	Radome	내부	유체	공간	및	고체	구조물

필요	데이터 ·	3D	CAD,	발열량,	Radome	외부	열	경계	조건,	냉방	조건

해석	방법 	·		Radar	장비의	발열량을	고체	영역에	입력하고	Radome	외부에	열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Conjugated	Heat	Transfer	해석을	수행합니다.	온도가	높은	경우,	

복사	열전달을	함께	고려합니다. 
■ Steady State / Transient          ■ Heat Transfer 
■ Natural	Convection	/	Forced	Convection

결과물 ·	Radar	장비	온도	분포	및	최고	온도 

	 ·	시간에	따른	온도	상승	및	하강	곡선



도시/건축/토목/환경
Think with 
Taesung s&e

바람길 해석
도시가 거대화 밀집화 되면서 도시 

열섬현상 및 먼지지붕 효과 등에 의

해 도시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및 빌딩 설계 시 CFD 해석

을 통해 도시의 바람길을 확보하여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회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도시	환기	예측	및	건물	배치	방안	분석	(바람길	분석) 

	 ·	도시	내	강풍	현상	예측	및	방풍	방안	연구

모델링	범위 ·	관심	지역	건축물	및	주변	지형

필요	데이터 ·	도면,	풍향,	풍속

해석	방법 	·		관심	지역의	주변	지형	및	건축물을	3D	모델링	한	후,	계절	별	풍향,	풍속을	바꿔

가며	유동	해석을	수행	합니다.	거시적인	바람길과	골목	강풍을	분석합니다.	이	

때,	지상풍	Profile을	고려하여	도시로	불어오는	바람을	모사합니다. 
■ Steady State         ■ Turbulence

결과물 ·	바람에	의한	환기	특성 

	 ·	국부	유동	특성	(강풍	및	최대	유속) 

	 ·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공장 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확산은 주변 지역의 민원 

발생 및 법적 규제에 부딪힐 수 있

습니다. 사고 또는 정상 운전 중 오

염원의 이동에 대한 CFD 해석을 

통해 문제점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오염	물질의	대기	확산	특성	예측 

	 ·	주변	지역	영향도	분석

모델링	범위 ·	오염원	주변	설비	및	주변	지형

필요	데이터 ·		도면,	대기	풍향,	풍속,	오염원	발생량

해석	방법 	·		특정	위치에서	오염원	발생을	모사하기	위해	Mass	Source	또는	Inlet	조건으로	

설정하고	대기	공간에는	지상풍을	설정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합니다. 
■ Steady State         ■ Species Transport

결과물 ·	오염	물질	확산	패턴 

	 ·	목표	지점	별	오염	물질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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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HVAC 해석
건축물에서의 환기는 거주자의 쾌적성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환기

를 통한 친환경 건축 설계를 위하여 

CFD를 이용한 건물 내 공기 흐름 및 

온도 분포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건축물	환기	예측	및	환기구	배치	방안	분석

모델링	범위 ·	건축물	내부	(필요	시	주변	지형	포함)

필요	데이터 · 도면,	풍량,	온도,	일사량,	각부	열조건	등

해석	방법  ·  건축물	내부	및	환기구를	3D	모델링	한	후,	계절	별	풍향,	풍속	및	일사량	등	

외부	환경	조건을	바꿔가며	유동	해석을	수행	합니다.	건축물	내부	유동	형태를	

파악하고,	내부	온도	및	습도를	예측	한	후	가장	효율적인	유동	흐름이	가능하도록	

환기구의	크기,	배치	등을	변경합니다.	 
■ Steady State / Transient          ■ Turbulence

결과물 ·	외부	조건에	의한	환기	특성 

	 ·	국부	유동	특성	(유동의	정체부분	파악) 

	 ·	각	환기구의	환기량

데이터 센터 냉방 해석
대량의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인 데이터 

센터는 전산장비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므로 일정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냉방장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CFD를 이용하여 가장 최적의 냉방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일정	수준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냉방장비	성능	예측 

	 ·	냉방	효율	향상을	위한	냉방	장치	배치

모델링	범위 ·	데이터	센터	내부	공간	및	주요	장비

필요	데이터 ·	도면,	3D	CAD,	데이터센터	장비	발열량,	냉방장비	성능(풍량,	온도	등)

해석	방법 	·		데이터	센터	내부	및	주요	장비의	3D	모델링을	진행	한	후,	냉방장치의	성능

(풍량,	온도	등)을	입력하여	내부	공간의	유동	흐름	및	온도	분포를	예측합니다. 
■ Steady State          ■ Heat Transfer

결과물 ·	냉방장치에서	유입된	공기의	흐름 

	 ·	국부	유동	특성	(유동의	정체부분	파악) 

	 ·	주요	관심	지점	별	온도	및	습도	분포

AfterBefore



Think with 
Taesung s&e

Computer Server
기류 해석
고성능 서버의 경우, 좁은 케이싱 내에 

고성능 CPU와 같은 발열체가 설치

되고 각종 부품에 의해 기류가 원할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방열 구조를 

마련하여 열에 의한 과부하를 방지

해야 합니다.

목적 ·	CPU	및	각종	부품의	온도	예측 

	 ·	통풍	구조	개선을	통한	방열	성능	향상

모델링	범위 ·	서버	내부	주요	장치	/	내부	유체	공간

필요	데이터 ·	3D	CAD,	각	부품의	발열량,	냉각팬	회전수

해석	방법 	·		각	부품에	발열량을	입력하고	냉각팬을	MRF로	회전	조건을	설정한	후,	유동	및	

온도장을	계산합니다. 
■ Steady State          ■ Moving Reference Frame          ■ Heat Transfer

결과물 ·	각	부품의	최고	온도	및	온도	분포 

	 ·	냉각팬에	의한	유량	및	서버	내	유속	분포

전기/전자

전자 부품 열 유동 해석
전자 부품의 열부하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냉각 성능의 확보가 필요합

니다. 특히, 방열핀과 냉각팬의 설계

에 따라 방열 성능이 좌우되며 시간

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할 필요도 

있습니다.

목적 ·	각	부품의	온도	예측	 	  

	 ·	냉각팬	성능	예측

모델링	범위 ·	전자	부품	및	유동	공간

필요	데이터 ·	3D	CAD,	Chip	발열량,	냉각팬	회전수

해석	방법 	·		보드	상의	Chip에	발열량을	입력하고	냉각팬을	MRF로	회전	조건을	설정한	후,	

유동	및	온도장을	계산합니다. 
■ Steady State          ■ Moving Reference Frame          ■ Heat Transfer

결과물 ·	Chip의	최고	온도	및	온도	분포 

	 ·	냉각팬	성능	(유량) 

	 ·	각부	유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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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방열 해석
일반적으로 휴대용 전자제품은 

Battery pack 형태로 전기를 공급합

니다. 이러한 Battery pack의 운용 

효율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Battery pack의 방열 특성이 중요합

니다. CFD를 이용하여 방열 특성 및 

온도 분포에 대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목적 ·	Battery	pack	내부	공간의	온도	예측 

	 ·	Battery	pack	구조에	변경에	따른	방열	성능	향상

모델링	범위 ·	Battery	pack	내부	및	발열체

필요	데이터 ·	3D	CAD,	각	부품의	발열량

해석	방법 	·		각	Battery에	발열량을	입력하고	유동	및	온도장을	계산합니다. 
■ Steady State          ■ Heat Transfer

결과물 ·	각	Battery의	최고	온도	및	온도	분포 

	 ·	Battery	pack	내부	공간의	유동	및	온도	분포

PCB 보드 열해석

보드에 부착된 전기 부품들은 작동 시 

열이 발생되어 제품의 수명을 단축

하고 심한 경우 열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FD를 이용하면 전자 회로

기판 제품들의 열전달 현상, 유동 형상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각	부품의	온도	예측	  

	 ·	각	부품	주위의	유동	형상	예측

모델링	범위 ·	전자	부품	및	유동	공간(Box)

필요	데이터 ·		3D	CAD,	전기	부품	발열량

해석	방법  ·		보드	상의	전기	부품에	발열량을	입력한	후,	유동	및	온도장을	계산합니다. 
■ Steady State          ■ Heat Transfer

결과물 ·	전기	제품	최고	온도	및	온도	분포 

	 ·	각부	유동	특성



생체역학

약물 흡입기 유동 개선
천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건조 분말 

흡입기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너무 

큰 입자는 걸러주고 적절한 크기의 

약물 입자만 흡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유로 개선을 통해 흡입 성능

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흡입	공기	유동	구조	개선을	통한	입자	선별	성능	향상

모델링	범위 ·	공기	구멍,	분말	입구	~	흡입구

필요	데이터 ·	3D	CAD,	흡입압력,	분말	크기

해석	방법 	·		압력	경계	조건으로	입출구를	설정하고	DPM	기능을	이용하여	분말	입구에서	입자를	

유입시키고	유동	공간	내에서	거동을	추적합니다. 
■ Steady State / Transient          ■ Discrete Particle Model

결과물 ·	흡입구로	토출되는	입자	수,	입자	크기 

	 ·	약물	흡입기	내부	유동	형태

혈관 유동 분석
혈관 내를 흐르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

하지 않으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

지기 때문에 혈관 형태에 따른 혈류의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류 유동에 대한 실험은 인체의 특

성상 실험이 어려우며 변수가 많기 

때문에 CFD를 활용하면 보다 자유

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혈류량	예측	및	혈류	특성	파악

모델링	범위 ·	관심	혈관	부위의	입출구

필요	데이터 ·	3D	CAD(CT	Scan),	입출구	혈압,	혈액	물성치

해석	방법 	·		CT	Scan	Data를	CAD	Data로	변환하여	모델을	생성합니다.	입구측은	혈압을	

설정하고	출구측에는	출구	후단의	혈관에	해당하는	저항체를	고려하여	압력	저항	

계수를	설정하고	유동	해석을	수행합니다. 
■ Steady State/Transient

결과물 ·	해당	혈압에서의	혈류량 

	 ·	혈관	표면에서	혈류에	의한	전단력 

	 ·	혈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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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유동장 해석
인큐베이터는 체중 2kg 이하의 미

숙아 및 호흡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신생아를 위하여 적정 온도, 습도, 산소 

농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CFD 해석 

기술로 유동장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인큐베이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인큐베이터	내부	유동	구조	개선을	통한	환기	장치	개발 

	 ·	인큐베이터	내부	적정	온도,	습도,	산소농도	유지	확인

모델링	범위 ·	인큐베이터	내ㆍ외부	중요	장비,	환기장치

필요	데이터 ·	3D	CAD,	온도,	습도,	산소발생기	성능,	환기장치	성능

해석	방법 	·		압력	경계	조건으로	환기장치의	입출구	및	산소발생기를	설정하고	적정	농도의	

산소	발생	및	신생아의	체온,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율을	적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합니다. 
■ Steady State / Transient         ■ Species Transport         ■ Heat Transfer

결과물 ·	인큐베이터	내부	습도,	온도,	산소	농도 

	 ·	인큐베이터	내부	유동	구조	및	환가장비	성능

Needle-free 주사기

바늘 없는 주사기는 약액을 고속으로 

분사하여 피부에 직접 침투 시키는 

방식이며, 액적 크기, 액적 분포 형태, 

속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유동해석으로 유속 분포를 예측하여 

고성능의 주사기를 개발할 수 있습

니다.

목적 ·	압액	분포	예측	 	 ·	유속	분포	예측

모델링	범위 ·	주사기	내부	약액	충진실	~	주사기	전방	공간

필요	데이터 ·		3D	CAD,	입출구	조건,	약액	물성치

해석	방법 	·		CAD	Data를	이용하여	유동	공간을	모델링하고	약액	카세트에	압력을	

Pulse	형태로	입력합니다.	시간에	따라	형성되는	약액의	유속	및	분포를	측정

하고	설계	인자를	변경해	가며	진행합니다. 
■ Transient          ■ Multiphase

결과물 ·	시간에	따른	약액의	유속,	압력	등



일반기계
Think with 
Taesung s&e

Centrifugal Pump 
성능 분석
유체에 에너지를 더해 저압부의 유

체를 고압부로 수송하는 기계인 펌

프는 Blade 형상과 Casing에 따라 

성능이 결정됩니다. 펌프 후단에 걸

리는 부하에 따라 토출 유량이 달라

지며 펌프의 성능은 P-Q Curve로 표

현됩니다. CFD 해석을 통해 성능을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펌프	성능	및	효율	예측

모델링	범위 · Inlet ~ Pump System ~ Outlet

필요	데이터 ·	도면	또는	3D	CAD,	회전수,	부하

해석	방법  ·		Blade	및	회전체를	포함하는	회전	공간과	비회전	공간을	구분하여	격자를	생성

한	후,	회전	공간에	MRF로	회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토출구의	압력을	부하별로	

바꿔가며	해석한	후	P-Q	Curve	및	효율	곡선을	얻습니다. 
■ Steady State          ■ MRF

결과물 ·	P-Q	Curve,	Efficiency	Curve 

	 ·	각부	유속	및	압력	분포

Butterfly Valve
유량 계수 예측

일반적으로 밸브는 배관 또는 압력

용기에 장치되어 그 안에 흐르는 유

체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밸

브를 통과하면서 압력 손실이 발생

하며 밸브 후단에 원하지 않는 난류 

유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FD 

해석을 통해 성능 및 난류 발생 유무, 

밸브에 걸리는 부하 등을 사전에 진단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개도율에	따른	유량/압력	예측 

	 ·	밸브	후류	특성	검토	및	유동에	의한	하중	계산

모델링	범위 · Inlet ~ Valve System ~ Outlet

필요	데이터 ·		도면	또는	3D	CAD,	입구	유량/압력

해석	방법 	·		밸브의	개도율에	따른	밸브	형상을	준비하고	유동	해석을	통해	유량~압력강하	

특성을	추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Transient	해석으로	밸브	후단의	난류를	분석

합니다. 
■ Steady State / Transient          ■ Heat Transfer

결과물 ·	밸브	내부의	압력,	유속	및	온도	분포 

	 ·	개도율에	따른	입출구	유량,	압력	및	유량계수 

	 ·	밸브에	작용하는	유체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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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Pump 성능 예측
Gear Pump는 2개 기어의 맞물림에 

의하여 유체를 송출하는 펌프입니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CFD 해석을 통하여 펌프 작동 

시 이송되는 유체의 유동 특성 및 펌

프 내의 압력 맥동 등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기어	펌프	성능	및	효율	예측

모델링	범위 · Inlet ~ Pump System ~ Outlet

필요	데이터 ·	도면	또는	3D	CAD,	회전수,	부하

해석	방법 	·		2개의	기어를	포함하는	회전	공간과	비회전	공간을	구분하여	격자를	생성한	

후,	기어에	회전수를	설정하고	기어가	맞물리는	공간은	MDM을	적용하여	

공간의	변형을	구현합니다.	토출구의	압력을	부하별로	바꿔가며	해석한	후	

P-Q	Curve	및	효율	곡선을	얻습니다. 
■ Transient          ■ MDM

결과물 ·	P-Q	Curve,	Efficiency	Curve		 	·	각부	유속	및	압력	분포

Check Valve 거동 분석
Check Valve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

만 흐르게 하고 유체가 정지했을 때 

밸브가 배압으로 닫혀 역류를 방지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CFD해석을 

통해 벨브의 작동 성능 및 유로를 통과

하는 유체의 유량과 압력 등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개도율에	따른	유량/압력	예측 

	 ·	밸브	후류	특성	검토	및	유동에	의한	하중	계산

모델링	범위 · Inlet ~ Valve System ~ Outlet

필요	데이터 · 도면	또는	3D	CAD,	입구	유량/압력

해석	방법  · 	밸브의	개도율에	따른	밸브	형상을	준비하고	유동	해석을	통해	유량~압력강하	

특성을	추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Transient	해석으로	밸브	후단의	난류	및	

밸브의	거동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 Steady State / Transient          ■ MDM

결과물 · 밸브	내부의	압력,	유속	및	온도	분포 

 · 개도율에	따른	입,출구	유량,	압력	변화 

 · 밸브에	작용하는	유체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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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너지
Think with 
Taesung s&e

연소실 연소유동 해석
보일러에서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화력을 얻기 위해 Furnace 는 측면

에서 연료 및 공기를 공급하여 연소

시키는 설비 입니다. 원할한 연소를 

위해서 연료 주입구와 공기 주입구의 

배치 및 유량, 유속 등을 적절히 설계

해야 합니다.

목적 ·	연소	특성	개선	및	단열	성능	향상을	위한	화염	개선

모델링	범위 · Fuel/Air Inlet ~ Furnace Outlet

필요	데이터 ·	도면,	연료	유량,	공기	유량,	Furnace	후단	압력.

해석	방법  ·		연료	및	공기에	대한	Inlet을	설정하고	연소	반응	모델을	계산하여	연소에	의한	

화염	온도	및	조성을	계산합니다. 
■ Steady State ■ Heat Transfer  ■ Species Transport 
■ Combustion ■ Radiation

결과물 ·	연소	가스	온도,	연소	가스	조성 

	 ·	노내압,	노내온도	및	유속	분포

SCR 유동 균일화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장치는 연소가스에 포함된 NOx 를 

제거하는 설비로써 연소가스에 암

모니아를 분사하여 혼합한 후, SCR 

촉매층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때, 

유동이 균일하지 않으면 암모니아 

가스의 농도가 너무 옅거나 너무 짙

어서 제거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

문에 Guide Vane 등의 유동 균일화 

장치를 이용하여 연소가스 유동을 

균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	SCR	내부	유동	균일화	및	압력	강하	최소화

모델링	범위 ·	Boiler	Outlet	~	SCR	Outlet

필요	데이터 ·		도면,	연소가스	유량,	온도,	암모니아	분사량

해석	방법  ·		암모니아	노즐	분사량을	균일하다고	가정하여	Mass	Source로	균일	유량을	발생

시키고	SCR은	Porous	Media를	이용하여	압력	강하를	반영한	후	유동	해석을	

수행합니다. 
■ Steady State          ■ Porous Media

결과물 ·	SCR	입구	연소	가스	속도	편차,	농도	편차 

	 ·	각	부	유속	및	농도	분포

After Air StagingBefore Air St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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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저항 해석
수영 종목은 0.01초에 승부가 결정

되는 스포츠입니다. 수영 경기는 선수

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수영복 저항 감소 기술

의 경연장이기도 합니다. 신소재를 

이용한 전신수영복 등 이미 첨단 기

술을 접목한 수영복들이 출시되어 

수영복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목적 ·	수영복	표면과	물의	마찰	항력	감소

모델링	범위 ·	수영복	착용	전신	모델

필요	데이터 · 3D	CAD,	소재	마찰계수	및	특성	곡선	등

해석	방법  ·  수영복	소재의	특징을	잘	표현한	3D	모델링을	바탕으로	수영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자세들에	대한	저항	계수를	예측합니다. 
■ Steady State          ■ Turbulence

결과물 ·	수영	모델	주변의	유동장 

	 ·	수영복	표면의	저항	계수

싸이클 공기 저항 해석
싸이클 분야의 연구 방향은 주로 선

수와 자전거에 미치는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경기의 

특성 상 팀 경기가 많고, 펠로톤을 

유지하여 경기하기 때문에 팀원 사이

의 최적의 포메이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 자전거	Frame,	handle	및	Front	wheel	shape	개선을	통한	공기저항	감소	예측 

 · 사이클링	자세	변화에	따른	공기저항	예측

모델링	범위 · 자전거	단품	~	다양한	포메이션의	단체	선수	

필요	데이터 · 3D	CAD	(자전거	&	선수),	속도

해석	방법  ·  자전거	단독	해석을	진행하여	각	부품의	형상을	최적화	하거나	선수의	자세	

변화에	따른	공기저항	변화를	해석합니다. 
■ Steady State ■ Turbulence ■	Moving	wall	(Road)

결과물 · 각	조건에	따른	저항	계수  · 형상	Parameter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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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주요기능

구조해석은  구조물의 변형량 및 응력을 예측하는 CAE 의 한 분야이며 자동차, 조선, 

해양, 항공우주, 발전, 철강, 건축, 전기전자, 스포츠 및 일반기계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폭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적 해석

고유진동 해석

좌굴해석

과도해석

응답 스펙트럼해석

조화해석 (주파수 응답)

불규칙 진동응답해석

다물체 동역학

회전체 동역학

정상상태/비정상상태 열해석

음향해석

충격해석 

부유체 운동해석



차체바디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

버스 프레임 구조강도해석 

유압식 굴착기 다물체 동역학 

자동차 엔진 다물체 동역학

 

항공기터빈 회전체 동역학해석 

항공기 충돌해석

 

Gun tube  열구조 연성해석 

총알 관통해석

 

전자 제품 커넥터 전열해석 

전류 및 전압해석 

칩의 열 응력  및 피로 해석 

칩의 습도 전파 및 변형 해석

 

Oil Tank 구조해석 

유압밸브바디 구조 및 피로해석 

금속 처리시  열해석  및 구조해석 

Metal Forming 공정해석

 

건축구조물 정적 해석 및 내진해석 

Control Panel 내진해석

 

선체 구조강도해석 

선박 가스터빈 피로해석

 

풍력발전기 구조해석 

태양열 발전기 구조해석

 

디스크 취약 부위 구조 해석 

치아 보정물 강도 해석

 

전동기의 진동 소음해석 

물체 감지 초음파 센서 해석

 

구조물 경량화를 위한 설계 최적화 

Hammer의 허용하중 증량을 위한 
설계 최적화 

26 자동차

28 항공/우주

29 국방

30 전기/전자

32 화공 플랜트

33 금속/철강

34 도시/건축/토목/환경

35 조선/해양

36 발전/에너지

37 생체역학

38 기타분야 - 음향해석

39 기타분야 - 최적설계

산업별
구조해석 컨설팅 샘플

Taesung S&E
CAE Engineering Services



자동차
Think with 
Taesung s&e

차체바디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
안전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까지는 

수많은 부품들의 안정성을 확보하

여야 하고, 검증된 단일 부품들과 

결합된 부품들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구조해

석을 통하여 응력을 산출 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고, S-N Curve Data를 

통하여 피로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

습니다. 

목적	 ·	각	부품들의	응력평가 

	 ·	단일	부품	혹은	결합부품의	피로수명예측

모델링	범위	 ·	단일	부품	~	차체

필요	데이터 ·		부품	단면도	재료물성	(탄성계수,	포와송비,	밀도,	S-N	Curve)

해석	방법 ·			실제조건과	유사하게	변위조건과	하중조건을	적용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Fatigue Analysis 

결과물 ·	구조물의	응력,	변형량을	통하여	취약부위	예측 

	 ·	취약부위의	피로수명	예측

버스 프레임
구조강도해석

버스 차체의 구조적 안정성은 프레

임의 강도에 의해 결정 됩니다. 버스

는 여러가지 운행 상황에 따라 차

체에 구조하중이 작용하게 됩니다. 

버스에는 수많은 승객이 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의 변형에 따라서  

많이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 차체 프레임을 

ANSYS로 모델링해서 구조적 강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버스	차체	프레임의	구조	강도평가 

	 ·	버스	차체	프레임의	변위해석

모델링	범위 ·	버스	차체	프레임	

필요	데이터 ·		프레임	단면	및	두께정보,	물성치	(탄성계수,	포와송비,	밀도)

해석	방법 	·		버스의	실제	운행상황에	따른	정적하중을	프레임에	적용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결과물 ·	구조물의	응력,	변형량을	통하여	취약부위	예측 

	 ·	취약부위에	대한	구조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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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굴착기
다물체 동역학
유압식 굴착기는 건설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계장치 입니다. 굴착기는 

붐, 실린더, 버킷 등 복잡한 다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의 응답을 확인할 때 강체 

요소를 기반으로 다물체 동역학 해석

을 수행 할 경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며, 그래픽적으로 다물체 운동을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굴착기	일부	모델에	대해	운동	성능	분석 

	 ·	강체	요소를	기반으로	굴착기	거동의	빠른	계산

모델링	범위 ·	붐,	암,	디퍼	버킷	등	굴착기	일부	부품

필요	데이터 ·	재료	물성	(탄성계수,	포와송비,	밀도),	부품	간	움직임

해석	방법 	·		움직이는	구조물의	회전	방향,	병진	방향	등을	지정하고,	외부	조건에	대해	

굴착기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	Rigid	Body	Dynamics	Analysis

결과물 ·	Joint	load	조건에	대한	굴착기	구조물의	거동	확인 

	 ·	버킷의	회전	속도	확인

자동차 엔진
다물체 동역학
차량은 동력기관과 피동력 기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구조물입

니다. 이러한 복합구조물들이 움직

일 때 각 부품들의 기계적 특성을 

Simulation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동력기관	부품들의	기계적	특성예측 

	 ·	피동력기관	부품들의	기계적	특성예측

모델링	범위 ·	엔진구동부

필요	데이터 ·	회전력,	RPM,	물성치(탄성계수,	포와송비,	밀도)

해석	방법 	·		움직이는	구조물	회전방향,	병진	방향등을	지정하고,	특정	구조물의	위치에서	

기계적	특성을	예측합니다. 
■ Multibody Dynamic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회전력,	Moving	시	발생하는	구조물의	응력,	변위 

	 ·	동력기관과,	피동력기관의	기계적	특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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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Think with 
Taesung s&e

항공기터빈 회전체
동역학해석
움직이는 모든 구조물들은 회전하는 

동력기관으로부터 힘을 전달받아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고려하여야 

할 많은 사항 중에 회전하는 부품

들의 기계적인 특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	회전체의	회전	시	발생하는	공진을	회피하는	설계	 

	 ·	회전	시	발생하는	최대응력

모델링	범위	 ·	회전체

필요	데이터 ·		회전입력	Data,	탄성계수,	포와송비,	밀도

해석	방법 ·			회전모델을	선정하고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한	다음	실제	조건과	유사하게	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회전속도를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 
■ Rotor Dynamic Analysis

결과물 · Gyroscopic Effect, Whirl, Elliptical Orbit 

 · Stability, Critical Speed, Critical Speed Map

항공기 충돌해석

비행기의 추락 사고와 같이 충돌에 

의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은 비선형

성이 매우 큽니다. 사고 하중의 경우 

항공 규정에 근거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비

선형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손상의 

정량적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충돌	시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형	및	응력을	예측하여	취약부위를	예측

모델링	범위 ·	항공기	전체	모델

필요	데이터 ·		CAD	모델	또는	도면,	충돌	속도,	충돌각도

해석	방법 	·		해석	모델데이터에	충돌	시	속력	접촉	조건을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	 
■ Explicit Dynamic Analysis          

결과물 ·	응력	및	변위	결과																·	충돌	시	동영상																·	충격	시	반력			

0.0 s 0.15 s 0.30 s

0.45 s 0.60 s 0.7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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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 tube 열구조
연성해석
국방에 쓰이는 무기는 열하중 및 

구조적 하중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무기의 열-구조 연성해석을 통하여 

제품의 취약부위를 예측하여 보강

하여야 합니다.

목적 ·	Gun	tube	강도설계

모델링	범위 · Gun Tube

필요	데이터 ·	3D	CAD	Data,	재질데이터,	열조건

해석	방법 	·		군사용	무기는	쓰임에	다양한	정적하중을	받게됩니다.	형상	및	치수를	정확히	

모델링하고	사용하중을	입력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

결과물 ·	Gun	tube의	온도분포,	Gun	tube의	응력분포

총알 관통해석
총알은 충격하중을 이용하여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ANSYS의 

Explicit 해석기술을 이용하여, 총알 

관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관통력 

향상 또는 방호력 증대를 위한 방

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총알이	적절한	충격하중을	갖는지	계산 

	 ·	파손	진행	방향	등을	검토

모델링	범위 ·	관통대상	및	폭파대상물	모델링,	총알	형상	및	대상물	모델링

필요	데이터 ·	CAD	Data,	발사	속도,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형상	및	강도	데이터를	정확히	모델링	한	후	총알	충돌	속도를	입력하여	관

통력을	분석합니다. 
■ Explicit Dynamic Analysis

결과물 ·	제품에	가해지는	충격하중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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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u Yong-hai, “Analysis of the Temperature Field of a Gun Tube Based
 on Thermal-Solid Coupling”, Res.J. Appl. Sci. Eng. Technol., April 2013. 



전기/전자
Think with 
Taesung s&e

전자 제품 커넥터
전열해석
커넥터는 많은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전기가 인가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목적	 ·	인가된	전류에	의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온도분포 

	 ·	커넥터	재질의	전기적인	특성은	타당한가?

모델링	범위	 ·	커넥터	형상

필요	데이터 ·		재질의	비저항,	열전도계수,	밀도,	전류

해석	방법 ·			커넥터의	관심부위를	모델링하고,	실제	발생하는	전류의	값을	인가하여	

Simulation을	수행합니다.	 
■	Electric-Thermal	Analysis	

결과물 ·	커넥터의	전압강하 

	 ·	커넥터의	온도분포

전류 및 전압해석

전자제품은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

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전류의 흐

름을 예측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	자기장이	흐르는	부분의	전류의	흐름을	분석 

	 ·	전류흐름이	가장	좋은	형상	및	배치

모델링	범위 ·	제품	모델	형상	및	배치

필요	데이터 ·		전자석	재질	및	치수,	인가	전압

해석	방법 	·		전류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형상	정보를	모델링	합니다.	재질이	갖

는	전류	특성치에	대해	입력하고,	자기장	주위의	전류를	분석합니다. 
■ Electric Analysis          ■ Electro Magnetic Analysis

결과물 ·	자기장	주위의	전류	및	전압분포 

	 ·	자기장	흐름	방향

1A 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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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의 열 응력  및
피로 해석
여러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칩은 고온

작동 환경에서 열변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열응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응력은 재료의 경계층

에서 박리를 유발하거나 피로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적 ·	열	변형,	열응력	예측	 ·	피로	수명	예측 

	 ·	경계면에서의	박리	에측		 ·	단일	부품	혹은	결합부품의	피로수명예측

모델링	범위 ·	단일	칩	또는	PCB에	체결

필요	데이터 ·	CAD	데이터,		물성치(탄성계수,	밀도,	열팽창계수	등)

해석	방법 	·		온도조건,	접착조건	등을	고려한	정해석	및	과도해석을	수행하며,		필요	시	

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 Static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 Fatigue Analysis 

결과물 ·	구조물의	응력,	변형량을	통하여	취약부위	예측 

	 ·	취약부위의	피로수명	예측

칩의 습도 전파 및 
변형 해석
칩은 Reflow 공정이나 실 사용환경 

조건에서 고온 다습한 조건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칩 내부로 수

분이 침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칩이 팽창하거나 변형을 일으키게 

되며, 때로는 접착 부분의 박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칩	내부	습도	전파로	인한	변형	및	파괴	방지	설계 

	 ·	접착	부분에	대한	신뢰성	평가

모델링	범위 ·	단일	부품	~	조립체

필요	데이터 ·	CAD	데이터,		물성치(탄성계수,	밀도,	열팽창계수,	습도확산계수	등)

해석	방법 	·		온도조건,	습도조건,	접착조건	등을	고려한	정해석	및	과도해석을	수행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 Fatigue Analysis

결과물 ·	구조물의	응력,	변형량을	통하여	취약부위	예측 

	 ·	취약부위의	피로수명	예측

31

30

Structural Thermal

Diffusion

Temperature dependent MPs

Te
m

pe
ra

tu
re

 d
ep

en
de

nt
 M

Ps

Thermal expansion
NLGEOM

N
LG

EO
M

H
ygroscopic sew

lling

(m
oisture expansion)



화공 플랜트
Think with 
Taesung s&e

Oil Tank 구조해석
플랜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 고 중량을 다룹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강도해석이 없으면, 엄청난 

인재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

니다. 

목적	 ·	철골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강도계산 

	 ·	고온고압의	압력용기의	강도계산

모델링	범위	 ·	철골구조물의	빔	모델링,	압력용기의	정확한	형상	모델링

필요	데이터 ·		철골	구조물의	단면데이터,	압력용기의	두께	및	재질	데이터

해석	방법 ·			철골	구조물은	자체	중량을	긴	시간	동안	견뎌야	하므로,	정확한	모델링	후	해석

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온고압의	압력용기도	파손	시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정확한	모델링과	하중조건을	입력해야	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용기	및	철골구조물의	응력분포 

	 ·	하중	적용	시	반력	결과

유압밸브바디 구조 및
피로해석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유압밸브는 

고온고압의 수증기에 의해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밸브바디에 파손이 생기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 

및 피로계산이 필요합니다.

목적 ·	화력발전소	유압수증기를	제어하는	밸브설계 

	 ·	고온고압의	상태에	안전	여부를	판단

모델링	범위 ·	유압밸브의	정확한	형상	모델링

필요	데이터 ·		밸브의	두께	및	재질데이터,	유압하중에	대한	데이터

해석	방법 	·		압력용기를	정확한	형상과	두께로	모델링	합니다.	고온고압을	받기	때문에	열해

석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조해석을	수행합니다. 
■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밸브의	두께방향에	대한	온도분포 

	 ·	고온고압	하중에	대한	구조적인	취약부위 

	 ·	반복	하중에	대한	피로수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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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처리시  열해석  및
구조해석
금속은 열처리과정 중에 고온의 열 

하중을 받을 수 있고,  자체의 상당한 

자중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정에서 효과적인 온도분포 및 자중

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 ·	금속제품	열	가공	시	온도분포	계산 

	 ·	철강제품	지지구조물의	적절한	강도설계

모델링	범위 ·	금속형상	모델링,	지지구조물	모델링

필요	데이터 ·	재질	및	형상데이터,	열	가공	조건

해석	방법 	·		금속의	열	가공	시	발생하는	온도분포를	계산합니다.	형상	및	재질정보를	정

확히	모델링	후,	가해지는	하중조건을	입력합니다.	가공	시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          ■ Static Structural Analysis

결과물 ·	금속가공물의	온도분포 

	 ·	지지구조물에	발생하는	변위	및	응력분포

Metal Forming 공정해석
금속제품은 단조 및 주조 등 여러 

가공공정을 거치게 되며 공정 중 하

자가 발생하면 제품 전체의 하자로 

연결 됩니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공정 중에 발생하는 변위 및 응력

분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 ·	성형가공의	과정을	시뮬레이션	함 

	 ·	성형가공	공정	시	발생하는	응력	및	변위량을	계산함

모델링	범위 ·	강체	모델링,	가공소재	모델링

필요	데이터 ·	성형가공	시뮬레이션	조건,	재질	및	치수

해석	방법 	·		금속제품이	제대로	가공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대변형,	대변형률	해석을	

수행합니다.	성형가공	작업	시	제대로	변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금속제품	비선형	변형결과 

	 ·	소성변형량,	잔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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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with 
Taesung s&e

건축구조물 정적 해석
및 내진해석
대형건축구조물은 수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설계 시 정적

하중, 지진하중을 고려한 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적	 ·	빌딩	프레임이	정적	하중	및	지진하중을	견디는지	계산 

	 ·	철근	콘크리트	및	내장재의	정적	하중과	지진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

모델링	범위	 ·	빌딩프레임	모델링,	콘크리트	및	보강빔	모델링

필요	데이터 ·		프레임,	콘크리트,	철골빔의	밀도,	탄성계수,	포와송비,	지반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	

Spectrum Data

해석	방법 ·			빌딩은	대형구조물이므로	자중,	풍하중	및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주요	하중을	

전달하는	프레임을	모델링하여	정적	및	내진	해석을	수행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Spectrum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빌딩	프레임	정적해석	응력분포	 	 ·	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

Control Panel 내진해석

Control Panel 은 여러 분야에서 장

비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지진에 의한 영향으로 제어자체에 

이상이 생기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진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적 ·	Control		Panel	응답검토	 	 ·	지진에	의한	안정성검토

모델링	범위 ·	판넬	두께,	Beam의	단면형상,	실제	모델과	무게	일치

필요	데이터 ·		Panel과	Beam의	탄성계수,	포와송비,	밀도,	가진점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	데이터,	

Spectrum Data

해석	방법 	·		Control	Panel의	실제	치수	및	강성을	고려하여	정확이	모델링	합니다.	구조물이	 

실제로	설치되어있는	상태에	대한	경계조건을	주고,	내진하중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합니다. 
■ Modal Analysis         ■ Spectrum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Control	Panel의	고유진동수	 	 ·	하중에	대한	변위	및	응력응답

도시/건축/토목/환경

Reference

Jing Ji, Wenfu Zhang, Wenyan Zhao, Chaoping Yuan, Yingchun Liu “ Research of Seismic Testing and Dynamic 
Character of High-rise Building Structure Based on ANSYS”

Input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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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구조강도해석
선체 내부의 캐리어 등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운송물

에 의한 기계하중에 대해 구조강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목적 ·	선체	내부	캐리어의	구조강도계산	 ·	선체	및	저장탱크등의	구조강도계산

모델링	범위 ·	선체	캐리어의	형상	및	치수모델링	

필요	데이터 ·	선체의	형상	및	두께데이터,	재질데이터,	사용환경	입력

해석	방법 	·		선체는운반물이	적재될	때	정적	및	동적하중을	받게됩니다.	선체의	형상	및	

두께를	정확히	모델링하여	하중을	적용하여	강도를	검토	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선체에	발생하는	응력분포	 	 ·	충격	시	발생하는	파손거동

선박 가스터빈 피로해석
선박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운전되며 수십년간 반복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터빈 

구조물에 대한 정적해석 및 피로

해석을 통해 취약 부위를 분석하고  

수명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	선박	가스	터빈에	대한	구조강도설계	 ·	반복하중에	대한	피로해석을	수행

모델링	범위 ·	가스터빈	축구조물	모델링

필요	데이터 ·	터빈	형상	및	치수,	가스터빈	운전조건

해석	방법 	·		분석할	가스터빈에서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한	치수로	모델링	합니다.	

축구조물은	운전시	열하중과	구조하중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운전조건을	

적용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Thermal Analysis     ■ Fatigue Analysis

결과물 ·	가스터빈	열	및	구조하중에	대한	최대응력 

	 ·	가스터빈	운전조건에	대한	피로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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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구조해석
환경문제의 대두로 무공해 에너지 

자원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풍력발전기는 무한한 자원인 풍 하

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특히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계적인 

부분의 상세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목적	 ·	적절한	강도를	고려한	풍력발전기의	Drive	train을	설계 

	 ·	적절한	강도를	가지는	블레이드	및	타워설계

모델링	범위	 ·	정확한	치수의	블레이드	및	Drive	train	모델링

필요	데이터 ·		블레이드	두께	및	재질데이터,	Drive	train	구동상태

해석	방법 ·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정확한	치수	모델링	후	실제	하중을	적용합니다.	Drive	

train은	실제	구동상태를	모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Dynamic Analysis         ■ Fatigue Analysis

결과물 ·	블레이드	변위	및	응력분포	 	 ·	기계구조물	피로수명예측

발전/에너지

태양열 발전기 구조해석

친환경 청정-무한 에너지인 태양

발전기는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입니다. 발전기 

하부 프레임은 태양광 판넬을 장시간 

지지하고 있으므로 하중해석이 필요

하고, 장시간 열을 받기 때문에 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목적 ·	하부	지지프레임에	대한	구조강도검토 

	 ·	열	하중에	대한	구조강도	검토

모델링	범위 ·	방열판	및	프레임	모델링

필요	데이터 ·		방열판	재질	및	치수,	환경조건

해석	방법 	·		방열판을	정확히	모델링하고,	실제	환경조건	상태를	적용합니다. 
■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Dynamic Analysis

결과물 ·	방열판	및	하부프레임	온도분포	 	 ·	구조물	변위	및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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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취약 부위
구조 해석
여러 산업용 기계 뿐 아니라, 인간의 

몸에도 기계적인 특성을 지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하중에 의하여 

인체의 관절에 발생하는 응력을 분석

하여 의료분야에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인공관절에	이용할	목적으로	뼈나	관절이	받는	하중을	분석 

	 ·	뼈와	뼈를	연결하는	Disc의	취약부위	예측

모델링	범위 ·	뼈와	Disc의	두께	및	형상

필요	데이터 ·	뼈,	Disc의	재질	및	강도,	인체가	받게	되는	하중	및	경계조건

해석	방법 	·		해당관절	부위에	가해지는	하중	상황과	경계조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가	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조건을	분석하여,	인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tatic Analysis           ■ Transient Analysis           ■ Coupled Analysis

결과물 ·	구조물의	응력,	변형량을	통하여	취약부위	예측 

	 ·	취약부위의	피로수명	예측

치아 보정물 강도 해석
치과에서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아보정물에도 해석을 적용합니다. 

치아를 보조해주는 보정물은 열하중 

및 기계적 하중에 대한 건전성 해석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온도	변화에	따른	치아	보정물의	응력	분석 

	 ·	세라믹	재질로	이루어진	치아보정물의	점탄성	거동을	분석

모델링	범위 ·	치아	보정물	전체

필요	데이터 ·	치아	보정물	3D	형상데이터,	치아보정물의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치아보정물의	형상데이터를	받아서	정확히	모델링	합니다.	치아보정물이	

실제로	받는	온도데이터를	적용하고,	시간이력해석을	통해서	점탄성	거동을	

분석합니다. 
■ Transient Thermal Analysis     ■ Transient Dynamic Analysis 
■ Coupled Analysis

결과물 ·	치아보정물에	발생하는	온도분포		 ·	온도	변화에	따른	응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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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진동 소음해석
전동기는 Rotor와 Stator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 주기적인 하중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Stator 외부 Frame은 

진동하게 되고 진동속도와 진폭에 

따라 주변 공기의 밀도 변화를 일

으켜 소음이 발생합니다. 

목적	 ·	Rotor와	Stator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력	예측 

	 ·	주파수	별	자기력에	의한	구조	진동	예측 

	 ·	구조	진동에	의한	주변	영역	소음량	예측

모델링	범위	 ·	Rotor와	Stator	전자기해석	모델	및	외부Frame

필요	데이터 ·		CAD	데이터,		물성치(탄성계수,	밀도,	음향영역의	음속	및	밀도	등)

해석	방법 ·			Rotor와	Stator의	전자기	특성들을	고려한	전자장해석	수행하고	자기력	성분을	

stator에	적용하여	구조진동해석을	수행합니다.	그	후		Frame	외곽	면에	진동속도를	

고려하여	소음해석을	수행합니다. 
■ Maxwell Transient Analysis         ■ Harmonic Analysis 
■ Acoustic Harmonic Analysis 

결과물 ·	Rotor와	Stator	사이의	자기력,	외부	Frame의	진동속도	 

	 ·	주파수에	따른	소음크기(Decibel)	예측

물체 감지 초음파 센서
해석

초음파 센서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 

발신기에서 발사된 파장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 오면서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파장의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체의 음파 반사율과 거리에 

따른 감쇠를 고려하여 발진신호에 

대한 출력과 수신위치를 결정합니다. 

목적 ·	초음파	수신	신호	확인을	위한	센서	출력	선정 

	 ·	음파의	전달과	반사	형태	분석	및	수신율과	측정거리	검토

모델링	범위 ·	음파	전달영역

필요	데이터 ·		CAD	데이터,		물체의	흡음계수,	물성치(음향영역의	음속,	밀도)

해석	방법 	·		센서의	출력조건(펄스	가속도)을	고려하여	과도해석을	수행합니다.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음파	전달영역	내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분포 

	 ·	센서부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파형	측정

기타 분야 음향해석

▶	Technical Aspects
▶	Implementation in ANSYS Workbench

Pressure at points in time Acoustic Time _Frequency Plot Pressure on SenderReceiver named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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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경량화를 위한 
설계 최적화
구조 설계는 목표 성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하중들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원가 절감 목표가 함께 

요구됩니다. 

목적 ·	개념	설계(구조하중	측면)	 	 ·	구조하중에	대한	설계	치수	산출 

	 ·	확률론적	안전율	및	성능	예측

모델링	범위 ·	가공되지	않은	제품의	기본	형상

필요	데이터 ·	CAD	데이터,		물성치(탄성계수,	밀도)

해석	방법 	·		기본	형상에서	형상	추출	영역	선정	후	위상최적화를	수행하고	설계	치수	선정	

후	변수	상관관계	분석	및	근사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치수의	공차	

산포	데이터를	반영하여	신뢰성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 Static Structural Analysis          ■	위상최적화

결과물 ·	하중에	적합한	기초	형상	예측 

	 ·	기초형상의	상세설계를	위해	최적화된	설계	기준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변수의	민감도	관계	제공

Hammer의 허용하중 
증량을 위한 설계 최적화 
Oil, Gas의 효율적인 탐사를 위해서  

굴착성능이 높은 hammer의 설계가 

필수적 입니다. 굴착성능을 높이려면 

충격하중과 수압에 강한 구조 및 

극한의 사용환경에서 성능의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목적 ·	재료의	강성과	60개의	설계공차들의	산포도를	반영하고	수심	400m의	환경 

	 	 조건들을	고려하여	hammer의	허용하중에	적합한	구조	설계를	수행 

	 ·	허용	응력과	경량화를	제약조건으로	반영

모델링	범위 ·	하중	전달경로의	모든	조립품

필요	데이터 ·	CAD	데이터,		물성치(탄성계수,	밀도) 

	 ·	치수공차	및	가공	산포	측정	값

해석	방법 	·		모든	설계	치수에	대한	공차	산포	값을	입력변수로	설정하고	응력과	중량에	

대한	제약조건	및	치수	공차	산포	데이터를	반영하여	신뢰성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 Transient Analysis

결과물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변수의	민감도	관계	제공 

	 ·	최적의	설계	조건	확보 

	 ·	초기	설계보다	허용하중을	증량하는	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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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최적 설계

weight = 4365 kg

weight = 5155 kg



배기 매니폴드 유동-열-구조 해석

Tank Sloshing 및 구조물 강도 해석

Wing 공력-구조 FSI 해석

Motor 전자기-열유동-구조 해석

Blood Vessel 2-Way FSI 해석

풍력 발전기 풍하중 및 구조 강건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기장-열유동-구조 분석

시로코팬 유동 하중에 의한 피로해석 

41 다물리 해석 

다물리 해석 
컨설팅 샘플

Taesung S&E
CAE Engineering Services

실제 현상의 대부분은 다물리 현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적인 물리 현상의 검토 또는 정밀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다

물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동-구조-전자기장 에 대한 다물리 해석이 가능하며 막강한 

해석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CAE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내용을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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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매니폴드 
유동-열-구조 해석
엔진의 배기 매니폴드는 상시 고온 

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열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목적 ·	강건한	성능을	가지도록	배기	매니폴드	형상	최적화 

	 ·	출구	지름,	입구	두께,	외부	온도,	엔진	RPM	의	4가지	주요	설계인자

모델링	범위 ·	매니폴드	입구	~	출구	유동	공간	및	구조물

필요	데이터 ·		3D	CAD,	설계	인자	정의,	설계	인자	치수	범위,	배기가스	유량,	온도,	압력,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구조물을	포함한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정확한	온도	분포를	얻은	후,	

구조물에	대해	열응력	해석을	수행합니다.	최적화	기능에	의해	설계	인자를	

바꿔가며	최적의	설계를	탐색합니다. 
■ Steady State / CHT           ■	1-Way	FSI											■ Thermal Data Transfer

결과물 ·	배기가스	온도	및	유동	패턴	 	 ·	구조물의	온도,	변위,	응력 

	 ·	최적화된	형상

Tank Sloshing 및
구조물 강도 해석
선박 또는 차량에 설치된 액체 보관  

탱크는 외부 가속도에 의해 출렁이는 

현상이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타격을 주어 손상을 발생

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 

현상을 제한하거나 구조물의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	슬로싱에	의한	하중	예측 

	 ·	슬로싱	하중	상황에서	내부	베플	구조	강도	확보

모델링	범위 ·	탱크	내부	유체	공간 

	 ·	베플	구조물

필요	데이터 ·	3D	CAD,	외부	가속도,	운전	조건,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설정하고	탱크를	가진시키며	유동해석이	수행되며	

동시에	베플	표면의	압력이	구조해석으로	전달되며	변형된	형상이	유동해

석으로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 Transient / Multiphase      ■	2-Way	FSI						■ Pressure Load Transfer

결과물 ·	슬로싱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화	 	 ·	베플	구조물의	응력,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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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리 해석
Think with 
Taesung s&e

Wing 공력 -
구조 FSI 해석
항공기의 날개는 비행 중 양력에 

의해 매우 큰 하중을 받게 되며 최소

의 중량으로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돌풍 및 기동 시 극한 하중 및 

공진 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공력과 

구조물을 동시에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목적	 ·	공력	및	구조물	변형	특성	 ·	시간에	따른	변위,	응력,	공력	특성

모델링	범위	 ·	Wing	Skin	~	외부	유동	공간	 ·	Skin	및	Spar,	Rib	등		Wing	내부	구조물

필요	데이터 ·		3D	CAD,	비행속도,	비행고도,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유동해석은	일반적인	공력해석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정상상태	해석의	결과를	

초기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유동에	의한	하중과	구조물의	응답이	2-Way	FSI	를	

통해	서로	전달되며	시간에	따른	구조물과	공력의	특성이	동시에	계산됩니다. 
■ Transient          ■	2-Way	FSI										■ Pressure Load Data Transfer

결과물 ·	시간에	따른	공력	특성	 ·	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응력

Motor 전자기-열유동-
구조 해석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동력을 제공하는 

전기모터는 소형화 및 고성능화를 

위해 열문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모터의 성능이 증가하면 발열량이 

높아지며 방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도가 높아져서 성능의 손실 

및 심각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파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동력	성능	예측	 ·방열	성능	예측(온도장	분석) 

	 ·	열응력에	의한	변형량	예측

모델링	범위 ·	Rotor/Stator	및	각종	구성품	 ·	모터	내부	유체	공간

필요	데이터 ·		3D	CAD,	공급	전력,	외부	열	조건,	전자기	물성치,	열	물성치	등

해석	방법 	·		전자기장	해석을	통해	모터의	동력	성능	및	발열량을	예측한	후,	유동해석에서	

각부	온도를	예측합니다.	유동해석에서	얻은	온도장을	바탕으로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여	변형	및	응력을	예측합니다. 
■ Electric Analysis      ■ Thermal Analysis      ■ Steady State / Heat Transfer

결과물 ·	모터	토크,	발열량,	전류	분포	 ·	유속	및	온도	분포	 		·	응력	및	변형량

Deformation

Velocity

Equivalent Stress

Temperature

Torque Cor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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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Vessel 
2-Way FSI 해석
Blood Vessel 은 혈액의 맥동압에 

따라 혈관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수

축하게 되면서 변형을 일으킵니다. 

유체와 구조의 상호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독 물리계 해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적 ·	혈관	내	혈류	유동	분석	 ·	맥동압	입력	시	혈관	출구의	맥동	변화	분석

모델링	범위 ·	혈관	내	유체	공간	및	혈관벽

필요	데이터 ·	3D	CAD(CT	Scan),	입출구	맥동압,	혈액	물성치,	혈관	재질	물성치

해석	방법 	·		CT	Scan	Data를	CAD	Data로	변환하여	모델을	생성합니다.	입출구에	맥동

압을	설정하고	혈관	끝의	구속	조건을	설정합니다.	혈관	내벽은	유체	압력과	

구조	변형량이	서로	전달됩니다. 
■ Transient           ■	Non-Linear	Analysis											■	2-Way	FSI	

결과물 ·	시간에	따른	혈류	분포	 ·	시간에	따른	혈관	각부	변형량

풍력 발전기 풍하중 및
구조 강건성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공기역학적 회전자를 이용하여 기

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장시간 운용에 

대비하여 구조물의 강건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목적 ·	풍력	발전기	공력	특성	 ·	지지	구조물	구조	강건성

모델링	범위 ·	풍력	발전기	외부	형상	~	대기공간 

	 ·	풍력	발전기	지지	구조물

필요	데이터 ·	3D	CAD,	풍속,	풍향	조건,	설계회전수,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풍력	발전기에	대한	공력	해석을	수행한	후,	풍하중	데이터를	구조해석으로	

전달하여	구조	강건성	해석을	수행합니다. 
■ Steady State             ■ Static Analysis             ■	1-Way	FSI	

결과물 ·	풍력	발전기	지지	구조물	최대	응력	및	변형량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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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밸브 전자기장
-열유동-구조 분석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기력에 의해  

밸브를 개폐하는 장치로써 전자기력, 

유체력 및 구조물 변형 특성의 복

합적 상호 작용에 의해 성능이 결정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전자기장, 열유동, 구조의 

다물리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목적	 ·	밸브	개폐	시간	 ·	시간	별	개폐율	및	유량,	압력 

	 ·	전자기	코일	및	밸브	구성품의	열분포	및	열응력

모델링	범위	 ·	솔레노이드	밸브	구성품	 ·	솔레노이드	밸브	내부	유체	공간

필요	데이터 ·		3D	CAD,	공급	전력,	입출구	유압,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전기장,	자기장,	구조역학,	유체역학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 
■ Transient / MDM / Turbulence  ■ Magnetic Analysis       
■ Transient Thermal Analysis   ■	2-Way	FSI	

결과물 ·	시간	별	Current	/	Magnetic	Force	/	Stroke	 				·	시간	별	유량	/	압력	/	온도 

	 ·	응력	분포	/	변형량

시로코팬 유동 하중에
의한 피로해석

각종 유체 장치에 공기를 공급하는 

시로코팬은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블레이드 표면에 유체 하중이 작용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블레이드 구조물 설계 및 팬의 반복 

작동 조건에서 수명을 예측하기 위

해서 피로 수명 분석이 필요합니다. 

목적 ·	블레이드	하중에	대한	강건성	예측	 ·	피로	수명	예상

모델링	범위 ·	팬	입구	~	팬	출구	내부	유동	공간	 	 ·	팬	구조물

필요	데이터 ·		3D	CAD,	회전수,	입출구	압력,	팬	운전	조건,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유동	해석을	통해	팬에	작용하는	유체	하중을	계산한	후,	구조해석에	전달하여	

정적해석을	통해	응력	및	변형량을	예측합니다.	팬	운전	주기를	입력하여	피로	

해석을	수행하고	피로	수명을	예측합니다. 
■ Steady State / MRF / Turbulence  ■ Static Analysis / Fatigue Analysis 
■	1-Way	FSI	

결과물 ·	팬	유량,	압력	및	유동	특성	 	 ·	구조물의	응력,	변형량,	피로	수명



물류 이송장비 거동 특성 평가

기어 동작에 따른 강도 평가   

메쉬 생성이 어려운 모델의 강도평가  

NVH(소음진동) 평가

  

전압회로 차단기 공차 분석  

카메라 포커스 시스템 공차해석  

광학 성능 개선을 위한 공차분석  

회로기판의 정확한 조립위치 공차분석

46 다물체 동역학 해석

48 공차해석

전문 해석 분야 
컨설팅 샘플

복잡한 구조물의 강체 및 유연체 동역학 , 제품의 공차 추적/

관리 등 특화된 응용 분야에 대해 전문화된 CAE 기술을 이용

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내용을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aesung S&E
CAE Engineering Services



다물체 동역학 해석
Think with 
Taesung s&e

물류 이송장비
거동 특성 평가
물류 이송장비와 같이 이동하는 

동작이 많은 제품을 해석하기 위

해서는 일반적인 구조해석 방법으

로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

이기 때문에 구조 동역학을 기반

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목적	 ·	물류	이송장비의	동작에	따른	전체적인	거동을	분석하여	동작성능을	확인한다.

모델링	범위	 ·	거동	확인이	필요한	형상	모두	강체로	포함 

	 ·	유연체	결과	확인이	필요한	형상	선별적	포함	

필요	데이터 ·		3D	CAD,	구동	속도	프로파일,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기구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역학	해석을	진행합니다. 
■ Rigid Dynamic Analysis     ■ Flex Dynamic Analysis      ■ Fatigue Analysis

결과물 ·	이송장비의	시간에	따른	위치	및	전달하중	 	 ·	각	위치별	진동량 

	 ·	부품별	응력	및	변형률	 	 	 	 ·	피로	수명

기어 동작에 따른
강도 평가  

동력전달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어의 

강도평가는 지금까지 정적인 해석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실제 발생하는 

응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적 응

답을 계산할 수 있는 유연체 동적 

거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

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목적 ·	기어의	치면응력	및	치뿌리	응력	계산	 ·	기어의	피로	수명	예상 

	 ·	기어의	최적	치형	도출

모델링	범위 ·	기어의	실제	형상		 	 ·	맞물림	조건	반영

필요	데이터 ·		기어	회전수,	기어	물성치

해석	방법 	·		기구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역학	해석을	진행합니다. 
■ Rigid Dynamic Analysis     ■ Flex Dynamic Analysis      ■ Fatigue Analysis

결과물 ·	기어의	치면응력	및	치뿌리	응력	계산	 ·	기어의	피로	수명	예상 

	 ·	기어의	최적	치형	도출



C
A

E En
gin

eerin
g Services

유
동
해
석

구
조
해
석

다
물
리
	해
석

전
문

 해
석

 

메쉬 생성이 어려운
모델의 강도평가
메쉬를 이용한 해석의 단점은 메쉬를 

생성하기 어려운 모델이나, 메쉬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

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개발된 무요소법을 이용하게 

되면 상기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메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의	해석을	메쉬	없이	해석할	수	있는	 

무요소법으로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델링	범위 ·	유연체	결과	확인이	필요한	형상	모두	포함	

필요	데이터 ·	3D	CAD,	하중조건,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무요소법을	기반으로	하는	동역학	해석을	진행합니다. 
■ Rigid Dynamic Analysis           ■ MeshFree Dynamic Analysis

결과물 ·	부품별	응력	및	변형률	 ·	피로	수명

NVH(소음진동) 평가
기계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진

동량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며 평가

된 진동주파수를 소음대역으로 변

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한 프로그램에서 계산할 수 있는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목적 ·	기계	구조물의	소음진동	평가	후	저감	방안	도출

모델링	범위 ·	소음진동	발생	원인	부	전체	모델

필요	데이터 ·	동작	모션에	따른	속도	프로파일,	재료	물성치

해석	방법 	·		기구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역학	해석을	진행합니다. 
■ Rigid Dynamic Analysis     ■ Flex Dynamic Analysis     
■ Acoustic Analysis

결과물 ·	부품별	접촉	압력	및	응력 

	 ·	부품별	진동량	및	소음크기 

	 ·	소음진동	저감	모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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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회로 차단기 
공차 분석
제품 설계 시 발생하는 조립부의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차

분석이 중요합니다. 

목적	 ·	전압	회로의	차단기	구동에	따른	기구학적	운동의	간접문제	해결하는	공차설계

모델링	범위	 ·	기구학적	운동을	포함하는	전체	모델

필요	데이터 ·		3D	CAD,	부품별	공차정보,	체결	시	발생하는	관리	치수

해석	방법 ·			Tolerance	analysis	(6σ	Analyzer)

결과물 ·	관리	치수에	부합하는	부품별	최적	공차

카메라 포커스 시스템
공차해석

매우 복잡한 조립부품에서의 공차는 

아주 작은 크기의 오차로도 간섭을 

발생시키는 민감한 부품이기 때문에 

공차분석이 중요합니다.

목적 ·		카메라	포커스	시스템	조립체의	회전	동작	시	나선형	캠의	간섭문제를	해결하는	

공차설계

모델링	범위 ·	카메라	포커스	시스템	조립체의	회전	동작	을	포함하는	전체	모델

필요	데이터 ·		3D	CAD,	부품별	공차정보,	체결	시	발생하는	관리	치수

해석	방법 	·		Tolerance	analysis	(6σ	Analyzer)

결과물 ·	관리	치수에	부합하는	부품별	최적	공차

공차해석
Think with 
Taesung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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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성능 개선을 위한
공차분석
광학제품의 경우 굴절률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정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정렬해야 하는 

거리수준이 수mm에 해당하기 때

문에 조금의 공차오류도 성능에 영

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공차분석이 

중요합니다. 

목적 ·		광학제품의	정확한	굴절률	보장을	위한	부품	공차	설계

모델링	범위 ·	광학	굴절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모델

필요	데이터 ·	3D	CAD,	부품별	공차정보,	체결	시	발생하는	관리	치수

해석	방법 	·		Tolerance	analysis	(6σ	Analyzer)

결과물 ·	관리	치수에	부합하는	부품별	최적	공차

회로기판의 정확한
조립위치 공차분석
회로기판에는 수 많은 부품들이 조립

되기 때문에 조립위치를 선정하는 

형태에 따라 회로기판의 성능 및 

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에 공차분석이 

중요합니다.

목적 ·	회로기판의	성능	및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립위치	공차	설계

모델링	범위 ·	조립공차를	반영해야	하는	회로기판	전체	모델

필요	데이터 ·	3D	CAD,	부품별	공차정보,	체결	시	발생하는	관리	치수

해석	방법 	·		Tolerance	analysis	(6σ	Analyzer)

결과물 ·	관리	치수에	부합하는	부품별	최적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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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기울어짐,	축	정렬	분석 치수 기여도	-	중요	관리	치수	검토

공차 기여도	-	성능ㆍ품질에	대한	기여도	검토



Towards
Best Technologies
태성에스엔이 CAE 컨설팅은 50여명의 석사학위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CAE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건 이상의 컨설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최신 해석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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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artner for your 
Research & Developments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



서울본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성수동 2가, 서울숲코오롱 디지털 타워 2차, 10층) 

T. 02 3431 2442        F. 02 3431 2046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관평동, 한신에스메카 515호) 

T. 042 671 8700~1        F. 042 671 8702

ANSYS, ANSYS Workbench, ANSYS Autodyn, ANSYS CFX, ANSYS Fluent와 모든 ANSYS, Inc의 제품명과 서비스, KULI와 Magna Powertrain의 제품명과  

서비스, CETOL과 Sigmetrix , DAFUL과 Virtual Motion의 제품명과 서비스, SpaceClaim과 SpaceClaim의 제품명과 서비스, optiSLang, Multiplas와 

dynardo의 제품명과 서비스, WAON, PlanetsX와 Cybernet의 제품명과 서비스명은 각각 ANSYS,Inc ,Magna Powertrain, Sigmetrix, Virtual Motion, 

SpaceClaim, dynardo, Cybernet 또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 있는 ANSYS, Inc , Magna Powertrain, Sigmetrix, Virtual Motion, SpaceClaim, dynardo, 

Cybernet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등록상표 또는 상표는 각각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됩니다. 

www.ts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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