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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Apex Modeler는해석초보자및설계엔지니어등해석 툴을처음사용하는분들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링 & 메쉬 솔루션입니다. 

MSC Apex Modeler는 CAD 형상의정리및간략화, 메쉬작업등시뮬레이션프로세스의
초기 작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와메쉬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 있어, 지오메트리가바뀌면자동으로메쉬도
업데이트 되어 리메쉬 됩니다. 또한 모든 작업 과정에서 상세한 대화형 설명이 제공되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델링 : 직접 모델링이란 사용자와 대화형 작업창을 통해 지오메트리 형상을
생성 및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관심요소(Face,
Edge, Vertex 등)를 선택하고 밀거나 당기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변경될 형상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델링 및 메쉬 : 이미 메쉬된 지오메트리 형상을 수정할 때, 수정된 지오메트리에
맞추어 자동으로 리메쉬 되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툴 : MSC Apex는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별도의교육없이도제품에내장된비디오로사용법을손쉽게익힐수있고,
마우스 커서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설명을 따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생산성

아래 그림과 같은 항공기 벌크헤드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메쉬 작업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CAE 도구로는 대략 5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MSC Apex Modeler를 이용하면

Mid-surface를 추출하고 , Surface
들을 연결 , 메쉬한 다음 자동으로
두께를 정의하는 것까지 약 5.5
시간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

•Sketching
- 선, 사각형, 원, 타원, Fillet, Chamfer를 원하는

2D 평면 위에 생성
- Project, Split, 기존 형상 수정

•Push/Pull
- Solid의 Face를 자유롭게 끌어당겨 높이를
연장/ 축소

•Vertex/Edge Drag
- 기존 Surface나 Solid 형상의 Vertex/Edge를
끌어당겨 원하는 만큼 변경

•Geometry Edit Tools
- 2D, 3D 지오메트리 상에 Hole, Fillet, 

Chamfer 제거 및 추가
- 지오메트리 Cleanup 및 Check

•Mid-surface 생성 및 수정 도구
- 일정한 두께나 일정하지 않은 두께를 가지는

Solid로부터 여러 옵션(Auto offset, Constant
Thickness, Distance offset, Tapered)을
이용해 Mid-surface 생성

•Meshing 및 Mesh 수정
- 지오메트리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메쉬
업데이트

- 시각적이고 편리한 Element quality 검사 및
수정

•Model 특성 입력
- Solid 형상으로부터 자동으로 Surface

mesh의 두께 및 오프셋을 계산하고
Element에 할당

- 편리한 Glue Contact 설정

•Edge Tie
- 떨어진 Surface들을 Rigid 요소(RBAR)로
연결해주면서 자동으로 Node들의 위치를
일치

•MNF 지원
- MNF 생성 시, Adams 모델과 연결시켜주는

Interface point의 편리한 생성

MSC Apex

MSC Apex | Modeler
Direct Modeling & Meshing Solution

기존제품 Apex
숙련도 높음 낮음

지오메트리 정리(Cleanup) 35h 3h
메쉬 및 Quality Check 3h 2h

두께입력 12h 0.5h
전체작업시간 50h 5.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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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 정리 메쉬 및
Quality Check

다양한 두께를
자동입력



MSC Apex는 모델링부터 해석, 그리고 Post Process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CAE 플랫폼입니다.

MSC Apex Structures는 MSC Nastran 솔버 기술을 이용한 선형 정적 및 고유 진동수
해석이 가능하며, 향후 계속해서 동적 해석 및 비선형 해석 등 추가 모듈들을 탑재하며
진화해 갈 계획입니다.

MSC Apex Structures는 통합된 솔버를 기반으로 해석 결과를 보여주는 Post-
processing과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솔버가 통합되어 있어 파트부터 어셈블리까지 확장해 해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해석 가능 여부 사전검증

해석 전, 개별적인 파트 혹은 어셈블리 모델이 에러 없이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진단 결과를 해석 사전 검증 패널(Analysis Readiness Panel)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석 수행 준비 과정을 처리하고 바로 해석을
수행할수있습니다. 이러한방식은전/후처리기와솔버가분리되어있는전통적인접근
방법과는 차별화되어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파트기반의 해석 수행 방식

MSC Apex Structures는 Computational Part 기반의 구조해석이라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Apex Structures는해석수행시, 각파트
별로 거동에 관한 정보 (Stiffness, Mass,
Damping 등)를 계산해 개별적으로 저장
하는 파트기반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마지막 해석이 실행된
이후, 특정 파트의 일부 정보만 변경되어
재해석을해야할경우, 해석시간을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 대안을
찾아가는 ‘What- if 스터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SC Apex | Structures
Computational Parts Based Structural Analysis

선형 정적 해석 시간

처음 해석 점진적 해석

복구

해석

어셈블리

생성

해
석
 시
간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기능

•선형 정적 및 고유 진동 해석

•모달 주파수 응답 해석
- What- if case study

•좌굴 해석
- Pre-stiffened 및 Multi events

•복합재 해석
- 2D Orthotropic material 지원

•편리한 MNF 생성
- Adams 모델과 연결될 Interface Point를
정의하고 고유진동해석 수행만 하면
MNF 생성

•결과 Post-processing
- 결과 애니메이션 및 모드 내비게이터로
모드를 쉽고 빠르게 탐색

- 편리한 Spectrum 조절
- Laminate composite의 Ply failure 계산

적용 효과

아래모델의경우, 처음해석수행후

어셈블리에서한파트수정및재해석시,  

Apex에내장된솔버기술로 2.5배빠른결과

도출확인

모델

Modal Analysis Result Post FRF의 What - if case study

결과

랜딩기어도어어셈블리구조물

MSC Apex

Company Overview Brochure   |   7



Adams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물체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입니다. Adams는 실제와 같은 가상의 제품을 컴퓨터에서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복잡한 기계시스템 설계의 전체 거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Adams는 기계 시스템 모델을 해석하는 강력한 솔루션 엔진을 제공합니다. 
Adams를 통해 모델을 검토하고 , 자동으로 방정식을 구성해 기구학 , 정적 , 동적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ams에서 해석 작업을 수행할 때, 설계자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석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애니메이션과 결과
그래프들을실시간으로확인하며설계안을개선할수있어, 시간을절감할수있습니다. 

또한 설계자가 최적화를 위해 설계 변수 , 제한조건 및 목적함수 등을 정의하면 ,
Adams가 반복 해석을 수행해 자동으로 최적화된 설계값을 도출해 줍니다.

기능

•STEP, IGES, DXF, DWG, Parasolid 등의
다양한 CAD 형상 입력

•물체간 연결을 위한 광범위한 조인트 및 구속
라이브러리

•제품 운용 환경을 표현하는 다양한 내/외력 정의

•유연체, 자동 제어, 조인트 마찰 및 슬립, 유공압,
파라메트릭 설계 변수에 의한 모델 정의

•외부 FEA 솔버로부터 MNF 파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유연체 생성

•목적함수, 제한조건, 설계변수 정의를 통한
최적설계 자동 도출

•외부 FEA 솔버로 선형 모델과 하중 자동 출력

•2D/3D 접촉에 대해 탄성체 및 강체의 어떠한
조합에도 정교하고 쉽게 설정

•복잡한 대변위 설계에 대한 선형/비선형 결과
도출

•Adams-Marc Co-Simulation을 통해
비선형성을 고려한 동역학 해석 가능

•FE part를 이용한 비선형 빔 생성

고성능 컴퓨팅 (HPC)

•Adams Tire 결과를 위한 병렬 처리 지원

•SMP 솔버 지원을 통해 해석시간 단축

•최신의 선형 해석 기능

•수동 변환을 대체하기 위한 Adams-Nastran
변환 유틸리티 제공

•동적 시스템 거동 해석을 위한 보다 빠른 HHT
수치 적분기 제공

Adams Car

차량전체및차량의서브시스템에대한
가상의 프로토타입을 신속히 생성하고
해석할수있는솔루션

•템플릿을이용해차량해석모델제작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등 다양한 세부장치 구성 및
전체차량의거동해석가능

Adams Machinery

기계적인구동시스템에적합한강력한
시뮬레이션솔루션

•기어, 베어링, 벨트, 체인, 모터, 캠 등
많이 사용되는 기계 요소를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자동화된 마법사 기능을 통해 쉽게
모델을 생성하고, 자동화된 후처리
기능을 통해 손쉽게 그래프 생성 및
보고서작성가능

•Adams View 환경에완전히통합

MECHANISMS & MULTIBODY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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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Multibody Dynamics Simulation Solution



Actran은 소음, 구조소음 및 유동소음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최고의
소음 해석 솔루션입니다. 

유한요소와 무한요소 방법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술적 범주내에서, Actran은 다양한
종류의 요소, 재료 물성, 경계조건, 여러 해석 알고리즘 및 솔버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Actran의 고성능 솔버와 사용하기 쉬운 모델링 환경을 통해 엔지니어들은 제품의
음향학적거동에대해이해하고, 제품개발초기단계에서설계안을개선할수있습니다.

Actran은 광범위한 분야의 소음 해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OEM 및부품공급업체, 민간/ 군사용항공기제조사및항공엔진제조사는물론
스피커와 같은 음향장비, 가전업체, 보청기, 우주선용 태양광 패널까지 다양한 소음
문제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사례:

•엔진, 기어박스 또는 터보 압축기와 같은 진동 구조물의 소음방사

•배기시스템과같은배관시스템(Ducted system)의배관소음및배관구조 소음성능평가

•공조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 내부의 유동 소음 해석

•비행중인 항공기 동체 패널의 방음 성능을 연구하기 위한 난류 경계층
(TBL, Turbulent Boundary Layer) 기인 소음 전달

•MSC Nastran과 MSC Fatigue와의 연계 해석(Co-simulation)을 통한 음향 피로 거동

•MSC Nastran이나 타사 구조해석 솔버와의 연계해석(Co-simulation)을 통한 차량의
흡차음재 NVH 해석

•항공기 터보-제트 소음 해석 및 소음 대책용 안감(Liner) 설계

•Adams와의연계해석(Co-simulation)을통한구동기구에서발생하는음향방사예측

•Dytran이나MSC Nastran 또는타사외연비선형솔버(Explicit Nonlinear Solver)와의
연계해석(Co-simulation)을 통한 슬러싱(Sloshing) 소음해석

기능

•정적 매질 및 유동장(Complex flow)내에서의
음향 전파 및 방사 해석

•무한요소 또는 APML(Adaptive Perfectly
Matched Layer)을 이용한 자유장 방사해석

•미소 유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음향학적
열-점성(Visco-Thermal) 손실 모델링

•Direct frequency 기법 및 Modal frequency
기법을 이용한 구조-소음 연성해석

•다양한 구조 요소 라이브러리 제공: Solid, Shell,
Beam, Spring, Rigid Body 다층 복합재 등

•흡차음재를 모델링하기 위해 BIOT 이론에 기반한
다공성-탄성체 요소(Poro-elastic element)

•Nastran의 BIW 차량 모델과 Actran의 흡차음
모델을 결합해 흡차음재를 고려한 차량 NVH 해석

•능동 소자(Active structure)를 모델링하기 위한
압전소자(Piezo-electric) 요소 라이브러리 제공

•랜덤 가진: DSF(Diffuse Sound Field), 
TBL(Turbulent Boundary Layer) 등

•1차(Linear) 및 2차(Quadratic) 요소를 이용한
이차원, 삼차원, 축대칭 해석 수행

•난류에 의한 소음 예측: CFD 결과로부터 유동
소음원을 추출하기 위해 Lighthill 및 Mohring
상사이론(Analogy) 적용

•팬 소음 해석

•각 CFD 전용 파일 형식 지원

•Direct 및 Iterative 솔버

•빠른 주파수 응답 해석을 위한 KRYLOV 솔버

•SMP(Shared Memory Parallelism) 및
DMP(Distributed Memory Parallelism)를
이용해 해석 속도 향상

•쉽고 빠른 격자 생성과 효과적인 계산 속도 향상을
위한자동 메쉬(Adaptive meshing)

적용 효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소음 문제 모델링

•스크립트를 이용해 최적화 문제 적용

•MSC Nastran과 같은 구조해석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해석 가능

•병렬해석 솔버를 이용해 빠른 해석 가능

•고급 시각화 기술을 적용해 결과를 세련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GUI 제공

•Adams나 Dytran과 같은 시계열(Time-domain)
해석 프로그램과의 연계 해석 가능

ACOU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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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ran
Powerful Acoustic Simulation Software



MATERIALS

10 |  MSC Software

Digimat
The Nonlinear Multi-scale Material Modeling Platform

기능

•복합재 모델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재료, 물리,
CAE 기술)

•복합재료, 다상재료에 대한 거동의 평가 및 예측

•평균장 균질화, RVE 등의 기법으로 멀티스케일
재료 모델링

•재료모델의 준비, 저장, 검색 및 재료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한 모델 교환을 제공하는
재료 DB 제공

•단일 또는 반복하중 정의로 재료 물성에 대한
가상 시험 가능

•FRP, 철, 세라믹, 나노 및 샌드위치 판넬 등
광범위한 복합재 지원

•파손, 크립, 피로 현상 분석

•주요한 FEA 솔버와의 연동 지원

- Marc

- MSC Nastran

- Abaqus

- ANSYS

- LS-Dyna

- PARM-CRASH

- Optistruct

- RADIOSS

- SAMCEF 등

Digimat은최신의비선형멀티스케일재료-구조모델링기법을이용해정확한재료물성
예측 및 구조 해석을 돕는 솔루션입니다. Digimat의 복합재 모델링 기술은 미시적 재료
거동에기초해멀티스케일재료에대한기계적, 온도적, 전기적특성을계산하여정확한
거동을예측하고, 제조공정, 재료설계및구조 FEA 사이의격차를해소할수있는최적
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합재료(PMC, MMC, 고무, Nano-composite, Honeycomb sandwich panel, Hard
metal 등)나 다상재료(Multi-phase material , 화학적/물리적으로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특성을 강화한 재료)는 구성 재료의 비율, 형상 등에 따라 다른 복잡한 비선형 물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해석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정확한 거동 예측이 매우 어렵습
니다. 

Digimat은 열가소성(Thermoplastic) 및 열경화성(Thermoset) 소재에 대해 효과적인
비선형 멀티스케일 물성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정 해석과 구조해석 소프트웨어
와의 연계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재료 엔지니어는 재료물성 이해 및 최적화
수행이 가능하며, 구조 엔지니어는 제조공정 및 Micro -mechanics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igimat 구성 모듈

•Digimat-MF : 평균장균질화(Mean-Field Homogenization)기술을이용해다상재료의비선형
거동(Stiffness, Failure, Creep, Fatigue, Conductivity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Digimat-FE : 사실적인 대표체적요소 (RVE )를 유한요소 기법으로 해석해 ,  다상재료의

Microscopic level에서 Local/Global 비선형 거동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Digimat-MX : MX는 Material eXchange platform의약어입니다. 재료모델의준비, 저장, 검색
및 재료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한 모델 교환을 제공하는 재료 DB로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기능에 의한 재료 모델링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Digimat-CAE : 구조해석코드및공정해석코드와의인터페이스를제공하며비선형멀티스케일
모델링기법(MACRO/ MICRO/ HYBRID)을이용해복합재료부품의성능을정확히예측합니다.

•Digimat-MAP : 제조 공정 해석 결과인 섬유 배향(Fiber orientation), 잔류 응력(Residual
stress), 온도(Temperature filed), Weld lines, Void density 등의 데이터를 구조 해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매핑할 수 있습니다.

•Digimat-HC : 최신의 Micro-mechanical material modeling 기법을 사용한 허니콤 샌드위치
판넬 설계 툴로, 굽힘 및 전단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Digimat-RP : FRP(Fiber Reinforced Plastic)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계 해석을 위한

Digimat- MF/ MAP/ CAE 과정을 직관적인 GUI 형태의 도구로 제공합니다.

•Digimat-VA : 연속섬유강화복합재(CFRP)의물성특성을가상환경에서정확하고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듈로, A & B-basis 허용값을 계산해 주며 초기 파손 원인 및 진행성 파손을
분석할수있습니다. 

•Digimat-AM : 폴리머부품의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공정시뮬레이션솔루션입니다.
출력물의 뒤틀림(Warpage)과 잔류 응력(Residual stresses) 등을 시뮬레이션해 공정 특성 및
재료 거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자동차, 기계류등복합적인시스템은부품, 서브시스템뿐만아니라전체시스템
레벨에서도 시스템 엔지니어링적 접근을 통해 성능을 검증해야 합니다.
현업 엔지니어들은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출시해야
한다는 요구와 직면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제작 및 시험
방법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Easy5는 동적 시스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다중 도메인 모델링 및 해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선도기업들은 Easy5를 이용해 시스템 레벨의 성능을 검증하고
시제품 제작의 축소 , 비용 절감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가속화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지는 동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됩니다. Easy5는 그래픽, 도표 등을 통해 미리 부품 단위로 정의된 광범위한 응용
대상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시스템의 구성을 간이화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스템설계자는도표화된익숙한그래픽환경에서부품간의연결을추가하거나정의할
수 있고, 또한 다층 구조의 시스템 모델링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Easy5는 제어 시스템, 열을 고려한 유압, 공압, 가스 유동, 열, 전기, 기계, 냉동, 공조,
윤활, 연료 시스템 및 불연속 시간에 따른 거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열-유압 : 가진 시스템, 동력변환 트랜스미션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랜딩기어, 연료
분사 시스템,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 윤활 시스템

•가스 동역학 : 공압, 추진, 살균, 공기 및 스팀 사이클, 고압 가스, 가스 전파, 흡착, 가스 상변화,
공조 시스템, 전자제어 시스템, 다종 가스 혼합 시스템

•상변화유체 : 냉장, 에어컨, 공조, 저온 파이프 네트워크, 스팀/물 시스템, 또는 외래의
휘발성 연료시스템

•시스템 제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평가 : 데이터 추출 샘플링 속도, 비동기 통신,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자 필터, 제어 루프 실행 속도, 네트워크(CAN) 버스 통신 등

•연료전지 : 정적 및 동적상태

•전기 시스템 : 직류/교류 기계, 전동기, 배터리 등. 항공기 동역학, 전자 필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제어 시스템

Easy5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응용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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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5
Advanced Controls & Systems Simulation

기능

•미리 만들어진 수백개의 시스템 부품을 이용해
시스템 모델을 쉽게 구성

•미리 정의된 도표를 이용해 시스템 레벨의 모델
구성 및 해석 용이

•Easy5와 다른 MSC 제품과의 연동으로 완전한
가상 시제품 완성

•Windows 및 Linux OS 환경에서 64비트 해석
지원

•SimManager와의 연동으로 모델과 결과의
편리한 공유 사용

•부품 라이브러리의 커스터마이징 가능

•Windows 스타일 기능들로 구성된 편리한 GUI 
환경 제공

•Adams, MSC Nastran, Simulink 등 다양한
CAE 솔버와 연동

•FMI(Functional Mockup Interface)지원으로
편리한 Co-Simulation(연동해석) 가능

적용 효과

•복잡한 다층 시스템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

•설계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제품 개선

•문제점 파악 및 효과적인 설계 개선안 도출

•공유 가능한 라이브러리 사용으로 CAE 비용
감소

•다른 툴과의 통합으로 CAE 효과 향상



Marc는 광범위한 설계와 제조 과정에 걸쳐 정적 , 동적 ,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연동해석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 (FEA)
소프트웨어입니다. Marc는비선형물성거동및시간경과를고려한환경특성을모델링
할 수 있어, 사용자의 복잡한 설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비선형 및 다분야 통합 솔루션 부문 : Marc는 비선형 해석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설계의 성능 평가, 생산 하중 성능 및 파괴 예측 등 제품
수명 전역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강건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arc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열 전달 해석
- 전자기장 해석
- 전기-열-구조 연성 해석

•비선형 물성 : 다분야 해석 및 유체 해석, 구조, 열 해석 등을 위한 200개 이상의 요소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금속 및 비금속 물성 모델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파손 및 파단 해석 : 연성, 취성, 복합재, 탄성체 및 콘크리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물성 등급에 적합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파손 및 파단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텍 해석 : 컨텍 모델을 간단히 정의하고,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변화 등을 해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성해석에서는 마찰 및 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리메쉬 : 높은 응력 변화를 겪거나 요소의 변형이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부적 또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리메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렬처리 : 해석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렬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서와 그래픽카드를 활용해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통합 환경의 전/후 처리기 : 비선형 해석을 위한 복잡한 모델을 빠르게 생성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어, 전체 해석 과정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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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 MULTI-PHYSICS

Marc
Advanced Nonlinear Simulation

- 열-구조 연성 해석
- 압전 소자 해석
- Electrostatics-Magnetostatics -구조 연성 해석

기능

•재료 비선형 해석

•제품 성능과 제작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컨텍 기능

•비선형 구조, 열, 전자기 연동해석

•비선형 열전달 해석

•형상기억합금 및 납땜 등 특수 재료 모델

•자주 사용되는 연결부위에 대한 상세한 접합부위
모델

•공유 및 분산 병렬 CPU 지원 및 최고 수준의
반복 해석 솔버

•해석의 강건성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자동 리메쉬

•강재와 복합재에 대한 파손 및 피로 해석 연동

•실제적인 하중 조건하에서의 균열 발생 및 균열
진전 예측

적용 효과

•통합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및 제품 성능
개선, 그리고 설계 최적화 프로세스 단축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 보증 수리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신뢰성 있는 해석 능력

•1971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비선형 해석 솔버로
출시된 이래, 기하학적인 비선형, 재료 비선형,
경계조건 비선형 구조물에 대한 거동을
해석하는 혁신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강건한
솔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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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PROCESS

Simufact
Manufacturing Process Simulation for Metalworking Industry

Simufact는 금속 성형(Forming), 용접(Welding), 열처리(Heat treatment), 적층(AM,
Additive Manufacturing)공정에대한해석을수행할수있는시뮬레이션솔루션입니다. 

Simufact 솔루션을 통해 블랭킹, 와이어/빌렛 전단 가공, 다단계 성형, 펀칭, 트리밍,
열처리, 기계적 접합, 용접 및 적층 공정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제조 공정 최적화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Simufact는 Simufact Forming, Simufact Welding, Simufact Additive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Simufact Forming
완벽한 3D 기능을 통해 금속 성형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수행

•단조(Forging), 성형(Forming) 해석

•박판 성형(Sheet metal forming) 해석

•압연(Rolling, Ring rolling) 해석

•자유단조(Open die forging) 해석

•열처리(Heat treatment) 해석

•기계적 접합(Mechanical joining) 해석

Simufact Welding
복잡한 용접 공정 중 발생하는 용접 변형 및 잔류 응력 예측

•아크 용접(Arc welding) 해석

•레이저 빔 용접(Laser beam welding) 해석

•전자 빔 용접(Electron beam welding) 해석

•브레이징(Brazing) 해석

•저항 점 용접(Resistance spot welding) 해석

•열처리(Heat treatment) 해석

•냉각(Cooling) 공정 해석

Simufact Additive
변형, 잔류 응력 등 금속 3D 프린팅 출력물의 결과 예측

•적층(Additive Manufacturing, Build-up)
공정 해석

•서포트(Support) 절단(Cutting) 및
제거(Removal) 공정 해석

•열처리(Heat treatment) 해석

•힙(HIP, Hot Isostatic Press) 공정 해석

기능

•병렬처리를 통한 해석 속도 증대

•직관적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Simufact Forming
- 복잡한 기계장치의 기구학적 특성 고려
- 소재의 비선형 재료 특성(소성, 변형률, 온도
효과) 고려

- 성형 공정 해석 결함 예측
- 열역학적 특성 고려: 초기 가열 조건, 성형 및
마찰로 인한 온도 상승, 소재/환경 간 열전달

- 미세 조직(Micro-structure) 거동 예측
- 재료 물성 데이터베이스 제공

•Simufact Welding
- 복잡하고 다양한 용접 공정(순서, 속도, 열량
등) 시뮬레이션

- 용접 공정 / 용접 후 발생하는변형, 
잔류 응력 예측 및 용접 결함 파악

- 다양한 용접 열원 및 구속조건 모델
- 상변태(Phase transformation)를 고려한
용접해석

-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예측 및 용접 후
강도 평가

•Simufact Additive
- 적층 공정의 각 단계별 응력, 변형 및
크랙(Crack) 예측

- 매크로(Macro) 해석 기능: 보정(Calibration)
기능

- 메조(Mezo) 해석 기능: 열 및 열-구조
연성해석

- 적층 해석 결과와 실제 출력물 또는 초기 설계
데이터와 비교 분석 기능

적용 효과

•성형, 용접 및 적층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설계 최적화 및 생산 비용 절감

•성형 해석과 용접 해석의 연계해석을 통해, 실제
제조 공정 설계 및 제품의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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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etra | scFLOW기능

•비정형화된 메쉬, 중첩 메쉬, 메쉬 자동수정

•불연속 메쉬 접촉면 지원

•ALE(회전, 병진, 인장) 기능

•동적 이동 요소, 중첩 메쉬, 형상 최적화

•FVM(유한체적법), 압력조절

•열의 전도, 대류, 복사, 태양열 복사, 주울 히팅,
분산, 상대/절대 습도, 응축, 화학반응, 연소

•입자, 반응 입자, 하전 입자, 스프레이, 액체
필름, 결로 현상

•정상상태 예비해석, 과도응답/와류 해석

•비압축성/압축성 유체, 비-뉴턴 유동

•부력, 다중 유체 혼합, 가스 혼합

•자유면, 응고, 융해, 증발, 확산, 진공, 부식,
확산된 다중 유동

•공기역학 소음해석, 약 압축성 유동

•전도체 전류, 전압

•고정 압력, 압력 손실, 흡음재/차음재 압력

•사용자 지정 기능, Java script 기능

•초대형 256코어 병렬해석까지도 선형적
성능향상 보장

적용 효과

•복잡한 모델의 열-유동 현상까지 빠르고 정확한
진단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을 설계 초기에 확인

•문제점 파악 및 효과적인 설계 개선안 도출

•MSC 및 타사 솔버와의 체인 해석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정확한 해석 가능

- 음향/소음 해석 (Actran)

- 구조 해석 (MSC Nastran)

- 동역학 해석 (Adams)

- 최적화 해석 (Optimus)

- 전자기장 해석 (JMAG-Designer, Femtat,

EMsolution)

- 화학반응해석 (LOGE)

- 후처리그래픽 (EnSignt)등

1984년 설립된 Software Cradle은 혁신적인 CFD 해석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로,
2017년 MSC Software에 인수됐습니다. Cradle은 복잡한 열 -유체 현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CFD 해석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C/Tetra - Unstructured Mesh를 사용하는 열- 유체 해석 소프트웨어
SC/Tetra는 복잡한 형상과 모델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비정형화된 메쉬를
사용하는 범용 열 -유동해석 솔버입니다. 정교한 메쉬 생성 알고리즘, 빠른 계산시간,
적은 메모리 사용,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열 전달을 포함한 고정밀도의
유동해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scFLOW - Polyhedral Mesh를 사용하는 열- 유체 해석 소프트웨어
scFLOW는 SC/Tetra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전보다 3배
빠른 계산이 가능한 새로운 솔버입니다 . 특히 scFLOW의 새로운 전처리기 (Pre-
Processor)는초급사용자도복잡한형상을쉽게모델링할수있고, 정밀도높은메쉬도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고속 자동 메쉬 : 프리즘 레이어 요소기술을 이용해 비정형화된 메쉬(4면체, 5면체,
6면체, 다면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교한 표면 형상을 그대로 구현할
수있어, 자동차의공기유동, 팬날개의설계등에유용하게적용되고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메쉬를 위해 다중 코어의 병렬계산도 지원합니다.

•자동 메쉬 향상 : 정상 상태 예비해석 기능을 통해 유동이나 압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위를 감지한 뒤, 초기 메쉬를 자동으로 정제 및 수정해 복잡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관류흐름의 해석을 크게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면 유동해석 : 가스와 유체의 접촉면에 대한 자유면 유동해석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보적인 접합면 인식 기능을 통해 고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경계조건, 메쉬끼리 중첩해서 만나는 상태, 입자의 추적, 파도 위에서 배의
흔들림, 가솔린 탱크의 진동 등에 확장 적용됩니다.

•유동 강체의 동적 해석 : 유동과 연계된 강체 구조물의 병진 및 회전 운동을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이 삽입된 밸브, 풍력 발전기, 발전기 블레이드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진공 해석 : 유체의 압력이 주변보다 낮아져 진공상태가 되는 증발 현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식으로 인한 진공상태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첩 메쉬 : 다른 CFD 제품에서 처리할 수 없는, 움직이는 영역과 고정된 영역의
메쉬가 중첩된 상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중의 움직이는 영역 사이의 중첩된
접촉이 가능해 엔진 밸브의 개폐, 기어 펌프 등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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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tream | HeatDesigner | PICLS

•형상 표현을 위한 다양한 방식 지원 :
복셀 메쉬(블록), 컷 -셀 메쉬(CAD툴
을 이용해 만든 형상), 비정형 요소로
구성된 유한요소 모델 중첩 등을다양
하게 적용해 형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계산 : 구조화된 메쉬를 사용해
복잡한 모델의 수정이 필요 없으며,
모델의 형상 혹은 크기에 관계없이
메쉬를쉽게생성할수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다중 코어의 병렬 계산을
지원해, 서브 도메인의 개수에 따라
해석속도가향상됩니다.

•형상 라이브러리 : 자주 사용되는 형상
들에대한라이브러리를등록해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열회로모델: 다중저항모델인델파이
모델구현으로고정밀도의해석이가능
합니다.

•히트파이프, 히트싱크 : 열전달파이프
및 방열재 핀들을 간단하게 매개변수
로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기화/응결 해석 : 자유면 유동해석 및
상변화 해석 기능을 통해 가스-유체의
접합면에서발생하는기화현상을포함
한 유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재되어 있는 잠열 및 가스와 유체의
압력차이로인한체적변화도고려됩니다.

•움직이는대형시스템: 움직이는강체에
의해생성된유동을계산할수있습니다.
발열/흡수, 공기의공급/회수등을포함
해강체의병진, 회전, 탄성변형등을고려
해해석합니다. 지하철역전체시스템에
서전동차가이동/교차시발생하는유동
현상등에적용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 변수 : 삼각함수 및 IF문
(Statement)과 같은 상태 조절 함수를
별도로 컴파일링 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블록 : 모델상에서 메쉬의 일부분
을불연속상세메쉬로변경할수있어,
보다정확하고효율적인해석이가능합
니다.

scSTREAM - Structured Mesh를 사용하는 열- 유체 해석 소프트웨어
scSTREAM은 뛰어난 사용자 환경과 고속 처리 성능을 강점으로 평가 받으며, 전자 및
건축분야에서 30년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초 대규모 해일 해석, 도시 전체의
건물들에 대한 외부 유동해석 , 움직이는 기차 전체의 시스템 유동 해석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HeatDesigner - 전자부품을 위한 열설계 도구
HeatDesigner는 scSTREAM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열 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로,
전자제품의 열 특성 해석을 위해 특별히 개발됐습니다. HeatDesigner는 열-유동-냉각
해석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PICLS - PCB의 실시간 열 시뮬레이션을 위한 툴
PICLS는 회로 기판(Circuit Boards)의 2차원적인 간단한 열해석을 통해, 마이크로
칩들의 배치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설계 툴입니다. PICLS는 상세한 3차원 해석 제품인
scSTREAM 또는 HeatDesigner와 쌍방향으로 모델 및 결과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능

•정형화된 메쉬: 4면체, 6면체, 복셀, 컷-셀 등

•위저드를 통한 쉬운 셋업, 미리 세팅된 다양한
기본 초기값들

•수정 가능한 재료물성 라이브러리

•정형화된 메쉬와 비정형화된 메쉬간의 중첩

•다중 블록, 움직이는 구조체를 포함한 유동

•FVM(유한체적법), 압력조절

•열의 전도, 대류, 복사, 태양열 복사, 주울 히팅, 
분산, 상대/절대 습도, 응축, 화학반응, 연소

•입자, 반응 입자, 하전 입자, 스프레이,          
액체 필름, 결로 현상

•정상상태 예비해석, 과도응답/와류 해석

•비압축성/압축성 유체, 비-뉴턴 유동

•부력, 다중 유체 혼합, 가스 혼합

•자유면, 응고, 융해, 증발, 확산, 진공, 부식,    
확산된 다중 유동

•전도체 전류, 전압

•고정 압력, 압력 손실, 흡음재/차음재 압력

•사용자 지정 기능, Java script 기능

•초대형 256코어 병렬해석까지도 선형적
성능향상 보장

적용 효과

•복잡한 초대형 모델의 열-유동-냉각 현상까지
빠르고 정확한 진단

•회로 기판(Circuit boards) 열 해석으로 빠르고
간편한 마이크로 칩들의 배치 최적화

•MSC 및 타사 솔버와의 체인 해석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정확한 해석 가능

- 구조 해석 (MSC Nastran)

- 동역학 해석 (Adams)

- 전자기장 해석 (JMAG- Designer, Femtat, 

EMsolution)

- 후처리 그래픽 (EnSignt) 등



16 |  MSC Software

VIRTUAL DRIVE TEST

Virtual Test Drive(VTD)
Complete tool-chain for driving simulation applications

VTD (가상주행환경) 구성의 4단계

1. 가상 세계의 정적 환경 구축

Road network editor 툴을이용해복잡한도로,
철도, 교통신호 등을 구성 가능하며, 이와 같은
모든 정적 환경을 OpenDRIVE, OpenCRG
포맷으로입출력가능. 사실에가까운도로노면,
건물 질감, 차량, 보행자, 동식물또한표현가능.

2. 가상 세계의 동적 환경 구축

Scenario editor 툴을 이용해 손쉽게 동적
환경구축 가능 . 복잡한 신호체계 , 다양한
시나리오 생성, 다양한 운전 방법, 매우 많은
군집 차량의 자율주행 등 구성 가능.

3. 가상 세계의 시뮬레이션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 지원
(RealTime/Non-RealTime 시뮬레이션,
워크스테이션, HPC 및 Parallel Computing
지원)

4. 가상 세계 시뮬레이션 자동화

구축된환경을이용해 VTD 내의환경뿐아니라,
타솔루션과 연계 가능. 사용자에 맞게 다양한
레벨로 커스터마이징 가능. 관련된 모든 SDK
제공(다양한 센서 개발 툴킷, 동적 시뮬레이션,
이미지 생성 등을 위한 템플릿을 SDK 형태로
지원)

OpenDRIVE OpenCRG OpenSCENARIO

1996년에 설립된 비레즈 시뮬레이션테크놀로지 (VIRES Simulationstechnologie
GmbH)는 능동형 안전 시스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테스트 및
검증을위한선도적인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 2017년MSC Software에인수됐습니다.  

VIRES의 Virtual Test Drive(VTD)는 가상 주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툴
체인입니다. 도로 및 철도 기반 시뮬레이션의 범위에서 가상 환경의 생성, 구성, 표현 및
평가를위한통합된툴킷으로, 노면생성, 시나리오정의, 교통 시뮬레이션, 사운드재생,
이미지생성등의모듈화된툴체인을제공합니다. 

또한 VTD는 오픈 파일 포맷을 지원합니다. 개방형 표준 도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오픈
드라이브(OpenDRIVE)와도로표면시뮬레이션을위한오픈씨알지(OpenCRG)및테스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위한 오픈시나리오(OpenSCENARIO)로 구성된 오픈 솔루션을
통해조화롭고효율적인개발환경구축에기여하고있습니다. 

VTD는다양한상용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와호환가능한오픈플랫폼개념에서출발한
가상 시뮬레이션 툴 체인입니다. SIL, DIL, VIL, HIL이 하나의 툴 체인에서 가능한
플랫폼으로, 다른솔루션과쉽게인터페이스및통합할수있습니다.

VTD는정적환경과동적환경을구축할수있고, 구축된환경을고품질의이미지로표현
및생성할수있습니다. 날씨, 도로노면, 건물, 빛반사등에대한사실적표현이가능하며,
다양한센서모델을제공해, 통합된가상주행환경을제공합니다.

또한, 차량 동역학모델의구체화를위해 VIRES VTD의차량모델은 Adams Real Time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Company Overview Brochure   |   17

STRUCTURES & MULTI-PHYSICS

MSC Nastran
Multidisciplinary Structural Analysis

MSC Nastran은선형/ 비선형영역에서정적, 동적, 열해석및최적화, 피로해석까지수행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다분야 통합 구조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구조물에발생할수있는원하지않는상황(과도한응력, 공진, 좌굴, 변형등)을방지하기
위해, MSC Nastran을 통해 구조 시스템에 필요한 강도, 강성 및 수명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설계의 경제성 및 승객의 승차감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됩
니다. 

MSC Nastran은 정교한 유한 요소 기법을 기반으로, 선형, 열, 진동해석(SOL101~
SOL200)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mplicit (SOL400), Explicit (SOL700) 비선형 솔버를
이용해 다양한 비선형 문제까지 해석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최적화 알고리즘(SOL
200)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NEF 및 NEVF 피로해석 솔버는 다중 코어를
이용한병렬해석방식으로초대형모델의피로해석을빠르게수행할수있으며, 최적화와
연계해 피로 내구 수명을 직접 목적함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형 구조해석 (SOL101~105)
- 선형해석및섭동해석 (SOL101)
- 고유진동해석 (SOL103)
- 좌굴해석 (SOL105)
- 국부적능동메쉬수정
- 점용접, 연속용접, 접착제접촉

•동적 구조해석 (SOL107~187)
- 복소수고유진동해석 (SOL107)
- 직접주파수응답해석 (SOL108)
- 로터다이나믹스해석 (SOL108,

128,110~111)
- 모달주파수응답해석 (SOL111)
- 랜덤해석 (SOL111)
- 직접과도응답해석 (SOL109)
- 모달과도응답해석 (SOL112)
- 선형/비선형과도응답해석 (SOL129)
- 공력탄성/아음속 해석, 공력탄성/
초음속해석 (SOL144~146)

- DDAM 함정충격해석 (SOL187)
- 초대형모델 ACMS 해석
- 흡음재 /차음재모델링

•피로 내구 해석 (NEF, NEVF)
- S-N, e-N 피로해석, 진동 피로해석,

FOS (Factor of Safety) 해석, 
다축 피로해석

- 멀티 코어 병렬 피로해석, 
최적화 피로해석

•비선형 구조해석 (SOL400)
- 재료비선형해석
- 기하비선형해석 : 글로벌자동메쉬
- 대변형해석
- 기타 해석 : 비선형좌굴해석, 
스프링백해석, 균열진전해석, 
비선형로터다이내믹스해석, 
점진적파손해석, 접착제탄성적용,
사용자정의서브루틴적용해석

•외연적 비선형 구조해석 (SOL700)
- 충돌/낙하/충격해석, 하이브리드
더미라이브러리, 에어백해석, 

- 폭발/수중 폭발해석
- FSI(유체-고체연성)해석, 
진공와류해석

•열 전달, 열 응력 해석 (SOL153, 159)
- 정상 상태열해석, 과도응답열해석,
전도/대류/복사열해석

- 수퍼엘리먼트열복사해석, 
열접촉경계조건, 유체 내의고체이동

•최적화 해석 (SOL200)
- 두께/형상 최적화, 토폴로지/
토포메트리/토포그래피 위상 최적화

- DOE(실험계획법)최적화
(Adams/Insight 연계)

- MMO(다중모델 최적화)

기능

•다분야 통합 구조해석

MSC Nastran은다분야해석기능을
갖추고있어, 다양한 엔지니어링 문제도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립된 구조물의 모델링

구조 시스템은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C Nastran은 시스템 수준의
구조 해석을 위해 여러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구조 최적화

설계 최적화를 위해 반복적인 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SC Nastran은 허용된 설계 공간에서
최적의 구성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설계 최적화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기술

전통적인 FEM 소프트웨어의 경우, 모델
사이즈에 따라 솔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MSC Nastran은 다양한 고성능 컴퓨팅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대형 사이즈의
모델도 신속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HIGH PERFORMANCE
COMPUTING

LI
N

EA
R

   
   

   
   

   
 N

O
N

LI
N

EA
R

LI
N

EA
R

   
   

   
   

   
 N

O
N

LI
N

EA
R

DYNAMICS

FATIGUE

STATICS

THERMAL

A
U

TO
M

AT
ED

O
P

TI
M

IZ
AT

IO
N

MSC Nastran에서 제공하는 해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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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tran
Explicit Dynamics & Fluid Structure Interaction 

Dytran은 충격 혹은 충돌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복잡한 비선형 거동을 해석
하는 외연적(Explicit)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Dytran은 충격, 충돌, 관통,
폭발, 유체 -고체 연성 해석 등 재료의 극심한 변형 및 유체와의 연동 거동을 해석하는
가장 상세하고 강건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단일 해석 환경에서 구조, 재료의 흐름, 고체 -유체 연성 해석 등이 가능하며, 강력한
연성 해석 알고리즘을 통해 구조물과 유체의 연성 해석 및 대변형 재료 거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합니다. 

Dytran은 솔리드, 쉘, 빔, 멤브레인, 커넥터 및 강체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
구조물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선형 응답 및 파손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탄성체, 비등방체, 점탄성체, 고무, 에어백, 비선형 물성, 폭발성 화약, 허니컴 재료,
복합재료 등 다양한 재료 물성 모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강건한 해석

Dytran의 해석 정확성은 물리적 시험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Dytran은 설계자가 실제 발생하는 현상의 다양한 동적 거동에 대한 반응을 시제품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품 파손의 잠재적 가능성 평가 및 최종 제품이
고객의 안전, 신뢰성, 규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항공분야적용 : 항공기불시착, 연료탱크슬로싱및파손, 조류충돌, 엔진블레이드의
격납, 항공기충돌, 시트설계및안전도, 항공기격납고의경화처리해석등에적용

•자동차 분야 적용 : 에어백 설계 및 승객 거동 해석(OOPS 더미 포함), 더미 모델링과
시트 설계, 차량 충격 및 충돌 해석, 타이어 수막현상, 연료탱크 슬로싱 및 파손
해석 등에 적용

•방산 업체 적용 : 성형 작약 폭탄 시뮬레이션 및 무기 설계, 발사체의 관통 및 목표물
타격, 유압 펌프, 선박 충돌, 수중 충격 폭파, 폭파 내성 및 생존율 해석 등에 적용

•기타 산업체 적용 : 병 및 용기 설계, 복사기 용지 공급, 낙하, 운동기구 충격, 포장재
해석 등에 적용

기능

•아주 짧은 순간에 극한 동적 변형이 수반되는
상황(충격, 충돌, 낙하, 쇼크, 진동, 폭발, 관통,
슬로싱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외연적 비선형 솔버

•강건하고 효율적인 3차원 접촉 해석 기능을 통한
여러 파트와 어셈블리 간의 모델 상호 작용

•연동 알고리즘: 구조물을 위한 Lagrange 솔버
및 유체를 위한 Euler 솔버가 내부에서 같이 연동

•완벽한 유한요소 모델 라이브러리(빔, 쉘,
솔리드, 스프링, 댐퍼 등) 및 대변형 솔버

•대변형 비선형 재료 모델 라이브러리: 금속,
복합재, 흙, 흡차음재, 액체, 가스 등

•분산 병렬 CPU 처리 지원: 유체를 위한 Euler
솔버 및 커플링 곡면까지 계산

적용 효과

•Dytran의 일관된 모델링 및 가장 진보된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을 통해
물리적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시험 비용 최소화

•다른 시뮬레이션 툴들이 쉽게 결과를 낼 수 없는
실제적인 비선형, 동적 거동 문제에 대한 상세한
통찰력 습득

•단일한 해석 환경하에서, 설계 초기 단계에
‘What- if’ 해석들을 통해 복잡한 제품 검증

•Dytran을 통한 해석 결과를 적용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파손에 대한 확률 최소화

•충돌, 유체-고체 연성 해석



Company Overview Brochure   |   19

DURABILITY

MSC Fatigue
FE-Based Durability Simulation

MSC Fatigue는 유한요소법에 기초한 내구 및 피로 해석 솔버입니다. 구조물이 시간
영역이나 또는 주파수 영역의 하중의 조합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한요소 해석 솔버를 통해 응력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응력의
집중 위치가 피로 파괴의 취약 부분인지, 혹은 피로 파괴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MSC Fatigue는 최소한의 피로 지식을 가진 사용자도 다양한 내구성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SC Fatigue를 통해 단일 환경에서 고주기 피로, 저주기 피로,
균열 진전 피로해석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피로 결과는그래픽후처리를통해
피로취약부를쉽게파악할수있으며, 내구수명에영향을미치는 인자에 대한 개선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MSC Fatigue는 MSC Software가 20년 넘게 개발해온 고급 모듈 이외에 nCode
DesignLife의 피로해석 솔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MSC Fatigue 모듈

MSC Fatigue는 해석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모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sic stress life and strain life : FE 모델의응력/ 변형율결과와다양한하중, 주기적인
재료 특성을 사용해 수명과 파손을 예측합니다. 응력-수명(S-N)방법으로 알려진 총
수명방법과, 변형율-수명(e-N)방법으로알려진국부균열발생방법이있습니다.

•Strain Gauge : FE 모델에가상의 Strain Gauge를생성해, 시간에따른다양한하중의
영향을 시간 이력으로 생성합니다.

•Multiaxial : 일반적인 한 축 방향 응력 또는 비례 하중 상태와는 반대로, 비례하지
않는, 다축 방향 응력 상태의 수명과 파손을 예측합니다. 균열 발생(e-N) 및 총 수명
(S-N) 방법은 수명 예측 및 안전 계수 분석에 각각 사용됩니다.

•Vibration Fatigue : 직접외부응답 PSD 또는 MSC Fatigue에서계산된 PSD를사용해
주파수 영역에서 랜덤 진동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피로 수명을 예측합니다.

•Fracture : FE 모델 데이터와 결과를 사용해 균열 진전 속도와 시간을 예측합니다.
응력 결과는 공칭 또는 원거리 응력이 될 수 있으며 단일 위치로 정의되거나 모델의
영역에서 평균화 될 수 있습니다.

•Welds : 총 수명(S-N) 방법에서 정적 또는 동적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통해 용접
연결부의 피로 수명을 예측합니다

•Wheels : 연속적인 하중 조건들에 대한 휠 피로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바디의
주변을 따라 회전하는 하중이 부하되는 회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고주기 피로, 저주기 피로 및 균열 진전 피로
해석

•응력-수명(S-N), 변형율-수명(e-N), 
선형 탄성 파괴역학(LEFM) 방법

•해석 모델의 크기 제한 없음

•수정 가능한 재료 피로 물성 데이터베이스
(S-N, e-N, Cyclic)

•다양한 상용 해석 솔버 결과 지원 :
MSC Nastran, Adams, Marc, 
ABAQUS, ANSYS

•500개의 하중 조합을 동시 적용 가능

•표준 시간 이력 하중 데이터 베이스 지원

•다양한 시험 데이터 포맷 지원 :
RPC, DAC, ASCII

•비례하지 않는, 다축 응력 상태 지원

•단일및다중채널 PSD를통한주파수영역해석

•다양한 균열 형상을 포함하는 컴플라이언스
함수 라이브러리

•점 용접 및 연속 용접의 피로해석

•Sine Dwell 방식 및 Sign on Random 방식의
진동 피로해석

전제 조건

•Patran 사용 필수

MSC Fatigue Basic package :

•응력-수명(S-N), 변형율-수명(e-N) 피로해석

•Strain Gauge

MSC Fatigue Advanced package :

•Fracture

•Vibration (PSD, Shaker Table)

•Multiaxial •Wheels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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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Nastran Desktop
Multidiscipline Simulation for the Desktop

MSC Nastran Desktop은 MSC Nastran과 Adams 솔버의 기능을 SimXpert의 다분야
통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 제품으로, MSC의 주요 CAE 솔루션을
유연한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제품은특히부품공급업체및중소규모제조업체에서경제적인비용으로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MSC Nastran Desktop과 같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CAE에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시뮬
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SC Nastran Desktop은 모듈 형태로 옵션들을 확장할 수 있어, 현재의 필요 수준에
맞추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한편, 향후 요구의 확대에 따라 손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지니어는 현재 필요 수준에 맞는 MSC Nastran의 기능부터 시작해 동일한
사용자 환경에서 향후 고급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및 빠른 기술
습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SC Nastran Desktop 모듈

•MSC Nastran Desktop Structures : 정적 및 동적 하중을 받는 단품 및 어셈블리
구조물에 대한 응력 해석을 수행한 뒤,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 성능을 만족하는지,
구조물이 좌굴 또는 항복응력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MSC Nastran Desktop Structures & Motion : MSC Nastran Desktop Structures
모듈의 강력한 기능과 함께 Adams의 다물체 동역학(MBD) 및 기구학 해석 기능을
통해 시스템의 실제 기능적 성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MSC Nastran Desktop Advanced Dynamics : Structures 모듈에추가되는모듈로,
구조 진동 및 소음 담당 엔지니어가 동적 하중 조건에 영향을 받는 디자인을 시뮬레
이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SC Nastran Desktop Advanced Structures : 재료비선형, 접촉, 대변형및변위
거동, 열-기계 연동문제를 포함한 비선형 및 다분야 통합 문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합
니다.

•MSC Nastran Desktop Advanced Structures & Motion : MSC Nastran의강력한
비선형 해석 기능과 함께 Adams의 다물체 동역학 및 기구학 해석 기능을 이용해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능

•CAD Defeaturing 기능 및 메쉬

•복잡한 부품 및 어셈블리 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MSC Nastran의 광범위한 유한
요소 해석 기능 이용

•Adams의 다물체 동역학 및 기구학 기능을
이용해 동적 시스템의 상호작용 연구

•다중 자동화 해석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템플릿
기능

적용 효과

•통합된 사용자 환경을 통한 생산성 향상

•각각의 가상 프로토타입 성능 최대화를 통해
물리적인 테스트 비용 절감

•대형 FEM 모델의 어셈블리 구성 및 관리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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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an
Complete FEA Modeling Solution

Patran은유한 요소해석을위한 Pre/Post 소프트웨어로, MSC Nastran, Marc, Abaqus,
LS-DYNA, ANSYS, Pam-Crash 등 다양한 유한 요소 솔버들에 대한 ‘모델링, 메쉬 및
해석조건 설정, 결과의 후처리’까지 Pre/Post의 전체 과정을 지원합니다. 

Patran은선형, 비선형, Explicit dynamics, 열해석및기타유한 요소 해석을위한해석
모델 생성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CAD 모델에 존재하는
틈새(Gap)와 조각(Sliver)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Geometry cleanup tools’부터
처음부터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리드 모델링 도구’까지, Patran은
다양한 툴을 통해 CAD 모델의 형상을 정리하고, 해석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
습니다. 

또한 자동 메쉬 생성 방법과 수동 생성 방법, 또는 두 방법의 조합을 통해 1D, 2D, 3D
CAD 모델에 쉽게 메쉬를 생성할 수 있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솔버들을 위한 재료 물성 정의, 하중 및 경계 조건 정의, 해석 설정을
지원하고 있어, 여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Patran은 각 회사에 셋업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따라 그래픽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PCL(Patran Command Language)을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메뉴를 생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명령어 등을 통해 강력한 모델링 및 해석 기능
메뉴를스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형상 정리 작업이나 데이터 재생성 작업
없이도, 기존에 작업한 모델을 재사용해, 변경된 설계안에 따른 모델 수정, 해석 수행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MSC Apex에서 작업한 지오메트리와
메쉬를 Utilities 메뉴에서 간편하게 Import 할 수 있습니다. 

Package 제품으로 MSC FEA(Patran + MSC Nastran), MSC AFEA(Patran + Marc),
MSC TFEA(Patran + Sinda)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

•자동/ 대화형 지오메트리 특징 인식 기능을 통
해, CAD 형상을 확인 하는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MSC의다양한솔버는물론타사솔버도지원

•NEF(Nastran Embedded Fatigue)를 위한
Node에서의 응력지원및솔리드요소를위한
표면환산응력지원

•Mesh-on-mesh 기능으로 자동 surface 및
solid 메쉬 생성

•MSC Nastran 최적화해석설정으로설계
최적화지원

•해석결과검토를위한다양한후처리도구사용

•PCL(Patran Command Language)을 이용한
사용자 맞춤 메뉴 생성

•새로운 OP2 (PARAM,POST,1)MSC Nastran 
결과 포맷으로 대형 결과 파일을 Attach 해서
사용 가능

•MSC Nastran의 HDF5결과 파일 지원

•MSC ProCOR: 유한 요소 모델과 모달 테스트
또는 두 가지 다른 FE 모델간의 상관 관계 분석
도구

•MSC Laminate Modeler: 적층 복합재의 설계,
해석 및 제조를 지원하는 Patran 모듈

적용 효과

•설계와 개발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

•시뮬레이션 사용증가로 개발비용 감소

•다분야 해석과 최적화 해석으로 생산성과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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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Manager
Simulation Process and Data Management

SimManager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해줍니다. SimManager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교한 데이터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SimManager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한 고객들은 CAE 필요 사항에 대한 MSC의
깊은이해와통찰력, 그리고오랜시간축적해온경험과지식이무엇보다큰도움이되었
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MSC Software는 SimManager를통해사람, 프로세스, 그리고기술을통합해시뮬레이션
과정이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로써 시뮬레이션 관련 작업이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제품 개발 비용 절감은 물론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프로세스및데이터관리기술을통해, 모든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시뮬레
이션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웹 기반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인 SimManager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모든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SimManager는 소규모 작업 그룹부터 전사적인 규모까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Best Practice의 정립 및 표준화

•통합된 팀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협업

•제품 개발 기간 단축

•프로세스 및 제품의 혁신 가속화

프로세스 관리 및 자동화

•자동화를 통한 수동 반복 작업/ 프로세스 감소

•작업 요청 및 진행 상황 자동 통보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가능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관련된 설계 목표들에
대한 빠른 평가 및 점검

•내장된 해석 실행 기능을 통해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와 서버 컴퓨터의 연동 최적화

•자료 추적 기능을 통해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입력자료, 출력자료의 보고서 작성

•MSC 제품, 타사 제품 및 회사 내 자체 개발
제품들을 모두 지원하는 개방형 시스템

•기존 사용 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효용성 극대화

•웹 기반의 그래픽 환경으로 익숙한 사용자 경험
제공

전사적 통합

•MSC 제품들에 대한 개별 접속에서
SimManager와의 통합 접속으로 변화

•외부 제품 및 다른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툴들의
웹을 통한 접속

•OpenPDM 기술을 이용한 PDM과의 통합

•기타 필요한 관리시스템과의 통합

•MSC Analysis Manager, LSF, Sun Grid, PBS
Pro 등 해석 관리 툴들과의 완벽한 호환성

•시험 자료의 통합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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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Center
Material Lifecycle Management

MaterialCenter는 Material 전문가와 CAE 시뮬레이션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Material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입니다. 

전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은 제품 혁신을 위해 플라스틱과 복합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제품개발단계에서급격히증가하는방대한양의복잡한
재료물성에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aterialCenter는 통합 환경에서 필요한 재료를 자동으로 선정해주고,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재료의 전체적인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재료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은 MSC의 대표 제품군인 MSC Nastran, MSC Fatigue, Marc
및 Digimat과 직접 연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대형 제조업체들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MaterialCenter는 물리적인
시험, 다중스케일 재료 모델링, 재료 적용 승인 프로세스 등 재료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프로세스 환경 내에서 재료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엔지니어가
승인된 재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이는해석의신뢰도를높여줄뿐아니라수작업으로재료를선정하는데소요되는엄청난
시간의단축및데이터소실을방지해줄수있어, 엔지니어들이혁신적인신제품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MaterialCenter는 10만개 이상의 프로세스까지 확장 가능한 입증된 성능과 페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재료 데이터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해석 엔지니어 및 재료 엔지니어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기능

•대시보드를 통해 재료 데이터의 신속한 평가
및 관리 가능작업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감사 추적 기능으로 모든 물성 관련 프로세스 및
입·출력 문서화

•프로세스 중심의 데이터 관리 자동화로 수동
데이터 입력 최소화

• 모든 데이터 유형(표 형식, 곡선, 이미지 등)에
대한 검색, 추출, 비교를 위한 강력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웹기반인터페이스로분산데이터생성및
유지관리 가능

•내장된 작업 대기열 인터페이스를 통해 재료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의 실행 최적화

• 엑셀, Digimat 및 타사 소프트웨어와 통합 가능

•양방향 REST API를 통해 MSC 제품 및
타사 제품에서도 MaterialCenter에 대한 
통합 액세스 가능

•OpenPDM 기술을 이용한 PDM과의 통합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 및 저장

•웹 기반 구성으로 빠른 배포 가능



Training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는MSC 제품에대한고객의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
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에대한기본교육및특화교육을제공하고있습니다.

MSC Software의모든소프트웨어에대한이론및사용법에대해초급, 중급, 그리고
전문화된고급교육을제공함으로써고객이프로그램사용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할수
있도록도와드립니다.

교육 과정은정규교육 과정과특별교육 과정(On-site, Special Class등)으로나누어
집니다. 정규과정의경우홈페이지를통해신청할수있으며, 특별과정의경우교육
담당자와별도로협의해진행할수있습니다. 

다양한방식의교육제공

•정규교육: 연내제공되는다양한종류의교육코스중필요한과정선택

-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교육센터웹사이트 (mscsoftware.co.kr/training)를통해
교육과정, 일정확인및신청가능

- 기본교육교재사용

•고객사방문교육: 교육수강자가일정규모이상일경우, 방문교육협의가능

- 기본교육교재사용

•특별교육: 정규 교육과정 내용 이상의 심화 과정 혹은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 실시 가능

- 교육 내용은 다수의 기본 교육 교재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혹은고객의요청에따라기본교육교재에포함되지않은고급기술
교육으로구성될수있습니다. 

- 특별교육은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로문의주십시오.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 교육센터

031-710-7611, www.mscsoftware.co.kr/training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

080-719-4466, msck_gst@mscsoftware.com

MSC Learning Center 

보다 유연한 교육 환경을 희망하시는 분께는 노트북, 태블릿 및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하실 수 있는 이러닝(e-Learning) 과정을 추천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C Learning Center

www.mscsoftware.com/msc-learning-center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에서는
고객의요구에맞게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정규교육
•고객사방문교육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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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글로벌 노하우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의 컨설팅 조직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MSC
Software가 지난 50년간 축적해놓은 실제적인 글로벌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엔지니어링 문제에 응용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높은 숙련도를
가진 전문가를 통한 작업 및 결과 도출을 원하신다면, 한국엠에스씨
소프트웨어의 컨설팅팀을 만나 보십시오.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의 컨설팅팀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용역 수행

•기술내용 전달

•현장 또는 웹을 통한 멘토링

•전문가 지원

•현장 기술지원

•시뮬레이션 용역 수행

•맞춤식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 방법론 개발

•특정 솔루션에 특화된 툴킷 개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 셋업

•교육

맞춤식 기술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는 고객의 특화된 요구사항 및 필요에 적합한
맞춤식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서비스는
프로젝트별 해석 대행 혹은 기술 인력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될 수
있습니다.

기술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

080-719-4466, msck_gst@mscsoftware.com

Global Engineering Services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의 컨설팅팀을
만나 보십시오!

•CAE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젝트별 시뮬레이션 수행
•내부 엔지니어에 대한 효과적 교육
•내부 엔지니어에 대한 멘토링
•CAE 결과와 시험결과와의 비교 검증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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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Software는CAE엔지니어를꿈꾸는대학생여러분의엔지니어기술및역량강화를위해

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Student Editions를통해 MSC 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동영상자료및활용예제등유용한학습자료들도 MSC 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습니다.

KSAE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Formula SAE 또는 BAJA SAE 등국내외자작자동차대회및학술대회에

참가하는학생들께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MSC Software가제공하는아카데믹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내용은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블로그를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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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에서운영하는공식블로그에방문해보세요!

MSC Nastran, Adams, Patran, Marc, Apex 등각제품별기술자료들이차곡차곡업데이트되고있습니다.

특히, MSC 제품을사용하고계신다른엔지니어들은어떤문제들을고민하고계신지궁금하시다면,

MSC 제품과관련해궁금한점이있으시다면, Q&A 메뉴를통해궁금증을해결하세요!

MSC의지식포털사이트 SimCompanion에는 MSC 제품에대한정보,

기술문서및전세계사용자들의기술지원내역이모두저장되어있습니다.

전세계 GURU들의보물같은기술히스토리가보관되어있는

SimCompanion을지금바로확인하세요.

누구보다발빠르게글로벌트렌드기술을확인하고싶다면?

정답은바로 MSC 본사블로그입니다!

매주업데이트되는포스팅을통해고수가제안하는

제품활용팁과활용사례를미리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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