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자체 개발 상용  
 

CAE 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 

마이다스아이티 

기계소프트웨어사업팀 

사업파트 

이준호 파트장 

 



  1 국내 CAE 개발의 현재 

  2 기업 실무 적용 사례 

  3 향후 개발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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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소프트웨어 기준 최대 600 개 그룹이 동시 도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한양대 등 

국산 소프트웨어 도약 : 분야 3년 연속 신규 도입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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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동해석 

(시간/주파수/스펙트럼응답, 랜덤진동) 

비선형 동해석 

(내연적/외연적 적분법) 

다물체 시스템 해석 

(선형/비선형 해석, 모드해석) 

유동해석 

(일반유동, 열유동, 구조연계) 

선형 정적 해석 

(선형접촉, 적응적 해석) 

모드/좌굴 해석 

(선형접촉, 프리스트레스) 

피로 해석 

(S-N, e-N) 

열전달/열응력 해석 

(정상/비정상, 선형/비선형) 

최적설계 

(위상, 치수) 

비선형 정적/준정적 해석 

(재료, 기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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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용자환경 
다분야 통합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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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모델 

위상  
최적설계 

최종 
설계 결과 

특허 (2012년), IR52 장영실상 (2013년) 

설계영역설정 위상 최적설계 

파라미터 모델화 치수 최적설계 

DV1 

DV2 

DV3 

DV4 

DV3 

DV2 

치수 최적화를 위한 실험점 추출 및 응답면 생성 

위상  
최적설계 

초기모델 

벨 크랭크 
시제품 

(24.3% 경량화) 

최적설계(최적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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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해석 기능 

 재료비선형: 탄소성 모델, 초탄성 모델 (Mooney-Rivlin, Ogden, Blatz-Ko 등) 

 기하비선형: 대변형, 대회전, 종동력 

 접촉비선형: 면-면 접촉 / 단일면 접촉, 슬라이딩 / 거친 / 일반접촉 (마찰지원) 

 자동 하중 증분 지원, 다양한 반복법 / 강성갱신 방법과 수렴판정 조건 제공 

 수렴 진행상황, 중간스텝 결과 , 재해석(Restart) 제공 

부트씰의 비선형 접촉해석 

(단일면 접촉) 

시험데이터 입력에 의한 
재료물성 계산 

고무의 

압입해석 성형가공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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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동해석 기능 

 직접법과 모드법에 의한 동해석 

• 과도응답해석 (Transient Response) 

• 주파수응답해석 (Frequency Response) 

• 랜덤진동 (Random Vibration) 

• 응답스펙트럼 (Response Spectrum) 

 정적하중의 동적하중 변환, 다양한 감쇠 조건과 자동 시간증분 지원 

반도체 장비의 건전성 검토 
(주파수응답해석) 타워 프레임의 내진해석 (KBC 2009 기준) 

0.0001

0.001

0.01

0.1

1

1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Frequency

Frequency Response Function

X-direction

Y-direction

Z-direction

선박용 냉동기의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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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형태와 동해석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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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면체, 고차사면체, 피라미드 등 다양한 요소 지원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해석 

 재료비선형: 탄소성 모델, 초탄성 모델 (Mooney-Rivlin, Ogden, Blatz-Ko 등) 

 기하비선형: 대변형, 대회전, 종동력 

 접촉비선형: 면-면 접촉 / 단일면 접촉, 슬라이딩 / 거친 / 일반접촉 (마찰 지원) 

 다양한 질량 스케일 / 감쇠와 요소별 안전 시간스텝의 자동계산 지원 

방송용 모니터의 낙하 해석 차량 전·후방 충돌 해석 터빈 블레이드 충돌해석 

내연적 (Implicit) 해석과의 순차적 연계해석으로 성형/가공해석 등에 다양한 활용 가능 

비선형 동해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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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유한요소 기반의 작업환경에서 다물체 모델링과 통합/동시 해석을 지원 

 조인트: Spherical, Cylindrical, Slot, Revolute, Planar, General 등 

 기하, 재료, 접촉 비선형 거동 모사 가능 (기존 비선형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 

강체-유연체 시스템 (외연적 동해석) 

비선형 접촉에 의한 응력 

전체 모델링 작업 윈도우 

강체/유연체 정의와 조인트 상세 모델링 

조인트 상세정의 

다물체 시스템 해석 (강체/유연체) 

다물체 시스템으로 기하형상 기반의 강체와 요소망 기반의 유연체의 동시 해석을 지원 

다물체 시스템 해석 (다물체 동역학 +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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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해석 

 피로수명, 손상도 결과 제공 

 재료별 선형 / 다중선형 S-N (응력-수명) 곡선 / e-N (변형률-수명) 방법 지원  

 Mean Stress Correction: Goodman, Gerber (S-N) / Morrow, SWT (e-N) 

 시간영역의 피로해석 (시간의존 하중 / 응력이력에 대한 피로해석) 

• 스텝별 응력 결과 / 재료비선형 해석 결과에 대하여 자동으로 피로하중 정의 

동해석 결과를 이용한 차체의 피로수명 해석 압축/인장에 따른 벨로우즈의 내구수명 검토 

작동형상과 응력분포 

피로수명 

실험데이터 

혼합정의에 의한 
피로수명 평가 

S-N 곡선 / e-N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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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 

 정상 / 비정상 열전달 해석 (온도의존 재료모델, 비선형 복사) 

 발열, 전도, 대류, 복사 (공동 복사: 닫힌/열린 조건, 복사형상계수 자동계산) 

 센서: 기준에 따른 자동 해석 종료  해석시간 단축 및 특정 조건 부여 가능 

 열접촉 지원 (불연속 요소망/파트 사이의 열전도 처리, 열저항 고려) 

LED 가로등 어셈블리의 열전달 해석 모델 (열접촉 적용) 

온도분포 해석결과와 열화상 측정결과의 비교 (오차수준: 3%) 

해석결과 열화상 측정결과 

열응력 해석케이스 제공으로 열전달 해석과 열변형/열응력 계산의 자동 연계 수행 지원 

온도 분포 

열변형과 열응력 

반도체 작동 중의 온도와 구조변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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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동해석 

 유동해석 범위: 모든  유속영역, 정상/비정상, 압축성/비압축성 

 난류모델: k-, k-, k--SST, LES, Spalart Allmaras 등 13개의 난류모델 

 고성능 수치연산: 병렬연산, GPU 가속화 연산 지원 (8배 이상 향상) 

 유체–구조 연계 모듈 (FSI): CFD 해석 결과를 이용한 구조해석 지원 

 해석 단순화: 다공성 매질, 팬 경계조건, MRF, 대칭조건 

유량계 유체 흐름 분석 및 
구조 안전성 평가 

MRF 기능을 활용한 원심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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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열전달 해석: 유체/고체의 온도를 동시에 해석 

• 인접면 요소 맞춤, 접촉조건 지원 

 복사모델 제공: 닫힌/열린조건,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강제대류해석: 투 스텝 안정화 기능, 팬 경계조건, MRF 기능  

 자연대류해석: 이상기체 거동 해석, 두께방향 최소 분할수 지정 (요소망) 

 열응력 해석: 열유동–구조해석의 자동연계 활용 

LED 램프의 방열 해석 열교환기의 열변형/열응력 해석 (열유동-구조 연계해석) 

냉각/방열, 열교환 성능 분석과 구조해석과의 연계 해석에 특화된 열유동해석 기능 제공 

열유동해석 



 신축요소망 (Stretchable Mesh): 절점을 이동시켜 움직임을 모사 

 슬라이딩 요소망 (Sliding Mesh): 접촉조건을 통해 요소망 일부의 이동을 모사 

 중첩요소망(Overset Mesh): 복수의 요소망을 중첩시켜 움직임을 모사 

신축요소망을 이용한 2way-FSI 해석 슬라이딩 요소망을 활용한 
수직축 풍력터빈 해석 

중첩요소망을 활용한 크린룸 해석 

속도분포 

압력분포 

FSI 해석 / 요소망변형해석 



 유체의 혼합해석: 기체-기체, 액체-액체 

 혼합현상 표현: 대류(Convection), 확산(Diffusion)에 의한 질량분율 계산 

 혼합법칙: 밀도, 점도, 열전도율, 비열에 대한 혼합물의 물성값 계산 

요소망변형과 혼합물 유동해석을 활용한 
가스혼합해석 오염물질 확산 검토 

물질확산해석 



 자유수면 해석: Level Set / Wave Elevation 기법 

 자유수면과 강체의 자유운동을 연성해석 

웨이퍼 표면 세척 해석 

LNG 운반 탱크 슬로싱 해석 

파랑에 의한 선박거동 해석 

다상유동 해석 



 VOF(Volume of Fluid) 해석: 액체-기체, 혼합되지 않는 유체의 해석 

 파티클(Particle Tracing) 해석: 유체내 입자의 거동 해석(1-way, 2-way) 

물성값에 따른 공기방울 거동분석 오일캐치캔 입자크기별 포집효율 분석 

다상유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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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검사기 내부의 스테이지가 S,Y,Z 3단 

으로 구성된 모터 구동에 의한 진동이 

발생. 진동으로 인한 검사기의 전체 진

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최대변위가 

허용범위 이내에 있도록 설계하기 위

한 목적 

 선형구조 해석 

 모드 해석 

 조화응답 해석 

선형구조 해석 수행   

•   자중에 의한 전체 변위를 확인하여 허용범위 안에 있는가 여부 확인 

자중 작용 

제진기 

<변형 형상> <응력> 

LED 웨이퍼 검사기의 진동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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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검사기 내부의 스테이지가 S,Y,Z 3단 

으로 구성된 모터 구동에 의한 진동이 

발생. 진동으로 인한 검사기의 전체 진

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최대변위가 

허용범위 이내에 있도록 설계하기 위

한 목적 

 선형구조 해석 

 모드 해석 

 조화응답 해석 

모드해석 수행 

•  고유진동수해석을 통한 공진주파수대역 검토 

•   Head부가 가장 먼저 변형 될 것으로 예측 

모 드 
고유진동수 

(Natural Frequency) 

1차 모드 69 Hz 

2차 모드 142 Hz 

3차 모드 185 Hz 

4차 모드 201 Hz 

5차 모드 233 Hz 

6차 모드 239 Hz 

7차 모드 285 Hz 

8차 모드 320 Hz 

9차 모드 330 Hz 

10차 모드 375 Hz 

<1차 모드> 

<3차 모드> <4차 모드> <5차 모드> 

<2차 모드> 

LED 웨이퍼 검사기의 진동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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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검사기 내부의 스테이지가 S,Y,Z 3단 

으로 구성된 모터 구동에 의한 진동이 

발생. 진동으로 인한 검사기의 전체 진

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최대변위가 

허용범위 이내에 있도록 설계하기 위

한 목적 

 선형구조 해석 

 모드 해석 

 조화응답 해석 

조화응답해석 수행 

•  조화응답해석을 통해 모터에 의한 

    스테이지 이송 시 구조 안전성 검토 

스테이지2-Y방향 가진 
스테이지3-X방향 가진 

스테이지1-Z방향 가진 

주파수(Hz) 

변
위

(m
m

) 
• 공진영역 회피 설계되었으나 스테이지 모터구동에 따른 변위가 허용범위보다 큼 

• 공진주파수 영역 170~180Hz, 스테이지 모터 가진 주파수는 120Hz 

• 변형형상-Max : 0.045mm 

 

LED 웨이퍼 검사기의 진동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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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스테이지와 컨베이어를 지나가는 

Glass 이송 시 해석의 비선형성을 

검증하고 처짐량을 확인 

 비선형해석 

 

해석 모델 해석 결과: Glass(2500x2200x0.5t) 비교 

스테이지 

컨베이어 

g(9806.65mm/sec2) 

g(9806.65mm/sec2) 

<스테이지> <컨베이어> 

스테이지 
: 최대변위 1.8mm 

컨베이어 
: 최대변위  2.1mm 

스테이지 컨베이어 

Glass 두
께 

해석종류 
최대응력
(N/mm2) 

최대변위 
(mm) 

최대응력
(N/mm2) 

최대변위 
(mm) 

0.3t 
선형정적 16.8 23.1 5.2 2.6 

비선형정적 7.4 1.8 4.7 2.1 

0.5t 비선형정적 6.1 1.6 3.2 0.9 

해석 결과 

스테이지/컨베이어 Glass 처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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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해석 수행 

• 히터 고정온도 120℃ 

•  복사 : 챔버 및 파이프 내부 등 공동복사 조건 적용 (외기온도 20 ℃) 

•  대류조건 :  ①  대류조건 없음 (단열조건) 

                     ②  20 ℃ 일 때, 대류계수 5W/m² 적용 (자연대류)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진공챔버 내부를 가열할 때 반사판의 

유무에 따라 받는 최대온도 비교 

 열전달 해석 

반사판 有: 
펌프 최대온도 : 104.776℃ 

반사판 無: 
펌프 최대온도 : 108.827℃ 

2) 단열조건 

조건 반사판 有/無 
펌프 최대온도 

[ ℃ ] 

① 단열조건 
반사판 有 104.776 

반사판 無 108.827 

② 대류조건 
반사판 有 26.710 

반사판 無 29.634 

• 단열조건: 반사판 유/무에 따른 온도차는 약 3.8% 

• 대류조건: 0.25m 평판기준 대기의 자연대류 계수 값 사용시    

                 온도차는 약 10%의 차이를 보임 

 

1) 대류조건 

반사판 有: 
펌프 최대온도 : 26.710℃ 

반사판 無: 
펌프 최대온도 : 29.634℃ 

진공 챔버의 복사 열전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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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챔버의 구조 안정성 및 내구성 검토 

열전달 해석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진공과 가압이 반복되는 하중에 대한 

진공챔버의 변형 검토 

 열전달 해석 

 열응력 해석 

<내부 온도 분포> 

<온도에 따른 열하중 생성> 

 <변환된 열하중> 

열응력 해석 

진공 및 자중 입력 

온도 하중 입력 

최대 변위 : 460 μm  

구조적 안정성 확인 

<진공, 중력 및 열하중에 따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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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챔버의 구조 안정성 및 내구성 검토 

해석 결과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진공에 의한 챔버 내부의 변형 검토 

 선형정적 해석 

<이송챔버의 응력 분포>  <이송챔버의 변형 형상> 

<로드락챔버의 응력 분포>  <로드락 챔버의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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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델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진동 발생에 따른 작업 성능 및 효율 

저감 

 다양한 동해석을 통한 진동 특성 

  분석 및 보강 

 설계자 전용 위저드를 제공하여 고 

  난이도 해석을 설계자가 직접 수행 

 설계자 전용 위저드 

 해석결과 

반도체 장비 건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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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델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취출에 대한 성능 (처짐, 응력)을  

유지하면서, 질량 최적화 (Mass 

Optimization) 

 비선형 정적해석 

 <변형 형상> 

 <응력 분포 형상>  

초대형 취출 로봇의 구조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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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델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취출로봇의 효율성, 내구성,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토 

 선형정적 해석 

 모드 해석 

Normal Modal  Analysis 

최대변위  8.8 mm 

최대응력 9.4MPa  

모 드 고유진동수 

1차 모드 6.0 Hz 

2차 모드 8.2 Hz 

3차 모드 14.6 Hz 

4차 모드 16.7 Hz 

5차 모드 20.2 Hz 

6차 모드 51.6 Hz 

7차 모드 91.2 Hz 

8차 모드 94.5 Hz 

9차 모드 100.1 Hz 

10차 모드 101.4 Hz 

<1차 모드> 

<3차 모드> 

<5차 모드> 

초대형 취출 로봇의 구조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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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델 

• 급속한 가감속시의 안전성 검토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취출로봇의 효율성, 내구성,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토 

 선형정적 해석 

 모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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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형상> <응력분포> 

 <시간에 따른 Tip의 변위> 

Tip 

 <시간에 따른 강제변위> 

초대형 취출 로봇의 구조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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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 해석 

반복하중 작용 

<변형형상> 

<공진발생 가능 구간> 

<설계 단계에서 회피 할 것> 

-1.5

-1

-0.5

0

0.5

1

1.5

0 200 400 600 800 1000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대형 취출로봇의 효율성, 내구성, 신

뢰성의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토 

 선형정적해석 

 모드해석 

초대형 취출 로봇의 구조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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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구조 안전성 검토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대형 취출로봇의 효율성, 내구성, 신

뢰성의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토 

 선형정적해석 

 모드해석 

설계 응답스펙트럼 산정 

국가별 설계 응답 스펙트럼 제공 

- Korea 
- Japan 

- China (JIJ) 
- KBC (2005, 2009) 

- IBC 2000 (ASCE7-98) 
- UBC (1997) 

- EURO (2004) 

<X방향의 응력분포> <X 방향의 변형형상> 

초대형 취출 로봇의 구조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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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델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절삭공구와 장비간의 고유진동수 특

성에 의해 과도한 진동발생. 과도응

답해석을 이용해 충격하중에 의한 

공구 변형량 예측 

 모드 해석 

 과도응답 해석 

해석 결과 (변위) 

 해석 결과 

홀더 

스크류 

인서트 

∙ 0.01(초): 500N × 1(Value) 의 하중 부여  

∙ 0.02(초): 500N × 0(Value) 로 되어 하중 제거 

인서트 부분에 시간에 따른 집중하중과 모멘트하중 부여. 

Z축 : 500N 

Z축 : 500N  mm 

절삭공구의 동적특성 분석(Prestress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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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고무 압입/이탈 과정의 시뮬레이션 

 재료/기하/접촉 비선형 해석 

기하모델과 해석영역 

<고무의 압입과정> <풀리의 이탈과정> 

고무 

풀리 허브 

해석 모델 

해석 결과 (변위) 

고무 압입/이탈 시 변형과 응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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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자중에 의한 Door의 처짐 확인 

 Door에 하중 적용 시 영구 변형   

  발생 확인 

 Hinge와 Inner Panel의 손상여부 

  확인 

 비선형정적 해석 

수직 방향 변위 분포 

응력 분포(Hinge) • 주요 관심부 

   Hinge와 Inner Panel의   

   허용응력 초과 여부 검토 

하중 적용 

손상여부 판단  

해석 조건 

• Hinge와 Inner Panel의 허용응력 초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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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Rigidity on Fixture 

자중에 의한 처짐 
전체 변형 

해석 결과 

차량 Door의 수직 강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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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차체의 고유진동수 파악 및 모드 

형상 분석 

 모드 해석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 분석을 통해 동적강성을 증대하여 구조 안정화 설계 구현 

Rear Torsion mode : 39.4Hz 

1st Front Bending mode : 36.7Hz 

모드 주파수 모드 형상 

1차 26.4 Hz Front upper  

2차 30.9 Hz Front lateral 

3차 32.9 Hz Front upper 

4차 36.7 Hz 1st Front bending 

5차 37.8 Hz 2nd Rear bending 

6차 39.4 Hz Rear torsion 

차체의 동적 특성 해석 

모드 결과 

1st Front Bending Mode : 36.7Hz 

Rear Mode : 39.4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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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차체의 정적 강성 분석 

 선형정적 해석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안정성 측면에서 차량성능 개선 

Torsion Stiffness 
13.2kNm/deg 

Bending Stiffness 
8.3kN/mm 

Chassis MNT fixed 

차체의 강성 해석 

해석 모델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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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차체의 정적 강성 분석 

 선형정적 해석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안정성 측면에서 차량성능 개선 

Chassis MNT fixed 

Chassis MNT fixed 

Front Side Rail Stiffness 
 2.5kN/mm 

Rear Side rail Stiffness 
1.6kN/mm 

차체의 강성 해석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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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차체의 내구성 평가 분석 

 선형정적 해석 

응력 해석결과를 통해 취약부 예측 및 개선 

Nodal point fixed condition Nodal point fixed condition 

Front Structure Rear Structure 

Front Structure Rear Structure 

차체의 내구 해석 

해석 조건 

해석 결과 

Rea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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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세차 등의 외력에 의한 Roof의 

변형을 고려한 감성품질 분석 

 비선형정적 해석 

F-D Curve를 통한 Roof 강성 확인 후 개선 가능 

<Roof Deflection Curve> 

soft oil-canning 

initial stiff. 

Roof 특성 해석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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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과속방지턱 등의 하부 충격에 대한 

차체의 강성을 분석 

 비선형 외연적 해석 

영구 변형 

최대 변위 

Shock displacement (수직 방향) 

Effective Plastic Strain 

차량에 Severe Load를 가진하여 차체의 강성을 평가 

Plastic Strain 결과를 통해 차체의 강성을 보강 

하부 충격에 대한 차체 강성 평가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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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가진 하중을 적용하여 차체의 피로 

수명을 예측 

 과도응답 해석 

 피로 해석 

동특성 과도해석의 응력결과를 통해  failure mode 구현 

Body input load 

Free-free condition 
Load @chassis interface 

<Modal Transient 해석 결과> 

피로해석 

Max. Abs. Principal SWT method 
E-N approach 

차체의 피로수명 해석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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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Brake Disc의 고유진동수를 분석 

 모드 해석 

모 드 고유진동수 

2ND 1027 Hz 

3ND 2394 Hz 

4ND 3897 Hz 

5ND 5468 Hz 

1st IPC 7014 Hz 

6ND 7045 Hz 

7ND 8592 Hz 

8ND 10068 Hz 

2nd IPC 10285 Hz 

2ND 3ND 4ND 

5ND 1st IPC 6ND 

7ND 8ND 2nd IPC 

Brake Disc 모드 해석 

모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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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차량 Instrument Panel에 승객의 

머리가 부딪칠 경우 상해치를 규제 

하기 위한 각국의 법규 시험 해석 

 비선형 외연적 해석 

24km/h 

Headform 
6.76kg 

Displacement @ CTR Audio Point 
– ISO View Zoom In – ISO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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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COG Injury 

3ms Clip : 70.08g 
(10.9ms ~ 13.9ms) 

Instrument Panel Head Impact Analysis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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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차량 내장 Trim에 승객의 머리가 

부딪칠 경우 상해치를 규제하기 위한 

북미 법규 시험 해석(FMH) 

 비선형 외연적 해석 

24km/h 

Headform 
4.5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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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d: 1175 

법규 만족 

법규 불만족 

:HICd<1000 

:HICd>1000 

※  해석결과 법규 불만족이므로 내장설계 개선 필요 

Free Motion Head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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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보행자의 머리가 차량의 Hood와 부

딪쳤을 경우 머리의 상해치를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함 

 비선형 외연적 해석 

Good :HIC<1000 

:1000<HIC<1350 

:HIC>1350 

Adequate 

Marginal 

※ ENCAP (Euro New Car Assessment Program) – 유럽 신차평가 프로그램 

<Head Form 상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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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 1460 

 해석결과 머리상해 기준값(HIC)이 Marginal 이므로 설계개선 필요 

<시험 영상> 

변형 모드 단면도 (BL=0) 

해석 결과 

• 머리모형 충격시험 후, 머리상해 기준값(HIC) 산출 

• 상해결과값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Pedestrian Head Impact Analysis(ENCAP) 

46 



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RCAR 기준의 저속 충돌 시험 시 손상

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리비 등급

을 좋게 받는 차를 개발하기 위함 

 비선형 외연적해석 

※ RCAR(Research Council for Automobile Repairs) – 차량 수리비 개선을 위한 보험사들의 국제 기구 

<시험 영상> 

Crush CAN의 하중-변위 곡선 

 전체 에너지의 약 54%를 흡수 
Effective Plastic Strain (ISO View) 

- 높은 충돌에너지 흡수율을 갖는 크러쉬 캔 설계 를 위한 Sub-Model 

- F-D Curve를 이용하여 크러쉬 캔의 형상을 최적화함 

Front Impact Beam 
Assembly  

RBE2 Element 

16km/h 

Vehicle COG(Center of Gravity) Mass  
 Total Vehicle Mass : 1,119kg 

Displacement (ISO View) 

RCAR Low Speed Impact Analysis(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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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RCAR 기준의 저속 충돌 시험 시 손상

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리비 등급

을 좋게 받는 차를 개발하기 위함 

 비선형 외연적해석 

- 후방 저속 충돌 시 차체의 손상성을 평가하기 위한 Sub-Model 

- Effective Plastic strain 결과를 통해 차량의 손상성 평가 

※ RCAR(Research Council for Automobile Repairs) – 차량 수리비 개선을 위한 보험사들의 국제 기구 

Vehicle COG(Center of Gravity) Mass & 
Total Vehicle Mass : 1,119kg 

RBE2 Element 
Barrier COG(Center of Gravity) Mass & 
Total Barrier Mass : 1,400kg 

Effective Plastic Strain 결과를 통해  

 손상성 및 개선 필요부위 확인 

<시험 영상> 

Displacement -Bottom View Effective Plastic Strain @ Crush CAN 
- Progressive Collapse 

Side member 

Rear floor 

Rocker RH 

Rocker LH 

RCAR Low Speed Impact Analysis(Rear)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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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정 하중을 Seat Belt System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럽의 인증시험 법규를 통과 

하는 차체 설계목적 

 비선형 외연적해석 

※ ECE R – 유럽의 차량 개발 인증에 대한 법규 조항 
Effective Plastic Strain 결과를 통해  개선 필요부위 확인 

10° Angled Force :  
13.5kN 

10° Angled Force: 
13.5kN + Seat Weight X 20 
= 17.42kN 

Displacement – ISO View 
Effective Plastic Strain  

<시험 영상>   

Seat Belt Anchorage Analysis(ECE R14)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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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Case 1) 

작동 조건 
(Case 2) 

조건 
(Case 3) 

초기조건 

해석모델 

요소망 상세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브레이크 호스 차량 장착 및 작동 시 

과도한 변형으로 인한 호스의 손상 

발생 

 비선형 해석 

설치 조건 
(Case 1) 

작동 조건 
(Case 2) 

작동 조건 
(Case 3) 

Braided Yam (Elastic Model) 

Rubber (Hyper-Elastic Model) 

Stress-Strain Curve Fitting 
(Mooney-Rivlin 상수 자동계산) 

브레이크 호스 레이아웃 해석 

해석 조건 

해석 결과 

50 



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자동화기기에 들어가는 Torsion 

Spring의 한계수명 예측 해석을 통해

서 작동 시 반력, 항복응력 초과 여부, 

피로파괴 예측 및 5만회 작동 시 처짐

각을 분석 

 비선형 정적해석 

 피로 해석 

고정 : Tx, Ty, Tz 방향 

회전 : Ry 방향  

바닥면을 생성: Spring 처짐 방지 

각도별로 하중부여 

비선형 정적해석 

•  하중으로 눌렸을 때 Spring 끝단이 변화하는 각도를 측정. 

•  38.8도가 되었을 때의 응력(1064 MPa)이 항복응력(1079 MPa)에 매우 근접함. 

<Displacement> <Von Misses Stress> 

Torsion Spring 수명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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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자동화기기에 들어가는 Torsion 

Spring의 한계수명 예측 해석을 통해

서 작동 시 반력, 항복응력 초과 여부, 

피로파괴 예측 및 5만회 작동 시 처짐

각을 분석 

 비선형 정적해석 

 피로 해석 

피로해석  

•  자중에 의한 전체 변위를 확인하여 허용범위 안에 있는가 여부 확인. 

•  5만회 작동 후 스프링의 처짐각 변화량 예측. 

•  최대 수명이 1.4*1017으로 나타남. (무한수명) 

•  피로에 의한 파손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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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relations 

Torsion Spring 수명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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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노트북을 여닫을시 캠에 발생 하는 

접촉응력 및 스프링의 내구성 검토 

 비선형정적 해석 

압축 스프링 

스프링 요소 적용 

토션스프링 

스프링 요소 적용 

캠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이상화 

8.59deg 

0 .297mm 

17.19deg 

0.506mm 

102.56deg 

1.413mm 

128.06deg 

1.425mm 

< 해석 결과 - 변형형상 > 

Subcase Load STEP 

Subcase#1 0.001rad. 10 

Subcase#21 
0.1rad.~2.0rad. 
(0.1rad씩 증가) 

10 

Subcase#22 2.5rad. 100 

Subcase#23 3.0rad 100 

해석케이스 및 접촉쌍은 접촉면의 기하곡선 형상을 고려하여 4개로 분리 

캠 구동시 접촉부 및 스프링 최대응력 검토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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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Pinion Shaft에 걸리는 출력 토크 하

중을 사용하여 Shaft의 강도 확인 및 

상대 Gear에 의해 걸리는 치면 강도 

확인  

 선형구조 해석 

 피로 해석 

선형구조해석 수행   

•  Key에 의해 Torque가 전달 되는 부분에서 응력이 가장 큼 

더미기어 

피니언 샤프트 

<피니언 치면> 

<피니언 샤프트> 

Sliding이 가능 

• Max 응력 : 51Mpa 

• SCM440 인장강도 : 723.83Mpa 

• Safety Factor : [OK] 

• Max 응력 : 516.12Mpa 

• SCM440 재료 인장강도 : 723.83Mpa 

• Safety Factor : 1.4 [안전] 

516.2 Mpa 

Worm Gear Head의 구조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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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Worm Shaft에 걸리는 Torque에 대

한 Shaft 강도 확인과 Bearing에 걸리

는 응력 확인  

 선형구조 해석 

 피로 해석 

선형구조 해석 수행   

•  Bearing 의 물리적 현상을 간략화하여 해석에 적용. 

•  Bearing 의 선정 및 수명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수식 활용. 

Bearing : 고정 

Shaft :  

회전 자유도 Release 

Bearing : 고정  

Shaft :  

회전 자유도 Release 

토크 적용 

<Bearing>  

• Max 응력 : 20.2Mpa 

• 열처리 Stainless Steel 재료 인장강도 : 655Mpa 

<Worm Shaft>  

• Max 응력 : 208.54Mpa 

• SCM440 재료 인장강도 : 723.83Mpa 

Worm Gear Head의 구조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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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달 해석 

HEATER 발열 

Temp. Range : 398~400℃ 

Plate의 온도 변화 범위2℃ 이하   

설계 기준 만족 

<Hot Plate Heater의 온도분포>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Hot Plate 표면의 온도 분포의 균일

성 검토 

• 진공챔버내의 Hot Plate Heater의 안전성 검토 

진공챔버 내의 열전달 해석(Hot Plate Heater) 

해석 모델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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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LED 전구 내부의 LED 온도 및    

  메탈 PCB의 온도 분포 확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고 실험치와의  

  신뢰성을 검증 

 정상상태 열전달해석 

• 대류계수 : 20 W/m2[T] 

• LED PKG 초기온도 : 고정온도 120 ℃ 

• 메탈 PCB의 열전도도 : 180 W/m·K 

① 

② 

③ 

④ 

⑤ 

부품 번호 부품명 재질명 

① LED Dome - 

② LED 기판 PCB 

③ Metal PCB 메탈 PCB 

④ Body AL6061 

⑤ 렌즈 Plastic 

• 실험과 동일한 위치에서 주요부 온도 평가  

104.6℃ 
102.0℃ 

오차율 : 0.1% 

104.01℃ 

97.9℃ 99.3℃ 100.46℃ 

94.0℃ 

90.0℃ 

96.36℃ 

오차율 : 1.8% 

오차율 : 4.4% 

105℃ 

LED 조명 열전달 특성 분석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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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정적 해석 

<변형형상> <응력분포> 

Push 
자동문 안전장치 센서부품 

② 접촉에 의한 센서 작동 
    (Self Contact) 

① 작동 하중 작용 
    (General Contact)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자동문 접촉센서 작동을 위한 최소 

  하중의 예측 

자동문 안전장치 센서의 접촉해석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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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의 열/구조하중 검토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열전달 해석 

 열응력 해석 

PCB Semi Conductor 

태양광 모듈 콘솔박스 

태양열 

• 초기 외부온도 : 여름철 기준 35℃ 

• 대류계수 : 바람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 

• 집열량 : 에너지 관리공단 측정값 사용 

• 장시간 태양열에 의해 구조물에 발생하는 구조변형을 해석하여  

  전체시스템의 안전성을 파악 

• 태양광에 의한 전체 시스템의 온도 상승이 콘솔 PCB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열에 취약한 전자 부품에 대한 대책이 필요 

<태양광 전체 열분포> 

<콘솔 박스> 

콘솔박스  앞면 콘솔 PCB 앞면 

태양광 패널 뒷면 태양광 패널 앞면 

태양광 모듈의 열에 의한 변형과   

구조물의 자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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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하드디스크의 외관 파손 문제 검토 

 일정높이에서 디스크를 떨어뜨릴때  

  슬라이더와 디스크의  직접적인 

  접촉 검토 

 낙하 충격시 하드디스크의 부품들의 

   Lift-Off 현상에 의한 손상여부 검토  

 외연적 비선형 동해석 

<변형 분포 형상> <응력 분포 형상> 

<변형 분포 형상> <응력 분포 형상> 

• 주요 관심부 

• 허용응력 초과 여부 검토 

 최대 변위가 허용범위를 넘어서지 않음을 확인  

 관심부의 최대 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어서지 않음을 확인 

• 1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 하드디스크 안전성 검토 

하드디스크의 낙하시 안전성 검토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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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PKG 발열에 의한 전체 BLU의  

  온도분포 검토 

 열응력 해석을 통한 제품의  

  안전성 검토 

 비선형 외연적 해석 

<내부 발열원> 

<응력 결과> 

프레임 최대 처짐 : 0.2mm 

<변위 결과> 

프레임 최대 처짐 : 0.2mm 

<열전달 해석의 온도결과 >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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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TV의 열전달/열응력해석 

열전달 해석 

열응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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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휴대폰 커넥터의 체결/분리시 발생

하는 접촉부의 최대응력, 잔류응력, 

소성변형 검토를 통해 제품 구조안

전성 검토 

 재료비선형 해석 

 접촉비선형 해석 

 기하비선형 해석 

등가응력 (Equivalent Stress) 

(1) 조립 : male Terminal를  –Z 방향으로  이동  

(2) 분리 : male Terminal를  +Z 방향으로  이동 

변위 (Displacement) 

최대응력 (체결) 최대응력 (분리) 

• 강제변위로 재료 두께의 4배를 y방향으로 이송 

강체 요소 :  

하나의 절점으로 치환 

변위로 이동 

대칭 

고정 

male Terminal 

커넥터의 체결/분리 시 구조안전성 검토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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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상태 열전달해석 

<대기> 

<진공> 

열원 

대류/복사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열원에 의한 발열 시 대류와 복사를 

동시에 적용하여 각 부품 표면에서의 

온도 분포 검토 

Hot Plate Heater 의 열전달 해석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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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in socket 접촉핀의 접촉력 검토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Burn-in socket에 사용되는 접촉핀의 

접촉력(Contact force)을 측정 

 재료비선형 해석 

 접촉비선형 해석 

 기하비선형 해석 

<접촉 비선형> 

<재료 비선형> 

강제 변위 

<접촉력 계산> 

해석 조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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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Feeder 중판의 모터 위치에 따른  

상판의 진동 변위량 차이 검토 

 case 1: 중판 후면에서 모터 2기 

 case 2: 중판 양 측면에서 모터 2기 

 주파수응답해석 

Feeder의 진동특성 평가 

해석 조건 

해석 결과 

Case 1 Case 2 

880 rpm 

-4.16 kN 

 4.16 kN 

<모터 하중 조건> 

전체 진동 변위 (mm) 

실측값 6.0 

Case 1 6.2 

Case 2 5.8 

모터위치 모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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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알루미늄 판넬의 중심점에  

2mm의 처짐을 유발할 수 있는  

하중 크기를 확인 

 비선형 정적해석 

알루미늄 판넬의 지지 하중 평가 

해석 조건 

해석 결과 

¼ 대칭조건 

Punching area를 

수직으로 2mm  

누르는 조건 

(강제 변위 하중) 

바닥면을 시험대에 

완전히 구속하는 

조건 

판넬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 

 

• ¼모델 기준 3,360 N  

• 전체 모델 기준 13,440 N 

<변위 결과> <응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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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자동차 너클이 받는 하중을 견디는   

최적 형상 도출 

 형상 최적화 해석 

너클(Knuckle) 형상 최적화 

해석 조건 

해석 결과 

 가공 툴 및 상대 부품의 간섭 고려 

 베어링 볼트 홀 볼조인트 구속   

 캘리퍼 마운트부 임의하중 적용 

 정강도 해석 하중 사용 

최적화 해석 모델 최적화 해석 결과 

수정 모델 기존 모델 • 7종류의 정적 하중이 작용 

• 각 하중에 대한 응력이 모두 감소 

형상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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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충격체와 승강기의 도어를 충돌시켜 

승강기의 도어 이탈을 평가 

 과도상태 열전달해석 

승강기 도어 이탈 예측을 위한 충돌해석 

해석 모델 해석 결과 

도어 충격체(45kg) 

충격속도 16km/h 

해석 조건 

도어  
상부가이드 

도어 
하부가이드 

<상단 롤러> 

<하단 가이드-슈> 

<충격체-도어> 

<하단 가이드-슈> 

<상단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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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Former 성형 해석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단면이 원형인 파이프를 십자 모양의 

파이프로 변형하는 Roll Forming 과

정을 해석하여 성형성을 평가 

 비선형 정적 해석 

 완전 소성 재료 모델 

해석 모델 

 해석 결과 

500 mm 

< 강체 > 

• Mandrel  

• Main Roller 

• Flat Roller 

• Kink Roller 

< 완전소성재료 > 

• 탄성계수: 100000 N/mm2 

• 프와송비: 0.25 

• 항복응력: 100  N/mm2 

1단계 성형 

2단계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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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kshaft 회전 운동 해석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강체를 사용하는 외연적 비선형 동해

석 방법을 사용하여 엔진블럭 내부의 

크랭크샤프트와 커넥팅 로드의 운동

을 해석 

 외연적 비선형 동해석 

 Multi-Body System (MBS) 

해석 모델 

 해석 결과 

X방향 조인트힘 (Rod-Shaft-01) 

X방향 조인트힘 (Rod-Shaft-03) 

회전속도 1 re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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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장착용 반도체 패키지 공랭 현상 규명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복합열전달 해석 

 히트싱크의 크기, 형상, 시스템 내  

  위치에 따른 방열 성능 분석 

 정상상태에서의 칩 최고 온도 평가 

 

해석 조건 

•모델링 : 2D Solid Element  

• 자연 대류를 위한 비압축성 이상기체 모델 

• 외부 공기 모델링 후 최 외곽 벽면 압력 0 Pa 적용 

• 25℃ 외부 공기 모델링 

육면체 주변 공기 모델링 

반도체 
패키지 

칩 1 (발열) 

칩2 
(발열) 

히트싱크 

0 Pa 압력 지정 

• 외부 자연 대류에 의한 내부 냉각 성능 평가 

• 히트 싱크와 칩의 열전달 현상 분석 가능 

<열 기류 온도 분석> <열 흐름 유선 분석> 

<시스템 내부 온도 검토> 

칩 최대 발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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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분사 노즐의 내부 저항 분석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노즐 시스템 내부 속도 및 압력 분석 

 유동 정체 구간 및 압력 강하 구역 

   확인 

 

해석 조건 

•모델링 : 2D Shell Element  

• k-ε 난류 모델 지정 

• 입구단 조건(속도) : 유량 입력 

• 출구단 조건(압력) : 유량에 대한 압력 함수 입력 

• 벽면 조건(벽면거리적용) 이용 

이송형 분사 노즐 

클린 룸 시스템 

유체 부분에 대한  
모델링 

입구 

출구 

<유속 분석> 

< 차압 > 

• 곡관 영역에 대한 유체 저항 평가 

• 압력 및 유선 평가를 통한 유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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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CVD 장비 유동균일도 향상 설계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반도체 CVD 장비의 샤워 노즐에  

대한 균일 분사 성능 평가 

일반유동 모듈 

해석 조건 

입구단: 샤워 노즐 1140sccm 주입 

출구단 

MOCVD 장비 

• k-ε 난류 모델, 초기 안정화 스텝 적용 

• 입구단 조건(속도) 

• 출구단 조건(압력) 

• 벽면 조건(점착) 이용 

• 유체 균일도 평가를 위해 디스크 위 그래프 생성 

• 유속 및 난류 강도 평가 

<유체 흐름 확인> <기존 CAD 형상> 

<흐름에 고려한 CAD 설계 수정> <유체 분포 성능 향상 확인> 

<유체 흐름 및 가스 균일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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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의 방열 성능 분석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복합열전달 해석 

해석 조건 

해석 모델링 

 LED 시스템의 자연대류 

  방열 해석 분석 

 LED 정션 온도 측정을 통한 제품 

  열 안전성 평가 

• 비압축성 이상기체 적용을 통한 부유도 고려 

• 입구단 조건(압력) 

• 출구단 조건(압력) 적용 

• 벽면 조건(점착) 적용 

• 요소망 인접면 맞춤을 통한 접촉 조건 최소화 

• 유체의 온도 및 속도 분포 확인 : 히트싱크 성능 평가 

• 고체부 온도 평가를 통한 정션온도 안전성 평가  

<고체부 온도> 

<유체 속도 분포> <전체 온도 분포> 

<고체부 주변 기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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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열변형 검토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복합열전달 해석 

해석 조건 

 보일러 내부 열교환기의 열교환  

   특성 평가 

 열교환기 열 팽창 · 수축 분석을 

   통한 열 구조 안전성 평가  

• 내부 냉각수 및 외부 기류 입구단 조건(속도) 입력 

• 내부 냉각수 및 외부 기류 출구단 조건(압력) 입력 

• 열교환기 고체 외부 및 내부 벽면 조건(점착) 입력 

• 유동해석 온도 결과 연계 후 열구조 해석 수행 

• 외부 고온 가스 및 내부 냉각수 온도 및 흐름 평가 

• 온도 연계를 통한 열교환기 구조부 열 수축 현상 검토 

가스 입구단 

가스 출구단 

냉각수 
입구단 

냉각수 
출구단 

<내부 냉각수 흐름> <열 수축 현상 검토> 

<외부 고온가스 온도> <내부 냉각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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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판 풍하중 검토 및 안전 설계 

CASE1 
초기 설계 타입 

CASE2 
지지부 보강 타입 

전지판 전면 풍압 검토 바람 흐름 및 난류 분석 

최대응력 2.88X107 최대응력 2.47X107 

Case1 제품 변형량 Case2 제품 변형량 

해석 조건 

• k-ε 난류 모델, 초기 안정화 스텝 적용 

• 선형적정해석: 결과변환 기능을 통한 압력하중분포 입력 

• 지지부 강화를 통한 응력 및 변형 검토 

• 압력 데이터를 통한 풍압 산출 

• 형상 변경에 다른 응력 산출 

• 형상 변경 전 응력 : 2.88×107Pa / 변경 후 응력 : 2.88×107Pa  

일반유동 해석 

  해석의 목적 

형상이 복잡해 기존의 풍하중 공식 

  및 데이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풍하중 산출 계산 수행 가능 

유동해석을 통해 구해진 유체력을 

  구조해석과 연계하여 구조해석  

  수행 가능 

  해석 종류 및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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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시스템 특정 개도에 따른 성능 평가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해석 조건 

 특정 개도에서의 밸브 성능 평가 

 밸브 성능 평가를 위한 차압 평가 및     

   유량 분석 

• k-ε 난류 모델, 초기 안정화 스텝 적용 

• 선형적정해석: 결과변환 기능을 통한 압력하중분포 입력 

• 입구측 출구측 압력 계산을 통한 차압 평가 

• 유속 분포 확인 및 유량 가시화 기능을 통한 유량 평가 

1차측 조건 
(입구측 조건) 

2차측 조건 
(출구측 조건) 

벽면 조건 설정 

<차압 분석>  <최대 유속 · 동압 평가> 

<유체의 흐름 및 와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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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차저의 회전을 고려한 성능 평가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요소망변형 해석 

해석 모델 

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유동 발생 

시스템인 자동차 터보차저의 토출 성

능 평가 

• 블레이드 회전에 대해 요소망변형 모듈을 적용하여 

   회전축을 중심으로 적정 rpm 회전 구현 

• 입구 및 출구에 대하여 0 Pa 조건을 입력하여 유량 산출 

• y+ 벽면을 이용한 수렴성 재고 

회전조건 
RPM 입력 

출구 
압력 0 Pa 

입구 
압력 0 Pa 

벽면 
벽법칙 적용 

• 유량 자동 검토 기능을 통해 유량 확인 가능 

• 유체 흐름 검토 가능 

• 블레이드 작용 하중 평가를 통한 정성적 구조 안전성 확인 가능 

<유선 검토 및 순환 영역 확인> 

<터보차저 안의 유체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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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플랜트 배관 가이드베인 최적 설계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해석 모델 

• k-ε 난류 모델, 초기 안정화 스텝 적용 

• 유체 속도 분포 확인을 통해 박리 구간, 고속 영역을 규명 

• 박리 구간이 기하 형상 초기 직각부에 나타나며 고속 현상도 해당  

  영역에서 관찰  

• 해당 영역에서 가이드 베인 설치 후 속도 분포 비교 및 개선 확인 

 화력 플랜트 시스템에 사용 되는 

   배관 시스템 수송 성능 향상 

 가이드 베인 위치 선정 및 해당 

   가이드 베인 설치 전 후의 유동  

   양상을 예측 

탈질 설비 유입 부분에 대한 
기하 형상 모델링 

출구 

입구 

화공플랜트 
개략도 

<속도 검토> 

가이드 베인 생성 전 검토 

가이드 베인 생성 후 검토 

최대속도가 
20m/s 이하로 평가 
개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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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배출펌프 와류 영향 평가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자유수면 해석 

해석 모델 

• 자유수면 레벨을 통한 유체-공기 2상 유동 구현 

• 출구부 속도 입력을 통한 배출 펌프 효과 구현 

• 시간에 따른 유체 거동 평가 

• 와도 분석을 통한 펌핑 성능 영향 인자 분석  와류현상 제어를 위한 유동해석  

   적용 

 와도 결과 항목 검토를 통한 와류 

   평가 해석 가능성 검토 
해석 모델 상세 (Matsui, 2007 논문 발췌) 

출구 유량 지정 

유동 방향 

해석의  
와류 평가 결과 

실험 결과 
(Matsui, 2007 논문) 

<시간 이력에 따른 자유수면 기술> 

입구 
압력 및 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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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올림픽 경기장 풍동 해석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해석 모델 

• k-ε 난류 모델, 초기 안정화 스텝 적용 

• 외부 풍하중 입력을 위한 입구단 조건에 대한 공간역 함수  

  적용  

• 경기장 표면에 대한 압력 테이블 산출 가능 

• 강한 풍하중에 대한 기류 흐름 분석 가능 
 올림픽 경기장의 형태의 다양성에 

   의한 기존 풍하중 건설 코드 적용  

   불가 

 CFD 해석을 이용하여 풍하중을 

   형상에 따라 산출 가능 

유속조건의 함수입력 가능 : 속도프로파일 입력 

<유선 흐름 가시화> 

<절단면 속도 분포> 

<하중 분포> 

<절단면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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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 흐름을 고려한 동맥 협착 평가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일반유동 해석 

해석 모델 

• 초기 안정화 스텝 적용 

• 입구단 조건(속도) : 유량 입력 

• 출구단 조건(압력) : 유량에 대한 압력 함수 입력 

• 벽면 조건(점착) 이용 

• 혈류에 대한 압력분석 (FFR : 입구부 압력 대 해당 위치 압력) 

• 속도 벡터 가시화를 통한 혈류 흐름 분석  혈관 협착 평가 

 입구부 압력 대 해당 위치 압력을 

   나타내는 FFR 값을 산출 하여 

   해당 값의 변화로 협착 예측 가능 

입구 
유량입력 

출구 
유량에 따른  
압력 변화 입력 

혈관조영술을 통한 해석 형상 확보 

<협착 부위 유압 평가> 

<협착 부위 유체흐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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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유량이 일정할 때 기름 입자  

크기 별로 oil catch can의  

포집률을 파악 

 유동 해석 

 입자 추적 

Oil Catch Can 유동해석 

해석 조건 

해석 결과 

입구 (100 L/min) 

출구 (대기압) 

15 μm 17.5 μm 20 μm 22.5 μm 

15
17.5

20
22.5

25
입자직경(um) 

포
집

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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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확인 (줄 히팅) 

내부 유동 파악 

 유동 해석 

 전기장 해석 

전기 배전반 온도 해석 

해석 설명 

• 배전반 내 부스바(buss bar)에 전류 인가, 줄 히팅 해석 

• 부스바의 발열로 인해 야기되는 배전반 내 기류 해석 (부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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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노즐 분사 시 약액의 거동 분석 

 유동 해석 

 자유수면 해석 

웨이퍼 세척 해석 

해석 설명 

5sec 0.2sec 0.5sec 1sec 

해석조건 

• 회전하는 웨이퍼에 약액을 뿌렸을 때 약액의 거동 파악 

• 벽면(웨이퍼)의 회전 고려 

• 웨이퍼 표면에 약액이 골고루 퍼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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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설계안 별 질소충진 속도 비교 

 유동 해석 

 혼합물 해석 

Foup 내부 질소 충진 해석 

해석 설명 

원안 : 급기방식 개선안 : 급/배기방식 

20 lpm 

20 lpm 

20 lpm 

8 lpm 

틈새 

•  웨이퍼를 세척하는 풉(foup) 내에 질소를 충진할 때 원안과 개선안의 충진 소요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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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진행 방향 코팅 균일도 해석 

표면장력, 접촉각 고려 

 유동 해석 

 자유수면 해석 

슬롯 코팅 해석 

해석 설명 

코팅액 

코팅진행방향 

•  두 물질이 계면을 형성하면 부착력(adhesive force)이 발생 

•  표면장력, 부착력 등에 의해 정해지는 접촉각을 고려하여 코팅 균일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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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클린룸 내부 운반로봇에 의한  

유동 교란 해석 

 유동 해석 

 중첩요소망 

클린룸 내부 유동해석 

해석 설명 

하부 다공판 

상부 FFU 

로봇 이동 

클린룸 내부 모델 

중앙부 단면 속도 컨투어 

중앙부 단면 속도 벡터 

90도 회전 180도 회전 180도 회전 + 직선이동 

•  움직이는 벽면에 의한 유동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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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전기적 저항을 가진 도체에 전류를 흘

렸을 때 일어나는 발열을 해석 

 열전달 해석 

 전기장 해석 

전기적 발열 해석 (Joule Heating) 

해석 설명 

금속 시트 

척 

웨이퍼 

도선 

첫째 피복 

둘째 피복 

전류
(전압) 

접지 

구리
선 

니크롬선 
(발열원) 

•  웨이퍼를 가열하는 장치의 전기적 발열 해석 

•  장치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열적 물성과 전기적 물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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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흔들리는 배에 실린 LNG 운반탱크 

내 LNG 수면거동 해석 

 유동 해석 

 자유수면 해석 

LNG 운반탱크 슬로싱 해석 

해석 설명 

탱크내 수면거동 

•  운항 중인 배의 거동을 가속도로 고려 

•  가속도를 받는 탱크 내의 액체(LNG) 거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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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풍속조건에 따라 풍력발전기가 받는 

토크 및 회전수 산출 

 유동 해석 

 요소망변형 해석 

수직축 풍력발전기 유동해석 

해석 설명 

회전방향 

바람 

•  운전 중인 수직 축 풍력발전기 해석 

•  풍력발전기에 가해지는 토크 계산 

•  기상에 따른 풍력발전기 회전 속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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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ntents 

  해석의 목적 

  해석 종류 및 모델 

연기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임계풍

속 산출 

대형버스 화재(20MW)를 상정하여 

계산 

 유동 해석 

 혼합물 해석 

터널 화재 제연풍속 해석 

해석 설명 

단면별 온도분포 

단면별 속도분포 

20MW 

화재연기 전파 

•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연기가 한 방향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 속도(제연 풍속) 산출 

92 



  1 국내 CAE 개발의 현재 

  2 기업 실무 적용 사례 

  3 향후 개발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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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무요소법)  

기존 FEM 

클린업(Clean-up) 

재료 정의 

요소망 생성 (Mesh) 

하중/경계 조건 정의 

해석 실행 

CAD Import 

신기술 IBM 

재료 정의 

하중/경계 조건 정의 

해석 실행 

CAD Import 

클린업 
Mesh 
생략 

와의 계약을 통해 대기업 CAE 실무 적용 수준 개발 완료 (2016.1) 

2016년 10월 삼성전자 비경쟁사 도입 가능 / 2017년 10월 국내 전 기업 도입 가능 

전통적인 유한요소법 일반적인 무요소법 내연적 경계법 (IBM) 

요소망 종속적 무요소망 근사해 계산 

요소망 생성의 문제 

(요소망 품질과  

자동화 처리의 한계) 

 설계자 해석을 위한  

필수 해결 과제 

 

 

 

 

 

 절점 분포에 종속적 형상 비종속 격자 이용 

FEM - Mesh 작업 포함  약 3일 
소요 

IBM – 25 분 소요    실무 모델 테스트  



최적화 알고리즘 

초기모델 

위상  
최적설계 

최종 
설계 결과 

특허 (2012년), IR52 장영실상 (2013년) 

위상  
최적설계 

초기모델 

벨 크랭크 
시제품 

(24.3% 경량화) 

기하 모델링 

강성계산 

하중계산 

부재단면 가정 

탄성해석 

설계부재력계산 

단면산정 

부재내력계산 

단면검정 

(형상/하중/경계) 

최적설계 

제약조건 

기하 모델링 

표준화 
자동화 
공용화 

안정성/경제성/시공성을 고려한 
자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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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가속화 기반의 고성능 수치연산 

CPU 연산 대비 약 7~8배의 계산속도 향상 

96 



도면 자동화 

97 



시장의 
미래 성장성 

기술의 
이식성과 확장성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및 미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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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단 (심혈관 혈류 흐름) 

Resistance 

Elastance 

Compliance 

P EV

P RQ 

CP V

영상의학 데이터 (CT) 

수치 모델링/시뮬레이션 조건 

환자 특화형 시뮬레이션 (FFR-CT) 

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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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단 (상기도 공기 흐름) 

100 



인공지능 / 머신러닝 

101 



개인 뇌 분석 및 치매 진단 

MRI 영상 기반의 정량적 뇌 분석 및 치매(AD) 위험도 진단 
102 



갑상선암 진단 및 예후 예측 

초음파 영상이미지 분석을 통한 갑상선암 진단 지원 갑상선암 병기와 예후예측 

(ATA, ETA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재발률과 생존율 계산) 103 



  1 국내 CAE 개발의 현재 

  2 기업 실무 적용 사례 

  3 향후 개발 발전 방향 

  4 마이다스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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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지정  월드클래스 300 기업, 두뇌역량 우수 전문기업  | 

105 

국내 기존 CAE 소프트웨어 딜러사 vs  

국내 유일의 다분야 통합 솔루션 개발사 

Wherever Whoever CAE 기술 가치 창출 

아시아 최대 CAE 그룹 - 대한민국 공학 소프트웨어 1위 기업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2015년 6월) 

K-SW 포럼 회장사 

(대한민국 SW 전문기업 협의회) 
2014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대상 

(대통령 표창) 

불가리아 대통령 내방 및 소프트웨어 기증 

(2015년 5월) 

KBS 1TV 히든챔피언 (2013년 4월) 

106 

대한민국 공학SW 1위, 국내 유일 CAE-CFD 개발사 



7 
현지법인 

35 
해외대리점 

110 
수출국가 

No.1 8 35 110 

세계 CAE 보급률 1위 · 대한민국 공학 SW 수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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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력 중  

석/박사 비중, 전체 인력의 49% 

해외 인력 비중, 전체의 39% 

아시아 CAE 최대 · 해외 현지 제조업 기준 1조 기업 



 

과학기술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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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 소프트웨어는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