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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ST STUDIO SUITE?
CST STUDIO SUITE 소개
CST STUDIO SUITE은 전자기장이 발생되는 전자기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분석, 최적화를 도와드립니다.

CST MICROWAVE STUDIO
고주파 3D 전자기장 해석 시뮬레이션
마이크로파 및 RF, EDA, EMC 및 EMI 시뮬레이션 모듈

CST CABLE STUDIO
케이블 Harness에 대한 신호 무결성 및 EMC/EMI 분석

CST EM STUDIO
모터, 센서, 액추에이터, 변환기 같은 DC 및 저주파 3D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CST PARTICLE STUDIO
입자 동역학에 대한 3D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마그네트론, 진행파 관 등의 해석 모듈

CST DESIGN STUDIO
회로 해석, 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검증하는 모듈

CST MPHYSICSSTUDIO
열,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구조기계적 응력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 모듈

CST PCB STUDIO
PCB 전용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으로 PCB의 신호/전원 무결성
및 EMC / EMI 시뮬레이션 모듈

CST BOARDCHECK
설계 규칙을 기반으로 PCB의 EMC 및 SI/PI 검증 모듈

* CST STUDIO SUITE 제품에 상기 모듈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Why CST STUDIO SUITE?
EM을위한최고의소프트웨어패키지

CST 시뮬레이션 기술 성능을 최상위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솔버(solvers)를 개발하고 있으며, 보다 정

확하고 효율적인 계산기술에 대한 수십 년의 연구가 이

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성 덕분에 CST 

STUDIO SUITE를 사용하는 많은 응용 분야의 고객들

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실제 장치의 동작을 모방

한 가상 프로토 타입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

었습니다.

센서 코일 : 레일 휠을 통한 커플링
레일 휠 센서에 있는 코일의 자기장 라인을 보여줍니다.

Complete Technology : 전자관을 시뮬레이션하려
면 고주파, 정적, 열, 기계적 및 입자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Why CST STUDIO SUITE?

Frauscher RSR180 (철도레일) 휠 센서의 반응 곡선에서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 간의 일치성

검증된 솔버 기술이 각 모듈의 기반이 됩니다. CST 

STUDIO SUITE는 각 모듈의 수년간의 연구의 결과들

을 반영됨과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발 계산 시뮬

레이션 기술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이 표현

할 수 있도록 모델링 및 메싱 기술들을 개발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정확도높은시뮬레이션
CST STUDIO SUITE은 전자기장이 발생되는 전자기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분석, 최적화를 도와드립니다.



Why CST STUDIO SUITE?
강력한모델링 tool

리얼한 시뮬레이션 : 현실적인 재료 모델과 회로 요소를 통해 SMD 필터를 매우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S-Parameters [Magnitude in dB]

Frequency / GHz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모델이 실제 개체와 똑같

아야 하고 전자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범

위의 현상을 캡처해야 합니다.

CST Studio Suite에는 사용자가 유용하고 대표적인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모델링

환경과 CAD Data 가져오기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등방성 재료, 등급별 재료, 비선형 재료, 로렌츠 모델,

바이오 열원료 등 다양한 재질 타입이 포함되어 있어 더

욱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Why CST STUDIO SUITE?
다중물리학
정확한 시뮬레이션에는 정확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의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위) : 2.45GHz의 전기장, (아래) : 30초 후 온도 분포.

냉각: PCB를 통한 공기 흐름과 그에 따른 정상 온도 분포.

전자기학은 역학과 열역학을 포함한 물리학의 다른 분

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중물리학 분석은 모터와 발전기에서 유도

히터와 전자레인지에 이르는 많은 다른 요소들의 설계

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기 및 자기장은 열 및

기계적 특성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CST

STUDIO SUITE가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CST는 멀티스레딩, 하드웨어 가속, MPI 클러스터 컴퓨팅 및 분산 컴퓨팅과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 기반 시뮬레이션 가속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으로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더 크고 더 복잡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여러 작업을 분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y CST STUDIO SUITE?
High Performance and Cloud Computing



Why CST STUDIO SUITE?
PBA&TST를통한정밀한 Mesh 기법

*PBA : PERFECT BOUNDARY APPROXIMATION

staircase 곡선 4면 메시 곡선 하이브리드 메시 PBA

성능저하 없이 메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ST Studio Suite는 PBA®를 사용합니다.
PBA®는 기존 계단 메쉬와 관련된 속도 이점을 유지하지만, 극도로 조밀한 메쉬 없이도 곡선 구조를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제된 메시를 원래 모델에 다시 투영하여 거칠고 면으로 된 메시를 평활화하고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Why CST STUDIO SUITE?
다양한산업별 Solver

우주선 안테나 : ‘베피콜롬보’ 수성 궤도선의 시뮬레이션 모델. low-gain 안테나
의 필드 소스(빨간색)를 표시합니다.

해석 솔루션에서 성능은 속도와 정확성을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 종류의 모델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솔버는 다른 모델에서는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CST Studio Suite에 다양한 다이렉트 솔버가 탑재된 이유입니다.

Complete Technology에는 정전기에서 광학까지, 나노 스케일에서 전기적으로 매우 큰 범

위의 주파수까지 적용할 수 있는 Solv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T STUDIO SUITE에서사용할수있는 Solver

High frequency
Transient Solver
Frequency Domain Solver
Integral Equation Solver
Asymptotic Solver
Eigenmode Solver
Multilayer Solver
Filter Designer 2D
Filter Designer 3D
Hybrid Task

Low frequency
Electrostatic & Magnetostatic Solvers
Stationary Current Solver
Time Domain Solver
Frequency Domain Solver
System Simulator

EDA
PEEC Solver
Transmission Line Solver
3D FEFD Solver
CST BOARDCHECK

Multiphysics
Thermal Solvers – electromagnetic heating, bio heat, electronic cooling
Structural Mechanics Solver – thermal expansion, deformation

Particle dynamics
Particle Tracking Solver
Particle-in-Cell (PIC) Solver
Wakefi eld Solver

EMC
Transmission Line Matrix (TLM) Solver
CST CABLE STUDIO
Interference Task
Rule Check – EMC and SI on PCBs



Why CST STUDIO SUITE?
CAD and EDA import

데이터 Import : EMC 분석을 위해 CST STUDIO SUITE로 가져온 프린터의 금속 프레임 및 PCB

EDA
ODB++
IPC-2581
Zuken CR5000/CR8000
GDSII
SPICE
Touchstone
Single and multi-layer Gerber
Mentor Graphics®
Expedition™
Mentor Graphics Board Station®
Mentor Graphics HyperLynx®
Cadence® Allegro® PCB Designer
Cadence Allegro Package Designer
Cadence SiP Digital Layout

Agilent ADS®
AWR Microwave O ce®
Synopsis® HSpice, Saber
Sonnet®
Harness Description List
Cadence Virtuoso®
Si2 OpenAccess

지원 포맷

CAD
SOLIDWORKS
ACIS SAT
STEP
STL
OBJ
NASTRAN
IGES
PTC Creo™ (Pro/E)
Autodesk Inventor®
CATIA® v4 – v6
Parasolid
Siemens NX™
Solid Edge
Biological voxel data



노드데이타만의고객관리

Service

노드데이타에서는 연간 60회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황에 따라 방문 교육, 특별반 편성 지원 등
제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01 02

03 04

전화서비스

방문서비스

원격서비스

교육서비스

기술지원
서비스

전화 통화만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원격지원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http://www.nodedata.com

외부적인 문제 등 원격 서비스로 해결이 안 될 때,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필요 시 솔루션 데모 시연을 통해 노드데이타만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타사 대비 2배 이상의 엔지니어 인원이
상시 대응하기 때문에 담당 엔지니어와의 통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Only! 

설계검증

기술커뮤니케이션

전기설계와기계
설계의통합

예비
프로젝트
및개념
설계

품질
및
제조

프로젝트데이터관리

Conceptual Designer

Industrial Designer

SOLIDWORKS Electrical Simulation | Flow | Plastics

Inspection

SOLIDWORKS 
MBD

Composer

DraftSight

eDrawings

PCB

노드데이타만이SOLIDWORKS의모든제품에대한
전문엔지니어를보유하고있습니다.

SOLIDWORKS 
CAM

SOLIDWORKS 
PDM

Exalead
OnePart

Visualize

CST
STUDIO SUITE



KEY CUSTOME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1811호

대표전화 : 02.595.4450
FAX : 02.595.4454
중부지사 :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33번길 22-4 202호
영남지사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5 702호
email : solidworks@nodedata.com
homepage : www.nodedata.com

“ WE DELIVER YOUR FUTURE ”

https://blog.naver.com/nodedata_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hKIiaRqloQbixjjZVlLg
https://www.facebook.com/SolidWorksnodedata
https://tv.naver.com/nodedata1004
http://nodedat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