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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mat-MF
Mean-Field homogenization 모듈로서 multi-physics, multi-phase
재료의 nonlinear거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4.4.1의 새로운 기능
1) Long Fiber Thermoplastics
• Fiber bundling model: linear elastic stiffness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Woven Composites
• 더욱 향상된 woven model : weave pattern을 기반으로 linear elastic stiffness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Digimat GUI : woven을 모델링 하기 위한 더욱 향상된 GUI가 추가 되었습니다.


Yarn definition



Weave pattern definition



Visualization

3) Creep
• Creep : creep & relaxation loading을 위한 GUI가 추가되었습니다.
4) Failure
• Strain 에 기반한 Tsai-Hill-3D transversely isotropic failure criterion 적용.
• FPGF model의 더욱 매끄러운 거동


pseudo grain 전반에 걸친 average failure criteria에 기반

• critical plane에서의 FPGF model의 2D failure 을 계산합니다.
5) Fatigue
• Pseudo-grain 에 기반한 model: multilayered microstructure에서 anisotropic S(N) curve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Matrix에 기반한 Fatigue model: Fiber의 volume/mass에 대비하여 anisotropic S(N) curve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Digimat GUI : S(N) curve를 정의하고 display하는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6) Temperature dependencies
2|Page

Copyright©e-Xstreamengineering,2013

• Temperature에 기반한 Plastic strain multipliers
7) Time dependencies
• 일반적으로 Digimat materials 에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time을 정의할 수 있는
function.
8) Workflow & 기타 개선점
• Loading: uniaxial 방향을 정의할 때 theta & phi 의 각도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Microstructure : layer를 불러올 때 .csv 포맷의 파일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Export: Radioss 와 Pamcrash에 사용할 수 있는 isotropic material cards를 export할 수
있습니다.

Digimat-FE
재료의 미세구조를 사실적으로 나타낸 Representative Volume
Elements (RVE)의 multi-physics와 nonlinear거동을 모델링 하기 위한
FE 기반의 homogenization 소프트웨어입니다.

4.4.1 의 새로운 기능
1) RVE 생성관련
•UD composites : periodic 경계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 Interfaces
•ANSYS v14.5를 지원합니다.
3) Workflow & 기타 개선점
• Microstructure : layer를 불러올 때 .csv 포맷의 파일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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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mat-MX
Material eXchange platform은 준비하고 저장하고 불러들이고
안전하게 DIGIMAT material models을 재료 공급자와 사용자 간에
교환하는데 사용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Digimat-MX 는 parameter 검증과 reverse engineer을 쉽게 하기
최적화 tool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DIGIMAT material model를 위한
모든 범위의 material 을 제공합니다.

4.4.1 의 새로운 기능
Digimat-MX
1) Public Database
• Material suppliers: 다음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Evonik Industries
 Sabic
• Material models, (thermo-)elastic & (thermo-)elastoplastic
 e-Xstream engineering
2) Data import
• Linear elastic: module에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Excel sheets: 일반적인 테이블data를 쉽게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3) Reverse Engineering
• 물성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reverse engineering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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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mat-CAE
DIGIMAT 의 선형 비선형 모델을 injection molding 과 structural
FEA software의 composite material과 구조물의 multi-scale해석을
coupling 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4.4.1 의 새로운 기능
1) LINEAR Solution
• 다음의 항목들을 기반으로 한 Linear analysis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Direct engineering(matrix와 fiber의 property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Generic material data
 Digimat analysis .daf files
• coupled analysis중 라이선스 블록이 없습니다.
• Microstructure 를 불러들이는데 라이선스 블록이 없습니다.

2) Micro Solution
• Speed-Up :30~50% 계산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3) Hybrid Solution
• Speed-Up : shell모델에 대해서 10~20% 계산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 Memory 소비량: 40%의 메모리 소비량이 감소 했습니다.
• Failure modeling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Strain 기반의 failure
Full strain rate dependency

• Input: support of 2nd order homogenization
• Hybrid parameter 생성


같은 폴더에 중복해서 analysis할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re-run이 가능합니다.

4) FEA solver와 연동
• Nastran Sol400: new interface (single processor / Windows)
• Marc Mentat plug-in
• ANSYS v14.5
• Abaqus v6.12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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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cessing Software 와 연동
• Injection molding
 SIMPOE: new interface
 Moldex3D: 3D의 개선 (temperature fields, weld lines,initial stresses)
 Moldex3D: 2D 연동 추가 (fiber orientations)
• Compression molding
 Moldflow
 Moldex3D
• Injection-compression molding
 Moldflow
 Moldex3D
• MuCell®
 Moldflow(2D analysis)
 Moldex3D(3D analysis)
6) 자동화된 process
• Mass center와 관성 axes에 의한 Mesh superposition
• 3D Mapping

Digimat-MAP
Shell & 3D mapping 모듈로서 fiber orientation과 잔류응력 그리고
온도를 서로 다른 injection molding으로부터 structural FEA mesh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4.4.1 의 새로운 기능
1) 자동화된 process
• Mass center와 관성 axes에 의한 Mesh superposition
2) Cross Mapping
• 3D volume mesh에서 2D shell meshe 로 mapping 할 수 있습니다.
3) Meshes
• Samcef: quadratic element를 지원합니다.
4) Fiber를 고려한 Post Processing
• Integration point에서 material propert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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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DIGIMAT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 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모든 DIGIMAT
software module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친숙해지기 위한 Tutorial을 제공합니다.

4.4.1 의 새로운 기능
1) Map module : batch 모드에 대한 가이드 추가
2) `quick-link` 플랫폼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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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www.e-Xstream.com

INFO REQUEST
info@e-Xstream.com

TECHNICAL SUPPORT
support@e-Xstream.com
Support hotline: +32 10 81 40 82

e-Xstream engineering, eX, eXdigimat, eXmap, eXmicross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e-Xstream engineering SA. All other
brand, product, feature names o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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