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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역

        

 

1. 최상위 버전 무상 업그레이드

2.       

   

1. 기본교육 2인 무상 제공

 (오프라인 교육: 태성에스엔이 CAE Academy / 온라인 교육: eTSNE 이러닝)

2.    

     

     

     

      

  

         

1. 년 4회 CAE 전문 매거진 ANZINE 발간

2.      

3. eTSNE 전문 자료실 프리미엄 회원으로 프리미엄 기술자료 제공

      

        

      

       

    

매거진(ANZINE) 및 전문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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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월

4월

6월

컨퍼런스    

           
2117 33    담당자   

10월

Tae Sung Tech Summit 2021

2021 Ansys Innovation Day 

9월

압력용기 구조 해석 및 평가

Ansys 업그레이드 세미나

산업군 특화 세미나 (소부장/반도체)

스마트팩토리 세미나

산업군 특화 세미나 (자율주행/EV)

산업군 특화 세미나 (헬스케어)

산업군 특화 세미나 (대체에너지)

산업군 특화 세미나 (5G)

태성에스엔이 옴니에듀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통합하는 교육 시스템, 태성에스엔이만의 차별화된 옴니에듀를 경험하세요.

태성에스엔이 CAE Academy

• 수강생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CAE 전문 교육 기관

• 솔루션 해석별 및 수준별 교육 커리큘럼으로 서울/대전/창원 교육센터 운영

• 대한전자공학회 검증 시험 등 인증 교육 진행

10월

8월

교육신청 바로가기

eTSNE 이러닝 바로가기

열린세미나

• 매 회 새로운 주제로 최신 기술동향과 해석 노하우 습득

• 매 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진행

eTSNE 이러닝

•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분야별 CAE 온라인 강의

• PC 및 모바일 기기 접속 가능

Virtual Class

•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온라인 소프트웨어 
실습 교육 솔루션 

•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여 경제적인 비용 운영

최신 기술자료

• 예제파일, 활용팁 등 CAE 최신 기술자료가 매주 업데이트 되는 eTSNE 전문 자료실

• 태성에스엔이 전문가가 직접 선별한 퀄리티 높은 기술자료

기술 세미나

• eTSNE 전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기술 세미나 발표 자료와 

발표 영상

eTSNE 전문 자료실
바로가기



태성에스엔이 교육 흐름도



Think with
TAE SUNG S&E

서울본사
0478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10층
T. 02-3431-2442        F. 02-2117-0017

태성에스엔이 CAE Academy
0478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703호
T. 02-6235-0014        F. 02-2117-0017

본 책자의 모든 컨텐츠(제품명과 서비스, 이미지 등) 저작권은 태성에스엔이와 각 소프트웨어 공급사에 있습니다.

대전지사 | 대전교육센터
340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330호
T. 042-671-8700        F. 042-671-8702

창원지사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804호
T. 055-281-3002        F. 055-283-3002

www.tsne.co.kr
(주) 태성에스엔이

www.ets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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