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 산업의 특성 상 변수가 많은 해양 환경을

고 려 하 여 제 품 을 제 작 해 야 합 니 다 .

기존에는 변수 고려를 위해 실제 모형을 이용한

실 험 을 실 시 하 였 고 , 이 과 정 에 서 많 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산유체역학(CFD) 소프트웨어,

NFLOW를 활용하면 실제모형의 제작 없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과 신뢰도 상승으로

조선해양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Prototype 제작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함으로써, 많은 횟수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입 필요성

[LNG 화물창내 슬로싱 시뮬레이션]

[이젝터 흐름 분석]

Abnormal Normal



제품개요

누 구 나 쉽 게 사 용 할 수 있 는 CFD

소프트웨어“NFLOW”는 제품 설계부터

검증,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원 하 는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CFD Total Solution Platform으로, 기존

격자기반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은 입자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NFLOW는 격자 생성 작업을 생략하여, 구조물 생성과 입자 속성 설정만으로도 바로 해석 실행이 가능한 편리한

CFD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작업 난이도가 크게 낮아져, 일주일 이내의 교육으로도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GPU 병렬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CPU방식 대비 월등히 빠른 연산속도를 제공하며, 간단한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작업 가능합니다. 뛰어난 가시화 기능으로 실제 형상과 유사한 유동 흐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사 Abnormal] [NFLOW]

NFLOW SPH는 완성된 제품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와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손쉬운 유지 보수로 제품을 성능 저하 없이 최고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산업에 활용 가능한 Solver가 적용된 NFLOW SPH는 실제 수리 시험 없이 시뮬레이션만으로

설계 과정에서 설계안의 검증과 더불어 과다 설계 및 오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특장점

[1억개 입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LNG 화물창내 슬로싱 시뮬레이션]

• 라그랑지안 기법이 적용된 입자기반 해석 솔루션으로

유동적인 자유수면(Free Surface)해석에 장점을 발휘

• 각각 고유의 물리량을 가지는 입자를 이용하여 원활한

해석 가능

• 강우 상황, 파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해상 환경

구현 가능

자유수면(Free Surface) 해석에 특화

• 서로 다른 물성치를 가진 유체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유동현상 안정적 해석

다상 유동 해석 (Multi-Phase Flow)

• 유체의 유동에 따라 전달, 확산되는 Scalar량(에너지, 농도, 열 등)의 분포 계산 가능

스칼라 수송 (Scalar Transportation)

• 설계도면을 그대로 불러와서 해석 진행하여

다양한 설계도를 빠르게 검토 가능

• 부분적인 변경에 대한 검증에 강점

• 선박 외부 요인과 밀접한 장치에 대하여 정밀한 해석

가능

별도의 격자 생성 생략

[BWMS 시뮬레이션]



• NFLOW SPH는 BWMS 설계 검증 과정에서 관내 유동 압력과 속도를 파악하여 배관의

사이즈 굴곡 등 규격의 적절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젝터의 유동 흐름과 배관 구간별

유압을 확인하였습니다.

Case 1. BWMS 내부 유동흐름 시뮬레이션

• 배관 내부 평균 압력 및 속도를 측정하여 유체의 흐름을 파악, 최적의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선박 내 Ballast Pump의 해수 흐름을 해석하였으며, 설계시의 문제점들을 찾아

최적의 설계를 제안하였습니다.

[Ballast Pump 해석] [TRO Solution]

[이젝터 유동흐름 분석]

Case 2. 선체 설계 시뮬레이션

• Drainhole의위치를 파악하여 선체 내 잔수 문제와 같은설계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 실제 강우 현상을 구현하여 빗물의 흐름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체 내 잔수 확인 시뮬레이션]

• 파도와 같은 외부 유입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에 물이

고여 있도록 초기입자로 표현하였으며, 파도로

일부 유량이 넘쳐 흐르는 현상 및 호스로 물을 뿌리듯이

생성입자 기능을 사용하여 실제 현상과 동일하게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빠른
기술 지원

이에이트는 CAE 분야 및 CFD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에서 요청사항에 대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기술지원은 온라인 문서와 전화 및 이메일,
원격지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이에이트에서는 제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정기교육과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방문교육
및 교육자료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청 시 프로그램 구매 이전에 실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데모버전의 NFLOW를
제공해드립니다.
* 일부 기능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구매문의

TEL : 1811-2707
FAX: 031-726-2716
EMAIL : info@e8-korea.com

tourismkc@e8-korea.com
www.e8-korea.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49
더제이에스빌딩 5 층

프로그램 무료
데모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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