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IDWORKS 시뮬레이션은 SOLIDWORKS 3D CAD에 완벽하게 내장되어있어 사용 및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킵니다. 

툴바, 메뉴 및 상황에 맞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가 있는 SOLIDWORKS와  동일한 UI (사용자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을 

사용하면 빠르게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내장 된 자습서 및 검색 가능한 온라인 도움말은 학습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SOLIDWORKS 시뮬레이션은 다중 하중 및 제품 구성을 쉽게 분석 할 수있는 SOLIDWORKS 재료 및 구성을 지원합니다.

실험 및 최적화 매개 변수 연구의 설계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입력 변수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십시오. 

디자인 포인트 계산을 실행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습니다.

ㆍ압축 가능한 가스 / 액체 및 비압축성 유체 흐름

ㆍ 아음속, 음속 및 초음속 가스 흐름

ㆍ 유체, 고체 및 다공성 매체에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는 능력. 접합체 열 전달(유체-고체) 유무 (단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 : 사용자 정의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솔리드, 유체 및 팬 동작을 

모델링하고 포함 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유량 시뮬레이션 및 HVAC 모듈 : HVAC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확장은 특정 HVAC 구성 요소를 

추가합니다.

SOLIDWORKS 흐름 시뮬레이션 및 전기 냉각 모듈 : 전자 냉각 확장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는 특정 전자 부품 및 열 특성을 

포함합니다.

제품을 통과하는 유체 흐름의 영향을 계산합니다.

제품 주변의 유체 흐름의 영향 계산

기본적으로 모든 계산은 완전한 3D 도메인에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2D 평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치 않고 런타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솔리드 형상에서 온도 변화를 계산하는 것은 옵션 선택입니다. 대류,전도 및 복사를 통한 컨쥬 게이트 열전달

이 생성 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는 열 접촉 저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 고체에서 순수한 열 전도를 계산하여 빠른 솔루션을 위한 유체가 없는 문제를 

식별합니다.

SOLIDWORKS 흐름 시뮬레이션 및 HVAC 모듈 : 제품의 열부하가 투명 재료의 영향을 받는 정확한 솔루션을 위해 

방사선에 반투명 한 재료를 포함하십시오.

SOLIDWORKS 흐름 시뮬레이션 및 전기 냉각 모듈 : 특정 전자 장치 효과 시뮬레이션SOLIDWORKS 흐름 시뮬레이션 및 전기 냉각 모듈 : 특정 전자 장치 효과 시뮬레이션

ㆍ 열전기 쿨러   ㆍ히트 파이프  ㆍ 주울 난방  ㆍ PCB 레이 업

증류, 난류 및 과도 경계층은 수정 된 법칙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자연대류, 자유 표면 및 혼합 문제에 중요한 유체 부력을 포함하십시오.

회전 / 이동 장치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이동 / 회전 표면 또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

기체 - 액체, 액체 - 액체, 기체 - 비 - 뉴톤 유체와 같은 비 혼 합성 유체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터페이스로 

흐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ㆍ 시뮬레이션 솔루션 시간은 대칭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ㆍ 직교 대칭은 x,y 또는 z 평면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ㆍ 섹터주기 icy를 사용하면 원통형 흐름의 섹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음속, 음속 및 초음속 조건에 대한 이상 및 실제 유량 계산.

ㆍ 액체 흐름은 비압축성, 압축성 또는 비 뉴턴 식 (오일, 혈액, 소스 등)으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ㆍ 물의 흐름을 위해 캐비테이션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증기 수증기 응축 및 상대 습도를 포함하는 흐름에 대해 계산됩니다.



혼합 할 수 없는 혼합물 : 가스, 액체 또는 비 뉴톤 액체에 속하는 모든 유체 쌍의 흐름을 수행하십시오. 

오일, 혈액, 소스 등과 같은 비 뉴톤 액체의 유동 거동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속도, 압력, 질량 또는 부피 흐름 조건에 의해 정의 될 수 있습니다.

유체 및 고체의 열 특성은 정확한 설정을 위해 국부적으로 또는 전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정을 위해 국부 및 전력 벽 열 및 거칠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 구성 요소를 유체가 다공성 매체로 처리하거나 유체 흐름에 분산 된 저항으로 유체 캐비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3D 플롯을 사용하여 어셈블리의 응력 및 변위를 시각화하십시오. 로드시 어셈블리의 응답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변형, 진동 모드, 접촉 동작, 최적화 대안 및 흐름 궤적을 시각화합니다.

von Mises 응력, 변위, 온도 등과 같은 구조 해석을 위한 표준 결과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방정식 기반 결과 플롯을 통해 구조 해석 결과의 사후 처리를 사용자 정의하여 제품 거동을보다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달 및 eDrawing과의 공동 작업을 위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하십시오.

회득 된 결과 필드, 유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체 흐름에서 지정된 입자(입자 연구)의 움직임 또는 지정된 외부 

유체의 흐름 (추적자 연구)에서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기능.



과도 분석을 위해 시간 신호를 복소수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고속 푸리에 변환(FFT) 알고리즘을 사용한 잡음 예측.

정확한 열 분석을 위해 방사선에 반투명 물질을 포함하십시오.

HVAC 어플리케이션은 매우 다양합니다. 열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려 

사항에는 기류 최적화, 온도, 공기 품질 및 봉쇄 제어가 포함됩니다.

열 쾌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여러 환경에 대한 열적 편안함 수준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ㆍ 히트 파이프

ㆍ 열 관절

ㆍ 2 저항 부품

ㆍ 프린트 배선판

ㆍ 열전기 쿨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