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center STAR-CCM+
The integrated multiphysics solution for CFD engineers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열 유동에서부터 Multiphase flow, Plasma까지 복잡한 Multiphysics 현상에 대한 해석 가능
- 형상제작에서부터 CAE 계산 및 후처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 툴
- 격자제작 자동화 기능, 자동화된 Physics model 선택 등 높은 사용자 편의성 제공

제품 장점

-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 Multiphysics 기반의 다양한 물리모델 동시 고려 가능한   

  실제 현상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 모델링, 설계 탐색 및 최적화 기능 내장

- Open API를 활용한 대규모 병렬 연산 지원

응용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 자동차/모빌리티

- 우주/항공/방산

- 건축/플랜트/환경

- 조선/해양/발전/에너지

- 의료/식품/안전산업 등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CAD to Post processing

STAR-CCM+는 CFD 해석을 위한 CAD 모델링, 자동화된 격자 작성, 계산, 후처리, 설계 변수 검토, 최적화 기능을 지원하여 STAR-CCM+ 
내에서 CFD 해석을 위한 전과정을 별도의 SW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alism through Multiphysics

STAR-CCM+는 열유동, 전산 고체 역학(CSM), 점성유동, 압축유동, 다상 유동, 입자, 반응 유동, 전기화학 , 배터리, 음향, 전자기, 연소, 
플라즈마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리현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Applications for each Industry
STAR-CCM+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에 다양한 산업분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1.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분석(PECVD, 에칭 등) 등 2. 조선해양, 선박거동  LNG/수소 탱크 평가 등

8. 의료/식품/안전산업 분야 효율 평가 등
7. 플랜트, 설계 평가, 공정분석 등

6. 자동차/모빌리티, 효율 분석/설계 평가 등5. 우주항공, 효율 분석/설계 평가 등

4. 배터리, 전극/셀/팩/시스템 설계 평가 등3. 유체기계 (펌프, 팬, 압축기, 가스터빈 등) 성능 분석 등



Simcenter Flotherm 은 MCAD-Bridge를 사용하여, 3D CAD 형상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를 통해 방열설계 및 열관리 성능을 시
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기/전자 산업분야의 기구 및 회로설계자가 개념설계 단계에서 전자 장비 및 제품에 대한 방
열해석을 수행하고, PC core수 무제한, 3D Solid 형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사용가능, 격자수 무제한 등의 기능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한 설계최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Chip level, Board level, System level 에 이르기까지 MCAD 및 EDA 데이터를 한 파일로 통합하여 반도체 패키징, PCB, 
System, 반도체 부품 등 모든 전자 부품과 다양한 기구물들의 공기 흐름 및 열전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종 반도체 칩과 전자 부품에 대한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많은 논문, 이용 사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사용자의 약 98%
가 추천하는 검증된 전기/전자분야 전용 열관리솔루션 입니다.

Simcenter Flotherm 
전기/전자산업분야 기구 & 회로 설계분야 열관리 최적화 툴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 우주, 방산, 전자 및 반도체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자제품과 부품은 점점 고속화, 소형화, 복잡화 
되면서 기계 및 전자 설계 흐름을 제한하고 전력 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졌으며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Flotherm은 빠른 시간 내 제품의 방열설계 최적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지멘스 최고의 열관리 해석 제품입니다.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반도체 칩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열관리 기술을 통한 최적의 제품 제작 가능.

Flotherm SW 특징

SmartPart™ (히트싱크, 팬, 인클로저, TEC, PCM 등의 라이브러리 D/B)를 사용하여 모든 전자 제품에 대한 방열설계 map
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MCAD 및 ECAD로 모델링한 형상을 손쉽게 변환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형상 및 모든 PCB 레이아웃 정보에 
근거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Instamesh™ 는 형상이 복잡하고 수 천개의 부품이 구성되어 있어도 쉽고, 빠르게 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T3STER™ 를 이용해 측정된 과도적인 열측정값과 자동 보정하는 방법 구현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개발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

• 

young
줄 긋기



Simcenter Flotherm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방열설계 기술자 및 엔지니어를 위한 전기/전자산업분야 열관리 및 방열해석 소프트웨어로 CFD 경험이 없는  방열설계 기술자 또는 
  엔지니어가 열해석 자동화 기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최적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툴이다. 

Simcenter Flotherm에서 지원하는 전용 모듈들의 활용 예

핵심 생산성 장점 : 연결성

Libraries: 

FloMCAD Bridge:

FloEDA Bridge:

Thermal Cailbration:

Flotherm Pack:

HyperLynx PI:

SmartPart™ (팬, 방열판, 보드 등)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

주요 MCAD에서 기구 모델을 열해석 모델로 변환하여 불러오기 기능. 

주요 EDA S/W에서 PCB 레이아웃 정보, 재질 및 열물성 등 3D형상 및 정보 가져오기 기능.

T3STER 측정값에 근거한 Flotherm 해석 결과 보정 및 해석 결과 정확성 향상 기능.

IC 패키지와 부속 부품들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구현 및 쉽게 원하는 모델 생성 기능.

IC에 DC전압 및 전류 공급 문제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및 파악.

• 다양한 형상 및 기능의 SmartPart™
• 전자부품 및 물성치 데이터베이스 지원
• MCAD, EDA의 완벽한 호환성
• 자체기능을 통한 실험계획법 및 최적화 지원
• 설계최적화 솔루션 HEEDS와 연동 가능
• 열해석 엔지니어를 위한 전자 제품 냉각 솔루션
• 3D CAD와 동일한 작업 환경
• 설계자를 위한 자동 격자

Package 레벨 열해석 Board 레벨 열해석

System 레벨 열해석 Fan, Heatsink, Heat pipe가 
결합된 제품의 방열해석



Simcenter Flotherm 주요 특징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1. InstaMesh™  및 FloXML 을 활용한 작업 자동화

3. IC-DC 공급망을 지원하는 ECXLM & 라이브러리

•  InstaMeshTM™시스템 사용으로 격자 품질 걱정 없이 쉽고빠르
게 자동 격자 생성으로 해석 시간을 단축

•  데이터 통합을 위한 FloXML 모델 및 형상 정보 가져오기 기능

2. 설계 공간 탐색 자동화

•  최적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HEEDS 연계로 설계 시나리오 
생성 및 해석을 통한 최적 모델 선정.

•  Simcenter Flotherm과 동시 작동되며, NX 3D CAD에 외부 
3D CAD 형상 매개 변수로 추가 가능. 

• 전자장비 열관리 분석에는 IC 패키지와 이들이 발산하는 열이 존재
•  이 장치의 열 모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 함.
•  Simcenter Flotherm은 간단한 부품부터 복잡한 시스템까지, 모든 
 모델링 수준을 지원하며, 다양한 분석 옵션을 제공 함.

• 전자 시스템은 한 공급업체에서 구축하는 경우가 드물고,
•  많은 부품이 복잡하게 섞여서 이 공급망을 지원하고 있음.
•  Simcenter Flotherm은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하기 쉬운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핵심 솔루션 임.

4. 복잡한 IC 패키지의 콤팩트 모델화

5. 포괄적인 EDA interface, PCB 패턴 묘사

•  EDA 툴, 특히 Mentor 도구(Xpedition, PADS)와의 양방향 통신은 물론 
Cadence, Zuken 등도 지원. 

 

6. Simcenter Flotherm BCI-ROM 모델

방열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데이터와의 자동 보정 기능

8. 완벽한 3D CAD와의 연결성

• 업계 최초로 CFD 해석결과를 Simcenster T3Ster 온도 및 열저항 측정데이터 측정값
에 맞도록, 자동 보정 기능 제공.

•  모델링에서 결과검증까지 모든 단계에서 test data 지원.
•  측정데이터의 활용은 해석결과 정확도 크게 향상 시킴.

•  MCAD-Bridge를 통한 3D CAD 형상 데이터 깨지지 않고 원시파일로 불러들여 옴.

•  전자 패키지의 열모델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해석하는 컴팩트 감소 차수 모델(Boundary-Condition-Independent 
    Reduced-Order Models)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열 환경을 CFD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상당량 소모되기 때문에 Simcenter   
    Flotherm의 BCI-ROM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을 추출하여 반복계산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약 40,000배 빠른 해결 속도를 보입니다.

 

9. Hyperlink 와 연결하여 SI,PI & Thermal 해석 가능

•  Simcenter Flotherm은 Hyperlinx에서 Powermap을 import 하여 PI(Power Integrity) 
    전력 분배에 따른 열 해석이 가능합니다.

•  Simcenter Flotherm XT는 Hyperlinx와 Co-Simulation하여 PI(Power Integrity) 열 
    해석이 가능합니다.



 Simcenter Flotherm XT는 내장된 CAD importing 기능을 통해 3D CAD 형상데이터를 불러오고, 전장부품의 방열설계 및 열
관리 성능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기/전자 산업분야의 기구 및 회로설계자가 개념설계 단계에서 전자 장비 및 제
품에 대한 방열해석을 수행하고, PC core수 무제한, 3D Solid 형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사용가능, 격자수 무제한 등의 기능
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한 설계최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Chip level, Board level, System level 에 이르기까지 MCAD 및 EDA 데이터를 한 파일로 통합하여 반도체 패키징, PCB, 
System, 반도체 부품 등 모든 전자 부품과 다양한 기구물들의 공기 흐름 및 열전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종 반도체 칩과 전자 부품에 대한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많은 논문, 이용 사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대 다수 Flotherm 사용자가 
추천하는 검증된 전기/전자분야 전용 열관리솔루션 입니다.

Simcenter Flotherm XT

5G 통신과 digital twin 구현을 위한 각종 ICT 분야, 전기/수소차에서 자율주행차량 및 UAM 등을 포함하는 그린모빌리티 산업의 
전장 부품 열설계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한 열해석, 열-구조 연성해석, 열-전자기장 연성해석 등 다 물리현상의 동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알고리즘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점점 고속화, 소형화, 복잡화 되는 전장부품은 기계 및 전자 설계 흐름을 
제한하고 높은 전력 밀도를 요구하고 았습니다.  이로 인해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졌으며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산업계의 열관리 표준 소프트웨어로 자리잡은 Flotherm의 DNA에 첨단 Thermal, Structure, EMI/EMC 현상을 통합한 
Simcenter Flotherm XT는 빠른 시간 내 제품의 방열설계 최적화를 구현하는 지멘스 최고의 열관리 해석 제품입니다.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ICT 분야 및 그린모빌리티 전장부품 등의 열관리 기술을 통한 설계 최적화 기능.

Flotherm XT SW 특징

•  Flotherm에 3D CAD 기능이 내장된 툴로, 격자 해상도가 부족한 경우 계산과정에서 실험 또는 경험법칙 등과 결합된 알고리즘을 제공 합니다.   

•  SmartPart™ (히트싱크, 팬, 인클로저, TEC, PCM 등의 라이브러리 D/B)를 사용하여 모든 전자 제품에 대한 방열설계 map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MCAD 및 ECAD로 모델링한 형상을 손쉽게 변환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형상 및 모든 PCB 레이아웃 정보에 근거한 정확
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 Instamesh™ 는 형상이 복잡하고 수 천개의 부품이 구성되어 있어도 쉽고, 빠르게 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imcenter T3Ster™ 를 이용해 측정된 과도적인 열측정값과 자동 보정하는 방법 구현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개발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Simcenter Flotherm 열 해석 소프트웨어와 Simcenter FloEFD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술을 결합



복잡하고, 덜 정리된 형상을 격자화하는 SmartCells  기능

3. 내장된 파라메트릭 연구 기능

•  SmartCells 기능 사용으로 복잡한 형상 도는 CAD 정리가 
덜된 형상에 대해 격자 품질 걱정 없이, 쉽고 빠르게 자동 
격자 생성으로 해석 시간을 단축

2. CAD 기반 SmartParts 로 모델구축 속도 향상

• Flotherm XT의 SmartParts 기능은 내장 라이브러리 사용으
로 빠른 시간 내 3D CFD 해석 모델링을 가능하게 함.

• Flotherm XT에 내장된 Parametric Study 기능으로 CFD 해석
을 통한 설계 최적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최적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HEEDS 와 연계하
여 설계 시나리오 생성 및 해석을 통한 최적 모델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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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therm XT에 내장된 Package Creator 기능으로 더욱 정교하고
상세한 IC 패키지 등의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음.

• 정교한 IC 매키지 모델링 기능외에도 Flotherm XT에서 생성한
BCI-ROM(경계조건독립 차수감소모델)을 사용하여 최대 40,000배
빠르게 전자 냉각관련 설계 문제 해결. 

• BCI-ROM은 차량 전력 전자 장치, 스마트폰과 같은 가전 제품, 
반도체 패키징 설계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

Flovent

Simcenter Flotherm  주요 특징

방열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데이터와의 자동 보정 기능

• 업계 최초로 CFD 해석결과를 Simcenster T3Ster 온도 및 열저항 측정데이
터 측정값에 맞도록, 자동 보정 기능 제공.

•  모델링에서 결과검증까지 모든 단계에서 test data 지원.
•  측정데이터의 활용은 해석결과 정확도 크게 향상 시킴.

• EDA 툴, 특히 Mentor 도구(Xpedition, PADS)와의 양방향 통신은
물론 Cadence, Zuken 등도 지원. 

• Flotherm XT는 SolidWorks의 내장 3D CAD 사용으로 형상 데이터 불러
오기 기능과 지능형 형상 처리 기능은 3D CAD 오차 최소화 및 형상 단
순화 등으로 계산시간 대폭 단축 가능.

• MCAD 형상 수정, 삭제 단순화 및 생성 지원

Flotherm 프로젝터 및 어셈블리  파일 불러오기 기능

•  Flotherm에서 작업한 프로젝트 및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와
Flotherm XT에서 사용 가능.

7.  내장된 3D CAD를 이용한 접근성 확대  

6. 포괄적인 EDA interface, PCB 패턴 묘사  

4. 정교하고, 상세한 IC 패키지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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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ey Flotherm Strengths

8 Key Flotherm XT Strengths



Simcenter FLOEFD 는 지멘스 NX,  Solid Edge, CATIA V5, Creo, 
SolidWorks와 같은 기계설계 3D CAD에 탑재된 CFD 해석 툴 
입니다.

Simcenter FLOEFD 는 MCAD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3D 
CAD 데이터의 전환 또는 이동 없이 곧바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FLOEFD 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복잡한 형상에 대한 
유동해석을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로부터 성능을 
평가하고 재설계하는 반복 시간을 크게 단축 시켜줍니다.

Simcenter FLOEFD
설계자, 비전문가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열유동해석 솔루션

MCAD + ECAD + CFD 해석 업무를 단일 GUI에서 수행

3D CAD에 내장되어 사용 합니다.
회로설계 및 기구설계 기술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EDA 데이터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CAD GUI에서 해석을 수행하기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CAD파일을 CFD해석용 SW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CAD의 단순화 작업 또는 Clean Up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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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AD를 사용한 기구 파트 제작 3D CAD와 ECAD가 결합된 모델의 해석 결과Simcenter FLOEFD의 EDA Bridge에서
ODB++ 파일을 가져와서 PCB 보드 생성



Simcenter FLOEFD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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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D embedded 된 
Simcenter FLOEFD 

해석 예

FLOEFD를 이용한 전자장비 
열유동해석 결과
(3D CAD 형상 그대 사용)

최적화 해석결과
(여러 모델들 비교 가능)

Simcenter FLOEFD EDA Bridge로 가져온 PCB 형상

1D-3D 양방향 연동해석, Simcenter FLOEFD에서 OneSim 컴포넌트 생성

T3STER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CFD 해석의 열저항 모델 보정 예

 9.  모듈을 이용한 전문적인 해석
      •  Smart PCB 기능
      •  Auto Calibration 기능
      •  Water 필름 및 흡습 (몬테 카를로 모델…)
      •  배터리 모듈
      •  BCI-ROM 기능
      •  Simcenter FLOEFD-HyperLynx SI PI Co-simulation 기능
      •  구조 및 EMAG 모듈
      •  Package Creator 기능



Simcenter FLOEFD 추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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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듈은 기본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HVAC 모듈 
환경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염물질 분포 시뮬레이션을 위
한 쾌적성 및 트레이서 스터디, 건물 재료에 대한 확장 데이터베이스, 개선
된 태양열 복사, 난방, 냉방 및 환기 응용 분야의 추가 기능

Electronics Cooling 
모듈

세부적인 전자시스템 시뮬레이션에 가장 적합하며, 열관리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팬 곡선 및 패키지 재질
또는 2저항 컴포넌트의 확장된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히트 파이프, PCB, 전
류 흐름으로 인한 주울열 효과 등의 추가 기능

LED 모듈 

조명 산업과 특히 LED 램프에 가장 적합한 모듈로, 접합 온도 및 루멘을 제
공합니다. 구분종좌표 및 몬테카를로 등의 고정밀 복사모델과 투명재질에
서 복사에너지의 흡수, 산란, 반사, 굴절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플라스
틱 재질의 수분 흡수-방출과 냉각면에서 수분 응축-증발 기능도 제공

Advanced 모듈 

마하 30까지의 극초음속 유동, 인공위성 또는 태양계 행성의 궤도 복사 환
경, 2상 기체 입자 흐름, 기체상 혼합물의 연소, 응축물 경막의 증발, 응고
및 용융도 가능한 경막 응축 모델을 고려하는 전문가의 추가적인 해석 기
능을 제공합니다.

EDA Bridge 모듈 
FLOEFD와 PCB 보드 설계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FLOEFD로 상세한
PCB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으로 IDF, CC & CCE, ODB++, IPC2581B 와
PDML 등 PCB 파일 포맷과 PCB 형상, 재료 및 IC 열특성이 포함됩니다.

BCI -ROM and 
Package Creator 모듈 

전자 패키지의 열모델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고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
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해석하는 컴팩트 감소 차수 모델(RO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적 소형 열모델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시간과 설계공간
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을 신속하게 제작합니다.

Power Electrification
모듈 (배터리 모듈)

전기 배터리 셀 및 반도체 장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울열 효과, 전기적 요
소, 배터리, 멤브레인 기능을 지원하며, 배터리 기능은 전기적 또는 전기화
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발열량 및 온도 예측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배터리
모델은 ECM(등가회로모델)과 ECTM(전기화학적 열결합모델)입니다.

Extended Design 
Exploration모듈 
(최적화 모듈)

HEEDS™최적화 기술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입력 변수에 대한 최적화 스터
디(여러 개의 목적함수 가능)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HEEDS�
의 알고리즘(SERPHA solvers) 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설계를 찾습니다.

T3Ster Auto 
Calibration 모듈 

FLOEFD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T3STER� 측정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
지도록 자동 보정해주는 기능 제공합니다. 이때, FLOEFD의 파라메트
릭 스터디인 최적화 기능을 활용합니다.

Electronics Cooling 
Center 모듈 

기존의 전자기기 관련 기능들을 결합하고, Flotherm�의 새로운 기능을 통
합해 전자기기 방열/내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듈은 “Electronics 
Cooling”+”EDA Bridge”+”BCI -ROM and Package Creator”+”T3Ster 
AutoCalibration ” 모듈들이 결합된 기능이며, 추가로 전기적 요소도 제공함.

결합 모듈

Structural 모듈

하중에 대한 구조의 응답을 예측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해석 범위로 정적
선형해석(힘 또는 압력하중, 열팽창 및 강제 변형에 대한 정적 응력, 변형
량), 모달 주파수 해석 및 좌굴(고유값 결정)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적 유형
을 선택하면 FSI(열-유체-구조 상호작용) 해석이 가능 합니디.

Electromagnetics
모듈

Maxwell 방정식의 정확하고 빠른 해석을 위해 유한 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전자기 필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해석 범위는 시간-조화(단일 주
파수 기반 해석) 및 시간 의존 전자기 필드이며, 시간 조화 유형은 정상 상
태 및 과도(시간 의존) 해석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 모듈 

EV 모듈은 “Electronics Cooling”+”Power Electrification”+”Structural ”+” 
Electromagnetics” 모듈들이 결합된 기능을 제공하며, 이 기능들은 전자제
품, 전원모듈(IGBT, MOSFET 등)와 E-파워트레인 등의 열-전기-자기-구조-
유체(thermal -electrical -emag-structural -flow) 다중물리 분석이 가능함.

결합 모듈

Ultra 모듈 
Ultra 모듈은 Embedded HEEDS 및 Electromagnetics 를 제외한 다른 모든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하나의 추가 솔버 라이선스를 제공합니
다.

결합 모듈



Simcenter FLOEFD 추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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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듈은 기본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EDA Bridge Electronics Cooling Power Electrifica�on

Battery, Electrical Element, Membrane, DC2R, DC, PCB, Heat PipeEDA Import, SmartPCB, Package Creator

AutoCalibra�on Structural EMAG

BCI-ROM+Package Creator

BCI-ROM, Package Creator

LED, Ligh�ng

LED, Monte Carlo, Sorption, Water Film

Advanced

Hypersonic, Combustion, Water Film, DO, 
Sorption, On-Orbit radiation  

Ext. Design Explora�on HVAC

Embedded HEEDs Comfort Parameters, Tracers, DO

EV
EC
Power El.
Structural
EMAG

+
SmartPCB

ECC
EDA Bridge
E.C
AutoCalibration
BCI-ROM & PC

+
Electrical Element



Simcenter Flovent 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대해 3차원 공기의 흐름, 
열전달, 오염 분포 및 쾌적 지수를 예측하는 HVAC 전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니다. 

Simcenter Flovent 의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메뉴구성은 난방, 
환기, 데이터센터 열부하 계산 및 공조(HVAC) 시스템 설계 및 성능 
최적화를 연구하는 엔지니어를 위해 특화되어 있습니다. 

Simcenter Flovent
냉/난방, 환기, 악취 등 공조 시스템 및 
데이터센서 에너지부하 설계 최적화 SW

생산기반 설비를 갖춘 아파트형 공장 내 악취농도 분석 예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ome Key Features

•  다양한 형태의 SmartPart    세트 (지능형 모델 생성 매크로)

•  모델 생성과 격자 생성을 하나의 단계로 결합한 객체연결 격자 시스템

•  대류, 전도성 및 복사열전달 동시 해석 가능

•  사용자 정의 모니터 포인트의 수렴에 따라 선택적인 솔루션 종료 가능

•  과도 상태 해석을 위한 선형 램핑, 전력 증가, 지수 증가, 정현파, 주기적 등 다양한 형태의 경계 조건 설정

•  난류 또는 층류 흐름 시뮬레이션

•  복잡한 3D 공기 흐름을 시각화하는 간소화된 입자 애니메이션

•  열전달 경로를 시각화하는 애니메이션

Create Intelligent Models

•  HVAC 기류 모델링 설계를 위한 완벽하고 기술적으로 고급화된 

   모델 생성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디퓨저, 열교환기, 그릴, CRAC 장치와 같은 HVAC 장비 전용 지능형 모델 생성, 

    매크로 제작 및 구성 가능.

Robust Meshing and Fast Solver

•  SmartPart    및 격자 제작은 셀 당 가장 빠른 솔루션 시간을 제공.  

•  Flovent locally refined mesh 기술은 계산영역의 서로 다른 격자들끼리 

   일치하고 중첩되는 비정형 그리드 인터페이스를 지원.

데이터센터 열에너지 부하량 계산 설정 예

Mission Critical Facilities 의 열유동 시뮬레이션

Robust Meshing and Fast Solver

•  Flovent 는 30년 이상 냉/난방, 환기 및 공조 (HVAC) 응용 분야에서 사용. 직교격자 기반 솔버는 정확한 결과와  빠른 계산시간 보장.

•  Flovent 는 대공간부터 클린룸 부스까지 열/유체/이물 문제 해결의 최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GIS 데이터로부터 확보된 3D 디지털   

   맵을 통해 작은 소도시 바람길 시뮬레이션과 도심지역 내 악취전파 및 화재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TM

TM



Simcenter SPH Flow는 과도 흐름 및 모션이 있는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고 자동화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Simcenter SPH Flow
Accelerate the analysis of complex transient applications with rapid meshless CFD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Simcenter SPH Flow는 설계자와 분석가에게 개발 주기 초기에 설계를 쉽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완전 
통합된 워크플로를 제공하는 빠른 meshless CFD(전산 유체 역학) 툴이며, 혁신적인 SPH(smoothed-particle 
hydrodynamics) 방법을 사용합니다.

- SPH방법은 Navier-Stokes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기존 접근 방식으로 메싱 관련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수치해석 방법의 일부입니다. Lagrangian 특성과 입자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Simcenter SPH Flow는 동적인 흐름, 변형 가능하고 복잡한 경계 및 단편화/재결합이 있는 
인터페이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 Simcenter SPH Flow에는 자동 형상 준비, 시뮬레이션 설정 및 솔루션 분석을 위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완전 통합된 시뮬레이션 환경(Simcenter SPH Flow Studio)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동적인 유체 흐름 및 모션을 포함하는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의 분석을 가속화합니다.

제품 장점

- 빠르고 강력한 메쉬리스 CFD 솔버

- 복잡하고 동적인 흐름을 더 빠르게 해결

- 유체-유체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모델링

- CAD 형상에서 솔루션까지 완전 통합된 자동화된 워크플로

활용 분야

- 윤활 시스템

- 비혼합 다상유동 시스템

- 교반기 시스템

- 유변학 물질 거동

- 유압기기 시스템 

- 연료 시스템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moothed-Particle Hydrodynamics

복잡한 제품을 모델링하면서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CFD 엔지니어는 

정확성 및 소요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가능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PH는 기존의 메쉬 기반 접근 방식을 보완하는 빠른 

메쉬 없는 CFD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Navier-Stokes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입자 기반 SPH 방법은 매우 동적인 흐름, 변형 가능하고 

복잡한 움직이는 형상 및 단편화/재결합이 있는 유체 인터페이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Co-Simulation

전기모터 냉각, 타이어 수막처리, 센서 오염을 위한 자동차 물관리, 
앞유리에 내리는 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는 다중 물리학적 
엔지니어링 접근이 필요하며, 통합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사용하여 여러 분야의 제품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SPH와 FEM 
솔버를 결합하여 유체-구조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공기역학적 힘이 
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SPH를 다른 SPH 시뮬레이션 또는 
메시 기반 CFD 방법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Local Particle Refinement

비행기의 수상 비상착륙, 차량의 침수된 도로 운행, 기어박스 윤활, 댐 

파손 시나리오는 모두 국부적인 액체 흐름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SPH

에 대한 로컬 입자 미세 조정을 통해 엔지니어는 더 낮은 CPU 

비용으로 더 높은 해상도로 관심 영역을 정확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로컬 입자 미세 조정 박스의 정적 또는 동적 기능은 낮은 계산 및 설정 

노력으로 높은 정확도의 시뮬레이션을 쉽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Moving Objects

SPH 솔루션은 계산 그리드의 필요성을 완화하여 복잡한 물체 동작을 

쉽고 빠르게 설정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도 상태 및 움직이는 

형상에서 유체 역학을 정확하게 캡처하기 위해 SPH를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회전 또는 변환 동작을 포함하여 동적 6-DOF 동작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제품 작동 조건을 정확하게 모사하고 

결과적인 유체 역학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정교한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Surface Tension

액체 충돌은 많은 항공우주, 파워트레인 및 자동차 응용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면 장력 모델은 소수성에서 친수성 
재료까지 연구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접촉각을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표면 조건에 대한 젖음성 효과를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표면장력 모델을 통해 가장 좁은 영역에서 모세관 효과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Rheology

슬러리, 압출, 재료 처리,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는 엔지니어가 확산 및 

점성 또는 점탄성 거동이 지배하는 유체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유변학 CFD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전력 소비, 배출 및 

원자재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제품 신뢰성, 사용자 경험 및 책임 

비용을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비뉴턴 유체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imcenter Flomaster 주요 기능

• 액체, 기체, Two Phase 시스템 정적/동적 시뮬레이션

• 시스템 상호작용을 포함한 내부/외부 열흐름

• 유체 시스템의 유동 밸런싱

• 내부유동 시스템의 통합 성능 데이터 (D.S. Miller)

• 전 제조 산업체 적용이 가능한 광범위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 캐비테이션을 포함한 신속한 다이나믹 해석 모델링

• 배관시스템 시운전을 포함한 시스템 스타트-업

• 상대습도 및 절대습도 추적

• 압축 시스템에서 초킹

• 주울-톰슨 효과

• 과도 전류 시스템의 열용량

• 유체 혼합

• 실험설계 파라메트릭 및 몬테카를로 연구 분석

• 기하학적 공동 및 스월 포함 가스터빈 2차  유동 

• 시뮬레이션 기반의 3D 특성화 성능곡선

• 1D-3D 연성해석

• MATLAB/Excel 등의 엔지니어링 도구에 링크

• 사용자가 제작하는 구성 요소

• 제로 흐름 열전달

• 열교환기 냉각팩의 3D 시각화 및 세분화

• 파라메트릭 시뮬레이션 및 FMI 모델 생성

• 3D CAD파일 가져오기

• 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를 위한 개방형 API

Simcenter Flomaster 는 각종 플랜트설비, 항공, 우주, 조선, 해양, 
철도차량,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산업분야의 배관망, 
공기순환 급배기 덕트, 유압/공압 시스템 등에 대한 최적설계 및 
다이나믹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열-유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툴 
입니다.

Simcenter Flomaster 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 데이터의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최종 설계 및 부품 공급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개념 설계수준의 P&ID로부터 시스템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유연성으로 인해 구성부품들의 정보가 
설계주기 동안에 하나씩 구체화 되면 업데이트를 통하여 전체 
시스템 모델이 완성됩니다.

Simcenter Flomaster
시스템 레벨의 접근방법으로 열-유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설계 툴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전 제조 산업체에 대한 Simcenter Flomaster 의 적용 분야 예

펌프 배관의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서지현상 방지설계 최적화 예



1. 엔지니어링 효율성 향상

2. 비용 절감

3. 시간 단축

• 소프트웨어 사용 및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작업 효율성 향상 및 
   D.S. Miller 데이터, NIST REFPROP 데이터 베이스 기반의 400개 
   이상 즉시 사용 가능한 구성요소 제공.

• 각종 플랜트설비 설계과정 초기에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폭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한 설계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각 산업분야의 샘플 시스템, 빠르고 강력한 솔버, 기타 CAE 
   툴과의 협업 등을 기반으로 하여 쉽고, 빠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Simcenter Flomaster
5가지 주요 특징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4. 시스템 성능 향상

5. 안전 및 규정 준수 보장

• Flomaster 엔지니어는 몇 분 안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고장 시나리오 식별이 가능하기에, 경감장치 설계 및 심각한 
   사고를 설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고장 발생 시 긴급조치 
   또는 복구에 걸리는 시간 파악이 가능합니다.

Simcenter Flomaster 사용자

엔지니어

Simcenter Flomaster 는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를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신속하고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imcenter Flomaster Launchpad 는 사용자가 쉽게 성능곡선, 물성값 등을 추가하거나 작업중인 모델 또는 각 산업
분야 별로 공유된  모델들에 신속하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제품 성능/기능을 
개선하고 시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Simcenter Flomaster 는 비용절감 및 설계 성능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LEAN’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상에서 유체흐름 및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합니다.

• 시뮬레이션으로 설계성능 검증이 가능하기에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팀 내의 오류를 감소 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체 팀 내의 "what-if“ 테스트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설계 및 개발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Simcenter Flomaster 는 3D CFD 해석 SW 및 최적화 SW 등 다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 가능하며, 

전반적인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Open API를 통해 시스템 수준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모델을 가져와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차량 열관리(VTM), 가스터빈 및 플로팅 생산, 저장 및 오프 로딩 

시스템(FPSO)과 같은 전문 응용 분야에 대해 전용 카탈로그 및 솔버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CFD 전문가

Flomaster Launchpad 실행화면



Simcenter Flomaster  주요 응용분야

Automotive

HVAC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엔진냉각 시스템(UTM)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윤활 및 연료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배기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제동장치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Power & Energy, Plants

가스터빈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화력 발전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CTCS (Condenser Tube Cleaning System)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Aerospace

항공기의 환경제어시스템(ECS)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료 및 추진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각종 유압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Process & Marine 

냉각수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산업용 가스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안전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해양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801호 
                     (가산디지털 2단지,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1차)
부천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431번길 76
www.deltaes.co.kr,      young@deltaes.co.kr,      TEL: 070-8255-6001~5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imcenter Amesim은 시스템 성능을 가상으로 평가하고 최적화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통합 메카트로닉 시스템 
시뮬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개발 단계부터 최종 성능 검증 및 제어 보정까지 전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Simcenter Amesim
Delivering engineering innovation with system simulation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시스템 레벨의 성능 시뮬레이션
- 시스템과 시스템의 영향도 분석
- 단일 플랫폼에서 멀티 도메인
- 물리 시스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제품 장점

- 시스템간 성능 해석을 통한 시스템의 균형 분석

- 제품 개발 초기에 성능 개선 인자의 기여도 검토

- 빠른 계산 시간으로 개발기간 및 비용 절감

- 물리 기반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여 쉽고 직관적

- 산업특화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데모 템플릿모델을 제공

- 실시간(HiL)으로 제어 검증 및 확인

-  Pre-CAD 기반 모델링 프로세스
-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
- MIL, SIL, HIL 지원
- FMI/FMU 지원

제품 장점

- 유압 기기 시스템

- 벨브 다이나믹스

- 열관리 시스템

- 차량 샤시 시스템

- 파워트레인 시스템

- 엔진 흡배기 시스템

- HEV 및 EV 시스템

- 배터리 쿨링 및 에이징

- 추진 시스템

- 연료 시스템

- 윤활 시스템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시스템 시뮬레이션 플랫폼

Simcenter Amesim을 통해 엔지니어는  

시스템의 성능을 사전에 가상 환경에서  

평가하고, 더 나은 설계를 선택하고,  비용과 

개발 시간을 줄이고 전반적인 제품  품질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메카트로닉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질적 툴을 제공합니다

메카니컬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든 기계 시스템의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진동 거동을 설계하고 최적화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차원(1D, 2D 및 3D) 

동적 시뮬레이션 기술이 포함돼 있어 저주파와 

고주파 현상, 강체 또는 유연체, 비선형 마찰, 

기계 구조와 전기 또는 유압 거동의 다중 물리 

액추에이터 등을 지원합니다

유체 시스템 시뮬레이션

유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유압 및 공압 구성 요소의 동적 

거동을 최적화하며 유압 작동 시스템, 

파워트레인 시스템, 항공기 연료 및 환경 

제어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유체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열관리 시스템 시뮬레이션

설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열 

상호작용을 고려해 시스템의 열관리를 설계 

및 최적화하고 성능과 효율성,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자동차, 비행기 또는 실내 

쾌적성과 같은 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합니다.

시스템 통합

다단계 철학과 간소화된 사용자 경험을 활용해 

구성요소 및 전체 시스템을 위한 모델 기반 

설계를 채택합니다. 구성요소에서 전체 

시스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과제에 집중하고 가용 데이터를 활용해 가능한 

빠른 과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전기 시스템 시뮬레이션

컨셉트 설계부터 제어 검증까지 전기 및 전자 

기계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메카트로닉 시스템의 동적 성능을 최적화, 

전력 소비를 분석과  자동차, 항공 우주, 산업 

기계 및 중장비 산업을 위해 전기 장치 제어 

법칙을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진 시스템 시뮬레이션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탑재된 

추진 기술은 미래 설계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파워트레인 전기화, 우주 

산업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발사 시스템, 

선박을 위한 대체 연료(LNG)사용 등에서 추진 

시스템의 영향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ROM Builder

축소된 차수 모델(ROM)은 모델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실시간 응용을 활성화 할 수 있어 

디지털 트윈의 가치를 높입니다. 사용자가 

ROM 빌드 및 내보내기가 가능하며, 이 도구는 

기계 학습, 선형 대수 및 통계에서 최고의 축소 

기술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다양한 멀티피직스 라이브러리

Simcenter Amesim은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 및 검증 된 6,500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포함 된 템플릿 모델과 바로  사 

용 할 수 있 는 5 0 여 개 의 멀 티 피 직  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Simcenter 3D는 통합된 하나의 환경 안에서 구조, 진동, 
복합제, 내구, 음향, 열, 유동, 동작성, 최적화 및 전자기 
등의 복잡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solver와 pre/post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상위급 geometry 생성 및 편집 기능도 함께 제공하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입니다.

Simcenter 3D Multiphysics Analysis
구조, 소음, 열, 유체, 전자기 다분야 전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제품 하이라이트

구조해석  : 선형해석, 모달해석, 좌굴해석, 정상상태 및 과도 열전달, 열변형 해석, 비선형 해석, 이방성 재료 및 고무 물성을 적용한 해석

진동음향해석 : 내부소음, 외부소음, 시간을 고려한 내외부 소음 해석, 구조-음향(Vibro-Acoustics)연성 해석, 계산속도 향상을 위한  

                         AML(Automatically Matched Layer)기법, FEMAO(Adaptive Order), ATV(Acoustic Transfer Function)

열유동해석 : 전도, 대류, 복사, Thermal Control, 상변화(Phase Change)를 고려한 열응력 해석

동역학해석 : 동역학적 수치해석, Rigid Body를 기본으로 동작성을 평가, Rflex방법을 이용하여 응력 및 변형 확인 DriveTrain등 특수 해석 진행

최적화 : 선형, 진동해석 등의 결과로부터 파라메트릭, 토폴로지 등의 다양한 최적화 해석

피로해석 : 다양한 재료 S-N물성을 이용한 제품의 피로해석 수명 파악

Simcenter 3D contents
- Engineering Desktop

- Structures

- Dynamics

- Durability

- Acoustics

- Motion

- Multiphysics

Simcenter 3D
Predict performance of your 3D geometry-based designs

- Thermal

- Flow

- Electromagnetics

- Optimization

- Addictive

- Composites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imcenter 3D Structures
Increasing realism and improving insight

Simcenter 3D Durability
Enabling in-depth fatigue and life analysis

Solution Benefits

- 혁신적인 구조를 개발 동시에 리스크 및 비용 절감
- 열 환경 조건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작동 조건에서 제품 성능  해석 가능
- 표준 선형 가정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선형해석보다 더 정확한  솔루션 결과를 도출
- 가능한 모든 작동 조건하에 제품 성능을 가상으로 해석하여 최종  설계에 대한 신뢰도 향상

Module Benefits

-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속도 최대 70% 향상
- 통합 Simcenter Nastran Basic 솔버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 해석
- 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
- 설계 프로세스 비용을 절감시킴
- 해석 필요성 증가에 따른 다분야 시뮬레이션을 쉽게 수행

Solution Benefits

- 강도 및 피로성능을 위한 다중 설계 옵션 탐색 및 설계 최적화
- 실제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피로수명 예측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 Critical 한 내구 영역에 대한 판단과 신속한 피드백을 확보
- 복잡한 연결부 및 용접부의 내구 성능을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 하중 전달 경로 접근방식을 통해 구성 요소 하중을 예측 및 시스템  수준의 피로성능을 최적화



Simcenter Nastran은 계산 성능, 정확도, 신뢰성 및 확장성을 위한 최고의 유한요소 솔버입니다. Nastran은 단일 
솔버에 선형 및 비선형 구조 해석, 동적 응답, 음향, 로터 역학, 공력탄성, 열 해석 및 최적화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솔루션 유형에 대해 입출력 파일 형식을 동일화 하여 모델링 프로세스를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3D Nastran
Increasing realism and improving insight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Linear statics, normal modes, buckling
- Design sensitivity
- Basic nonlinear
- Composites
- Shared memory parallel (SMP)
- processing
- Multistep nonlinear (static, transient)

제품 장점
-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물리적 테스트 주기에 비해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함으로써 리스크 감소

- 신속한 반복과 수많은 What-if 연구로 혁신 가속화

- 열 영향을 받는 작동 조건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작동 조건에서 사실상 제품 성능 조사

- Simcenter Nastran Basic에서 선형적으로 구축 및 분석한 동일 한 모델 사용

- 가능한 모든 작동 조건에서 제품 성능을 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 설계에 대한 신뢰도 향상

- 표준 선형 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선형 분석보다 더 정확한 솔루션 결과 도출

- Distributed memory parallel (DMP) processing
- Linear dynamics (transient, frequency, random)
- Rotor dynamics
- Design and topology optimization
- Aeroelastic
- Vibroacoustic

Simcenter Nastran Multistep Nonlinear
Simcenter Nastran Multistep Nonlinear는 기하학적 비선형, 접촉, 가소성, 크리프,초 탄성 및 기타 재료 거동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고급 솔루션입니다.

ㆍMultistep nonlinear solver는 static dynamic preload, modal, buck ling, cyclic symmetry modes, Fourier harmonic modes등에 적용 가능



Simcenter 3D Motion 모션 시뮬레이션은 기계 시스템의 
반력, 토크, 속도, 가속도 등을 계산합니다. CAD 형상 및 
어셈블리 구속조건을 정확한 모션 모델로 즉시 변환하거나 
처음부터 직접 모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내장된 모션 
솔버와 강력한 후처리 기능을 통해 제품의 다양한 거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3D Motion
Integrated multibody dynamics simulation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Simcenter 3D 통합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확장성
- CAD 형상 및 어셈블리 조건을 바로 적용
- Motion시뮬레이션 상에서 직관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메커니즘 기능
- 엔지니어링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동역학 해석

Co-simulation with Control Systems

Simcenter 3D Motion은 제어 시스템과 결합된 기계 설계를 공동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기계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여 엔지니어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Flexible Bodies
일반적인 모션 시뮬레이션은 강체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Simcenter 

3D Motion에서는 유연체의 움직임을 포함함으로써 탄성변형과 강체의 움직임을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 및 메커니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nterference Checking
새 어셈블리를 설계할 때 어셈블리가 작동하는 패키지 공간과 구성 요소가 주변 형상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Simcen-

ter는 스프링, 부싱 및 유연체에 연결된 어셈블리 구성요소의 변위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진정한 다물체 동적 솔버를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섭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igid Bodies
기본 다물체 역학은 제품의 동작 특성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개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강체 동작으로 시작됩니다. Simcenter는 

어셈블리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변환 프로세스를 통해 CAD 어셈블리에서 직접 모션 모델을 쉽게 생성하거나 처음부터 

자체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체 간의 접촉을 쉽게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3D Acoustic은 통합 솔루션 내에서 
내부 및 외부 음향 해석을 제공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제품의 음향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합니다. 확장 
가능한 통합 모델링 환경에는 효율적인 솔버와 
해석이 용이한 시각화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제품의 음향 성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3D Acoustic
Minimize noise and optimize sound quality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Simcenter 3D 통합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확장성
- CAD 형상 및 어셈블리 조건을 바로 적용
- Motion시뮬레이션 상에서 직관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메커니즘 기능
- 엔지니어링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동역학 해석

Aero-vibro-acoustics

CFD 솔루션에서 계산된 소음 방출 난류에 가까운 공력 음향 소스를 생성하고 외부 

또는 내부 환경에서 음향 응답을 계산합니다. 차량의 창문과 구조 본체에 작용하는 

풍하중으로 인해 자동차와 항공기 내부의 실내 소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HVAC(난방, 환기 및 공조) 및 ECS(환경 제어 시스템) 덕트, 냉각 팬, 선박 및 항공기 

프로펠러 등의 소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Boundary Element Method
외부 음향 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경계 요소 방법(BEM)은 매우 복잡한 형상과 관련된 

문제에 이상적입니다. BEM 방법은 지오메트리의 외부 표면 메쉬만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음향 시뮬레이션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모델링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의 자유도를 줄여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Finite Element Acoustics
음향 분석을 위한 유한 요소 방법(FEM)은 내부 음향 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FEM이 솔루션 속도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인 것 외에도 FEM 음향을 사용하면 구조 모드 및 방음 재료를 고려하는 결합된 진동 음향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EM 음향은 공기 유도 시스템 또는 기어박스와 같은 파워트레인 구성 요소에 대한 소음 방사 분석과 같은 외부 음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y Acoustics
Ray Acoustics를 사용하면 고주파에 대한 음향 분석을 유능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차량 내 음향 편안함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 센서 및 근거리 ADAS 센서는 광선 음향이 40kHz 초음파 변환기 및 센서의 성능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Femap은 복잡한 제품이나 시스템의 
유한 요소 모델을 생성 및 수정하기 위한 프리 및 
포스트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입니다. Femap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실제 조건에 적합한 
컴포넌트, 어셈블리 및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강력한 그래픽 방식의 데이터 기반 결과 시각화 및 
평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Simcenter Nastran
을 비롯한 다양한 CAD 시스템 및 유한 요소 해석 
솔버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Femap
Maximizing simulation productivity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해석 모델
- 제작 및 테스트 감소
- 다양한 설계 및 재료 평가
- Simcenter Nastran과 번들 솔루션으로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석 솔버 지원  복합재 구조물의 모델링 및 다양한 후처리 기능 제공

동급 최강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 Femap 시스템은 Simcenter 시뮬레이션 제품 포트폴리오의 일환이며, 고급 엔지니어링 해석 환경을 촉진합니다.

- Femap은 인공위성, 항공기, 자동차, 전자장치, 중장비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Simcenter Nastran과 번들 솔루션으로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해석 솔버를 지원합니다.

- Femap은 다양한 하중, 재료, 해석 유형 및 광범위한 시각화와 후 처리 옵션 으로 최상의 모델 제어 및 유연 성을 제공합니다.

- Femap은 CAD 독립적이며, Parasolid 모델링 커널을 활 용합니다.

- Femap with Simcenter Nastran :선형 정적, 정상 모드, 좌굴, 정상 상태 및 과도 열 전달, 기본 비선형, 설계 민감도를 비롯한 

  여러  경우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무제한 문제 크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 동적 응답 : 시간 및 주파수 영역 모두에서 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최적화 : 크기 조정 및 토폴로지 최적화 기능으로 최적의 설계 매개변수를 결정합니다.

- 로터 동역학 : 샤프트, 터빈 및 프로펠러와 같은 회전 시스템의 동적 응답을 예측해 임계 샤프트 속도를  결정합니다.

- 멀티 스텝 비선형 : 대규모 변형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비선형 재료, 시간 종속적 하중, 변형 가능하며 견고한 접촉을  지원합니다.

- 구조 해석 Toolkit : 결과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고 추가 결과를 도출해 후처리 시간을 절감합니다.

- 공탄성 : 정적 및 플러터 조건에 대한 공기역학 하중으로부터의 구조적 반응을 결정합니다.



Simcenter Madymo는 차량의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신속하게 분석 및 최적화 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고유한 
방식으로 단일 솔버에서 동역학, 유체역학, 유한요소를 
계산함으로써 승객 안전 시뮬레이션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는 차량의 제작 및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단축시켜주며, 충돌 안전의 규정을 
빠른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Madymo
Rapidly analyze and optimize occupant and pedestrian safety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신속하게 분석 및 최적화
-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발 시간 단축
- 성별, 연령 및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 구성 가능
- Simcenter Madymo는 단일 솔버를 이용하여 다물체, 유한요소 및 CFD를 이용한 정확성 및 빠른 해석 속도
- 탑승자 안전 시뮬레이션에서 최고의 정확도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탑승자와 에어백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에어백 전개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Simcenter Madymo의 CFD(전산 유체 역학) 

모듈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는 전개되는 에어백 내부의 가스 흐름과 같은 유체 

흐름에 대한 상세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ummy Models
Simcenter Madymo 더미 모델은 정확성과 계산 속도, 견고성 및 사용자 

친화성으로 유명합니다. 더미 모델은 광범위한 테스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성 하며, 더미를 이용한 충돌 테스트는 자동차, 항공, 방위 및 

철도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많은 보호 장치의 분석 및 설계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Finite Element Analysis

안전벨트, 에어백, 시트 및 트림과 같은 탑승자 구획 내부의 변형 가능한 구조를 정확하게 모델링합니다. Simcenter Madymo의 명시적 

과도 유한 요소(FE) 솔버에는 이 응용 분야 전용의 광범위한 요소 정의, 재료 모델 및 접촉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ultibody: Rigid Body Dynamics
복잡한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 계산 속도가 빠른 방법을 적용하여 대규모 파라메트릭 설계 연구를 수행합니다. Simcenter 

Madymo Multibody에서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운동학적 조인트로 상호 연결된 강체 또는 변형 가능한 본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리학을 포착하기 위해 기하학적, 재료 및 접촉 속성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Prescan™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의 프로토 타입,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며, 실제 도로 상황과 달리 Simcenter Prescan의 주행 조건은 완전히 정량화된 상태에서 제어기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개방형 ADAS 개발 플랫폼 제공
- 유연한 교통환경 모델링
- 대규모 시뮬레이션의 자동화 솔루션

제품 장점

- ADAS 및 자율 주행을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 정량화되고 통제된 테스트 조건 제공

- ADAS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하는데 필요한 작업량 감소

- 빠른 설계 반복 및 효율적인 비용

- 표준 주행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평가

- Open DRIVE, Open SCENARIO
   산업 표준 지원
- 설계반복을 통한 AI 트레이닝

제품 장점

- 비상 제동(AEBS)

- 크루즈 컨트롤(SCC)

- 차선 유지(LKAS)

- 차선 변경(LCS)

- 커넥티드 드라이빙(V2x)

- 주차 보조(PAS)

- 교통 표지판 인식

- 자율주행

- MIL, SIL, DIL, HIL, VIL

Simcenter Prescan
Delivering engineering innovation with system simulation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대규모 교통환경 시뮬레이션

Simcenter Prescan을 사용하면 ADAS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작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V&V 프레임워크를 제공

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패키지 표준 시나리오 제공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와 같은 센서를 포함한 

센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V2x, 라디오, 

지도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지능형 교통 환경을 

적용한 시뮬레이션과 HILs 환경을 제공 합니다.

Simcenter prescan에는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NCAP), 미국 도로교통국(NHTSA),
국제 표준화기구(ISO),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UNECE) 및 독일자동차협회(ADAC)에 표준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통한 평가가 가능
합니다.

Simcenter Prescan을 통안 HILs 구축 및 활용 예제

개방형 ADAS 플랫폼 제공



Simcenter BDS는 기하학적 셀 사양 및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튬 이온(Li-ion) 셀 설계를 디지털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BDS는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재료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의 
광범위한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수준의 성능 모델(물리적 기반의 Macro-homogeneous 
모델과 equivalent RCR 회로 모델)을 제공합니다.

Simcenter BDS (Battery Design Studio)
Rapid Cell Design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Cell sizing & costing
- Chemisty selection
- Virtual testing
- Aging modeling
- Abuse modeling

셀 설계 적용 사례

셀 설계 및 모델링의 장점

- 광범위한 기능

- 빠르고 간편한 설정

- 성능 해석 자동 설정

- 다양한 셀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 빠르고 정확한 해석

- 유연한 재료 데이터 베이스

-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업

- 설계를 암호화해 지식재산권 보호

- 설계 최적화

- 항공 운송

- 전기 자동차 (PHEV, BEV)

- 소비자 전자제품

- 군사 및 항공 우주

- 오프로드 차량

- 모터사이클

- 고성능 차량

- 세미 트럭

- 해양

- 철도

- 농기계

- 건설장비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리튬 이온 배터리 부품에 대한 표준화된 사양을 제공

Simcenter Battery Design Studio 워크플로우
Simcenter BDS를 사용해 쉬운 설정으로 다양한 셀 설계를 신속히 설계 가능합니다.

다양한 Multiphysics Software와 원활한 Co-simulation



Simcenter Multimech은 고급 재료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Multimech는 유한 
요소법의 유연성과 견고성을 미세 구조 수준으로 확장해 매크로 및 마이크로 기계 응답을 강력히 결합하고, 재료 
공학을 파트 설계에 통합하는 멀티 스케일 재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입니다.

Simcenter Multimech
Simulate and predict advanced material performance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실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전에 새로운 물성치들에 대한 가상적 테스트
- 물리적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과할 수 있는 설계 가능
- 복합 소재의 혁신 가속화
-사용자에게 복합 재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제공
- 구성 재료 물성치부터 파트 단위 복합 재료 물성치 예측

셀 설계 적용 사례

-Multimech는 유한 요소법의 유연성과 견고성을 미세 구조 수준으로 확장해 매크로 

및 마이크로 기계 응답을 강력히 결합하고, 재료 공학을 파트 설계에 통합하는 멀티 

스케일 재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 입니다.

Multimech는 고급 재료 사용 오류가 발생하는 영역과 

시점, 이유를 예측해 제품 개발 라이프사이클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Automatic Microstructure Generation &
Optimization
미세 구조 자동 생성 및 최적화
미세 구조 모델의 지오메트리와 메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입력해야 하는 유일한 정보는 기본 설계 변수입니다. 또한 다양한
로딩 시나리오를 빠르고 쉽게 적용해 재료가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utomatic Microstructure 
Generation & Optimization
미세 구조 자동 생성 및 최적화

미세 구조 모델의 지오메트리와 메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입력해야 하는 유일한 정보는 기본 설계 변수입니다. 또한 다양한 
로딩 시나리오를 빠르고 쉽게 적용해 재료가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Manufacturing Variability
& Imperfections

제조 변동성과 결함

Simcenter는 제품의 신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조 변동성과 
결함을 책임집니다. 프로세스에서 비롯된 변형 데이터를 가져와 부피 
분율과 섬유 배향 텐서를 포함한 마이크로스케일로 자동 변환해 사출 

성형 파트를 시뮬레이션합니다.

Multiscale Material Modeling
복합 재료 모델링

Simcenter를 사용하면 재료 미세 구조를 확대해 오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오류 메커니즘이 구조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성능을 위해 재료 미세구조를 최적화합니다.

Integrated with other platforms
Multimech는 Simcenter 3D 환경에 통합돼 있습니다. 또한 Abaqus 및 Ansys용 플러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HEEDS는 CAD(Computer-aided design) 및 CAE과 연계되는 강력한 설계 공간 탐색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목표 성능 만족을 위한 제품 개발 과정은 Heeds의 프로세스 자동화(Process Automation), 분산 
실행(Distributed Execution) 및 효율적인 탐색(Efficient Search)을 통하여 가속화 됩니다.

Simcenter HEEDS
Discover better designs, faster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CAD 및 CAE 소프트웨어와의 쉬운
   연계 인터페이스
- 기존 하드웨어와 효율적으로 통합
-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설계 옵션을 탐색
   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
- 시뮬레이션 자동화
- 더 효과적인 디자인을 보다 빠르게 개발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프로세스 자동화 (Process Automation)

HEEDS는 제품 개발 과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CAD 및 CAE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인터페이스 제공
- 상호 시뮬레이션 또는 순차적 워크플로우 지원
- 다양한 소프트웨어와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폭 넓은 설계 공간 탐색
- 메시 재생성 및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수많은 상용 및 내부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쉽게 연결하고 상호 교류 가능

HEEDS는 사용 가능한 계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분산 실행 (Distributed Execution)

HEEDS 사용할 경우 기존 하드웨어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계산 자원을 최대 활용
- 다양한 수준의 병렬화(예: 워크플로우, 작업 및 코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처리 시간 단축
- 플랫폼 및 운영 체제 전반에 걸쳐 시뮬레이션 작업을 조율
-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 고성능 컴퓨터 (HPC), 클라우드 자원 활용 가능
- 실행 가용성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에 대한 투자 극대화

동시 검색 전략을 적용하여 더 나은 설계를 더 빠르게 탐색

효율적인 탐색 (Efficient Search)

전문적인 기술 지식 및 모델 단순화가 필요한 대부분의 기존 최적화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HEEDS는 모든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계안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설계 탐색기능 포함
-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탐색기능 제공
- 효과적인 탐색을 통한 제품 개발 비용 감소 및 제품 설계 위험 회피

설계 트레이드오프 탐색

통찰력과 발견 (Insight & Discovery)

HEEDS는 디자인 특성을 효과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플롯, 테이블 ,그래프와 이미지들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설계안에 대한 통찰력 확보
- 성능이 가장 뛰어난 설계군 식별
- 비용 효율적인 설계 변경 영역 표시
- 설계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제공하여 설계 검토 지원
- 제조 공차에 대한 강건성 최적화 검토



Simcenter Motorsolve는 영구 자석, 유도식, 동기식, 전자식 및 브러시 정류식 기계를 위한 완전한 설계 및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등가 회로의 빠른 특성과 FEA의 정확성을 활용하며, 비생산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전기 기계의 
해석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Simcenter Motorsolve는 템플릿 기반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쉽고 거의 모든 모터 토폴로지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며, 맞춤형 회전자와 고정자를 제공합니다. 메시 및 솔버 미세 조정, 권선 설계, 모션, 포스트 프로세싱  등 
일반적인 FEA 해석에 필요한 작업은 자동화되어 있어 사용자가 별도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성능 매개변수, 파형 및 필드 플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Motorsolve
The integrated multiphysics solution for CFD engineers

제품 하이라이트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FEA를 포함한 전처리 및 후처리가 자동화되어 있어 사용자가 손쉽게 전기기계의 해석을 수행 가능합니다.
- 가능한 모든 권선 형상을 고려하고 쉽게 대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된 요소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사전 설정된 가상 실험을 사용하여 전기 모터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하고 출력 수량, 파형, 필드 
및 차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전기 모터에 대한 전자기 및 열 해석 간의 원활한 공동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다양한 냉각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응용 분야

- 자동차/모빌리티

- 전기자전거

- 전철/노면 전차

- 모터 등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Electric Motor Coil Winding

전기 모터의 코일 권선 형상은 설계와 성능의 핵심입니다. Motorsolve
의 핵심기능은 가능한 모든 권선 형상을 고려하여서  설계 대안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된 요소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결정된 형상을 수정하거나 권선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선 차트는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hase Back-EMF, Görges 다이어그램, Airgap MMF 등).

Simcenter Motorsolve Capabilities

Electric Motor Coil Winding

일반적인 FEA 사전 및 사후 처리 작업을 자동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기 모터 설계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쉬 미세 조정, 솔루션 공간 정의 및 후처리와 같은 일반적인 FEA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 실험 및 1D 모델 내보내기도 
사용자를 위해 사전 설정됩니다.

Performance Analysis

사전 설정된 가상 실험을 사용하여 전기 모터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실험은 출력 수량, 파형, 필드 및 차트를 생성합니다.

가상 실험에는 전체 토크-속도 곡선, 열 성능, 모터 특성화, 순간 파형 및 핫스팟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Electric Motor Types

영구 자석, 유도, 동기, 전자 및 브러시 정류 기계를 위한 완전한 전기 모터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템플릿 기반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쉽고 거의 모든 모터 형상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사용자 정의 회전자 및 고정자 프로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열 및 다양한 냉각 방법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전기 모터에 대한 
전자기 및 열 해석 간의 원활한 공동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강력하고 고도로 
숙련된 자동화된 3D FEA 엔진을 사용하여 
성능 결과는 정상 상태 또는 과도 온도 
분석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Motor Thermal Analysis



Simcenter SPEED는 모터, 발전기, 교류발전기 등 전기기계의 크기와 예비 설계를 위한 All-in-one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Simcenter SPEED 자체 해석이나 Simcenter STAR-CCM+ 및 Simcenter Motorsolve와 같은 
여러 범용 솔버로 2D와 3D의 전자기, 구조 및 열해석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HEEDS를 통해 설계를 
자동화하여 전기 기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imcenter SPEED는 현재 전기기구 시장에 출시된 지 30년이 넘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한 소프트웨어로 빠른 계산 
속도, 정밀한 기계 성능 분석 그리고 전기 기계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많은 자료와 논문들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많은 설계 변형을 수행할 수 있으며 Simcenter HEEDS 내의 다른 제품에 초점을 맞춘 최신 최적화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는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SPEED
전기/기계산업분야 기구 설계 툴

Simcenter SPEED Capability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 Synchronous machines

- Induction machines

- Switched reluctance machines

- Brushed PM-DC machines

- Wound-field commutator machines

- Axial flux machines

제품 장점

실제 전기 기계 성능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이해합니다.

- 설치에서 솔루션까지 빠르고 자동화된 프로세스

- 템플릿에 엑세스하여 지오메트리, 재료 및 설계 매개변수를 쉽게 정의

- 전체 전기 기계 성능에 대한 정확한 예측

광범위한 설계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개발 초기에 설계 변형을 탐색합니다.

- 전반적인 성능 극대화

- 효율성 극대화 및 손실 최소화

- 전체 비용 절감

Simcenter SPEED를 이용한 다양한 전기 기기 설계



1. 넓은 설계 폭

• 다양한 유형의 전기 기계 설계 가능
• 필요한 모든 이론 및 물리학 모델 포함

Simcenter SPEED
주요 특징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5. 지능형 Design Exploration

2. 쉽고 빠른 설정

• 전용 입력 편집기가 있는 애플리케이션별 워크플로우
• 전기 기계 설계자에게 익숙한 용어 및 입력
• 전기 기계 적용을 위한 자동화된 후처리 기능

3. 빠른 속도와 정확성

• 거의 즉각적인 결과를 위한 분석 방법
• 필요한 경우 자기 포화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 하기    
   위한 FE 전자기 분석 가능

4. 유연한 재료 데이터베이스

• 재료 특성 데이터에 대한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빠른 접근 가능
• 재료 속성 데이터의 정보를 쉽게 만들고 편집 가능
• 재료 그림 및 차트에 대한 엑세스

• 전반적인 성능 극대화
• 효율성 극대화 및 손실 최소화
• 전체 비용 절감

6. Script & Work flow 자동화

FE results

• 라이브러리를 연결하고 분석을 설계 탐색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지원
• 형상 및 분석 도구를 연결하여 신속한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전자기, 열, 기계적 응력 변화 등 
   다중 물리 분석 자동화

7. 개방성 & 연계

• Simcenter 포트폴리오의 여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타사 제품간 
  직접 데이터 교환 지원
• 2D 전자기 유한 요소 해석, CFD를 사용한 기계 냉각 분석 등 
   다양한 접근 방식



Simcenter Magnet은 엔지니어가 가상 프로토타이핑을 사용하여 장치에 대한 실험실 실험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리적 프로토타이핑 없이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면 엔지니어는 장치의 기능에 대해 동일한 임계 값을 쉽게 판단하고 
적절한 설계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은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MAGNET
저주파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엔지니어링 혁신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imcenter MAGNET™ 은 Maxwell 방정식의 정확하고 빠른 해석을 위해 유한 요소 기법을 사용합니다. 2D 및 3D 모두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장 및 전기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Traction motor Voice coil actuator

동급 최강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완전한 모션 솔버 – 강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임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매우 큰 3D 필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기 설계 검증, 조정 및 정밀도를 위한 Smart Mesh 기능

-메쉬 요소 품질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보장

- 주요 강체의 현재 경로와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

- 긴밀한 최적화 – 전기-열 

- 범위, 허용 오차 또는 “What if?"에 대한 매개변수 모델링 분석

- 영구자석의 자기소거 예측

Engineering challenges tackled with Simcenter MAGNET 

- 전자기기의 성능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찰력 확보
- 제조업, 광업, 금속 가공업 및 기타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산업의 비 파괴 검사
- 재생 가능, 하이브리드 및 기존 전력 그리드를 위한 전자석 장치 설계 • 제품 수명 관리를 위한 전자 장치의 디지털 트윈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Numerous design applications

- Electric motors/generators

- Transformers

- Actuators

- Sensors/NDT

- Induction heating

- Loudspeakers

- Magnetic levitation

- MRI/medical

- Inductors

AC or time harmonic electromagnetic fields

- 단일 사인파 주파수 기반 분석
- 와전류, 변위전류, 표피효과 및 근접효과

Transient or time-varying electromagnetic fields

- 비선형 해석

- 2차 시간 스테핑

- 다시 시작 기능: 검사를 위해 특정 시간 단계에서 일시 중지 및 시작 가능

- 코어 손실, 근접 효과 및 와전류

- 자기소거 예측

- 모션

  : 회전, 선형 및 일반(다중 자유도) 동작 지원

  : 속도 및 부하 구동 모션 문제

  : 움직임으로 인한 유도 전류 계산

  : 여러 이동 구성 요소 지원

Magnetostatic fields

Electrical 2D/3D 

유한 요소 방법을 사용하여 전기장 강도, 힘, 정전 용량 및 기타 양을 

해결합니다. Electrical은 정적, AC 및 과도 전기장 및 전류 흐름 문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  비선형 해석
- 지정된 전류는 자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전도성 물질을 
통해 흐를 수 있음

Object optimization

Thermal 2D/3D

형상, 재질 및 격자 세부 사항은 전자기장, 전기장에 대해 MAGNET 

에서 원활하게 교환됩니다. 커플링을 사용하면 각 구성 요소 내의 로컬 

온도 분포를 기반으로 재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도체 및 자기 

손실로 인한 정상 상태 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 분포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강제 대류 유체 냉각 옵션을 시뮬레이션에 

추가하여 열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MAGNET에 대한 자동 설계 최적화 기능 : 전기 2D/3D 및 열 

2D/3D 포함. 객체 최적화 소프트웨어는 지정된 설계 공간 내에서 

다양한 설계 변수에 대한 최적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Advanced material modeling 

비선형성, 온도 의존성, 영구 자석의 소자, 이력, 이방성 및 스마트 

경계 조건에 대한 설정을 지원합니다







Simcenter POWERTESTER
600A/ 1500A/ 1800A/ 2400A/ 3600A
 Power Cycle Test 와 전력반도체 접합부 온도, 열 저항 측정을 통한 전자부품 신뢰성평가 및 수명예측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Real – Time Failure Diagnosis

 MicReD 파워테스터는 전력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에 대하여 자동으로 

테스트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산업용 전기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부품의 제조사들은 항공, 전기자동차, 철도, 발전,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분야에 높은 신뢰성을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Power 

Tester(Cycling) 는 전력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시험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고장에 이르기까지 수천에서 수만 사이클의 

사이클링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제품의 분석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POWERTESTER 는 생산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 전력반도체 부품이 고장에 

이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전력 반도체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테스트하여, 제품의 수명주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OWERTESTER 는 전력반도체 (IGBT, MOSFET), LED, 전자부품 성능 평가에 

필수인 “열 측정 및 분석” 기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MicReD 

T3TER(트리스터)의 산업용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험 도중 DUT(Device Under Tester:테스트 제품)의 변경이나 제품 

이동 등이 전혀 필요 없으며, 하나의 장비 POWERTESTER에서 모든 Power 

cycling test를 진행 할 수 있어 높은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기반의 간결한 GUI는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구성 되어 

있어, 전문 분석 엔지니어부터 비 전문가인 생산 부서 직원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POWERTESTER 는 테스트 중 온도, 전압, 전류 등을 측정함과 동시에 구조분석 

그래프(Structure Function)을 통해 패키지의 변화와 고장을 분석하며, 패키지의 개발, 

신뢰성 분석 및 생산 투입 전 부품에 대한 배치(Batch)체크를 속도와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파워 사이클 테스트를 하는 동안 측정된 실시간 구조분석 그래프(Structure 

Function)은 DUT가 고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기록하며, 각 부분의 열화 시점 및 

사이클 횟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진행된 실험에 대한 별도의 사후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샘플을 장기간 사이클 테스트를 하면서 열화가 

되는 구간과 시기를 일일히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정확한 열화 구간 확인을 위해 진행해온 별도의 열 저항 측정도 필요 없습니다. DUT를 POWERTESTER 에 연결하고 사이클링과 열 저항 

측정에 대한 조건만 입력하면 됩니다.

POWERTESTER 를 통해서 전력반도체 공급자는 안정적인 제품 설계를 통해 향상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사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OWERTESTER 에서 산출된 실험 및 분석 데이터는 FLOTHERM과 FLOEFD와 같은 CFD(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부 모델을 

보정하고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GITAL INDUSTRIES SOFTWARE

Simcenter POWERTESTER comparison table

Product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Heating channels 3 3 3 2 4

Maximum output current
1500 A

(3 x 500A)
1800A

(3 x 600A)
3600A

(3 x 1200A)
600A

(2 x 300A)
2400A

(4 x 600A)

Maximum output voltage 8V 12V 6V 48V 12V

Output power 12 kW 21 kW 21 kW 29 kW 29 kW

Measurement positions 3 / 12 (3x4)** 12 (3x4) 12 (3x4) 16 (4x4) 16 (4x4)

Sense current sources 3 3 3 2 4

Auxiliary temperature 
sensor inputs  
[PT100/Thermocouple/NTC]

3 3 3 16 16

Number of devices with 
reference devices*

3 x 4, if 4 devices in series 
connected to the 3 power 
outlets (up to 8V max.)

3 x 4, if 4 devices in series 
connected to the 3 power 
outlets (up to 12V max.)

3 x 4, if 4 devices in series 
connected to the 3 power 
outlets (up to 6V max.)

2 x 8, if 8 devices in series 
connected to the 2 power 

outlets, or 1x 16 if connected 
in series to the combined 
power outlets (up to 48V 

max. in both cases)

4 x 4, if 4 devices in series 
connected to the 3 power 
outlets (up to 12V max.)

Product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Simcenter POWERTESTER

Automated k-factor 
calibration for thermal 
testing

3 Channel: 3 devices in 
parallel

12 devices in parallel 12 devices in parallel 16 devices in parallel 16 devices in parallel
12 Channel: 12 devices in 

parallel

Pulse current duration 0.5 sec and higher. Supports PCsec and PCmin tests, short or long duration heating time power cycle strategies to induce thermo-mechanical stress

Automated failure 
detection based on

UCE, ΔTj, Tjmax, Rth increase

Data recording UCE before and after switching, ΔTj, Tjmax, Tjmin, ΔP, ΔTj/ΔP, structure functions, Igate

Gate driving voltage -10V to +20V -30V to +30V -10V to +20V

Number of power testers 
possible to connect for 
single UI operation

1 1 1
8, creating a system with 

128 measurement positions
1

Cooling control/ 
mechanical features

2 cold-plates (30x40 cm) with DUT fixture, customer’s own
cold-plate or water jacket connection possible

External cooling. Protocol for external chiller and
controls or other alternative custom/3rd party cooling solution 

implemented by the customer

Gate current 
measurement range and 
resolution

200 pA -100 μA , 25 pA resolution

Voltage measurement 
time base

max. 1 μs (logarithmic/variable sampling)

Safety Features
Autonomous system monitoring unit operated from UPS, smoke , coolant leakage,  
coolant temperature, switching module internal temperature, mains phase sensors,  

4 color tower light with buzzer

Autonomous system monitoring unit operated from UPS, 
switching module internal temperature , mains phase sensors, 
connectors for smoke sensors, 4 color tower light with buzzer

* at Maximum current, and assuming <3V voltage drop
**  SW extension



Simcenter T3STER
반도체 칩 접합부 온도 및 열 저항 측정장비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T3STER Technology

 T3STER 은 열 과도 테스트는 물론 다양한 부가 제품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애에서 유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정용 

서모스탯, 고전류 및 고전압 부스터, 열전대 앰프, JEDEC 표준 정체 공기 챔버(Still-air chamber), 냉각판, 테스트 기판 및 특수 장치 (예: 

TIM 열 전도율 측정용 DYNTIM) 등이 포함됩니다. 측정은 USB 포트를 통해 제어하게 되므로 어떤 컴퓨터에서나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고, 결과 후처리를 위해 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결과 데이터를 간편하게 열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TERALED 를 사용하게 

되면, 조명 분야에서 고출력 고조도 LED 의 광학 테스트와 열 테스트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JEDEC JESD51-1 정적 테스트 방법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구현한 이 열 테스터는 입력 전력을 한 단계 변경함으로써 패키징된 반도체 

칩이 정적인 “고열”상태에서 정적인 “냉각＂ 상태로 바뀌도록 강제로 전환시킵니다. 측정된 내부 과도 온도 반응을 사용하여 

패키지의 열 특성을 완전히 파악한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JEDEC JESD51-14 “트랜지언트 듀얼 인터페이스 방식＂과 같은 최신 

테스트 표준을 따르고 있기에 측정에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T3STER 은 주어진 환경에서 패키징된 칩에 대하여 온도 대 시간 변화를 매우 정확하게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수치에서 곧바로      또는         등의 지표를 획득할 수도 있고, 열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어 다이 어태치 박리와 같은 동작 중 고장 위치를 파악하고 수치화 할 수도 있으며, 부품의 상세한 모델 교정 및 부품의 

컴팩트 열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실시간 측정

 T3STER는 JEDEC JESD 51-1 표준에 설명된 정적 테스트 
방식을 준수하여 실시간 측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속측정“ 기법에 정밀한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높은 시간 
분해능에서 매우 정확하고 노이즈가 거의 없는 실시간 열 
과도 곡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T3STER에서는 JEDEC JESD51-1 동적 테스트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ESD51-14 “트랜지언트 듀얼 인터페이스 방식
＂ 과 같이 고출력 반도체 패키지의 접점에서 케이스까지의 
열 저항을 측정하는 데 적용되는 열 테스트 표준 또는 LED 
열 테스트 표준에 해당되는 JESD51-5x 시리즈 등 JEDEC 
최신 열 테스트 표준 및 트랜지스터 테스트를 위한 MIL 표준 
750E 를 준수합니다.

구조 함수

본드 라인 두께가 각기 다른 지점에서 캡쳐한 열 임피던스 곡선 ▲

주요 제품
T3STER
 : T3STER 기반 측정 환경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T3STER 하드웨어와 그에 탑재된 PC(Widows)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T3Ster Control) 입니다. 기본 하드웨어 장치에는 측정 대상 구성 요소를 가열하기 위한 파워 구동 모듈, 센서 전류 공급원, 
최대 8개의 측정 채널과 제어 pc 및 추가 옵션 장치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등이 포험되어 있습니다. T3STER 만으로도 
기본적인 열반응과 기타 추가적인 값(예: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T3STER Master
   : T3STER 에서 확보한 열적 거동을 T3STER Master 소프트웨어 (PC-Windows 에서 실행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로 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후처리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열 임피던스 커브 처리
 - 펄스 구동에 대한 소자 반응 (펄스 열 저항)
 - 시 상수 스펙트럼 계산
 - 구조 함수와 구조 함수 미분

T3STER 하드웨어 추가 옵션
- T3TER Booster 10A/150V, 10/280V, 38A/40V, 50A/30V, 240A/11V
- 확장형 메인 시스템 장치 (파워 구동 채널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서 복수의 접점에 동시 파워 공급)
- J,K 또는 T 타입 열전대를 메인 시스템 장치의 측정 채널에 연결하기 위한 열전대 앰프
- T3STER Thermostat : 펠티에 기반 건식 서모스탯
   (소자 교정기로 사용하거나, T3STER 측정 소프트웨어 내에서 자동 온도 제어 기능과 함께 냉각판으로 사용)
- T3STER Dual Cold Plate, T3STER Still Air Environment :  JEDEC 표준 1      전체 공기 챙버 또는 이중 냉각판과 같은 테스트 환경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imcenter T3STER SI

Simcenter T3STER SI – 새롭게 업데이트된 하드웨어 구조 및 소프트웨어 작동법

- 직관적인 GUI, 더 쉬워진 소프트웨어 설정
- 더 높아진 출력 및 고해상도 측정 
- 장비의 유연한 구성 (출력 및 측정 채널)
- Control S/W 설치 없이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통한 시스템 제어
- 네트워크를 통한 시험 관리

제품 상세 사항

 T3STER SI는 프레임에 고객이 원하는 전류 출력과 측정 
채널을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Heating Channel 및 Measure Channel 의 유연한 구성
- 한 개의 프레임에 최대 5개의 Heating Channel 구성 가능
- 최대 40개의 Measure Channel 구성 가능

Improved usability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측정 과정을 간소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모든 소스 및 측정 채널은 접지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 배선 유연성 향상
- 접지 문제 없음
- 사용자 실수 감소
- 측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대 80V의까지 외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음 감소
- 해상도 향상
- 신호 대 잡음비 개선

Improved usability – Software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 표준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는 T3STER Frame 서버에 내장되어 있는 칩으로 구동됩니다. 
- 표준 인터넷 브라우저(지원되는 브라우저: Chrome)를 통한 네트워크 연결로 어디서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만 제공하며 모든 측정 작업은 서버 측에서 제어합니다.
- 제어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를 닫을 수 있고, 연결이 끊길 수 있으며, 중단 없이 측정이 계속됩니다.
- 재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본 사용자를 위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숙련된 사용자에게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imcenter T3STER SI

Flexible configuration & High throughput

- T3STER SI 프레임은 최대 10개의 PIU(플러그인 장치)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 Heating 및 Measure 채널은 고객의 요구와 예산에 맞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개의 Heating Current 출력
- 최대 40개의 Measure 채널

T3STER SI Frame

- 19" 폼 팩터, 4U 높이 메인 프레임
- 전원 공급 장치(PS100)
- 시스템 컨트롤러(SC100)
- 외부 링크 모듈(EL100)
- 컨트롤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구매 가능.

T3STER SI MS401 is a quad transient measurement unit

- 측정 채널 4개(1Ms 샘플링 속도, 0.025°C RMS 노이즈로 최대 0.002°C 해상도)
- 센싱 전류 소스 4개(200mA/10V, 100mA/20V,  50mA/40V)
- 모든 입력 및 소스는 독립 접지.
- 최대 80V 전압 레벨에서까지 최적의 측정을 보장.
-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의 Pre-Scaler가 필요하지 않음.

T3Ster SI LP220 is a heating current source unit

- 2ch Heating Current 출력 최대 20W
- (최대 2A/10V, 1A/20V 또는 0.5)A/40V,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

TH800 Measurement unit

- 최대 8개의 온도 센서 사용가능
- J/K/T type thermocouple 지원
- 2-, 3-, 4-wire RTD 센서 지원 (RTD10, RTD20, RTD50, RTD100, RTD200, 
RTD500, RTD1000, RTD2000, RTD5000, RTD10000, RTD20000, RTD50000



Simcenter TERALED
 파워 LED에 대한 토탈 솔루션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Thermal Quality Tester
Simcenter Thermal Quality Tester를 사용하면 반도체 패키지 열 구조를 평가하여 Die Attach 문제를 비롯한 제조 결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imcenter T3STER의 접합부 온도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패키지의 Structure Funtion도출하여 전체 열 

저항, PCB와 Heat-Sink사이의 TIM재료 평가, 칩 사이즈, Die Attach, MCPCB Solder의 특성을 파악하여 불량 제품을 자동 선별이 

가능합니다.

LED 측정

TeraLED시스템은 LED가 작동에 따른 전기적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이터를 자동측정 방식으로 수집 

합니다. LED의 열, 방사, 광 특성(Luminous Flux)과 효율과 작동 전류에 따른 온도에 대한 함수를 도출하여 전기, 열 및 방사성/광 

특성의 매개변수와 온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JESD51-51 및 51-52 규정을 준수하는 LED 테스트 환경을 구현한 시스템이며, 분광측정기 지원 기능을 통해 방출 스펙트럼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어 조명 설계 시 LED 패키지 광 출력 속성 모델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또한 FLOEFD 

모듈을 이용하여 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Simcenter Thermal Quality Tester
반도체 패키지 열 품질 테스트 자동화 

- 다이오드의 특성(구조, 온도, 광학)

- K-Factor

- 광 효율

- 에너지 변환 효율

- CIE x-y 색 좌표

- 상관 색 온도

- 기타 디레이팅 커브

- 절대 및 상대적인 총 방사속

- 절대 및 상대적인 총 광속



Feature DynTIM DynTIM S Note
Additional MicReD hardware  
requirements

T3Ster unit - The DynTIM S contains the circuits capturing the thermal transient of  
the temperature sensor.

Sample size and shape 12.8 mm, circular
Sample resistance range 0.01..5 K/W For highest measurement accuracy.
Sample holder materials Bottom: nickel plated copper,  

Top: copper
Cold-plate temperature range 5..90 °C Set by external fluid thermostat.
Sample thickness range 0..70 mm Measurement above 5 mm thickness not recommended.
Sample thickness setting resolution 1 �m
Sample thickness setting accuracy 1 �m for Type I materials  

5 �m for Type II materials
Thickness measurement of Type III materials is better than 10 �m.

Temperature measurement resolution 0.01 °C
Relative accuracy of derived thermal  
conductivity (bulk value)

Typically better than 5% For Type I materials.

Pressure range 1060..3600 kPa Measurement of Type I materials is carried out at 0 pressure.
Pressure reading accuracy 160 kPa
Measurement modes ASTM Type I materials : Bondline thickness control

ASTM Type II materials: Bondline thickness control + pressure limit  
ASTM Type III materials: Constant pressure mode

Bondline thickness values set by the user in case of Type III materi-
als.

Data output Raw data export: XML, CSV  
Report generation: HTML
Export conductivity value as a FloTHERM assembly

Raw measurement data can also be processed using T3Ster-Master.

Dimensions (L×H×W) 590mm × 570mm × 260mm
Weight 40 kg 41 kg
Input voltage 100..230 VAC 50/60 Hz
Input current (100 / 230V) 3.15 / 1.6 A
Third-party hardware requirements Liquid circulator unit, min. 10 L/min, min. 

10 W cooling capacity (Third  party)
Thermostated circulator unit required for tests carried out at different  
than ambient temperatures.
Tubing not included, for assembly instructions refer to illustrated  
Quick Start Guide.

T3Ster® DynTIM Tester™/ DynTIM S Tester™ Technical Specifications

Simcenter DYNTIM
 열 전도도 측정기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TIM 분석

열전달 물질(TIM)은 전체 열 경로의 특수한 요소이며 열전도율 값을 측정 또는 확인하려면 별도의 열 특성화를 거쳐야 합니다. 

(특성화를 더 자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열 전도율 값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ynTIM(T3Ster 포함)은 연설 TIM 

재료 (그리스, 갭 패드) 와 접착제 및 고체와 같은 경성 TIM 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대다수 종류의 ASTM Type  I, II 및 III 재료의 열 전도율 값을 제공하기 위하여 Type I 및 II 재료의 경우 정확한 자동,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Type II 의 경우 압력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SmartUQ
예측 분석 & 불확실성 정량화(UNCERTAINTY QUANTIFICATION) 소프트웨어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SmartUQ 는 제조 산업체의 불확실성 데이터 정량화 (UQ, Uncertainty Quantification) 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각종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의 예기치않은 오류범위를 발견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의 성숙도와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상용 도구입니다.

SmartUQ 는 Fortune 지 선정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제트 엔진 제조업체의 U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SmartUQ 는 대규모의 복잡성과 고차원의 불확실성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산업 전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 분석 및 머신러닝 도구로 발전 되었습니다.  

SmartUQ 는 대규모의 복잡성과 고차원의 불확실성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산업 전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 분석 및 머신러닝 도구로 발전 되었습니다.  머신러닝 지원 시뮬레이션은 제조 프로세스 제어, 예측 유지 
관리, 허용 오차 분석 및 계산 위험 분석과 같은 다른 많은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UQ 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우주 및 방위, 터보기계, 중장비, 의료 기기, 에너지, 석유 및 가스, 난방, 환기 및 에어컨과 같은 
광범위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산, 라이센스 및 공급 업체 정보를 통합하고 완전한 현재 및 과거 사용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독점 소프트웨어는 다음을 포함한 주요 엔지니어링 툴을 모니터링 합니다.
CAD, CAX, EDA, PLM, 시뮬레이션, 분석 및 기타

TeamEDA - LAMUM SW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도구

 구입 및 문의처 : (주)Delta ES    TEL.070-8255-6001

LAMUM™ 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 활용도를 분석하여 라이선스를 너무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부족한지 등을 비교하는 전문가이며,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한 라이센싱 최적화를 위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License Asset Management 성숙도 기간에 관계없이LAMUM™ 은 고객의 흩어져 있거나 집중관리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 분석을 통해 신규 도입 및 유지비용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독점 소프트웨어를 통해 라이선스 자산 관리 및 사용 모니터링을 하나의 통합 된 서비스 제품군으로 결합 합니다.  LAMUM™ 은 
관리자 툴킷이없는 완벽한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LAMUM(License Asset Management with Usage Monitoring)

LAMUMTM SW 는 이미 투자한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용 SW
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해당 엔지니어링 SW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SW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엔지니어링 SW에 특화된 라이선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SW 관리 분야는 일찍부터 SW 자산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를 위한 툴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IT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SW와 업무용 SW의 관리기법에 대해서는 각기 고유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해법이 
요구 됩니다. TeamEDA사는 2007년 LAMUMTM을 출시하여, 제품설계 관련 부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툴로 부각되고 있는 2D 및 
3D CAD (Computer Aid Design),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로 대표되는 엔지니어링 
SW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 관리 툴로 전세계의 대형 방위산업체, 항공우주회사, 전자회사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21년 Delta ES 가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SW 관리를 위한 LAMUMTM SW의 한국 총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설계 관련 부서는 엔지니어링 SW 유지보수를 포함한 관리 비용으로 엔지니어 100명당 매년 약 3억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LAMUMTM SW를 도입하게 되면, 이 비용의 15 ~ 25%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가(高價)의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M(software asset management)라고 불리는 업무용 SW 관리 도구가 엔지니어링 SW 관리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SW의 성격, 사용범위와 운영방식 그리고 SW 사용에 따른 응용 분야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중복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업무용 SW 관리 툴로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엔지니어링 SW에 대한 데몬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업무가 포함되어야 하고, 빈번하게 발행하는 엔지니어링 SW의 
업그레이드마다 이에 대한 개발업무가 계속 포함되어야 하기에 효과적인 비용절감 측면에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LAMUMTM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툴로써, 사용 후 단 기간 내 ROI에 대한 개선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eamEDA사의 
LAMUMTM 는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SW 지출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 관리 및 SW 가동률 모니터링 
통합과 SW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SW 
라이선스 자산관리용 프로그램, LAMUM.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801호 (가산디지털 2단지,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1차)
부천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431번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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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center POWERTESTER / T3STER/ DYNTIM

Simcenter FLOEFD

Simcenter POWERTESTER
- 다양한 소재의 전력 반도체 소자 측정 (IGBTs, MOSFETS)
- 다양한 전원 인가 시나리오 모드로 피로수명 예측
- 고장에 이르기까지의 끊임 없는 파워 사이클링 수행

Simcenter T3STER
- 각종 전력반도체 IC 및 LED등의 열 저항 측정
- 접합부 온도 분석, JESD 51-1, JESD 51-14 시험방법 수행

Simcenter DYNTIM
- 그리스, 페이스트, 써멀 패드, 메탈과 같은 재료의 열전도 측정
- 점성 액체 부터 고체까지 다양한 타입 측정 
- 1um단위의 정밀한 두께 제어, ASTM D5470 방법 측정

- 설계자용 Mesh Free 열 유체 해석 툴
- 3D cad Embedded Concurrent CFD 
- Electronics Cooling Module
- LED Module 
- ECAD Bridge Module
- BCI-ROM+Package Creator
- Power Electrification Module(Battery)

- Ext. Design Exploration
- HVAC Module
- Advanced Module
  (Combustion, Hypersonic)
- Auto Calibration
- EMAG Module
- Structural Module

Simcenter Flotherm / Flotherm XT

각종 반도체 칩과 전자 부품에 대한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많은 논문, 이용 사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사용자의 약 98%가 추천하는 검증된 전기/전자분야 전용 열관리솔루션 

- 다양한 형상 및 기능의 SmartPart™ 
- 전자부품 및 물성치 데이터베이스 지원 
- MCAD, EDA의 완벽한 호환성 
- 자체기능을 통한 실험계획법 및 최적화 지원 
- 설계최적화 솔루션 HEEDS와 연동 가능 
- 열해석 엔지니어를 위한 전자 제품 냉각 솔루션 
- 설계자를 위한 자동 격자

Simcenter STAR-CCM+

실제 조건에서 작동하는 제품의 유체, 고체, 유체 구조물 상호 작용, 열 전달, 입자 역학, 화학 반응, 
전기 화학, 전자기학, 음향 및 유동학을 위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Electrochemistry 
전기화학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와 상세 형상을 위한 완벽한 시뮬레이션
Moving Objects
물체의 다중 이동을 Overset Mesh, Mesh Morphing
Fluid dynamics
액체, 기체의 유량과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링 문제를 시뮬레이션
Multiphase Flow
Eulerian 및 Lagrangian 다양한 유체 및 고체의 물리적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
Particle Flows
DEM은 세밀한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입자의 움직임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