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VAC 설계 모듈

SolidWorks Flow Simulation용 HVAC 설계 모듈은 작업 환경 및 주거 환경의 기류 
및 기체 이동을 평가합니다. HVAC 모듈에는 고급 복사 모델링, 쾌적 지표, 건축 
자재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는 인간과 대규모 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설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류 최적화 - 대규모 작동 환경에서의 기류 관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적의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제품 열 설계 - HVAC 모듈은 환경의 기류뿐 아니라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능의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설계자들은 실제 작동 환경을 고려하면서 제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인체 쾌적성을 위한 인자 - 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인체 쾌적 지표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이 8개의 변수는 환경에 대한 인체의 반응과 환경 측면을 모두 
평가합니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
HVaC 모듈

모든 엔지니어를 위한 유동 시뮬레이션

solidworks® flow simulation 
소프트웨어는 설계자와 엔지니어를 위해 
전산 유체 역학(CfD)에서 복잡성을 제거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설계의 핵심 요소인 
유체 유동, 열 전달, 유체력 등을 빠르고 
쉽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HVaC 
모듈은 다른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과 기능 그리고 손쉬운 사용법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도구와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HVAC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자들은 작업 
환경 및 주거 환경의 기류와 온도 조절을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HVAC 시뮬레이션 도구



산업용 도구 - HVAC 모듈에 포함된 산업용 도구는 기계 엔지니어의 공기 조화 또는 
대규모 냉각 장치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급 복사 모델링 - 태양으로부터의 열 복사는 냉각 요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재 선택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VAC 
모듈에 고급 복사 모델링이 포함되었습니다.

•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 향상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 광범위한 
건축 자재와 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 
열 환경 해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쾌적 지표 - “Predicted mean vote(예상 평균 온열감)” 및 “Predicted percent 
dissatisfied(예상 불만족도)”는 HVAC 모듈에서 계산하는 8개의 변수 중 2
개의 주요 쾌적 지표입니다. 이러한 두 파라미터는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문제 영역을 식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HVAC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은 열 전달 해석을 위한 복잡한공기 
조화 및 냉각 시스템을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HVAC 모듈은 
사용법이 쉬운 산업용 도구로서 해석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olidworks.com/simulation을 방문하거나 현지 SolidWorks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HVAC 모듈을 사용하여 인체 쾌적에 대한 지표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HVAC 모듈을 사용하면 작업 환경 및 주거 
환경의 온도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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