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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입 자 기 반
시 뮬 레 이 션
소 프 트 웨 어

NFLOW

N FLOW SPH

N FLOW L BM

N3D

N 3D WORKS

입자 (PARTICLE) 방식의
통합형 소프트웨어

다양한 물리현상에 대한
계산, 분석, 예측
시뮬레이션 가능

별도격자 (MESH)생성이
필요 없는 사용 편의성

대량 입자를 통한 대규모
시뮬레이션 가능

병렬 연산 기술을 통해
빠른 대량 입자
시뮬레이션 가능

NVIDIA GPGPU CUDA
병렬 코어 기반으로
고속 해석 연산을 수행

프로젝트
관리 기능 제공

UNDO / REDO
기능 제공

WYSIWYG 방식
해석 지원

N 3D VIEW

NFLOW AP P LIC AT ION

N FLOW

E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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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G IT A L
T W IN &
S MA R T C I T Y

A E R O SP AC E

BIO & HEALTHCARE

WATER MANAGEMENT
R E N E WA B LE ENER GY

SMOOTHED
PARTICLE
S MART
M ANA GE M E NT HYDRODYNAMICS
MANUF A C T U R I N G

N FLOW

E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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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진보에
완벽함을 더하다

입자 방식 (SPH :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을 적용하여 개발된
국내 최초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특히 대규모 분석에
특화되어 실제 환경과 동일한 규모의 현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CA PA B I LI TI ES
비정상 상태 유동 (UNSTEADY-STATE FLOW)

개수로 유동 (OPEN CHANNEL FLOW AND WAVE)

비압축성 유동 (INCOMPRESSIBLE FLOW)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

W C S PH (WE AKL Y- COM P RE SSIBL E SPH)

난류 모델 (TURBULENCE MODEL: LES)

밀도기반 해석 (DENSITY-BASED COUPLED SOLVER)

ㆍ MESHLESS 기법 중 하나로 격자에 기반하지 않고 유체 질점의 운동을 따라가며
기술하는 LAGRANGIAN 기법을 사용하여 유동을 해석
ㆍ 특히 비선형 자유표면 유동을 탁월하게 분석할 수 있어 복잡하고 동적인
유동현상을 쉽게 해석
ㆍ 정적인 상태 혹은 움직이는 물체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액면 현상, 버블과
같은 자유표면 현상에 대해 뛰어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

FLOW-DRIVEN SOLID MOTION (6DOF)

자연 대류 (NATURAL CONVECTION)

항력 및 양력 (DRAG AND LIFT)

회전 기계 (EX. SCREW PUMP)

복합 열전달 (CONJUGATE HEAT TRANSFER)

혼합 비 (MIXTURE FRACTION)

유체에 의한 강체 움직임 해석 (RIGID BODY MOTION)

다상 유동 (MULTI-PHASE FLOW)

T HE O R Y

KERNEL FU N C T ION

I S PH ( I N COM P RE SSIBL E SPH)

2D POI SSON E QUAT ION
SOL VE F OR 4 T E R M S

ㆍ 안정적인 압력 데이터를 얻게 하는 POISSON 방정식을 입자 기반 CFD
방법인 SPH에 적용하여 유체의 유동이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유체 입자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압축성 유동 조건을 만족
ㆍ 계산 안정성을 위해 압력 방정식 계산에 STABILIZED METHOD 적용

SPH-DEM (DISCRETE ELEMENT MODEL) COUPLING

SPH REFEREN CE

K E Y F E AT UR E S
타사 격자기반 CFD

해석 규모

국부 해석

전체 구조물 해석 (대규모)

국부 해석은 다양한 매개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해석 노하우 요구

실제 환경과 동일한 상황을 해석하여
변수가 모두 고려된 해석

C P U 기반

G P U 기반

해석 속도

연산 속도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해석이 힘듦

GPU 병렬 처리 기술로 CPU 대비
압도적인 연산 속도 보유

격자 기반 : 격자 생성 및 최적화 필요

입자 기반 : 격자 생성 및 최적화 생략

작업 효율성

격자 생성과 경계조건 최적화를 위한
수작업 시간 소요

격자 생성 단계 생략으로 전처리 작업을 최소화하여
작업효율 증대

자유 표면 해석 취약

자유 표면 해석 유리

고정된 노드 점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유 표면 해석에 불리

입자 하나하나 마다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
자유 표면 해석에 유리

자유표면해석

N FLOW

입자기반 CFD, NFLOW

E EIGHT

타워형 미세먼지 저감시설 관련 3D유체 시뮬레이션

글로벌 오일 터미널 설계 시뮬레이션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수장 운영 관련 3D CFD SW 해석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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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공간 구현 최적화
해석 규모에 구애받지 않아 실제 지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물리적 객체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가장 동일한 상황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과 공간상 크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에 따라 해석
활용성이 높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 해석
입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량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다른 두 용액의
확산, 농도 확산 현상 등 실제 물 재현과 같은
자유로운 표면 해석에 더 적합하며 경계면에서
정확한 수치해석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강체-유체/분체 연동 해석(DEM)
입자와 입자 간, 입자와 벽 사이의 충돌 등 외력을
고려한 유체와 강체의 상호작용을 계산하고 입자
운동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비압축성 솔버를 기반으로 강체와
연동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물리적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높은 수준의 정교함과 정확성
개별 해석 사례에 따라 알맞은 기법을 선택할 수
있어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이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입자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결과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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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ICE
BOLTZMANN
METHOD

08

09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혁신기술

LATTICE BOLTZMANN METHOD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NAVIER-STOKES EQUATIONS 기반 SW에 비해 전처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LBM은 기존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입자 속도에 대한 확률 분포 방식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계산 효율성을 가집니다.

T HE O R Y
L B M ( L A T T ICE BOL TZM AN N M E T HOD)
ㆍ LBM은 중시적 또는 미시적 스케일에서의 유동을 해석하는 것으로,
유체의 움직임을 모사하는 BOLTZMANN 방정식을 이산화 하여 연산을 수행함
ㆍ 입자 속도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의
예측이 가능하며 기존 유체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해결책

CA PA B I LI TI ES
비정상 유동 (UNSTEADY FLOW)

고신뢰성 구조물 경계조건 (HIGH-FIDELITY SOLID BODY BOUNDARY CONDITIONS)

정상 유동 (STEADY FLOW)

자연/강제대류 (NATURAL/FORCED CONVECTION)

비압축성 유동 (INCOMPRESSIBLE FLOW)

복합 열전달 (CONJUGATE HEAT TRANSFER)

압축성 유동 (COMPRESSIBLE FLOW)

복사 열전달 (RADIATIVE HEAT TRANSFER)

LES 난류 모델 (LARGE EDDY SIMULATION)

다상 유동 (MULTIPHASE FLOW)

SAS 난류 모델 (SCALE-ADAPTIVE SIMULATION)

다종 유동 (MULTI-COMPONENT FLOW)

DES 계열 모델 (DETACHED EDDY SIMULATION)

상 변화 (PHASE CHANGE)

SA 난류 모델 (SPALART-ALLMARAS MODEL)

음향 해석 (AEROACOUSTICS)

SST 난류 모델 (SHEAR STRESS TRANSPORT MODEL)

다중 블록 격자 (MULTI-BLOCK CARTESIAN LATTICE)

ㆍ GPU 병렬 컴퓨팅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매우 뛰어난 계산 효율성을 보여줌

D3Q19

천이 모델 (TRANSITION TURBULENCE MODEL)

K E Y F E AT UR E S
기존 CFD

계산 시간

다상 유동 해석

미세 유동 해석

LB M REFEREN CE
NFLOW LBM

NAVIER-STOKES EQUATIONS

L A T T IC E B O L T Z M A N N E Q U A T IO N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연산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해석 속도가 느림

격자 볼츠만 방정식은 지역적 연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렬화를 통해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다상 유동 해석 취약

다상 유동 해석 유리

기존 CFD에서 다상 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물리적인 인공 모델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 수행이 복잡하며 취약함

KINETIC THEORY를 기반으로 하는 LBM은 입자들의
상호작용 및 계면추적 관련 기법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상 유동 해석에 유리함

거시적 스케일

미시적 스케일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연속체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KNUDSEN NUMBER가 큰
미시스케일에서의 유동 해석에 취약함

격자 볼츠만 방식은 중시적인 영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KNUDSEN NUMBER가 큰 미시 스케일에서의
유동 해석에 유리함

푸드코트 내 HVAC 시스템 시뮬레이션

냉장고 열유동 시뮬레이션

N FLOW

E EIGHT

자동차 공기역학 시뮬레이션

심혈관 질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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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 원
시 뮬 레 이 션
그 래 픽 스

미시적 스케일의 유동 해석
기존 CFD로 해석이 어려웠던 미시적인
스케일의 유동해석에 특화되어 있어
입자 집합체의 성질이나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부적
해석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다양한 열 흐름의 해석
좌/우 온도차가 있는 공동에서 자연대류,
상/하 온도차가 있는 무한 평판에서의 자연대류,
내/외부 온도차가 있는 실린더 내 자연대류,
고체-유체 복합 열전달 해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열의 확산 및 부력의 효과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상 유동 해석 가능
상/하부 밀도 차가 있는 두 유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계면의 불안정성이나, 물질이 조건
변화에 따라 두개의 상으로 분리되는 현상 등
서로 다른 밀도를 지닌 유체 입자들의 상호작용
과정과 흐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계산 효율성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해석 속도가 느려지지만,
NFLOW LBM은 GPU를 활용한 대규모 병렬
해석을 채택하여 계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N FLOW

E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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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시뮬레이션
그래픽스

&

높은 호환성의 다차원 모델링

인사이트를 높여주는 시뮬레이션 그래픽스

격자 생성 단계가 생략된 간단한 전처리 과정으로 비전문가도
빠르게 유동 해석 가능. 복잡하고 시간 소모가 많은 전처리 과정 대신
구조물 설정과 입자 속성 설정만 하면 바로 해석 가능.

OPENGL 셰이딩을 이용하여 보다 빠른 그래픽 처리를 통한
비쥬얼 최적화 및 다양한 색상 표현 가능
해석 결과를 호환성 있는 BINARY/ASCII 형식으로 출력 및
저장 가능하여 가시화 및 정량적 분석 가능

N3D W O RKS

3D MODELING SW

NFLO W

ㆍ 기존 3D 모델링에 대한 최적의
GEOMETRY CONTROL UNIT 탑재
ㆍ 다양한 3D MODEL 포맷과의
자유로운 호환 및 처리
ㆍ 간단한 MODEL 편집 기능

N FLOW

E EIGHT

N3D VIEW

ㆍ 다양한 속성값에 대한
해석 결과 도출

LBM SOLVING
SPH SOLVING

ㆍ 해석 결과 시각화, 단면 설정, 계측
ㆍ 시간 변화에 따른 입자와 격자,
해석영상 제공

ㆍ 정확한 해석을 위한 MODEL 최적화

ㆍ 카메라 움직임 설정, 녹화기능 제공

ㆍ SOLVER에 맞는 해석조건 설정이
가능한 범용 전처리기

ㆍ 차트 생성, 리포트 추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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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 L O W

SM ART CIT Y

W A T E R MANAGEME NT

BI O & HEALT HCARE

도시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를 통한
시각화 / 분석 / 시뮬레이션으로 도시
관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스마트 댐 &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혈관 속 혈류 유동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혈관질환에
대한 예후/예측 진단보조를
제공합니다.

ㆍ 도로 배수 취약 구간 검토와 설계
최적화 제안
ㆍ 풍재해, 미세먼지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거주환경 인프라 구축
ㆍ 인구 및 자원 밀집 지역 파악으로
재난 재해 피해 최소화

ㆍ 유체–강체 상호작용 기반 안정성 분석
ㆍ 풍량, 강우량 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건설 지역 내 최적의 안정성 평가
ㆍ 지열, 태양광 등 친환경 요소들의
해석을 통한 구조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

ㆍ
ㆍ
ㆍ
ㆍ

주요 혈관에 대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혈류 해석을 통한 손상 여부 및 원인 분석
혈류 가시화를 통한 직관적 데이터 확보
디지털 트윈 기반의 AI-CDSS 구현

MANUFAC TUR ING

N FLOW

E EIGHT

AER OS P AC E

기계 / 제조 분야에서 가상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어프레임, 엔진 및 항공기 내부의
예측 가상 시험을 위해 시뮬레이션하고
위험이 발생할 만한 요소를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ㆍ 용접, 주조 등 금속산업 시뮬레이션
ㆍ 방음 소재 제조 및 효과분석
ㆍ 기계 / 제조 분야 구조물 내 배수
및 누수 설계 해석
ㆍ 초음파 발진기 위치 및 출력에 따른
효율성 분석

ㆍ
ㆍ
ㆍ
ㆍ

엔진 유동 시뮬레이션
전투기 및 발사체의 디지털 트윈
AR / VR 기술을 통한 모의 실험
AI 기반 자동 설계

R ENEWABLE ENER GY

배터리, 원자력, 풍력 터빈 블레이드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구조적 안전을 분석합니다.
ㆍ
ㆍ
ㆍ
ㆍ

배터리의 구조 설계를 통한 가상 개체 구현
ESS의 위험성 파악을 위한 시뮬레이션
풍력의 구조 및 최적 풍동 설계 시뮬레이션
다양한 설계 및 변수 적용을 통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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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G I T A L

F R O N T I E R

CONTACT

제품 및 구매 문의
T _ 02-6410-2800

N FLOW

PROFILE

F

_ 02-6410-2810

T _ +(65)-8939-4987

E _ info@e8ight.co.kr

E _ info@e8ight.co.kr

A _ 0555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28F

A _ 10 Anson Road, #23-14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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