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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동향 “Phoenix Integration ModelCenter 13.2”출시

제품
소개 MSC Software“Cradle scFlow & SC/Tetra”

사내
소식 Phoenix Inegration ModelCenter 국내 교육 안내

2019년 8월 “ModelCenter 13.2” 버전이 새롭게 출시됨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프로세스 통합, 자동화 및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QuickWrap 및 ScriptWrapper의 기능 개선, DOE / 후처리 기능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기능 강화 및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특징이며, 다양한 3   Party에 대한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ModelCenter 
• QuickWrap의 timeout 기능 추가 및 기타 기능 개선
• DOE 사용자 변수 정의 방식인 parameter scan 기능 개선
• Parallel Coordinates Plot 기능 개선

(다양한 변수 포맷에 따른 multiple constraint range 설정 기능 추가)
• 3   Party 버전 업데이트

  (Python 2.7.16. Xerces 3.2.2. TortoisePLink 0.71. OpenSSL 1.1.1b. FreeImage 3.18.)
• 기타 여러 가지 버그 수정

rd

Analysis Server
• QuickWrap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

(잘못된 행 또는 값을 표시하는 문제, bookmarks 설정 및 인식 오류 등)
• Java ScriptWrapper의 timeout 기능 추가 및 기타 기능 개선
• ModelCenter Cloud 연계시 버그 수정 (Requirements 인식 오류 등)

“ModelCenter Cloud 13.2” 버전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odelCenter 13.2” 업데이트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 요청 및 세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d

저희 로터스정보기술㈜는 Phoenix Integration社 제품군을 국내에 공급 및 서비스하는 
대리점으로서 ModelCenter를 이용한 PIDO, MDO 및 MBSE 적용을 위한 솔루션 소개 세미나 
및 제품 정기 교육을 개최하여 고객 여러분께 항상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odelCenter Integrate & Explore 기본 교육을 통해 제품의 일반적인 소개 및 소프트웨어 통합 
& 최적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중급 교육으로 최적화 기능에 대한 심화 내용 및 
MBSE 적용 및 응용 교육도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PHX ModelCenter 기본교육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SC Software 社의 Cradle 제품군의 scFlow와 SC/Tetra는 다양한 형상의 열전달 및 유동현상의 
CFD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각각 polyhedral mesh와 unstructured mesh를 활용합니다.

SC/Tetra는 정교한 mesh 생성 알고리즘, 빠른 계산시간 및 적은 메모리 사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열전달을 포함한 유동해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용 도구입니다.

scFlow는 SC/Tetra 대비 3배 빠른 계산이 가능한 solver로 scFlow 전용 전처리 도구를 활용하여 
입문자도 복잡한 형상에 대한 고품질 격자를 손쉽게 생성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SC/Tetra 및 scFlow solver에서는 비압축성 유체뿐만 아니라 압축성 유체에 대한 해석 지원 
및 중첩 격자 해석 등 여러 기능 지원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MSC Software 社의 ‘scFlow 및 SC/Tetra’ 제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cFlow

Polyhedral Mesh

열-유체해석 소프트웨어

Unstructured Mesh

열-유체해석 소프트웨어

SC/Tetra

https://www.phoenix-int.com/
https://www.nomagic.com/
http://gosculptor.com/index.html
http://amiaerollc.com/
http://www.avidaerospace.com/
http://www.lotus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