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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급변하는 Pre/Post processor 시장에서 조선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MSC.Patran을뛰어 넘을 프로그램의요구가 급증함

CSRH에서는 더 많은 관심영역 요구에 따라 많은시수증가 예상

수백만 개의 요소를 원활하게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FEGate for ship은 RaonX 와 SVD가 공동으로 개발한 조선 전용

Pre/Post Processor 

조선분야의해석 업무에 요구되는 기능 및 해석 기술을집약하고, 자동화

하여 FEGate For ship 개발

Raonx만의조선분야 특화 기능 노하우 접목



개발 목적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구조해석을 수행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통하여시수 절감

수백만 개의 요소를 원활하게컨트롤 가능

고객의 Needs 반영



GUI & HOTKEY



GUI

Model Tree

Toolbars

Pull Down Menus

User Menus

Text Command Command History

Menus Tree

Message Window Instant Menu



ICON

처음 사용자를 위한 Icon

Instant menu / picking 

Geo

Mesh

Material, Property

Shipbuilding



HOTKEY

대부분의기능에 Command 및 Hotkey 존재



FINE MESH



ADVANCED BREAK (ADBRK)

자동으로 Node 검색

위치와 개수 파악하여 분할



BEAM TO SHELL (BTOS)

1D – 2D 요소 변경

Property 자동 적용



FINE MESH (FINE)

사용자 정의 Size로 분할

Mesh quality 향상



MAKE CORNER BRACKET (COBR)

3point로 Corner bracket 생성 가능



MAKE ELLIPTICAL HOLE (EHOLE)

3point로 Elliptical hole, circle 생성 가능



MAKE LONGI CONNECTION (LONGI)

Longi connection 자동화 기능

기존 6~8시간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



FUNCTIONS



3D WIDGET (^Y)

가상의 point로 사용 가능한 Grid, Ruler widget

Ruler

Grid



AUTO CREATE PLATE GROUP (AUTOG)

각각의 Plane을 찾아 자동 Grouping

Section number, BHD 구분 및 자동 작성

폴더 분류 및 Summary report 출력



AUTO CREATE PLATE GROUP (AUTOG)

Compartment 자동 Grouping

주부재는 shell 요소만 작성되며, Inner부재는
INR Group으로따로 작성

COMPART_#no

COMPART_#no_INR



BEAM OFFSET (BOFF)

Offset, Orientation 자동화



MODIFY PROPERTY NAME (PMOD, VE)

Dimension을이용하여 Property name 변경 가능



Bulb flats property는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L-type으로제공

PROPERTY DATABASE (PDB)



• Instruction: 기존에 존재하는 property를 먼저 비교 함

(기존에 사용하는 Property를 PDB에 저장 후 general  library convert 전

에

전체 생성한 후 수행 – 변환 속도 매우 빠름)

• Property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계산하여 library 생성

(Property가 있는 경우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느림)

• 해당 기능의 장점은 Corrosion을 적용한 경우에도 옵션을 0.1~0.05로 설정 시

변환이 가능함. 하지만 변환 시간은 오래 걸림

• Equiv. tol의 경우 2~3% 정도로 수행 시 가장 근사한 값을 찾을 수 있음. 

하지만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을 추천.

(%는 dimension 크기에 대한 % 값이며, 초기 1% 값은 1%이하의 크기 차이일

때 변경하는 것을 의미)

• 1mm  0.5mm  0.1mm  0.05mm 네 단계로 검색이 가능함. 

하지만 길이가 작아질수록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ex. 0.05mm 옵션 사용 시 340.75와 같은 값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한

property를 찾는 데 30초 이상 소요)

CONVERT BEAM PROPERTY (BCONV)



UNIT CONVERSION (UCONV)

완벽한 단위변환



MODEL DIAGNOSIS (DIAG)

강력한 모델 체크 기능 (37개항목)

해당 에러에 대한 수정기능 연동



MASS GRAPH (SOLID)

Mass 분포도 그래프로 작성



Section 또는 Group을이용한 Mass tuning

MASS TUNING (MTUNE)



SUB-MODELING (SUBM)

Sub-modeling 자동화 (gif 참조)

SUBM.gif


CORROSION MARGIN (CORR)

부식 여유치 적용 기능 (gif 참조)

CORR_Definetion.gif


WELDING JOINT PROPERTY (WJOIN)

Welding Joint를 구분함과동시에 별도의 Yield stress를적용

사용자 지정 Mesh size 범위 내에 T-Connection을
자동으로검색하고 material을분리, 별도의 Yield 

stress를지정하여 Welding Joint에대한 평가에
편의를 제공



CREATE MATERIAL PROPERTY

Default property 자동 생성

Yield stress & K Factor는 Post에서 사용

Material 
Name

Specified minimum yield 
stress in N/mm2 K factor

MILD 235 1.0

HT27 265 0.92

HT32 315 0.78

HT36 355 0.72

HT40 390 0.68

HT47 460 0.62



CREATE MATERIAL PROPERTY

Yield stress & K Factor는 Post에서 사용 예

Check over yield option

Check k factor option



MAP RESULT (MAPR)

Global model의 결과를 Submodel로 Mapping 가능

모든 Result case(disp)에대해 일괄 생성 가능



SCRIPT를 이용한 하중 생성



SCRIPT를 이용한 하중 생성

Ctrl + C

Ctrl + V

Excel .sc (Text file)



SCRIPT를 이용한 하중 생성

Drag/Drop!



SCRIPT를 이용한 RESULT COMBINE



SCRIPT를 이용한 RESULT COMBINE

CSV .sc (Text file)

Ctrl + C

Ctrl + V



SCRIPT를 이용한 RESULT COMBINE

Drag/Drop!



보고서



THICKNESS PLOT 자동화

Report mass : Mass 출력
Report elem count : Element 개수 출력

Auto view : 최적의 View 자동 검색
Disable light : Light source on/off

Figure number 자동 입력



THICKNESS PLOT 자동화

Group에 존재하는 Thickness 만 표시

Figure number 및 Group name 자동 작성

최적의 View 자동 검색



RESULT PLOT 자동화

Tensor result 선택

Figure number 자동 입력

Group 및 Subcase 선택



RESULT PLOT 자동화

최적의 View 자동 검색

Fig number, Subcase name, Stress, 
Group name 자동 작성



CONTOUR REPORT – GROUP (CREP)

Report 자동화의 Result plot 기능과 비슷함

다른 점은 결과 한 장, 전체 모델에서의 위치 한 장이 출력 됨



CONTOUR REPORT – PART (CREP)

Report 자동화의 Thickness plot 기능과 비슷함

다른 점은 결과 한 장, 전체 모델에서의 위치 한 장이 출력 됨



PART SUMMARY (PSUM)

Thickness plot 기능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출력

해당 Property의모든 부재와 그 부재의 위치 파악 용이



POST



RANK REPORT (RANK)

해석 결과를 각 부재, 또는 Group 별로 통계적 계산을 수행

값의 순위를 매김



RANK REPORT - TABLE

하나의 Subcase가아닌 전체 Subcase에서의결과 확인 가능



DETAILED REPORT (REPORT)

지정한 Element와 선택한 Subcase 결과를 Text로 확인 가능

Max/Min/AVG 출력 가능



TRANSPARENCY (TPNC)

특정 Stress 값 보다 작은 요소의 투명도 조절 가능



GRAPH (PLOT)

여러 개의 Viewport를 이용하여그래프 작성 가능

그래프 정보만 파일로 관리 가능



Shear force & Bending moment diagram 작성 기능

Aft end, Fore end, Simple support 지원

Text report 출력 가능

Aft end fix - SFD Aft end fix - BMD

Simple support- SFD Simple support - BMD

BOUNDARY REPORT (BREP)



POST PROCESSING OPTION (POPT) – ANIMATION CONTROL

Complex stress/strain 결과를 지원

Animation 수행 시 value text와 marker가실시간으로
반영된다. (Complex_Von.gif 참조)

Complex_XX.gif


BUCKLING ANALYSIS (BUCK)

Lloyd’s Resister, CSRH 계산 지원

Buckling panel 자동 생성

Buckling report 자동화

뛰어난 계산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