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E C H A N I C A L  A N A L Y S I S

w w w . m e n t o r k r . c o m

DR. R.K. HANNA 및 DR. I. WEINHOLD 공저, MENTOR GRAPHICS

W
H

I
T

E
P

A
P

E
R

CFD의 Democratization

www.mentorkr.com


w w w.mentork r.com
2 [22]

CFD의 Democratization

‘DEMOCRATIZE’란 무엇이며, CFD는 얼마나 ‘DEMOCRATIZE’되었는가?
“민주주의”란 정부 형태의 일종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인들이 발명하여 지난 800년간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개선해온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나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기술적 선례를 보면,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상품을 끊임없이 더욱 저렴하게 만들어 그 소유권과 
사용 형태를 ‘Democratize’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본 예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또한 십 년 전에 전과는 
사뭇 다른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러한 기술의 ‘Democratize’를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인터넷과 관련을 맺어온 월드와이드 웹(www)조차도 일종의 ‘Democratiz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Democratize’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2 - 3년간 엔지니어링 관련 저작물과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Democratization of CAE”라는 주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전산유체역학(CFD) 소프트웨어를 ‘Democratize’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Wong, 2015, NAFEMS, 2015, Ogewell, 
2015, Waters, 2016, Wasserman 2016 & 2017, Jenkins 2016-2017). 이때 ‘Democratize’라는 말은 좀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 (지금의 사용자 기반보다 10배, 나아가 100배 정도의 수준)에 이를 제공하고, 사용 범위를 
늘린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자율주행 차량, 사물 인터넷(IoT), 로봇 공학의 발전,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배포, 인공 지능 및 적층 제조 등과 같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인기 신기술에 
관련된 외부의 동향이라는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Democratize

동사   |   de·moc·ra·tize   |   \di-,mä-krә-,tĩz\ 

 : (국가 또는 조직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다 
: (사물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다 

: (사물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하다

                                                                                                               출처: 메리엄 웹스터(Merriam-Webster) 온라인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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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부터 설계자까지 CFD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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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Data의 Keith Mientjes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ASSESS 2016 콘퍼런스에서 “Democratization”의 정의를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 방식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오늘날 CFD를 
‘Democratize’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지난 5년간 최대 5%에서 10% 
수준에 그친 시장 진입률로 대표되는 비교적 느린 CFD 사용 확장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CFD의 진정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해보겠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가능한 사용자 기반 3천만 - 5천만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 중 현재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나 가끔 CFD를 사용하는 인원은 약 300,000-500,000명 
(학생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Hanna & Parry, 2011). 40여 년이나 사용되어 온 상용 기술인 
CFD의 활용률이 이렇게나 낮은 근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문 제작 CFD 애플리케이션(“앱화(Appification)”라고도 함), 고성능 컴퓨팅(HPC), 다변수 설계 
최적화, 클라우드 배포형 CFD 솔루션, 오픈 소스 CFD, 사용자 환경 및 사용 용이성 보강, PLM 툴 내의 CAD 
포함 및 1D CFD 역학 시스템 모델링/2D/2.5D CFD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는 산업용 
솔루션의 장단점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상용 CFD의 역사와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CFD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수리적, 물리학적 난점과 까다로운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물리학 
및 화학의 지속적인 문제, “더티” CAD와 빠르고 강력한 메싱의 치명적인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자 기반 방식(Lattice-Boltzman), Upfront CFD/프런트로딩(Frontloading) CFD(Sabeur, 2016) 
또는 클라우드 배포형 솔루션과 같은 기존 CFD 기술과 워크플로에 대해 접근하는 대안적인 방법은 
사용자 생산성, 기업체와 사용자 워크플로, CFD 전문가 지식과 교육의 병목현상, 전문가 지식을 포함하는 
방법과 다중물리학 워크플로를 다루는 법 등과 같은 문제와 함께 논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실시간” 
CFD의 “성배”를 목표로 삼고 있는 지금 향후 CFD를 한층 더 ‘Democratization’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anna & Parry(2011)의 저서에서 세상에 CFD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약 250,000명에 그친다는 
수치를 처음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숫자가 300,000여 명의 정규 사용자에 전체 수는 최대 
500,000명(비정기적인 사용자와 학생 포함)이 넘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 10,000,000명의 
CFD 사용 가능성이 총 가용성으로 예상되는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치에 맞습니다. CFD는 탄생한지 
30-40년이 지난 기술로, 비교적 오래된 기술로 간주되지만 저자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진입률은 채 10%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수치는 Cambashi 등의 연구조사 결과(ASSESS, 2016)와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전 세계 MCAE 사용자의 잠재적인 숫자를 Dennis Nagy가 보고한 최대 750,000명(TAM 최대 9,000,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Nagy는 업계의 연간 성장률이 5-10%인데도 세계적으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기계적 
CAE(CFD 포함)의 “Democratization”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CFD 시장 진입률 추산(사용자 수 기준)

CFD 시장 진입률 
2011 = 5%

미진입 = 95% 미진입 = 90%

CFD 시장 진입률 
201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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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CFD가 일반적인 유동, 열 및 물질전달 시뮬레이션 수요에서조차 일각에서 말하는 “대중”(Ogewell, 
2015)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CFD/CAE 업계에서 고뇌하고 있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사실 MCAD 업계(소프트웨어로 2D 및 3D 기하학적 개체를 만들어내는)에서는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훨씬 큰 규모로 해결하려 애써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MCAD 사용자는 전 세계에 1, 2백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Onshape로 클라우드 배포형 3D CAD를 발전시킨 것은 이처럼 똑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향한 것인데, 이들의 클라우드 배포 시도가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지는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CFD 작업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늘날 수행되는 CFD의 대부분은 
(저자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최대 80%) CAD 내에서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따르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규칙에 부합됩니다. 이를 메싱 툴로 내보내서 메시를 만들고, 설정하여 CFD 솔버를 실행, 결과를 사후 
처리하고 지오메트리로 다시 돌아가 변경하는 등 이와 같은 설계상의 루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Mentor Graphics에서 지난 몇 년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한 가지 변화는 바로 
CAD 및 PLM 엔진과 워크플로에 CFD 기술을 포함해 CFD를 “프런트로딩(frontloading)”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경과되는 전체 시간을 몇 배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Sabeur 2015).

지난 20년 사이에 SpaceClaim, ANSA, HARPOON 및 Pointwise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전처리 코드가 출현하여  
“더티 CAD”를 클린업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CFD 워크플로를 개선하고 메싱을 개선하는 등의 분야에 
이바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지오메트리 클린업, 표면 및 볼륨 메싱 등은 개선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운송 수단이라기보다는 “더 빨리 달리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뮬레이션 툴(CFD 포함)은 그저 툴일 뿐이며 이들을 실행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것은 
기업체의 실제 업무를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좋은 제품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CFD 시뮬레이션 “전문가”라고 해도 그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툴이란 본래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예: 설계자)이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작동하기는 너무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실험실 테스트와 같은 기타 서비스 툴에 비해).

                                                                       고전적인 기존 CFD 설계 흐름 및 프런트로딩 방식에 관한 이 흐름과 MCAD의 관계

보편적인 기존 CFD 방식

개념 설계                                                상세화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개념 설계      상세화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CFD                           CFD                         CFD

CFD                   CFD 

CAD       CAD        CAD        CAD

CAD

프런트로딩 CFD

제
조

제
조

프런트로딩

시간 및 비용 절약  
경쟁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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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CFD ‘Democratization’에는 분명한 장애물이 있고(Hanna and Weinhold, 2017), 전반적으로 CAE 
공급업체에서 제조업체로 하여금 인건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엔지니어와 과학자(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을 “오남용”하여 제품 개발 주체의 정말 생산적인 부분, 즉 제조 부서의 단순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CAE 공급업체가 대부분 실제 
대상 고객인 엔지니어와 설계자가 정말로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처럼 인건비가 비싼 전문가들은 결국 귀중한 시간을 무언가 혁신적인 것을 
만드는 데, 즉 과학 교육의 결과와 역량을 신제품을 고안해내는 데 활용하지 못하고 주로 시간과 재능을 
CAE 시뮬레이션 툴의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는 데 투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CAD 지오메트리를 
클린업해야 하거나, 연산 메시를 생성하거나 결과의 수렴성 판단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획득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CFD를 ‘DEMOCRATIZE’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단순하고 일반적인 적용 분야라고 해도 유체 흐름, 열 및 물질 전달을 
시뮬레이션한다는 것(CFD가 하려고 하는 일)은 보기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인식됩니다. 일례로 화학 공정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Tube-in-shell 열 교환기를 생각해봅시다. 이 “블랙 박스” 내의 물리학적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고 “한정된(contained)”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용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은 가능한 작동 범위 전체를 통틀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 수 없는 “실제 세상”에서는 사용하는 액체와 용기 
내의 작동 조건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전달 현상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정상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작용 중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응용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추지 않고 다양한 현상 중 어떤 것이 출현할지, 언제 출현할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결로  
 ii) 화학 반응 
 iii) 증발  
 iv) 승화  
 v) 공동 현상(캐비테이션)  
 vi) 압력파 
 vii) 유체-구조 상호작용 
 viii) 미립자 흐름(분산된 이질적 요소) 
 ix) 액적(droplet) 흐름 
 x) 부식 
 xi) 퇴적 
 xii) 표면 반응 
 xiii) 포깅(fogging) 및 미스팅 
 xiv) 응집 
 xv) 음향 효과 및 진동 
 xvi) 천음속 흐름 
 xvii) 소결(sintering) 
 xviii) 생물학적 반응 및 프로세스 
 xix) 용기내의 다상(Multiple phases) 이동

                                                                                      Tube-in-shell 열 교환기 용기 내의 압력 강하(파도형 배플(baffle)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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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 물리적 현상이 대개는 다년간에 걸친 대규모 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조사가 실시되는 
대상입니다. 헌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CFD 코드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는 범용 
등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단순한” 것으로 보이는  
CFD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공장에 맞춰 용기 설계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화학 가공 엔지니어에게는 
악몽처럼 까다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은, “무어의 법칙의 연료”(또 한 가지 Keith Mientjes 인용구)로 인해  
CFD 솔버 속도가 새로운 물리적 모델 및 CFD 코드와 관련된 수리적 발달 속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잡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실험을 비교적 단순한(또는 심지어 구식이기까지 
한) 경험적 모델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게 된 셈입니다. CFD 업계 
공급업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태만했거나, 기본적인 학구적 연구 조사에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사용자들이 보유한 강력한 컴퓨터의 성능에 부합할 만큼 성능이 
나아진 CFD 솔버 수치와 경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CFD 툴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수준은 전례 없이 강력한데도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일부 물리학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CFD에서는 올바른 답만큼이나 오답이 도출되기도 쉽습니다. 사실 상용 CFD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자 Fluent Inc.의 전임 대표이사인 Ferit Boysan 박사는 2004년에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질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CFD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오답을 도출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들이 확인한 역설입니다. 즉 초보 CFD 사용자(즉 사전에 주요 매개변수를 모르는 상태)에게 
CFD 애플리케이션이란 종류를 불문하고 본질적으로 “블랙박스”에 가까우며, 사용자가 각종 흡기구, 
배기구 및 관련 유체와 고체의 모든 기하학적 경계, 재료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주요 물리학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CFD 솔버의 적절한 기능을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올바른” CFD 예측을 얻으려면 충분한 수준의 메시 해상도에 맞춘 
충실한 지오메트리 데이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D 소프트웨어는 분별력 있게 
사용한다면 오늘날 여러 업종에서 유용한 툴이라는 점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CFD의 ‘DEMOCRATIZE’를 이룩하지 못한 이유?
상용 CFD 시장은 2013년에 연간 1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넘어섰지만(Hanna, 2015) 여전히 CFD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위치한 애널리스트에게만 지나치게 집중된 형상이며(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피라미드 
아래쪽의 수많은 설계자 및 비정기적으로 CFD를 사용하는 엔지니어와 사용자들의 경우 활용도가 
낮습니다. 전 세계 CFD 사용자 전체의 80%는 여전히 애널리스트이며 나머지가 설계자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시 말해 CFD는 아직 ‘Democratize’되지 않은 것입니다. CFD 시뮬레이션이 제조된 상품과 
디지털 프로토타입 기반 공정 개발을 위해 고가용성 지원 서비스로서 개념적인 강점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Democratic” CFD 소프트웨어 툴은 현재 이미 판매 중인, 사용하기 까다로운 “low-tech” CFD 기술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툴의 보다 단순한 버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교한 “high-tech” 방식으로 CFD에 
접근하여, CFD 툴을 좀 더 “자연스러운” CFD 작동자, 즉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개발 엔지니어 대신 CFD 
전문가가 작동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CFD를 이용하는 두 분야 고객층의 “사용자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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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애널리스트 

대다수의 CFD 애널리스트는 박사 학위나 공학 석사 학위 소지자인 “전문가”로, CFD의 물리학(및 화학)은 
물론 수리적인 문제점에도 제법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이쪽 업종의 “성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CFD 애널리스트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며, 한 조직 내에 얇게 분포된 형태로 대응적인 
모드로 일하게 되고 대개는 제품 설계 단계 중 초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CFD 코드 (및 난류 모델)
에서 해결하는 비선형, 2차 결합형 미분 방정식(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다수의 CAD 또는 FEA 수치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애널리스트는 CFD 소프트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다년간에 걸쳐 이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애널리스트”라는 명칭 때문에 CFD전문가가 
필수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CFD 기술은 극히 “High-tech”적인 성격을 띤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CFD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기술이 극히 열등하여 
사용하기 까다로운 탓입니다.

CFD 설계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는 대개 공학 학사나 공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 CAD를 사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물리적 
테스트를 시행하며 CAE에 친숙한 사람들입니다(대학 시절에 다루므로, 또한 CAD 중심적인 FEA를 다뤄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보통 결과를 빨리 도출해야 하고, 최신 동향을 찾느라 
정확도는 보조적인 개념으로 치부할 때가 있으며 응력 분석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CFD는 이들에게 
아직 비교적 미지의 세계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계자가 일 년간 CFD를 간헐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CFD 시뮬레이션과 그 뒤에 따른 데이터 재사용 등을 수행하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난점은 최신 제품들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제품이 기계적 구성요소, 전자 부품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이 복잡하게 결합된 시스템으로 
발전해오면서 다방면의 엔지니어링 분야도 관련을 맺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성요소 숫자가 늘어나면서  
(소형화라는 추세도 동반된 일이 많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열적으로, 유체 흐름이라는 면에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제품이 여러 가지 구성 버전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엔지니어는 각 
구성의 성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CFD/CAE 분야에서는 “집단 사고(group think)”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나물에 그 밥(more of the same)” 
현상으로 인해 CFD ‘Democratization’가 미흡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일어난 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오늘날 CFD 시뮬레이션 작업 흐름은 각 사용자 나름의 엔지니어링 설계 작업 흐름보다는 기존의 CFD
방식에서 사용되는 근본적인 수리적 방식에 의해 정의됩니다.

2. CFD는 실제 제품 기능의 현실적인 물리적 복잡성을 모델링하려 시도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모델이 
전보다도 더 복잡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며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하고 때로는 신뢰할 수도 없는 
물리적, 수리적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서로 유사해 보이는 여러 시뮬레이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예: 차량 또는 항공기 날개 
주변의 외부 공기역학).

ii. 코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매우 구체적인(때로는 난해한) 적용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함.

iii.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오류 피드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음(따라서 한층 더 혼란이 가중됨).

iv. 시뮬레이션 프로세스가 끝나도 성공(즉 “정답”을 얻을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연산 자원(CPU)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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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날 대부분의 CFD는 주어진 제품에 대하여 가상 세계-현실 세계의 물리적 상황을 어느 정도 
재현할 뿐이며, 사용하는 엔지니어링 설계 절차에 대한 통찰력, 설계 상의 오류 확인 및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 새로운 설계 지침 등의 면에서는 아무런 “부가 가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사용자가 스스로 유추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년간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실력이 나아집니다. CFD 사용자는 유용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리적인 해결책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4. 대다수의 CFD는 엔지니어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CFD를 사용하는 엔지니어는 대개 제품의 
물리학에 이미 통달했거나(아니면 아주 심층적인 정보를 보유해서) 기존의 CFD 툴에서도 올바른  
“모델링 옵션”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고, CFD 모델링의 실수를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FD를 
제품 개발 중 제품의 물리적인 작동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설계 툴의 일종으로 사용하려면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물리적 지식의 양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5. 현재 CFD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사용자는 
엔지니어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혁신적인 업무 형태를 택할 수 없습니다. CFD는 실시간  
대화형 기능이 아니고 몰입형도 아니며 실재적인 것을 다루지도 않고,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기한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CFD의 역할은 실재하는 물리적인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옮겨주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가 실제 물리학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하고 개연성 있는 설계 측면에만 집중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화형으로 
답변을 제공하거나 모범 사례를 근거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오늘날 CFD의 대부분은 고립된 툴 형태를 취합니다. CFD 코드가 한 가지 근본적인 수리적 방식을 
고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겨우 몇 가지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중물리학”(애초에 지구상에 물리학이라는 것이 ‘다수’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요?), 아예 “다영역 
물리학(multi-disciplinary physics)”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자처하는 것조차 한 
개의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서로 고립된 툴 사이로 이리저리 옮기는 것에 불과한 비교적 
바보 같은 연결 형태에 불과하다면 그저 우스꽝스러운 노릇입니다. 아니면, 물리적인 모델링 기능을 
원래 협소한 범위의 일련의 기능에만 적합한 단 한 가지 수리적 방식으로 연장하여 해당 방식이 
도무지 유용하지 않은 다른 응용 분야에 적용하려 애쓰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7. 불가피한 사실은, CFD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CFD는 최소 15,000 - 75,000달러의 
소프트웨어 경비(CAD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를 들여 인건비가 비싼 CFD 엔지니어를 
채용(연간 60,000달러 이상 + 오버헤드 비용 별도)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PC 
구입비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지출은 CFD 기술을 
채택하는 데 중대한 장벽입니다. CFD에 대한 대안이 사내 응용 프로그램 전문 인력과 경험에 바탕을 
둔 어림짐작 식의 스프레드시트(Excel은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이거나, 일부 업계의 경우 “일단 
만들어서 테스트한다”는 정신에 입각했다면 더더욱 기술을 도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8. 안타깝게도 전문가 CFD 사용자야말로 본인들의 입지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 CFD 기술의 
“Democratization”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트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9. 마지막으로, CFD 업계 자체가 사용자들이 다년간 수십억 건의 CFD 시뮬레이션 사용 사례를 통해 
수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 처리하여 공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개별적인 사용자가 사용자 공동체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된 상태인 것입니다.

‘DEMOCRATIZATION’ 문제에 대한 현행 CFD 업계의 해법

CFD 업계에서 ‘Democratization’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는 접근 
방식/지원 기술로는 여덟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몇몇은 영향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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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D 앱, 앱화(APPIFICATION)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CFD “앱”, 또는 CFD의 “앱화(appification)”는 25년 넘게 존재해온 현상입니다.  
범용 CFD 코드를 한두 가지 응용 분야에 맞춰 변환하는 것은 이미 얼마 동안 흔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부품 냉각(예: FloTHERM, IcePak 등), HVAC(FloVENT, AirPak 등), 데이터 센터(Tileflow, 6Sigma DC, 
Coolsim, FloTHERM 등) 및 터보기계류(Numeca, CFTurbo, AxStream, MixSim 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수직 업종 시장을 교차하는 “수평적 요소”를  
시장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CFD 업계의 수직 및 수평 부문과 현재 추산되는 시장 규모

1. 일반 유체 흐름  
 및 열 전이 
 (1D-3D CFD 포함) 
 
2. 다상(Multiphase) 
 (자유 표면, 상 변화,  
 2상 이상, 분산상) 
 
3. 회전식 장비 
 (펌프, 터빈, 팬,  
 교반 탱크) 
 
4. 화학 반응 
 (연소 포함) 
 
5. 전자부품 냉각 
 
 
 
6. 운동하는 물체 
 (스토어 릴리스,  
 비회전식 흐름) 
 
7. DEM 
 (Discrete Element  
 Modeling)  
8. 유체 구조 상호작용 
 (VIV, MEMs 및  
 메카트로닉스 등)

항공우주 자동차 전자장비화학 및 가공 재료 및 제조 발전소

CFD 업계 수직 시장

CFD 수평 요소 CFD 시장 
규모(추정)

~25% 
 

~20% 
 

~15% 
 

~15% 
 

~9% 
 

~6% 
 

~5% 
 

~5%

                                                                      FloTHERM의 1990년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전자 부품 냉각 CFD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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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대규모 기업체에서 자사만의 에이전트 기반 CFD 시뮬레이션 앱을 만들어 자사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또한 일부 CFD 소프트웨어(예: Exa PowerFlow, Hanley Innovations 등)는  
차량/항공기의 외부 공기 역학이나 자동차 엔진의 열분석 등 업계 내 한 두 가지 응용 분야만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CFD 부문에서 수많은 자문업체(및 클라우드 기반 공급업체)가 출현하여 OpenFoam
이라는 오픈소스 CFD 툴세트(예: Symscape, Totalsim 등)를 기반으로 한 고객별 래퍼(wrapper)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앱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템플릿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한 조각으로, 나름의 제품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자체적인 사양,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현, 테스트, 롤아웃, Q/A, 유지관리, 지원, 관련 문서화 등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CFD 사용자의 직업적 경쟁력을 벗어난 업무일 수 있으며, 이 업무를 
외주로 아웃소싱하면 투자수익률 면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앱은 분야별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루한 반복적 업무의 경우 생산성을 대폭 증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몇몇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앱이 
있으면 CFD를 실행하고 결과를 수집하며 기본적인 결과 평가를 하는 등의 작업을 기량이 미숙한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어 CFD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Democratizing’할 가능성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앞으로 CFD의 접근성을 훨씬 증진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CFD 업계에 
가장 큰 난점일 것입니다. 다만 앱이나 템플릿을 통해 UI를 간소화하거나 종전과 같은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UI 간소화는 UI에서 매개변수, 구성 및 제어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CF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앱 기반 UI 
간소화를 적용해도 원래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 즉 획득한 결과의 신뢰도와 일관성만 떨어질 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자들은 첫 단계는 근본적인 CFD 기술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자동 오류 추산, 메시 
재구성, 내장형 “지능”을 사용한 비물리적 설정 감지, 알려진 모델 한계 및 결함을 회피할 임시 해결 방법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방식을 통해 안정성, 신뢰도와 재현성을 증진한다는 단 한 가지 목표를 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량의 투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CFD 시뮬레이션 기술의 안정성을 
진정으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다음에야 더 넓은 범위의 앱과 특정 작업에 사용할 간소화된 UI 
로서의 템플릿에 대해 논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COMSOL과 SolidWorks에서 “앱 스토어”와 앱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앱이라면 앱을 제작하는 과정에 자격 수준이 높은 박사님이 들이는 
시간이 적고, 제작 후에는 그다지 자격 요건이 화려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앱을 지원하고, 여러 사용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버그를 수정하고 기본 프레임워크의 
버그와 씨름하고, 원래 사양을 검토하고 개정하며 새로운 앱 버전을 제작하는 등의 과정에서 앱에 박사 
인력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와 이후에는 프로젝트에 인건비가 덜 비싼 사용자(그래도 여전히 
자격 조건을 갖춘 고급 인력이어야 함)를 투입하여 앱 사용의 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사 인력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앱이 충분히 문서화되지 않는다면, 기업체에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앱과 템플릿은 CFD를 “Democratize”하는 훌륭한 방편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시뮬레이션 
기술이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광범위한 CFD 분야에서 보유한 기술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앱에 적합하기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FD 앱의 장점:

i. CFD 앱은 제한된 범위의 물리학 및 형상과 연관된 메싱을 사용한 형상 집합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ii. CFD 앱은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CFD 앱은 애플리케이션별로 특정한 제품 개발 작업 흐름에 맞출 수 있습니다.

iv.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스마트 부품”과 주문 제작 구성요소(수리적 절차와 솔버 처리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간소화하는 일이 잦음)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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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CAE 제품에 대한 관련 다중 물리학적 연결 고리를 통합하기 쉬운 편입니다.

vi.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별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D 앱의 단점:

i. 근본적인 CFD 솔버를 오랜 기간에 걸쳐 변경할 예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가 새로 릴리스될 
때마다 앱의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앱은 애플리케이션 내 사소한 변화에 
취약하므로 기본 CFD 툴로는 부적합합니다.

ii. 모든 상용 CFD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QA 비용이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솔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련의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ii. 모든 CFD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및 지원) 비용이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CFD 솔버가 발전하면서 이전 기종과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범위가 매우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재적 물리적 현상 때문에 일부 앱이 작동 환경의 경계에 
가까워지면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v. 앱은 (숨겨진) 물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CFD 기술이 사용자가 선택한 단순성 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고성능 컴퓨팅(HPC)

전자부품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불변의 진리로 통용되고, 동시에 최근 하드웨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진 
것을 감안하면(예: CPU 처리 능력 및 메모리 등) 제한된 비용으로도 CFD 시뮬레이션에 종전보다 훨씬 많은 
CPU를 투입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CFD에 코어를 100,000개씩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Bible, 2015). 본문에서는 HPC를 독립 실행형 조력자 역할로 취급하지만, 
“Democratization”에 관련된 측면에서 이 요소가 클라우드 컴퓨팅(아래 참조)과 연관하여 근본적으로 
“Democratization”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HPC의 장점:

i. HPC가 CFD 결과를 도출하는 데 소요 시간을 단축해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CFD 작업 흐름의 몇몇 측면을 ‘Democratize’하는 데 일조하며, 일상적인 LES 및 
다이렉트 나비에-스토크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ii. PowerFLOW 및 XFlow와 같은 Lattice-Boltzman의 CFD 솔버의 경우 정해진 시한 내에 최소한의 설치 
비용으로 신속하게 설계 중심적인 CFD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HPC에 의존합니다.

iii. HPC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CFD 모델의 조사 영역의 크기와 상세도를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과도

(transient)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iv. HPC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대규모의, 파라미터가 많은 설계 공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HPC의 단점:

i. HPC는 메시 생성 복잡성과 같은 CFD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ii. HPC 가격 산정 비용은 하락세이지만 기본적인 CFD 소프트웨어 가격은 지난 20년간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iii. 이것은 HPC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인프라나 IT 부서가 따로 없는 중소기업에는 
적합한 솔루션이 아닙니다(클라우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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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 변수 설계 최적화 툴 

설계 최적화(때로는 설계 공간 탐색 또는 프로세스 통합 및 설계 최적화(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 PIDO)라고도 함)는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며(연간 성장률 최대 15%) 관련 제품이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예: modeFRONTIER, ISIGHT, HEEDS, ModelCenter 등). 사실 CFD 공급업체에서 이제 이 툴을 
자사 제품군의 일부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예: FloTHERM의 Command Center, CFD Adapco의 HEEDS, 
FloMASTER의 Experiments 등). 이러한 툴은 모두 사용자가 자신의 CFD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수학적인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중 변수 설계 최적화 툴의 장점:

i. 모든 CFD 코드는 해당 툴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i. CFD 분석의 수많은 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법입니다.

iii. 엔지니어가 “올바른”, 다시 말해 가장 적합한 CFD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줍니다.

다중 변수 설계 최적화 툴의 단점:

i. 몇몇 구현 형태의 경우 사용하기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ii. 일반적으로 수학자와 박사 등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분야에 잠깐 발을 담갔다 
빼는 엔지니어를 위한 툴은 아닙니다.

iii. 대부분의 툴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가장 
좋은 설계는 어느 것인가?”

iv. CFD 분석이 주요 변수를 무시하면 잘못된 CFD 예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클라우드 배포형(HPC) 솔루션 

클라우드 배포형 CFD는 요즘 거의 두어 달 간격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스타트업 기업체와 함께 
출현한 신종 형태입니다. CAE 분야에서 신생 스타트업 기업체(예: SimScale, simulationHub, Ubercloud 등)가 
기존의 공급업체에 도전장을 내밀고, 몸집을 불려가면서 라이선싱 부문에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CFD(넓은 의미에서는 CAE) 분야에서는 지오메트리, 경계 조건과 재료 특성 등을 다룹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놓으면 한 기업체에 속한 아주 많은 양의 지적 재산(IP)이 됩니다. 이들을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직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 겸 
IP 보안 전문가인 Mark Anderson씨가 COFES 2015 행사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전한 말을 인용해 봅시다

(Anderson, 2015). “IP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들과 외부 세상과의 간극(air gap)을 
유지하세요. 클라우드에는 간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FloTHERM Command Center DoE 소프트웨어의 설계 공간 예측

히트싱크 베이스 길이[mm]히트싱크 베이스 너비[mm]

U8 접점 온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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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장점:

i. 사용자가 선불제(pay-as-you-go) 모델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CFD 사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ii. 확장 가능하며,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 기업체의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습니다.

iii. 클라우드 기반 CFD는 설비투자비(CapEx)라기보다 운영 비용(OpEx)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iv. 사실상 전 세계에 걸친 협업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v. 사용자가 대규모 설계 공간 탐색 CFD 시뮬레이션 어레이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CPU에 보낼 수 있습니다.

vi. 보안 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alesforce.com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하여 한 기업체의 고객 데이터 
전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용인된 방식입니다.

클라우드의 단점:

i. 보안이 불확실합니다. 가용성, 성능, 유지관리, 안전성, 보안, 지속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IT 인프라를 믿고 맡겨야 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ii. 시뮬레이션 비용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증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CFD 시뮬레이션 
턴어라운드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iii. 대형 모델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는 물론 데이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연결성과 연결 
끊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소프트웨어 규정 준수 문제와 영토성 문제(예: 국가별 정부 규제(예: EU) 등), 데이터 보호 법안 
(예: 독일), 국가별 관세와 세금, 일본에서의 클라우드 용인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v. 기존 CFD 코드와 이를 클라우드 배포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vi. 노트북 컴퓨터를 직장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져가면 해킹 관련 보안 위험성이 한층 증가합니다.

vii. 월간 100달러의 ‘뷔페식(all you can eat)’(예: MCAD용 Onshape) 형태의 기준 소매 가격으로 인하여 
기존의 상용 CFD 시장에 자기 잠식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imscale에서는 2013년 창립 이래 80,000명의 CAE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2016년 한 해에만 23,000명의 신규 
사용자를 영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눈여겨볼 만합니다(Zaharia, 2016). 이들 중 단 20%만 CFD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CFD 사용자가 무려 16,000명에 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상용 CFD 사용자가 몇 명이고 “진짜 신규” 사용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숫자에 학생 수는 몇 명 포함되어 있고, “구경꾼(tire kickers, 실구매자가 아님)”은 몇 명인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www.mentorkr.com


w w w.mentork r.com
14 [22]

CFD의 Democratization

5: 오픈소스 CFD

오픈소스 CFD 사용은 옛날 Imperial College 시절부터 쭉 존재해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오픈소스 CFD는 대부분 OpenFOAM 패키지(지금은 ESI 소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에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몇 천 명의 사용자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으며, 이는 이미 10년간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CFD 코드 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오픈소스 분야에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내 
오픈소스 CFD 개발 팀을 꾸리는 데 필요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채용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체는 OEM 등 매우 규모가 큰 업체(및 이 분야 표적인 CFD 전문 자문업체)뿐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대상, 즉 자문업체(예: Symscape, TotalSim 등)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오픈소스 CFD의 장점:

i. 상용 CFD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 가격에 비하면 저렴한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각에서는  
“무료”라고 보기도 합니다).

ii. 자신의 CFD 환경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iii. CFD 소프트웨어를 나만의 모델과 방식으로 확장하고 맞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CFD의 단점:

i. 엔지니어의 업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 오버헤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면 결코 “무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ii. 산업 생산 과정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숙련된 CFD 애널리스트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QA 및 검증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 소프트웨어 및 불확실한 출처 등의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iv. 소프트웨어를 “베이비 붐 세대” 엔지니어가 작성한 경우, 작성한 장본인이 사망하거나 전문가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지식도 모두 가지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v. 오픈소스 출처에는 IP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사용자 경험(UX) 및 실용성 

밀레니엄 세대는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UX라는 점은 이미 보편타당한 진실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매사를 “빨강”, “노랑” 및 “초록”의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정의상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이며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선별화”된 “집중형” “단일 솔루션”이어야 합니다(ASSESS, 2016). Weinhold & Parry(2013)의 
저서에 CFD에 사용자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CFD의 제3의 물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X 및 실용성의 장점:

i.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CFD 결과를 도출하는 비결입니다.

ii. CFD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비법입니다.

iii. 사용자 실수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iv. 사용자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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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및 실용성의 단점:

i. 사실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 환경 프로젝트의 구현 방식이 형편없다면 
CF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지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ii.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CFD 소프트웨어는 대개 본질적으로 복잡한 기하학 및 물리학을 다뤄야 
하며 작업량이 많게는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이것을 UX 설계 시에 감안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iii. UX와 UI가 CFD 분야 또는 툴에 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7: CAD 포함 및 PLM 지원 

요즘은 시장에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제품 출시량이 증가되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관계로,  
제조 제품의 개발 주기도 단축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면 제품이 더 
복잡해져도 한계에 훨씬 가깝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설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CFD 시뮬레이션 요청이 점점 더 늘어나 한정된 시뮬레이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파급 
효과를 초래합니다. MCAD(Mechanical CAD)가 가상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중심을 차지하는 기술입니다. 
CFD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설계 툴이 되려면 이에 맞춰야만 합니다. 다만 
Keith Mientjes에 따르면 오늘날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주도적인 제품 개발 분야에는 “CAE의 독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ASSESS, 2016). 그렇다고 해도 제조 리드 타임이 항상 기업체의 일정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인 것은 사실이며, 3D CAD/CAM은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세스의 순서를 바꿔야 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CAD에 시뮬레이션 툴이 포함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아래 참조)(Sabeur, 
2015). MCAD 툴 내에 3D CFD 시뮬레이션 기능을 포함시키면 사용자 생산성을 개선하고 CFD 사용을 
‘Democratizing’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CFD 시뮬레이션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설계 프로세스 초반부에 이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CAD 환경 및 PLM 작업 흐름 내에 프런트로딩형 CFD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면 
시뮬레이션을 최신 3D CAD 모델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며,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Mentor Graphics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요소로, 당사의 FloEFD™ 툴 
스위트는 각종 주요 MCAD 패키지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 시뮬레이션 기술

PDM 백본

3D CAD

기계
전기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뮬레이션

구조
유체 역학
전자기
광학
충돌
MBS

1D
2D
3D

다분야 접근 방식

엔지니어
+
툴

                                                      다분야 소프트웨어, PLM 설계 툴과의 연결고리 및 엔지니어와 툴 사이의 연결 형태(Sabeu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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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CAD 소프트웨어에 CFD를 포함하는 것은 앞으로 10년간 CFD ‘Democratization’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CFD로 생성한 데이터는 다른 모든 제품 제조 관련 정보, 즉 질량, 외관, 운동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조 비용 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PLM 툴에서 전송 또는 
내보내기/가져오기 작업을 통해 CFD에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CAD 포함의 장점:

i. CFD를 설계 프로세스 초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프런트로딩/업프런트).

ii. 설계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강력할 경우).

iii. 엔지니어가 CFD를 배우고 사용하기 위해 지금처럼 패키지 두세 개, 심지어 네 개씩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하나의) PLM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CAD 포함의 단점:

i. 30년이 흘렀건만 일부 주요 MCAD 툴은 여전히 처음으로 이를 접해 사용해 보고자 하는 
엔지니어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ii. CFD를 포함한 대다수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툴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PLM 플랫폼 내에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iii. 툴에 완전한 물리학(또는 화학 및 생물학) 기능이 없습니다.

8: 1D 유체 시스템/2D/2.5D CFD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3차원이지만, 복잡한 여러 시스템과 시스템 복합 체계(System-of-systems)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CFD는 일부 간소화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Keith Mientjes는 “엔지니어링 설계에서는 완벽한 
업프런트 모델 기반의 시스템 모델링이 중요”하므로 1D 시스템 모델이 전에 없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ASSESS, 2016). 1D 시스템 모델링 요구사항은 추적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링 
계층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충실성을 감안해야 하기도 합니다. 모델 기반 CAE 협업은 데이터 “가치  
흐름(Value Stream)” 최적화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최선의 CFD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 
기능이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2D CFD, 나아가 2.5D CFD를 이용해도 제법 빠른 속도로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예측을 산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2D CFD 흐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얇은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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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D/2.5D CFD의 장점:

i. 일단 1D 모델을 설정하면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수많은 “가상(what-if)” 
분석을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ii. 오늘날 사용되는 대다수의 발전소와 우주 로켓 및 보잉 747 항공기와 같이 시험과 검사를 거친 
장비들이 모두 1D CFD로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Miller, 2014). 1D 모델은 
여전히 매우 유용한 엔지니어링 툴입니다.

iii. 1D 시스템 모델링을 거치면 실시간 및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iv. 1D는 본래 시스템 복합 체계를 다루는데, 이것은 현대 제조 제품에서 점차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v. 3D CFD 분야에 속한 부분에도 1차원 및 2차원 특성이 있습니다(예: 좁은 통로, 다공성 영역 등). 
그런 부분을 3D로 해결하느라 3D 솔버의 시간과 수많은 메시 셀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1D/2D/2.5D CFD의 단점:

i. 1D/2D/2.5D 시뮬레이션은 절대적인 정확도 면에서 항상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ii. 1D, 2D 및 3D 솔버의 결합 시간 비율(timescale)은 동시 시뮬레이션에서 항상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모든 솔버가 연쇄망에서 가장 느린 항목을 기다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과도적인 
물리적 프로세스는 다차원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덟 가지 지원 요소가 CFD ‘DEMOCRATIZATION’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솔루션으로 인하여 CFD의 ‘Democratization’이라는 문제에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는 지류가 
생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HPC 및 클라우드 배포와 같은 지원 기술은 사용 
용이성이나 고객 작업 흐름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표 1은 이러한 여덟 가지 요인이 CFD의 
‘Democratization’에(가까운 미래에) 미치는 각각의 현실적인 영향을 업계에 유입되는 “신규 CFD 사용자의 
수” 및 “모든 CFD 사용자의 생산성”(기존 및 신규 사용자 모두)과 관련하여 판단한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성”은 “CFD 사용자 한 사람의 CFD 출력량을 사용자가 해당 출력량을 얻기 위해 들인 수고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Democratization’ 요인 추가 CFD 사용자 수 CFD 사용자의 생산성

1. 앱화(Appification)

2. HPC

3. 다중 변수 설계 최적화

4. 클라우드 배포

5. 오픈소스 CFD

6. 사용자 경험 및 사용 용이성

7. CAD-포함 및 PLM 지원

8. 1D/2D/3D CFD

                                                                                                 표 1: 향후 CFD 진입률에 ‘Democratization’요인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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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ZATION’을 이끌게 될 향후 CFD 사용

바라건대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CFD ‘Democratization’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과 주요 
요인으로 MCAD/PLM 내부에 포함, 사용자 환경(자동 메싱, 사용 용이성, UI 안내를 따른 내장형 정보), 
1D-3D CFD 및 HPC와 클라우드 배포 등을 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CFD 시뮬레이션에 관한 한 “비전문가” 와 “전문가”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문가”는 특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예: CFD)에 대해서만  
“비전문가” 일뿐 각자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예: 검사, 화학 엔지니어링, 공정 
관리 등). 반면 일반적인 CFD 애널리스트는 일련의 특정 CFD 소프트웨어 툴을 실행하는 데에는 
전문가이지만 소속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비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Knowles(2015)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CFD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연산해야 한다(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고 하는데, 저자들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세상을 “전문가”와 “설계자”로 단순하게 
양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CFD에 비전문가인 CFD “설계자”가 코드는 간헐적으로 다루고자 할 뿐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nowles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CFD 충실성은 엔지니어들이 “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칭하는 실제 입력 데이터와 출력 요구사항 
충실성에 일치해야 합니다.

 ■ 이는 데이터를 얻는 시점에 가급적 “실시간”에 가까워야 합니다.

 ■ CFD는 관련 물리학 데이터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보다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 CFD 시뮬레이션을 가상 프로토타입 제작용으로 확장하려면, 업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CFD 분석 부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 분야에 더 가까운 사용 범위를 넓히려 할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직면한 문제점은 이용 가능한 애널리스트 CFD 기술이 필요한 양에 비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ASSESS, 2016). 따라서 또 다른 사용자 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매우 유연한 

엔지니어링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 전 세계 엔지니어링 담당 직원의 채용, 나아가 엔지니어링 노동력을 

크라우드 소싱으로 운용하는 등 채용과 해고에 관한 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경영진은 더 이상 엔지니어링의 성패가 일부 특정 직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활용도와 정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정점을 찍은 부분을 “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 표시할 수 있음(Knowl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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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교환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CFD 사용자는 복잡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완전히 

몰입된 인력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이 다루는 제품과 설계를 매우 잘 파악함 

  …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훈련 받은 인재 

  … 매일같이 여러 가지 설계 툴에 의존 

  … 이러한 툴이 당연히 안정적으로 작동하리라 예상 

  … 이러한 툴의 작동 원리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음 

  … 사고 방식이 매우 유연하며, 충성적이지 않음 

  … 강력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

최종 분석 시 모든 엔지니어가 원하는 것은 “실시간 CFD”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가장 잘 하는 일,  

즉 유체 관련 문제에 대해 공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컴퓨터에서 CFD를 사용해 “가상” 테스트/실험을 실행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특히 기존 CFD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CFD 전문가가 CAD도 다루어야 하고, 메싱 전문가 겸 솔버/수치 중독자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CFD 애널리스트는 업무 시간의 66%를 사전 처리 및 데이터 관리에 소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3D CFD는 아직도 먼 이야기지만 여전히 “CFD의 성배”인 것입니다(Hanna & Parry, 2011).

본문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Siemens PLM 소속 Eckhart Niederauer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분은 “Mechanical FEA is in its Infancy“라는 “Virtual Engineer”의 블로그 포스트(Cooper, 2014)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했습니다(일부만 소개).

 ■ “지난 15년간 3D-CAD가 어떤 과정을 겪어 왔는지를 생각하면 CAE/시뮬레이션도 같은 길을 걷되 그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 작업 흐름 및 프로젝트 계획과 
시뮬레이션 내 통합 등으로 검증 프로세스에서 승인권을 얻을 것이며, 이는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프런트 로딩) 제품의 통합 단계에서 테스트가 보다 효율적인 형태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리어뷰 미러를 들여다보면서(과거를 성찰하면서) 품어본 선형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어려운 부분은 앞 유리를 통해 눈앞에 펼쳐진 길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검증 관리(Verification Management)’라는 더 큰 파이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경영진은 
여러분이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검증을 했다면 그 
결과를 믿고 그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설계 공간 내에서 시뮬레이션에는 점점 더 많은 자동화가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자가 
내부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12개의 시뮬레이션 원리가 작동 중이며 각각 27개의 하중 조건(load case)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오메트리가 변경되고 약 5초가 경과하면 검증 아이콘이 초록/노랑/빨강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는 더 이상 구인 광고를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후드 아래, 엔진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시스템 시뮬레이션은 0D, 1D 또는 3D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체제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검증 기능이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요구사항, 기능 무결성과 성능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적용됩니다. 구조, CFD 및 동작(Motion) 등 모든 원리원칙은 그저 게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같은 기계 분야 종사자들이 익혀야 할 분야도 있습니다. 제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사용자 
소프트웨어, 비용, 제조,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입니다. 시스템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야에서 
다분야라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안전 벨트를 꼭 
착용하세요.

 ■  편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긴장을 풀고, 제일 좋아하는 약을 한 모금 삼키고 상식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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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설계 엔지니어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제품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생산되는 대다수의 제품은 기계적 구성요소, 전자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복잡하게 
결합된 시스템 형태이며, 엔지니어링 분야도 다방면에 걸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성요소 숫자가 
늘어나면서(소형화라는 추세도 동반된 일이 많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과열을 방지하기도 해야 합니다.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제품이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엔지니어는 각 플랫폼의 
성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미래의 CFD 코드 설계자는 ‘Democratization’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순환의 “고리”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련의 병렬적인 시스템 V로서의 제품 제조

                                                                                                                “이상적인” CFD 코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계 시스템

전자 시스템

시스템 복합 체계 

시스템 

시스템 모듈 

단위 

요소

시스템 “V”에 합류: 
1) PLM 
2) ERP(전사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3) 비즈니스 분석

워크플로,  
원리 결과

0D - 3D로 
원활한 확장

충실성, 방식, 
플랫폼

몰입형, 인간적

설계 공간 탐색

단순히 잘 
작동함, 참을 

만함

자동화

확장 가능

적응형

강력함

시각적

대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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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느 날 우리 손자들, 또는 우리보다 두 세대쯤 후의 엔지니어들이 우리 때는 CFD로 유체 흐름 
시뮬레이션을 할 때면 총 작업 시간의 3분의 2는 지오메트리 생성과 메싱에 할애했다고 말하면 우리를 
비웃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터치하면 “실시간” CFD를 할 수 있는데 사전 처리 작업에 
며칠에서 몇 주씩 소요한 게 사실이냐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슨 헬멧 같은 
것을 쓰고 유체 흐름, 열 및 질량 전이 분석을 뇌에서 직접 해내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Democratization”는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의 결과여야 합니다. CFD 시뮬레이션 툴은 혁신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엔지니어들이 혁신을 가로막는 CFD 방법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엔지니어들이란 CAD 중심적이며 PLM 지원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CFD 소프트웨어 구현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급적 최소한의 물리적 지식만 가지고도 고객 작업 흐름이 
최대한 생산적인 결과를 내도록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원합니다. 지금은 다중 물리와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대다수가 순차적 시뮬레이션입니다.

CFD의 ‘Democratization’는 가능한 일이지만, 앞으로 30-40년 내에 시장 진입률을 현재의 5-10%에서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현재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사고가 절실하며, CFD 코드 구조 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연구조사를 통한 급진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Democratization’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PLM-지원, CAD-포함 CFD, 클라우드 배포와 사용자 환경이 코드 설계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의견입니다. 특정 CFD 앱은 ‘Democratization’이 추진되는 중에도 
차지할 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CFD ‘Democratization’라는 문제 자체가 우리 업계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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