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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MLAB 실행 후 Space dimension을 Axial symmetry(2D)
선택



(Chemical Engineering Module) –
(Incompressible Navier-Stokes)

St d t t l i 선택

<선택 후 화면>

– Steady state analysis선택



1. Menu에서 Multiphysics >>Multiphysics 선택.
2 Mass balance에서 Convection and Diffusion 을 Add2. Mass balance에서 Convection and Diffusion 을 Add.
3. Energy balance에서 Convection and Conduction 을 Add 후 OK 버튼 클릭.



1. Options – Axes/Grid Settings 선택 후 X축 Z축 범위 설정p g



1. Figure 4 를 참조하여 Grid 범위 설정 <Axial/Grid 설정 후 본 화면>g 하여 위 정 Axial/Grid 설정 후 본 화면



1. Menu  - Constants 클릭.
2. Constants 값을 입력 후 OK.



1. Figure4를 참조하여 Rectangle를 적당한 범위 사이에 그린다.
2. Rectangle 내부에 원(Circle) 6개를 Rectangle 내부에 그린다.2. Rectangle 내부에 원(Circle) 6개를 Rectangle 내부에 린다.
3. 원의 좌표값을 Figure4에서 계산하여 각각의 원마다 좌표를 입

력 한 후 배치하도록 한다.



1. Figure4를 참조하여 Rectangle를 < Rectangle 내부에 배치된 6개의 원>
적당한 범위 사이에 그린다.

2. Rectangle 내부에 원(Circle) 6개를
Rectangle 내부에 그린다.
원의 좌 값 에 계산3. 원의 좌표 값을 Figure4에서 계산
하여 각각의 원마다 좌표를 입력
한 후 배치하도록 한다.



<Subdomain Setting 화면>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 설정>

1. Subdomain1(Rectangle)인 Navier-Stokes식에서
Boundary selection별로 Boundary conditions을 설정



1 S bd i 1인 N i St k 식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2 설정>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3 설정>

1. Subdomain1인 Navier-Stokes식
에서 Boundary selection별로
Boundary conditions을 설정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4 설정>



1. Subdomain1인 Navier-Stokes식에서 Boundary selection별로
Boundary conditions을 설정 후 Multiphysics 메뉴에서Boundary conditions을 설정 후 Multiphysics 메뉴에서
Convection and Diffusion을 선택.

2. Menu – Subdomain Setting 설정.



1. Subdomain1(Rectangle)인 Convection and Diffusion 식에서 Boundary 
l ti 별로 B d diti 을 설정

<Subdomain 1~7 Setting 화면>

selection별로 Boundary conditions을 설정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1 설정>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2 설정>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3 설정> <Subdomain1의 Boundary conditions4 설정>



<Convection and Diffusion의 Boundary Conditions별로 설정 후 화면>



1. Menu에서 Multiphysics >>Multiphysics 선택.
2. Convection and Conduction 을 클릭.
3. Menu에서 Subdomain Setting 설정.



1. Subdomain Settings에서 각 도메인 별로 물성치값 대입 후 OK 클릭.



1. 도메인 별로 물성치값 입력 후 Boundary Settings 설정 클릭



<Subdomain2의 Boundary conditions1 설정> <Subdomain2의 Boundary conditions2 설정>

<Subdomain2의 Boundary conditions3 설정> <Subdomain2의 Boundary conditions4 설정>



1. Menu > Mesh 
Parameters 선택



<Boundary Section1~4의 element size 입력> <Boundary Section5~12의 element size 입력>

<Subdomain1의 element size설정> <Subdomain2~7의 element size 설정>



1. Menu > RefineMesh 선택 < Refine Mesh 선택 후 화면>1. Menu  RefineMesh 선택  Refine Mesh 선택 후 화면



1. Menu > Solver Manager 선택 2. Navier-Stokes만 선택 후 OK.1. Menu  Solver Manager 선택 2. Navier Stokes만 선택 후 OK.



SOLVESOLVE

1. 상단의 단축 아이콘에서 Solve
아이콘 클릭하여 문제 해결. 

< 문제 해결 중인 화면>
아이콘 클릭하여 문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