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C 가상현실플랜트교육관
플랜트 설계 SW부터, 가상현실 운전원 훈련시스템 Operator Training Simulator까지
고급 플랜트 엔지니어 인재양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EDRC 가상현실플랜트교육관을 활용하세요!
교육관을 통한 교육 연계 및 대관(자체교육), SW활용(체험) 등이 가능합니다!

A대학 Schneider Eyesm, Honeywell OTS 체험교육
“위험한 공장환경에 가지 않고 안전하게 기기 조작, 제어 시뮬레이션 가능!”

B기업 공정 시뮬레이션 교육
“원활한 강의장 제공으로 공정SW 교육효과 증대”

C대학 해양설계 실습
“국내에서 사용하기 힘든 SW를 접할 수 있는 기회!”

D기업 해양안전설계 활용
“업무 SW 도입 시 타SW와 비교 가능, 사전검토 만족!”

E대학 공정 및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실습
“대학원생 수준에 맞춤형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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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교육 및 연구활용 전 체험하고 싶은, 교육관 대관이 필요한 기업 및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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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C 가상현실플랜트교육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311동 323호)

수용규모

강의·회의식 20명

보유장비

스크린(70인치), 무선인터넷(wifi), 화이트보드, 화상회의

활 용 비

참여기업: 15만원/4시간, 비참여기업: 25만원/4시간 *노트북 대여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drc.or.kr) 신청서 E-mail 제출 및 일정 확인

문 의 처

*참여자 노트북 지참 시 전원 연결 가능 / 노트북 대여 가능(사전 예약 필수)
*대학은 50% 할인 적용

EDRC 사무국 교육관 담당자
Tel. 070-4298-0049

※ OTS 및 SW별 교육은 별도 공고(상시) 참조

E-mail. edrcsnu@snu.ac.kr

SW 구성
OTS

Schneider Electric Eyesim

가상현실 운전 시뮬레이션 솔루션

Honeywell Unisim Operations Suite

운전자 교육 시뮬레이션 시스템

*OTS는 현재 체험교육(실비수준 유료) 가능, 정기커리큘럼 구성 시 재안내 예정 / 최소 2명 이상 구성

SW

FLACS

폭발/화재/누축 해석 CFD 툴

Promax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Detect 3D

Fire&Gas 매핑 툴

Safeti/Phast

정량적 위험성 평가, 피해규모 예측 툴

Maros

Assessing upstream asset performance

Taro

Total asset review and optimization

Sesam GeniE

Structural analysis of ship&offshore structures

Sesam HydroD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analysi

Synergi Gas

Advanced hydraulic modelling

Synergi Pipeline Simulator

Hydraulic modelling software

DATA PARC

화학공정 RTDB 소프트웨어

ANSYS 관련(Fluent/CFX)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CFD 소프트웨어

ASPEN Engineering Suite
(Aspen Plus / Hysys 등)

화학 공정 설계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

OLGA

Offshore 설계 소프트웨어

gPROMS

공정 모델링 플랫폼

Smartplant P&ID

인텔리전트 P&ID 설계 소프트웨어

ProⅡ

화학공정모사기

Unisim Design Suite

프로세스 모델링 솔루션

Pathfinder 2014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PyroSim 2014

FDS 모델링 프로그램

CPLEX

선형 최적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GAMS

선형 모델링 프로그래밍 툴

Origin pro

데이터 분석, 그래프 작성 소프트웨어

Autocad

컴퓨터 지원 설계(CAD) 프로그램

*이외 SW문의 가능

체험후기
C대학 OLGA 체험 |
국내에는 조선3사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접하기 힘든 OLGA를 실습할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OLGA 튜토리얼을 통해 oil well dynamic modeling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튜토리얼과 기타 연습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기업 Detect3D 체험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여러 공학 해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폭넓은 활용을 위한 교육
시설 또한 중요합니다. EDRC를 통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기능파악 등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관련 SW들을 많이 추가하여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육관 PC성능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좋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