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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 - ASME VIII 압력용기 설계 소프트웨어
COMPRESS ®

압력용기 설계를 더 스마트하게

COMPRESS는 ASME 압력용기 및 열 교환기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계산하며 리포트를 생성하는 엔지니어링 생산성 향상 툴입니다.

COMPRESS는 설계 작업을 회사 내부에서 실행하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전문 리포트

도면 생성

솔리드 모델링

설계 효율성 증대

COMPRESS는 전체 용기 또는 개별 부품을 설계하기 위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에는 필요한 시간 소모적인 수동 반복 작업을 없애

줍니다. 새로운 설계의 경우, COMPRESS는 규정(Code)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크기와 두께 그리고 등급을 선택합니다.

레이팅(rating) 또는 턴어라운드(turn-around) 프로젝트의 경우,
COMPRESS는 기존의 기하학 구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MAWP와 최소 두께를 계산합니다.

전세계 고객이 신뢰하는 솔루션

65개국 이상의 1,800여 회사들이 COMPR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SME® Fabrication 기능이 통합된 Shopﬂoor

조인트 유형

코너

Shopﬂoor는 네이티브 클라우드 기반의 ASME IX 용접 및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입니다. COMPRESS와 함께 작동하여,

용접

하단�그루브�용접

용접 절차의 추가나 용접사의 충원을 신속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루브 유형

단일�베벨, 페이스인

고비용의 자체 프로그래밍 필요 없이 엔지니어링, 산정(estimating),
드래프팅, 품질 관리 등의 부서 모두가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쉘 두께

0.1875 in
PWHT

PWHT 포함

Shopﬂoor는 Codeware Interface 애드온과 통합되어 있어,
표준 용접 세부정보와 할당된 WPS 번호가 자동으로 제작도상에
표시됩니다.

고객 및 위치 별로 작업을 관리하고 ASME Section IX 용접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성하며 용접사 자격유지조건를 추적합니다.

읽기 쉬운 ASME VIII 리포트

COMPRESS는 철저하고 완전한 전문가용 ASME 계산 리포트를

포함합니다. 한 번으로 클릭으로 사용자 지정 설정이 가능한 ASME 설계

리포트를 페이지 번호 및 목차와 함께 생성합니다. 다음은 COMPRESS 계산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고급 공식의 예입니다.
최대 허용 작업 압력 (600 °F) UG-27(c)(1)

P=

E • t
19,400 • 1.00 • 1.375
– 0 = 314.47 psi
– Ps =
R + 0.60 • t
84 + 0.60 • 1.375
S

•

최대 허용 압력 (70 °F) UG-27(c)(1)

P=

S

E • t
R + 0.60 • t
•

=

20,000 • 1.00 • 1.375
= 324.2 psi
84 + 0.60 • 1.375

“저희는 COMPRESS가 출시된 초기부터 사용하여

"10,000개 이상의 압력용기 설계, 견적 및 제조를

COMPRESS는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며, 이 솔루션이

항상 정확성과 신뢰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레스 빌디는 최고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없었다면 저희 회사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총 책임자
Hooper Welding Enterprises

포함하여 20년 넘게 COMPRESS를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 책임자
Mountaineer Fabricators

COMPRESS의 기능 및 장점
엔지니어링 및 설계
내압 및 외압용 ASME VIII-1 계산

ASME UHX 및 TEMA 열 교환기 기계 설계
TEMA 7, 8, 9, 10 에디션

ASME VIII-2 압력 용기 계산 - 클라스 1 및 2 설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부품 및 전체 용기를 쉽게 설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ASME VIII 규정(Code) 에디션 지원
사용자 정의 재료(구형 또는 비 ASME 재료용)
미국 표준, SI, MKS 등 단위계 사용 가능

Mandatory Appendix 46 (Div 1 허용 응력을 사용한 Div 2 규칙)

UG-22 로드 결정을 위한 빌딩 코드(Building Code) 선택
부록 Y 플랜지

회전 리프트 및 리깅(rigging) 분석, 리프트 러그, 트러니언, 스커트 스트러트
페이지 번호 및 목차를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설정이 가능한 PDF 리포트

최소 하중 Appendix 2 플랜지 설계를 위한 Flange Wizard

COMPRESS 는 수평 및 수직 열 교환기
모두를 모델링합니다.

레이디얼, 커스텀 주조, 타원형, 힐사이드, 탄젠셜(tangential) 및 틸티드 노즐
기존 및 하프 파이프 재킷

멀티 챔버 및 다중 직경(스택) 용기 설계

UG-99 하이드로테스트 응력 계산(신형 및 부식)

빠른 용접 세로 심 적용을 위한 롱 심(Long Seam) 위저드 설정
용액 레벨에서 자동 측정한 부품의 정적 수두

UCS-66 및 UHA-51 MDMT 평가
쉬핑(Shipping, 이동) 새들 설계

자동으로 결정되는 힐사이드 노즐 오프닝 코드(opening chord) 길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외부 압력 설계 길이

ASME B16.9 엘보우, 원뿔형 리듀셔(reducer) 및 지지 스커트 오프링
ASME PCC-1 Appendix O 어셈블리 볼트 응력 결정

ASME Appendix 13 / API 661 직사각형 헤더 박스 계산

표준 기능으로 기존 및 하프 파이프 재킷
용기를 모두 설계합니다.

통합
써드파티 개발자를 지원하는 Codeware XML 데이터 내보내기
National Board®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Inventor® 및 SOLIDWORKS®와 3D CAD 통합

COMPRESS 솔리드 모델에서 자동으로 2D 도면 생성

IGES, ACIS, STEP 등 뉴트럴 솔리드 모델 파일 포맷 내보내기

HTRI Xchanger Suite Xist® 네이티브 파일의 양방향 인터페이스
Codeware의 Section IX 용접 프로그램인 Shopﬂoor와 통합

Codeware Interface 애드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도면 생성.

기술 지원(IT)
네트워킹 및 리모트 액세스 사용 가능
응용 서버 지원

원격 설치(silent 모드) 사용 가능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 액세스

고객 지원

온라인 교육

기술 지원(온라인, 이메일, 전화)

모델링된
명판

지원 센터 연락 가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산 검증 및 QA 설명서

ASME 코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명판을
편리하게 모델링.

2021년 ASME 코드의 Section
VIII-2 Part 4.18를 사용하여 열
교환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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