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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
열공학 기술 -프로그램
2019년도- 미래형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19 년 4월 18일(목) ～ 20일(토)
장 소 : 휘닉스 제주
주 관 :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
후 원 : ㈜마이다스아이티
브이피케이㈜
㈜피도텍
㈜브이이엔지
㈜알트소프트
㈜가이아넷코리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단
법인

대한기계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대한기계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
랑하는 제주도 섭지 휘닉스 제주에서 2019년 4월 18일부터 20일까
지 부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을 제출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
장님을 비롯한 부문이사회의 부문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CAE 및 응용역학 분야는 지속적으로 산업전반의 핵심기술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향후 그 역할과 중요성
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부문학술
대회를 통하여 국내외 CAE 및 응용역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계,

CAE 및 응용역학부문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주요 일정
2019 년 4 월 18일(목)
❖ 등록 및 접수
일시: 12:30 ~
장소: 로비
❖ 구두 발표
일시: 13:00 ~ 17:45
장소: 아일랜드 볼룸 I, II, III
❖ 포스터 발표
일시: 18:00 ~ 19:00
장소: 로비
2019 년 4 월 19일(금)
❖ 등록 및 접수
일시: 08:45 ~ 장소: 로비
❖ 구두 발표
일시: 09:00 ~ 12:15
장소: 아일랜드 볼룸 I, II, III
❖ 점심
일시: 12:00 ~ 13:15 장소: 식당
❖ 구두 발표
일시: 13:15 ~ 14:45
장소: 아일랜드 볼룸 I, II, III
❖ 포스터 발표
일시: 15:000 ~ 16:00
장소: 로비
❖ CAE전문기업 특별발표
일시: 10:45 ~ 11:00
장소: 아일랜드 볼룸 III
❖ 초청 및 기념 강연
일시: 16:15 ~ 18:00
장소: 아일랜드 볼룸
❖ 만찬
일시: 18:00 ~
장소: 아일랜드 볼룸

연구계 및 산업계 회원들을 모시고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정보를 교
류하고 소통과 친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3건의 기념강연, 3건의 신진연구자 초청강연, 16개
의 구두발표세션, 2개의 포스터세션, 그리고 학생논문 경진대회로 구
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
원해 주신 ㈜마이다스아이티, 브이피케이㈜, ㈜피도텍, ㈜브이이엔지,
㈜알트소프트, ㈜가이아넷코리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업체 및 기
관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 4. 18.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현규
부문회장 민승재
사단법인 대한기계학회 회장 박찬일
주

관 :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

발표안내 및 목차

CAE 및 응용역학부문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총괄표

▶ 2019년 4월 18일(목)
발표장

시 간
세션 명
좌

장

제1 발표장
(아일랜드 볼룸 I)

제2발표장
(아일랜드 볼룸 II)

제3발표장
(아일랜드 볼룸 III)

통계기반 해석기법 비교 연구

새로운 구조해석 기법

전산 재료과학

윤병동 (서울대)

박준영 (금오공대)

문장혁 (중앙대)

1

13:00～13:15

강경환 (KAIST)

정영석 (한양대)

Thuan Ho-Nguyen-Tan (서울과기대)

2

13:15～13:30

강영진 (부산대)

김현영 (금오공대)

이태구 (KAIST)

3

13:30～13:45

정인범 (피도텍)

정익수 (서울대)

김동규 (KAIST)

4

13:45～14:00

박광수 (KAIST)

양성혁 (KAIST)

서현덕 (KAIST)

5

14:00～14:15

최상인 (한양대)

유남희 (한양대)

김현규 (서울과기대)

6

14:15～14:30

정용수 (KAIST)

Nguyen Hoangson (서울과기대)

김창완 (건국대)

휴식

14:30～14:45

통계기반 자료 및 모델 보정

비구조재의 최적설계

축소모델 해석 기법

강남우 (숙명여대)

이진우 (아주대)

장성민 (금오공대)

세션 명
좌

장

1

14:45～15:00

오종은 (한양대)

송원석 (한양대)

장성민 (금오공대)

2

15:00～15:15

추정환 (KAIST)

Raouf Izaz (동국대)

Nguyen Minh Nhan (서울과기대)

3

15:15～15:30

손혜정 (서울대)

박소연 (경북대)

이재훈 (경남대)

4

15:30～15:45

조휘상 (KAIST)

서지환 (계명대)

정용민 (금오공대)

5

15:45～16:00

김새결 (한양대)

김원곤 (서울대)

정인섭 (고려대)

휴식

16:00～16:15

신진 연구자 초청 강연

적층구조와 메타구조

학생 논문 경진 대회

이병찬 (경희대)

김흥수 (동국대)

세션 명
좌

장

1

16:15～16:30

2

16:30～16:45

3

16:45～17:00

4

17:00～17:15

5

17:15～17:30

6

17:30～17:45

휴식

17:45～18:00

하윤도 (군산대)

유승화 (KAIST)
김민기, 김민우, 김순, 김웅,

김나연 (동국대)

김윤중, 김치현, 노정민,

Khalid Salman (동국대)

박우범, 박준필, 박현준,

김세연 (계명대)

신동일, 신상민, 신용창,

조수호 (서울대)

유남희, 윤태영, 이후민,

김두호 (경희대)
노건우 (경북대)

김문기 (성균관대)

한지훈 (전북대)

장진웅, 천봉주, 하윤석
* 학생 논문: 5분 구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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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8일(목)
발표장

시 간

제4 발표장 (로비)

포스터 세션 I

세 션명
좌

김남근 (인천대) / 김두호 (경희대)

장

18:00 ~ 19:00

Nguyen Ngoc Linh

김기수

김대지

김종서

김종현

김지선

김진호

김창완

김한얼

김현국

나원현

노용훈

박정우

박태현

손정우

송오섭

송창헌

오혁근

윤성호

이민규

이수연

이웅기

이현주

임영욱

임철승

정민수

정승현

최신화

한정삼

홍민표

홍장원

- ii -

▶ 2019년 4월 19일(금)
발표장

시 간
세 션 명
좌

장

제1발표장
(아일랜드 볼룸 I)

제2발표장
(아일랜드 볼룸 II)

제3 발표장
(아일랜드 볼룸 III)

광-전자기 시스템

동적해석 및 구조설계

인공지능기반 응용역학

전원주 (KAIST)

윤길호 (한양대)

이재욱 (GIST)

1

09:00～09:15

김현수 (서울대)

최동권 (해양대)

Solichin Mochammad (부산대)

2

09:15～09:30

양희주 (충북대)

임지윤 (LS엠트론)

이두호 (동의대)

3

09:30～09:45

서민식 (한양대)

강동하 (한화디펜스)

변효석 (한양대)

4

09:45～10:00

이태희 (한양대)

남진수 (금오공대)

강남우 (숙명여대)

5

10:00～10:15

김기연 (서울대)

유재희 (금오공대)

최동훈 (피도텍)

6

10:15～10:30

박건도 (KAIST)

휴 식

10:30～10:45
세 션 명
좌

장

유민철 (경북대)

적층제조와 비정질재료

구조설계 및 CAE 사례

재료 및 연속체역학

신현성 (영남대)

김현규 (서울과기대)

송용남 (고려대)

1

10:45～11:00

정지영 (KAIST)

황경정 (현대자동차)

전문기업 특별발표 (브이피케이)

2

11:00～11:15

김영수 (KAIST)

남승현 (일진)

박남수 (한양대)

3

11:15～11:30

이재민 (KAIST)

이재환 (한화디펜스)

조승현 (표준연)

4

11:30～11:45

김용태 (KAIST)

임용빈 (삼성전자)

홍석무 (공주대)

5

11:45～12:00

최정식 (한양대)

김철 (경북대)

우창수 (기계연)

6

12:00～12:15

김지완 (한양대)

이광택 (계명대)

점 심

12:15～13:15

멀티스케일 해석 및 설계

열/유동 및 음향 해석

생체역학

문장혁 (중앙대)

손동우 (한국해양대)

박진성 (고려대)

세 션 명
좌

장

1

13:15～13:30

신현성 (영남대)

전원주

(KAIST)

김경민 (고려대)

2

13:30～13:45

최준명 (한양대)

박효근

(한양대)

김윤현 (경북대)

3

13:45～14:00

김두호 (경희대)

윤재근

(서강대)

김정진 (KAIST)

4

14:00～14:15

이상륜 (KAIST)

장진웅

(아주대)

박지은 (경북대)

5

14:15～14:30

문장혁 (중앙대)

조황기

(해양대)

신다연 (한양대)

6

14:30～14:45

유태우 (서울대)

황수빈

(생기연)

엄길호 (성균관대)

휴 식

14: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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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9일(금)
발표장

시 간

제4 발표장 (로비)

포스터 세션 II

세 션명
좌

김남근 (인천대) / 김두호 (경희대)

장

15:00 ~ 16:00

곽태진

기예림

김금택

김민우

김상엽

김아람

김웅

김준기

김치현

김현기

노의정

박순우

박주형

박현준

서혜성

송기남

송재욱

신영각

이원석

이정하

임종우

임주희

전인석

조성민

조성재

조유환

채종혁

최다혜

최현성

발표장

시 간

아일랜드 볼룸

기념 강연

세 션명
좌

이병찬(경희대) / 김현규 (서울과기대,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장

1

16:15～16:30

시상식

2

16:30～17:00

휴식

17:00～17:10

기념강연 I: 채수원 (고려대)
휴식

3

17:10～17:35

기념강연 II: 송기남 (원자력연)

4

17:35～18:00

기념강연 III: 이영석 (중앙대)

5

18:00～20:00

만찬

▶ 2019년 4월 20일(토)
시 간

발표장

08:00 ~ 09:30

제1발표장
(아일랜드 볼룸 I)

CAE 및 응용역학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

- iv -

발표장약도
휘닉스 제주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 기념 강연과 만찬 장소: 발표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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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세부일정
제1발표장 (아일랜드 볼룸I)
2019년 4월 18일(목요일)
[13:00～14:30]

통계기반 해석기법 비교 연구

좌 장 : 윤병동(서울대)

KSME19CA-Th01A01 순차적 샘플링 및 반복 변수 분해를 적용한 효율적인 고차원 메타 모델링 방안 연구/ 강경환†ㆍ
이익진(KAIST)
KSME19CA-Th01A02 통계적 데이터의 다봉성 평가를 위한 기법의 비교 연구/ 강영진†ㆍ노유정(부산대)
KSME19CA-Th01A03 Comparative research of dimensionality reduction techniques for engineering design/
정인범†ㆍ최동훈((주)피도텍)
KSME19CA-Th01A04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using surrogate modeling in multiple design
points/ 박광수† ㆍ이익진(KAIST)
KSME19CA-Th01A05 아카이케 정보척도를 이용한 순차적 샘플링 기반 신뢰성 해석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개선/ 최상인
†

ㆍ김지훈ㆍ이태희(한양대)

KSME19CA-Th01A06 신뢰성 해석 내에서의 향상된 초기점 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정용수† ㆍ이
익진(KAIST)
[14:45～16:00]

통계기반 자료 및 모델 보정

좌 장 : 강남우(숙명여대)

KSME19CA-Th01B01 절단 자료를 고려한 아카이케 정보척도 기반 신뢰성해석/ 오종은† ㆍ김신유ㆍ이태희(한양대)
KSME19CA-Th01B02 최우추정을 통한 초탄성물성 예측에 관한 연구/ 추정환†((주)만도)ㆍ조휘상ㆍ이경은ㆍ이익진
(KAIST)
KSME19CA-Th01B03 모델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적화 기반 통계적 모델 보정/ 손혜정†ㆍ이규석ㆍ윤병동(서울대)
KSME19CA-Th01B04 크리깅 대리모델을 이용한 최적화 기반 통계적 모델 보정의 해석적인 구배 분석/ 조휘상†ㆍ이경
은ㆍ이익진(KAIST)
KSME19CA-Th01B05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of a road energy harvester housing for bimodal
axle load distribution/ 김새결†ㆍ김지훈ㆍ이태희(한양대)ㆍ송예원ㆍ성태현ㆍ최지영(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5:50～16:50]

신진 연구자 초청 강연

좌 장 : 이병찬(경희대)

KSME19CA-Th01C01 Multiscale energy material design using calculation science/ 김두호†(경희대)
KSME19CA-Th01C02 Recent efforts towards enhanced temporal and spatial integrations/ 노건우† (경북대)
KSME19CA-Th01C03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2D nanomaterials/ 한지훈† (전북
대)

2019년 4월 19일(금요일)
[09:00~10:30]

광-전자기 시스템

좌 장 : 전원주(KAIST)

KSME19CA-Fr01A01 패턴-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광반응 액정 고분자의 설계 및 해석/ 김현수† ㆍChenzhe Liㆍ문정환ㆍ
조맹효(서울대)

- vi -

KSME19CA-Fr01A02 LED광을 이용한 무아레 무늬에서의 측정 가시도 향상 / 양희주†ㆍ주진원ㆍ최윤희(충북대)
KSME19CA-Fr01A03 Shape Sensitivity Analysis of an Electromagnetic Machine for Noise Reduction/ 서민식†
ㆍ민승재(한양대)
KSME19CA-Fr01A04 스마트 센서의 자가 전원용 자기-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최적설계/ 이태희† ㆍ김지훈ㆍ송예원ㆍ조
재용ㆍ성태현
KSME19CA-Fr01A05 초음파 트랜스듀서 출력과 감도 향상을 위한 극저 임피던스 메타물질 구현/ 김기연†ㆍ박충일
(KAIST)ㆍ이혁(기계연)ㆍ김윤영(서울대)
KSME19CA-Fr01A06 복합재의 피로한도 및 내부 손상도 분석을 위한 CNT 네트워크와 적외선 열 분석 결합 연구/ 박
건도†ㆍ유승화(KAIST)ㆍFlavia Libonati(Politecnico di Milano)
[10:45～12:15]

적층제조와 비정질재료

좌 장 : 신현성(영남대)

KSME19CA-Fr01B01 균질화법에 기반한 계면 저항이 존재하는 복합재의 유효 열전 물성치 연구/ 정지영†ㆍ이상륜
(KAIST)ㆍ류병기(전기연)ㆍ유승화(KAIST)
KSME19CA-Fr01B02 점탄성 및 초탄성 입자 강화 복합재 균질화 모델 및 실험/ 김영수†(KAIST)ㆍ김신회(국방과학연구
소)ㆍ유승화(KAIST)
KSME19CA-Fr01B03 방사선 조사된 메탈릭 글라스의 기계적 거동에 대한 원자 단위 구조 물성 관계 연구/ 이재민†ㆍ
유승화(KAIST)
KSME19CA-Fr01B04 시뮬레이션과 3D프린터를 이용한 고인성 구조 복합재 설계/ 김용태† ㆍ유승화(KAIST)
KSME19CA-Fr01B05 3D프린팅 제작기법을 고려한 단일재료로 만들어진 완전 흡음 구조 개발/ 최정식†ㆍ윤길호(한양
대)ㆍFabrice Lemoult(ESPCI Paris)
KSME19CA-Fr01B06 Resonance Frequency of Cone-shaped Heterogeneous Double Split Hollow Sphere
(CsHDSHS)/ 김지완†ㆍ윤길호(한양대)
[13:15～14:45]

멀티스케일 해석과 설계

좌 장 : 문장혁(중앙대)

KSME19CA-Fr01C01 반복 하중 하의 점탄성 거동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멀티스케일 시간 균질화 기법의 개발/
신현성†(영남대)
KSME19CA-Fr01C02 멀티스케일 해석법에 의한 광반응 액정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형상함수 특성 연구/ 최준명† (한양
대)ㆍ정하영(UC San Diego)ㆍ조맹효(서울대)
KSME19CA-Fr01C03 Multiscale material design of cathodes for advanced sodium-ion batteries/ 김두호† (경희
대)ㆍ조맹효(서울대)
KSME19CA-Fr01C04 분자동역학을 이용한 비틀림 하중을 받는 금속 나노선의 소성 거동 해석/ 이상륜†ㆍ김성환
(KAIST)ㆍIll Ryu(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ㆍ유승화(KAIST)
KSME19CA-Fr01C05 비선형 기계적 거동 분석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음극 소재의 멀티스케일 전산모사 해석
/ 문장혁† (중앙대)ㆍ장성민(금오공대)ㆍ조맹효(서울대)
KSME19CA-Fr01C06 Coarse-grained 모델을 통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기계적 거동 모사/ 유태우† ㆍ김병조ㆍ정인균
ㆍ박형범ㆍ조맹효(서울대)

2019년 4월 20일(토요일)
[08:00~09:30]

CAE 및 응용역학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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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민승재(한양대)

제2발표장 (아일랜드 볼룸II)
2019년 4월 18일(목요일)
[13:00～14:30]

새로운 구조해석 기법

좌 장 : 박준영(금오공대)

KSME19CA-Th02A01 밀도법 기반 다중 재료 구조 위상최적설계의 재료 보간 기법 비교/ 정영석† ㆍ민승재(한양대)
KSME19CA-Th02A02 혼합변분이론과 MLS 차분법을 적용한 전산점근해석 / 김현영† ㆍ김준식(금오공대)
KSME19CA-Th02A03 전체 변위장 측정을 이용한 변형률 구배 효과를 갖는 재료의 물성 식별/ 정익수†ㆍ조맹효(서울
대)
KSME19CA-Th02A04 그래이디언트를 이용한 무제약 헬리오스탯 배치 최적화/ 양성혁† ㆍ이익진(KAIST)
KSME19CA-Th02A05 가중치 갱신과 유용영역 분할을 통한 불연속 파레토 최적 설계안 탐색/ 유남희†ㆍ민승재(한양대)
KSME19CA-Th02A06 용접부의 응력 집중에 대한 선형화를 위한 기초 해석/ Nguyen Hoangson†ㆍ김현규(서울과기대)
[14:45～16:00]

비구조재의 최적설계

좌 장 : 이진우(아주대)

KSME19CA-Th02B01 Design optimization of magnetic equivalent circuit using analytical sensitivity for
electromagnetic device/ 송원석†ㆍ민승재(한양대)
KSME19CA-Th02B02 Parametric study of magnetic nanoparticle hyperthermia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Raouf Izaz† ㆍ김흥수(동국대)
KSME19CA-Th02B03 Design of asymmetric patterns on concentric tubes with controllable stiffness/ 박소연†
(경북대)ㆍ김종우(서울대)ㆍ김천우(KIST)ㆍ조규진(서울대)ㆍ노건우(경북대)
KSME19CA-Th02B04 다구찌법을 이용한 방진고무의 형상최적설계/ 서지환†ㆍ이상훈(계명대)
KSME19CA-Th02B05 변전 설비 기계적 구동 장치의 동적 모델을 이용한 이상 데이터 생성/ 김원곤† ㆍ김현재ㆍ김선의
ㆍ윤병동(서울대)

[16:15～17:45]

적층구조와 메타구조

좌 장 : 김흥수(동국대)

KSME19CA-Th02C01 유리/폴리머 다중적층 구조물의 페리다이나믹 해석 모델링과 동적 충격 손상 해석/ 하윤도† (군산
대)
KSME19CA-Th02C02 딥러닝 기반 복합 적층판의 층간 분리 연구/ 김나연†(한국해양대)ㆍ신재경ㆍ임우철ㆍ김흥수(동국
대)
KSME19CA-Th02C03 Study of the size effect on the strength of notched composite laminates/ Khalid
Salman†ㆍ김흥수(동국대)
KSME19CA-Th02C04 계면접합조건을 고려한 사용후핵연료봉 단순화 모델 개발/ 김세연†(한국해양대)ㆍ이상훈(계명대)
KSME19CA-Th02C05 동주파수 곡선 해석을 이용한 이방성 탄성 메타물질 기반 탄성파 시준(視準)/ 조수호† ㆍ윤헌준ㆍ
신용창ㆍ윤병동(서울대)

2019년 4월 19일(금요일)
[09:00~10:30]

동적해석 및 구조설계

좌 장 : 윤길호(한양대)

KSME19CA-Fr02A01 가스터빈 압축기 블레이드의 균열 크기 및 위치에 따른 팁 변위 해석/ 최동권† (해양대)ㆍ김연환
ㆍ김동환(한국전력공사)ㆍ손동우(해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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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E19CA-Fr02A02 진동 전달 경로 기법을 활용한 트랙터 캐빈 진동 개선에 관한 연구/ 임지윤†ㆍ김보람ㆍ황지혜ㆍ
이정욱ㆍ최종재(LS엠트론)
KSME19CA-Fr02A03 6x6 무인차량의 장애물 극복 하중 특성 연구를 위한 차량동역학 해석/ 강동하†ㆍ이재환(한화디펜
스)ㆍ이정한ㆍ구만회(국방과학연구소)ㆍ오재이(한화디펜스)
KSME19CA-Fr02A04 이산요소법을 이용한 회전하는 수평형 원통 용기내의 부드러운 입자들의 동적 거동에 대한 회전
속도와 입자 용적의 영향 분석/ 남진수†ㆍ박준영(금오공대)
KSME19CA-Fr02A05 Dynamic behavior of brush and sand particles using bonded particle model based on
discrete element method/ 유재희†ㆍ남진수ㆍ박준영(금오공대)
[10:45～12:15]

구조설계 및 CAE 사례

좌 장 : 김현규(서울과기대)

KSME19CA-Fr02B01 차량 초기 개발 단계 서스펜션 부시 강건 설계를 위한 최적화 기법 개발/ 황경정†ㆍ류용현ㆍ성대
운(현대자동차)
KSME19CA-Fr02B02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로어 컨트롤 암 개발/ 남승현†ㆍ김현우ㆍ권순찬ㆍ박성국ㆍ박
인희ㆍ이영춘((주)일진)
KSME19CA-Fr02B03 6x6 원격 운용 차량 장애물 하중에 대한 차체 프레임 구조 분석/ 이재환† ㆍ강동하(한화디펜스)ㆍ
이정한ㆍ구만회(국방과학연구소)ㆍ오재이(한화디펜스)
KSME19CA-Fr02B04 드럼세탁기의 적재압축 및 사이드 클램프 해석모델 개발/ 임용빈†ㆍ김승오ㆍ유경목ㆍ이지혜ㆍ최
지훈ㆍ서응렬(삼성전자)
KSME19CA-Fr02B05 SA와 GA 결합 최적화 알고리즘의 개발 및 자동변속기 클러치 댐퍼스프링에 응용/ 임소은ㆍ김철
†

(경북대)

KSME19CA-Fr02B06 이종 완충재질을 이용한 포장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이광택†ㆍ이상훈(계명대)
[13:15～14:45]

열/유동 및 음향 해석

좌 장 : 손동우(해양대)

KSME19CA-Fr02C01 열과 점성에 의한 손실을 고려한 다중 주파수 완벽 흡음 메타표면/ 전원주†(KAIST)
KSME19CA-Fr02C02 Initial configuration decision method for topology optimization of heat conduction
problem/ 박효근†ㆍ민승재(한양대)
KSME19CA-Fr02C03 Metamaterial Design for Enhanced Thermal Properties/ 윤재근†ㆍ김동철(서강대)
KSME19CA-Fr02C04 구조-음향 연성 특성을 고려한 머플러 설계/ 장진웅†ㆍ이진우(아주대)
KSME19CA-Fr02C05 굽힘 로터의 전자기 유도가열 곡직 공정에 대한 전자기-열-기계 연동 해석/ 조황기†ㆍ손동우(해양
대)
KSME19CA-Fr02C06 감압컨트롤 밸브의 오리피스 관로 형상에 따른 Multi-stage Trim 유동특성 분석/ 황수빈†ㆍ정성
수(생기연)ㆍ김동규(동아대)ㆍ이영철(생기연)

제3발표장 (아일랜드 볼룸III)
2019년 4월 18일(목요일)
[13:00～14:30]

전산 재료과학

KSME19CA-Th03A01 Finite

좌 장 : 문장혁(중앙대)

element

analysis

of

crack

Ho-Nguyen-Tan ㆍ김현규(서울과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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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in

shell

structures/

Thuan

KSME19CA-Th03A02 γ-TiAl 합금에 첨가되는 3원소 효과의 이론적 분석 연구/ 이태구†ㆍ김성웅(재료연)ㆍ유승화
(KAIST)
KSME19CA-Th03A03 거친 표면 위의 물방울 모양 및 contact angle hysteresis에 중력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적 연구/ 김동규†(KAIST)ㆍ유승화(KAIST)
KSME19CA-Th03A04 입자 완화 유체동역학(SPH)의 밀도 추정 오차에 관한 연구/ 서현덕†ㆍ박형준ㆍ김기환ㆍ이필승
(KAIST)
KSME19CA-Th03A05 균열진전 해석의 위상장 모델과 결합한 적응적 재료입자법/ 김현규†ㆍ천영조(서울과기대)
KSME19CA-Th03A06 구형압자의 압입 조건에서 Electrical circuit 모델을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적 내부 단락
해석 / 김창완†ㆍ변준현(건국대)ㆍ이동찬(한양대)ㆍ이정주ㆍ김지산(건국대)

[14:45～16:00]

축소모델 해석 기법

좌 장 : 장성민(영남대)

KSME19CA-Th03B01 일체형원자로 종합진동평가을 위한 효과적 접수모드해석기법에 대한 연구/ 장성민†(금오공대)ㆍ
이강헌ㆍ안광현ㆍ이재선ㆍ김종욱(원자력연)
KSME19CA-Th03B02 A fast

finite element analysis of nonlinear static problems using POD-RBF

interpolation/ Nguyen Minh Nhan†ㆍ김현규(서울과기대)
KSME19CA-Th03B03 경로추적 비선형 해석에 대한 이산경험보간법 기반의 차수 축소 모델링/ 이재훈†(경남대)ㆍ이종
건ㆍ조맹효(서울대)
KSME19CA-Th03B04 축변위를 가지는 기하비선형 유한요소 축소모델의 정확도 분석/ 정용민† ㆍ김준식(금오공대)
KSME19CA-Th03B05 국부 라그랑주 승수를 이용한 flexibility 기반 부분구조합성법 개발 / 정인섭†ㆍ채수원(고려대)ㆍ
김진균(경희대)ㆍ박광춘(University of Colorado)

[16:15～17:45]

학생 논문 경진 대회

좌 장 : 김문기(성균관대), 유승화(KAIST)

KSME19CA-Th03C01 다중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최적설계 기반의 공진조건 결정/ 김민기†(KAIST)ㆍ이승법(전북대)ㆍ장
인권(KAIST)
KSME19CA-Th03C02 다중객체 추적 알고리즘과 알테미아를 이용한 독성평가 방법/ 김민우†ㆍ김웅ㆍ박현준ㆍ김치현ㆍ
박주형ㆍ조성재ㆍ김우창ㆍ이원석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Th03C03 Conservation integral around moving screw dislocation in metal nanowires/ 김순† ㆍ김
호건ㆍ김성엽(UNIST)
KSME19CA-Th03C04 생체모방 마이크로 와이어의 생성과 특성 분석 및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기법/ 김웅†ㆍ박주형
ㆍ조성재ㆍ김민우ㆍ김우창ㆍ김치현ㆍ박현준ㆍ이원석ㆍ이규도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Th03C05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크 주요 메커니즘의 아미노산 서열 기반 분석/ 김윤중†ㆍ최현
성ㆍ나성수(고려대)
KSME19CA-Th03C06 금 나노입자와 표면전하현미경을 이용한 고민감도 알루미늄 이온 검출/ 김치현†ㆍ김웅ㆍ조성재
ㆍ박주형ㆍ김우창ㆍ박현준ㆍ김민우ㆍ이원석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Th03C07 Tensile deformation for nacre with peridynamics and nonlocal ghost Interlayers/ 노정
민† ㆍ하윤도(군산대)
KSME19CA-Th03C08 확률적 기법을 적용한 유도초음파 토모그래피 영상화 연구/ 박준필†ㆍ조윤호(부산대)
KSME19CA-Th03C09 사과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금 나노입자의 합성 및 이를 이용한 Al3+의 비색법 검출 / 박현준†
ㆍ김웅ㆍ김민우ㆍ박주형ㆍ조성재ㆍ김우창ㆍ김치현ㆍ이원석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Th03C10 Identification of data-driven shape functions for a on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in-walled beams/ 신동일†ㆍ김윤영(서울대)
KSME19CA-Th03C11 위상최적설계를 이용한 골격계 희박 샘플링 단층 영상 재구성/ 신상민†ㆍ장인권(KAIST)
KSME19CA-Th03C12 주파수 의존 유효 경계 조건을 위한 공진형 메타구조 최적 설계/ 신용창† ㆍ윤헌준ㆍ조수호ㆍ윤
병동(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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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E19CA-Th03C13 가중치 갱신과 유용영역 분할을 통한 불연속 파레토 최적 설계안 탐색/ 유남희†ㆍ민승재(한양대)
KSME19CA-Th03C14 전기장을 이용한 효소기반 바이오 연료전지의 성능향상을 위한 Tvl laccase 회전방향 제어 분석
/ 윤태영†ㆍ이선우ㆍ나성수(고려대)
KSME19CA-Th03C15 Size optimization of cantilever beam to maximize thermal buckling temperature/ 이후
민† ㆍ윤길호(한양대)
KSME19CA-Th03C16 구조-음향 연성 특성을 고려한 머플러 설계/ 장진웅†ㆍ이진우(아주대)
KSME19CA-Th03C17 골재형성 전산모사의 계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일상 활동의 대표 정적 하중 집합 결정 : 보행의
경우/ 천봉주† ㆍ장인권(KAIST)
KSME19CA-Th03C18 원심팽창을 고려한 75kW급 가역형 축류팬의 회전체 동역학적 고찰 / 하윤석†(UST)ㆍ곽원일
(KIST)ㆍ양상호((주)삼원이엔비)ㆍ이전국ㆍ이용복(KIST)
KSME19CA-Th03C19 동적 모드 마이크로 캔틸레버를 이용한 DNA 기반 은 나노 입자 응집체 검출/ 박우범†ㆍ장규환
(호서대)

2019년 4월 19일(금요일)
[09:00~10:30]

인공지능기반 응용역학

좌 장 : 이재욱(GIST)

KSME19CA-Fr03A01 Prediction of vehicle comfort using an ensemble model/ Solichin Mochammad†ㆍ노유정
(부산대)
KSME19CA-Fr03A02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 예측과 그 성능 특성/ 이두호†ㆍ박윤영(동의대)
KSME19CA-Fr03A03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케일 브리징을 위한 계층적 대체모델/ 변효석†ㆍ김한수ㆍ이태희(한
양대)
KSME19CA-Fr03A04 딥러닝 기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강남우†ㆍ김성신ㆍ이성희(숙명여대)
KSME19CA-Fr03A05 다층 퍼셉트론의 하이퍼파라메터 값 결정을 위한 순차적 최적화 알고리즘/ 최동훈†ㆍ이용빈ㆍ류
동흠(피도텍)
KSME19CA-Fr03A06 Enhanced Gauss quadrature for the method of finite spheres by a neural network/ 유
민철†ㆍ노건우(경북대)
[10:45～12:15]

재료 및 연속체역학

좌 장 : 송용남(고려대)

KSME19CA-Fr03B01 피로수명을 고려한 다이캐스팅 힌지의 최적설계/ 박남수†ㆍ윤길호(한양대)
KSME19CA-Fr03B02 인장력이 가는 강선 단면의 초음파공진에 미치는 영향 관찰/ 조승현†(표준연)ㆍ지봉규(UST), 박
재하(표준연)
KSME19CA-Fr03B03 3점굽힘 시험하의 용접튜브 변형 거동 예측/ Rickhey Felixㆍ김민수ㆍ홍석무†(공주대)
KSME19CA-Fr03B04 고온 환경하에서 고무부품 피로수명예측 및 평가/ 우창수†ㆍ박현성(기계연)
[13:15～14:45]

생체역학

좌 장 : 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3C01 의료영상 기반의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고관절 연골의 물성 추정에 관한 연구/ 김경민†ㆍ김윤진
ㆍ이명우ㆍ송용남(고려대)
KSME19CA-Fr03C02 Effects of retention type on biomechanical stability of implant prosthesis/ 김윤현† ㆍ박
지은(경북대)ㆍ이현종(부산대)ㆍ노건우(경북대)
KSME19CA-Fr03C03 골격계 영상 고해상화를 위한 위상최적설계 기반 골 미세구조 재구성 방법의 임상적 타당성 분석
/ 김정진† ㆍ천봉주ㆍ장인권(KAIST)
KSME19CA-Fr03C04 Biomechanical analysis of the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with various implant
placements in patients with complete edentulism/ 박지은†ㆍ노건우(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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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E19CA-Fr03C05 Experiment study on fracture of bone and muscle with various impactors/ 신다연† ㆍ윤
길호(한양대)
KSME19CA-Fr03C06 근육 단백질의 역학적 거동/ 우환영ㆍ최범준ㆍ엄길호†(성균관대)

제4발표장 (로비)
2019년 4월 18일(목요일)
[18:00～19:00]

포스터 세션 I

좌 장 : 김남근(인천대), 김두호(경희대)

KSME19CA-Th04D01 박판보 프레임 구조물 해석을 위한 고차보-쉘 단순 모델링 기법/ Nguyen Ngoc Linh†ㆍ장강원
(세종대)
KSME19CA-Tu04D02 터보차저용 V-클램프 체결에 따른 기밀성능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김기수† (현대위아(주))
KSME19CA-Tu04D03 전기차용 MCU 기반 디지털 클러스터 진동특성 분석/ 김대지† ㆍ김재원(생기연)ㆍ이상민ㆍ조정우
ㆍ오주영(생기연)ㆍ이헌((주)디젠)ㆍ송창헌(생기연)
KSME19CA-Tu04D04 변위제어와 하중제어의 차이가 보강판의 극한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종서† ㆍ김호윤(KISTI)
KSME19CA-Tu04D05 기하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신뢰도 기반 위상최적설계를 위한 절점 밀도 기반 모델 연구/ 김종현
†

(KAIST)

KSME19CA-Tu04D06 선박에 설치되는 셔터형 도어의 구조 안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 김지선†ㆍ김소영ㆍ황태규(한국조
선해양기자재연구원)
KSME19CA-Tu04D07 리드용 와이어 측면의 진원도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이드 압연의 최적설계/ 김진호† (영남
대)
KSME19CA-Tu04D08 제작 불확실성을 고려한 IPMSM 타입 모터의 토크 리플 저감을 위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김
창완†ㆍ장경욱(건국대)ㆍ조승현(한양대)ㆍ김길주(건국대)
KSME19CA-Tu04D09 성능기반 샤시MTG부 강성 개발 기준 수립/ 김한얼†ㆍ오세희(현대자동차)
KSME19CA-Tu04D10 차음패널의 투과손실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및 설계 최적화/ 김현국†(GIST)ㆍ구성열(서울대)ㆍ왕
세명(GIST)
KSME19CA-Th04D11 RTS법에 의한 탑승교의 냉난방부하산출 프로그램 개발/ 나원현†ㆍ구동혁(현대로템)
KSME19CA-Tu04D12 냉간압연 공정에서 실리콘 강의 연성파괴 억제를 위한 연구/ 노용훈† ㆍ이영석(중앙대)
KSME19CA-Tu04D13 후류효과를 고려한 대관령 풍력 발전단지 모델 배치 최적화/ 박정우† (KAIST)
KSME19CA-Tu04D14 Designing press machine for precision manufacture of display cover glass/ 박태현†ㆍ
임영욱ㆍ김동철(서강대)
KSME19CA-Tu04D15 영구자석 배열에 따른 자기장 특성 변화/ 염성우ㆍ손정우†(금오공대)
KSME19CA-Tu04D16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 양단 지지 원전기기의 응답해석/ 송오섭†(충남대)
KSME19CA-Tu04D17 암반 절삭공구의 동적운동특성 및 천공효율 분석/ 송창헌†ㆍ김대지ㆍ조정우ㆍ오주영ㆍ박진영ㆍ
김종형(생기연)
KSME19CA-Tu04D18 고속철도차량용 전기기계식제동장치의 구조해석/ 오혁근† ㆍ박춘수ㆍ백승구ㆍ박준혁(철기연)
KSME19CA-Tu04D19 API X70 탄소강 SENT 시편의 저항 곡선 모사를 위한 GTN 연성 파손 모델 재료 상수 개발/
윤성호†ㆍ류태영ㆍ최재붕ㆍ김문기(성균관대)
KSME19CA-Tu04D20 재분석 기법 기반 순차적 근사 최적화 및 구조 최적화에 대한 응용/ 이민규†(KAIST)
KSME19CA-Th04D21 사이클론방식 기류식분쇄기의 분급을 위한 입자해석/ 이수연† ㆍ김정인ㆍ윤기로(생기연)ㆍ박건수
((주)서로바이오)ㆍ신재호(메타리버테크놀러지(주))
KSME19CA-Tu04D22 Robust design optimization (RDO) for thermoelectric generation/ 이웅기†ㆍ이익진(KAIST)
- xii -

KSME19CA-Tu04D23 Technical development of estimating 3D external force/ 이현주†(서강대)
KSME19CA-Tu04D24 Analysis electric field enhancement on gold nanoparticle shape and array/ 임영욱†(서
강대)
KSME19CA-Tu04D25 진동 저감을 위한 Optistruct 기반의 점탄성층 위상최적화/ 임철승† ㆍ김현국ㆍ이기석ㆍCan
Nerseㆍ왕세명(GIST)
KSME19CA-Tu04D26 바디 시스템 강성 성능 개발기준 연구/ 정민수†ㆍ오세희ㆍ손유나(현대자동차)
KSME19CA-Tu04D27 위상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콘 크러셔 하부프레임의 보강안 설계/ 정승현†ㆍ장진석ㆍ송창헌ㆍ권
상석ㆍ이재욱(생기연)
KSME19CA-Tu04D28 트랙터 엔진룸 열유동 해석 기법 개발 및 방열 개선/ 최신화†ㆍ최종락ㆍ신재윤(LS엠트론)
KSME19CA-Tu04D29 상용 FEA 기반 볼트 조인트 자동화 모델링 및 구조해석/ 한정삼†ㆍ서희원(안동대)
KSME19CA-Tu04D30 구동 속도 및 하중의 변화에 따른 종이컵 성형기의 배럴캠과 패러랠캠 구조의 진동 및 응력 해
석/ 홍민표†ㆍ이원희ㆍ홍대희ㆍ송용남(고려대)
KSME19CA-Tu04D31 Simplify Hybrid Joint (SPR+Cohesive) of dissimilar material/ 홍장원† ㆍ김동철(서강대)

2019년 4월 19일(금요일)
[15:00～16:00]

포스터 세션 II

좌 장 : 김남근(인천대), 김두호(경희대)

KSME19CA-Fr04D01 Analysis Electric Field Enhancement on Gold Nanoparticle Shape and Array/ 곽태진†
(서강대)
KSME19CA-Fr04D02 An inverse multiscale analysis of POSS-Kapton nanocomposite/ 기예림†ㆍ양승화(중앙대)
KSME19CA-Fr04D03 비지도학습 기반 튜브 누설 조기진단 사례 연구/ 김금택†(UNIST)ㆍ권대일(건국대)
KSME19CA-Fr04D04 다중객체 추적 알고리즘과 알테미아를 이용한 독성평가 방법/ 김민우†ㆍ김웅ㆍ박현준ㆍ김치현ㆍ
박주형ㆍ조성재ㆍ김우창ㆍ이원석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4D05 Prediction of long-term creep life using continuum damage model for Grade 91 steel/
김상엽†ㆍ노의정ㆍ김정환ㆍ김문기(성균관대)
KSME19CA-Fr04D06 AI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 탐지/ 김아람† ㆍ이성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KSME19CA-Fr04D07 고분자/나노입자 복합체 마이크로 와이어의 생성과 응용/ 김웅†ㆍ박주형ㆍ조성재ㆍ김민우ㆍ김우
창ㆍ김치현ㆍ박현준ㆍ이원석ㆍ이규도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4D08 테일러-쿠에트 반응기 내의 입자 성장 예측을 위한 3차원 난류 유동해석/ 김준기†(아주대)ㆍ이태
린(서울대)
KSME19CA-Fr04D09 금 나노입자와 표면전하현미경을 이용한 알루미늄 이온의 고민감도 검출/ 김치현†ㆍ조성재ㆍ김웅
ㆍ박주형ㆍ김우창ㆍ박현준ㆍ김민우ㆍ이원석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4D10 Analysis on the effects of aquaporins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lipid membrane/
김현기†ㆍ이병호ㆍ박순우ㆍ김문기(성균관대)
KSME19CA-Fr04D11 Continuum damage mechanics-based evaluation of creep-fatigue interaction of Grade
91 steel/ 노의정†ㆍ김정환ㆍ김상엽ㆍ김문기(성균관대)
KSME19CA-Fr04D12 Development of an accelerated molecular dynamics for biomolecules using the
bond-boost method/ 박순우†(성균관대)ㆍ최문기(University of Minnesota)ㆍ이병호(성균관대)
ㆍ김우균(University of Cincinnati)ㆍ김문기(성균관대)
KSME19CA-Fr04D13 적혈구막을 이용한 피브리노겐 검출 센서/ 박주형†ㆍ조성재ㆍ김웅ㆍ김우창ㆍ김민우ㆍ박현준ㆍ김
치현ㆍ이원석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4D14 과일 추출물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의 합성 및 이를 이용한 Al3+의 비색법 검출/ 박현준†ㆍ김웅
ㆍ김민우ㆍ박주형ㆍ조성재ㆍ김우창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4D15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한 척추후만증이 추간판에 미치는 영향/ 서혜성†(연세대)
KSME19CA-Fr04D16 용접부 물성치가 구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송기남† (원자력연)

- xiii -

KSME19CA-Fr04D17 MLS 형상함수를 사용한 개선 재료입자법/ 송재욱†ㆍ김현규(서울과기대)
KSME19CA-Fr04D18 Primary knock-on atom cascading simulation in massive W matrix/ 신영각† ㆍ조유환ㆍ
이병찬(경희대)
KSME19CA-Fr04D19 Ident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myloid and heavy metal ions through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and electrochemical analysis/ 이원석†ㆍ박주형ㆍ김웅ㆍ조
성재ㆍ김민우ㆍ박현준ㆍ김치현ㆍ김우창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4D20 표면 기능기의 기지 내 침투가 그래핀/고분자 나노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 이정하†
ㆍ양승화(중앙대)
KSME19CA-Fr04D21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인공와우의 기계적 영향에 대한 연구/ 임종우†ㆍ최종운ㆍ한명준ㆍ
김남근(인천대)
KSME19CA-Fr04D22 족저압 해석을 통한 인솔 패드 설계/ 임주희† (부산대)ㆍ최은호(경남정보대)ㆍ채종혁ㆍ노유정(부산
대)
KSME19CA-Fr04D23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study on mechanical behavior of pillared graphene
with structural defects/ 전인석† ㆍ양승화(중앙대)
KSME19CA-Fr04D24 회전근개 파열 패턴과 견갑골 평면에서의 어깨 외전각도 사이의 관계: 3차원 어깨 관절 모델 시
뮬레이션/ 조성민†ㆍ김판권ㆍ신충수(서강대)
KSME19CA-Fr04D25 Detection of cortisol using aptamer functionalized gold nanoparticles based on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조성재† ㆍ김웅ㆍ박주형ㆍ김우창ㆍ김민우ㆍ김치현ㆍ박현
준ㆍ이원석ㆍ박진성(고려대)
KSME19CA-Fr04D26 Revisiting the Tersoff potential for realistic phase transitions/ 조유환† ㆍ이병찬(경희대)
KSME19CA-Fr04D27 정적 족압 분포 측정을 통한 인솔패드 설계/ 채종혁†ㆍ임주희(부산대)ㆍ최은호(경남정보대)ㆍ노유
정(부산대)
KSME19CA-Fr04D28 토크 컨버터의 베인 블레이드 각도에 따른 유동 특성 검토/ 최다혜† ㆍ유찬욱ㆍ김정식(한국조선해
양기자재연구원)ㆍ김상열(나라코퍼레이션)ㆍ정희석(나라드라이브)
KSME19CA-Fr04D29 기계 진동 모드 형상이 아밀로이드 올리고머의 초기 응집 단계에서 형상 변형에 미치는 효과/
최현성†ㆍ윤태영ㆍ나성수(고려대)

아일랜드 볼룸
2019년 4월 19일(금요일)
[16:15～16:30]

시상식

좌 장: 이병찬(경희대)

[16:30～17:50]

기념강연

좌 장: 이병찬(경희대)

16:30 ~ 17:00

CAE 및 응용역학 메달 수상 기념강연: 채수원(고려대)

17:00 ~ 17:25

CAE 및 응용역학 기술상 수상 기념강연: 송기남(원자력연)

17:25 ~ 17:50

CAE 및 응용역학 학술상 수상 기념강연: 이영석(중앙대)

[18:00～20:00]

만찬

좌 장: 김현규(서울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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