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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원 및 학회 참석 연구자분들께 인
사말씀 올립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운이 완연한 5월에 제주도 서
귀포에서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80편이상의 전산유체역
학 관련 연구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작년에 이어서 제8
차 CFD Short Course가 전산유체역학 분야의 최적설계 기
법을 주제로 열려 전산유체해석 분야의 엔지니어 및 학생
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기술과 그 기초
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
반 CFD, 오픈 소스를 이용한 CFD 응용 분야에 특별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한양대 김용모 교수님과 홋카이도 대학의
히로시 테라시마 교수님께서 연소추진 분야에서 전산유체
역학의 응용 연구에 대해 초청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만찬 특별강연은 영화 “신과 함께”의 특수효과를 담당했
던 덱스터 社에서 전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CG활용에 관
한 시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산학연의 활발한 연구교류 장이
되고 다양한 학술적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산유체공학 관련 연구자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춘계학술대회와 CFD Short Course의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조직위원님들, 단기강좌 강의를 맡아주신 강
사님들, 그리고 초청 강연과 만찬 특강 맡아주신 연사님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
회 및 단기강좌를 후원해주신 관련 업체와 기관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
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05월
2018년 사단법인 한국전산유체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관중 배상

세 부 일 정
2018.05.03 (목)
10:00~
13:00~17:00

등 록 (서귀포KAL)
오 후 발 표
초 청 강 연 (다이아몬드)

17:10~17:50

⦁연사: 히로시 테라미사 교수(훗카이도대학교)
⦁제목: An efficient methodology for combustion
flow simulations with large detailed
chemical kinetics

만 찬/특별강연 (호텔 1층 크리스탈)

18:10~

⦁연사: 최완호
⦁주제: Art of CFD

2018.05.04 (금)
09:00~10:00

오 전 발 표
초 청 강 연 (다이아몬드)

10:20~11:00

11:15~12:30

⦁연사: 김용모 교수(한양대학교)
⦁제목: Numerics and Physics for Simulation of
Chemically Reacting Flows

오 전 발 표

• 전시 업체
- Siemens PLM Software
Siemens PLM Software의 시뮬레이션 솔루션인 Simecenter
포트폴리오는 1D 시뮬레이션, 3D CAE 및 테스트를 고유하
게 결합하여 전체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모든 중
요한 속성의 성능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imcenter는 물리학 기반의 시뮬리에션을 데이터 해석을
통해 확보한 통찰력과 결합하여 설계를 최적화하고 혁신
제품을 확신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한국이에스아이㈜
한국ESI는 전 산업군의 CAE해석 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
고 있으며，특히 유동해석 분야의 범용열유동해석솔버인
CFD-ACE+와 오픈소스 CFD코드인 OpenFOAM을 이용한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CFD-ACE+는 다물리현상(Multiphysics)에 특장점을 가지고
연료전지，반도체, 플라즈마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자체 개발한 OpenFOAM GUI인 Visual-CFD를 통해 OpenFOAM
저변 확대 및 해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원테크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기업>
‧ 소프트웨어 개발 : 반도체공정용 Plasma, Feature
scale simulator (K-SPEED) 상용화
‧ 기술력 강점분야 : 열&유동 수치해석용 기술/공정용 플
라즈마 해석 및 분석 기술, CFD Based 기술 Consulting

- ㈜넥스트이엔에스
CFD, DEM, FEM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향상된 기술력을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해 CAE의 각 분야 전문가
들이 모인 기술 중심 기업으로 제철，발전，전기/전자，화
공/플랜트，자동차，철도，항공，건설기계，농기계，원자
력，조선，건설/토목，세라믹，에너지，바이오，화장품，
식품，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그 간의 축적된 노
하우와 차별화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혁신 엔
지니어링 기법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다양한 시뮬레이
션 소프트 웨어와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ANSYS Korea
ANSYS Inc.는 차세대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업
으로 구조, 유체, 전자기, 시스템/회로에 이르기까지 폭넓
은
영역에
걸쳐
종합적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업 및 엔지니어들이
고성능의 혁신적 제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일 (목)
13:00~14:15

제 1 발표장 (다이아몬드)
연소 CFD (특별세션)

좌장 : 이복직

13:00~13:15

오픈소스 기반 연소해석 패키지 구성과 개발 계획
(황원섭, 최정열 / 부산대학교)

13:15~13:30

난류비예혼합연소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한우주, 이광구, 허강열 /
포항공과대학교, 경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13:30~13:45

연소불안정 분석 도구 개발
(H.T.Luong, 손진우, 손채훈 / 세종대학교)

13:45~14:00

오픈 소스를 이용한 연소해석을 위한 사용자
환경 개발
(김현식, 박성현, 김재열, 신재렬 / 넥스트폼)

14:00~14:15

오픈소스 기반 연소해석 슈퍼컴퓨팅 환경개발 및
최적화
(김민아, 강지훈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15~14:30

실제기체 대향류 확산 화염 솔버 개발
(박영민, 이복직 / 광주과학기술원)

14:30~14:45

Break Time

14:45~15:45

CFD-Data (특별세션)

좌장 : 신정훈

14:45~15:00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딥 러닝의 실린더 주위
비정상 유동 예측
(이상승, 럿거스 마리오, 전수환, 유동현 /
포항공과대학교)

15:00~15:15

Point-Collocation NIPC 기법 기반 천이 SST
모델 계수의 불확실성 정량화
(웬 호아이 탄, 장경식 / 울산대학교)

15:15~15:30

UIUC Airfoil Coordinates Database를 사용한
공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예측 시스템의 개발
(사정환, 신정훈, 이종숙, 조금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30~15:45

과학 응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병렬화 기법
(엄정호, 한성근, 김현우, 박경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45~16:00
16:00~17:00

Break Time
넥스트폼 (특별세션)

좌장 : 김병훈

16:00~16:15

무격자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 FAMUS 소개
(김병윤 / 넥스트폼)

16:15~16:30

FAMUS Solver 이론 소개
(김규홍 / 서울대학교)

16:30~16:45
16:45~17:00
17:00~17:10
17:10~17:50

압축성 유동 무격자 기법의 확장 : 비압축성 유동
해석자 개발
(이상돈 / 넥스트폼)
고속 외부 유동에 대한 FAMUS와 상용
프로그램의 해석 결과 비교
(김태우 / 넥스트폼)
Break Time
히로시 테라시마 교수
(홋카이도대)

좌장 : 박수형

초청강연

An efficient methodology for combustion flow
simulations with large detailed chemical kinetics

17:50~18:10

Break Time
만찬[크리스탈]

18:10~

특별강연: Art of CFD
최완호

사회 : 박동훈

3일 (목)
13:00~14:15

제 2 발표장 (로즈)
CFD 응용 1

좌장 : 박동훈

13:00~13:15

Maxwell slip 모델을 이용한 눗센수에 따른 OLED의
증착률 예측방법에 관한 수치적 연구
(차중원, 조성민, 정병현, 김형민 / 경기대학교)

13:15~13:30

다중 빔 기반 공진 광 음향 셀에 관한 수치연구
(Mannoor, 강상모 / 동아대학교)

13:30~13:45

전차 포신길이에 따른 강내 유동 특성 분석
(반영우, 정덕형, 이치훈, 윤종원 / 풍산)

13:45~14:00

다공질 유동 해석을 위한 Darcy - Weisbach
관계식의 확장 및 적용 연구
(신창훈, 김정균, 이태엽 / 한국가스공사,
박원규/ 부산대학교)

14:00~14:15

다공성 블리드 시스템의 홀 간격에 대한 유량비
데이터베이스
(안계현, 이승수, / 인하대학교,
이상수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4:15~14:30

흡입 수조 내 AVD 설치에 따른 보텍스 거동 변화
수치 해석
(지정선, 박원규 / 부산대학교)

14:30~14:45

Break Time

14:45~15:45

CFD 응용 2

좌장 : 안준

14:45~15:00

단일 원형관의 자연대류 열전달 수치해석 연구
(이종휘, 장세명 / 국립군산대학교)

15:00~15:15

표면조도가 있는 난류
평면 Couette-Poiseuille 유동의 직접수치모사
(김정현, 이영모, 이재화 / 울산과학기술원)

15:15~15:30

경사 성능 향상을 위한 유압 흡입관 위치 별 트랙터
변속기 윤활유 거동 해석
(최종락, 신희종 / LS엠트론,
김원섭, 허남건 / 서강대학교)

15:30~15:45

복잡한 유동에서 입자에 기반한 유동 특성들을
평가하기 위한 Eulerian indices
(조영문, 강성원 / 서강대학교)

15:45~16:00
16:00~17:00

Break Time
수치기법 1

좌장 : 손기헌

16:00~16:15

이상유동해석을 위한 자유에너지를 이용한
격자볼츠만방법
(정남균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16:15~16:30

외재필터 큰에디모사를 위한 동적 혼합 모델
(이영모, 황현규, 이재화 / 울산과학기술원)

16:30~16:45

Numerical simulation of three-phase flows using
a sharp interface capturing method
(늉엔반투, 박원규 / 부산대학교)

16:45~17:00

수치 점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차 정확도 WENO 필터
(권현진, 장세명 / 국립군산대학교)

17:00~17:10
17:10~17:50

Break Time
히로시 테라시마 교수
(홋카이도대)

좌장 : 박수형

초청강연

An efficient methodology for combustion flow
simulations with large detailed chemical kinetics

17:50~18:10

Break Time
만찬[크리스탈]

18:10~

특별강연: Art of CFD
최완호

사회 : 박동훈

3일 (목)
13:00~14:15

제 3 발표장 (에메랄드)
다상유동

좌장 : 신승원

1

13:00~13:15

수평벽면에서 응축에 따른 액적 성장과정의
수치해석 연구
(최해찬, 신승원 / 홍익대학교)

1

13:15~13:30

액적 증발의 계산시간 단축에 관한 수치적 연구
(홍성진, 손기헌 / 서강대학교)

1

13:30~13:45

Dynamic mesh를 이용한 증기의 막 응축에 관한
수치적 연구해석
(최윤민, 손기헌 / 서강대학교)

1

13:45~14:00

자유표면 유동의 증발 모델링을 위한 간단한
접근 방법
(양승용 / (주)경원테크)

1

14:00~14:15

14:15~14:30

14:30~14:45
14:45~15:45

Numerical Investigation on Bubbles Behaviors
in Vertical Flow Channel Under Homogenous
Mixture Model
(살라이살구난, 박원규 / 부산대학교)
Effect of Non-Equilibrium Condensation of
Wet Steam on the Boundary Layer in
Barschdorff Nozzle
(Santhosh Senguttuvan, Jang-Chang Lee /
Andong National University)
Break Time
고속 유동 1

1

1

1
좌장 : 김재강

1

14:45~15:00

무딘 물체 주위의 고온 반응기체에 관한
전산해석
(이지현, 채준혁, 명노신 / 경상대학교)

1

15:00~15:15

초음속 흡입구 unstart 발생 인자 변화에 따른
유동 해석
(신호철, 박수형, 변영환 / 건국대학교)

1

15:15~15:30

한국형 발사체 3단 엔진 고공환경모사 디퓨저
유동 특성 분석
(이창수, 최경준, 김종암 / 서울대학교)

1

15:30~15:45

이중추력 추진기관에 대한 Slow Time
Acceleration 기법 적용
(Sukumaran Ajith, 김종암 / 서울대학교)

1

15:45~16:00

Break Time

1
좌장 : 지솔근

1

16:00~16:15

이중쐐기 유동에서의 열화학적 비평형 현상 해석
(김재강 / 세종대학교)

1

16:15~16:30

수치 해석을 통한 루드비히 튜브 풍동에서 노즐
형상에 따른 항력 비교
(박진석, 이재은, 이종국 / 국방과학연구소)

1

16:30~16:45

고엔탈피풍동의 센터바디형 디퓨저 유동해석
(백진솔, 최대산, 허진영, 김규홍 / 서울대학교)

1

16:45~17:00

표면 가열/냉각조건이 극초음속 경계층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동훈, 박재영 / 부산대학교,
지솔근, 김민우 / 광주과학기술원)

1

Break Time

1

16:00~17:00

17:00~17:10
17:10~17:50
초청강연
17:50~18:10

고속 유동 2

히로시 테라시마 교수
(홋카이도대)

좌장 : 박수형

An efficient methodology for combustion flow
simulations with large detailed chemical kinetics
Break Time
만찬[크리스탈]

18:10~

1

특별강연: Art of CFD
최완호

1
사회 : 박동훈

원

구

한

s
s

강

근

석

3일 (목)
13:00~14:15

형

s

공력해석

좌장 : 이승수

13:00~13:15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패스트백 차량 리어윙
공력특성 분석 연구
(김평기, 최원석, 정성민, 김규홍 / 서울대학교)

13:15~13:30

패스트백 차량의 공력성능향상을 위한 프론트
스플리터의 매개변수연구
(최원석, 김평기, 정성민, 김규홍 / 서울대학교)

13:30~13:45

페어링 장착에 의한 외부장착물 항력감소
(박재형, 이승수 / 인하대학교,
박지환, 장종윤 / LIG넥스원(주))

13:45~14:00

CFD를 사용한 카나드-테일 유도탄의 롤링모멘트
특성 분석
(강은지, 고범용, 이광섭 / 국방과학연구소)

14:00~14:15

LES 해석을 통한 항공기 와후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조준호, 박준민, 이관중 / 서울대학교)

14:15~14:30

QTP(Quad Tilt-Prop) 풍동 실험의 모델 지지대
간섭에 관한 수치적 연구
(최재훈, 박영민, 조태환, 김철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30~14:45
14:45~15:45
14:45~15:00

15:00~15:15

Break Time
공동 / 소음

좌장 : 박진석

압축성보정을 고려한 초음속 공동유동 전산해석
(김태욱, 박수형 / 건국대학교,
이승수 / 인하대학교,
유동옥, 유흥철 / 국방과학연구소)
제한된 공동에서 맥동하는 충격파 강도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
(손영우, 권현진, 장세명 / 국립군산대학교,
김정국 / JSK바이오매드)

15:15~15:30

경사 벽 형상 변경에 따른 2차원 공동의
소음저감 연구
(김정은, 김해동 / 세종대학교)

15:30~15:45

최적화된 집적 단조성 보존 기법을 이용한
초음속 제트소음 해석
(안명환, 이덕주 / 한국과학기술원)

15:45~16:00

Break Time

16:00~17:00

드론

좌장 : 김규홍

16:00~16:15

OpenSource 기반 성능해석 프로세스를 이용한
임무 시나리오 분석
(주희진, 김민우, 이보성, 정용운, 강왕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15~16:30

오픈소스 기반 드론 성능해석 프로세스 구현
(이보성, 김민우, 장병욱, 강왕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30~16:45

화성탐사 항공기의 익형과 형상 설계 및 검증
(정종호, 유강국, 이관중, 정신규
/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16:45~17:00

고층 건물 외부 화재 상황의 비행체 운용조건
도출을 위한 FDS 해석
(임현욱, 김형진 / 경희대학교)

즐

)

제 4 발표장 (사파이어)

17:00~17:10
17:10~17:50
초청강연
17:50~18:10

훈

Break Time
히로시 테라시마 교수
(홋카이도대)

좌장 : 박수형

An efficient methodology for combustion flow
simulations with large detailed chemical kinetics
Break Time
만찬[크리스탈]

18:10~

특별강연: Art of CFD
최완호

사회 : 박동훈

4일 (금)
09:00~11:00

제 1 발표장 (다이아몬드)
최적설계

좌장 : 정신규

0

09:00~09:15

람다익 비행체에서 Pitch-up 지연을 위한 와류
발생기의 최적설계
(이성욱, 김종암 / 서울대학교)

0

09:15~09:30

Adjoint Design Optimization for the P2
Hypersonic Inlet
Kyle Damm, R. J. Gollan, P. A. Jacobs, /
University of Queensland, S. Lee, E. Kim, C.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0

09:30~09:45

탭 각도를 고려한 로터 블레이드 강건 최적설계
(홍윤표, 한동연, 이관중 / 서울대학교)

0

09:45~10:00

고효율 막냉각 홀의 출구부분폐쇄 및
표면거칠기에 대한 성능 민감도 분석
(이상아, 황원태, 이관중 / 서울대학교)

0

10:00~10:20

Break Time

1

10:20~11:00

김용모(한양대)

좌장 : 최정열

초청강연

Numerics and Physics for Simulation of
Chemically Reacting Flows

11:00~11:15

Break Time

11:15~12:15

로터 해석

1

1
좌장 : 이관중

1

11:15~11:30

동축반전로터 CFD해석에 적용가능한 효율적인
트림해석기법
(채상현, 위성용, 김도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11:30~11:45

로터 간극 변화에 따른 전진 비행 시 동축반전
로터의 간섭현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상현, 권오준 / 한국과학기술원)

1

11:45~12:00

사각형 Tip-jet 로터의 입구 압력에 따른 공력
성능 예측
(박다운, 박수형 / 건국대학교)

1

12:00~12:15

시간전진 자유후류 패널 기법을 이용한 동안정
미계수 예측
(태명식, 강선오, 오세종, 박동훈 / 부산대학교)

1

12:15~12:30

비선형 와류격자법을 이용한 멀티콥터용 단일
프로펠러 유동 및 소음 해석
(조영민, 이학진, 이덕주 / 한국과학기술원)

1

규

.

계

열

중

)

4일 (금)
09:00~11:00

제 2 발표장 (로즈)
수치기법 2

좌장 : 김형진

09:00~09:15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a multigrid
method by using hierarchical unstructured
mesh of P1P1 finite element formulation
(Truong Sang Ha , Han Young Yoon,
Hyoung-Gwon Choi / SeoulTech,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eoulTech)

09:15~09:30

RANS 열유동 해석을 위한 난류 모델 기반
가상경계기법
(박현욱, 최정일, 이창훈 / 연세대학교,
박태선 / 경북대학교)

09:30~09:45

A coupled level set volume of fluid method
for unstructured grids
(Ngo Cu Long, 최형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9:45~10:00

무격자 해석기법을 이용한 3차원 난류 유동 해석
(이상우, 허진영, 김규홍 / 서울대학교)

10:00~10:20

Break Time

10:20~11:00

김용모(한양대)

좌장 : 최정열

초청강연

Numerics and Physics for Simulation of
Chemically Reacting Flows

11:00~11:15

Break Time

11:15~12:15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15

12:15~12:30

결빙 / 익형

좌장 : 명노신

RANS 기반 착빙 해석자의 얇은 수막 결빙
모델에 대한 속도 분포식 개선
(민승인, 손찬규, 이관중 / 서울대학교)
Computational Investigation of Effects of
Roughness and Heat Transfer on Airfoil Ice
Accretion
(프린스 라즈, 마노즈, 명노신 / 경상대학교)
전기열 방식 결빙 보호장치의 Erosion Shield에
관한 전산해석
(이재원, 조민영, 로렌스 프린스 라즈, 명노신 /
경상대학교)
LES를 이용한 익형의 공력소음 예측에서의
횡방향 계산영역 영향 연구
(김경보, 장경식, 이상욱 / 울산대학교, 김건홍/
현대중공업)

4일 (금)
09:00~11:00

제 3 발표장 (에메랄드)
좌장 : 장세명

0

09:00~09:15

무딘 물체에 안정화된 난류화염 LES의 격자 영향
연구
(이현섭, 이복직 / 광주과학기술원)

0

09:15~09:30

유도탄 flare 면에서의 공력가열 모델링
(선철, 이은석, 강은지, 안효근 /
국방과학연구소)

0

09:30~09:45

Numerical Investigation Of Conjugate Heat
Transfer Of Two Impinging Jets For Anti-Icing
Of Aircraft
(Tanmoy Mondal, Prince Raj Lawernce Raj,
명노신/ 경상대학교)

0

09:45~10:00

고에너지 폭발 후 실제기체에서의 충격파 전파
(송승호, 최정일 / 연세대학교)

0

10:00~10:20

Break Time

1

10:20~11:00
초청강연
11:00~11:15
11:15~12:15

열유동

김용모(한양대)

좌장 : 최정열

1

Numerics and Physics for Simulation of
Chemically Reacting Flows

1

Break Time
CFD 응용 3

좌장 : 김정우

1

11:15~11:30

순환골재 이물질 분리기에 대한 비정상상태
전산유체해석 및 실험
(전준하, 손영우, 장세명 / 국립군산대학교,
이준호/ (주)모악환경산업)

1

11:30~11:45

봉다발 내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조현태, 김정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11:45~12:00

천음속 플러터 해석의 시간 간격에 따른 수렴성
연구
(채민기, 박수형 / 건국대학교,
노홍기, 배재성 / 한국항공대학교)

1

12:00~12:15

압축기 성능해석을 적용한 캡슐트레인 CFD 해석
(홍상원, 강형민 / 동양미래대학교,
김영매, 권혁빈 / 한국교통대학교)

1

12:15~12:30

1

명

4일 (금) 제 4 발표장 (사파이어)
09:00~11:00

향

g

파

열

우

좌장 : 장경식

09:00~09:15

다리우스 풍력터빈 2차원 성능해석
(김사량, 조원균, 신준 / 강릉원주대학교)

09:15~09:30

비선형 와류격자법을 이용한 수평축 풍력터빈
공력해석
(이학진, 이덕주 / 한국과학기술원)

09:30~09:45

풍력 발전 단지 설계 적용을 위한 간략화
수치모델 개발
(신종현, 장세명 / 국립군산대학교)

09:45~10:00

Tip clearance가 수배관내 수직축 터빈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소용, 석우찬, 이신형 / 서울대학교)

10:00~10:20

Break Time

10:20~11:00
초청강연
11:00~11:15
11:15~12:15

김용모(한양대)

좌장 : 최정열

Numerics and Physics for Simulation of
Chemically Reacting Flows
Break Time
CFD 응용 4

좌장 : 김병수

11:15~11:30

SNUFOAM을 이용한 수중운동체의 조종성능
예측을 위한 유체력 미계수 추정
(천기현, 박종열, 석우찬, 이신형 / 서울대학교)

11:30~11:45

순산소 가스터빈 연소 가스의 CO 저감을 위한
온도 profiling 기법의 고찰
(서선민, 강성원 / 서강대학교)

11:45~12:00

노즐 유량계의 파울링 효과 개선을 위한 링형상
수치해석연구
(김영진, 양정승, 김병수
/ 충남대학교, 한국유체계통기기, 충남대학교)

12:00~12:15

저 레이놀즈 영역의 분사노즐내 저항체에 따른
후류 특성 수치 연구
(손영우, 장세명 / 국립군산대학교)

성

석

터빈 해석

12:15~12:30

• 서귀포 KAL호텔 찾아오시는 길

• 발표장 안내 (서귀포 KAL 호텔 지하1층,2층)

• 교통 안내
서귀포 KAL 호텔에서 (교통 리무진 600번)
AM06:20 ~ PM22:00까지
공항 / 배차시간
(15분~20분 간격)
구간

공항-서귀포KAL호텔(종점)
일반 \5,500

요금

학생 \4,400
소인 \2,800

소요시간

1시간 20분

• 현장등록비
정회원:160,000원, 학생회원:130,000원,
비회원:210,000원

사단법인 한 국 전 산 유 체 공 학 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갑을그레이트벨리) A동 11층
Tel:02-701-8992 E-mail:kscfe1@kscfe.or.kr
Homepage:http://www.kscf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