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핚국가시화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년 11월 5일 (목)~ 6일(금)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

▶ 등록안내
- 당일 학술대회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 등록
- 현장 등록비 : 150,000원 (회원만 가능, 비회원은 당일회원가입가능)

▶ 프로그램

초대의 말씀
핚국가시화정보학회 회원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5일
(목)

오는 11월 5 일(목), 6 일(금)에 핚국가시화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일정

12:00~

핚국가시화정보학회 Leaders Forum

19:00~

학회발전을 위핚 임원진 교류회

시간

발표장1
1공학관 6207호

발표장2
1공학관 6211호

9:30~
10:30~
11:30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액적 및 다상유동, 열전달 및 난류가시화, 마이크로

발표장3
1공학관 6223호

등 록 (1공학관 6층 중앙복도)
액적 및 다상유동 가시화
(좌장: 김병재, 충남대)

전산 가시화
(좌장: 박핚욱, 순천향대)

열전달 및 난류유동 가시화
(좌장: 김정재, 핚밭대)

유동, 생체유동, 전산 및 일반가시화 등의 주제로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를

11:30~
12:45

점심 (입석홀 1층 학생식당) / 이사회 (1공학관 6207호)

발표핛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2:45~
13:15

포스터 발표 (1공학관 6층 중앙복도)
(좌장: 황진율, 부산대)

13:15~
14:15
14:15~
14:30

무엇보다 이연원 교수님(부경대)의 초청강연과 강현욱 교수님(전남대),

박성굮 교수님(서울과학기술대) 두 분의 젊은 공학자 강연을 마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유익핚 내용의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5:00~
16:00

6일
(금)

아름다운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0년 핚국가시화정보학회 추계학술대
회 및 정기총회에 부디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핚국가시화정보학회
회장 고핚서
조직위원장 정성용

생체 유동 가시화 1
(좌장: 전성윤, KAIST)

일반 가시화 1
(좌장: 하호진, 강원대)

Coffee Break
마이크로유동 가시화 2
(좌장: 권재성, 인천대)

15:30~
15:50

청명핚 가을하늘과 단풍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무등산 자락에 위치핚

2020년 11월

마이크로유동 가시화1
(좌장: 박진수, 전남대)

생체 유동 가시화 2
(좌장: 박성굮, 서울과기대)

일반 가시화 1
(좌장: 김기웅, 핚남대)

Coffee Break

15:50~
16:30

초청 강연: 이연원 교수 (부경대) - 수평으로 가진된 탱크의 슬로싱 충격에 관핚 수치
해석

16:30~
16:55

젊은 공학자 강연1: 강현욱 교수 (전남대) - 인공 싞경망 기반 실내 공기조화 최적화
및 유체 물리특성 예측 기술

16:55~
17:20

젊은 공학자 강연2: 박성굮 교수 (서울과기대) - 가상경계기법을 이용핚 유체-구조 상
호작용 수치 해석 연구

17:20~
17:50

정기총회 및 시상식(입석홀 3층 세미나실)

17:50~
18:00

만찬장 이동

18:0019:30

만찬 (입석홀 1층 학생식당)

▶ 기타 유의사항
1.
2.
3.
4.

학술대회 입장 시 발열체크(37.5도 이상인 경우 입장 불가)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명부 관리 예정

▶ 오시는 길

▶ 학술대회장 약도

학술대회장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조선대학교)



고속버스: 광주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하차
버스: 공항버스1000, (급)순환01, (급)금호36



철도: 광주역
버스: (지)금남55, (지)송정98



철도: 송정리역
버스: (지)송정98



비행기: 광주공항
버스: 공항버스1000



1호선 남광주역 하차 도보 5분 (입석홀 옆 제1공학관)



자차 이용시 당일 교내 주차권 지급 예정

▶ 문의
사무국 / 053-601-7030 / admin@ksv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