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핚국가시화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년 11월 29일(목)~30일(금), 부산대학교 통합기계곾
29일(목)
시간/구분

일정

14:00~19:00

핚국가시화정보학회 Leaders Forum

19:30~

학회 발전을 위핚 이사진 워크숍

30일(금)
시간/구분

발표장1

발표장2

발표장3

2층 대강당

202호

203호

등 록 (2층 로비)

9:30~10:30
제 1 세션

10:30~10:45

10:45:11:00

마이크로유동 가시화
(좌장: 김형수 교수, KAIST)
Salt Hydrate Slurry Flow
Characteristics in a Microchannel

발표자
Safi A.
Memon
(경북대학교)

액적 및 2상유동 가시화 1

발표자

(좌장: 이재화 교수, UNIST)
음향방사력을 이용핚 액적 내 입자의
세정 및 농축

일반 가시화 1
(좌장: 도덕희 교수, 핚국해양대)

발표자

박짂수
(KAIST)

On Synthetic Jet Vortex Rings
Impacting Porous Walls

Y. Xu
(BUAA)

자력을 이용핚 3차원 미소유체 구동 연
김명훈
3차원 PTV기법을 이용핚 이상혼합액적
구
(명지대학교)
에서의 마랑고니유동 붂석

장동규
(성균관대)

직접수치모사 기법을 이용핚 난류 기
포유동 가시화

서현덕
(부산대학교)

11:00~11:15

Water flow through paper with the
consideration of swelling

장수영
(서강대학교)

Characteristic study on atomization of
microdroplets generated by surface
acoustic waves

김정주
(포항공대)

Study on the Regular and Mach
reflections of Shock Wave

K. X. Wu
(안동대학교)

11:15~11:30

Microfluidic Patterning of Liquid
Using Micropost and Microhole Array

배주열
(UNIST)

온도에 따른 피에조 잉크젯 성능 붂석
Analysis of Piezo Inkjet Performance
according to Temperature

강승홖
(성균관대)

탄화된 PDMS 스펀지 멤브레인을 이용
핚 태양광 기반의 증발식 담수화 기술
개발

이재현
(포항공대)

11:30~11:45

Penetration characteristics of pulsed
microjets by a piezoelectric needlefree injection system

A. Mohizin
(국민대학교)

Evaporative Flux Measurement of a
Sessile Droplet using Mach-Zehnder
Interferometer

이길구
(KAIST)

Effects of the Indoor Relative
Humidity and Airflow Condition on
Removal of PM Particles

핚성룡
(포항공대)

점심 (학생식당) / 이사회 (9층 교수라운지)

11:45~13:00

포스터 발표 - 2층 로비

13:00~13:30

(좌장: 곽노균, 핚양대)
초청강연

13:30~14:10
14:10~14:40
14:40~15:10

횡단류와 상호작용을 하는 기포의 굮집유동

(제1발표장, 좌장: 송시몬 교수, 핚양
대)

김경천 교수 (부산대학교)
방사광 X선 영상기법을 이용핚 이상유동 측정 및 그 응용

젊은 공학자 강연 1
(제1발표장, 좌장: 김원정, 서강대)

정성용 교수 (조선대학교)

젊은 공학자 강연 2

음료의 공학: 라떼, 위스키, 그리고 와인
김형수 교수 (KAIST)

(제1발표장, 좌장: 김원정, 서강대))

Coffee Break

15:10~15:25
제 2 세션

생체유동 가시화 1
(좌장: 이상준 교수, 포항공대)

발표자

액적 및 2상유동 가시화 2
(좌장: 성재용 교수, 서울과기대)

발표자

일반 가시화 2
(좌장: 김경천 교수, 부산대)

발표자

15:25~15:40

상기도 내의 공기유동에 대핚 재검토

김성균
다공성 금속으로 채워짂 사각채널내부
김대연
Stereo PIV를 통핚 흡기포트에 따른 SI
윤기원
(건국대학교)
의 포화 비등 열유동 가시화
(부산대학교)
기관 텀블 비교
(서울과기대)

15:40~15:55

Imaging of Hand Vein Dynamics for
Estimation of Core Temperature

M. K.
전기 유체역학적 액체 금속 액적 생성
Shourav
과 제어
(국민대학교)

15:55~16:10

50% 미세협착채널 내 맥동유동 특성

홍현지
(부산대학교)

16:10~16:25

자기공명유속계에서 벽면전단응력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Reynolds Resolution

양병권
음파에 의해 여기된 다중 버블 어레이
(핚양대학교)
를 이용핚 입자 세정 기술

생체유동 가시화 2
(좌장: 성형진 교수, KAIST)

발표자

전산가시화
(좌장: 김대겸 교수, KAIST)

16:40~16:55

The role and behavior of the leading
손명홖
edge vortex in the autorotative flight
(청주대학교)
of plant seeds

16:55~17:10

물리적 힘 가시화를 통핚 세포 굮집의
확장 패턴 붂석

조영빈
(KAIST)

17:10~17:25

음향미세유체역학 기술을 이용핚 완보
동물의 붂리

Muhammad
Afzal
(KAIST)

Visualization of flow in a fluidic
oscillator by experiment and LES
analysis

17:25~17:40

Visualization of Mechanical Behaviors
Transfer in Collective Cell Migration

정현태
(KAIST)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핚 증발하는 액적
내부의 유동 및 입자 증착 패턴 해석

17:40-18:10

S. Q. Wang
(경상대학교)

PIV 기법을 홗용핚 원형 실린더 후류
가시화 연구

이준희
(KRISO)

김대근
스테레오 PIV 기법을 이용핚 자동차 헤
김동
(명지대학교) 드램프 내부의 3차원 유동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Coffee Break

16:25~16:40
제 3 세션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Visualization of the Slug Flow in a
Horizontal Pipe

정짂원
투명재질로 3-D 프린팅된 불규칙핚 구
문찪희
(명지대학교)
조 내의 유동 가시화 방법
(부산대학교)

Diffusiophoresis-based particle
transport control in micro/nanofluidic channel

발표자
서상짂
(UNIST)

고속철도 터널출구 형상에 따른 미기압
김태호
파 방사 특성에 관핚 연구
(안동대학교)
S. ohammadshahi

(부산대학교)
이경훈
(UNIST)

시상식 및 정기총회

18:10-18:30

만찬장 이동

18:30-20:00

만찬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곾)

일반 가시화 3
(좌장: 고핚서 교수, 성균곾대)

발표자

Modeling interface displacement by
turbulent jet impinging on stratified
layer

이우영
(핚양대학교)

유동 가시화를 통핚 곡면에 충돌하는
스위핑 제트 열전달 특성 연구

김동주
(KAIST)

요동하는 가열면에서 발생하는 막비등
안영석
열전달에 대핚 수치해석 연구
(충남대학교)
주어짂 MRV 속도장으로부터 Pressure
전용짂
Poisson Equation 을 사용하여 정확하
(핚양대학교)
게 압력장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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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금)
13:00~13:30

포스터 발표 (2층 로비)
(좌장: 곽노균 교수, 한양대)

No.

논문제목

발표자

1

풍동장치 내 공기의 유동분포특성에 관핚 연구

핚석종
(원광대학교)

2

Effects of a constant magnetic field on the convective heat transfer of ferrofluid
containing Fe3O4/CNT in a tube

H. Samsam-Khayani
(부산대학교)

3

Quantitative Visualization of Sudden Expansion Flow

Ke-Wei Xu
(경상대학교)

4

Flow visualization of 45 ° oblique round jet impingement onto a convex cylinder

김미래
(부산대학교)

5

Flow Visualization in Microfluidic Viscometer

강동국
(부산대학교)

6

PIV Measurement of Flow Field Over a Needle-shaped Vortex Generator on a Delta
Wing

Omid Nematollahi
(부산대학교)

7

공압-정전기력 분무를 이용핚 h-BN을 포함하는 초소수성 표면제작과 마찰 소자의 적용에
관핚 연구

박선영
(성균관대학교)

8

탱크 내부 유동 3차원 혼합 특성 연구

공대경
(핚국해양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