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9회 태성에스엔이 CAE Conference ]

[1일차] 8월 28일(수)

시작시간 종료시간

9:30 15:00

그랜드볼룸 III 마로니에 오크 메이플

유동해석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실무 적용시 고려해야 할 구조 해석 가이드라인 5G/V2X를 위한 안테나/필터 설계이론
모터/엑츄에이터 및 변압기

발열 해결 솔루션

10:00 10:30

10:30 11:00

11:00 11:30

11:30 12:00

12:00 12:30

12:30 13:00 구조 결과 분석 가이드라인

13:00 14:00

14:00 16:00

14:00 14:10

14:10 14:50

14:50 15:40

15:40 16:00

16:00 16:30

16:30 17:50

유동해석 실무자를 위한  최신 기술 비선형 수렴 개선 방안 및 최신 기술
칩/패키지/PCB 및 시스템을 위한

High Speed Interface 이론
제조품질 개선을 위한 공차 이론

16:30 17:00 최신 난류모델 소개 및 해석사례

17:00 17:30 최신 복사모델인 MonteCarlo 소개 및 해석사례

17:30 17:50 최신 다상모델 소개 및 해석사례
High Speed Interface 이론의

해석 구현 및 사례

17:50 19:00

환영인사

김지용 대표 / 태성에스엔이

Simulation is everywhere

Erke Wang, Managing Director / CADFEM GmbH

에너지 장비의 예지보전과 기술 조건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Andrey Krylov, Executive Director / Digital Transformation Factory

아마존은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현석 이사 / AWS

그랜드볼룸

내용

Technical Session I

Lunch / Exhibition and poster viewing

접   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전/후처리 길라잡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유동격자 길라잡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유동해석 길라잡이

구조해석 전처리 가이드라인

구조 해석 종류별 가이드 라인

안테나 설계 이론

5G 이동통신 및 초고속 디지털통신

시스템에서의 초고주파 수동회로 설계 기술

테슬라 모델 3 구동 모터의

전자장 역설계 및 특성 분석

모터, 인버터 등 전기/전자기기 해석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효율적인 냉각 설계 솔루션

아카데믹 경진대회 포스터 전시 및 고객투표

실무 레벨업을 위한 On-Stop 가이드

   * 공식 행사중에는 포스터 발표& 체험존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체험존 (2F)

공차이론에 대한 개념과 품질 개선 사례

21:30

비선형 수렴 개선 방안 및 최신 기술

High Speed Interface 이론

Coffee Break / Exhibition and poster viewing

Break / 아카데믹경진대회 현장심사

Dinner Reception / 아카데믹 경진대회시상 및 경품추첨

그랜드볼룸
19:00

Plenary Session

Technical Session II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핵심 이론 및 솔루션

10:00 19:00

10:00 13:00



[2일차] 8월 29일(목)

시작시간 종료시간

7:00 8:30

그랜드볼룸 I 그랜드볼룸 II 그랜드볼룸 III 마로니에 I 마로니에 II 오크 메이플

9:00 12:20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전기전자/PCB Cloud Solutions 재료/물성 3D Design 적층제조

9:00 9:25 수소차 산업에서의 구조 해석적 접근 방안
엔지니어링 해석을 위한 새로운 표준,

HPC 클라우드

CAE 엔지니어에게 유용한 ANSYS GRANTA

제품군 활용 재료 물성 적용 방법

설계자를 위한 Discovery Live

유동해석 활용법

3D 프린팅 설계자를 위한 DfAM 프로세스

및 응용 사례

9:30 9:55
GBT31467을 고려한 복합소재

전기차 배터리 팩의 랜덤 응답해석
해석시간 단축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법 Material Intelligence with ANSYS Granta

스마트한 구조 설계 프로세스를 위한

Discovery 활용 방법

AM Simulation을 통한 Build Parameter

탐색 방법

9:55 10:05

입자해석 특별세션 자동차 전기전자/PCB Cloud Solutions
해외 해석 사례

*한국어 통역*
3D Design 적층제조

10:05 10:30 열교환기 해석 프로세스 및 개발 방법
Trace mapping을 적용한 PKG의

열변형 해석 사례

Fomula 1 사례를 통해서 보는 머신러닝과

HPC의 혁신 가속화

SDC Verifier enables structural verification

according to standards in Ansys

Discovery를 활용한 디자인-공학 융합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

Material, design, analyses and production:

Tightly integrated value chains of additive

manufacturing

10:35 11:00 Fluent를 활용한 자동차부품 내수시험 해석

Sherlock & ANSYS Multiphysics 기법을

활용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수명 해석

Cloud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팩 열유동해석

Use of standard and rules based design

limits compared to direct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Design Hackathon Prototype Camp

4륜 E-bike 제작 우수 사례

How additive manufacturing empowers

industries? – from equipment and material

perspective

11:00 11:10

입자해석 특별세션 자동차 전기전자/SI/PI 해석자동화
해외 해석 사례

*한국어 통역*
Turbo/일반기계 적층제조/바이오

11:10 11:35
CFD & DEM coupling for Modeling of Fluid

Flow with Accurate Particle Representation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음/진동 해석

프로세스
ANSYS 해석 툴 이용한 SI 채널 분석 자동화 ACT 활용을 위한 IronPython 및 XML 기초

Introduction of Multiscale analysis and

examples related to Semiconductor package

ANSYS Optislang을 이용한 Turbo

기계의 최신 최적화 사례

적층제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두개골

임플란트 열 변형 해석에 관한 연구

11:40 12:05
ANSYS - ROCKY Coupling 해석 설정 방법 및

사례 소개

소재 변경(Die Casting→Plastic)에 따른

최적 설계 방안 제시

CAE를 이용한 PCB Simulation

PI해석 방법론

코어 타입 리니어 모터에 대한

해석 모델 자동화 및 해석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using LS-

DYNA explicit simulations
고압 축류팬용 원형 Pod 소음기 설계

통한 허가입증 사례

12:05 13:10

13:10 16:00

건설/화공/플랜트 항공/방산 전기전자/EMC/안테나 System Simulation
해외 해석 사례

*한국어 통역*
Turbo/일반기계 Academic

13:10 13:35
스트레인게이지를 활용한

shell type 구조검토 검증

고압 냉각터빈에 대한

Large Eddy Simulation
FMCW 레이더 프론트 엔드 설계

사례로 이해하는 Twin Builder의

물리계별 시스템 블록

Data mining and metamodeling for digital

twins

유동해석을 이용한 양흡입 벌류트 펌프의

유체 맥동 해석
수목의 구조해석

13:40 14:05
2축으로 압축력을 받는 구조 부재의

국부 좌굴에 대한 정밀해석 연구

Icepak을 이용한 캐비닛 장비

방열 설계 사례
정전기 불량 분석 및 개선 방법

Digital Twin을 위한 ANSYS Fluent

차수 축소 모델 구현

Arc Simulation by Coupling CFD and

Electromagnetic in ANSYS

ANSYS CFD를 이용한 터보 압축기의 원심형

임펠러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Heterogeneous reaction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of the internally-cooled

bubbling fluidized bed reactor for CO2

methanation process

14:10 14:35
EWF model을 활용한 spinning wall에서의

mass transfer 예측

랜덤진동에 대한 원격운용무장시스템

구조 분석
ANSYS SIwave를 활용한 EMI 개선사례

고성능 HPC 클러스터를 위한 클러스터

설계 서비스 - CAPEX & OPEX

FEA & CFD Applications in the

Semiconductor/Electronics Industry

Transient Blade Row 기법 및

Flutter 해석 기법 소개

계류 시스템 연성운동해석

코드 개발에 관한 연구

14:35 14:45

건설/화공/플랜트 항공/방산 전기전자/열유체 전기전자/전기기기 동역학 해석 Turbo Machinery

14:45 15:10 글로브밸브의 플러그 형상별 유동특성해석
Fluent Overset Mesh를 활용한

Robin Rotor 해석검증사례

시뮬레이션과 측정을 통한 IPM 모듈의

최대 허용 전류 평가
엘리베이터 권상기의 SPM 모터 설계

30kW급 원심 펌프의 캐비티 형상이 펌프 성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15:10 15:35
최적화 해석을 활용한 철강 플랜트

Ladle Turret 경량화
ANSYS를 활용한 함정 탑재장비 내충격해석

CFD를 이용한 클린룸 내 FFU 기류

확산판 성능 해석

A New Design of Powder Orientation

System for Halbach Cylinder

Sintered Nd-Fe-B Magnets

수력성능 검증용 벌브형 모델수차의

수치해석적 연구

15:35 16:00 가압 기포 유동층의 유동 해석 복합재 구조물의 열경화해석방안 소개 3D fan 조건을 적용한 시스템에어컨 해석
전력용 변압기 전자기장 해석을 통한

설계 타당성 검토

지역난방 열수송관 내 차압밸브

대체를 위한 용적식 수차 개발

Break / Exhibition & Poster Viewing

내용

Breakfast

Technical Session III

1. 해상 풍력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평가

해석 프로세스 제안

2. AQWA를 이용한 부유식 태양광 동특성

평가 해석 방법

3. 태양광 패널 풍하중 해석

"국내외 2017~2018 PCBA 구조 해석 논문" 분

석 및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Trace Pattern 적

용 기법

1. 쉽게 배우는 입자 거동 해석을 위한

이산요소법(DEM)

2. 각 산업군 별 적용 가이드

Break / Exhibition & Poster Viewing

Lunch / Exhibition & Poster Viewing

Technical Session IV

Break / Exhibition & Poster Viewing

설비진단기법을 이용한

해석적 소음진동 분석 방법

 - 설비진단기법을 통한 분석 방법 소개

- 감속기의 소음진동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