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gress on Computational Mechanics (KCCM 2019)

한국전산역학회에서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 부문,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대한토목학회
계산역학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2019년도 한국전산역학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전산역학회(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Mechanics) 회장 김윤영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 ~ 2월 15일(금)
• 행사장소 :  한양대학교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참가등록 및 결제 안내
• 사전등록: http://kscm-society.org/ 에서 온라인 등록 / 등록비 결제
• 초록제출 : 1-page extended abstract• 초록제출 : 1-page extended abstract
• 등록비 :

 주요 일정

• 2019년 1월 11일(금) : 사전등록 및 초록제출 마감

 행사 개요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Mechanics kscm-society.org

날짜 시간 일정

2월14일(목) 16:00~18:00 전산역학 포럼 및 등록

2월15일(금)

08:30~09:20 등록

09:20~10:10 Opening ceremony & 기조강연 (2편)

10:30~12:00 초청강연 (3 세션 x 6편)

12:00~13:00 점심

13:00~14:30 초청강연 (3 세션 x 6편)

14:50~16:20 초청강연 (3 세션 x 6편)

16:30~17:20 포스터 발표

17:30~18:00 Closing ceremony & 포스터 시상식

19:00~ 만찬

박사급(교수 포함) 대학원생

150,000원(사전등록), 170,000원(현장등록) 100,000원(사전등록), 120,000원(현장등록)

<참여 학회>

 대한기계학회
[CAE및응용역학 부문]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
[구조재료부문위원회]

 대한토목학회
[계산역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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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박은재 교수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전흥재 교수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초청강연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 부문

강건욱(연세대학교), 김동철(서강대학교), 김문기(성균관대학교), 김윤혁(경희대학교), 
김진균(경희대학교), 김창완(건국대학교), 김현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건우(경북대학교), 
노유정(부산대학교), 문장혁(중앙대학교), 민승재(한양대학교), 송용남(고려대학교), 양승화(중앙대학
교), 유승화(KAIST), 윤군진(서울대학교), 이재욱(GIST), 이병찬(경희대학교), 이재훈(경남대학교), 
장강원(세종대학교), 조수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부문

 기조 및 초청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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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원(홍익대학교), 김도년(서울대학교), 김태수(한밭대학교), 김형준(서울시립대학교), 
김흥수(동국대학교), 민정기(KCL), 양범주(KIST), 윤길호(한양대학교), 윤정원(서울시립대학
교), 정인용(테크스퀘어), 황기태(에코닝), 황지은(서울시립대학교), 진동우(KASIT)

한국산업응용수학회 부문

김종우(가천대학교), 김준홍(KAIST), 박진만(서울대학교), 서종현(CUAES), 서현(서울대학교), 
송경민(서울대학교), 신동욱(국가수리과학연구소), 신재민(연세대학교), 이승규(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이완호(국가수리과학연구소), 최의환(KAIST), Liguo Jiao(부산대학교)

한국항공우주학회 구조재료부문위원회 부문

구남서(건국대학교), 김정호(인하대학교), 신의섭(전북대학교), 우경식(충북대학교), 
이창열(조선대학교), 조진연(인하대학교)

대한토목학회 계산역학위원회 부문

강준원(홍익대학교), 이진호(부경대학교), 한동석(연세대학교), 홍정욱(KAIST)

 문의처
• 조직위원장 : 이태희 교수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thlee@hanyang.ac.kr; 02-2220-0449
• 간사 : 김현규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khg@seoultech.ac.kr; 02-970-6309

김동철 교수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dckim@sogang.ac.kr; 02-705-8643
• 사무국 : 류은영 (kscm.society@gmail.com), 02-3290-4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