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6월 28일까지 아래의 E-mail로 신청
☞ 담당자 : 임재혁 교수(전북대학교)
☞ E-mail

구조 및 재료 부문위원회 하계 워크샵

: jaehyuklim@jbnu.ac.kr

■ 등 록 비: 150,000 원
■ 등록방법: 현장 등록
■ 문의사항
☞ 담당자 : 임재혁 교수(전북대학교)
☞ 전화

: 063-270-2326/010-3262-9409

☞ E-mail : jaehyuklim@jbnu.ac.kr

-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 일 시 :

2018년 7월 3일(화) ~ 4일(수)

◆ 장 소 :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한화리조트 해운대티볼리

◆ 주 최 :

한국항공우주학회

◆ 주 관 :

한국항공우주학회 구조 및 재료 부문 위원회

◆ 준비위원 :

구남서 위원장(건국대), 임재혁 교수(전북대)

2018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의 지
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구에 힘써 주시는 우리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원분들의

■ 1일차(7월 3일, 화)

활약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항공우주분야에서는 T-50 전투기의 수출과

12:30 ~ 12:50

KFX사업, 중고도 무인기 사업 및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항공기 분야의 중요성

12:50 ~ 13:00

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는 스포츠급 2인승 경항공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우주 분야의 경우에는 다양한 위성 수출 사

13:00 ~ 13:15

업 및 한국형 발사체 등 여러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원천
기술의 확보와 부족한 산업화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항

13:15 ~ 13:30

공우주 구조 및 재료 연구 개발이 양적, 질적 향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항공우주 구조 및 재료의 국내외적인 연구 경향을 논의

13:30 ~ 13:45

등록
개회식 (사회: 전북대학교 임재혁 교수)
개회사: 건국대학교 구남서 교수, 축사: 대한항공 강종구 원장
Point source 파이로 충격 모사장치를 활용한 조인트의 충격 전파 특
성 시험 (한국과학기술원, 황대현)
Design of Advanced Composite Skins for Morphing WingsAnalysis, Manufacturing and Control (서울대학교, 유한길)
비디오스코프 적용을 위한 엔진 블레이드 손상 탐지 인공지능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김용호)

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학회 회원 및 산업계의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 유익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국항공우주학회 구조 및 재료 부
문위원회는 매년 하계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의 항공 우주분야를 이끌어 갈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최신 연
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을 책임지는
대한항공의 소개 및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항공우주 구조 및 재료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양

13:45 ~ 14:00

이산요소법을 이용한 높은 섬유체적비 복합재료 모델링 및 응용
(전북대학교, 김도원)

14:00 ~ 14:15

형상기억 폴리머를 이용한 가변 스킨 개발 (한국항공대학교, 권오현)

14:15 ~ 14:30

휴식

14:30 ~ 15:00

초청강연: 위성기술의 현황과 미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도순)

15:00 ~ 15:30

초청강연: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소개

15:30 ~ 16:20

내부 견학

16:20 ~ 19:00

숙소 이동 및 조별 활동

19:00 ~

저녁 만찬

한 기술을 교류하고 부족한 기술 확보 및 향후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바
쁘신 와중에도 본 구조분과의 발전을 위하여 워크샵 장소를 마련해주신 대한항
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3일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김유단

■ 2일차(7월 4일, 수)
[9:00 ~ 12:00] 분과 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