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air Technology Conference
현장등록은 12시부터 가능합니다.

Altair Technology Conference 2019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식 공유의 장,
알테어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올해로 열여덟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CAE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올해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알테어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2019에 자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CAE 발전을 위한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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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윤석진 책임
Inspire를 이용한 서스펜션
부품 최적설계

현대자동차 양성근 사원
고압주조품 금형 설계 효율
증대 및 최적화 활용 방안

현대모비스 권혁수 책임
EMC를 고려한 전장 PCB
전기적 신호특성 자동검증
(DFE) 사례

12:00 - 13:00

13:00 - 13:25

13:25 - 13:50

13:50 - 14:15

14:15 - 14:4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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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성시민 연구원
시트해석을 위한 전/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LG전자 권성훈 책임
LGE 세탁기 분야 MotionSolve 활용 동향

현대자동차
한용하 글로벌R&D마스터
차량 성능 컨셉 개발 및 최
적화 위한 Altair C123 &
MDO 솔루션 적용

효성중공업 이성호 차장
SPRING 조작기의 LATCH
거동 해석

LG CNS 박희원 책임
AcuSolve를 사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프로토 타입
개발

한온시스템 임정수 전임
공조시스템 부품의 구조
해석 결과 비교 사례
(SimSolid vs OptiStruct)

한국항공우주산업
최광식 선임
저항성 주기패턴의 측정/
전자기해석 일치화를 위한
Feko 전자기 모델링 방안

한국알테어 이승훈
SimLab 및 Altair Solver를
이용한 Multi-Physics 시뮬
레이션 기법

한국알테어 원종성
MotionSolve 2019 소개

한국알테어 김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OptiStruct 사용 사례 소개

한국알테어 김원택
Radioss 2019 new
feature 소개

한국알테어 김용규
AcuSolve 2019 &
nanoFluidX 2019 소개

한국알테어 장형배
SimSolid 최신 업데이트

한국알테어 엄두종
한국알테어 김재훈
차량용 레이다 안테나 설계 편의성 UP!
및 교통환경 채널 모델링 시 Flux&FluxMotor 2019
스템 구현

OBP ENG 김동후 대표
탄약의 설계해석에서
Inspire와 SimSolid의 활
용과 비교

대주코레스 이창연 대리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압
출성 향상을 위한 압출금형
최적화 해석

폴리오그 신재현 차장
전자회로 설계 검증 패러
다임 변화

현대중공업 김봉민 부장
HyperMesh 고객사 인하우
스 자동화 코드개발 사례
(대리 발표)

삼성전자 무정서 책임
디스플레이 제품의 스탠드
안정성 예측 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산업
문정원 책임
좌굴 구속조건을 적용한 3차
원 위상최적화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산산업차량 이정근 주임
김영민 수석
소음해석을 위한 Fan 유동
안전성 평가 및 통행권 부여 해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동수단 개발에서의 충돌시
뮬레이션 해석 활용방법

세종공업 이금열 선임
SimSolid를 이용한 배기계
구조해석

국방기술품질원
김일규 박사
어레이 안테나의 근전계에
대한 이론적인 계산 및 시뮬
레이션 비교

효성중공업 문형준 차장
Flux2D를 이용한 동기발전
기 AVR 전원 공급용 보조권
선 최적 설계 및 해석 기법

노일훈 작가
물질의 건축술Architectonics

한국알테어 신예랑
Altair Inspire Print3D
소개 (1)

디젠 한정희 과장
ERP, PLM 연계 회로 개발
관리시스템 UDE 활용 사례

한국알테어 이익중
HyperWorks X를 이용한
해석 자동화 소개

한국알테어 김주영
HyperLife 2019 소개

현대제철 이동열 과장
다중성능을 고려한 EV 컨셉
카 위상최적화 기법 개발
(대리 발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문우 팀장
긴급 차량 탈출용 유리창 파
쇄 도구 충격 해석 연구

OBP ENG 김동후 대표
탄약의 설계해석에서
Inspire와 SimSolid의 활
용과 비교

재료연구원 오재철 박사
복합재료를 이용한 전파 흡
수체 설계

동아대학교
신호민 박사과정
공간 고조파 성분을 고려한
고속 응용 동축 마그네틱 기
어의 자기손실 분석

한국알테어 신예랑
Altair Inspire Print3D
소개 (2)

한국전자기술교육진흥협회
홍순오 기술위원장
자동차 전장 부품의 PCB 기
술 및 설계 검증

경일대학교 한경희 교수
MR댐퍼 유동해석을 위한
AcuSolve Bingham 점성
모델 연구

14:40 - 15:00

15:00 - 15:25

15:25 - 15:50

15:50 - 16:15

16:15 - 16:4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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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RI 전준호 박사
HyperView를 활용한 사고
분석 사례

현대위아 이기복
현대위아 케이스 구조해석
모델링 자동화 프로그램 개
발 (대리 발표)

LG전자 이명훈 선임
시스템에어컨(MultiV5)
전/후방 지지대 경량화 및
강성증대 최적화 해석에 관
한 연구

현대로템 정지호 책임
EN15227에 따른 트램의 소
형장애물 충돌평가

화신 노재동 대리
전동식 워터펌프 개발을 위
한 유동해석 및 실험적 검증

화신 육완수 차장
SimSolid를 이용한 CTBA
의 meshless 구조해석

항공우주연구원
김중표 박사
위성에 장착된 안테나 이
득 해석

한국전기연구원
곽창섭 선임
Altair Flux를 이용한 초고
압 가스 차단기 소전류 차
단 해석

UNIST3D프린팅첨단생산
기술연구센터 이우열 팀장
Inspire를 활용한 대면적
3D Printing의 고무적인
사례

기아자동차 이해룡 대리
압출재 베어링 최적화를 통
한 차체 사이드실 인너 개발

LG전자 박종욱 위원
Effect of Industrial
Enviroment changes
on Circuit Assembly
Technology

한국알테어 김한구
OptiStruct 2019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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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테어 이승훈
사용 편의성이 강화된
SimLab 2019 신기능 안내

카이스트 이익진 교수
Reliability Based Design
Optimization

현대자동차 한지원 책임
Pre-post 자동화를 이용한
버스 전복 법규 해석 효율화

한국알테어 호성환
Flow induced noise
benchmark test of uFX
using Hyundai Simplified
Model

한국알테어 원종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모델을
이용한 핸즈온

한국알테어 황의준
HyperMesh와 Feko의
new interface 소개

한국알테어 이소형
Flux와 AcuSolve를 이용한
모터 열해석

한국교통대학교3D프린팅센터
박성준 교수
자연 치아형상모델과 하중
조건에 따른 위상최적화를
통한 인공치아 임플란트
모델 형상의 비교분석

LG전자 이병덕 선임
고압다이캐스팅 게이트 형
상 및 사출 조건에 대한 최
적설계

폴리오그 함대호 이사
회로 검증툴 Logic DFE+ &
SI/PI 시뮬레이션 기반 전기
적 검증 자동화 툴 PollEx
DFE+

한국알테어 문경옥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경험
할 수 있는 HyperWorks X
소개

LG전자 공은호 선임
자동차 전장제품 NVH
Rattle 시뮬레이션과 활용

삼성전자 유재춘 책임
ESLM을 이용한 로봇 암
최적화

한국항공우주산업
장재호 수석
Radioss 를 활용한 소형헬
기 내추락성 개발 적용 사례

삼성중공업 유종근 수석
효성중공업 이동현 차장
AcuSolve를 활용한 선박용 Meshless 소프트웨어를 활
디젤 엔진 흡기, 배기관 모사 용한 기어박스 해석

모본 최성림 수석
Feko를 이용한 밀리미터파
수동소자 설계

효성중공업 이성호 차장
절연 파괴 특성 파악을 위한
GIB내 이물 거동 연구

퓨전테크놀로지 김인명 대표 현대트랜시스 권오태 책임
Inspire 위상최적화 제품
패드 발포 해석을 통한 시트
컴포트 품질향상
디자인과 SLM Solutions
메탈 3D프린팅 제조기술의
성공적 적용 사례

현대자동차 서영진 책임
내구거동 가시화를 통한 내
구성능 육성

한국알테어 김한구, 민승욱
해석잡에 최적의 환경을 제
공하는 bursting 기법 소개

Romax 이재민
Thermal simulation of EV
powertrain systems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치형 교수
고효율 무선전력전송 공
진기 설계

한국알테어 황의준
무선충전 시뮬레이션을 위
한 Litz wire 간단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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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17:00

GKN Driveline XU Zhou
CFD Lubrication and
Efficiency in ePowerTrain CAE

통합세션 준비
9

키노트 발표 : Altair Brett Chouinard, Knowledge Works

10

키노트 발표 : Altair Michael Dambach, HyperWorks X

17:00 - 17:40
17:40 -

LS산전 류재섭 수석
Altair Flux를 이용한 초
고압 전력기기의 온도상
승 예측

경품 추첨 및 만찬

LG디스플레이 박준영 책임
PCB 설계자 관점의 설계 검
증 자동화 구축 사례

폴리오그 이상선 상무
Smart Factory를 위한 회로
관리시스템

Altair Technology Conference
VENUE & SOUVENIR

6F
STUDIO 1
Pre/Post/Automation Processors

STUDIO 5
CFD Solutions

STUDIO 2
Structural Solutions

STUDIO 7
SimSolid

STUDIO 3
Structural Optimization

STUDIO 8
EM High Frequency

STUDIO 4
Impact Solutions

STUDIO 9
EM Low Frequency

STUDIO 4

Park
ballroom 1

STUDIO 5
STUDIO 7
STUDIO 3

Park
ballroom 2

5층 체험존에서는 HyperWork X, Inspire,
SimSolid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존

Park
ballroom 3

STUDIO 2

Reception
STUDIO 1

5F
STUDIO 8

Park ballroom 1
Inspire
Park ballroom 2
Manufacturing Solutions

STUDIO 9

Park ballroom 3
EDA Solutions
체험존

Altair Technology Conference에서
준비한 특별한 경품도 놓치지 마세요!

사전 등록 후 행사에 참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선충전 거치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최신 노트북, 핸드폰, 로봇청소기, 미니 공기청정기 등 더욱 업그레이드 된 경품을 준
비했습니다. Altair Technology Conference 2019에 참석하시어 최신 기술 트렌드와
함께 경품 당첨의 행운도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