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

강의 일정 소개
강의

강사

일정

Dynamic Simulation

여경철
/ 前Aspen

6/18(금)09:30~17:30
6/25(금)09:30~17:30
7/2(금) 09:30~16:30

교육 기간

2021년 6월 18일 ~ 8월 27일

선진 공정 안전 관리 기술

이형섭
/ 명지대 외

6/28(월) ~ 30(수)
09:30 ~ 16:30

진행 방법

온라인 실시간 강의(Webex)

Advanced Risk Management

이승엽
/ 삼성엔지니어링

7/7(수)~9(금)
09:00~16:00

교육 대상

스마트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 대학원생
및 참여기업 재직자

Modular Execution and
Design

Cathy Parina
/ Dycats

7/13(화)~15(목)
09:00 ~ 16:00

접수 방법

www.edrc.or.kr–메인 배너 클릭–신청하기(클릭)
(등록 후 Webex 링크 개별통보)

BIM

Calvin Kam
/ bimSCORE

8/17(화)~20(금)
09:00 ~ 15:00

정

원

강의 당 80명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with ANSYS Fluent

김종현, 김은선
/ 플로윈테크

8/25(수)~27(금)
09:00~18:00

문

의

edrcsnu@snu.ac.kr / 02)880-4148

*정원:40명

과목 소개
Dynamic Simulation
강

사

강의일정

선진 공정 안전관리 기술

여경철 / 前Aspen

강

6/18(금) 09:30 ~ 17:30
6/25(금) 09:30 ~ 17:30
7/2(금) 09:30 ~ 16:30

강의일정

강의내용

사

이형섭 / 명지대 , 류정현 / 슈나이더, 박진형 / 요코가와전기
6/28(월) ~ 6/30(수) 09:30 ~ 16:30

강의내용
•

PSM 과거, 현재 및 미래

• Dynamic Simulation Introduction(간단한 활용 개념 이해)

•

위험성 평가 기반 공정 안전

• Simple Dynamic Simulation Modeling 방법 이해

•

IEC60079-10-1(3ed)폭발위험장소 구분 기술

• Basic Control Theory 이해

•

LOPA & SIL 이론과 적용

• Pressure-Flow 관계 설명

•

공정사고조사 이론과 적용

• Column Dynamic Simulation 이해와 실습

•

PSM 이행 상태 평가 사례

• PSV Load Calculation 실습
• Centrifugal Compressor Dynamic Simulation 실습
• Dynamic Simulation Tips & Tricks

과목 소개
Modular Execution and Design

Advanced Risk Management
강

사

강의일정

이승엽 / 삼성엔지니어링

강

7/7(수) ~ 7/9(금) 09:00 ~ 16:00

강의일정

강의내용

사

Cathy Parina / Dycat Solutions
7/13(화) ~ 7/15(목) 09:00 ~ 16:00

강의내용

영국 옥스퍼드대학원에서 Project Management 전공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Risk Management 위주로 강의 예정

• Dycat은 Cost, Labour Risk를 줄이고 Project Schedule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사

• 특히 Dycat의 대표인 Fred Haney는 미국 모듈 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Flour의 모듈전문가로 활동

• 프로젝트업과 타 산업의 차이점을 통한 프로젝트업 이해
• 기존 프로젝트매니지먼트의 한계점과 일반 매니지먼트 기법 활용의
한계점 이해
• 최신 리스트매니지먼트 트렌드
• 노벨 경제학 이론인 행동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리스크 관리 기법
이해 / 적용
• 리스크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지식 습득 및 활용
• Regression analysis 및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의 활용성 및
한계(실무 사례 위주)
• Case study: 실제 사례 중심

• Overview Modular fabricability requirements
• Overview of Advanced Work Packaging, Path of Construction and
Module sequencing
• Modular construction differences compared to traditional stick-built
executions
• Overview of modular constructability requirements
• Overview of modular pre-commissioning and CS&U requirements

과목 소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with ANSYS Fluent

BIM
강

사

강의일정

Calvin Kam / bimSCORE

강

8/17(화) ~ 8/20(금) 09:00 ~ 15:00

강의일정

강의내용

사

김종현, 김은선 / 플로윈테크
8/25(수) ~ 8/27(금) 09:00 ~ 18:00

강의내용

•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VDC) Framework

•

Integrated Project Delivery(IPD)

•

Level of Development(LOD)

•

Product Organization Process(POP) Matrix

• ANSYS Space Claim: 해석 대상의 형상 생성 및 CAD 처리 과정

•

bimSCORE Framework

• ANSYS Meshing: 해석 대상을 Fluent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을

•

Integrated Concurrent Engineering(ICE)

•

Collaboration Science

•

Integrated Collaboration / Metrics

•

Project Production Management(PPM)

•

Recognize the interoperability issues and advantages of BIM

•

Understand the Project information development cycle

•

Open BIM / GIS

•

Virtual Reality(VR) and Augmented Reality(AR)

•

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COBie)

•

BIM for Facility Management(FM)

CFD를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초급자를 대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형상생성부터 해석에 필요한 설정 및 해석 결과의 분석방법 등에 대한 기초교육

수행하기 위한 격자 생성
• ANSYS Fluent: CFD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Fluent를 이용하여
열유동해석을 하기 위한 setup 과정, solving, 후처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