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순환기의공학회 동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시간/구분
08:30-09:00
SessionⅠ

09:00-09:15

09:15-09:30

09:30-09:45

09:45-10:00

10:00-10:15

일 정
등록 및 개회식

의료정보 / 계측
(좌장: 팽동국, 제주대 / 심은보, 강원대)
Electronic Cigarette's Aerosols Flow and Deposition Through the Lungs
(엘하라비 함자, 연세대)
정량적 CT 영상 변수 기반 천식 발작 중 나타나는 기능적인 변화
(박준우, 경북대)
전기기계 심장 모델을 이용한 심장 재 동기화 요법의 환자별 시물레이션
(박민철, 강원대)
Computational Study of Arrhythmic Drugs Toxic Level with Electrophysiology Model
(아울리아, 금오공대)
Effects of fibrous cap thickness on mechanical stress and flow charcteristics
(최우락, 포항공대)

10:15-10:25
Session Ⅱ

( 장소 : 히포크라테스홀 )

휴 식

Machine / Deep Learning
(좌장: 유동현, 포항공대 / 이상욱, 울산대)
Lattice Boltzmann Method(LBM)을 이용한 Fractional Flow Reserve(FFR) 측정에서의 형상 후처리 과정 자동화

10:25-10:40
(김준홍, 연세대)
10:40-10:55

10:55-11:10

11:10-11:25

11:25-11:40

11:40-13:00

2-Step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심혈관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
(김영우, 연세대)
Prediction of mechanical performance from various electrical instability parameters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정다운, 금오공대)
Deep learning-based boundary detection and compensation technique for the accurate measurement of near-wall flow
and fluid-structure interaction in the carotid artery
(박준홍, 포항공대)
Computational analysis of airflow dynamics for predicting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Advanced machine
learning
(류수지, 연세대)
점심식사(히포크라테스홀) 및 이사회(슈바이쳐홀)

특별강연 및 초청강연1 (좌장: 이병권, 연세대의대 / 이상형, 서울대의대)
13:00-13:30

13:30-14:00

Studies of clinical hemorheology and beyond the boundary
(신세현, 고려대)
Personalized Computational Evaluation of Mitral Valve Dynamics and Virtual Mitral Valve Repair
(김형건, 성균관대)

14:00-14:10
Session Ⅲ

14:10-14:25

14:25-14:40

14:40-14:55

14:55-15:10

휴 식

혈류역학 / 혈유변학
(좌장: 이계한, 명지대 / 이준상, 연세대)
Primary closure technique is not inferior to patch closure in carotid endarterectomy
(김동익, 성균관의대)
경동맥 협착 수술 환자 모델에 대한 혈류 시뮬레이션 분석
(강태학, 중앙대)
혈관 내치료 스텐트그라프트 배치에 따른 유동특성 변화
(파미다아쉬라프, 경북대)
박동 흐름에서 탄성 튜브 운동에 의한 속도 장의 공간 변화에 따른 적혈구 응집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이청아, 제주대)

15:10-15:25

Computational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yocardial fibrosis types and density on ventricular pumping
performance
(아브르하 아베베 테클레, 금오공대)

15:25-15:35

휴 식

초청강연2 (좌장: 신세현, 고려대 / 송시몬, 한양대)
15:35-16:05

16:05-16:35
16:35-17:35

Hemodynamic research of 4D Flow MRI: Experience from a radiologist’s point of view
(양동현, 아산병원)
Hemodynamic research of 4D Flow MRI: Experience from an engineer’s point of view
(하호진, 강원대)
정기총회 및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