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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LAB

Computer-Aided Design Laboratory

김재정
Tel.

교수

02.2220.0447

Email jaykim@hanyang.ac.kr
경력
•1989

M.I.T 공학박사

•1989-1991

IBM T.J. Watson 연구소 연구원

•1991-1993 	한국 IBM 소프트웨어 연구소 연구원
•2002-2003 	미국 NIST 객원 연구원
•2003 	프랑스 Dassault System 객원 연구원

연구실
소개

Tel. 02.2220.0572
http://cadlab.hanyang.ac.kr
담당과목
•학 부 : 컴퓨터지원제도, 컴퓨터지원설계,
컴퓨터프로그래밍
•대학원 : 응용컴퓨터지원설계
연구관심분야
•상용 CAD/CAE 툴 환경내에서 설계자동화 모듈개발
•제조업을 위한 PLM 환경 구축 컨설팅
•인체 모델링 및 이의 응용
저서
•CATIA로 배우는 CAD/CAM (Pearson Education)
•엔지니어 인생에는 NG가 없다 (김영사)
•바보야, 이제는 이공계야 (더하기 BOOKS)
•제품개발론 (역서, 한올출판사)

보유장비
•CAD/CAE 연구 및 교육용 PC 60대 보유
•CATIA를 비롯한 각종 상용 CAD/CAE S/W 보유
연구실 특징
•CAD를 이용한 설계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경험축적
•CATIA 및 CAD/CAE 상용소프트웨어간의 데이터 번역 기술력 보유
•인체의 근골격 모델 구축 및 의공학에 응용 기술력 보유
주요 연구 논문
•Function-based morphing methodology for parameterizing patient-specific models
of human proximal femurs, Computer-Aided Design,2014
•HelSweeper: Screw-sweeps of canal surfaces, Computer-Aided Design, 2012
•A sharable format for multidisciplinary finite element analysis data, Computer-Aided
Design, 2012
•Computing and visualizing frame-interpolating 3D motion, Computer-Aided Design, 2007
주요 특허
•인체 자세 예측을 위한 다목적 최적화 기반의 방법
•개방형근위경골절골술의 3차원 수술계획을 위한 절골 해석 기법
•3차원 전신 스캔 모델 기반의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인체형상의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법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자동화 설계지원 시스템 개발
- 자동변속차량용 토크컨버터의 설계 자동화 및 최적설계 모듈 개발
- 잠수함 전용 설계형상 검증 모듈 개발
- 운전자의 시야확보 자동 검증을 위한 설계 모듈 개발
- 지식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설계시스템 및 설계 자동화 연구
•CATIA 및 다양한 CAD/CAE 상용소프트웨어간의 데이터 번역
- Multi-CAD 환경을 위한 CATIA to JT 번역기 및 CAE 시스템 간에 데이터 호환을
위한 경량포멧의 변역기 개발
- BIM 설계 지원을 위한 LATSRevit 시스템 개발
•인체모델링 기법 연구
- 다분야 다목적 인체 모델 생성
- 대한민국 병사 신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조기업을 위한 최적의 IT 환경 연구
- CAD 기술의 효율적인 현업활용에 관한 분석 및 진단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엔지니어링 IT 환경 컨설팅
주요 프로젝트 수행기업/기관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한국파워트레인, ADD, 지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