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eA User Meeting 2018
안녕하십니까?
귀 사(원, 교)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경원이앤씨는 2018 년 02 월 27~28 일 (화, 수)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MedeA User

Meeting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본 MedeA User Meeting 은 금번에 새로 업데이트 된 MedeA 2.22 version 및 최신
VASP, LAMMPS 의 기능 등을 소개하는 자리이며, 관련된 교육실습을 통하여 MedeA 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Materials Design 社 의 엔지니어인 Rene
Windiks 박사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행 사 명 :

MedeA User Meeting 2018

 개최일자 : 2018 년 02 월 27 일 (화) 09:30 ~ 17:30
2018 년 02 월 28 일 (수) 09:30 ~ 17:30
 개최장소 : 분당 JS 호텔 (서현역 도보 5 분, 롯데마트 앞)
 참 가 비 (VAT 포함) – www.kwenc.kr 사전 등록 기준 (2/14 마감)
현장 등록

:

250,000 원

일반 사전 등록

:

200,000 원

MedeA User
-

계약 유지 고객

:

50,000 원 (75% 할인)

-

사용 그룹 소속

:

100,000 원 (50% 할인)

 실습장비 대여료

:

50,000 원

 참가자 제공사항 : 교재, 요청 시 30 일 Trial 제공
중식 제공
 숙박비 (추천위치 참고사항)
분당 JS 호텔

:

130,000 원 (조식 포함, 예약 대행)

모텔 (서현역 인근)

:

약 60,000 원

㈜경원이앤씨 전화: 031-737-2987, 팩스 031-737-2986



MedeA User Meeting 2018

1. 일 정 (순서는 강사 재량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Time

February 27

09:30 ~ 10:30

Registration

10:30 ~ 10:50

WHY MedeA?

11:00 ~ 12:30

MedeA 2.22v New Features

12:30 ~ 14:00

Lunch

14:10 ~ 15:30

MedeA Basic Training

15:40 ~ 16:00

Q&A

16:10 ~ 17:30

MedeA-VASP Training
February 28

09:30 ~ 12:30

MedeA-LAMMPS Training

12:30 ~ 14:00

Lunch

14:10 ~ 17:00

Introduction of MedeA core modules

17:10 ~ 17:30

Q&A

2. 강 사

Dr. René Windiks
Biography:
Rene Windiks is Senior Scientist and Battery Industry Lead at
Materials Design Inc. His responsibility at Materials Design is to scientifically
support

major

commercial

customers

with

activities

in

electronics,

metallurgy, and chemistry. Prior to his appointment at Materials Design he
worked at the Paul Scherrer Institute which has one of the major battery
research laboratories in Europe.

With a background in chemistry and

physics he has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in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He acquired his PhD in physical chemistry from the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in 2000.

㈜경원이앤씨 전화: 031-737-2987, 팩스 031-737-2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