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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초대의 말씀

제6회 테라헤르츠 기술 워크숍

6 Terahertz Technology Workshop
th

6월 30일 금요일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은 전통적인 마이크로파나 광파 등의 인근
주파수 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개척 대역으로 남아 있는 미래
주파수 자원입니다. 최근 들어 이 대역이 제공하는 고유 주파수 특성을
활용하여 분광, 영상,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하고자

시간
08:30~09:20

제목/내용

좌장/발표자 (소속기관)

등록

오전 세션 1 : Pulse-based THz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좌장 : 전상근 교수 (고려대)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연구실

09:20~10:00

Ultrafast studies of correlated materials with terahertz pulses

김경완 교수 (충북대)

환경에서 벗어나 점차 실용적인 측면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10:00~10:40

Towards clinical cancer imaging using terahertz spectroscopy

손주혁 교수 (서울시립대)

10:40~11:20

Time variant metasurface as a frequency conversion platform

민범기 교수 (KAIST)

한국전자파학회는 이 대역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여 테라헤르츠 및
광파 연구회를 발족하여 관련 연구의 구심점을 마련하였으며, 이 노력의
일환으로서 2011 년 이래 테라헤르츠 기술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프닝 세션 (Opening Session)
11:20~11:40

개회사 : 이재성 한국전자파학회 테라헤르츠파 및 광파 연구회 위원장 (고려대)
인사말 : 서철헌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숭실대)
축 사 : 강철희 부회장 (한국전파진흥협회)

11:40~13:00

점심

오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국내외 테라헤르츠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인들에 대한 네트워킹의
공간을 제공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테라헤르츠 연구의 두 축인 광파 기반

오후 세션 1 : CW-based THz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사회 : 심동하 교수 (서울과기대)

좌장 : 서문교 교수 (성균관대)

13:00~13:40

Room temperature resonant-tunneling-diode THz sources for various applications

양경훈 교수 (KAIST)

13:40~14:20

Terahertz wireless communication: Review around the end of the first R&D phase

송호진 교수 (포항공대)

실용화 수준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산업 현장에서 진행 중인 관련 연구

14:20~15:00

Terahertz research activities with gyrotrons

한성태 박사 (전기연구원)

소개의 내용으로 세번째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15:00~15:30

전시관람 및 휴식

연구와 전자 기반 연구를 동시에 조명하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 내용을 첫
두 개의 세션에 나란히 구성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테라헤르츠 기술의

오후 세션 2 : THz activities in industry
알찬 내용으로 워크숍을 구성하였으므로 이제는 이에 상응하는

15:30~16:10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테라헤르츠 분야 최신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한 분야
종사자들과 만나 교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10~16:50
16:50~17:30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신 연사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협찬 기업 및 워크숍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준비위원님

17:30~17:45

반도체 제조 분야의 THz 적용
Latest developments on SiGe BiCMOS technologies with “More-than-Moore”
modules for mm-wave and THz applications
A compact low-power 183-GHz heterodyne receiver with low-noise amplifier
front end for Cubesats

좌장 : 김경록 교수 (UNIST)
김재홍 박사 (삼성전자)
Dr. Mehmet Kaynak (IHP, Germany)
Dr. Eric Bryerton (VDI, USA)

경품추첨 및 폐회식

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준비위원

기원합니다.

•준비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 이재성 (고려대) / 심동하 (서울과학기술대) / 최은미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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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서철헌
한국전자파학회 테라헤르츠파 및 광파 연구회 위원장 이재성

•준비위원 : 강진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철 (고등광기술연구소), 김경록 (울산과학기술원), 김근주 (한국전기연구원), 김문일 (고려대), 김장선 (팬옵틱스),
김재홍 (삼성전자), 김정일 (한국전기연구원), 문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익모 (아주대), 서문교 (성균관대), 손주혁 (서울시립대), 송호진 (포항공대),
오승재 (연세대), 원종효 (LIG넥스원), 유난이 (고등광기술연구소), 윤지녕 (삼성전자), 윤희성 (성원포밍), 이문교 (한화탈레스), 이상국 (한국과학기술원),
이승철 (리직스포트로닉스), 이정원 (한국천문연구원), 장재형 (광주과학기술원), 전상근 (고려대), 전태인 (한국해양대), 주홍 (레이져옵텍),
표유선 (국립전파연구원), 한해욱 (포항공대), 홍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 강광용 (팬옵틱스), 박건식 (서울대), 박동철 (충남대), 서철헌 (숭실대), 이진구 (동국대), 한석태 (한국천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