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일정
좌장 : 최인식 교수(한남대)
14:50 - 15:05 “실측 데이터를 이용한 소형 무인기의 미세 도플러
성분 분석”

등록 안내
▣
-

등록비
일반 : 5만원
학생 : 2만원
등록비에는 자료집과 식사가 포함됩니다.

··········· 강기봉, 선선구, 조병래, 이정수, 최인오,
김경태 (포항공대, 국방과학연구소)
15:05 - 15:20 “무인비행체의 미세운동주기 추출 연구”
··········· 최인오, 강기봉, 이정수, 조병래, 선선구,
김경태 (포항공대, 국방과학연구소)

▣ 문의처
- 한밭대학교 전자·제어공학과 김주성 교수
전화 : 042) 821-1133 / 010-5911-8097
이메일 : jusungkim@hanbat.ac.kr

전파 및 광파기술
학술대회

15:20 - 15:35 “다수 모바일과 통신하는 억세스 포인트에서의 전송
성능 향상 기술”

행사장 안내

··········································· 정혁구 (한밭대)
15:35 - 15:50 “복합 데이터 블록의 수신기 성능 향상 기술”
··········································· 정혁구 (한밭대)

▣ 찾아오는 길

15:50 - 16:05 “위성 합성개구레이더용 7-비트 위상천이기와 7-비트 감쇠기를
포함한 Ku-대역 MMIC 다기능 집적회로”
················ 정진철, 염인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05 - 16:25 휴 식

좌장 : 공선우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일 시 : 2017. 11. 3(금) 10:20~17:30

16:25 - 16:40 “사물인터넷 홈 서버를 위한 데이터 동기화에

▣ 장 소 : 한밭대학교 S1동 107호

관한 연구”

(세션 장소: N3동 501/509호)

······················· 이병훈, 이창석 (테크앤, 한밭대)
16:40 - 16:55 “ACK 마크를 이용한 멀티캐스팅 무선통신 시스템”
···················· 박검재, 이창석 (테크앤, 한밭대)
16:55 - 17:10 “5G 이동통신시스템용 도파관 대역통과여파기 소형화”
············ 김낙훈, 백건우, 서정훈, 홍성용 (충남대)

주 최 : 한국전자파학회
주 관 : 한국전자파학회 충청지부,한밭대학교
협 찬 : 에이스전자기술, 맥스웨이브, 로스윈,
빛과전자, 도형IM

▶ 유성 IC
유성 톨게이트 나와 좌회전→삼거리 우회전→계속 직진→현충원역→계
속 직진(자동차로 약 4~5분)→좌회전(한밭대학교 이정표 보임)→한밭대
학교 → S1동 107호
간선번스 : 102, 103, 104

10:20 - 10:40 등 록
10:40 - 11:00 개회식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파의 이용이 방송․통신은 물론 국
민의 일상생활, 교통, 의료, 농업, 그린 IT, 오락 및 국방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화에 따라 방송․통신 등
전파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군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파관련 기술은 융합화, 고속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의 경쟁
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자파학회

충청지부에서

행사 일정

행사 일정

초대의 말씀

사회 : 김주성 교수(한밭대)
국민의례
개 회 사 한국전자파학회 충청지부장
류근관 교수(한밭대)
격 려 사 한국전자파학회장
서철헌 교수(숭실대)
축
사 한밭대학교 정보기술대학장
박현주 교수(한밭대)

▣ 초청강연
11:00-11::40 “지능형자동차를 위한 레이더 기술”
·········· 현유진 박사 (DGIST,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11:40-12:00 정기총회
12:00-13:15 중
식
개최하는

2017년 추계 전파 및 광파기술 학술대회는 전파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서는 전파전파 및 안테나, 초고주파 회로 및 시스템 분야의 논
문들이 발표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서로의 학문적 관심사를 교환하고 토론함으
로서, 더 큰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유익한 만남이 되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
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과 후원

▣ Session Ⅰ 회로 및 시스템 분야(N3동 509호)
좌장 : 정영배 교수(한밭대)
13:15 - 13:30 “저항 압축회로(RCN)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박종권 (한밭대)
13:30 - 13:45 “초소형 루프 안테나의 펄스 특성에 관한 연구”
··········································· 박종권 (한밭대)
13:45 - 14:00 “30W급 무선전력전송에서 공진기 구조에 의한
효율분석”
김승남, 권기영, 조현묵, 이일규, 정용준 (공주대)
14:00 - 14:15 “28 GHz CMOS SPDT 스위치 설계”
······· 장승현, 공선우, 이희동, 박지훈, 김광선,
김명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15 - 14:30 “다층기판을 이용한 이중편파 배열안테나 설계”
······· 곽창수, 이홍열, 이현철, 염인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30 - 14:50 휴 식

및 협찬기관에게 감사드립니다.
.

좌장 : 한정환 교수(충남대)
2017. 11. 3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서 철 헌
한국전자파학회 충청지부장 류 근 관

14:50 - 15:05 “CMOS 0.18um 공정을 이용한 Sub-GHz
전력증폭기 설계”
··· 최한웅, 이경혁, 송재혁, 김상효, 이재은, 임정택,
김철영 (충남대)
15:05 - 15:20 “이동기지국용 Triplexer 설계 및 제작”
··· 심국보, 이용준, 서정훈, 홍성용 (충남대)
15:20 - 15:35 “거리영상센서를 위한 수신단 Front-end ROIC Array
설계”
············ 이재은, 임정택, 이경혁, 최한웅, 송재혁,
김상효, 김철영 (충남대)
15:35 - 15:50 “CMOS 65 nm 공정을 이용한 Ka 대역 SPDT 스위치
설계”
··········· 이경혁, 이재은, 임정택, 최한웅, 송재혁,
김상효, 김철영 (충남대)

15:50 - 16:05 “CMOS 0.18um 공정을 이용한 다이오드 연결
MOSFET을 사용한 고차 전압 체배기 설계”
·········· 송재혁, 이재은, 임정택, 최한웅, 이경혁,
김상효, 김철영 (충남대)

16:05 - 16:25 휴 식

좌장 : 조한신 교수(한밭대)
16:25 - 16:40 “이동무선백홀에 의한 고정서비스 간섭 영향”
·········· 송재용, 박연규, 기장근, 이일규, 민경일
(공주대, 유원대)
16:40 - 16:55 “유전 알고리듬과 확률적 알고리듬을 통한 위상 테이
퍼만 적용된 광역 송신빔 구현”
········· 이현석, 정명수, 김찬홍, 신진우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16:55 - 17:10 “차세대 IMT와 고정위성서비스간의 공유 가능성을 검
증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조연기, 김현기, 김주성, 조한신 (한밭대)
17:10 - 17:25 “공공용 무선측위서비스 주파수 적정성 분석 시스템
모델링”
··· 박성균, 강민수 (공주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Session Ⅱ 레이더 및 기타 분야(N3동 501호)
좌장 : 김주성 교수(한밭대)
13:15 – 13:30 “능동위상배열 다기능레이더의 수신신호 모의를 위한
모의신호생성기 HW 설계 및 제작”
······ 김국현, 양은호, 유경주, 이광철, 김관성, 이희영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13:30 - 13:45 “다기능레이더용 모의 신호 생성을 위한 제어모듈 설
계 및 제작”
······ 이경민, 유경주, 이광철, 김관성, 이희영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13:45 - 14:00 “다기능레이더용 디지털수신기 설계”
····· 김도훈, 박준영, 이희민, 한일탁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14:00 - 14:15 “초기 시간 특성 벡터와 Prony 기법으로 추출한 공진
주파수 융합을 이용한 레이다 표적 구분”
······· 이승재, 김인하, 이준호, 최인식
(엠티지, 한남대, 세종대)
14:15 - 14:30 “오일러 회전 행렬을 이용한 미세거동 표적의 동적
RCS 계산”
······· 최영재, 정종성, 권혁준, 최인식 (한남대)

14:30 - 14:50 휴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