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및 문의처

www.kiees.or.kr

행사장 안내

 사전등록

 한국과학기술회관

•등록기간: 2018년 3월 7일(수) 까지
•등록방법: 사전등록비 송금 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iees.or.kr)
•계좌번호: 기업은행 208-017491-04-098
(예금주: 한국전자파학회)
※ 학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가능(비회원 포함)
※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행사 개최 후 전자계산서로 발행되어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시에만 가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홈페이지: http://www.kofst.or.kr

2018 Workshop for Microwaves and Millimeter-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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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등록
•2018년 3월 9일 (금) 09:00~ (여분 좌석에 한함)
•등록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2018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워크숍
5G/mmWave 신기술

 등록비
구분
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당일등록

일반

20만원

25만원

학생

15만원

18만원

일반

25만원

28만원

학생

18만원

20만원

 문의처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박지영 주임
전화: 02-337-9666
팩스: 02-6390-7550
E-mail: kees@kiees.or.kr
•마이크로파연구회 이문규 위원장
E-mail: mqlee@uos.ac.kr

일시 2018년 3월 9일 (금)

 교통편 안내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간선버스 (파랑): 140, 144, 145, 146, 360,
400, 402, 470, 471, 730
•지선버스 (초록): 4312, 4417, 4420, 4421,
4422, 4424, 5412
•광역버스 (빨강): 1550, 9100, 9200, 9300, 9400,
9404, 9405, 9406, 9408, 9410,
9411, 9412, 9530, 9700
※ 주차료: 2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개별부담)
1일 주차권 15,000원 (개별부담)

주최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천문연구원
주관 한국전자파학회 마이크로파연구회
후원 

초대의 말씀

2018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워크숍 프로그램

주제: 5G/mmWave 신기술
시간

제목

Session I

5G 현황 및 주요 이슈

좌장/발표자(소속기관)
좌장: 이영수 부장 (KCA)

09:20 ~ 09:50

5G/Beyond 5G 주요 기술개발 동향

이재학 이동통신PM (IITP)

09:50 ~ 10:20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동향

임재우 연구사 (RRA)

10:20 ~ 10:50

5G 무선설비 적합인증 시험방법 동향

송훈근 책임 (KTL)

10:50 ~ 11:30

평창올림픽 5G Trial 및 5G 상용서비스 전망

이종식 상무 (KT)

개회식
11:30 ~ 11:45

사회: 준비위원장 장병준 교수 (국민대)

개회사: 마이크로파연구회 위원장 이문규 (서울시립대)
인사말: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이범선 (경희대)
축 사: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이형목

11:45 ~ 12:50
Session II

점심
5G R&D 및 전파기술

좌장: 손세일 PM (기가코리아사업단)

12:50 ~ 13:20

5G 이동통신의 현재: 밀리미터파 기반
5G조기 상용화 현안기술

김태중 부장 (ETRI)

13:20 ~ 13:50

밀리미터파 패턴/편파 Array 기반 적응빔포밍 기술

길계태 교수 (KAIST)

13:50 ~ 14:20

28 GHz 5G Transceiver IC 개발

황명운 상무 (FCI)

14:20 ~ 14:40

5G 상용화를 위한 밀리미터파 활용 방안

양기석 박사 (SKT)

14:40 ~ 15:20

5G 신호 측정 기술 동향

유광열 부장 (Keysight)

15:20 ~ 15:40
Session III

Coffee Break
mmW/THz 기술

좌장: 장원호 박사 (전자파기술원)

15:40 ~ 16:10

밀리미터파 MHN 이동무선 Backhaul 기술

김일규 실장 (ETRI)

16:10 ~ 16:40

W-band (75-110 GHz) MMIC 기술

김정현 교수 (한양대)

16:40 ~ 17:10

275-500 GHz profiled corrugated horn 개발

이정원 박사 (천문연)

17:10 ~ 17:40

THz 이미지 센서 기술

이홍권 이사 (아이오솔루션)

17:40 ~ 18:00

경품추첨,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