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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 행사장 안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하여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선착순 마감)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등록기간 : 2018년 3월 21일 (수)까지
•등록방법 : 사전등록비 송금 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iees.or.kr)

제10회
전자파측정기술 워크숍
The 10th Electromagnetic Measurement
Technology Workshop

5G 구현을 위한 기반 RF 측정기술

•계좌번호 : 기업은행 208-017491-04-059
(예금주 : 한국전자파학회)
※ 카드결제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제가능 (비회원포함)
※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행사 개최 후 전자계산서로 발행되어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만 가능)

2018년 3월 22일 (목)~23일 (금)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일자

주최 한국전자파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당일등록
•2018년 3월 23일(금) 09:20 ~ (여분 좌석에 한함)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 등록비
•사전등록 : 일반 15만원 / 학생 10만원
•현장등록 : 일반 18만원 / 학생 12만원

⊙ 문의처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박지영 주임
TEL : 02-337-9666, 02-332-9665
FAX : 02-6390-7550
E-mail : kees@kiees.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기표준센터 강진섭 박사
TEL : 042-868-5173
E-mail : jinskang@kriss.re.kr

⊙ 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공원방면에서 도보로 약 5분 소요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하차시, 도보로 약 20분 소요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하차시, 도보로 약 1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순복음교회
간선 263, 363, 461, 753
지선 5534, 5615, 5618, 5633, 7513, 6623, 6633, 7613
광역 9409
좌석 1002, 1008, 5601, 7007-1
•여의도환승센터
간선 160, 162, 260, 261, 360, 363, 461, 600, 661
지선 5012, 5615, 5618, 5623, 6513, 6623, 6630, 6633
좌석 301, 320, 631, 5601
•국회의사당
간선 263, 363, 461
지선 5615, 5618, 5711, 6623, 6633
좌석 1002, 1008
※ 주차요금 안내 : 10분 1,000원 / 종일권 (할인적용) 20,000원 (개별부담)
※ 주차가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주관 한국전자파학회 전자파측정기술연구회
후원 담스테크,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안리쓰, 창우통상,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협찬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고어코리아, 교정기술원,
에이엠테크놀로지스, 제이윌테크놀로지

PROGRAM

초대의 말씀

제10회 전자파측정기술 워크숍
The 10th Electromagnetic Measurement Technology Workshop

3월 22일 (목)

“Passion. Connected.”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세계는 5G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5G 공통규격이 완성되고,

시간
16:00~18:00

내용/제목

좌장/발표자 (소속기관)

산학연간담회 (한국전자파학회 회의실)

한국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 시범 서비스(6 GHz 이상에서의
5G 서비스)를 디딤돌로 삼고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거쳐 2019년 5G

3월 23일 (금)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본의 2020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신세대

시간

스마트 시티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것이며, 5G는 이러한 능력을 실현하는

09:20~09:40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5G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각자 세계 미래 통신시장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5G 통신에 이용될 주파수 지정은 2019년 ITU-R WRC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09:40~09:50

주도권 다툼의 일회전 결과 또한 흥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5G 통신의 주파수가 어떻게 정해지든 중요한 기반기술은 대용량,

내용/제목

좌장/발표자 (소속기관)

등록
개회사 (연구회위원장)
인사말 (한국전자파학회장)
축 사 (국립전파연구원장)

사회: 강진섭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정환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범선 교수 (경희대학교)
유대선 원장 (국립전파연구원)

광대역, 초고속 data 송수신 기술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Session I

RF측정 주요 계측 이론

한기진 교수 (동국대학교)

측정수요에 필요한 RF 측정기술의 기반에는 벡터 회로망 분석기, 스펙트럼

09:50~10:40

벡터회로망분석기의 동작원리 및 응용

정재영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분석기 및 오실로스코프가, 소자 및 부품 특성 측정, 통신 채널 특성 및 스펙트럼

10:40~11:20

스펙트럼분석기의 동작원리 및 응용

박영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 Signal Integrity/Power Integrity 등 관련하여 주파수 및 시간,

11:20~12:00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RF신호측정

조치현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modulation 영역에서의 정밀 측정에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10회 전자파측정기술워크숍에서는 ‘5G 구현을 위한 기반 RF

12:00~13:15

점심

측정기술‘이라는 주제로 전자파 정밀측정의 기반기술인 RF회로 설계 등에

Session II

5G 구현을 위한 RF 측정기술

이재욱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기본이 되는 전송선이론과 RF 측정에 사용되는 3대 계측기술인 회로망분석기,

13:15~13:45

5G 안테나 측정설비 구축

금홍식 박사 (한국전파진흥협회)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기본이론 및 최신 기술 등 RF측정

13:45~14:15

5GNR Overview and Measurement

조현호 차장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주요 계측 이론이 소개될 것입니다. 또한 5G 구현을 위한 RF 측정기술에서는

14:15~14:55

5G 단말기 측정의 이해

최용성 차장 (안리쓰)

5G 통신에 필수 불가결한 smart 안테나의 다양한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5G
안테나 측정설비 구축, 5G 단말기 관련 측정 및 5G NR(New Radio) 제품

14:55~15:15

Coffee Break

및 서비스를 내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18개 통신사가 6GHz

Session III

재료및 부품을 위한 RF 측정기술

민경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이하와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할 예정인 실시간 OTA(over-the-air) 모바일 5G

15:15~15:55

밀리미터파 대역의 콤퍼넌트 테스트 도전과제 및 측정 솔루션

금종환 부장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NR (시험서비스)에 대한 개관 및 측정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5:55~16:35

개방단말 동축선 프로브를 이용한 복소 유전율 측정

김세윤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세션에서는 이러한 5G 구현에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을 위한 RF 측정기술을 위한

16:35~16:55

도파관을 이용한 유전율 측정

구현지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55~17:35

EMP 시험규격 및 측정파라미터

장태헌 센터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35~17:55

전자파측정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발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산·학·연·군·관에서 보다 정밀/정확한 RF 분야 측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국내 저명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년 전부터 전자파측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전자파 관련 정밀측정기술의 산업체 파급효과를

17:55

높이기 위한 논문경진대회에 좋은 결과로 응모한 내용에 대한 조그마한 발표

워크숍 준비위원

자리도 있습니다. 모쪼록 국내 전자파 측정기술뿐 아니라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준비위원장 : 김정환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체, 연구소 그리고 학계 및 군·관의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요구됨으로 전자파측정 관련 여러분들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3일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이범선
제10회 전자파측정기술워크숍 준비위원장 겸 전자파측정기술연구회 위원장 김정환

논문경진대회시상/경품추첨/폐회식

•준 비 위 원 : 강진섭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구현지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금종환 부장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금홍식 박사 (한국전파진흥협회),
김성수 사장 (에이엠테크놀로지스), 김세윤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희수 센터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경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박영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준규 연구사 (국립전파연구원), 연승은 과장 (안리쓰), 이여진 부장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이재욱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이정학 부장 (안리쓰), 장태헌 센터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수진 사장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재영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치현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현호 차장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채윤경 박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용성 차장 (안리쓰), 최은미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최홍기 이사 (감마누), 한기진 교수 (동국대학교), 한현길 사장 (창우통상)
•자 문 위 원 : 구경헌 교수 (인천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