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및 문의처
▶ 사전등록
※ 제한된 좌석으로 인하여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8년 3월 30일(금) 까지
•등록방법 : 사전등록비 송금 후 학회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iees.or.kr)
•계좌번호 : 기업은행 208-017491-01-181
(예금주: 한국전자파학회)
※ 카드결제 가능 : 홈
 페이지 로그인 후 카드결제 또는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 비고란에 ‘현장카드결제’라고
기재 후 현장에서 사전등록비 카드결제
※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행사 개최 후 전자계산서로 발행되어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및 현금 시에만 발급 가능)

4차산업혁명시대의
커넥티드카 전파정책 및 기술
워크숍

행사장 안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www.kiees.or.kr

4차산업혁명시대의
커넥티드카 전파정책 및 기술

워크숍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커넥티드카 전파정책 및 기술, 인프라 및 표준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 당일등록
•2018년 4월 6일(금) 9:00~ (여분 좌석에 한함)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 등록비
•사전등록 : 일반 18만원 / 학생 13만원
•당일등록 : 일반 21만원 / 학생 15만원
※ 프로시딩 및 중식제공

▶ 문의처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이유진 사원
TEL : 02-337-9666(#2) FAX : 02-6390-7550
E-mail : youzhen@kiees.or.kr
•숭실대학교 이원철 교수
TEL : 02-820-0907
E-mail : wlee@ssu.ac.kr

▶ 2018 한국전자파학회 사업2위원회 위원
위원장 : 이원철 교수 (숭실대)
위원 : 김대중 (TTA), 박성원 (RRA), 변우진 (ETRI),
이승훈, 이상윤 (이상 KCA), 윤기창 (RRA), 안준오 (IFRE),
유흥렬 (KT), 이일규 (공주대), 윤현구 (명지전문대),
조민영, 정영팔 (이상 MSIT), 정찬형 (RAPA), 조병록 (순천대),
최주평 (숭실대)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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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주차이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일자 : 2018년 4월 6일(금)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주최 : 한국전자파학회, 국립전파연구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커넥티드카 전파정책 및 기술
워크숍

초대의 말씀
오늘날의 전파기반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산업사회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인간
전파기반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IoT, 인공지능, 드론 등
이용형태를 가지는 사물중심의 융합형 전파 서비스 시대로의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혁신적
중심의
다양한
전환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ICT 분야의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하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층 진화된 전파통신 기반 서비스 창출을 위해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전파정책 및 관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양한 감지센서 기술 이외에도 고신뢰
저지연의 무선통신 기술까지 접목함으로써 도로 위를 달리는 융합형 ICT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자동차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교통 혼잡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V2X(Vehicle to Everything)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도입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V2X 시장은 2025년까지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신차에 대해 V2V(Vehicle to Vehicle) 통신장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를 토대로
주요 도로에 대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C-ITS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PROGRAM
시 간
09:30

좌장/발표자 (소속기관)

10:00

Session I

등록

4차산업혁명과 신산업 전파정책

좌장: 이일규 교수 (공주대)

10:00

10:40

新산업 · 생활 전파정책

조민영 사무관 (과기정통부)

10:40

11:20

C-ITS 정책

김창기 사무관 (국토부)

11:20

11:30

11:30

11:45

11:45

Coffee Break
개회식

사회: 이원철 교수 (숭실대)

인사말 (한국전자파학회장)

이범선 교수 (경희대)

축사 (전파정책국 국장)

류제명 국장 (과기정통부)

13:00

Session II

Lunch

커넥티드카 전파기반 및 인프라

좌장: 김대중 단장 (TTA)

13:00

13:30

커넥티드카 기술기준 (주파수와 전파통신)

윤기창 연구사 (RRA)

13:30

14:00

C-ITS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이창준 팀장 (한국도로공사)

커넥티드카 V2X 통신기술개발 현황

오현서 박사 (ETRI)

14:00

14:30

본 4차산업혁명시대의 커넥티드카 전파정책 및 기술 워크숍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발표자로 모시고 V2V, V2I, V2N, V2P 등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V2X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 및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표준분야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4:30

14:45

14:45

아무쪼록 본 워크숍을 통하여 국내외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최신 전파정책
및 기술, 인프라 구축, 표준개발 동향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산학연관
관계자들 간의 정보교류 및 유익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성공적인 미래 전파통신 정책 및 기술 확보에 굳건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이 범 선 교수 (경희대)
한국전자파학회 사업부회장 민 경 식 교수 (한국해양대)
한국전자파학회 사업2위원회 위원장 이 원 철 교수 (숭실대)

내용 / 제목

Session III

Coffee break

커넥티드카 표준 및 산업 동향

좌장: 김경미 과장 (RRA)

15:15

WAVE 통신 규격 및 개발

임기택 센터장 (KETI)

15:15

15:45

C-V2X 표준 동향

서한별 수석 (LG전자)

15:45

16:15

WAVE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및 인증

김경환 부장 (ITS KOREA)

16:15

16:45

5G와 자율주행 기술

김영락 Lab장 (SKT)

16:45

17:00

Panel Session
17:00

18:00

Coffee Break

커넥티드카를 위한 바람직한 전파정책

사회: 김 남 교수 (충북대)

패널 위원 : 김주한 상무 (퀄컴), 문영준 교통기술연구소장 (한국교통연구원). 박동주 팀장 (에릭슨엘지),
오현서 박사 (ETRI), 이종식 상무 (KT), 임기택 센터장 (KETI), 조재원 수석 (삼성전자, 5GAA),
최승욱 대표 (라닉스)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