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및 문의처
▶ 사전등록
※ 제한된 좌석으로 인하여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8년 5월 30일(수) 까지
•등록방법 : 사전등록비 송금 후 학회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iees.or.kr)
•계좌번호 : 기업은행 208-017491-01-181
(예금주: 한국전자파학회)
※ 학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가능 (비회원 포함)
※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행사 개최 후 전자계산서로 발행되어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및 현금 시에만 발급 가능)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전파원천 신기술
워크숍
행사장 안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 당일등록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www.kiees.or.kr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전파원천 신기술

워크숍

무선통신/무선센싱/무선전력을 위한
3차원 전자장(파) 제어기술

•2018년 6월 1일(금) 09:00~ (여분 좌석에 한함)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 등록비
•사전등록 : 일반 20만원 / 학생 15만원
•당일등록 : 일반 25만원 / 학생 18만원

▶ 문의처

교통편 안내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이유진 사원
TEL : 02-337-9666(#2) FAX : 02-6390-7550
E-mail : youzhen@kiees.or.kr

 지하철 이용시

•서울시립대학교 이문규 교수
TEL : 02-6490-2337
E-mail : mqlee@uos.ac.kr

 버스 이용시

▶ 2018 한국전자파학회 사업1위원회 위원
위원장 : 이문규 (서울시립대)
준비위원 : 구현철 (건국대), 박성원 (국립전파연구원), 박영진 (KERI),
		 변우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문교 (성균관대),
		 신현철 (광운대), 안승영 (KAIST), 오순수 (조선대),
		 유종원 (KAIST), 이성호 (KETI), 조인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병준 (국민대), 최연식 (KETI), 최준호 (IITP),
		 하태웅 (한국전파진흥협회), 최종성 (KCA)
자문위원: 이원철 (숭실대), 조춘식 (한국항공대)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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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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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료 : 1일 주차권 제공 20,000원 (개별부담)

일자 : 2018년 6월 1일(금)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주최 : 한국전자파학회, 국립전파연구원
주관 : 한국전자파학회 사업1위원회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전파원천 신기술
워크숍

초대의 말씀
1909년 전파를 현대적 개념의 무선통신에 활용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굴리엘모 마르코니 이후 100여년 동안 전파기술은 방송·
통신, 센싱(레이다), 무선 에너지 전달을 중심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통신에서 그간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mmWave을 상업적으로 대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로 군에서
사용하던 레이다 기술도 손톱만한 정도의 칩에 핵심 기능을 담아서 제스처
인식이나 HCI 용도로 활용되고, 배터리 없는 저전력 IoT 디바이스에
전파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도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전파기술은 이제 매우 성숙한
기술로 초연결 사회의 ICT 핵심 인프라가 되었고, IoT, 자율차, 드론,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에서도 전파는 정보전송,
센싱, 에너지 전달의 수단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PROGRAM
시간

제목

좌장/발표자(소속기관)

Session I

3차원 전자파제어 신기술

좌장: 하태웅 팀장 (한국전파진흥협회)

09:30

10:00

밀리미터파 빔포밍 : 도전과 기회

장병준 교수 (국민대)

10:00

10:30

넓은 빔 제어를 위한 안테나 소자 및 네트워크 기술

유종원 교수 (KAIST)

10:30

11:00

THz-IR 파면제어 기술

박경현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회식

하지만, 이러한 전파기술의 성숙은 한편으로 미래 전파산업의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파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많은
회사들의 현재 어려움은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전파기술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00

11:40

11:40

12:00

이럴 때일수록 전파산업은 다시 기본(basic)으로 돌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파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앞장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차분히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전파
신기술 워크숍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직은
가시화 되고 있지 않지만, 원하는 방향과 위치에 전자장(파)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인 “3차원 전자장(파) 제어기술”은 10년 후에 분명 우리
전파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2:00

13:20

이번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전파원천 신기술 워크숍”에서는 전파의
통신, 센싱, 무선에너지 영역에서 연구하고 있는 혁신적인 전파제어
기술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발표로 살펴보고, 미래 전파기술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Session II

2018년 6월 1일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이 범 선 교수 (경희대)
한국전자파학회 사업부회장 민 경 식 교수 (한국해양대)
한국전자파학회 사업1위원회 위원장 이 문 규 교수 (서울시립대)

Keynote: 위상배열안테나 이론 및 응용

남상욱 교수 (서울대)

개회사: 이문규 사업1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
인사말: 이범선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경희대)
축 사: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점심

3차원 전자파제어 구현사례 및 측정기술

좌장: 변우진 그룹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20

13:50

CMOS/GaN 기반 빔포밍 집적회로 개발과 활용

심상훈 박사 (RF Core)

13:50

14:20

28 GHz 대역 빔포밍 MIMO 안테나 시스템

신현철 교수 (광운대)

14:20

14:50

77/79 GHz 대역 디지털 빔포밍 레이더

이재용 박사 (스마트레이더시스템)

14:50

15:20

mmWave 고효율 빔포밍 메타표면 기술

오정석 교수 (서울대)

15:20

15:40

빔포밍 안테나 측정기술 방안

임종혁 연구사 (국립전파연구원)

15:40

16:00

Session III
아무쪼록 본 워크숍을 통하여 학계, 연구소, 기업에서 연구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의 진화 방향을 살펴보시고 더불어 전문가들 간의
유기적 정보교류의 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서문교 교수 (성균관대)

Coffee Break

3차원 무선전력 전자장(파) 제어기술

좌장: 박영진 센터장 (한국전기연구원)

16:00

16:30

위상 제어기반 균일 자기장 형성 기술

조인귀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30

17:00

3차원 자기장을 이용한 의료용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 추진 기술

안승영 교수 (KAIST)

17:00

17:30

Retro-directive 기반 무선전력 전송 기술

양영구 교수 (성균관대)

17:30

18:00

시간역전 기반 전파제어 활용 무선전력전송 및 센싱

홍순기 교수 (숭실대)

18:00 ~

경품 추첨 및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