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C KOREA 2018 ▒▒
한국전자파학회 EMC기술연구회에서는 20주년을 맞이하는 “EMC KOREA 2018”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
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2018년 7월 19일 (목) 09:00 ~ 18:00
▒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9:00 ~
09:30

등록

사회: 안승영 교수 (KAIST)
09:30 ~ 개회사: 권종화 박사 (EMC기술연구회 위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40 인사말: 이범선 교수 (한국전자파학회 학회장, 경희대학교)
축 사: 유대선 원장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09:40 ~
한국전자파학회 EMCIS 장학금 수여 및 EMC 감사패 시상
10:00
EMC기술연구회 활동보고 및 20주년 기념 행사
10:00 ~
10:30
권종화 박사 (EMC기술연구회 위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청 강연 (Invited Speech)
10:30 ~ EMP 위협과 EMC인의 접근
11:10
11:10 ~ EMC/SI/PI 소프트웨어 기술의 변화
11:50
11:50 ~
13:00

좌장: 박현호 교수 (수원대학교)
정연춘 교수 (서경대학교)
함대호 이사 (폴리오그)

점심 (Lunch)

Technical Session I
Technical Session II
Tutorial Session I
Tutorial Session II
CE/Mobile System
Automotive/Industrial
EMC 기본이론
SI/PI 기본이론
좌장
박용배 교수(아주대)
유승렬 본부장(KATECH) 홍익표교수(공주대)
한기진교수(동국대)
전자제품의 EMC 설계,
전자파 노이즈를 고려한 무선전력
13:00 ~
측정분석 기술 변화와 전망 전송 시스템 설계 주요 변수
13:40
Shielding
박학병 수석(삼성전자)
김종훈 박사(이엠씨닥터스)
Power Integrity:
(전자기 차폐의 원리
Evolution of mm-Wave
Automotive EMC 대책사례
원리부터 대책까지
13:40 ~
및 응용)
& 5G Frontends
14:20
홍원빈 교수(포항공대)
김창균 수석(모아소프트)
송익환 교수
박현호 교수
(광운대학교)
LDO 전자파 내성을 높이는 근거리장 프로브 개발 동향
(수원대학교)
14:20 ~
설계 방법
및 프로브 설계/평가 방법
15:00
김소영 교수(성균관대)
홍석진 박사(이앤알)
15:00 ~
휴식 (Coffee Break)
15:30
좌장
강태원 책임(KRISS)
이희훈 책임(현대자동차) 유태훈교수(동양미래대) 김진국교수(UNIST)
SI Analysis of Flat Coaxial
V2x 통신기술과 EMC 평가
15:30 ~
Cable Structures for 5G
기술
16:10
Filtering
배범희 책임(삼성전자)
이혁 팀장(KATECH)
Signal Integrity:
(전도성 장해 대책과
EMC를 고려한 Advanced
전기자동차 전자파 시험
원리부터 대책까지
16:10 ~
Filtering)
Smart Watch Design
평가 방법 및 대책 동향
16:50
윤현수 팀장(CST Korea)
송태승 센터장(KTL)
김지성 교수
박병권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칩-패키지-시스템 다중
자율주행자동차 전자파
(대림대학교)
16:50 ~
물리 해석
환경에 대한 고려사항
17:30
김윤호 이사(ANSYS Korea)
성태진 부장(유라코퍼레이션)

▒ 등록 안내
1. 사전 등록
 기 간: 2018년 7월 17일(화)까지
 방 법: 학회 계좌로 사전등록비를 입금하신 후 학회 홈페이지(www.kiees.or.kr)에서 등록 신청
(성명, 소속, 연락처, 입금 내역)
 계좌번호: 208-017491-01-198 기업은행 (예금주: 한국전자파학회)
※ 카드결제: 학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가능 (비회원 포함)
※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행사 개최 후 전자계산서로 발행되어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시에만 가능)

2. 현장 등록
 2018년 7월 19일(금) 09:00 ~ 18: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B1
※ 당일 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비


사전 등록: 일반회원 180,000원 / 학생 120,000원



현장 등록: 일반회원 200,000원 / 학생 150,000원

※ 경품은 Workshop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박지영 주임
Tel: 02-337-9666, 내선#3

Fax: 02-6390-7550, e-mail: kees@kiees.or.kr

＊ EMC기술연구회 위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종화 박사
Tel: 042-860-6742, e-mail: jhkwon_11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