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문의처

오시는 길

■ 사전 등록

■ 약도

• 제한된 좌석으로 인하여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선착순 마감)
• 기 간 : 2018년 11월 16일 (금) 까지
• 방 법 : 사전등록비 송금 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iees.or.kr)
• 계좌번호 : 기업은행 208-017491-04-066
(예금주 : 한국전자파학회)
※카드결제 가능 : 학회 회원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 비회원은 학회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행사 개최 후 전자계산서
로 발행되어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
다. (현금 또는 계좌 이체시 발급 가능)

■ 당일 등록
• 2018 년 11월 20일 (화) 09:00~ (여분 좌석에 한함)
• 등록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로비

■ 등록비
• 사전등록 : 일반 15만원, 학생 5만원
• 당일등록 : 일반 18만원, 학생 7만원

■ 문의처
•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전화 : 02-337-9666, 02-332-9665
이메일 : kees@kiees.or.kr
홈페이지 : http://www.kiees.or.kr
• 군산대학교 강영흥 교수
전화 : 063-469-4693
이메일 : yhkang@kunsan.ac.kr

■ 지하철 이용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하차, 공원방면 도보 5분
•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하차, 도보 20분
•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하차, 도보 15분

■ 버스 이용
• 순복음교회 : 파랑(간선) 263, 363, 461, 753 / 초록
(지선) 5534, 5615, 5618, 5633, 5713, 6623, 7613 /
빨강(광역) 9409 / 좌석 1002. 1008, 5601, 7007-1
• 여의도 환승 센터 : 파랑(간선) 160, 162, 260, 360,
362, 363, 461, 600, 661/ 초록(지선) 5012, 5615,
5618, 5623, 6513, 6623, 6630, 6633 / 좌석 301,
320, 631, 5601
• 국회의사당 : 파랑(간선) 263, 363, 461 / 초록(지선)
5615, 5618, 5711, 6623, 6633 / 좌석 1002, 1008

|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09:30~18:00
|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한국전자파학회, ETRI, KCA

초대의 글

프로그램

2007 년 스 마 트 폰 이 출 시 된 이 후 mobile broadband, cloud
computing, 그리고 IoT/M2M 통신이 본격화되면서 어느새 4차 산업
혁명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리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물리공간에 대한 정보를 sensing을 통하여 수집
하고, 수집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 처리하고, 이를 종합하
여 인지 및 판단한 후에 자율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변환, 그리고 자율제어 단계에서 혁신적 전파기술을 개발하여
전파 신산업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전파 신산업의 창출은 전파통신, 전파센서, 그리고 무선충전의 방향
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전파통신은 5세대 이동통신의 발전 방향
으로 ITU-R에서 제시한 “Enhanced Mobile Broadband”,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그 리고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에 대한 use cases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였
고, 이를 토대로 3GPP에서 2018년도에 5G-New Radio 표준을 제정하
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28 GHz 주파수 대역이 글로벌 이동통
신 밴드로 분배되도록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전파 센서는 자율 주행차와 UAV등을 중심으로 충돌 방지 및
회피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거리 및 방위
각 분해능을 갖는 전파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전파 신산업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 분야도 전송효율이
나 산업화의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2007년에 전파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파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파
신산업을 능동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전파기술 및 정책”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워크숍이 “ICT와 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융합 신산업
창출”이라는 우리나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파 신산업 창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여러
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전자파학회 회 장 이범선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스펙트럼연구회 위원장 김창주

시간
09:00~09:40

내용

발표자

등록

Future Radio Technology Session : 사회 계경문 교수 (한국 외국어대)
09:40~10:20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전파기술

김창주 박사(ETRI)

10:20~11:00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동향

이행선 교수(서강대)

Opening Ceremony : 사회 김창주 스펙트럼연구회 위원장

11:00~12:00

12:00~13:40

인사말

이범선 학회장(경희대)

축사

서석진 원장(KCA)

기조강연: Cyber Physical System-Trustworthiness

윤현보 명예교수(동국대)

점심 식사

Spectrum Policy & Management Session : 사회 최종성 본부장(KCA)
13:40~14:20

영국의 전파 정책 및 관리 동향

김영수 교수(경희대)

14:20~15:00

미국의 전파 정책 및 관리 동향

강영흥 교수(군산대)

15:00~15:40

일본의 전파 정책 및 관리 동향

박덕규 교수(목원대)

15:40~16:00

Coffee break

Radio Redeployment Session : 사회 이영훈 교수(금오공대)
16:00~16:40

전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평가 방안

이상윤 차장(KCA)

16:40~17:20

주요국의 공공주파수 개방(Release) 동향 및 분석

배정기 책임(KI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