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내
사전등록

행사장 안내

2018
RF 회로기술
워크숍

오시는 길

•기간 : 2018년 2월 5일(월)까지
•등록방법 : 사
 전등록비 송금 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iees.or.kr)
•계좌번호 : 기
 업은행 208-017491-04-034
(예금주: 한국전자파학회)
※학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가능

식당 (우정관 B1)

※계산서를 신청하시면 행사 개최 후 전자계산서로 발행되어 등록
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리찌과학관

◀신
촌역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시에만 가능)

대흥역 ▶

당일등록
교통편 안내
•2018년 2월 7일(수) 09:00~(여분 좌석에 한함)
•등록장소: 서강대학교 리찌과학관 404호 로비

등록비
•사전등록: 일반 17만원 / 학생 14만원
•당일등록: 일반 23만원 / 학생 18만원

일 자 | 2018년 2월 7일(수)~8일(목)
•전철

문의처
•한국전자파학회 사무국
Tel : 02-337-9666, 02-332-9665
Fax : 02-6390-7550
E-mail : kees@kiees.or.kr

2호선 신촌역 6번 출구에서 정문까지 도보8분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에서 남문까지 도보5분
경의선 서강대역 1번 출구에서 정문까지 도보3분
•버스
간선/지선버스: 1
 10A, 110B, 153, 604, 740, 753, 921, 5712,
5714, 6712, 7016, 7613, 8153번

장 소 | 서강대학교 리찌과학관 404호
주 최 | 한국전자파학회 전파교육연구회
후 원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협 찬 | Anritsu,

LIG넥스원, 누비콤
제이윌테크놀로지, 티엠게이트
한화시스템

초대의 말씀

RF 회로기술 워크숍 프로그램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9일에 개최됩니다. 올림픽은 각국의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무기로
선전하고 있던 국내의 전자 산업도 미국, 중국, 일본 업체들의

2월 7일 (수)
시간
09:00~09:20

주제

강사(소속)

좌장

등 록 : 서강대학교 리찌과학관 404호 로비

치열한 경쟁에 힘이 부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회식

1960년대 이후 불과 4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전자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위치기반 가상현실 서비스, 밀리미터파 통신과 같은

09:20~09:30

신기술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흐름 속에 전자 산업의 기술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 기술과 RF
회로 기술은 초고속 아날로그/디지털 회로 설계, 전파 기반 위치
탐지 및 센싱, 밀리미터파 송수신기 구현의 핵심 기술로 전자
산업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자동차, 의료, 국방 분야에서 서비스

09:30~11:30

사 회

이행선 전파교육연구회 위원장
(서강대학교 교수)

축 사

이정해 한국전자파학회 수석부회장
(홍익대학교 교수)
구현철 교수
(건국대학교)

RF system개요

11:30~13:00

안준오 소장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중 식 : 우정관 B1층 학생 식당

실용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전파 기술은 최근의 신기술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13:00~15:00

Transmission lines and antennas

정경영 교수
(한양대학교)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왔으나 전파 개념 및 설계
기술의 습득의 장벽으로 고급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와 잦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학력저하로 더더욱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국내 전자 산업의

15:00~15:10
15:10~17:10

박용배 교수
(아주대학교)

휴 식
이용식 교수
(연세대학교)

Filters and passive devices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
기술을 위한 설계 기본 개념의 교육과 전파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 학회에서는 국내 각 분야의 RF 회로기술

2월 8일 (목)
시간

주제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단기 강좌 형식의 “2018 RF 회로기술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설계 사례까지 각

09:30~11:30

Active devices and amplifier

강사(소속)

좌장

박영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욱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주제별 국내 최고의 강사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였사오니, 꼭 참석하시어 전파분야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RF 회로기술을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이 범 선
전파교육연구회 위원장 이 행 선

11:30~13:00
13:00~15:00

중 식 : 우정관 B1층 학생 식당

15:00~15:10
15:10~17:10

서문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Oscillator and mixer

이행선 교수
(서강대학교)

휴 식

구현 사례

양영구 교수
(성균관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