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 리셉션 장소안내

오시는 길지하철이용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공원방면에서 도보로 약 5분 소요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도보로 약 20분 소요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도보로 약 15분 소요

교통안내

버스이용

순복음 교회    

파랑(간선) : 263, 363, 461, 753

초록(지선) : 5534, 5615, 5618, 5633, 5713, 6623, 6633, 7613

빨강(광역) : 9409 / 좌석 : 1002, 1008, 5601, 7007-1

여의도 환승센터    

파랑(간선) : 160, 162, 26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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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경영지원부 

전화 : 02-317-6118, 02-317-6114   팩스 : 02-317-6060 이메일 : rapa@rapa.or.kr

행사 및 접수문의

｜주       최｜

｜공동주관｜

www.msit.go.kr
www.rapa.or.kr

2018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11.19 (월) ~ 11. 25 (일)

초 대 의  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전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산학연 교류를 위해 마련된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이 어느덧 19회를 맞았습니다.

오는 11월 19일, 전파방송 기술대상 및 진흥유공자를 위한 공로패 시상 등 전파방송  

산업발전의 주역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ICT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시더라도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한국전파진흥협회  회장  하 현 회

2018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 한국전파진흥협회 |   Tel. 02-317-6118    Fax. 02-317-6060    e-mail. rapa@rapa.or.kr

시간 행사내용

10:30∼11:00
등록 / 5G기술·제품 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VR체험
전파방송 기술대상 등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시연

11:00∼12:50

개회 및 내빈 소개

환영사

시상식(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 제19회 전파방송 기술대상
- 전파분야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블로그 공모전

제19회 전파방송 진흥유공자 공로패 전달

축사

격려사

건배 제의

오찬

|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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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11.19 (월) ~ 11. 25 (일)

 전파 혁신의 장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10:30～12:10

기술대상 등 공모전 우수작 전시 및 시연
 - 제19회 전파방송 기술대상 수상제품
 - 전파분야 대학(원)생 논문 우수작
 -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블로그 우수작

11. 19(월)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

11:00～12:50 개막식

 전파 교류의 장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5G 시대를 선도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전문가 토론회

13:30～13:35 개회 및 인사말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윤규 국장)
11. 19(월)

중소기업중앙회관
(대2연회실)

13:35～14:35
분야별 주요동향 및 정책제언
 - (전파자원) 경희대 / 홍인기 교수  - (산업) 한양대 / 김용규 교수
 - (기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이재학 PM - (전파환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최형도 박사

14:35～15:30 패널토론 (좌장 : 충북대 / 김남 교수)

  | 주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담당 | 선종준 차장 061-350-1502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5G 스펙트럼 새로운 산업의 장을 열다 (좌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최재익 운영위원장)

15:30～16:10 AI에게 스펙트럼 가치실현의 길을 묻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김선영 박사)
11. 19(월)

중소기업중앙회관
(중연회실)

16:10～16:30 5G 주파수 동향 (삼성전자 / 김택훈 책임)

16:30～16:50 5G 기술기준, 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 / 임재우 박사)

16:50～17:10 5G에서의 Wireless Edge Computing (퀄컴 / 박성은 부장)

17:10～17:30 Supplemental UL and UL Sharing (노키아 / 장경운 수석)

  | 주관 | 스펙트럼포럼,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 | 원인화 선임연구원 02-317-6077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5G 시대의 미래전파기술 및 정책워크숍

Future Radio Technology Session (사회 : 한국외국어대 / 계경문 교수)

11. 20(화)

중소기업중앙회관
(중연회실)

09:40～10:20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전파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김창주 박사)

10:20～11:00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동향 (서강대 / 이행선 교수)

11:00～12:00
Opening(사회 : 스펙트럼연구회 / 김창주 위원장), 인사말(한국전자파학회 / 이범선 학회장), 축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서석진 원장)
기조강연 : Cyber Physical System-Trustworth iness(동국대 / 윤현보 명예교수)

Spectrum Policy & Management Session (사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최종성 본부장)

13:40～14:20 영국의 전파정책 (경희대 / 김영수 교수)

14:20～15:00 미국의 전파정책 (군산대 / 강영흥 교수)

15:00～15:40 일본의 전파정책 (목원대 / 박덕규 교수)

Radio Redeployment Session (사회 : 금오공대 / 이영훈 교수)

16:00～16:40 전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평가지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이상윤 팀장)

16:40～17:20 해양 및 수산 산업의 관점에서 본 전파법 (해양대 / 민경식 교수)

17:20~18:00 공공주파수의 개방 동향 분석 (한국국제의료협회 / 배정기 책임)

  | 주관 | 한국전자파학회(전파정책특별위원회, 스펙트럼연구회)     | 담당 | 박지연 부장 02-337-9666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2018 무선전력전송 컨퍼런스

13:30～14:00 참가등록

11. 20(화)

중소기업중앙회관 
(대1연회실)

14:00～14:10 개회사 및 포럼 발전 방향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 김남 의장)

14:10～14:30 에너저스의 WattUp 무선충전 기술 및 서비스 (에너저스 / Daniel Lawless 부사장)

14:30～15:00 전기선이 없는 스마트 무선전력전송 빌딩 (한국과학기술원 / 윤우열 교수)

15:00～15:30 휴 식

15:30～16:10 Recent Wireless Power Transfer R&D in Japan and in the World (교토대 / Naoki Shinohara 교수)

16:10～16:30 드론 무선충전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문정익 책임연구원)

16:30～16:50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현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김재은 팀장)

16:50～17:00 무선전력전송 산업 동향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 장원호 사무국장)

  | 주관 |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 담당 |  김새미 대리 02-703-2469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차세대 방송과 실감미디어 기술 세미나

<session 1>  차세대 방송 및 미디어 동향 (좌장 : 서울과기대 / 박구만 교수)

11. 21(수)

중소기업중앙회관
(대2연회실)

10:00～11:20
미디어 소비의 변화에 따른 방송대응 전략 (닐슨컴퍼니코리아 / 황성연 부장)
ATSC 3.0 표준 기반 방통 융합 서비스 (SKT / 박경모 미디어기술팀장)
차세대 방송 및 실감미디어 기술개발 추진방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김재현 방송콘텐츠 PM)

개회사, 환영사, 축사

11:20～11:35
개회사 (한국전파진흥협회 / 정종기 상근부회장)
환영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미디어포럼 운영위원장 / 김진웅 위원장)
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윤규 전파정책국장)

Keynote Speech

11:35～12: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수인 방송미디어연구소장)

<session 2>  차세대 방송 및 실감형 미디어 기술 (좌장 : 전자부품연구원 / 최병호 센터장)

13:30～15:30

홀로그램 기술 현황 및 서비스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추현곤 박사)
평창ICT올림픽과 함께한 5G기술을 활용한 실감미디어 서비스 (KT / 김상동 부장)
가상현실(VR/AR) 서비스 기술의 대중화 (지피엠 / 정철화 부사장)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실감형 입체 음향 기술 (소닉티어 / 곽병운 부사장)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생산 혁명 (KBS / 고찬수 PD)

<session 3>  지상파 UHD 서비스 로드맵 (좌장 : 서울과기대 / 박상일 교수)

16:00～18:00

2018 방송기술 주요 이슈 점검 (SBS / 김상진 미디어기술연구소장)
지상파 방송 기술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 (한국전파진흥협회 / 이주남 차장)
ATSC 3.0 표준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 김제우 팀장)
미래 방송 미디어 서비스 발전과 기술 동향 (LG전자 / 차세대표준연구소 김진필 연구위원)

  | 주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 | 임석진 과장 02-317-6168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주파수공동사용(TVWS) 활성화 워크숍

<session1> DB기반 국내·외 TV대역 가용주파수 서비스 및 기술개발 동향 (좌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병장 박사)

11. 21(수)

중소기업중앙회관
(중연회실)

14:00～14:10 개회

14:10～14:30 국내외 DB활용 TV대역 가용주파수 서비스 현황 (한국전파진흥협회 / 김종년 팀장)

14:30～14:50 전라남도 TVWS 활용 IoT 서비스 계획 (전남도청 / 손재형 팀장)

14:50～15:10 국내·외주파수공동사용기술기준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강규민 박사)

15:10～15:30 IEE 802.11af 기반 TVWS 제품 및 응용 ((주)이노넷 / 유호상 대표)

15:30～15:50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을 위한 TVWS 무선CCTV 활용 기술개발 현황 ((주)BKC&F / 박봉기 대표)

<sesion2> 국내·외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기술 동향 (좌장 : 한국전파진흥협회 / 최상호 박사)

16:00～16:20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표준화, 서비스 추진 동향 (한국전파진흥협회 / 최주평 교수)

16:20～16:40 글로벌 주파수공동사용 후보대역 개발 현황 (한국전파진흥협회 / 최상호 박사)

16:40～17:00 5G와 주파수 공유기술 연구 현황 (연세대 / 김성륜 교수)

17:00～17:20 지능형 주파수공동사용 기술개발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병장 박사)

  | 주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 | 김동현 주임연구원 02-317-6157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5G 시대, 전파중소기업의 역활

14:00～14:10 개회사 (한국전파진흥협회 / 이혁재 소장)

11. 22(목)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의실)

14:10～14:40 중소기업 R&D 정책방향 및 전략기술로드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김종윤 실장)

14:40～14:50 전파플레이그라운드 Project 소개 (한국전파진흥협회 / 하태웅 팀장)

14:50～15:20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전파중소기업의 진출방안(특강) (숙명여자대 / 곽인옥 교수)

15:30～16:00 4차산업혁명, 5G의 이해와 중소기업의 역할 (목원대 / 박석지 교수)

16:00～16:30 미래 산업생활 센서 레이다 –기회와 도전- (서울시립대  / 이문규 교수)

16:30～17:00 인공지능 주요기술과 중소기업의 역할·방향 (SKT / 박명순 본부장)

17:00～17:30 스마트공장 핵심기술과 시험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송태승 센터장)

17:30～17:40 스마트공장내의 전파보안 (Nethom / 이건홍 대표)

  | 주관 | 한국전파진흥협회(전파엔지니어링랩)     | 담당 | 안성환 과장 02-317-6052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한국전자파학회 정기총회 및 종합학술대회

09:00～ 등록, 접수 (별관1층 로비)

11. 23(금)

더케이호텔 서울
(별관)

10:30～12:30 초청강연, 개회식, 총회 (별관2층 금강A)

14:00～15:00 특별세션 1부 (별관2층 금강A)

16:30～17:30 특별세션 2부 (별관2층 금강A)

14:00～17:30 구두 학술발표 (별관 B1층~3층)

09:30～16:30 포스터 학술발표 (별관 2층 로비)

09:00～17:00 산업체 전시 (별관 1층 한강홀)

17:50～18:00 우수논문 선정 및 폐회식 (별관 2층 금강A)

  | 주관 | 한국전자파학회     | 담당 | 박지연 부장 02-337-9666   

시간 세부  행사내용 일자 및 장소

EMC FEST 2018

<1일차> 22일(목)

11. 22(목) ∼
11. 23(금)

라비돌리조트 SINTEX

13:00～13:20 국내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국립전파연구원 / 양준규 연구사)

13:20～13:40 국내 EMF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국립전파연구원 / 최동근 연구사)

13:40～14:00 휴대단말기의 SAR 및 Power Density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LG전자 / 정찬호 선임연구원)

14:00～14:20 밀리미터파 대역 국제표준화 동향 (삼성전자 / 이순용 책임연구원)

14:20～14:40 전시회 관람

14:40～15:00 자동차/전장부품 국제표준화 동향 (현대자동차 / 이희훈 책임연구원)

15:00～15:20 시험장환경/측정기기 국제표준화 동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윤상욱 센터장)

15:20～15:40 가전/조명기기/내성 국제표준화 동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성관영 팀장)

15:40～16:00 EMC 대책부품 시장의 동향과 전망 (이엠시스 / 김철수 대표이사)

16:00～16:20 전시회 관람

16:20～16:50 EMC를 고려한 고속신호용 커넥터/케이블 설계 (수원과학대 / 김지성 교수)

16:50～17:20 자율주행자동차의 전파통신 및 EMC고려사항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재곤 박사)

17:20～17:50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전자파 고려사항 (연세대 / 육종관 교수)

<2일차> 23일(금)

10:00～10:20 EMC 설계 대책 기술 및 개선사례 (모아소프트 / 김창균 수석연구원)

10:20～10:40 Chip/PKG/Board Co-analysis for High Speed IP (LG전자 / 강기범 선임연구원)

10:40～11:00 전시회 관람

11:00～11:20 EMC 설계 및 PCB 디자인 (이앤알 / 김원진 팀장)

11:20～11:40 5G mm-Wave OTA 관련 3GPP 현황 및 측정 방법 소개 (로데슈바르즈코리아 / 안수현 부장)

11:40～11:50 폐  회

  | 주관 | 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 담당 | 김새미 대리 02-703-2469   

 전파 참여의 장
세부  행사내용 장소 주관 및 담당

2018 전파EXPO(11.22～2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외 22개 기관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양동원 차장  061-350-1503

이공계 대학생 전파측정기술무료 특강(11.19～22) 전국 대학교 (실습실 등)

어린이 전파체험 교실(11.21～22) 초등학교, 복지관 등

정보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전파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11.20～24) 복지관 등

전파현장 체험학습 RADIOWAVE SUPPORTER (11.21～22) 대학교, 항공기술훈련원 등

SNS 전파 퀴즈대회 (11.19～25) 온라인 SNS 중앙전파관리소

찾아가는 4차 산업혁명, VR체험트럭(11.19～23) 서울소재중·고교 한국전파진흥협회 박근수 과장 02-317-6118

 전파 나눔의 장
세부  행사내용 장소 주관 및 담당

나눔의 하루 실천(11.19～23) - 사랑의 김장 나눔, 온정의 연탄 나눔 행사 등 노인복지관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양동원 차장 061-350-1503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rap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