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내
■사전등록 마감 : 2015월 9월 9일 (수) 오후 5시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130,000원

150,000원

학생

100,000원

120,000원

■사전등록 방법
•등록비를 입금한 후 b4g.ieieweb.org 에 접속하여서
신청서(온라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한전자공학회 김천일 과장
•전화 : 02-553-0255(내선 5번)
•팩스 : 02-552-6093
•이메일 : webmaster@theieie.org

행사장 위치 안내

제22회 B4G 이동통신 포럼
Millimeter Wave Technologies
for B4G Systems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건대 역 2번 출구
•7호선 건대 역 4번 출구 / 어린이대공원 3번 출구
■버스 이용 시
•건국대 병원 앞: 2217, 22222, 3216 (군자역 방향),
3217, 4212
※주차할인권은 행사 당일에 등록데스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 2,000원, 1일: 5,000원)

|일시| 2015년 9월 11일 (금)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지하2층 우곡국제회의장
|주최| 한국통신학회 이동통신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 통신연구회
IEEE Vehicular Technology Society Seoul Chapter
|주관| 성균관대 무선에너지하비스팅 통신융합연구센터

Program

초청의 말씀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내 이동통신 관련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한국통신학회 이
동통신연구회, 대한전자공학회 통신연구회 그리고 IEEE
이동체공학회 서울지회 (IEEE Vehicular Technology
Society Seoul Chapter) 등 3개 단체는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배움의 터를 조성하
기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4세대 이동통신 포럼을 개최
하여 왔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던 때가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그 동안 이동통신 기술은 많은 진화를 거쳐 왔으며, 현재
3세대를 지나 진정한 4세대인 LTE-Advanced의 상용서
비스도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당연히 그 후 4세대 너머, 즉 Beyond-4G (B4G)를 생각
할 때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3개 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시간의 맥락을 잇고 아울러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제22
회 B4G 이동통신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포럼에서는 4세대를 너머 5세대 (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28GHz 이상 고주파
수 대역을 사용해 5G 통신 기술을 구현하는 밀리미터 웨
이브 (Millimeter wave) 에 대한 최신 기술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션 1에 서
는 이동 통신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LG전자
와 국내 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이주희 연
구위원님과 김태중 부장님을 모시고 “5G: Challenges
and Solutions”, “Giga KOREA 5G mmWave 기술” 라
는 주제로 기술 토의를 가지고, 세션 2에서는 삼성전자와
KAIST, 서울대학교에서 이주희 연구위원님과 최완 교수
님, 김성철 교수님을 모시고 “5G 초고주파 채널 모델링”,
“Beamforming Technology for Millimeter Wave Band‘,
“Wireless Channel Characterization for the Beyond4G” 라는 주제로 3시 간에 걸친 기술 토의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여러 전문가, 연구소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
구원, 미래의 희망이 될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와 토론을 통
하여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통신학회 이동통신연구회 위원장 김진영
대한전자공학회 통신연구회 위원장 김재현
IEEE VTS Seoul Chapter 위원장 신요안
제22회 B4G 이동통신 포럼 프로그램 위원장 최천원

시간
14:00
~
14:10

내용

발표자

인사말 김진영 교수 (한국통신학회 이통통신연구회 위원장)

세션 1: Challenging issues of
mmWave Technologies
14:10
~
14:50
14:50
~
15:30
15:30
~
15:50

좌장 :
최천원 교수
(단국대)

5G: Challenges and Solutions

이주희 연구위원
(LG전자)

Giga KOREA 5G mmWave 기술

김태중 부장
(ETRI)

휴  식

세션 2 : Channel Modeling and
Beamforming for mmWave Band
15:50
~
5G 초고주파 채널 모델링
16:30
16:30
Beamforming Technology for
~
Millimeter Wave Band
17:10
17:10
Wireless Channel Characterization
~
for the Beyond-4G
17:50

좌장 :
신요안 교수
(숭실대)
허수영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최완 교수
(KAIST)
김성철 교수
(서울대)

조직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장 : 
김진영 교수(광운대), 김재현 교수(아주대),
신요안 교수(숭실대)
•현장 : 김선용 교수(건국대)
■프로그램 위원회
•프로그램 위원장 : 최천원 교수(단국대)
•프로그램 위원 : 
허준 교수(고려대), 김선용 교수(건국대),
이인규 교수(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