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개소식 장소 및 약도
•센터 개소식 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 대강당

무선 에너지 하비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ERC)

•약도

개소식 / 초청강연
S U N G K Y U N K W A N

자가용
•과천-봉담간 고속화 국도 월암IC(좌회전) → 성균관대역(우회전, 지하차도를 타지마세요) → 성대
(312)
서수원IC(좌회전) → 성대사거리(좌회전) → 사거리(우회전) → 성대
•1번국도(경수산업도로)

의왕IC → 지지대고개 →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신갈-안산 고속도로(50) 북수원IC → 지지대고개 →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경부 고속도로(1)

신갈분기점(좌회전) → 신갈-안산 고속도로(안산방향으로 진입) →
북수원IC → 지지대고개 →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지하철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하차 후 도보로 5~10분 거리
(4호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금정역에서 1호선 수원행 열차로 환승가능)

버스
·셔틀버스 : 사당역 9번 출구 제일은행 앞
·일반버스 : 62-1, 82-2, 39
·시외버스 : 7790, 7800, 3003

U N I V E R S I T Y

무선 에너지 하비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ERC)

SUNGKYUNKWAN
UNIVERSITY

개소식 / 초청강연

Energy Harvesting

센터현황

개요
센터명 : 	무선 에너지 하비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
일 시:

센터장 : 김동인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참여연구원

2014. 9. 12 (금) 11:00 ~ 16:30

장 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 대강당
교수 Univ. 연구원
•Robert Schober (Fredrich-Alexander
 석자(예상) :	성균관대학교 총장, 정보통신대학 학장, 미래창조과학부
참
of Erlangen-Nuremberg, Europe)
연구개발정책관,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12
4
기초연구본부장, ERC 참여 교수 및 관계자 등 100여명

시간

행사내용

비고

11:00~11:10 개식사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1:10~11:20

환영사

11:20~11:35

축사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총장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국장

1부

석사과정

학사과정

연구조원

합계

32

49

0

0

97

주요연구내용

행사일정
구분

박사과정

•대한전자공학회 문영식 회장
•한국연구재단 홍순형 기초연구본부장

11:35~11:45

센터 소개

11:45~11:50

지정서 수여식

•ERC 김동인 센터장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국장

11:50~12:10 현판식 및 기념촬영 •참석 내빈

RF 에너지 하비스팅 융합 무선망

초고효율 송수신단 설계 기술
통신 및 에너지 전송효율의 최대화를
위한 RF 송신 시스템 설계 및 무선
단말의 소비전력 최소화를 위한 수신
인터페이스 및 회로 개발

융합 빔포밍 및 센싱 기술
원거리 정보/에너지 동시전송을 위한
송수신 빔포밍 기술 및 다차원 센싱
기술 개발
다차원 자원관리 및 융합망 기술
RF 에너지 하비스팅 융합 무선망의   
간섭제어 기술 및 MAC 계층 기술 개발

RF 에너지 하비스팅 융합 무선망
통신과 에너지 하비스팅이 융합되어 지속적이고,
간섭 문제로부터 해방된 미래의 무선망

오 찬 (12:10~13:10)
Break (13:10~13:30)

지원현황

13:30~14:30 초청연사 특별강연Ⅰ •Sennur Ulukus (Univ. of Maryland, US)
2부 14:30~15:30 초청연사 특별강연Ⅱ

•R
 ui Zhang (National Univ. of Singapore,
Asia)

•Robert Schober (Fredrich-Alexander
15:30~16:30 초청연사 특별강연Ⅲ Univ. of Erlangen-Nuremberg,
Europe)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외지원금
합계

2014년
1,232,333 천원
261,600 천원
1,493,933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