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통신수학 및 응용기술 튜토리얼

사전등록 ~ 2022년 2월 16일(수)

- 비회원 : 한
 국통신학회 홈페이지 [학술행사]-[참가확인증/영수
증 발급]에서 출력

일반등록 2022년 2월 17일(목) ~ 강좌 당일까지

통신수학 및 응용기술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900-543961 (사)한국통신학회

•행사 시작일 3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

등록비

※ 본 행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촬영, 도용, 2차 수정, 재배
포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일반

구분

사전등록

일반등록

통신학회 회원

30만원

32만원

통신학회 비회원

35만원

38만원

통신학회 회원

40만원

42만원

통신학회 비회원

45만원

48만원

* 본 강좌 비회원 등록자는 1년간(당해연도) 학회 회원자격을 부여함. 향후
학회 행사 회원 자격으로 등록 가능(비회원 등록자에게는 행사 종료 후, 회
원 가입 안내 메일 발송(3월 초 예정))
* 사전등록 기간 내에만 사전등록 비용으로 결제가 가능(사전등록 기간 내에
등록은 완료하였으나 기간이 지나고 결제를 하는 경우, 일반등록 비용으로
결제 처리가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홈페이지 https://event.kics.or.kr/636

연사소개

경북대 박정훈 교수

•참가등록

포항공대 이남윤 교수 아주대 신원재 교수

•2017:
•2014 :
The University of Texas
UT Austin Ph.D.
Austin, Ph.D.
•2015~2016 :
•2017~2019 :
Intel Labs,
Senior Engineer,
Research Scientist
퀄컴 Wireless R&D
•2016~현재 :
•2019~현재 :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조교수

유의사항

튜토리얼

포항공과대학교
조교수/부교수

•2017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
•2017~2018 :
미국 Princeton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2021~현재 :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

- 한국통신학회 홈페이지(http://www.kics.or.kr) 접속 후, 행
사 배너에서 클릭 또는 [학술행사]-[등록중인행사]에서 등록
- 등록 시 포함할 정보: 등록자 성명, 소속, 일반/학생, 연락처,
이메일, 지도교수(학생의 경우)
- 등록비 결제 :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제(카드 결제 시 계
산서는 발행되지 않음)
•온라인 참가
행사 홈페이지에서 Online 워크샵 로그인 후 접속 가능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하여 메일(budget@kics.or.kr)로 요청
•참가확인증/영수증/거래명세표 발급
- 회 원 : 한국통신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학술행사 참
가내역]에서 출력

운영위원회
•조직위원장: 한동석(경북대)
•운영위원장: 고영채(고려대)
•운영위원: 이남윤(포항공대), 신원재(아주대), 박정훈(경북대)

문의처
•담당자: 한국통신학회 사무국 정현주
•Tel: 02-3453-5555(내선번호 4번)
•E-mail: convention@kics.or.kr

Online 강좌
일시 | 2022년 2월 21일(월)~23일(수)
주최 | 한국통신학회

초대의 말씀

프로그램

통신네트워크/ICT 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시는 귀하 및

통신수학 및 응용기술 튜토리얼

시간

주제

발표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통신학회에서 미래 이동통

DAY 1. 2월 21일 (월요일)

신의 핵심기술로 여겨지는 “통신수학 및 응용기술 튜토리얼”을 개

Stochastic Geometry and Its application to Network Optimization

최합니다. 국내에서 5G의 성공적인 서비스 시작과 앞으로 지속적

10:00-10:45

Poisson point process(PPP)의 개요와 성질 및 이를 이용한 ad-hoc 네트워크 모델링 및 최적화

인 서비스 확대로 새로운 이동통신의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

10:45-11:00

Break

니다. 더불어 학계에서는 5G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11:00-11:45

PPP를 이용한 셀룰러 네트워크 모델링 및 최적화 (sub-6GHz/mmWave)

6G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전송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시점이

11:45-13:30

Lunch Break

라고 보고 있습니다.

13:30-14:15

PPP를 이용한 협력 네트워크 모델링 및 최적화

14:15-14:30

Break

14:30-15:15

PPP를 이용한 이기종 네트워크 모델링 및 최적화

본 워크숍에서는 6G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필

경북대 박정훈 교수

수적으로 여겨지는 고급 통신 수학 이론을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15:15-15:30

Break

통신시스템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되는 응용 사례들을 영향

15:30-16:15

PPP를 이용한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모델링 및 최적화

력 높은 특정 논문을 선정하여 국내 관련 최고의 전문가가 발표할

DAY 2. 2월 22일 (화요일)

예정입니다. 본 튜토리얼을 통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6G 이

Fundamentals of MIMO communications

동통신 송수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

10:00-10:45

각합니다.

10:45-11:00

Break

11:00-11:45

MIMO 채널 모델

11:45-13:30

Lunch Break

13:30-14:15

MIMO 통신의 정보 이론적 한계 및 의미

바쁘신 가운데도 본 워크숍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우리나라 이
동 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이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운영위원장 고영채
조직위원장 한동석
한국통신학회 회장 신요안

포항공대 이남윤 교수
MIMO 통신의 개념

14:15-14:30

Break

14:30-15:15

MIMO 송수신 알고리듬

15:15-15:30

Break

15:30-16:15

Massive MIMO 및 THz LOS MIMO 통신 기법

DAY 3. 2월 23일 (수요일)
NOMA and RSMA

아주대 신원재 교수

10:00-10:45

다중-사용자 정보이론 리뷰

10:45-11:00

Break

11:00-11:45

Beyond 5G를 위한 비직교 다중-사용자 접속기술 (NOMA)

11:45-13:30

Lunch Break

13:30-14:15

직교 및 비직교 다중접속기술 성능 비교

14:15-14:30

Break

14:30-15:15

전송률분할 다중-사용자 접속기술(RSMA) 개념 및 필요성

15:15-15:30

Break

15:30-16:15

RSMA 자원 최적화 및 적용 시나리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