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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소개>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s
고영채 교수(고려대학교)

최근 위성 간 통신과 지상에서 무선 백홀 연결 등에 대한 응용을 위하여 무선광통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무선광통신 변복조 기법, 무선광채널, 다중화 기법 등을 소개하고 무선광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기술로 여겨지는 송수신간 빔정렬 기술들을 소개한다. 

5G 특화망, 기술적 및 정책적 이슈
이현우 교수(단국대학교)

5G 기술이 4G 까지의 종래 이동통신 기술과 차별화되는 점은 다양한 전통산업에의 응용능력이고, 그 방안 

중의 하나가 5G 특화망 (5G Private Network) 인데,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산업적용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1월에 과기부에서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8GHz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특화망이 

추진되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슈와 

정책적인 이슈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5G 특화망과 관련된 기술, 3GPP NPN 표준, 

각국 정부의 활성화 정책, 해외 추진 사례 등 5G 특화망의 현안 과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테라헤르츠 대역 통신 기술
이남윤 교수(POSTECH)

최근 테라헤르츠 대역을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 개발에 대해 학계 및 산업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테라헤르츠 통신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이와 

함께 최근 연구한 THz LOS MIMO 통신의 이론적 한계 및 IRS 기반 THz LOS 통신기법에 대한 기술들을 

소개한다.

차세대 위성통신 기술 동향과 전망
최지환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최근 SpaceX의 Starlink, Amazon의 Kuiper와 같은 대규모 저궤도 위성망 프로젝트 진행과 3GPP 5G NTN 

표준 포함으로 위성통신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차세대 위성통신 표준화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위성통신망의 발전 방향과 활용 분야를 전망해본다.

RIS 기반의 무선 통신 및 전력전송 기술
최계원 교수(성균관대학교)

RIS(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는 제어 가능한 단위셀을 평면 형태로 배치하여 이에 입사하는 

전자기파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로서 통신 및 무선전력 전송 등에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RIS의 개념, 응용 분야, 연구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RIS를 통신 및 전력전송에 적용한 테스트베드 및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Operation Concept, Advancements, and Challenging Issues of Urban Air 
Traffic Management
김시호(Shiho Kim) 교수(연세대학교)

최근 UAV(unmanned aerial vehicles)을 이용한 UAM(urban uir mobility, 도심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UAV는 소형 드론부터 CAV(Cargo aerial vehicles), 

PAV(Personal aerial vehicles), VTOL등 다양한 저고도 비행체들을 포함한다. 본 강연에서는 UAM 구현이 

필요한 Urban Air Traffic Management (UTM) 시스템의 개념과 최근의 연구 동향 및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이슈들을 소개한다.

무선망, 그리고 신경망
김성원 박사(SK텔레콤)

본 튜토리얼에서는 무선망(wireless network)의 한계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 

서비스의 한계의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적용하는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나아가 네트워크-컴퓨팅 

융합의 개념과 관련 연구동향, 그리고 기술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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