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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신 체계 최신 동향
•미군 스펙트럼 관리기술 발전동향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 및 발전방향

)

•통신용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군통신 체계 최신 동향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 (MXN) 기술 동향
•집단생태 모방의 바이오 전술 기동망 기술
•무인기 활용 공중통신망 발전방향 및 효과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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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학회상 및 해동상 후보자 추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에서는 매년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전자공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에게 학회상 및 해동상을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동상은 대덕전자(주) 김정식 회
장께서 우리나라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 발전과 기술 발전을 위하여 크게 업적을 쌓은 분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훌륭하신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상부문
시상부문

학회상

해동상

인원

시상자격

시상내용

대한전자공학대상

1명

전자·정보·통신 및 그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기술혁신상

1명

전자공학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룩한 자 또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상패 및 부상

논문상 (TC,SD,CI,SP,
SC,IE)

6명

우수한 논문을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지 및
해외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자로서 6개 Society
(TC,SD,CI,SP,SC,IE)별 각 1인(*)

상패 및 부상

시상부문

인원

시상자격

시상내용

학술상

1명

전자·정보·통신 및 관련 분야 학술 활동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기술상

1명

최근 5년간 특허 및 신기술 개발 실적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젊은공학인상

1명

40세이하로서 전자·정보·통신 및 관련분야의
학술활동 또는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 최근 5년간 전자공학회 논문지에 3편 이상의 저널 논문이 포함되어야함.
** 최근 5년간 3편 이상의 전자공학회 논문이 포함되어야함.
※ 해동 학술상 수상자는 차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됨

2. 추천권자
가. 소속기관장 (연구소, 대학, 기업체, 행정기관 등)

나. 개인(본인 포함)

* 단, 대한전자공학대상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한함.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양식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theieie.org)를 참조하기 바람.

4. 서류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접수마감 : 2017년 7월 18일(화)
나. 접 수 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이안순 부장(02-553-0255(내선 6번), ieie@theieie.org)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7년 11월 초순
나. 시 상 : - 학회상 : 2017년 11월 25일(토) 정기총회(장소 : 송도컨벤시아(인천시))
- 해동상 : 2017년 12월 8일(금) 송년회(장소 : 추후공지)

ITC-CSCC 2017

The 32nd 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Circuits/Systems,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Spotlighting on Young Researchers
July 2-5, 2017 l Haeundae Grand Hotel, Busan, Republic of Korea
Committee Members

Welcome to ITC-CSCC

The 32nd 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Circuits/Systems,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ITC-CSCC 2017) will be held on July 2-5 at Haeundae Grand Hotel, Marine
City, Busan, Republic of Korea.

President
Daesik Hong (Yonsei University, Korea)
General Chair
Hyesook L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Topics

General Co-Chair
Atsushi Takahashi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Lunchakorn Wuttisittikulkij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Organizing Chair
Ilgu Yun (Yonsei University, Korea)
TPC Chair
Jong-Moon Chung (Yonsei University, Korea)
TPC Co-Chair
Shogo Muramatsu (Niigata University, Japan)
Piya Kovintavewat (Nakhon Pathom Rajabhat University,
Thailand)
TPC Track Chair
Jangmyu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Young Mo Chung (Hansung University, Korea)
JeongYon Shim (Kangnam University, Korea)
TPC Technical Chair
Sangheon Pack (Korea University, Korea)
Conference Coordinator
Wookyung Su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Junhee Par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Local Arrangement Chair
Hyeon Cheol Kim (Ulsan University, Korea)
Howo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Special Session Chair
Jong-Ok Kim (Korea University, Korea)
Panbong Ha (Changwon University, Korea)
Tutorial Chair
Chae Eun Rhee (Inha University, Korea)
Registration Chair
Bong Soon Kang (Donga University, Korea)
Conference Activity Chair
Changwo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Publication /Publicity Chair
SoYou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AUTHOR’S SCHEDULE

• Submission of Paper : March 20, 2017

The conference is open to researchers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Participation from Asia
Pacific region is particularly encouraged. Proposals for special sessions are welcome. Papers
with original works in all aspects of Circuits/Systems,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are
invited. Topics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s:
• Circuits & Systems
- Computer Aided Design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 Technology
- RF Circuits
- Modern Control
- Neural Networks
- VLSI Design
- Sensors & Related Circuits

- Power Electronics & Circuits
- Analog Circuits
- Linear / Nonlinear Systems
- Medical Electronics & Circuits
- Semiconductor Devices & Technology
- Verification & Testing

• Computers
- Artificial Intelligence
- Biocomputing
- Computer Systems & Applications
- Multimedia Service & Technology
- Object Extraction & Technology
- Security
- Watermarking

- Image Processing
- Internet Technology & Applications
- Motion Analysis
- Computer Vision
- Face Detection & Recognition
- Image Coding & Analysis

• Communications
- Antenna & Wave Propagation
- Audio / Speech Signal Processing
- Circuits & Components for Communications
- IP Networks & QoS
- MIMO & Space-Time Codes
- Multimedia Communications
- Visual Communications

- Network Management & Design
- Optical Communications & Components
- Radar / Remote Sensing
- Communication Signal Processing
- Ubiquitous Networks
- UWB - Mobile & Wireless Communications
- Future Internet Architectures

PROCEEDINGS

All registered participants are provided with conference proceedings. Authors of the
accepted papers are encouraged to submit full-length manuscripts to IEIE JSTS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or IEICE Transactions. Papers passed through the
standard editing procedures of the IEIE JSTS or IEICE Transactions will be published in regular
issues. The authors (or their institute) are requested to pay the publication charge for the IEIE
JSTS or IEICE Transactions when their paper is accepted.

SUBMISSION OF PAPERS

Prospective authors are invited to submit original papers (1~4 pages) of either MS Word or PDF
format written in English. Paper submission procedures are availabe at www.itc-cscc2017.org

• Notification of Acceptance : April 24, 2017

• Submission of Camera-Ready Paper : May 15, 2017

Hosted by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IEIE), Korea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IEICE), Japan
The Electrical Engineering/Electronics, Computer,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ssociation, Thailand

Contact Point

• E-mail : inter@theieie.org

• Phone : +82-2-553-0255(Ext. 4)

• www.itc-cscc2017.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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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합동 학술대회 논문 모집
2017년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합동 학술대회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
대한전기학회
IEEE MTT/AP/EMC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 연구회
마이크로파 연구회 / 안테나 및 전파전파 연구회
광전자 및 전자파 연구회
Korea Chapter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논문 투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일자 및 장소
2017년 5월 19일(금),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 회관

2. 논문 모집 분야
(1) 마이크로파 능동회로 분야
(3) RFIC/MMIC 분야
(5) EMC/EMI/EMF 분야
(7) 스마트 안테나 및 SDR
(9) 레이다

(2) 마이크로파 수동회로 분야
(4) 안테나 분야
(6) 전자파 산란 분야
(8) Metamaterial 분야
(10) UWB, 통신 및 시스템 분야

(11) 테라헤르츠

(12) 마이크로파 및 전파 관련 신기술

※ 우수 논문상 선정 및 시상 안내
2017년도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합동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구두 논문과 포스터 논문에 대하여 각각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당
일 우수논문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부상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특히 우수논문 선정은 학생이 (일반인도 가능) 주저
자인(발표, 포스터)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등록자 모두가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상식 때 다수의 경품도 제공할 예
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당일 공지 예정입니다.
※ 초청 논문제 안내
2017년도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합동 학술대회에 발표될 초청 논문을 모집합니다(단, 초청 논문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저자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합니다).
※ 우수 논문 특별호 게재 안내
2017년도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합동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좌장 추천으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될 경우 확장된 논문에 대하여 추
가의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전자파학회 8월호(영문논문은 영문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3. 논문 제출방법
● 국문 또는 영문으로 A4용지 1페이지로 작성 (초청 논문 포함)
● Online 제출 (홈페이지 주소: http://microwave2017.ieieweb.org)
● 작성 양식은 홈페이지의 ‘논문제출 > 논문양식’ 을 참조
● 발표 형식 : 구두와 포스터 (저자가 논문 제출 시 선택)
● 발표 형식은 가급적 저자의 선택을 존중하되, 모집된 논문 수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4. 논문 제출 마감
2017년 5월 7일 (일)

문의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조춘식 교수
TEL : (02)300-0419, E-mail : cscho@kau.ac.k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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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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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봉수, 한명훈

※ 학회지 4월호 표지 (vol 44. No 4)

회지편집위원회
■ 위원장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 위 원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영 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이 병 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 사무국 편집담당
변 은 정 차장(내선 3)
TEL : (02)553-0255(대)
FAX : (02)552-6093
■ 학회 홈페이지
http://www.theie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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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부회장
협동부회장

상 임 이 사

산업체이사

이

사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 총괄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 총괄, 영문논문지
구 원 모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박 성 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이 재 욱 (노키아티엠씨 명예회장)		
천 경 준 (㈜씨젠 회장)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 사업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 회원, 지부, 표준화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 기획, 국문논문, 교육/홍보, 회지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통신소사이어티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 컴퓨터소사이어티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 시스템및제어소사이어티
김 창 용 (삼성전자 DMC 연구소장)		
김 기 호 (에스프린팅솔루션㈜ 대표이사)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철 동 (㈜세원텔레텍 대표이사)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성 하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송 문 섭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은 승 (삼성전자㈜ 부사장)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 사업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 논문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 총무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 회원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 사업		
예 종 철 (KAIST 교수) - 사업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 사업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 기획/논문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학술		
고 요 환 (㈜매그나칩반도체 전무)		
김 현 수 (삼성전자㈜ 상무)		
송 창 현 (네이버 CTO)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최 승 종 (LG전자㈜ 전무)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 산학연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기획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학술(하계)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 학술(하계)

김 기 남 (삼성전자㈜ 사장)
박 청 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이 상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 희 국 (㈜LG 상임고문)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 승 권 (LG전자㈜ 사장) - 산학연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학술
전 영 현 (삼성SDI 사장) - 반도체소사이어티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신호처리소사이어티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오 성 목 (KT 사장)
김 달 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실장)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유 회 준 (KAIST 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전 성 호 (㈜솔루엠 대표이사)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표준화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 정보화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 교육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 산학연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 SPC
유 창 동 (KAIST 교수) - 사업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 재무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 회지
김 태 진 (㈜더즈텍 사장)
박 동 일 (현대자동차㈜ 전무)
오 의 열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조 영 민 (㈜스카이크로스코리아 사장)
차 종 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최 진 성 (SK텔레콤 전무)
홍 국 태 (LG전자㈜ 연구위원)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업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 사업/산학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회지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 ITC-CSCC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협 동 이 사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 회원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 기획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학술(하계)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 기획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손 광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 총무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 사업/SPC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논문/국제협력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 기획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 기획/산학연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 기획/하계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 회지		
이 윤 식 (UNIST 교수) - 교육/홍보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이 현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 논문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 회지/학술(추계)		
제 민 규 (KAIST 교수) - 사업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 사업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SPC
강 봉 순 (동아대학교 교수) - ITC-CSCC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교육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 논문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 산학연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 학술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학술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 표준화		
박 영 준 (홍익대학교 교수) - 총무		
박 재 형 (전남대학교 교수) - 논문		
박 희 민 (상명대학교 교수) - 회원		
변 영 재 (UNIST 교수) - 학술(추계)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안 춘 기 (고려대학교 교수) - 정보화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 회원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이 영 주 (광운대학교 교수) - 산학연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사업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전 세 영 (UNIST 교수) - 사업		
정 연 호 (부경대학교 교수) - ITC-CSCC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기획		
채 관 엽 (삼성전자 박사) - 학술(추계)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 논문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추계)/SPC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ITC-CSCC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표준화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총무/기획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 재무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 사업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 사업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 교육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 회지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 교육
심 대 용 (SK하이닉스 상무) - 논문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 논문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 표준화
이 병 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회지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 기획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논문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 논문
조 명 진 (네이버 박사) - 정보화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한 재 호 (고려대학교 교수) - 정보화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산학연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 회지
김 성 호 (영남대학교 교수) - 회원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 학술
김 영 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회지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 사업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 사업
남 대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업
박 성 홍 (KAIST 교수) - 사업
박 원 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 표준화
박 철 수 (광운대학교 교수) - SPC
백 상 헌 (고려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논문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 교육
윤 상 민 (국민대학교 교수) - 정보화
이 가 원 (충남대학교 교수) - 논문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 사업
이 민 영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 산학연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임 동 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사업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 기획
정 방 철 (충남대학교 교수) - 논문
정 원 기 (UNIST 교수) - 사업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 표준화
채 영 철 (연세대학교 교수) - 총무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 산학연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지부장 명단
강 원 지 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울산지부
제 주 지 부
호 서 지 부
미
국
러시아지부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부
박 정 일 (영남대학교 교수)
대전·충남지부
강 대 성 (동아대학교 교수)
전 북 지 부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충 복 지 부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일
본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Prof. Edis B. TE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 배 호 (전남대학교 교수)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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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단

자문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김 영 권 (명예회장)
홍 승 홍 (명예회장)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충 웅 (명예회장)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윤 종 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태 원 (명예회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수 중 (명예회장)
나 정 웅 (명예회장)
박 성 한 (명예회장)
서 정 욱 (명예회장)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임 제 탁 (명예회장)
정 정 화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정 윤 호 (항공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기획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학술연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하계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 추계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채 관 엽 (삼성전자 박사)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박 재 형 (전남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가 원 (충남대학교 교수)
정 방 철 (충남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백 상 헌 (고려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논문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심 대 용 (SK하이닉스 상무)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이 현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국제협력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산학연협동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남 병 규 (충남대학교 교수)
박 주 현 (픽셀플러스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석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영 주 (광운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정 방 철 (충남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이 민 영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우 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회원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김 성 호 (영남대학교 교수)
박 희 민 (상명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회지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이 병 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유 창 동 (KAIST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용 훈 (옴니C&S 대표이사)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류 현 석 (삼성전자㈜ 마스터)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정 원 기 (UNIST 교수)
최 용 근 (단국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예 종 철 (KAIST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김 훈 (Synopsys Korea 이사)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남 대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박 성 홍 (KAIST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이 영 주 (광운대학교 교수)
임 동 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전 세 영 (UNIST 교수)
제 민 규 (KAIST 교수)
조 상 연 (삼성전자㈜ 상무)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김 영 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사업위원회
위

원

위

장
원

교육홍보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구 정 래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팀장)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변 지 수 (경북대학교 교수)
윤 대 원 (법무법인 다래 이사)
이 상 미 (IITP 팀장)
이 종 묵 (SOL 대표)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태 수 (국가기술표준원/디스플레이산업협회 표준코디)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옥 수 (인피니언코리아 이사)
박 원 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송 영 재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민 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서 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이 하 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좌 성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박 주 현 (픽셀플러스 실장)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이 상 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해 성 (전주대학교 교수)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안 춘 기 (고려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승 구 (충북대학교 교수)
유 윤 섭 (한경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한 재 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윤 상 민 (국민대학교 교수)
조 명 진 (네이버 박사)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윤 식 (UNIST 교수)

표준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정보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지부담당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강 대 성 (동아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Prof. Edis B. TE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박 정 일 (영남대학교 교수)
이 배 호 (전남대학교 교수)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선거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진 구 (명예회장)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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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유 창 동 (KAIST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재정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태 석 (광운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박 철 수 (광운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인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SPC위원회
위 원 장
자 문 위 원
위
원

JSTS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Hoi-Jun Yoo (KAIST)
Dim-Lee Kwong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Akira Matsuz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yung-Gook Park (Seoul National Univ.)
Chang sik Yoo (Hanyang Univ.)
Deog-Kyoon Jeong (Seoul National Univ.)
Eun Sok Kim (USC)
Hi-Deok Lee (Chungnam Univ.)
Hyoung sub Kim (Sungkyunkwan Univ.)
Jamal Deen (McMaster University, Canada)
Jong-Uk Bu (Sen Plus)
Kofi Makinwa (Delft Univ. of Technology)
Min-kyu Song (Dongguk Univ.)
Nobby Kobayashi (UC Santa Cruz)
Rino Choi (Inha Univ.)
Sang-Sik Park (Sejong Iniv.)
Shen-Iuan Liu (National Taiwan Univ.)
Stephen A. Campbell (Univ. of Minnesota)
Tadahiro Kuroda (Keio Univ.)
Tsu-Jae King Liu (UC Berkeley)
Weileun Fang (National Tsing Hua Univ.)
Yang-Kyu Choi (KAIST)
Yong-Bin Kim (Northeastern Univ.)

Byeong-Gyu Nam (Chungnam National Univ.)
Cary Y. Yang (Santa Clara Univ.)
Chennupati Jagadish (Australian National Univ.)
Dong S. Ha (Virginia Tech)
Gianaurelio Cuniberti (Dresden Univ. of Technology)
Hong June Park (POSTECH)
Hyun-Kyu Yu (ETRI)
Jin wook Burm (Sogang Univ.)
Jun young Park (UX Factory)
Meyya Meyyappan (NASA Ames Research Center)
Moon-Ho Jo (POSTECH)
Paul D. Franzon (North Carolina State Univ.)
Sang-Hun Song (Chung-Ang Univ.)
Seung-Hoon Lee (Sogang Univ.)
Shi ho Kim (Yonsei Univ.)
Sung Woo Hwang (Korea Univ.)
Tae-Song Kim (KIST)
Vojin G. Oklobdzija (Univ. of Texas at Dallas)
Woo geun Rhee (Tsinghua Univ.)
Yogesh B. Gianchandani (Univ. of Michigan, Ann Arbor)
Yuhua Cheng (Peking Univ.)

Society 명단

통신소사이어티
회
부

회

장
장

협동부회장

이

사

간
사
감
사
연구회위원장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오 정 근 (㈜ATNS 대표이사)
김 병 남 (에이스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 연 은 (㈜브로던 대표이사)
김 용 석 ((주)답스 대표이사)
김 인 경 (LG전자 상무)
박 용 석 (㈜LICT 대표이사)
방 승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이 승 호 (㈜하이게인 부사장)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정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김 성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윤 종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 종 창 (홍익대학교 교수)
장 병 수 (이노벨류네트웍스 부사장) 조 인 호 (에이스테크놀로지 박사)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김 중 헌 (중앙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황 승 훈 (동국대학교 교수) - 통신연구회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스위칭 및 라우팅연구회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연구회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수) - ITS연구회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정보보안시스템연구회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 군사전자연구회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무선 PAN/BAN연구회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미래네트워크연구회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김 영 한 (숭실대학교 교수)
류 승 문 ((사)개인공간서비스협회 수석부의장)
연 철 흠 (LGT 상무)
정 진 섭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노 윤 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성 원 진 (서강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임 종 태 (홍익대학교 교수)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반도체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전 영 현 (삼성SDI 사장)
임 형 규 (SK 부회장)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수석부회장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연구담당부회장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사업담당부회장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학술담당부회장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총 무 이 사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편 집 이 사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학 술 이 사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전 민 용 (충남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사 업 이 사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조 대 형 (스위스로잔연방공대 총장수석보좌관)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산 학 이 사
강 태 원 (넥셀 사장)
김 경 수 (넥스트칩 대표)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
신 용 석 (케이던스코리아 사장)
안 흥 식 (Xilinx Korea 지사장)
이 서 규 (픽셀플러스 대표)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이 종 열 (FCI 부사장)
정 해 수 (Synopsys 사장)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황 규 철 (삼성전자 상무)
재 무 이 사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회 원 이 사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감
사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간
사
강 석 형 (UNIST 교수)
김 영 민 (광운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 반도체재료부품연구회
전 민 용 (충남대학교 교수) - 광파및양자전자공학 연구회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 SoC설계연구회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 RF집적회로연구회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 PCB&Package연구회

신 윤 승 (삼성전자 고문)
선우 명 훈 (아주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박 성 정 (건국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조 태 제 (삼성전기 마스터)
김 달 수 (TLI 대표)
김 준 석 (ADT 사장)
송 태 훈 (휴인스 사장)
이 도 영 (옵토레인 사장)
이 장 규 (텔레칩스 대표)
최 승 종 (LG전자 전무)
황 정 현 (아이닉스 대표)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The Magazine of the IEIE

컴퓨터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부 회 장
협동부회장
총
재
홍
편

무
무
보
집

이
이
이
이

사
사
사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 학 이 사

논문편집위원장
연구회위원장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정 (단국대학교 교수)
신 인 철 (단국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김 진 홍 (성균관대학교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이 덕 기 (연암공과대학교 교수)
강 병 권 (순천향대학교 교수)
기 장 근 (공주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석 환 (동명대학교 교수)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강 상 욱 (상명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노 광 현 (한성대학교 교수)
우 운 택 (KAIST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성 로 (목포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한 규 필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김 홍 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세 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조 병 순 (㈜시엔시 인스트루먼트 사장)
김 대 휘 (㈜한국정보통신 대표이사) 노 소 영 (월송출판 대표이사)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오 승 훈 (LG C&S 과장)
조 병 영 (㈜태진인포텍 전무)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융합컴퓨팅연구회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신경망/퍼지연구회
강 문 식 (강릉원주대 교수) - 멀티미디어연구회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 유비쿼터스시스템연구회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M2M/IoT연구회
우 운 택 (KAIST 교수) - 증강휴먼연구회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 정보보안연구회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황 인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변 영 재 (UNIST 교수)
정 혜 명 (김포대학교 교수)
김 천 식 (세종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한 태 화 (연세대의료원 연구팀장)
박 승 창 (㈜유오씨 사장)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유 성 철 (LG히다찌 산학협력팀장)

신호처리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부

회

장

협동부회장

이

사

협 동 이 사

감
사
총 무 간 사
연구회위원장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김 문 철 (KAIST 교수)
김 창 익 (KAIST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강 동 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CP)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변 혜 란 (연세대학교 교수)
신 원 호 (LG전자 상무)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강 현 수 (충북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해 광 (세종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서 정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용 환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박 호 종 (광운대학교 교수)
서 영 호 (광운대학교 교수)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양 현 종 (UNIST 교수)
이 종 설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임 재 윤 (제주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승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김 응 규 (한밭대학교 교수)
구 형 일 (아주대학교 교수)
박 상 윤 (명지대학교 교수)
강 제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인하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허 용 석 (아주대학교 교수)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 음향및신호처리연구회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 영상신호처리연구회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 영상이해연구회
예 종 철 (KAIST 교수) - 바이오영상신호처리연구회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지 인 호 (홍익대학교 교수)
김 남 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 구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현 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 재 섭 (㈜픽스트리 대표이사)
이 기 승 (건국대학교 교수)
장 세 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최 준 원 (한양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전 세 영 (UNIST 교수)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회
부

회

장
장

감
사
총 무 이 사
재 무 이 사
학 술 이 사
편 집 이 사
기 획 이 사
사 업 이 사
산학연이사
홍 보 이 사
회 원 이 사
자 문 위 원

연구회위원장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영 진 (생산기술연구원 박사)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김 준 식 (KIST 박사)
최 영 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고 낙 용 (조선대학교 교수)
양 연 모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강 대 희 (유도㈜ 박사)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재 병 (전북대학교 교수)
문 정 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김 덕 원 (연세대학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오 상 록 (KIST 분원장)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한 수 희 (POSTECH 교수) - 제어계측연구회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 회로및시스템연구회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의용전자및생체공학연구회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력전자연구회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 지능로봇연구회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 국방정보및제어연구회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 자동차전자연구회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 의료영상시스템연구회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 스마트팩토리연구회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최 현 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이 학 성 (세종대학교 교수)
박 종 국 (경희대학교 교수)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산업전자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위 원

부

회

장

감
사
협동부회장

상 임 이 사

재 무 이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학연이사

협 동 이 사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최 영 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강 현 웅 (핸즈온테크놀로지 대표)
김 창 일 (아이지 대표)
박 현 찬 (나인플러스EDA 대표)
이 영 준 (비츠로시스 본부장)
한 성 준 (아이티센 부사장)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강 민 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경 복 (경복대학교 교수)
윤 중 현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주 진 화 (오산대학교 교수)
김 덕 수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영 종 (여주대학교 교수)
장 경 배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 상 범 (폴리텍인천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장 성 석 (영진전문대학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이 시 현 (동서울대학 교수)
장 기 동 (동양미래대학 교수)
강 현 석 (로보웰코리아 대표)
김 연 길 (대보정보통신 본부장)
박 정 민 (오므론 과장)
오 재 곤 (세인 부사장)
이 진 우 (글로벌이링크 대표)
조 병 영 (태진인포텍 전무)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종 부 (인덕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응 연 (인터그래텍 대표)
김 태 형 (하이버스 대표)
성 재 용 (오픈링크시스템 대표)
장 철 (LG히타찌 전무)

김 진 선 (청파이엠티 대표)
박 용 후 (이디엔지니어링 대표)
송 광 헌 (복두전자 대표)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강 희 훈 (여주대학교 교수)
김 태 용 (구미대학교 교수)
이 종 하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김 용 중 (폴리텍원주 교수)
송 도 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이 영 진 (을지대학교 교수)
정 경 권 (동신대학교 교수)
김 영 우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오 태 명 (명지전문대학 교수)
최 의 선 (폴리텍아산 교수)
서 병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원 우 연 (폴리텍춘천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김 민 준 (베리타스 부장)
김 태 웅 (윕스 부장)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유 성 철 (LG히다찌 본부장)
전 한 수 (세림TNS 이사)
조 한 일 (투데이게이트 이사)

김 종 오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종 용 (광운대학교 교수)

윤 한 오 (동국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윤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변 상 준 (대덕대학교 교수)
이 철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이 규 희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종 성 (부천대학교 교수)
최 홍 주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김 세 종 (SJ정보통신 부사장)
남 승 우 (상학당 대표)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유 제 욱 (한빛미디어 부장)
조 규 남 (로봇신문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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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성 (동아대학교 교수)
강 석 형 (UNIST 교수)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고 현 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김 기 남 (삼성전자 사장)
김 달 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영 권 (명예회장)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김 재 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김 준 모 (KAIST 교수)
김 진 선 (SK이노베이션 전무)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철 동 (㈜세원텔레텍 대표이사)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남 일 구 (부산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광 석 (서울대학교 교수)
박 래 홍 (서강대학교 교수)
박 성 한 (명예회장)
박 정 일 (영남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박 현 욱 (KAIST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송 문 섭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송 창 현 (네이버 CTO)
신 현 동 (경희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오 민 철 (부산대학교 교수)
오 의 열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고 요 환 (㈜매그나칩반도체 전무)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기 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 대 환 (국민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문 철 (KAIST 교수)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영 희 (창원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윤 희 (경희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김 창 용 (삼성전자 DMC 연구소장)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 현 수 (삼성전자 상무)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도 양 회 (제주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민 경 오 (LG전자 부사장)
박 규 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서 정 욱 (명예회장)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성 굉 모 (명예회장)
손 광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안 승 권 (LG전자 사장)
양 일 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장)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고 윤 호 (충남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동 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실장)
김 선 일 (한양대학교 교수)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김 창 익 (KAIST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김 현 철 (울산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나 정 웅 (명예회장)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박 동 일 (현대자동차㈜ 전무)
박 성 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박 주 현 (영남대학교 교수)
박 항 구 (명예회장)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서 진 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 하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손 광 훈 (연세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안 길 초 (서강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예 종 철 (KAIST 교수)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유 윤 섭 (한경대학교 교수)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윤 일 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가 원 (충남대학교 교수)
이 광 만 (제주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신 섭 (프라임에어웨이브 대표이사)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진 구 (명예회장)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이 희 국 (㈜LG 상근고문)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장 영 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전 창 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정 의 영 (연세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한 유 (부산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조 성 환 (KAIST 교수)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최 윤 식 (연세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홍 국 태 (LG전자 연구위원)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홍 유 식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

유 경 식 (KAIST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배 호 (전남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이 윤 식 (UNIST 교수)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이 충 웅 (명예회장)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호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영 현 (삼성SDI 사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정 정 화 (명예회장)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차 종 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천 경 준 (㈜씨젠 회장)
최 병 덕 (한양대학교 교수)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우 영 (서강대학교 교수)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최 진 성 (SK텔레콤 전무)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홍 규 식 (삼성전자 상무)
홍 승 홍 (명예회장)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유 창 동 (KAIST 교수)
유 회 준 (KAIST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이 민 영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종 호 (서울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이 천 희 ((전)청주대학교 교수)
이 태 원 (명예회장)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임 제 탁 (명예회장)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준 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정 은 승 (삼성전자 부사장)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 명 진 (네이버 연구원)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차 형 우 (청주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한 수 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사무국 직원 명단
송기원 국장 - 대외업무, 업무총괄, 기획, 자문, 산학연, 선거
이안순 부장 - 국내학술, 총무, 포상, 임원관련, 컴퓨터소사이어티
배지영 차장 - 국제학술, 국문논문, JSTS영문지, 시스템및제어소사이어티
배기동 차장 - 사업, 표준화, 용역, 반도체소사이어티
변은정 차장 - 재무(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학회지, 산업전자소사이어티
김천일 과장 - 회원, 정보화, 홍보/교육, 통신소사이어티
장다희 서기 - 국제학술, 국제업무, SPC, 신호처리소사이어티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제2차 상임이사회가 3월 10일(금)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

자문위원회(김영권 위원장)는 3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호텔(1층) 에이치가든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포시즌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대식

같다.

학회장의 학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더불어 자문위원들의
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1. 성원보고
- 33명의 상임이사 중 2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
2. 위원회 보고
- 각 위원회 별로 위원장들이 서면 및 발표보고사항을 진행하고
위원회별 주요사항을 논의함
3. 심의사항
-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함
4. 기타

제1차 자문위원회 홍대식 회장 보고

제2차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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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차세대 반도체 소자 Workshop 2017
반도체소사이어티(워크샵 운영위원장 : 이희덕 교수, 충남대)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 Workshop을 3월 24일(금)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층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모리 소자 기
술인 Flash memory 소자의 차세대 기술과 향후 이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MRAM 소자 기술 및 X-point 메모리 소자 기술에
대하여 강연되었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소자 기술로는 먼
저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Computational
Screening 기술이 소개되고, 이종접합 기반 다진법 로직소자 기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춘계 학술대회 및 기술교육 세미나 단체사진

술, 3D 집적을 위한 high mobility channel 소자 기술, 3차원 Carbon
Nanotube FET 기술, FinFET을 넘어서는 차세대 로직 소자 기술 등
이 발표되었다.

미래 자동차를 위한 회로 및 시스템 기술 워크샵
사업위원회(워크샵 조직위원장 : 공준진 마스터(삼성전자), 범진욱
교수(서강대))에서는 미래 자동차를 위한 회로 및 시스템 기술 워크
샵을 4월 17일(월)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에서는 자동차용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소
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율 주행에 필요한 센서 기술, power 소
자, 회로 및 시스템 기술, 차량용 통신 기술, infortainment 시스템 기
술을 소개한 후, 마지막에는 차량용 반도체의 qualification에 관한 내
용을 소개함으로써 총 일곱 분의 강사가 미래 자동차 기술과 관련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Workshop 2017

전반의 내용들을 충실하고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되었다. 또한 각각의 기술 분야에 대해 비교적 기본적인 내용부
터 시작하여 최근의 연구 개발 동향에 이르기까지 밀도 있게 소개하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춘계학술대회 및
기술교육세미나 개최

는 한편, 회로 및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와 도전에 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전자소사이어티(회장 : 원영진 교수, 부천대)에서는 3월 24일
(금) 서울 가든호텔 로즈홀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기술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전자소사이어티 기술교육세미나

13

미래 자동차를 위한 회로 및 시스템 기술 워크샵-홍대식 학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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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및 유관기관 방문워크샵

전국진 명예회장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상

학회 회장단은 3월 31일 특별회원사인 SK하이닉스를 방문하여 당

전국진 학회 명예회장(서울대, 교수)이

면 현안과 향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4월 21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
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
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2017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에서 “4세대 무선통신 송수신기” 개발
등의 업적으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상했다.

SK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

산업전자소사이어티 등산대회 개최
산업전자소사이어티(회장 : 원영진 교수, 부천대)에서는 4월 15일
(토) 서울 아차산에서 등산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소사
이어티 회원 총 26여명이 참석하였다.

산업전자소사이어티 등산대회

산업전자소사이어티 등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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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신규회원 가입현황
(2017년 3월 7일 - 2017년 4월 8일)
정회원
권충근(SK하이닉스), 김병일(영남대학교), 김상우((주)클레버로직),
김현수(앙상블자동차연구소), 박성욱(강릉원주대학교), 박형래
(한국항공대학교), 변형준((주)에이치에스쏠라에너지), 손범준
((주)아이티텔레콤), 안치권(경희제생한의원), 연명흠(아테리스),
이건욱((주)아이티텔레콤), 이현순(아이티텔레콤), 조정희(한국
한의학연구원), 지상훈(아이티텔레콤), 채일권(한화시스템), 한성익
(부산대학교)
이상 16명

평생회원
강명구(라온우리), 변철우(원광대학교), 이제민(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상 3명

학생회원
김기훈(홍익대학교), 김덕수(부산대학교), 김수현(서울대학교, 삼성전자),
김태형(서울대학교), 박경철(서울대학교), 박동주(부산대학교), 박수한
(충남대학교), 박철희(연세대학교), 서권명(시스웍), 오민혜(서울대학교),
이기태(서울대학교), 이동근(서울대학교), 이재진(홍익대학교), 최연준
(서울대학교)
이상 14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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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지
www.theieie.org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2017년 3월 17일 ~ 2017년 4월 15일

1. 회의 개최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주요 안건

제5차 ITC-CSCC 2017
조직위원회

3.21
(18:00)

서울역 진진바라

제1차 자문위원회

3.24
(10:30)

포시즌 호텔

제1차 하계조직위원회

3.30
(7:30)

JW메리어트호텔
2층 The Cafe

제2차 통신소사이어티
이사회

3.31
(17:00)

해동자료실

- 2017년도 사업계획 논의 외

제3차 기획위원회

3.31
(17:00)

학회 회의실

- 선거제도 개선 및 학회 간접비 논의 외

- 논문 추가 모집 및 세션 구성 논의 외

- 학회 주요 사업 추진 보고 및 학회 발전 논의

- 학술대회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 논의 외

2. 행사 개최
행사 명칭

일시

장소

주관

차세대 반도체 소자 워크샵

3.24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소사이어티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춘계 학술대회
및 기술교육세미나

3.24

서울 가든호텔

산업전자소사이어티

미래 자동차를 위한 회로 및 시스템
기술 워크샵

4.17

한국과학기술회관

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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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편·집·기

군통신 체계 최신 동향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전쟁
의 양상이 복잡화·다차원화 되
면서 첨단 유무선 통신 네트워
크에 기반한 전자전, 무인전, 사
이버전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
던 새로운 형태의 전투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
러한 네트워크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are; NCW) 형태
신요안 편집위원
의 미래전에서는 지휘통제·통
(숭실대학교)
신체계, 정보·감시·정찰체계,
정밀타격체계 등이 첨단 유무선
군통신 체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이를 위해 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술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상-공중-위성 등 다중 계층
간의 긴밀한 통신체계 구축 및 요소기술 개발이 필수불가결
하다. 한편 무선통신 기반의 군통신 체계에서 다양한 상용
무선통신들과의 주파수 공유 및 간섭 이슈가 최근 들어 크
게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주파수 자원 관리 문제 역시 성공
적인 미래 군통신 체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
었다. 또한 전투의 기동성이 강조되면서 지상 및 공중 계층
에서 구축되는 전술 기동망에 최신의 통신 기술들을 적용하
는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통신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최신 동향을 살
펴볼 수 있는 원고 6편으로 본 특집호를 구성하였다. 특별히
우리나라 군통신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
소의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 뿐 아니라 지상 및 공중 기동망
에 적용 가능한 최신 통신/신호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민간 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학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같이 고찰하여 민군의 기술협력 사례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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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첫 번째 원고인 “미군 스펙트럼 관리기술 발전
동향(박재돈)”에서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 관리를 위한 미군
의 제도적·기술적 노력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찰한다. 두 번째 원고인 “위성-지상
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 및 발전방향(노봉수)”에서는
미래 전술망의 생존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위성-지상 기동망간 연동 핵심 기술 및 발전 방향에 대
해 기술한다. 세 번째 원고인 “통신용 형상 적응형 능동 위
상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정진우)”에서는 기동형 공중망 플
랫폼에 탑재 가능한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고
려 사항 및 설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네 번째 원고인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 (MXN) 기술 동향(조승권)”에서는 개
발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상용 기술을
NCW 개발에 최대한 활용하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
동통신 네트워크의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을 하나의 네트
워크로 통합하는 최신 기술인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의 미래
NCW에의 적용에 대해 논한다. 다섯 번째 원고인 “집단생
태 모방의 바이오 전술 기동망 기술(노병희)”에서는 통신 기
반 환경이 열악하고 생존성이 요구되는 고속의 기동 환경에
서 다양한 플랫폼, 소형화에 따른 수백개 이상의 대규모 노
드를 운영해야 하는 미래 전술 기동망에 자연의 집단생태계
의 특성을 모방한 바이오 네트워킹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찰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고인 “무인기 활용
공중통신망 발전방향 및 효과도 분석(서난솔)”에서는 기존
의 지상망 및 위성망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 무인기를 활용한 공중 통신 중계의 개념 및 그 실현을 위
해 고려하여야 할 플랫폼 측면, 기술적 측면의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본 특집호를 위하여 옥고를 보내주신
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집호가 미래 군통신
체계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관련 연구소 및 민간의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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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군 작전 환경은 종래의 플랫폼 중심전(PCW, Platform
Centric Warfare)에서 지상, 공중, 위성 및 해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박재돈
국방과학연구소

전장 환경 요소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정보 우위 확보 중심의 네트워
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무인기, 무인로봇, 센서 등과 같은 다양한 신규 스펙트럼 의
존 무기체계들의 등장은 주파수 소요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NCW 기반의 군 작전 환경은 무기체계의 디지털화, 정보 수집량 증가,
합동/연합 작전의 수행 등으로 소요 데이터 용량의 증가를 가속화시키

이형주
국방과학연구소

고 있으며, NCW 네트워크를 이용한 복합 무기체계의 증가 추세로 상
호운용성이 강조되는 등 군 주파수 운용형태는 기존의 단순한 배타적
주파수 확보·운용의 개념에서 다
층적, 다차원적 형태의 운용 개념으
로 진화하고 있다.[1]
미군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
스탄 전쟁 경험을 통해 무선 네트

박종성

채승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워크의 확보가 군 작전 성공과 직
결되는 NCW 환경에서 스펙트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
하게 되었다. 또한 NCW 환경에
서 스펙트럼 관련 도메인, 조직 간
의 운용 체계, 운용절차, 데이터베
이스 등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스

정대진

백광훈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펙트럼 관리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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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려 한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진화되고 있는 미군 스펙트럼
관리 개념 및 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미군 스
펙트럼 관리 체계에 포함된 기술들을 소개한다. 효율적인
군 스펙트럼 관리를 위한 스펙트럼 공유 기술, 스펙트럼
관리체계 간 데이터 교환 표준 포맷 및 전파모델에 관한
기술 동향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미군 전자기 스펙트럼 운용 환경[3]

Ⅱ. 미군 스펙트럼 관리 개념 및 체계

하여,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EMSO, Electromagnetic

본 장에서는 미군의 스펙트럼 관리 개념의 동향을 살

Spectrum Operations) 개념의 구체화를 통해, 미래

펴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전자전(EW, Electronic

NCW 환경 하에서 스펙트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

Warfare)에서 진화된 CEMA(Cyber Electromagnetic

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

Activities)에서의 스펙트럼 관리 개념과 EMBM

년 미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는 “DoD

(Electromagnetic Battle Management) 개념을 고찰하

Electromagnetic Spectrum Strategy”에서 “언제, 어디

고자 한다. 또한 스펙트럼 관리체계인 GEMSIS(Global

서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스펙트럼 접속

Electromagnetic Spectrum Information System)를 살

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펙트

펴본 후 스펙트럼 관리체계 로드맵을 간략히 살펴본다.

럼 규정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다변화하는 스
펙트럼 환경 적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꾸준히 제시해 오
[2]

고 있다.

1. CEMA의 스펙트럼 관리
미군은 사이버공간과 EMS에 대한 증가하는 중요성

이러한 과정 중 미 국방부는 변화된 스펙트럼 현실과

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전(EW) 교리를 2014년에 CEMA

운용 현실을 인식하고 무기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국가

교리로 혁신적으로 진화하였다.[4] CEMA는 사이버공간

안보에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3] <그림 1>과 같

과 EMS에 대해 적군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

이 전자기 스펙트럼(EMS, Electromagnetic Spectrum)

며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활동들이며, 동시에 적군의

은 미군의 정보 수집·분석·공유, ISR(Intelligence,

사용을 거부하고 경감시켜 임무명령시스템을 보호하는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자산 제어 등과 같

데 영향을 주는 활동들로 정의한다. CEMA의 구성요소

은 군 요구사항을 실현하는데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한

는 EW, 사이버공간 작전(CO, Cyberspace Operations)

다. 마찬가지로 산업계에서도 EMS는 기술 혁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관리 작전(SMO, Spectrum

핵심 플랫폼을 제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엔진

Management Operations)을 포함하고 있다.

역할을 한다. 또한 적군의 EMS를 이용한 공격, 스펙트럼

SMO는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EMSO)을 관리하기 위

자원을 더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 또한 군

한 분야로 사이버공간 작전(CO) 및 EW의 실행을 가능하

스펙트럼 획득과 관리·운용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

게 하고 지원한다. 즉, SMO는 군사 작전의 모든 단계 동

게 경쟁이 치열하며 혼잡한 EMS 운용 환경에서 군 스펙

안 EMS 작전 환경에서 작전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수행

트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스펙트럼 관리의 중요성은 더

을 가능케 하는 스펙트럼 관리, 주파수 지정, 호스트-국

욱 강조되고 있다.

가 조정, 그리고 정책 등과 같은 관련된 기능을 모두 포함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군의 스펙트럼 관리 개념,

19

한다. SMO의 목표는 방공 레이더, 센서, 모든 종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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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무인 시스템 등을 비롯한 스펙트럼 의존 시스템들
이 허용 할 수 없는 전자기 간섭을 야기하거나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면서 의도된 환경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SMO는 NCW 전장 환경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EMS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CEMA 작전의 핵심 기능이다.
SMO의 구성요소 중 스펙트럼 관리(SM, Spectrum
Management)는 전자기 환경 영향 평가 및 완화, 주파수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주파수의 간섭 제거, 주파수

<그림 2> EMBM에서의 JEMSO 동기화[5]

간섭 해결, 주파수 할당 및 EW 조정으로 구성된다. 즉,
미군 스펙트럼 관리의 목적은 군의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EMS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이러한 EMBM 스펙트럼 관리 개념은 초기에는 전술 부

것이며, 스펙트럼 관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운용 부대

대의 스펙트럼 관리도구인 CJSMPT의 발전 개념으로 연

를 직접 지원하는 필수적이며 제한된 스펙트럼 자원을 할

구 및 구현되기 시작하였으며, EMBM 프레임워크로 진

당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 안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화한 후 GEMSIS로의 통합을 목표하여 발전하였다. 그리

EMS에 의존하는 군 스펙트럼 작전 환경에서 스펙트럼

하여 합동 작전 스펙트럼 관리 절차에 따라 통합된 RF 스

관리 패러다임은 스펙트럼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포함

펙트럼 계획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그 이전까지 제각

한 전자 시스템이 허용 할 수 없는 간섭을 유발하거나 영

각이던 JEMSO의 작전 사이클을 <그림 2>처럼 다른 작

향을 미치지 않고 의도된 환경에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

전 사이클들과 동기화시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스

게 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펙트럼 관리를 통해 아군 통신시스템과 CREW(Counter
Radio EW)의 간섭을 예측하고 충돌을 회피하여 위험을

2. EMBM의 스펙트럼 관리

완화시키는 유일한 임무 계획 기능을 제공한다. 미군은

전자기 작전 환경(EMOE, Electromagnetic

이러한 EMBM 프레임워크를 스펙트럼 관리체계에 구현

Operational Environment)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하기 위한 표준화된 EMS 데이터와 구조, 공용 인터페이

미군은 2009년 공식적으로 Electronic Warfare Initial

스 및 프로토콜 상에서 구축 기술, 그리고 이동 RF 시스

Capabilities Document에서 전술 부대를 위한 효과적

템에 대한 간섭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고 효율적인 EMS 자원 관리에 대한 요구, 즉, EMBM
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술하였다[5]. EMBM은 EMS를 통

3. 미군 스펙트럼 관리체계

해서 정보 수집 활동, 작전 지휘 통제, 스펙트럼 관리 임
무를 수행하는 합동 EMS 작전(JEMSO, Joint EMS
Operations)에 대해 모든 도메인(지상, 해상, 공중, 우

가. GEMSIS (Global Electromagnetic Spectrum
Information System)

주 및 사이버)에서 통합 지원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

미군의 최신 스펙트럼 관리 체계는 DoD 산하 DISA

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림 2>와 같이 피라미드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에서 제공

형태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EMBM은 JTF(Joint

하는 GEMSIS(Global Electromagnetic Spectrum

Task Force)와 사단 이하의 전술 부대에게 동적 전장 상

Information System)이다.[6] GEMSIS는 기존의 사전 계

황에서 JEMSO를 위한 연결성과 자동화 도모 및 전자기

획 하에 정적으로 운용되던 주파수 할당(assignment) 방

방해 방지, 간섭/재밍 해소와 같은 새로운 스펙트럼 관리

식을 동적(dynamic)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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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접속계정이 제공되고 위젯 기반 도구가 사용자를 지원
한다.
다. JSDR
스펙트럼 관련 데이터를 수집, 표준화 및 배포하기 위
하여 설립된 DSO(Defense Spectrum Organization)는
JSDR에 대한 직접적인 온라인 데이터 접속을 제공하거
<그림 3> ISD 웹기반 환경

나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한다. JSDR은 MCEB SSRF 데
이터 표준과 호환되며 소스/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펙

화한 방식으로 진보시킨 연합 프로그램이다. GEMSIS는

트럼 관리 데이터의 종합 저장소이다. JSDR은 주파수 할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스펙트럼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당, 스펙트럼 인증, 간섭 보고서, 상세한 장비특성 및 플

GEMSIS 프로그램은 현재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 서비

랫폼 정보에 접속하도록 해준다. JSDR은 국방부, 국내

스/기능을 제공한다.

및 국제 스펙트럼 관련 정보를 비밀 수준까지 포함하고

•ISD (Integrated Spectrum Desktop)

있다. JSDR은 스펙트럼 데이터에 접속이 필요한 프로그

•CJSMPT (Coalition Joint Spectrum Management

램과 기기 간 데이터 교환을 허용한다.

Planning Tool)
•JSDR (Joint Spectrum Data Repository)

라. CJSMPT

•Spectrum XXI

CJSMPT는 모든 임무 계획 단계에서 스펙트럼 운용 지

•HNSWDO (Host Nation Spectrum Worldwide
Database Online)

원을 제공한다. CJSMPT는 특정한 임무나 연습을 위해
유닛, 플랫폼 및 장비 특성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는 전자
기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석 및 시뮬

•Stepstone

레이션을 위해 사용된다. CJSMPT는 관심지역에서 잠재
나. ISD

적인 전자기 간섭을 식별하고 완화시키도록 스펙트럼 관

ISD는 웹기반 스펙트럼 관리 기능에 접속하기 위한

리자에게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CJSMPT의 분석 기능

공통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며 스펙트럼 관리 툴의 통

을 통해 스펙트럼 관리자는 전장에서의 전자기 영향에 대

합 및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ISD는 웹기반 기능을

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GEMSIS에 통합하고 이러한 기능에 접속하기 위한 단일
웹사이트를 제공한다. GEMSI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단

<그림 4> CJSMPT 운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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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JSMPT는 전술 스펙트럼 관리자에게 향상된 전자

을 보고 지원성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주파수 대

기 스펙트럼 간섭방지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역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설계 의사 결정을 제공하며 잠
재적으로 지원 불가한 무선 시스템을 확보 할 위험을 줄

마. Spectrum XXI

여준다. HNSWDO는 스펙트럼 관리자에게 거의 실시간

Spectrum XXI은 DoD의 무선 주파수 관리를 위한 공

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프로세스 지연시간을 급격히 줄

동 스펙트럼 관리 도구이다. Spectrum XXI은 주파수

여준다.

관리자에게 스펙트럼 관리 자동화 요구사항을 해결하
는 단일 정보 체계를 제공한다. Spectrum XXI은 DoD

사. Stepstone

가 주파수 관리 워크플로우 기능, 무선 주파수 엔지니

Stepstone은 DoD의 장비 스펙트럼 인증 프로세스를

어링 분석, 데이터 검증, 규정 준수 확인 및 시각화 도

지원한다. Stepstone은 스펙트럼 인증 및 스펙트럼 지

구로 계획 및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외국 군사 판매 및

원능력 프러세스를 지원하는 스펙트럼 의존 장비에 대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지원

매개 변수 정보 데이터 확보를 위한 온라인 리소스이다.

을 통해 Spectrum XXI은 동맹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Stepstone은 장비 주파수 할당 신청서(DD 양식 1494)를

있다. GEMSIS는 Spectrum XXI의 기능을 확장하고 애

완성하기 위한 서비스 및 산업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

플리케이션 코드를 현저히 현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 데이터 품질, 협업 및 워크 플로우 기능 및 인증 프로

있다.

세스 지표를 위한 적합성 검사를 제공한다.

4. EMSO 컨버전스 전략

바. HNSWDO
HNSWDO는 미군 주둔국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의

<그림 7>는 미군의 2020년까지의 EMSO 컨버

존 장비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전세계 가시성을 제공함으

전스 전략을 보여준다. 개선된 기능과 절차 단순화

로써 전투기 배치 및 통신을 용이하게 해주는 웹 애플리

를 목표로 예산 제약사항을 극복하고자 현재 다양

케이션이다. HNSWDO는 주둔국의 협조 요청 배포 및 주

한 스펙트럼 관리도구들이 SXXI-O (SPECTRUM

둔국의 지원가능성 의견의 작전지휘 제출을 자동화하여

XXI-O), EWPMT(Electronic Warfare Planning &

프로세스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HNSWDO는

Management Tool), Objective WIN-T NMS(NetOps

스펙트럼 관리자가 유사한 시스템의 무선 스펙트럼 이력

Management System) 세 가지 도구로 SMO 성능
이 수렴되고 있다. EW의 스펙트럼 관리 업무를 지원

<그림 6> HNSWDO 운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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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펙트럼 작전(SMO)은 EWPMT로 진화하며,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특정 지형 공간적 영역 안에

NOSC(Network Operations Security Center)의 스펙

서 스펙트럼 사용 히스토리 및 실시간 활용 여부에 관한

트럼 관리 임무를 지원하는 SMO는 Objective WIN-T

정보를 인지하여, 스펙트럼 을 주파수, 시간, 공간의 다

NMS로 진화한다. CJSMPT도 EWPMT와 NMS로 통합

차원적 활용을 통해 스펙트럼 자원의 이용률 및 사용 효

되어 201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개발이 없을 계획이

율을 극대화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DSA 기술은 상업적

[7]

영역에서 이미 IEEE 802.22[8]와 P1900.4[9]와 같은 표준

다.

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 쪽에서도 미 국

Ⅲ. 미군 스펙트럼 관리 기술

방부에서 DARPA XG program[10] 등을 통해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DISA에서 바라보는 DSA는 크게 <그

1. 스펙트럼 공유기술

림 8>과 같이 구분된다.
DSA는 크게 주 시용자와의 협상에 의한 합의 여부

가. DoD의 DSA(Dynamic Spectrum Access)

에 따라 크게 Negotiated 형태와 Opportunistic 형태

NCW에서의 스펙트럼 관리란, 실시간 변하는 동적 전

로 구분되고, Negotiated는 구성원들 사이의 사전 동

장 환경에서 작전 및 임무 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

의 여부에 따라 Prearranged와 Ad Hoc로 구분되며,

양한 주파수, 시간, 공간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스펙트

Opportunistic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시스템과 스펙트럼

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DoD는 이러

접속 공유 여부에 따라 Restricted와 Unrestricted로 구

한 NCW를 구현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방안으로 동

분된다.

적 스펙트럼 접속(DSA, Dynamic Spectrum Access)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과 동적 스펙트럼 관리(DSM, Dynamic Spectrum

•Prearranged Negotiated DSA: 다수의 라디오 및

Management)로 규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스펙트럼 할당 방법은 정적(static)인 방법으로

네트워크 간 스펙트럼 공유에 관한 협상에 의한 사전
동의를 통한 스펙트럼 공유 프로토콜

주 사용자 시스템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유휴 주파수

•Ad hoc Negotiated DSA: 다수의 라디오 및 네트워

대역의 비사용으로 인해 스펙트럼 사용 효율이 낮으므로,

크간 스펙트럼 공유에 관한 사전 동의 없이 애드혹

동적으로 변하는 NCW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를

기반 실시간 자동적 스펙트럼 공유 프로토콜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DSA 방법이

•Restricted Opportunistic DSA: 사전에 정해진 시
스템 간 주사용자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기회적 스펙트럼 공유 프로토콜
•Unrestricted Opportunistic DSA: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을 포함하여 주사용자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
는 범위에서 기회적 스펙트럼 공유 프로토콜
<그림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DSA 기술
은 Prearranged Negotated DSA, Restricted
Opportunistic DSA, Ad Hoc Negotiated DSA, 그리고
Unrestricted Opportunistic DSA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
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각 진화 단계마다 요소 기
술 및 관련 스펙트럼 관리 정책들을 식별하고 있다.

<그림 8> DISA의 DSA 분류 및 기술 진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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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oD의 정책기반 스펙트럼 관리 체계

정책의 적합성 검증, SSRC요구사항의 승인 또는 거

① 정책기반 DSA 라디오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기능

부). 무선 통신 기기의 기능 제어를 위한 최종 판단

DoD는 현재 DSA 운용의 기초 단계로서, 정책기반 라

구성요소

디오를 활용한 정책기반 스펙트럼 관리체계 (PBSM,

•Policy Enforcer(PE): PCR 및 SSRC로부터 전달된

Policy-Based Spectrum Management)를 개발하고

전송매체 변수들과 정책과의 합치여부 판단후 SSRC

있다. DSA 기술에 관한 표준화는 IEEE DySPAN-SC

로 무선 전송 기능의 적용에 대한 승인 여부 전송

(Dynamic Spectrum Access Networks Standards
Committe)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DoD도 이에 적극적

② D o D 의 P B S M ( P o l i c y - B a s e d S p e c t r u m
Management)

으로 참여하고 있다. DySPAN-SC는 1900이라는 표

DoD의 정책기반 스펙트럼 관리(PBSM) 구현을 위한

준 명칭으로 이루어진 1900.1-1900.7 까지 총 7개의

핵심 요소 기술은 크게 정책 기반 라디오 구현 기술과 이

working group에서 DSA 기술과 관련한 개별 표준 개

의 운용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로 분류된다. 정책 기반 라

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P1900.5는 정책기

디오 구현 기술은 광대역 무선통신기술 및 스펙트럼 센싱

반 DSA 라디오 시스템을 위한 인지엔진 구조, 정책 언어

기술을 들 수 있으며, 정책수립 기술은 주파수 공유 분석

정의,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9>은 P1900.5

또는 스펙트럼 운영 변형과 같은 기술을 들 수 있다.

에서 정의하는 정책기반 DSA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조로

주파수 관련 ITU 규정, 국내전파 규정, 군 전파규정 등

서, 총 4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

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무선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6]

성 요소 및 구체적인 상호 기능은 다음과 같다.

•PMP(Policy Management Point): 전파규칙 관련
정책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신규 정책정보 제공
•SSRC(System Strategy Reasoning Capability):
Radio Enviroment Map 정보 등을 이용한 기회적
접속 기회 확인 및 PCR에 전송 가능 여부에 대한 승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형이 필요하다. 미국
DoD는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디지털 스펙트럼 정책’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규정의 기본 내용 요소는 허용주파수 대
역, 지리적 조건, 시간 조건, 센싱 조건, 센싱 감도 기준
값, 공유 가능 센싱 데이터, 접속규약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0>는 PBSM을 이용한 DoD의 전술 스펙트럼 운
용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

인 요청
•PCR(Policy Conformance Reasoning): PMP로부

분된다.

터 전달된 기존 정책과 SSRC로부터 전달된 요구사

•1단계: 주파수 기기 사용 규정(정책) 수립

항과의 합치 여부를 판단 (비교, 추론과정 시행, 변경

•2단계: 전자장비를 활용한 전투계획 수립

<그림 9> 1900.5 구조 개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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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ISA의 DSA 분류 및 기술 진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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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작전 수행을 위한 디지털 스펙트럼 정책 수립

한 운용개념 및 데이터 요소들을 정의한 DoD 승인 표
준 포맷으로, NATO의 SMADEF-XML(Spectrum

(장비에 적용 가능한 표준 언어 변환 수행)
•4단계: 디지털 스펙트럼 정책을 작전 대상 무선 기기

Management Allied Data Exchange Format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한

에 전송
•5단계: 운용 결과 피드백을 통한 전투 계획 및 디지
털 스펙트럼 정책 변경

다. [15] 이 표준 포맷의 초기 버전인 SSRF 1.2.4b
문서는 MCEB(Military CommunicationElectronics Board)에서 Pub 8으로 2009년에 출간

2. 스펙트럼 관리 데이터 교환 포맷

되었으며, MC4EB(Military Command, Control,

본 절에서는 미군과 NATO에서 사용되는 스펙트럼 관

Communications, and Computers Executive Board)

리도구들 간의 관리 데이터 교환 포맷인 SFAF, SSRF,

에서 Pub 8 버전 3.1로 진화하였다. 기존 텍스트 형식의

SMADEF-XML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펙트럼 관

데이터 교환 포맷에서 XML 형식의 포맷을 적용하였으

리 데이터는 전투원들의 스펙트럼 접근에 대한 요구가 지

며, EMS 관리와 관련된 주파수 할당 및 분배, 간섭 보고,

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데이터 전략

좌표, 부대, 안테나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EW 관련 요소

에 대한 핵심이며, 이 핵심 자원에 대한 표준 교환 포맷을

들이 추가 정의되었다. 이를 통해 동적으로 스펙트럼 정

통해 스펙트럼 관리 도구들이 이 유한 자원을 더 효율적

보를 공유하게 하며, 미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목표들을

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관리도

충족시킨다. SSRF는 현재 미군 전술망 스펙트럼 관리 도

구들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스펙트럼 관리 데이

구인 CJSMPT 의 진화(발전) 개념인 EMBM 프로젝트에

터에 접근이 필요하며 복잡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스펙트

서 개발 중이다. 한·미 연합작전 활용에 타당성 검증 및

럼 장비들을 소유한 다양한 조직이나 시스템들, 또는 시

스펙트럼 관리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연합작전 스펙트

스템들 간에 스펙트럼 관리 자원 데이터의 공유를 용이하

럼 관리도구의 데이터 교환 기능으로 개발하여 한·미 스

게 해 준다.

펙트럼 관리 도구 간 스펙트럼 관리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교환하였다.[16]

가. SFAF(Standard Frequency Action Format)
SFAF는 미국의 MCEB(Military Communication Electronics Board)에서 Pub 7으로 발표한 텍스트 기반

다. SMADEF(Spectrum Management Allied Data
Exchange Format)-XML

의 스펙트럼 관리 데이터 포맷으로 미 국방부에서 주파수

SMADEF는 NATO 주파수관리소위원회(FMSC,

의 요청, 지정, 수정, 갱신, 검토 및 삭제에 사용되었다.

Frequency Management Subcommittee)에서 모든

또한 FRRS(Frequency Resource Record System)이라

NATO 국가의 스펙트럼 관리조직, NATO 사령부 및 다

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펙트럼 관리 데이터를 입력

른 국가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

하거나 ITU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포맷으로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스펙트럼 관리자, 국방

SPECTUM-XXI에서도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하고 있

부 및 NATO 본부에서 부대조직까지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주파수 지정, 주파수 지정 레코드, 주파수 지정 요청,

충족시킬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파

메시지 양식, 데이터 항목(번호, 보안등급 등), 데이터 요

수 할당, 스펙트럼 지원, JRFL 전파, 간섭 보고서 등 모

[14]

소, 데이터 구성 등에 관련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든 스펙트럼 관리 비즈니스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다목
적 인터페이스는 물론 주파수 관리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

나. SSRF(Standard Spectrum Resource Format)

하여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반화된 방법을 제공하

SSRF는 스펙트럼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위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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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파모델을 나열하고 해당 모델들의 특성을 분석한
다. 미육군은 2005년에 지역의 다양한 모폴로지를 크게
도심과 교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전파전파모델
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심지역은 OkumuraHata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교외지역은 TIREM(Terrain
Integrated Rough Earth Model)을 사용하여 전파분석
<그림 11> SSRF 인터페이스[15]

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군의 CJSMPT에서 RongleyRice 모델을 사용하며, Spectrum XXI 에서는 앞서 언급

라. SSRF 인터페이스

된 TIREM과 UPM(Urban Propagation Model)을 사용

미군은 전투부대의 요구사항 및 NTIA(National

하여 전파분석을 진행하였다.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 Okumura-Hata 모델

SMADEF-XML을 기반으로 SSRF를 별도의 엔티티로

Okumura-Hata 모델은 미 육군이 도심지역의 전파분

개발 및 유지·관리한다. NTIA의 경우 OSMDD(Office

석을 위하여 사용해온 경험적(empirical) 전파전파모델

of Spectrum Management Data Dictionary)를 자

로서, 단순히 상수값 보정만을 통하여 활용하였다. 다른

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SMADEF-XML

경험적 모델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와 지형표현의 상세

및 OSMDD 사용자와의 SSRF 형식 데이터 교환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XSLT(XML Stylesheet Language Translation)를 사용

Okumura-Hata 모델(Hata 모델)은 Okumura가 도

하는 자동화 된 번역기를 통해 <그림 11>과 같이 효율적

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한 모델을 개량한

인 데이터 교환을 가능도록 개발되고 있다.

버전으로 볼 수 있다[17-19]. 따라서 이 모델은 규모가 큰
건물이 없는 도시가 적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되

3. 전파전파모델

며, 특정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파값 측정 및 측정

무선통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실측

값에 기반한 상수 보정이 요구된다. 이 모델을 통해서 제

실험을 들 수 있다. 실측실험은 장비특성, 날씨, 지역, 전

공되는 주요 결과는 주파수(MHz), 송수신 안테나 높이

파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생성되어

(m) 및 사이의 거리(km)를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로서 기

각기 다른 실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 진

본전파손실(basic propagation loss/path loss)의 중간

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측실험을 대

값을 나타낸다. 크게 열린 공간, 교외지역, 도심지역으로

신하여 무선통신 시뮬레이션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무

모델이 나뉘어 있으나, 미군이 사용한 도심지역의 모델을

선통신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수

중점으로 다룬다. 도심지역의 Okumura-Hata모델은 아

많은 주요 속성들에 알맞은 값을 입력하여 사용하게 되는

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데, 그중에서 전파전파모델(radio propagation model)
은 특별히 더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무선 통신환경은
특성이 매우 빠르고 무작위로 변화하며, 주변 환경에 종

위 식에서 A 와 B 항들은 주파수 및 안테나 높이에 의존

속적이기 때문에 모델링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전파

적인 항들이며, 는 송수신 안테나 사이의 거리(km)를

전파모델을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모델링을 이용한 시

의미한다. 각 항들은

뮬레이션의 결과와 실측된 데이터와의 오차를 최소화 시
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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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며,

<표 1> TIREM 알고리즘

은 각각 주파수, 송신 안테나 높

이, 수신 안테나 높이를 의미한다. 또한,

1 : 파라미터 입력

은 분석 대

2 : 주요 파라미터 추출

상이 되는 도시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중소형

3 : if LOS (Line-of-Sight) 성립

도시(수신 안테나가 10m를 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4:

LOSS 손실 계산

5 : else

으로 사용하고, 대형 도시에 대해서는

6:

회절 손실 계산

7:

대류권산란 손실 계산

8:

회절 손실 및 대류권 산란 손실 결합

9 : endif
10 : 모드 및 전체 경로손실 계산
11 : 결과 출력

으로 값을 사용한다.
나. TIREM(Terrain Integrated Rough Earth Model)
TIREM은 경험적 전파전파모델로서 1980년대 미국 국

위 식의

는 각각 자유공

방부에 의해서 불규칙한 지형 및 해수 상에서 지상과 공

간경로손실, 자유공간대비 LOS손실, 대기흡수손실, 회절

중 송수신기의 기본전파손실(경로손실)을 추정하기 위

손실, 대류권산란손실을 의미한다.

하여 개발되었으며, 대다수의 미국 국방부 스펙트럼 분
석 도구에서 활용이 되어왔다.[20] 이 모델은 Tech Note

다. Longley-Rice 모델

101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을 하였으며 수년간에 거쳐

Longley-Rice 모델은 1960년대에 불규칙한 지형에서

Longley-Rice 모델의 부정확성을 보충하기 위한 방향으

의 전파손실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수년간에

로 개선되어 왔다. 이 모델의 라이선스는 미국 메릴랜드

걸쳐 다듬어졌다.[21-22] 이 모델은 ITM(irregular terrain

에 위치한 Alion Science and Technology社가 소유 하

model)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의

고 있다. 따라서 TIREM의 모듈이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

주파수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ongley-Rice 모델은 총 두 가지의 모드로 전파손실

TIREM은 지형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DTED (Digital

을 예측한다. 전파경로에 따라서 지형이 파악 가능한 경

Terrain-Elevation Data)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

우에는 point-to-point 모드로 예측을 진행하며, 경로

아 송수신 안테나 사이의 구 표면 상 최소 경로를 따라 이

에 대한 지형 정보가 없다면 area 모드로 예측을 진행한

산의 지점들을 추출하여 지형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경로

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손실의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인 기법과 경험적으로 도출
된 수식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미군의 Spectrum XXI에서는 교외지역을 TIREM을 사

은 각각 기준손실값, 자유공간기본손실,

용하여 전파분석을 진행하며, TIREM가 육상로를 주로

기준감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고려한 기본전파손실을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기 때

된다.

는 다음과 같이 표현

문에 육상에서의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TIREM
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흐름은 <표 1>의 구조를 따른다.
TIREM은 LOS 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27

는 LOS 거리, 회절(diffraction) 거리, 산란
(scatter) 거리의 경우로 나뉘어서 지형, 거리, 안테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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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파수, 기후 등의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반영된다. 추가적으로, 지형 불규칙 파라미터를
측정하여 값을 보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12> UPM의 입력 파라미터[23]

위 식에서 A 와 K 는 각 상황에 따라 간결하게 표현된 감
쇄 및 수식 항이며,

와

는 각각 LOS 상의 거리와 산

란이 발생하는 거리를 의미한다.
라. UPM (Urban Propagation Model)
앞서 설명된 Okumura-Hata 및 TIREM 같은 경험적
<그림 13> 의 파라미터

모델들은 기본전파손실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빌딩, 도로
등과 같은 도심의 환경에 의한 영향이 고려가 되지 않는
다. 미국의 CJSMPT의 개발 과정 중 미 육군의 CERDEC
에서 도심의 전파전파모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간소
화된 UPM을 개발하여 Phase Ⅱ에 CJSMT에 통합하였
[23]

다.

여기에서

는 각각 자유공간경로손실,

빌딩에 의한 다중회절에 의한 손실, 지붕-지면 방향 회
절 손실을 의미한다. 자유공간경로손실은 아래와 같은 식

UPM은 실질 도심의 환경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입력

으로 표현된다.

받아 기본전파손실을 추정하는 분석 모델로서, 모바일
대 모바일에 적용 가능성을 나타내며 계산복잡도 및 수
행 속도를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의 도심의

는

라는 팩터를 정의하여 송신안

환경 정보는 미 육군의 TEC(Topographic Engineering

테나의 높이를 평균 지붕 높이보다 높은 것(

Center)에서 개발한 UTP(Urban Technical Planner)로

근처의 높이(

부터 데이터를 입력 받는다. UPM에서 활용하는 입력 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표현한다.

), 그리고 평균 아래 높이(

), 평균
)의

라미터는 <그림 12>에 표현되어 있다.
UPM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2> 전파전파모델 비교
Okumura-hata

TIREM

Longley-Rice

UPM

요구변수
목록

중심주파수, 송수신 안테나
높이, 송수신안테나 사이
거리

중심주파수, 송수신 안테나
높이, 송수신안테나 사이 거리,
편파, 기후환경(표변 반사, 습도),
지형환경(유전율, 도전율, 고도)

중심주파수, 편파정보,, 송수신
안테나 높이, 송수신안테나 사이
거리, 추정 지역불규칙정도, 층토
환경, 기후환경

중심주파수, 송수신 안테나 높이,
송수신 안테나 사이 거리, 도심
정보(빌딩 및 도로 세부정보)

사용가능 주파수
범위

150 ~ 1500 MHz

1 ~ 40,000 MHz

20 ~ 40,000 MHz (목표치)
20 ~ 10,000 MHz (실험데이터)

-

거리 범위

1 ~ 20 km

0 m 이상 (경로 상 3개 지점 이상)

1 ~ 2,000 km

-

송신안테나 높이

30 ~ 200 m

0 ~ 30,000 m

0.5 ~ 3,000 m

-

수신안테나 높이

1 ~ 10 m

0 ~ 30,000 m

0.5 ~ 3,00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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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상황에서의 필드감소팩터이다.

우 전문적인 기술, 조직과 인력 문제, 스펙트럼 관리·운

는 건물의 지붕에서 수신 안테나까지 생겨나는 네

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초적인 기술수준에

가지의 회절요인을 나누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기 발전된

여기에서

미군의 스펙트럼 운용 및 관리 개념을 빠르게 흡수하여
우리 군에 맞는 형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걸맞은
위 식에서 는 <그림 15>에서 각 반사 경로의 각을 의
미하며, 그 외의 값들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독자 기술 개발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선
진국의 스펙트럼 관련 기술발전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우
리군의 스펙트럼 작전환경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미
래의 더욱 복잡해질 스펙트럼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스펙트럼 획득·관리·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까지 미군에서 사용 중인 전파전파모델링에 대하

관련기관과 군의 긴밀한 협조 및 노력이 필요하다.

여 개략적인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각 모델간의 비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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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 및 발전방향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 및 발전방향

Ⅰ. 서 론
미래 전술통신 환경에서 무전기망, 무인로봇망 등을 포함하는 지상기
동망은 기지국과 같은 특정 인프라 구조 없이 기동하는 통신노드간 분
산 구조하 자율적인 MANET(Mobile Adhoc Network)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집중형의 고정된 인프라 구조 기반 이
동통신망은 기지국의 안정된 망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의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산구조의 지상기동망은 통신노드 자체의
하드웨어 제약이 존재하고, 모든 노드가 기동하는 가운데 자율적인 네
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야 하므로 잦은 링크 단절 및 토폴로지의 변화로
인하여 안정적인 망 구성이 어렵다. 특히 한반도의 산악 지형환경과 같
이 지형·지물에 의한 통신노드간 LoS(Line of Sight)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 생존성 보장에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위성의 경우에는 기존 지상기동망의 지형·지물에 의한
물리적 제약 극복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링크품질의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성은 RTT(Round Trip Time)에 의한 전송지연시
간이 높은 고지연 특성의 망이고 다수의 가입자가 주파수자원을 공유하
노봉수
국방과학연구소

는 형태의 망이므로, 실제 각 가입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대역폭 및 전
송속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전술통신 환경에서 전술 네트워크의 생존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성과 지상기동망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효과적인 네
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이 필요
하다.
본고에서는 미래 전술통신 환경에서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

한명훈
국방과학연구소

동 관련 핵심기술 및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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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동향

법에 관한 것이다. 위성 게이트웨이를 탐색하는 방법은
크게 Proactive 탐색, Reactive 탐색, Hybrid 탐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6]. Proactive 탐색은 위성게이트웨이의

1. 연구 방법
본장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

주기적인 광고메시지(GWADV) 플러딩에 기반한 방식이

워크 연동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

다. 이는 노드와 게이트웨이 노드 간의 안정적인 연결성

하고, 각 핵심기술별 관련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을 확보하고, 사전 확보된 위성 게이트웨이 경로를 이용
해 신속한 라우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

2. 다중 위성 게이트웨이 선택 기술

기적인 위성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 플러딩으로 인한 오

다중 위성 게이트웨이 선택 기술은 위성-지상기동

버헤드가 크며, 노드의 밀도 증가시 더 큰 성능 열화가 발

망간 연동을 위한 다수의 위성 게이트웨이가 존재하는

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Reactive 탐색은 데이터 전송

MANET망에서 최적의 위성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기 위한

이 요구되는 노드의 게이트웨이 요청메시지(GWSOL) 기

기술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위성 게이트웨이의 배치, 위

반의 방식이다. 게이트웨이 요청메시지를 수신한 위성 게

성 게이트웨이의 탐색, 다중 위성 게이트웨이의 선택 기

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 광고메시지를 요청 노드에게 송

술로 분류할 수 있다.

신하며, 게이트웨이 광고메시지를 수신한 노드가 최종적

첫 번째, 위성 게이트웨이의 배치는 위성에 접속 가능

으로 위성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게 된다. 이 방식은 게이

한 지상기동망 내에서 최적의 위성 게이트웨이를 설정하

트웨이 광고 메시지의 플러딩 없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어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많은 수의 위성 게이트웨이

메시지가 생성되므로 오버헤드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게

배치는 동적 환경에서 커버리지 및 성능적인 이점을 얻을

이트웨이 인접 노드의 부하 증가, 메시지 전송까지의 지

수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오버헤드 문제가 발생하게

연시간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Hybrid 탐색은 Proactive

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 문제는 클러스터링의 관점으로

탐색 및 Reactive 탐색을 결합한 방식으로 게이트웨이의

[1-4]

다루어졌다

. 주로 k-hop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였으

며 각 위성 게이트웨이가 클러스터헤더로부터 k-hop 이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이들과는
[5]

광고 영역 내 노드들은 Proactive 탐색 방식을, 광고 영
역 밖의 노드들은 Reactive 탐색 방식을 적용한다.[7-8]
세 번째, 위성 게이트웨이의 선택은 게이트웨이 탐색

달리 KCMBC 는 위성 게이트웨이의 연결성 및 이동성

절차에 의해 발견된 다수의 위성 게이트웨이 중 최적

을 반영하여 클러스터링을 통해 위성 접속점의 안정성을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는 것으로, 요구 QoS(Quality of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Service)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노드 선택 메

두 번째, 위성 게이트웨이의 탐색은 지상기동망의 노드

트릭(Metric)을 설정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이는 위성-

들이 접속가능한 위성 게이트웨이를 탐색하는 최적의 방

지상기동망 뿐만 아니라 이종망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요구 QoS 성능을 만족
하기 위한 메트릭으로 홉 수, 종단간 지연, 링크 연결성,
게이트웨이 노드 부하 용량 등이 고려되었다. 초기에는
단일 메트릭 적용 시 발생하는 메트릭간 트레이드오프 문
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이후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한 다중 메트릭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9]. 그 외
에도 보안을 주요 메트릭으로 설정하여 게이트웨이 및 경
로상의 노드들의 신뢰도 및, 인증 상황[10]을 고려하는 방

<그림 1>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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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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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종망간 MANET 라우팅 통합 기술

두 번째, 위성링크가 단순접속망이 아닌 위성단말 혹

기존의 MANET 라우팅 기술은 다수의 에드혹 통신 노

은 위성망 제어 센터(NCC, Network Control Center)

드간 단독으로 구성되는 망 구조를 기반으로 통신기의 특

와 연동되어 위성 지상단말의 라우터를 통해 데이터를

성이 동일한 환경을 가정한다. 그러나, 최근 IP 네트워크

라우팅 하는 경우, 위성 지상단말의 라우터에서 운용하

를 기반으로 MANET과 이종의 위성링크 혹은 유선백본

는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RIP(Routing

망, 셀룰러 망, 무선랜 등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동되는

Information Protocol) 등의 유선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11-12]

다양한 시나리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 MANET의 라우팅 도메인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

특히, 위성링크는 지형 및 이동성에 상관없이 안정된

경우 MANET의 이동성에 의한 라우팅 토폴로지 변화를

링크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ANET의 이동성에

위성 지상단말의 라우터에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의한 링크 단절 및 토폴로지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

하고, 이는 MANET의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오버헤

[13-14]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위성링크와 MANET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기존 OSPF를 MANET을 고려

서는 이종망간 라우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

하여 확장한 개념의 OSPF-MDR(MANET Designed

요하며, 본 고에서는 두가지 관점에서의 관련 연구동향을

Router)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OSPF-MDR

살펴보기로 한다.

을 다수의 MANET 라우팅 도메인간 연동 구조를 제

첫 번째, 위성링크를 백업링크 활용이 가능한 단순 접

시한 BGP(Board Gateway Protocol)-MR(MANET

속망구조로 MANET 경로상의 위성링크와 혼재되어 운용

Routing)[13], AODV와 OSPF간 교차라우팅 도메인 구조

되는 경우, 최적 라우팅 경로 계산 시 상이한 위성 링크특

[15]

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성 및 이종망간 접점이 되는 게이트웨이를 고려한 라우팅
통합이 필요하다.

4. 장애감내 고지연 버퍼 관리 기술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MANET의 대표적인 Reactive

일반적인 장애감내 네트워킹 기술(DTN: Delay

기반 에드혹 라우팅 프로토콜인 AODV(Adhoc On-

Tolerant Networks)은 종래의 네트워크 방식과는 달리

demand Distance Vector)를 기반으로 <그림 2>와 같

중간의 중계노드들이 메시지 손실, 경로 단절 등의 네트

이 MANET과 위성 및 셀룰라 등의 이종망 연동 시 다중

워크 장애를 고려하여 임의의 주기 동안 정보를 저장하고

게이트웨이를 고려한 라우팅 통합 연구를 예로 들 수 있

필요 시 재전송을 수행하는 S&F(Store and Forward)

[11]

다.

방식을 기반으로 동작 한다. 장애감내 네트워킹 기술
은 저궤도 위성통신[16], 센서 네트워크[17] 등의 다양한 분
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며, 특히 본고에서는 위성링크와
MANET간 게이트웨이에 필요한 기술인 장애감내 고지연
버퍼 관리 기술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신기의 버퍼 공간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트
워크의 전송지연, 손실, 단절 등의 상황에 의한 데이
터 누적 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버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Drop Tail 혹
은 Drop Front 방식의 관리기법 이외에도 고지연 환경
에서 버퍼에 누적되는 데이터로 인한 오버플로우를 예
<그림 2> MANET과 이종망간 연동구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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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로는 장애감

위성 중계를 활용한 MANET 종단간 QoS 요구성능 만

내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버퍼

족을 위한 망 구조를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위

공간, 이동성, 폐기정책 등에 기반하여 패킷을 폐기할

성-MANET간 시스템 최적화, 위성망 최적화, MANET

수 있는 적응적 최적 버퍼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를 예

최적화로 분류할 수 있다. 위성-MANET간 시스템 최

[18-19]

, 적응적 최적 버퍼 관리 기법의 예

적화에서는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MONET 성능 향상

로서 ABOMP(Adaptive Optimal Buffer Management

을 위해 수행된 종단 간 장애 감내 라우팅, 부하 분산,

Policies)는 장애감내 환경에서 전역적인 네트워크 상태

QoS 보장, 실시간 서비스 최적화 등의 연구들이 진행

공유를 통한 버퍼 관리 기법을 통해 패킷의 수신율 및 지

되었으며, 위성망 최적화에서는 MONET 네트워크에서

로 들 수 있으며

[18]

연시간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성 분야에서 최적화를 위해 수행된 위성 메쉬 구조,
MANET에서의 위성링크 활용 방안, 위성망의 IPv6 적

Ⅲ.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의 연구사례

용, AMC(Adaptive Modulation Coding)를 이용한 자원
관리, 트래픽 및 교차최적화를 고려한 주파수 자원 관리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MANET 최적화에서는 다중 인

1. MONET 프로젝트

터페이스 및 다중 채널 에드혹 라우팅, 지리 기반 및 에너

MONET(Mechanism for Optimization of Hybrid
[20]

Ad hoc Networks) 프로젝트 는 <그림 3>과 같이 위

지 인식 라우팅, 장애감내 라우팅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의 최적화에 관한 내용으
로 유럽 6개국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2. DUMBONET 프로젝트

약 2년 6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이들의 연구는 위

DUMBONET(Digital Ubiquitous Mobile Broadband

성 및 MANET간 상호영향을 고려한 종단간 무선자원 최

Optimized Link State Protocol Network)[21]은 태국,

적화를 위해, MANET의 위성 게이트웨이 재구성, 위성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을 주축으로 수행되었으며, 수해

게이트웨이 선택, 분리된 MANET간의 위성 중계링크 사

등으로 인한 재난지역 또는 통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용 방안, 위성 및 MANET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른 라우

을 위한 멀티미디어 응급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팅 조정 및 자원관리 개선을 위한 계층 간 정보 교환 등의

목적으로 약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수

이슈를 연구하였다.

행된 프로젝트이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재난 발생 시 구

MONET 프로젝트는 수직적으로는 위성과 지상기동

조 활동을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긴

망간 최적의 네트워크 통합을 달성하고, 수평적으로는

급 통신 도구들을 통해 사진,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등
의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DUMBONET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설계구조를 적용하였다.
•저비용 상용 장치의 단말 사용
•인프라 없는 환경을 고려한 디바이스간 직접 통신
•위성-MANET간 이종 통신 기술간의 연동
•장애 감내, P2P 기술을 적용
•현실에 동작 가능한 실용적 시스템 구조
<그림 4>는 DUMBONET의 네트워크 개념도를 보인다.

<그림 3> MONET 프로젝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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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UMBONET 프로젝트 개념도
<그림 5> CONDOR 프로토타입 형상

DUMBONET의 1단계 연구에서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 이종망으로 구성된 실제 물
리 네트워크를 숨기고 MANET 망과 위성 링크 모두가
OLSR 기반의 단일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동작 가능한 구
조를 제안하였다. 서버 노드 없이 P2P 통신을 통해 단말
간 비디오, 텍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 하
는 응용 기능이 제안되었다. 또한, 응급통신을 위해 표

<그림 6> CONDOR DTN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준 Wifi의 칩셋 및 전원 설정을 조정하여 통달거리를 늘
렸으며, OLSR 라우팅 프로토콜의 MPR 설정에 있어서

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CONDOR 게이트웨이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하여 노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

는 EPLRS 무전기의 통신이 단절 시 위성 링크 절체 과정

다. 2단계 연구에서 차량간 V2V 통신을 추가로 고려하

에서 아직 위성경로의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실시간성의

였으며, 3단계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GPS, WIFI 등의 신

중요한 임무 정보의 버퍼에 의한 패킷손실이 발생되지 않

호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멀티미디어 응급 통신을 위한

도록 하였다.

MANET 통신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DTN 적용 연구를

Ⅳ. 발전방향 및 결론

수행하였다.

3. CONDOR 프로젝트

향후 MANET으로 운용되는 지상기동망은 지리적 장애

미 해병대 CONDOR(C2 On-the-move Network
[22]

Digital Over the-horizon Relay) 프로젝트 (<그림

극복 및 광역 서비스가 가능한 위성링크를 활용한 통합
운용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5>)는 신속하게 기동하여 무전기의 통달거리를 벗어나거

임무를 위한 지역적인 기본 데이터 통신은 지상기동망

나 지형지물로 인한 LoS 미확보 시에도 지휘통제를 위한

의 MANET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기동성 및 지

음성 및 데이터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전술 무전기와 위성

형지물에 의한 MANET의 망 단절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단말을 연동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는 위성링크를 활용하여 지상기동망의 생존성 및 운용성

미군의 EPLRS 무전기와 INMARSAT, MILSATCOM

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등의 위성단말을 연동하는 CONDOR 게이트웨이는 DTN

MANET과 위성링크를 연동하는 위성-지상기동망간 네

기술을 적용하여 전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적의 재밍

트워크 연동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및 간섭, 고지연에 의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의 효과적인 설계를

적으로 적용되었다. 실례로서 CONDOR 게이트웨이는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된 다음의 세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DTN의 S&F 특성을 적용하여 <그림 6>과 같이 DTN 오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지상기동망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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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위성 게이트웨이간 로드밸런싱,

[7] P. M. Ruiz 외, Maximal Source Coverage Adaptive Gateway

링크 품질 등의 다양한 망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효과

Discovery for Hybrid Ad Hoc Networks, Lecture Notes in

적인 네트워크 운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Computer Science, Vol. 3158, pp. 28-41, 2004

이질적인 링크가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MANET 라우

[8] S . Bin 외, Adaptive Gateway Discovery Scheme

팅이 위성링크 혹은 위성망과 연동되어 상호 네트워크 환

for Connecting Mobile Ad Hoc Networks to the Internet,

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야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한다. 세 번째, 위성-지상기동망간 게이트웨이에 집중될

Communications, Networking and Mobile Computing, 2005.

수 있는 지상기동망의 트래픽 및 위성링크의 지연 특성을

[9] S. H. Bouk 외, Gateway Discovery algorithm based on multiple

고려한 장애감내 고지연 버퍼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QoS path parameters between mbile node and gateway node,

필요하다.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14(4), pp. 434-

앞으로의 MANET으로 운용되는 지상기동망에 대한 연

442, 2012.

구는 단독망으로 운용되는 형태가 아닌 위성을 포함한 셀

[10] A. K. Gupta 외, An efficient secure gateway selection and

룰라, 무선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질적인 망간 연

authentication scheme in MANET, International Journal of

동을 기반으로 최적의 자율적인 이종망간 네트워크 구성

Advanced Research in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이 가능한 지능화된 인지 네트워크(Cognitive Network)

Engineering, 4(2), pp. 11-18, 2014.

구조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11] G . Jisha 외, Integrated MANET Routing Scheme for
Heterogeneous Networks,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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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통신용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Ⅰ. 서 론
현재까지 주로 지상 통신망과 위성 통신망으로 발전된 군통신망의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공중 통신계층에서의 통신망 구축에 대
정진우
국방과학연구소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원활한 공중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기동형
플랫폼에 탑재될 무선 통신장비의 경우, 고속 무선 통신 링크기능을 제
공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기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
근 스텔스 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됨에 따라 적 레이더 피탐율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는 통신용 안테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류지호
국방과학연구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동형 플랫폼용 안테나는 장거리 고속 무선
통신 링크 구성에 필요한 고이득 광대역 방사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반사경 형상을 가진다. 기동
형 플랫폼에 반사경 안테나를 탑재
하여 운용 시, 반사경 안테나의 좁
은 빔폭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
는 통신 단절상황을 방지하기 위

주태환

박일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하여 기계적 구동부에 의한 안테나
빔 조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기계적 구동부를 포함한 반
사경 안테나는 안테나 구동반경 확
보를 위해 플랫폼 외부 돌출 형상
으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동
형 플랫폼의 공기항력의 증가로 인

김기철

서종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한 기동성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외부 돌출형 구조의 반사형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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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 레이더 피탐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

발생하게 된다.[1]

로 기동성 향상과 적 레이더 피탐율 감소를 위해 전기적

<그림 2>는 동일한 배열 구성의 안테나를 기반으로 평

인 빔 조향이 가능한 플랫폼 표면 형상 적응형 안테나 개

판형과 형상 적응형 구조에서 도출된 AF(Array Factor)

발이 필요하다.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는 기동형 플랫폼

값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형상 적응형

표면에 형상 적응형으로 구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방사소자 위치에 따라 패턴에 왜곡이 발생함을 알 수 있

적인 빔 조향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계적 안테나 구동부

다. 결과적으로 형상 적응형으로 배열 안테나를 구성할

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형 플랫폼용 탑재 안테나

경우, 방사소자 장착 위치에 따른 전파 경로 차이를 고려

로 매우 적합하다.

해서 위상 천이값을 결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는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제작
시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기술하고, 식별된 고려사

2. 광대역 동작 빔 편이 현상

항을 바탕으로 기동형 플랫폼에 탑재될 장거리 고속 무

무선으로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모뎀, RF

선통신용 능동위상 배열안테나의 설계방안에 대하여 소

회로뿐만 아니라 안테나도 광대역 동작 성능이 요구된다.

개한다.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전기적 빔
조향을 위해서는 각 방사소자 별 각기 다른 위상을 가지

Ⅱ.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제작 시
고려사항

는 신호를 급전해야 한다. 위상 배열 안테나는 방사소자
간 간격이 물리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으나 광대역 신호의
저주파 성분에 대응되는 전기적 간격과, 광대역 신호의

1. 형상 적응형 안테나 구조
유·무인 항공기, 유도 무기 등의 플랫폼에 탑재되어
공기 항력 및 적 레이더 피탐율 감소시키며, 지상 기동형
플랫폼에 탑재되어 기동에 최적화된 특성을 얻기 위해 각
플랫폼의 형상에 적응된 안테나 형상이 요구된다.
<그림 1>은 단일 곡면의 형상에 적응형으로 배치된 배
열 안테나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플랫폼 형상 적응형으로
배열 안테나의 방사소자가 배치될 경우, 각 방사소자에
입사되는 전파의 경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각 방
사소자의 위상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안테나 패턴 왜곡이

<그림 2 (a)> 방사소자 위치

<그림 1> 형상 적응형 배열 안테나 개념도

<그림 2 (b)> 방사소자 위치에 따른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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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적인 위상천이기에 따른 AF

<그림 5> 양자화 위상 천이값에 따른 빔 조향 오차

<그림 4> 요구 지향각에 따른 빔 편이 각

<그림 6> 경로 오차에 따른 빔 조향 오차

고주파 성분에 대응되는 전기적 간격이 상이하다. 따라서

를 이용한 전기적 빔 조향 성능은 아래에 기술된 값으로

주파수별 동일한 위상천이 값을 가지는 일반적인 위상 천

평가될 수 있다.

이기로 광대역 신호를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각 방사
[2]

소자로 급전할 경우, 빔 편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위상 천이기 분해능에 따른 빔 조향 오차
•각 방사소자 경로 차이에 따른 위상 천이 오차

<그림 3>은 일반적인 위상 천이기가 적용된 위상 배열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빔 조향을 위해서는 각

안테나의 빔 편이 현상을 보여준다. 상기 빔 편이 현상은

방사소자 별 각기 다른 위상을 가지는 신호를 급전해야

빔 조향 각과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입사 평면파 기준

한다. 일반적으로 유한한 제어 Bit수로 구현되는 위상 천

으로 빔 조향 각이 커질수록 방사소자 간 간격이 더 벌어

이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빔조향을 위해 필요한 위

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빔 조향각에

상 천이값과 실제 양자화 되어 구현되는 위상 천이기의

따른 빔 편이 오차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대용량 정보

위상 천이값의 차이로 인하여 빔 조향 오차가 발생하게

전송을 위한 광대역 동작 위상 배열 안테나의 경우, 주파

된다.[3] <그림 5>는 요구 빔 조향각을 기준으로 양자화된

수에 무관하게 동일한 위상 천이 값을 갖는 위상 천이기

위상 천이값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빔 조향 오차각을 나타

가 아닌 다른 방식의 위상 천이가 가능한 새로운 소자가

낸다. 빔 조향 오차각은 요구 빔 조향각과 양자화 위상 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값을 적용했을 때의 실 지향각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각 방사소자의 급전 경로는

3. 빔 조향 성능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동일한 경로

기계적 구동부에 의한 빔 조향 성능은 기계적 구동부의

로 설계 및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구현 오차 등에 의해 독

구동성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립적인 경로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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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방사소자의 급전 경로 오차는 급전 신호의 위상차
를 발생시킨다. <그림 6>은 위상 경로 오차를 ± 30°로
가정하였을 경우, 요구 빔 조향각에 따른 빔 조향 오차를
보여준다.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요구 지향각에 대응한 요구 위상
천이값과 실제 위상 천이값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될 경우, 능동위상 배열 안테나의 빔 조향 오차가 발
생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구현 및 교정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7 (a)> 모노펄스 추적을 위한 다중 빔

4. 빔 추적 기능
좁은 빔폭의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 장거리 무선 통신
링크 구성을 위해서는 장거리로 이격된 송/수신 안테나
간 지속적인 빔 추적 기능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위치 정
보 및 자세 정보에 기반한 안테나 빔 지향 방법은 위치 및
자세정보를 획득하는 센서의 오차 등에 의해 빔 지향 정
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장거리로 이격된
안테나 간 정밀한 빔 지향을 위해서는 상대편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파신호를 기반으로한 빔 추적 기능이 요구된

<그림 7 (b)> 다중 빔 합성에 의한 합 패턴

다. 이러한 빔 추적 방법 중 추적 정확도가 높고, 추적 속
도가 빠른 모노펄스(Monopulse) 추적 방법이 널리 사용
[4]

된다.

모노펄스 추적 방법은 수신 안테나에서 다중 급전을 통
해 형성된 서로 다른 빔의 크기 및 위상 신호를 바탕으로

있다. <그림 7>은 형상 적응형 위상 배열 안테나의 다중
빔 및 합 신호의 등고 패턴을 보여준다. 형상 적응형 구조
적용에 따른 위상 천이값 설정에 따라 통신을 위한 합 신
호의 패턴에 빔 편이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멀리 이격된 송신 안테나의 방향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형상 적응형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모노펄스 추적

이러한 모노펄스 추적 방식을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에

방법 구현 시 발생될 수 있는 빔 편이 현상에 의한 통신신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상 배열 안테나를 4개의 섹터로 분

호 감쇄현상은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노펄

리한 후 각 섹터별 서로 다른 4개의 다중 빔을 생성하여

스 추적방법이 아닌 다른 추적방법(코니컬 스캔 등)을 사

빔 추적에 이용하는 동시에, 4개의 다중 빔을 합성하여

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형성된 1개의 통합된 빔을 생성하여 통신신호 수신에 사
용해야 한다.

Ⅲ.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구현 방안

하지만 하나의 형상 적응형 위상 배열 안테나로 앞서
기술된 두 가지 형태(빔 추적 및 통신신호 수신)의 빔을

1. 형상 적응형 안테나 구조

동시에 형성하고자할 경우, 형상 적응형 구조를 반영하기

형상 적응형 위상 배열 안테나의 경우, <그림 2>와 같

위한 위상 천이값, 추적용 빔 형성에 필요한 위상 천이값

이 방사소자 위치에 따른 전파 경로차이에 의한 위상 차

그리고 통신신호 수신용 빔 형성에 필요한 위상천이 값을

이로 방사패턴이 왜곡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상 적

동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빔 편이 현상이 발생될 수

응형으로 배치된 각 방사소자의 전파경로 오차는 정해진

278 _ The Magazine of the IEIE

42

▶ ▶ ▶ 통신용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상변화 값으로 인하여 빔 편이 현상이 발생함을 2장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빔 편이 현상은 주파수별 동일한 위
상천이 값을 주파수에 비례하는 위상천이 값으로 변환하
면 제거된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위상천이 값은 실시간
시간지연(TTD : True Time Dealy) 소자를 이용하여 구
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상 천이 방법을 위한 위상 천
이기를 실시간 지연 위상 천이기라 한다.[6-7] 따라서 실시
간 시간 지연 위상 천이기를 이용하여 빔 조향각에 따른
시간 지연값을 각 방사소자에 적용하면 빔 편이 현상 없

<그림 8> 전파 경로 오차 보상 AF

이, 주파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향으로의 빔 조향이 가
능하다. <그림 9>와 같이 실시간 지연 위상 천이기로 위
상 배열 안테나를 설계하면 <그림 3>에 나타낸 일반적인
위상 천이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동작 주파수 별 빔
편이 현상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빔 조향 성능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빔 조향 정확도 성능은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위상 천이기의 양자화 오차와 각 방사

<그림 9> 실 시간 지연 PS에 의한 AF

소자 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로의 오차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따라 발생되는 위상 천이값을 보상하면 해소될 수

다. 양자화 위상 천이값이 적용된 위상 배열 안테나의 빔

있다. 이는 형상 적응형 위상 배열 안테나의 전파 전파 방

조향 각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3]

향 기준을 동일 위상 평면으로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원
리이다. 형상 적응을 위한 방사소자 위치에 따른 각 방사

(2)

소자의 위치 보상 위상 천이값은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 할 수 있다.[5]

여기서, ‘ ’는 요구 빔 조향각을 위해 필요한 위상 천이
값이고, ‘
(1)

’는 양자화 위상 천이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위상 오차이며, ‘ ’은 위상 배열 안테나의 방사소자
배열 수이다. 수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상 천이기의

<그림 8>은 <그림 2>와 같은 형상 적응 구조인 배열 안

제어 Bit 수를 증가시켜 양자화 위상 오차인 ‘

’를 감소

테나에 있어, 수식 (1)을 이용하여 전파 경로 오차 보정을

시키거나, 방사소자 배열 수인 ‘ ’을 증가시켜 빔 조향 오

수행한 후의 형상 적응형 위상 배열 안테나의 패턴을 보

차각인 ‘ ’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0>은 수식 (2)에 나타

여준다. 방사소자 위치에 따른 위상 보상 방법을 통해 원

낸 방사소자 배열 수와 위상 천이기의 제어 Bit 수에 따른

활한 빔 형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빔 조향 오차를 나타낸다. <그림 10>의 분석결과는 위상
천이기와 실시간 지연 위상 천이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2. 광대역 동작 빔 편이 성능

될 수 있다.

위상 배열 안테나의 전자적인 빔 조향 시 일반적인 위

위상 천이기의 제어 Bit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위상 천

상 천이기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

이기의 신호 경로 복잡도를 증가시키면 위상 천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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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능동위상 배열 안테나의 방사 개구면에서의 전계값은
무반향 챔버에서 근접 전계로 측정된 전계값을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방사 개구면에서의 전계값으로 변환함으
로써 얻을 수 있다. 방사 개구면의 특정 지점에서의 전계
값이 방사 개구면 상의 다른 지점과 상이하게 산출되면,
그 위치의 방사소자 경로를 검출하여 교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1>은 상기 원리를 이용하여 산출된 능동 위
상 배열 안테나 개구면상 전계값을 나타낸다.
<그림 10> PS 및 배열 수에 따른 빔 조향 오차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경로 위상 오차를 교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경로에 따른 위상 오차가 없는 경우의 빔
패턴을 적합 함수(Fitness Function)로 사용하고, 각 방
사소자의 경로 위상 오차가 반영되어 도출된 빔 패턴과의
차이를 비용 함수(Cost Function)로 설정하여, 비용 함
수가 최소값을 가지도록 각 경로별 위상 천이 값을 최적
화 하는 방법이다.
최적화를 수행하여 도출된 각 경로별 위상 천이 값과

<그림 11> 근접전계 쳄버를 이용한 전계분포

적합함수를 위한 위상 천이 값의 차이가 경로에 따른 위
상 오차 값이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경로에

통과한 신호의 손실 값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따른 위상 오차 값을 구현된 안테나 시스템의 각 경로별

에 능동형 위상 배열 안테나에 사용되는 위상 천이기의

위상 값의 오프셋(Offset)값으로 반영하면 경로에 따른

제어 Bit수는 각 시스템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위상 오차를 교정할 수 있다.

서 최소화될 필요성이 있다. 즉,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안

<그림 12>는 다변수 시스템의 최적화 알고리즘 중, 유

테나 이득으로 방사소자 개수가 결정되고, 시스템에서

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의 흐름도를 보여준

요구되는 최대 빔 조향 오차 값인 ‘ ’가 결정되면 이를 만

다.[8-9]

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상 천이기의 최소 제어 Bit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각 방사소자별 경로 오차에

수는 아래 <그림 10>에 나타낸 그래프를 통하여 도출 될

따른 위상 교정은 실제 구현된 안테나 시스템 단위로 각

수 있다.

각의 측정환경을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능동 위

빔 조향 오차를 일으키는 추가적인 요인은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각 방사소자별 서로 다른 급전 경로에 의

상 배열 안테나의 빔 조향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러한 위상 교정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 위상 오차이다. 서로 다른 급전 경로에 의한 위상 오차
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제작 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4. 빔 추적 방법

문제이다. 이러한 제작 상 발생되는 위상 오차는 능동 위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모노펄스 추적을

상 배열 안테나 제작 후, 송/수신 시스템 레벨에서의 위

위해서는 방사소자의 위치에 따른 전파 경로 위상 보정

상 교정을 통해 위상 오차 보상이 가능하다.

과 함께 다중 빔 형성을 위한 위상 제어, 그리고 빔 조향

시스템 레벨에서의 위상 교정은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을 위한 위상 제어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

의 방사 개구면에서의 전계값을 기준으로 수행할 수 있

노펄스 방식의 빔 추적의 경우 보정 및 제어를 위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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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전 알고리즘 흐름도

<그림 13> 코니컬 순차 스캔 흐름도

량 증가로 인해 통신을 위한 빔 형성의 복잡성이 증가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빔 추적 방법은 단편적인 하나의

게 된다. 또한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특성

예를 나타낸 것으로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상, 다양한 위상 제어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원활한 모

의 원활한 빔 추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노펄스 추적을 위한 빔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
한 전기적인 빔 추적은 단일 빔을 이용한 추적방법이 모

Ⅳ. 향후 연구 및 결론

노펄스 추적 방법보다 용이하다. 단일 빔을 이용한 추
적방법으로는 코니컬 스캔(Conical Scan), 순차 로빙
[4]

(Sequential Lobing) 등이 있다.

기동형 플랫폼의 기동성능 확보와 적 레이더로부터의

순차 로빙은 타겟 주

피탐율 감소를 위해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기술에 대한

변의 특정 지점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측정 신호 세기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인 빔 조향을 수행

가 큰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고, 코니컬 스캔은 타켓 주

하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해서는

변을 원형으로 돌면서 측정 신호 세기가 큰 쪽으로 이동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는 방법이다. 코니컬 스캔방법은 순차 로빙보다 추적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형상 적응형 구조를 고려한

정확도가 높은 장점은 있으나, 추적을 위한 방향 산출 속

초기 위상 천이 기능, 높은 전송속도를 위한 광대역 빔 조

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향 기능, 제작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상 오차를 극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는 스위칭에 의한 위상 천이가
수행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빔 조향이 어려운 단점은 있으

복할 수 있는 빔 조향 기능, 그리고 빔 추적 기능 등을 모
두 고려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 전자적인 스위칭으로 인한 신속한 빔 방향 변경 및 조

본 논문에서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중 고려해

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능동 위상 배

야할 항목들을 식별하고, 각 항목별 극복 방안에 대해 제

열 안테나의 특징을 이용하여 코니컬 스캔과 순차 로빙

시하였다. 군사 무기 체계에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적

방법을 결합한 코니컬 순차 스캔 방법을 사용하면 원활

용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고려사

한 빔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니컬 순차 스캔

항을 식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

방법은 타켓 주변을 원형 배치의 특정 관측 지점을 관측

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고, 순차적으로 스캔 한 후, 측정 신호 세기가 큰 방향
으로 안테나 빔 조향 방향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다. <그림 13>은 코니컬 순차 스캔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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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엑스홀 네트워크 (MXN) 기술 동향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
(MXN) 기술 동향

Ⅰ. 서 론
전장(Battlefield)에서의 다양한 전력 요소들을 밀접하고 유기적으
로 연결하는 전술통신체계는 미래전의 기본 방향인 네트워크 중심전
조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etwork Centric Warfare)[1]의 핵심으로, 지상, 공중, 우주를 아우르
는 고속 대용량의 다계층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시간 데이터 및
음성정보 유통을 보장하는 체계이다.[2-3] 이러한 전술통신체계 개발에
있어 최근의 각 국가별 전술통신체계 개발 경향은, 개발 비용 절감 및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의 상용 기술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4]

신성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
(Mobile Xhaul Network, MXN) 기술의 미래 전술정보통신체
계에의 적용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의 프론트홀(Fronthaul), 미드홀(Midhaul), 백홀(Backhaul)[5]
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최신 네트워크 기술인 엑스홀 연
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엑스홀 네트워크 구성 노드의 이
동성까지 지원하는 단일한 전송 프로토콜로 무선화 한 이동 멀티

윤미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홉 릴레이(Mobile Multi-hop Relay) 기반의 무선 전송 네트워
크 기술인 MXN 기술 동향을 제시한다. 그 후에 전술정보통신체계
(Tac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ICN)[4]
에서의 소용량 무선 전송체계(Low Capacity Trunk Radio, LCTR) 와
대용량 무선 전송체계(High Capacity Trunk Radio, HCTR)의 공통점
분석을 통해 MXN이 이러한 무선 전송 네트워크(Wireless Transport
Network)에 적용 가능함을 밝힌다. 더욱이, MXN의 여러 특성들 중

백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대용량 전송, 프론트홀/미드홀/백홀 통합 전송, 이동성 지원, 통
합 패킷 전송, 경로 관리 등의 특성이 미래 전술정보통신체계에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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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전송 네트워크로 MXN이 적합함을 논한다. 마지막으

트를 발족하여, 기존 프론트홀과 백홀의 비용 효율성과

로, MXN 기술을 미래 군 전술 통신에 적용할 때 추가적

구축 용이성 증대를 위한 중앙 집중형 관리 기반의 유무

인 연구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짚어 본다.

선 통합형 엑스홀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Crosshaul 프로젝트는 5G 프론트홀과 백홀의 통

Ⅱ. 엑스홀 및 MXN 기술 동향

합 전달망 설계를 목표로 서비스 지향형 통합관리 환경
에서 모든 네트워킹 요소들이 소프트웨어 정의 재구성

1. 엑스홀 연구 동향

(Software-defined Reconfiguration)이 가능한 5G 전

무선 백홀은 기존 유선 기반의 백홀에 비해 별도의 유

송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특히, 제어 평

선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아 설치가 용이하고, 구축비용

면의 통합을 위한 단일화되고 추상화된 제어 인프라 구

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최근 기존 일체형 기지국 연결

조와 고용량의 계층적 전송 기술과 저지연의 스위치 구

구조를 가지는 백홀 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형 C-RAN

조를 갖는 통합형 데이터 평면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한

(Centralized- Radio Access Network) 구조의 프론트

다. Crosshaul에서 제시하는 제어 인프라는 기존 소프

홀 및 유연한 기능적 분리가 가능한 미드홀을 포함하여

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oftware Defined Networking,

유연한 구조로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선 엑스홀

SDN) 컨트롤러를 확장하여 개발함으로써, 네트워크 경

네트워크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

로 설정과 운용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서는 대표적인 무선 엑스홀 네트워크 기술 관련 프로젝

엑스홀 인프라를 공유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Crosshaul

트인 유럽의 FP7(Framework Project 7) iJOIN 프로젝

의 데이터 평면은 서로 다른 계층적 전송링크 (예: 유선

[6]

트 , 5G 민관 협력 체계인 5G PPP(5G Public Private
[7]

[8]

Partnership) 의 Crosshaul 프로젝트 와 Xhaul 프로
[9]

광 케이블 또는 무선 광(Wireless Optics), 밀리미터파
(mmWave) 등) 들로 연결되는 프론트홀/미드홀/백홀간
통합 전송을 위해 공통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종

젝트 를 간단히 소개한다.
2012년부터 유럽의 통신사업자들은 EU(European
Union) iJOIN 프로젝트를 결성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송기술들을 상호 연결하는 고용량 스위치 기능을 제공
한다.

액세스 네트워크와 무선 백홀 네트워크의 통합 최적화를

Xhaul 프로젝트는 소형셀들과 코어네트워크를 저비용

위하여 RAN(Radio Access Network)의 기능이 마치 서

으로 유연한 연결을 위한 통합형 유무선 네트워크 솔루션

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인 RAN-as-a-Service(RANaaS)

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Xhaul 프로젝트는 Crosshaul과

[6]

기술에 대한 연구 수행하고 있다. RANaaS에서는 중앙

동일하게 Horizon2020의 엑스홀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

집중형 처리와 효율적인 백홀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트로써, 유사한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다. Xhaul 프로젝

기존 RAN의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을 유연하게 분리한

트는 미래의 고용량·고성능의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저

다. 즉, 분리된 기능 노드 간에 필요한 링크 성능과 설치

비용의 유연한 구조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량의 광 전

비용을 고려하여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의 분리의 경계가

송 기술뿐만 아니라 60 GHz 및 sub-6GHz의 무선 전송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백홀

기술을 통합하여 프론트홀 및 백홀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위한 전송 기술은 유선 및 무선을 모두 포함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는 단말의 이동성 정보를

하며 상위 노드에 기능이 집중될수록 백홀 링크에 요구되

이용하여, 트래픽 부하 발생을 예상하여, 네트워크 자원

는 성능이 커지므로, 시스템의 자원관리 등의 설계에 있

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네트워크 요소들을 재설정하는 기

어서 접속 링크 뿐만 아니라 백홀 링크도 함께 고려한다.

능을 제공한다.

5G 전략수립 및 기술 선도를 위해 설립된 5G PPP에서
는 2015년 7월에 Crosshaul 프로젝트와 Xhaul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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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10]

는 다양한 셀이 밀집된 환경에서 기존 유선 기반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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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
기 위한 단일화된 통합 전송 기술
•XDU 간의 QoS 제공을 위한 무선링크 관리
•무선 자원 관리 및 간섭 관리
•다중 안테나를 통한 A6G/B6G 기반 무선 송수신
•XDU 식별을 위한 탐색 신호 송수신

2.1. MXN 경로 관리 기술

<그림 1> MXN 구조

전송 신뢰성이 높은 MXN의 멀티홉 라우팅 경로를 제

홀 구축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망 구축의 용

공하기 위한 MXN 경로 구성 방법 및 운용 방식은 다음

이성과 백홀 용량 및 확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무선 백홀

과 같다. MXN 경로 구성 및 설정 기술은 XCU가 XDU

[11]

서비스를 5G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논의 하고 있다.

에게 경로를 설정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과 무선 링크 상
태에 따라 동적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분산형 제어 방식이

2. MXN 기술 동향
MXN은 기존 유선 기반의 프론트홀, 미드홀, 그리고
백홀을 단일한 전송 프로토콜로 무선화하여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중앙 집중형 방식은 경로 다중화, 경로 세분화 및 대안
경로 설정을 제공한다.

운용할 수 있는 이동 멀티홉 릴레이 기반의 무선 전송 네

•경로 다중화 : 경로의 강건성과 전송 신뢰성, 부하

트워크이다. MXN은 <그림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대

분산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소스 XDU에서 목적지

용량 프론트홀/미드홀/백홀 트래픽을 멀티홉 릴레이로

XDU까지의 경로를 서로 중첩되지 않는 다수 개의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엑스홀 분산전송 유닛(Xhaul

경로를 구성한다.

Distribution Unit, XDU)과 모든 엑스홀 분산전송 유닛

•경로 세분화 : 엑스홀 QoS에 따른 세밀한 경로 관리

들의 경로구성 및 경로자원, 이동성 제어 등에 대한 통

를 위해, MXN은 QoS 우선권 레벨(Priority Level)

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엑스홀 중앙제어 유닛(Xhaul

별로 경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f-TRP(Flexible Tx/

Central Unit, XCU)로 구성된다. 또한 MXN은 네트워

Rx Point)/eNB(evolved Node B)/5G 기지국(gNB)

크 구성 요소들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집중형

등의 액세스 시스템별로 경로를 분리하여 관리한다.

통합 관리뿐만 아니라 계층·분산형 그룹 관리를 복합적

•대안 경로 구성 : 무선 전송의 일시적인 통신 장애 및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망 구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동성으로 인한 끊김없는 전송과 경로의 안정성을

MXN의 중앙 집중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XCU가 제공

보장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경로 외에 대안 경로를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XDU 초기 설정 및 인가

구성한다.
무선 전송의 일시적인 통신 장애 및 이동성으로 발생하

•부하분산/간섭 및 전송 신뢰성을 고려한 경로 관리

는 무선 링크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제

•XDU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성 제어

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선 링크의 신속한 재구성을

•엑스홀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을 위한 엑스

보장한다. 일시적인 신호 감쇄 및 이동성으로 인한 링크

홀 자원 수락 제어 및 무선 자원 측정 관리
MXN에서 프론트홀/미드홀/백홀 트래픽의 무선 송수
신을 담당하는 기능 요소인 XDU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

품질 저하가 감지되면, XDU는 XCU가 설정한 대안 경로
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설정 절차 없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음과 같다.

286 _ The Magazine of the IEIE

50

▶ ▶ ▶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 (MXN) 기술 동향

2.2. 이동성 제어 기술

2.4. 통합 전송 기술

MXN 이동성 제어 기술은 이동성을 갖는 XDU가 서비

MXN은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 등의 다양한 트래픽을

스 영역이 다른 XDU간을 이동하는 경우에 엑스홀 링크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

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다. MXN

한 통합 전송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세부 기능은 다음과

시스템은 엑스홀의 전송 신뢰성·저지연을 보장하기 위

같다.

해 중복 전송을 통해 다중 연결성을 지원한다.
MXN 핸드오버 절차는 준비 단계, 수행 단계, 그리고
완료 단계로 구성된다. 핸드오버 준비 단계는 이동 XDU

•QoS 기반 멀티홉 전송 기능: 최종 목적지까지 멀티
홉 포워딩을 수행하며, QoS 클래스에 따라 서로 다
른 노드로 전달 할 수 있다.

의 측정 결과 혹은 서빙(Serving) XDU의 결정에 따라

•베어러 분할 기능: 링크 용량 증대 및 부하 분산을 위

시작되며, XCU는 핸드오버가 가능한 후보(Candidate)

해서 하나의 MXN 포워딩 베어러를 서로 다른 경로를

XDU와 타겟(Target) XDU 결정과 중복 전송/데이터 포

통해 목적지까지 전송 할 수 있다. 최종 목적지 노드

워딩 기능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핸드오버 수행 단계에

에서 패킷 재정렬(Packet Reordering)을 수행한다.

서는 대안 경로(Backup path)를 이용한 중복 전송 또는

•패킷 중복 송수신 기능: 신뢰도 향상 및 핸드오버 인

서빙 XDU와 타겟 XDU 간의 데이터 포워딩 기능 수행

터럽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MXN 포워딩

및 타겟 XDU와의 연결 설정 절차가 수행된다. XDU간

베어러에 속한 패킷을 중복하여, 서로 다른 경로로

엑스홀 링크 설정 완료 및 핸드오버 완료를 위한 제어 메

전송할 수 있다. 중복 전송이 시작되는 노드에서 패

시지 교환이 완료 단계에서 수행된다.

킷 복사 기능을 수행하고, 합류되는 노드에서 중복된
패킷을 검출한다.

2.3. 엑스홀 QoS 보장 기술

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MXN 통합 전송 프

MXN 시스템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로 다

로토콜은 MXN 포워딩 베어러 구분자인 플로우 구분자,

른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

베어러 분할 및 중복 기능을 위한 패킷 정렬 기능 지원을

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MXN 시스템은 MXN 포

위한 패킷 일련 번호, 다양한 사업자의 환경 및 다양한 패

워딩 베어러와 MXN 무선 베어러로 구성된 다계층 베

킷 타입 전송 지원을 위한 패킷 타입 필드로 구성된다.

어러(Bearer)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QoS 특성에 따
라 멀티홉 전송을 지원한다. 먼저, MXN 포워딩 베어러

2.5. 무선 전송기술

(Forwarding Bearer)는 소스 XDU에서 목적지 XDU 간

mmWave 대역에서는 민간용 가용 주파수 대역이 풍

멀티홉 전송을 위한 MXN 플로우(Flow)에 매핑된다. 이

부하여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기 때문에, MXN

때, 하나의 MXN 플로우는 소스 노드, 목적지 노드, 그

은 우선적으로 mmWave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리고 서비스 품질 (QoS)이 동일한 엑스홀 트래픽 플로

mmWave 통신 기술의 대표적인 특징은 넓은 대역폭

우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MXN 포워딩 베어러는 XCU

으로 인하여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러

에 의한 경로 설정 요청 절차를 통해서 생성되며, 하나의

한 장점으로 무선 백홀 기능 등 대용량 링크를 지원하

MXN 포워딩 베어러는 서로 다른 XDU를 경유하는 하나

는 다양한 통신시스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12] 하지

이상의 경로에 설정될 수 있다. 또한, MXN 무선 베어러

만 mmWave 채널은 높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상 기존

(Radio Bearer)는 XDU 간 효율적인 무선 전송을 지원하

LTE(Long Term Evolution) 등에서 사용하는 2 GHz

기 위해 정의된다.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가지는 서로 다

대역에 비하여 높은 경로 손실과 강우 손실 등 비교적 불

른 MXN 포워딩 베어러들은 하나의 MXN 무선 베어러에

리한 채널 환경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

매핑되어 관리된다.

한 높은 손실 환경에서 송수신기 간의 무선 링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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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수백 개 이상의 안테나를 통한 빔 성형
(Beamforming) 기술이 필수적이다. MXN에서는 엑스
홀 링크를 위해서 mmWave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안
테나 소자의 소형화를 통해 수백 개 이상의 안테나를 수
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림 2> mmWave를 사용하는 MXN 안테나 구조

2.5.1. mmWave 대역 안테나 구조

구성되며 하나의 안테나 패널은 총 128개의 안테나로 구

안테나 소자의 크기는 대역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성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테나 소자의 크기는 주

에 통신 대역을 고려한 안테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파수 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패널의 크기 역시 대역별로

MXN에서는 현재 mmWave 주파수 대역으로 28GHz의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하나의 섹터를 담당하는 안테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대역,

나는 총

30/40 GHz 및 70/80/90 GHz의 EHF(Extreme High

의 간격으로 안테나 패널을 구성할 경우 6 GHz에서 하나

Frequency) 대역을 고려하고 있으며, 28 GHz 대역에

의 패널은 약 20 cm×20 cm의 크기를 가진다. MXN은

서는 최대 850 MHz의 시스템 대역폭이, 30/40 GHz 및

70/80/90 GHz 대역에서 높은 빔 성형 이득을 얻기 위하

70/80/90 GHz 대역에서는 최대 2 GHz의 시스템 대역

여 최대 32×32 평판 배열 안테나를 통한 빔 성형을 지

폭을 운용 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각의 밴드에 따른 안테

원하며, 이 때

나 구조가 설계되었다.

패널 크기를 가진다. 서로 다른 mmWave 대역에서 구형

MXN 노드의 안테나 구조는 360˚ 전 방향으로의 송

의 패널로 구성된다. 안테나 소자 간 λ/2

= =4이고, 약 6 cm×6 cm의 안테나

안테나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28 GHz 및

수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패널을 이용한 구 형태

30/40 GHz 대역에서는

의 안테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 형태의 안테나 구조

판 배열로 빔 성형을 지원한다.

= =2이고, 총 16×16의 평

를 통하여 MXN은 드론과 같이 비행하는 모바일 핫스팟
을 운용하는데 이용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구조는 임

2.5.2. 빔 성형 구조

의의 높이의 빌딩들이 존재하는 도심환경에서도 메쉬 구

수백 개의 안테나 배열을 통한 송수신에서 디지털 기저

조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

대역(Digital Baseband) 처리의 복잡도를 완화하면서도

점이 있다. MXN 안테나 구조에서 각 섹터는 공간 필터

효율적인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동

링에 의한 주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섹터화된 안테

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MXN에서는 <그림 3>과 같은 하

나 구조를 갖는다. 하나의 섹터 영역을 담당하는 안테나

이브리드 빔 성형(Hybrid Beamforming) 구조를 지원

는 다수의 2D 평판 배열(2-Dimensional Planar Array)
패널들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빔
의 방향을 변경 할 수 있는 3D 빔 성형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MXN의 안테나 구조는 전송량 이득을 얻기 위하여
편파 다중화(Polarization Multiplexing)을 지원하며 이
를 위하여 두 개의 안테나 소자를 교차 형태로 배치한다.
<그림 2>는 위와 같은 특징의 MXN의 안테나 구조를 나
타낸다.
MXN의 안테나 패널은 교차 편파(Cross Polarization)
를 위한 두 개의 안테나 소자 쌍이 8×8의 평판 배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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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MXN의 빔 성형 구조에서는 편파 안테나 구조 별
로 독립적인 TXRU (Transceiver Unit)를 구성하여 아
날로그 빔 성형 및 컴바이닝(Combining) 동작을 수행하
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구현 복잡도
가 낮은 상황에서 TXRU 별로 편파 다중화(Polarization
Multiplexing)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 TXRU와 안테나
소자 사이에는 완전 연결(Full Connection) 방식과 부분
연결(Partial Connection) 방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하
여 TXRU를 안테나에 매핑하는 블록(TXRU to Antenna
Mapping Block)이 존재한다. TXRU를 안테나에 매핑하
는 블록을 통하여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연결 구
조를 지원한다.
대규모 안테나 구조에서 이론적인 최대 전송량을 지원

<그림 4> 4가지 슬롯 구조

하는 하이브리드 빔 성형의 아날로그 빔 성형 장치(Beam
Former)와 디지털 빔 성형 장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만, 광대역 전송과 대규모 안테나 전송을 지원하기에 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MXN에서는 현실적인 하이브리

합한 무선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는 차별성이 있다. 또

드 빔 성형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에 거쳐 아

한 mmWave 대역의 뉴머롤로지(Numerology)를 반

날로그 빔 성형과 디지털 빔 성형을 적용한다.

영한 부반송파 간격(Subcarrier Spacing), 송신주기

•단계 1: TXRU에 의한 아날로그 빔 성형이 수행
된다. 아날로그 빔 성형을 위한 채널 상태 정보

(Transmit Time Interval), CP 길이 등이 프레임 구조
에 반영되었다.

(Channel State Information, CSI) 추정에는 빔 기

특히 MXN 프레임 구조의 주요한 특징은 대용량 전송,

반 참조 신호(Beamformed Reference Signal)가

저지연 등의 5G에서 요구하는 각기 다른 시스템 요구 사

사용되며 장기(Long-term) 채널 특성 및 광대역

항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타입의 프레임 구

(Wide-band) 채널 특성을 모두 반영한 빔 성형이

조를 운용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선 전

수행된다.

송 프레임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데이터 전송, 제어,

•단계 2: 복소 곱셈기에 의한 디지털 빔 성형이 수행

기준신호 영역으로 구성되는 네 가지 타입의 기본 슬롯의

된다. 디지털 빔 성형을 위한 CSI 추정에는 프리코

구성으로 송수신 된다. 프레임 슬롯은 제어 신호의 위치

딩 되지 않은 참조 신호(Non-precoded Reference

와 CSI-RS(Reference Signal) 신호의 위치에 따라 4가

Signal)가 사용되며 단기(Short-term) 채널 특성

지 타입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슬롯의 구성은 전송 데

및 부대역(Sub-band) 채널 특성을 고려한 빔 성형

이터의 양, 채널 상황 등에 의하여 가변적으로 구성될 수

을 수행할 수 있다.

있다. 부프레임(Subframe)은 14개의 심볼 크기의 긴 슬
롯(Slot), 7개 심볼 크기의 중간 슬롯, 2개의 심볼 크기의

2.5.3. 물리 프레임 구조 및 이중통신(Duplexing) 구조

짧은 슬롯으로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무선전송

MXN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LTE, 와이브로(Wireless

프레임 내에는 빔 탐색 동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5ms 주

Broadband, WiBro) 등의 통신 기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로 빔 스위핑(Sweeping) 영역이 할당 되어 있으며, 사

CP-OFDM (Cyclic Prefix - Orthogonal Frequency

전에 정의된 주파수 및 시간 자원 영역에 할당된다. LTE

Division Multiplexing) 기반의 무선전송을 지원하지

의 제어 영역과 유사하게 이러한 빔 스위핑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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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반송파 간격은 사전에 정의되어 사용된다.

행한다. 또한 전체 빔 탐색(Exhaustive Search)으로 발

MXN의 상하향 링크 설정을 위한 이중통신에는 기

생하는 탐색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주변 노드로부터

존 TDD(Time Division Duplex), FDD(Frequency

제공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빔 탐색 범위를 제한하는

Division Duplex) 방식이 사용되며, 추가로 상하향링크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다.

의 채널 상호성(Reciprocity)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
한 HDD(Hybird Division Duplexing) 방식이 사용된다.
<그림 5>은 이러한 MXN에서 사용되는 이중통신 기법과

Ⅲ.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전술정보통신망

프레임 구조 내에 가변적 슬롯 구성 특성을 도식화 한 것
이다. 슬롯의 구성을 달리 함으로서 동일한 이중통신 기
법에서 빔 스위핑 영역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최근 그 결실을 보기 시작한 전술정보통신체계는 기존
스파이더(SPIDER) 체계를 대체하여 전술 부대간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실시간 고속 전송이 가능한 이

2.6. 탐색 및 초기 접속 기술

동가입자망 기반 지능화 기동형 통신체계이다.[2] 전술정

MXN의 빔을 이용한 통신 구조에서는 노드 간의 초기

보통신체계 크게 전술이동통신체계, 전투무선체계, 무선

접속을 위하여 빔 탐색에 기반한 접속 알고리즘이 필요하

전송체계, 네트워크관리/교환체계의 부체계로 구성된다.

다. MXN에서는 초기 접속의 빔 탐색을 위한 새로운 동

여기서 무선 전송체계는 다시 소용량 무선 전송체계(Low

기 신호가 설계되었다. 동기 신호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Capacity Trunk Radio, LCTR)와 대용량 무선 전송체계

심볼 타이밍, 주파수 오프셋(Frequency Offset), 프레임

(High Capacity Trunk Radio, HCTR)로 나뉜다.[4]

경계(Frame Boundary), 섹터 인덱스(Sector Index)를

소용량 무선 전송체계는 분산된 소부대를 대용량 무선

추정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빔 인덱스(Beam Index)

전송체계가 제공하는 기간망에 접속시키는 역할을 수행

추정을 위한 정보가 동기 신호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송

한다. 소용량 무선 전송체계와 대용량 무선 전송 체계는

수신 노드는 동기 신호를 사용하여 빔 인덱스를 획득하고

통달 거리 및 전송 속도에서의 차이점이 있지만, 네트워

최적 빔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초기

크에 연결되는 부대 또는 부대 통신소 등과 같은 종단점

접속과 송수신 빔 탐색은 앞서 프레임 구조에서 설명한

(End-point) 사이의 무선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무선

빔 스위핑 영역에서 수행된다.

전송 네트워크(Wireless Transport Network)로 기능한

빔 탐색은 섹터 단위로 수행되며, 3D 영역에서 다수의

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군 정보통신 체계의 구조

빔 후보들로 인해 발생하는 탐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앞 서 기술한 이동 멀티홉 릴레이 기

여 전체 빔을 다수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여 탐색을 수

반의 MXN을 이용하여 전술정보통신체계에 적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MXN의 요소 기술들
이 제공하는 특성들을 고려할 때 MXN을 이러한 무선 전
송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의 이점들을 가진다.
첫 번째로,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 트래픽을 하나의
단일한 무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합 전송하는 MXN
은 전술이동통신체계의 이동기지국(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 MSAP)을 프론트홀을 이용해서 구성할 때
신속한 네트워크 배치(Network Deployment)를 가능하
게 한다.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할 때 이

<그림 5> MXN에서의 이중통신 및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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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림 6>과 같이 가시거리 환경(Line of Sight, LoS)

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와이브로에 기반을 두었다.

확보가 가능한 차량 주변 높은 곳에 접속 링크 안테나를

그러나, 최근의 상용 이동통신은 5세대 이동통신으로 연

이격하여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격 운용의 신

구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와이브로 이후의 미래

호 감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기지국을 기저대역장치

5세대 이동통신으로의 미래 전술이동통신체계 변화에 대

(BBU)와 무선 전송장치(Radio Frequency Unit, RFU)

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음성 위주의 트래픽(Traffic)

[4]

이때

을 고려하였던 전술다기능단말기(Tactical Multi-

기저대역장치와 무선 전송장치 사이를 전술 광케이블로

Function Terminal, TMFT)가 미래에 다양한 고용량 멀

연결하는 유선 프론트홀이 아닌 MXN이 제공하는 엑스홀

티미디어 트래픽을 지원하는 단말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

링크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무선 프론트홀로 대체

려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미래 전술이동통신체계는 대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선 프론트홀을 무선 프론트홀로 대

용량 접속 링크를 제공하는 새로운 무선접속기술(Radio

체하는 것은 신속한 네트워크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

Access Technology, RAT)이 될 가능성이 높다. MXN은

을 제공한다.

패킷 스위칭 기반으로 종단간의 대용량 전송을 지원하므

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물리적 구분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이동성을 지
원하는 MXN은, <그림 6>에서 도시한 전술이동통신체계

로 기존 와이브로는 물론 향후의 새로운 무선접속기술의
무선 전송 네트워크로 MXN의 적용이 가능하다.

를 구성하는 이동기지국이 탑재되는 소형 전술이동차량

네 번째로, 앞서 살펴보았던 MXN의 경로 관리 기술

이 이동중(On The Move, OTM)이라 할지라도 이동기지

은 전술환경에서의 무선 전송 네트워크 강건성을 증대시

국의 백홀 링크를 항시 제공할 수 있다. MXN의 이동성

키는 이점이 있다. MXN은 무선 링크의 상태를 측정하고

지원은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서 자동적인 네트워크 토폴

이를 바탕으로 종단간 경로를 설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전

로지(Topology)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이

송 신뢰성을 위해 서로 다른 경로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

러한 이점은 인접 XDU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무선 링크

송하는 중복 전송 또는 이음매 없는(Seamless) 핸드오버

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에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를 위해 종단간의 주 경로(Primary Path) 이외에 별도의

MXN의 기능(Plug & Play Installation)과 더불어 필요

대안 경로를 설정한다. 이러한 기능은 적 공격에 노출되

시 원하는 작전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최단 시간 내

는 전술 환경에서 종단간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향상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술이동통신체계의

키며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이점을 제공한다.

요구사항에 적합한 점이다.

이 외에, MXN은 가변 대역폭(Scalable Bandwidth)

세 번째로, MXN이 제공하는 대용량 엑스홀 링크는 미

기능을 통해 기존 전술정보통신체계의 소용량 무선 전

래 전술이동통신체계 변화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

송 체계와 대용량 무선 전송 체계 모두를 지원 가능하다.

다. 애초 전술이동통신체계의 개발은 빠르게 발전하는 상

MXN에서는 가변 부반송파 간격(Scalable Subcarrier

용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비용이나 절감 및 기간을 단축하

Spacing)을 사용하여 최소 대역폭의 최대 10배까지의 가

<그림 6> 지상의 무선 프론트홀을 지원하는 MXN 시나리오

<그림 7> 무인기를 이용한 공중 프론트홀을 지원하는 MXN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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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역폭을 지원한다. 따라서, MXN 기술을 이러한 전

대용량 무선 전송체계와 같은 무선 전송 네트워크에 적용

술정보통신체계에서 무선 전송을 담당하는 부체계에 적

가능하다. 특히, 민간 통신과 군 통신 양자에서 공통적으

용할 경우 하나의 무선 전송 네트워크 체계로 통합하여

로 발견되는 대용량 정보 전달로의 일반적 통신 기술 발

운용 및 관리에서의 이점 등을 가지는 통합된 무선 전송

전 방향 및 고용량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요구하는 군 전

네트워크를 모색할 수 있다.

술 통신 장비 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전술정

현재 원천기술로 연구 중인 MXN은 민간의 상용 기술

보통신체계의 무선 전송 네트워크는 현재의 전술정보통

로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 군 통신 기술이 요구하는

신체계를 구성하는 무선 전송 네트워크보다 훨씬 큰 전송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고려하고 있지 않

용량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전술정보통신

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술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체계의 무선 전송 네트워크 요구 조건에 부응할 수 있는

러한 기술들 중의 하나는 무인기를 이용해서 엑스홀 네

모바일 엑스홀 네트워크의 대용량 전송 특성과 더불어 프

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무인기를 이용해 사

론트홀/미드홀/백홀 통합 전송, 네트워크 구성 노드의 이

용자 단말에게 공중과 지상간의 접속 링크를 제공하는

동성 지원, 통합 패킷 전송, 종단간 경로 관리, 가변 대역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접속

폭 기술 등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MXN이 미래 전술정보

링크 진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림 7>과 같이 전장 지

통신체계에서의 무선 전송 네트워크 후보 기술로 적합하

형, 전투 상황, 또는 기타 조건으로 전술이동차량에 탑

다고 판단된다.

재한 이동기지국을 이용한 네트워크 배치가 여의치 않
을 경우 이동기지국을 무인기에 탑재하는 시나리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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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태 모방의 바이오 전술 기동망 기술

집단생태 모방의 바이오 전술
기동망 기술

Ⅰ. 서 론
미래전은 전장의 제 전력요소들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분산된 위치에서도 신속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가능하
노병희
아주대학교

게 하여, 지휘의 보장 및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NCW,
Network Centric Warfare)이 될 것이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NCW의
전술엣지 (tactical edge)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전술 기동망은 다
양한 플랫폼을 갖는 각종 체계들과 수백대 이상의 대규모 기동 노드들
이 이종 망간을 경유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어 가
고 있다[1].

이규민
아주대학교

기존의 전술 기동망 제어는 지휘통제차량-기동노드, 기동노드-기
동노드간 이중구조로 중앙 제어 (고정 또는 이동 기지국등)를 기반으로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하므로, 고속으로 이동하고 토폴로
지가 변화하는 동적인 환경에 효과
적으로 적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다. 또한, 중앙 통제 기반의 네트워

이철웅

노봉수

아주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킹 구조는 소규모 플랫폼간 환경에
서는 효과적이나, 대규모의 기동 노
드간 동적 자율 구성을 요구하는 전
술 기동망에는 비효과적이고 견고
성을 감소시키는 주 요소가 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여 전술 기동
망은 다양한 플랫폼, 소형화에 따른

이승운

한명훈

아주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수백개 이상의 대규모 노드를 운영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 기반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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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하고 생존성이 요구되는 고속의 기동 환경에서도 견
고한 통신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패

법을 제공한다.
주요 생태모방 네트워킹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어 온 과
정을 <그림 2>에 정리하였다[3,5]. <그림 2>에서 보듯이 초

러다임이 요구된다.
기존의 전술망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서,

기에는 neural network, genetic algorithm과 같이 주

자연의 집단생태계 (벌, 개미, 반딧불이, 물고기 및 새떼

어진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네트워킹 기술이 고려

사람의 생체 과정을 모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5]

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집단생태계를 모방한 바이

이후, 개미, 벌, 반딧불이 등의 집단생태계를 모델링 하

오 네트워킹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전술 기동망에

여 다양한 네트워킹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방법들을 소개한다.

로서, ERA, LFA, ACO, ABO, FA, AIS등의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적인 글로벌 최적화 문

Ⅱ. 집단생태 모방 기술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FPA와 같은 방법들이 제
안되고 있다.

집단생태계는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식에 맞추어 중앙

<그림 2>에 나열한 다양한 생태모방 기술들 중에서 전

집중형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생물학

술 기동망을 위한 주요 기술들과 이들의 역할 요소를 논

적 특성 및 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자율 제어 방식으로 운

문 [2]를 참고 반영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영된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플랫폼을 갖는 수백대 이

3>의 기술들은 대규모의 노드들을 운영하는 전술 기동망

상의 노드로 운영되는 전술 기동망 체계의 자원 가용성과

의 특성에 부합하여, 개미, 벌, 반딧불이와 같이 집단으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대안이 될 수

로 구성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술 기동망의 설계와 운용을 위

들 집단생태계는 중앙제어 요소가 없이, 각 개체가 자율

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

적으로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형태를

[1,3,6]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센서들과 이동 노드들에 의한 대규모 네트워킹
•지형과 통신의 예측 불가한 환경의 대응성
•노드의 컴퓨팅 자원 및 통신 자원의 제약
•인프라 지원 불가한 환경에서의 자율적 운용
•이종 플랫폼간 상호 연결 및 통신 지원
•품질과 보안성의 확보
집단생태계를 모방한 기술들은 이러한 전술 기동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

<그림 1> 바이오 전술기동망 기술의 분류

다. <그림 1>은 [3]에서의 집단생태 모방 기술 분류를 바
이오 전술 기동망을 구성하는 기술요소 관점에서의 특징
을 나타내었다. 바이오 컴퓨팅은 최적화 되고 확장성을
갖는 효율적인 컴퓨팅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바이
오 시스템은 대규모 시스템들간 분산 협력 구조를 제공한
다. 바이오 네트워킹은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대규모 분산
노드들의 자가 구성 (self configuration), 자율적 운용
(autonomic networking) 과 생존성을 갖는 네트워킹 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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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바이오 전술 기동망 주요 기술

보여준다. 이는 통신 기반 환경이 열악하고 생존성이 요

(a) 경로탐색 과정

구되는 전술 기동망 운용 환경에서 미래 무인·기동 체계
가 요구하는 자율성, 분산성, 강인성, 확장성, 그리고 독
립적 운용성 제공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다음 장에서 부
터는 <그림 3>에 나타낸 주요 집단생태모방의 바이오 네
트워킹 기술에 대하여 소개한다.

(b) 장애물 통과 과정

<그림 4> AntHocNet 알고리즘의 개념도

동하는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B), 개미들은 장애

Ⅲ. 바이오 전술 기동망 라우팅 기술

물을 돌아가게 된다 (C). 이때, 최적 경로를 모르는 상태
이므로, 가능한 경로를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1. 개미 집단생태모방 라우팅 (ACO) 기술
[7]

는 두 개의 가능한 경로가 만들어지는 예를 보여준다. 시

AntHocNet 은 개미집단이 개미집으로부터 먹이

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 4>의 (a)에서와 같이 개미들은

의 위치를 찾아내고, 먹이를 최단경로를 통해 개미집

자신들이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경로 (짧은 경로)를 최적

으로 운반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델링 한 Ant Colony

의 경로로 선정하여 이동하게 된다.

Optimization (ACO)을 라우팅에 적용한 바이오 네트워
킹 알고리즘이다.

AntHocNet은 연결 요청 패킷을 수신한 후에 경로탐색
을 시작하는 reactive 특성과 주기적인 경로의 유지 및 향

<그림 4>의 (a)는 ACO의 기본이 되는 개미 집단에서

상을 통해 트래픽 경로를 확보하는 proactive 특성을 모두

의 개미들이 둥지에서 먹이까지의 최단 왕복 경로를 찾는

가진 하이브리드 라우팅 알고리즘이다. 하나의 목적지에

과정을 보여준다. 개미들은 둥지에서 먹이의 위치를 찾기

대하여 다중경로를 지원하여, 이들 여러 개의 경로를 모두

위해 탐색하는데, 먹이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모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률적인 경로 선택 방법을 이용한다.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개미들은 먹이를 향해

또한, 링크 장애 시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제공한다.

나아가거나 먹이를 둥지로 운반하면서 경로 상에 페로몬

AntHocNet은 MANET을 위한 애드혹 라우팅 알고리

을 남기게 된다. 최단 경로를 선택한 개미들은 해당 경로

즘으로, 기존에 MANET에서 주로 이용되던 AODV 보

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되어, 최단 경로 상에 페로몬이 많이

다 높은 패킷 전달률 (PDR, packet delivery ratio)와 낮

점점 더 많이 남겨지게 된다. 개미들은 페로몬이 많이 남

은 종단간 지연 (end-to-end delay)를 보인다. 하지만

겨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

AntHocNet은 다양한 종류의 제어패킷을 발생시키면서

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개미들은 먹이와 둥지간의 최단

높은 라우팅 오버헤드를 가진다. SNP[8] AntHocNet의

경로를 이용하게 된다.

높은 라우팅 오버헤드를 낮추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림 4>의 (b)는 장애물이 생겼을 경우의 최적 경로를

MC-AQRA[9]은 노드가 이동하는 전술통신망에서 단말

재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A는 <그림 4>의 (a)의 과정

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ACO 기반의 생체모방

을 통하여 경로가 생성된 상태를 보여준다. 개미들이 이

알고리즘으로, 라우팅 메트릭으로 QoS를 추가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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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PDR의 향상을 가져온다. [30]에서는 OPNET 시

먼저, 초기화 단계에서는 전역해에 대한 초기화를 수행

뮬레이터 상에 AntHocNet을 구현하고, 여기에 다른 라

한다. 각 식량원은 아래의 수식 (1)과 같이 임의의 다차원

우팅과 MAC 프로토콜들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성능비

벡터 값

로 초기화된다. 여기에서

교를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기반

일때

이고

은 식량원, 즉 전역해의 개수이

으로 다양한 집단생태 기반과 전통적인 방법의 라우팅 및

고 는 방문 횟수, 대기벌 설득률, 실수 확률과 같은 최적

MAC 기술들을 혼합하여, 전술 MANET 환경에서 다양

화 변수의 개수이다.

[19-20]

한 성능 비교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

최소값이고

와

는 각 변수의 최대,

는 0과 1사이의 난수를 의미한다.
(1)

2. 인공 벌 군집 (ABO) 네트워킹 기술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 (Artificial Bee Colony

다음 단계는 채집벌 단계로 채집벌이 아래의 수식 (2)

Algorithm)이란 꿀벌이 먹이를 찾는 집단행동을 모방한

을 이용하여 할당된 식량원 주변의 식량원을 탐색하게 된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알고리즘으로 이를

다. 더 많은 양의 꿀을 보유한 식량원을 발견한 경우

통해 다양한 NP-Complete, NP-Hard 문제를 해결할

가 기존의 식량원

[10]

수 있다 .

를 대체하게 된다. 이 후 채집벌은

식량원의 정보를 대기벌에게 알려준다.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에서는 군집을 구성하는 세 종류

(2)

의 꿀벌이 각자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풍부한 식량원(food source)을 탐색하게 된다. 세 종류의

대기벌 단계에서는 대기벌은 채집벌의 정보를 기반으

꿀벌은 채집벌(employed bee), 대기벌(onlooker), 정찰

로 직접 탐색할 식량원을 선택한다. 여기서 룰렛 휠 선택

벌(scout)로 나뉜다. 채집벌은 할당된 식량원으로부터 꿀

방법을 적용한다. 대기벌은 선택한 식량원으로 이동하고,

의 양이 더 큰 주변의 식량원을 탐색하고 대기벌에게 전

다시 한번 주변의 식량원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때의 방법

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벌은 채집벌의 정보를 바탕으로

은 채집벌의 탐색방법이 동일하다. 탐색이 끝나면 채집벌

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되며 해당하는 식량원으로 이동하

의 정보와 자신이 찾은 식량원의 정보를 비교하여 더 많

여 채집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찰벌은 새로운 식량원을

은 양을 갖는 식량원만 남긴다.
마지막으로 정찰벌 단계에서, 식량원에 대해 사전에 정

탐색한다.
<그림 5>는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나

의 반복 횟수를 넘긴 후에도 더 많은 양의 식량원이 주변

타낸다. 초기화 단계, 채집벌 단계, 대기벌 단계, 정찰벌

에서 되지 않는 경우 한계점(limit)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단계로 나뉘게 되며 각 수행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다. 이 때, 채집벌은 정찰벌이 되어 새로운 식량원을 탐사

같다.

하게 된다.
이후 다시 채집벌 단계로 돌아가며 세 단계가 수렴조건
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을 제안한 Karaboga등[10]은 이
알고리즘이 차분 진화 (differential evolution), 입자 군
집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진화 알고리
즘 (evolutionary algorithm) 등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
과 비교하였을 때 더 효율적임을 증명하였으며 인공 신경
망, 데이터마이닝, 소프트웨어 공학, 전자 및 기계 공학,
<그림 5>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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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인공 벌 군집 알고

Desync-TDMA[16]는 F-SYNC의 반대개념으로서, 노

리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전술 통신망

드들의 슬롯 할당을 위한 매체접근제어 (MAC, medium

[11]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Huo 등 은 전술

access control) 방식으로 반딧불이의 동기화 과정에서

이동 애드혹 망에서 인공 벌 알고리즘을 적용한 지형 인

영감을 얻은 알고리즘이다. Desync-TDMA는 비동기화

식 및 상황 인지 기반의 이동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지형

(desynchronization)와 슬롯 할당 (slot assignment)의

요인과 적의 기동 상황 등을 인공 벌 군집알고리즘의 변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수로 지정하여 경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2]

비동기화 과정은 PCO (Pulse Coupled Oscillator) 동

Mini 등 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망 생존성을 개선하

작과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각 노드는 각자의 주기

기 위하여 센서 구축 위치와 센싱 스케쥴링 방법에 인공

마다 firing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한다. 모든 노드의

[13]

벌 군집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Barani 등 은 이동 애

firing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자신의 firing 시간 직전

드혹 망에서 라우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입을 탐지

과 직후의 다른 노드의 firing 시간의 중간지점으로 다

하기 위해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Bitam

음 주기에서 자신의 firing 시간을 조정한다. 즉, T를

등[14]은 ACO와 ABO 가 VANET (Vehicular Ad Hoc

Desync-TDMA에서의 단위주기로 정의하고, 노드의 n-

Network) 라우팅을 위한 응용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됨

번째 T 주기에서의 firing 시간을

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차량과 이에 준하는 이동노

노드 직전과 직후에서 다른 노드가 firing한 시간을 각각

드들은 전술 기동망 운용의 핵심 요소들로서, 바이오 네
트워킹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과

이라고 하고, 이

이라고 할 때, 이 노드의 (n+1)번째 T주

기에서의 firing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있다.
(3)

Ⅳ. 바이오 전술 기동망 자원관리 기술
여기에서

1. 반딧불이 알고리즘 (FA)

는 다음 주기에서의 firing 시

간이 두 firing 시간의 중간 시점에 얼마나 가깝게 만들지

기존의 분산 TDMA (distributed-Time Division

를 정의하는 변수이다. 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다

Multiple Access)들은 프레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분

음 주기에서 자신의 firing 시간은 두 firing 시간들의 중

산적인 프레임의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동기화가 필요

간시점에 가깝게 계산된다.

하다. 그러나 분산된 환경에서 노드들 간의 프레임 시작
시간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슬롯 할당 과정은 자신의 firing한 시간 바로 앞의
firing 시간과의 중간지점을 시작시간으로 하고, 자신의

TDMA 기반의 프로토콜들에서의 동기화 문제를 해결

firing한 시간 바로 뒤의 firing 시간과의 중간지점을 종

하기 위하여, 반딧불이의 집단 동기화 특성을 모델링한

료시간으로 하여 다음 주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

F-SYNC (firefly synchronization) 방법이 제안되었

간 구간으로 구성한다. 슬롯 할당과정을 통하여, 각 노드

[15]

다 . 반딧불이들은 주기적으로 빛을 방출하는데, 시간

는 이전 주기에서 이웃노드로부터 firing 메시지를 수신

이 흐를수록 이들이 빛을 방출하는 시간들은 서로가 동

한 시간을 기반으로 이웃노드와 겹치지 않는 동일한 크

기화 되어, 모두 같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빛을 방출하게

기의 슬롯을 분산적으로 할당받게 된다. 즉,

과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반딧불이의 동기화 과정을

을 각각 노드의 n-번째 T 주기에서의 슬롯 시작

모델링한 F-SYNC는 중앙 제어 없이 동기화가 가능하

과 끝을 나타내는 시간들이라고 할 때, 다음 (n+1)번째 T

고, TDMA 망을 자가 구성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을

주기에서의 슬롯 구간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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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가 구성 및 자가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
근 MANET에서 Desync TDMA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18]에서는 Desync-TDMA

이러한 Desync-TDMA 과정을 <그림 6>에 나타내었

에서 QoS를 보장하기 위한 분산 CAC (distributed Call

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a)에서 노드 A의 경우, 자

Admission Control)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에서는

신의 firing 직전과 직후에 firing한 노드 B와 노드 E

멀티홉을 지원하는 Desync-TDMA와 AODV 라우팅을

의 firing 시간의 중간지점으로 다음 주기에서의 자신의

결합한 크로스 레이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20]에서

firing 시간을 결정한다. 각 노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매

는 전술 기동망 운용 환경에서 전술망 이동성을 반영하여

주기마다 반복하게 되고, 일정 주기가 지나면 모든 노드

바이오 네트워킹 기술과 전통적인 MANET 기술들 간의

의 firing 시간 간격은 <그림 6>의 (c)에서와 같이 주기

성능을 비교하여, 바이오 네트워킹 기술의 효과성을 보여

내에 일정하게 분포된다. 그리고 각 노드의 슬롯 길이도

주었다.

균등하게 할당된다.
Extended-Desync TDMA[17]는 단일 홉 환경에서 동

2. 집단생태모방 무선인지 스펙트럼 관리 기술

작하는 Desync-TDMA를 멀티홉 환경으로 확장한 방법

인지무선 (CR, Cognitive Radio) 네트워크의 동적인

이다. Extended-Desync TDMA에서 각 노드는 firing

환경변화, 주파수 자원의 제약, 분산 및 자율적 동작구조

메시지에 자신과 2 hop 이내에 있는 이웃 노드들의 정보

는 생태계의 생물체들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와 이들의 firing 시간을 포함하여 전송한다. 이를 수신

하여 최적해를 달성하는 행동방식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

한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이 보내온 2 hop 이웃노드들까

기 때문에 인지무선 네트워크에 생물체의 행동을 적용 가

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firing 전송시간을 결정한다. 이렇

능하다[21].

게 함으로써, hidden node problem을 해결하고, 멀티홉

<표 1> 은 인지무선네트워크에서 생체모방이 적용

전송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동하는 환경에서는 자신

된 연구사례에 대한 분류 및 적용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

이 전송한 firing 메시지가 hidden node problem을 발

으로 스펙트럼 공유, 스펙트럼 결정, 시간동기, 전송경

생시킬 수 가 있으며, 이 경우 이웃노드 중 일부로부터 자

로 설정, 전송출력 결정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

신의 식별자를 포함하지 않은 firing 메시지를 수신하게

즘과 각 알고리즘이 적용된 환경 및 방법에 대한 특징을

된다. 따라서 Extended-Desync TDMA는 hidden node

기술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한 Insect Colony, Swarm

problem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메시지의 충돌방지를

Intelligence, Firefly Synchronization이 적용된 연구

위한 별도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Desync-TDMA는 완전 분산적으로 동작하는 매체접

수 있도록 알고리즘들을 제안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근제어 알고리즘으로, 기존 분산-TDMA와는 달리 적

<표 1>에 제시된 생체모방 적용 인지무선 네트워크는 해

은 오버헤드를 가진다. 또한 Desync-TDMA는 망을 자

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한 최적해를 생물체들의 행동
과 같이 간단한 행동규칙들을 통해 구함으로써 계산 복잡
도를 낮춤으로써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단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결과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할뿐 단일 개체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전
체 네트워크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을 갖

<그림 6> Desync-TDMA의 firing 시간 결정 및 슬롯 할당 과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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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바이오 네트워킹 기술의 CR 네트워크 적용

요인으로 인한 무선링크의 간섭으로 링크 품질의 변화와

방법

특징

Insect
Colony[22]

SU들 사이에서 개미군집과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은 간섭을 갖도록 스펙트럼을 할당하거나
PU 출현, 전송경로 단절에 따른 스펙트럼 결정시 최적해
계산에 사용

Swarm
Intelligence[23]

SU들이 최대의 스펙트럼 활용 값을 찾거나 주사용자의
출현을 예측하여 전체 네트워크 사용량을 최대로 하는
최적해 계산에 사용

Neuron Model[24]

PU 스펙트럼 패턴을 기억하여 SU 사이의 스펙트럼
공유시에 PU와의 간섭을 줄이는 최적해 계산에 사용

Community
Cooperation[25]

게임이론에서 개별 노드의 이기적인 행동이 최적 값과
차이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 방식을
모델링한 알고리즘으로 지역적 최적해 도출

드로 운영되는 전술 기동망 체계의 자원 가용성과 생존

Immune
System[26]

면역시스템의 진화 방법을 이용하여 사전 정보 또는
컨트롤 채널 없이 PU와의 간섭을 최소로 하는 스펙트럼
결정에 활용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의 집단생태계 (벌, 개미, 반

Firefly
Alogorithm[27]

반딧불이의 동기화 기법을 CR 노드들의 시간 동기화에
적용하여 노드들간 전송시간에 대한 동기화 수행

네트워킹 기술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여전히 바이오 네

혼잡상황으로 인한 전송 지연과 전송 실패 확률이 높다.
전통적인 MANET 기술들은 자율적인 개념을 수용하고
는 있으나,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식을 기반으로 운용되
므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하여, 바이오 네트워킹 기술은 자연 생태계의 생
물학적 특성 및 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자율 제어 방식으
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플랫폼을 갖는 수백대 이상의 노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대안으로 고려되
딧불이, 물고기 및 새떼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전술 기동망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체모방 적용시 안정성 및 예측 값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인 연구 방법들을 활용한 연구들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이

것으로 전망된다.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히, [18], [19]등의 연구에서는

전술 기동망 운용 환경에서의 인지무선 연구는 환경 특

바이오 네트워킹을 채용한 방법들이 전통적인 MANET

성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었으며, 대표적

기술을 채용한 방법들에 비하여 효과적임으로 보여주고

으로 유전자의 세대별 진화과정을 모델링하여 재밍이 발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오 네트워킹을 적용한 효

생하는 환경에서 무전기 스스로 재밍 환경을 인식하고 최

과적인 전술 기동망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고려하여 진

[28]

적의 운영환경을 찾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 협력 감지

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황에서 적에 의해 감지정보가 변조될 경우 사회적 협의
방식을 모델링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탐지하는 연구가

감사의 글

[29]

수행되었다 . 단순한 행동방식을 통해 최적해를 달성할
수 있는 생체모방기법이 복잡한 전술환경에 꾸준히 적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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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5R1A2A2A0100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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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활용 공중통신망
발전방향 및 효과도 분석

Ⅰ. 서 론
현재 군통신망은 무선통신 위주의 지상통신망과 원거리 작전수행을
서난솔
국방과학연구소
통신네트워크기술부

위한 위성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선기지국 기반의 상용 이동통
신망과는 달리 군통신망은 전투전력의 이동전개시 통신망 지원을 위해
간선링크에서 접속링크까지 환경에 맞게 새로이 구성해야하며, 현재
“이동 후 설치(At The Halt)”의 개념으로는 전력의 이동속도를 따라가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동간통신(On The Move)”을 위한 통신
망 구성 능력이 요구되나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무선통
신의 통달거리 제약으로 인해 그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성통

이재문
국방과학연구소
통신네트워크기술부

신망은 지상통신망에 비해 이동성의 제약으로부터는 다소 자유로우나
통신소요대비 용량이 제한적이고, 궤도/주파수 노출에 따른 재밍 가능
성이 상시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큰 단말크기(안테나 포함)는 역시 이
동성에 약점으로 다가온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통신망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무인기를 활용한 공중통신중계의 개
념과 그 실현을 위해 깊게 고민해야하는 플랫폼 측면, 기술적 측면의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재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Ⅱ. 공중통신망 필요성
1. 기존 군통신망 한계점
미래전은 전장상황 공유, 신속한 명령 전달, 아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감시정찰체계(센서), 지휘통제체계(의사결정권자), 그리고 정밀타
격체계(슈터)를 네트워크화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정보 유통

이융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을 원활히 하여, 정보 우위의 작전운용수행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중
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NCW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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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위해서는 각 체계를 연결시키는 군통신체계 구축이

간 연결성이 보장될 만큼 노드 밀도가 높지 않고, 또한 연

기본이 되어야하며, 미래 군통신체계 구조는 우주/공중/

결성이 보장된다 해도 노드수가 중가함에 따라 노드당 전

지해상 계층의 통신망이 유기적으로 결함된 다차원 통합

송용량(throughput)이 감소하고 전달시간(delay)이 증가

통신망(Network of Networks)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추

하는 모바일애드혹네트워크(MANET, Mobile Ad-Hoc

세이다. NCW를 구성하는 각 응용체계는 통신망의 노드

Network)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동성을 지원하는 군통신

로써 특정링크를 선택하여 응용에 따른 데이터, 음성, 영

망의 주요링크 구성으로 지상에서의 무선링크를 활용하

상 등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문제는 각 응용계층에

는 것은 많은 제약사항이 따른다.

서 생산한 정보 유통을 통합통신망 구조에서 얼마나 수용

위성통신은 설치속도, 이동성 측면에서 무선통신보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현재의 군통신망 구조

수월하나 소요대비 용량이 제한되고, 궤도/주파수 노출

에서는 증가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에 따른 재밍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며, 신호 감쇄 과다로

실정이다.

일정 전송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안테나크

현재의 군통신망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지상에

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상/위성통신망의

서의 무선링크와 우주계층의 위성링크 위주로 이루어져

각각의 한계점으로 인해 기동간 작전 지역 확대시 적기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군작전 운용환경으로부터 기인

통신 서비스 제공의 제한이 예상되므로 그 대안으로서 무

한다. 전시상황에서 군통신망은 단말 뿐 아니라 통신인프

인기를 활용한 공중통신중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를 이동시켜야하므로 대부분의 링크를 무선 또는 위성
으로 구성하게 되며, 무선통신은 상대적으로 전파특성이

2. 대안으로서의 공중통신중계와 연구이슈

좋은 U/VHF 대역에서의 가시선통신을 주로 사용한다.

지상 무선통신의 통달거리 제약을 극복하고 작전지역

그러나 상용의 안정된 환경과는 달리 군통신은 제한된 주

확장을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무인기를 활용한 공중통신

파수자원과 다수의 간섭신호를 발생시키는 한반도 지형

중계는 운용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

특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기본구성단위인 링크의 품질

을 가진다. 먼저 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무인기라는 플

이 매우 열악하다. 무선링크품질의 열화는 통달거리 감소

랫폼 특성상 고속 전개 및 지형에 구애받지 않는 중계위

로 이어지며, 짧은 통달거리를 이용한 다중홉 구성이 해

치확보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무인운용에 따른 아군의 생

결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실제 군작전환경에서 노드

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무인기 플랫폼 종류
에 맞는 적절한 통신장비 선택 및 무인기 체공시간을 고
려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네트워크 구성(대용량/소용량
링크, 상시/임시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탄력적 임무수행
이 가능해진다. 무인기 획득 및 유지보수비용 등이 문제
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점차 감소하는 병력추세와 이
에 대응하기 위한 군자동화/과학화 흐름에 맞물려 진행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무인기와 지상간 공지통신환경 고
려시 상대적으로 채널특성(자유공간 손실, 페이딩)에 대
한 예측이 용이하고, 위성대비 적은 신호감쇄로 인해 단
말크기의 소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임시운용환경에서
Ad-hoc 네트워크 운용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지

<그림 1> 기존 군통신망(지상통신/위성통신)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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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Coverage): 연결성과는 별개로 네트워크
가 포괄할 수 있는 물리적 영역 범위를 최대화하는
연구. 기존 자상노드에 공중노드를 추가함으로서 커
버리지 확장가능성 분석
•위치추정(Localization): 전파의 자유공간손실(RSSI
<그림 2> Controlled Mobility를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

측정), TOA(Time Of Arrival), AOA(Angle Of
Arrival) 등을 이용, 노드 간 거리측정을 바탕으로 네

인해 노드 간 연결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제

트워크에서의 특정 노드의 위치를 추정하고자 할 때

어 메시지(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 등) 감소가 예상된다.

전파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중노드를 활용

물론 이는 무인기 대수, 이동속도 및 이동경로와 연결성

함으로써 위치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을 나타내는 1홉 통달거리에 따른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전송률(Throughput): 이는 네트워크의 주요성능 지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무인기의 통신장비 성능이 수십에

표로서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전송률을 달성

서 수백km 이상의 통신 통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하고자 할 때 랜덤으로 움직이는 노드가 아닌 목적에

에 따라 무인기와 무인기, 그리고 무인기와 지상노드 간

맞게 잘 고안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노드가 존

의 네트워크 구성 변화가 지상에서의 그것만큼 극심하지

재할 경우 전송률 개선이 가능함을 분석

않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또한 안정적인 채널환경으로

•지연(delay): 전송률과 마찬가지로 종단간 지연 역시

고효율의 변조방식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주파수효율측

네트워크 성능의 주요 지표임. 랜덤 모빌리티 대비

면에서도 공중통신중계의 이점이 존재한다.

적절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노드를 추가함으

운용적, 기술적 측면의 용이함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로서 지연의 향상 가능성 분석

이동제어가 가능한 무인기의 주요 특성으로 인하여 <그
림 2>와 같은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최적화 이슈에 대한

Ⅲ. 공중통신망 플랫폼

현실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 진다.
•연결성(Connectivity): 공중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제

무인기는 유인기와 마찬가지로 형상을 기준으로 고정

어 특성을 갖는 노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연결성 보장

익과 회전익으로 구분된다. 고정익의 경우 고속이동과 상

목적의 최적화 연구. 무인기를 통한 패킷들의 자유로

대적으로 긴시간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군에서 감시정찰

운 relay를 바탕으로 전시와 같은 급격한 상황에서

및 타격 등의 용도로 운용중에 있으며, 보통 운용고도에

고립된 노드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보

따라 저고도/중고도/고고도 무인기로 분류된다. 회전익

장하는 무인기 최적배치 알고리즘 설계

은 소형드론(멀티콥터), 멀티로터, 무인헬기, 틸트로터,

•전력사용(Energy Consumption), 부하분산(Load

복합형 회전익 등 다양한 형상을 가지며, 고정익 대비 저

Balancing): 네트워크에서 소모되는 전체 또는 개별

속, 단시간 운용의 단점을 가지나 정밀제어가 용이하다는

노드의 전력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패킷전송 효율을

측면에서 근래에 들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 통

높이기 위한 최적화 연구. 네트워크 일부 구간에서

신중계용으로 어떤 형상의 무인기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과도한 트래픽 발생 시 특정노드의 전력 사용 증가로

는 아직 많은 논의 중에 있으나, 각 형상마다의 장점을 살

인해 감소하는 네트워크 생존시간을 최대화하는 것

리는 네트워크 구성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

을 목적으로 무인기와 같이 이동제어가 가능한 모바

이다. 가령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의 경우 공중네트워

일 노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력사용의 효율적 분배

크의 백본링크 구성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멀티콥터

를 위한 알고리즘 설계

의 경우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병사단위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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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인기 플랫폼에 따른 공중중계 활용 가능성
<그림 4> 기존 군통신장비의 무인기 탑재가능성

급하여 전투무선망에서의 음영지역 해소를 통한 ad-hoc
네트워크 구성용으로 적용 가능하다. 무인기 분류에 따른
형상과 플랫폼 성능수준, 그리고 중계노드로써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무인기 규모에 따른 통신중계역할과 탑재가능한 현
통신장비 수준은 <그림 4>와 같다. 공중네트워크의 접
속링크 또는 Ad-hoc형태로 자체네트워크 구성을 위
한 용도로써 한국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체계

<그림 5> PERDIX 프로젝트(미국방부, MIT링컨연구소)

의 전투무선망 무전기인 TMMR(Tactical Multiband

기의 단독운용과는 별개로 성능과 기능은 다소 떨어지더

Multirole Radio)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대대급

라도 저비용/대량생산이 가능한 다수의 소형무인기를 활

이상의 무인기에 탑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대

용하는 전술운용방식이 현재 군관련기관을 통해 검토되

급 이하 전투원 단위의 사용을 위해서는 상용드론 수

고 있다. 무인기 특성상 고위험 작전수행에 대한 요구가

준의 소형무인기로의 탑재가 가능한 소형/경량화 작업

많아지고 실제 전장환경에서 적의 종심부에 침투하여 작

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WIN-T increment3에서는

전수행 중에 파괴되거나 탈취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WNW(Wideband Networking Waveform)의 공중중계

이런 위험에 크게 부담이 없으면서 동일한 목적 달성을

를 위해 Small Form Fit 무전기를 추가로 개발하여 적용

위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문제

중에 있다.

는 다수 무인기 군집운용을 위한 방법인데 중앙의 통제소

또한 미국의 JALN(Join Aerial Layer Network)의

에서 다수 무인기를 일일이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무

HCB(High Capacity Backbone)과 같이 군단급 이상의

인기 수에 비례하여 통신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또한 중

무인기를 이용하여 공중백본링크를 구성하게 될 경우 현

앙과의 통신링크 두절 시 시스템 작동이 중단되는 치명적

재 군단급 무인기의 1차링크로 사용중인 CDL(Common

인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분산화된 구조하에서 최소한의

Data Link)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단 3차원 공간

정보교환을 통해 고유의 판단을 가지는 개별 무인기의 행

상의 중계를 위해 무인기당 최소 3개 이상의 송수신 링크

동이 전체 군집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탑재성을 고려한 송수신 단말, 안

발이 필요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부 기술이 개발되

테나 개발이 필요하다.

어 시연 단계까지 완료되었다. 일례로 미국 전략능력실

또한 무인기 운용방식에 있어 기존 고성능/다기능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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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PERDIX 프로젝트를 수행하였

IEEE802.11 규격에 라우팅 프로토콜로써 AODV를 적

고, 지난 2016년 10월 F/A-18 전투기에서 103대의 고

용하는 등 실제 TMMR의 적용 기술로써 분석이 되지 않

정익 소형무인기를 투하시켜 군집비행 시연을 실시하였

은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13년 육군본부(통신중계용

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MIT 링컨연구소에서 2010년

성층권 비행선 운용필요성과 획득방안)에서는 TICN 및

프로젝트 수업형태로 시작되어 최초 목적은 대기 측정 등

위성중계기로서의 성층권 비행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

을 위한 초소형 드론의 설계 및 제작에 있었다. 2013년부

하였으며, 그 결과로 TICN의 무선간선링크를 구성하는

터 미국방부 지원하에 군사적 용도로 성능개량이 진행되

HCTR(High Capacity Transit Radio)을 활용한 공중간

었고, 2015년 자율임무수행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비

선망 구축을 통해 전술이동통신체계(MSAP/TMFT)의 중

행성능향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분산/자

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율로 이루어진다해도 최소한의 임무정보 및 상태정보 교

앞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

환을 위해 군집 무인기 간 통신망 구성이 필요하며, 이와

한 “우주/공중기반 기동통신망 개발가능성 연구(14~16)”

같은 시스템을 대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와 KAIST에서는

에서는 TMMR 등 지상노드의 규격을 현실화하고, 무인

다수 무인기간의 공중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무선 멀티홉

기 구분(저고도/중고도)에 따른 공중중계노드를 모델링

환경에서 데이터송수신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여 그에 따른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은 IV-2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1. 연결성/부하 측면 공중중계효과도 분석
먼저 TICN 배치 환경에서 무인기 중계에 따른 효과도

Ⅳ. 무인기 활용 공중통신망 구조도출 및
분석

분석에 앞서 일반적인 단일노드모델환경에서 공중중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일노드의 물리계층, 데이터링
크계층의 규격은 IEEE802.11을 가정하였다.

1. 지상/공중 통합통신망

<그림 6>과 같이 한반도 산악지형 환경에서 10km2 내

TICN 통신망에 공중통신중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에

10개 노드를 무작위 배치하여 1km 고도에서 1개의 공중

대한 연구는 2008년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의 연구를 시

중계노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작으로 기품원, 육군본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고유의 관

공중중계노드 미보유시 노드 간 연결성은 약40%수준이

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정통교 연구(UAV체계구

며, 총네트워크 용량의 29%의 사용률을 보였다. 공중중

조 및 운용성능 검증)에서는 VHF-FM 및 WNW의 운용

계노드 보유시 약90%이상의 연결성과 99%의 네트워크

에 있어서 지상중계와 공중중계 각각에 대한 통화성공률

부하를 확인하였으며, 부하의 40%는 공중중계노드에 집

및 종단간 지연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공중

중되었다. 연결성 측면에서 예상대로 공중중계활용 시 획

중계시 두 가지 성능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하였으나 공중

기적인 성능개선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노드의 부하가 고려되지 않았고, TMMR의 구체적인 기

사용 시 지상링크 대비 채널품질이 좋은 공중링크에 부하

술이 적용되지 않는 등 다소 제약적인 분석으로 진행되었
다. 2012년 기품원 연구(UAV중계형 지상기반 MANET
의 야전운용성능 최적화 모의분석 모델개발)에서는 운용
개념, 전장통신환경, 운용트래픽을 반영하여 연결성 및
전송성공률 관점에서의 MANET 최적성능을 분석하였으
며, 파라미터 최적화를 통해 공중중계 사용시 67%의 전
송성공률 개선이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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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서 발생하여 그 이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산망 환경에서 공중 중계기를 사용
할 경우 MAC(Medium Access Contro)계층에서의 효과
적인 충돌 회피 기술, 공중 중계기 자원 할당 기술, 공중
중계기 부하 분산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1-2. 지상/공중 통합통신망 효과도 분석
TICN기반의 지상통신망과 무인기 기반의 공중통신망
<그림 7> 공중중계기 사용 유무 및 목적지의 패턴에 따른 전송성공률
<표 1> 지형 및 트래픽 부하에 따른 전송 성공률 및 종단간 지연 측정
결과
지형
프로파일

트래픽 부하
낮은 트래픽 부하

평야 지형
높은 트래픽 부하
낮은 트래픽 부하
구릉지 지형
높은 트래픽 부하
낮은 트래픽 부하
산악 지형
높은 트래픽 부하

과의 통합망 구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통신학
회 산하 군통신연구회는 “우주/공중기반 기동통신망 개
발가능성 연구”를 통해 <그림 8>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하였다.

공중
중계기

전송
성공률

종단간 지연

O

92.75%

115 msec

X

79.01%

255 msec

성하는 HABN(High Aerial Backbone Node)과, 중고

O

92.75%

2.549 sec

도에서 지상노드에 대한 Access Point 역할을 하면서

X

79.01%

2.443 sec

HABN과 연결되는 LAAN(Low Aerial Access Node)으

O

98.76%

111 msec

X

98.84%

117 msec

O

51.48%

2.543 sec

접속하여 망에 연결하거나 HABN을 통해 백본과 직접 연
결될 수 있다.

X

49.11%

2.321 sec

O

80.00%

237 msec

X

10.29%

172 msec

O

17.64%

2.811 sec

X

9.94%

0.046 sec

무인기 기반 공중통신망은 고고도에서 백본링크를 구

로 구성된다. TICN의 지상노드는 형상에 따라 LAAN에

공중지상 통합통신망 효과도 분석을 위해 <그림 9>
와 같은 토폴로지에서 OPNET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으며, 공중노드의 통신장비는 지상의 TICN
구성장비와 연동이 되면서 사용자 정보교환요구(IER,

가 쏠림에 따라 정보유통량을 변화시키면서 전송성공률

Information Exchange Requirement)를 충족하거

과 지연시간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나 미래의 예상되는 요구수준을 반영한 가상의 성능규

분석 결과 <그림 7>과 같이 네트워크 부하가 낮을 경

격을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MANET 환경으로 구

우 연결성 분석과 유사하게 공중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성되어 지상노드의 통신을 지원하는 LAAN의 접속 링

전송 성공률의 측면에서 공중중계기의 이점을 확인할 수

크는 전술통신망에서 사용하는 AODV (Ad-Hoc On-

있었다. 또한, 트래픽의 목적지가 랜덤일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할 경우 <표 1>
과 같이 공중 중계기를 사용할 때 처리량이 감소하고 종
단 지연 및 접속 지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중 중계기를 사용할 때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전송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며 충돌 발생의 주요 원인
은 공중 중계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
히, 목적지가 하나일 경우 병목점이 공중중계기와 수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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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상/공중 통합통신망 구조 분석을 위한 토폴로지

<그림 10> 지상/공중 통합통신망 구조에 따른 전송 성공률

demand Distance Vector)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용하였

통신을 제공하는 단말로 군단 단위로 배치될 것으로 예

다.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은 전송할 패킷이 있을 경우

상된다. 군에서는 TICN이나 군위성-II에서는 군단 단위

에만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여 불필요한 제어패킷

로 AS (Autonomous System)를 구분하고 있으며 타군

증가를 억제하는 On-demand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

단으로 트래픽을 전송할 경우 BGP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

로써 라우팅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트래픽이 발

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공중 기반 기동통신망에서도

생한 시점에서 라우팅 경로를 탐색하기 때문에 연결 지연

HABN간에는 BGP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중통신중계에 대한 효과도 분석의 지표로써 전송성

LAAN과 HABN사이의 링크 및 HABN과 지상노드

공률과 패킷전달의 적시성을 고려하였다. <그림 10>은

단말 사이에서는 Interior Routing 알고리즘인 OSPF

망구조에 따른 전송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시뮬레이션

(Open Shortest Path First)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용하

결과 현재 IER과 동일한 트래픽 부하에서 TICN망의 전

였다. OSPF 프로토콜은 모든 링크의 상태를 주기적으

송 성공률은 66.64%이며, 이는 전방 사단의 부대통신소

로 교환하여 모든 라우터가 최적의 경로를 항상 유지하는

와 후방 지상망간의 연결이 지형장애로 인해 단절되어 있

Proactive 방식의 라우팅 알고리즘으로 항상 라우팅 테

기 때문이다. 반면 위성 또는 공중통신망이 있는 시나리

이블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결 지연이 낮은 장점을 가지고

오에서는 99% 이상의 전송성공률이 측정되었다. 트래픽

있다. 그러나 항상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

부하를 증가시켜 현재 IER의 600%인 300 Mbps의 경우

기적으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해야 하므로 라우팅 오버헤

TICN망과 위성망이 공존하는 시나리오에서 전송성공률

드가 높은 문제가 있다. LAAN과 HABN 사이의 피드 링

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트래픽 부하가

크 또는 HABN과 지상단말 사이의 지상 백본 링크는 지

증가하면 먼저 위성망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종단간 전

상단말과 LAAN 사이의 접속 링크에 비해 전송속도가 높

송지연이 급격히 증가하여 패킷이 가지는 지연만족수준

아 라우팅 오버헤드를 고려할 필요가 낮다. OSPF 라우팅

(latency) 안에 수신이 되지 않고 패킷 드랍이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TICN망뿐만 아니라 군위성-II에서도 적용되

반면 공중통신망이 있는 경우 트랙픽 부하 증가 시에도

는 알고리즘이므로 타망과의 연동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

전송성공률이 99%수준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있다.

<그림 11>은 망구조에 따른 전송성공률을 고려한 적시

마지막으로 HABN간에는 Exterior Routing 알고리즘

성 만족률을 나타내고 있다.적 시성은 정상적으로 수신된

인 BGP (Border Gateway Protocol) 라우팅 프로토콜을

패킷에 대하여 지연 만족 기준을 준수한 패킷의 비율로

적용하였다. 하나의 HABN은 군단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서 이는 체계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TICN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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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무인기 최적배치

<그림 11> 지상/공중 통합통신망 구조에 따른 적시성 만족률

경우 전송성공률을 고려한 적시성 만족률은 현재 IER의
300%인 150Mbps이내에서는 66%를 만족하였으나 현재
IER의 600%인 300 Mbps에서는 종단간 전송 지연의 증
가로 인해 44%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TICN망과 위성망
이 공존하는 환경의 경우 현재 IER 수준의 트래픽 부하에

<그림 13> 공중멀티홉 구성 실환경 시험

서는 전송성공률을 고려한 적시성 만족률이 100% 였으
나 트래픽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

할당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로 측정되었다. 이는 위성망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

각 무인기가 최적의 행동을 취하는 구조로 도출되었으며,

문이다.

최종적으로 테스트베드를 통해 이에 대한 실환경 검증시

공중통신망이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 위성망의 유무와

험을 수행하였다.

상관없이 현재 IER의 300%까지는 전송성공률을 고려한
적시성 만족률이 100%에 가깝게 측정되었으나 600%로

□ 무인기 최적배치 시나리오

트래픽 부하가 증가할 경우 80%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

<그림 12>의 좌측과 같이 한반도 산악지형으로 인해

할 수 있다. 이는 HABN으로 연결된 링크 중 일부 링크로

지상통신망을 통한 제대간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전달되는 트래픽이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서 무인기를 통한 공중중계시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기 최적배치 시험을 수행하였다. 통신거리에 따

2. 집단군집 소형무인기 통신망

라 드론의 이동거리가 제한되므로 공중에서의 멀티홉 구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앞 서 시뮬레이션을

성을 통해 최대통달거리 달성하면서 지상노드와의 연결

통해 확인한 공중통신망의 효과도를 무인기와 통신용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드배치가 수행되었고, 무인기 체공

량 측면에서 scaled-down하여 실환경 테스트베드 구축

시간이 제약조건으로 설정되어 일부 무인기가 체공시간

을 통해 검증하고, 별도의 응용으로써 소형무인기의 대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목적지 근처에 있는

규모 군집비행을 활용한 공중 Adhoc 통신망의 실효성을

다른 드론을 드론 간 자율판단에 의한 통신을 통해 이륙

확인하는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단군집 소형무인

시킨 후 드론군집에 포함시켜 전체 임무 수행을 달성하는

기 통신망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는 지상관제서버(GCS,

과정을 실환경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Ground Control Server)로부터 다수의 군집 무인기가
임무 수신 후 중앙 또는 분산 알고리즘에 의해 세부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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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부하분산을 위한 무인기 배치
<그림 16> 공중통신망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15> 공중통신망 테스트베드
<그림 17> GCS 구성 화면

□ 부하분산 시나리오
최적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림 14>와 같이 특정
노드에서 동영상 전송 등 과도한 부하가 발생한 경우 부
하 분산을 위한 토폴로지 변경을 단순 논리적인 라우팅

DJI사의 Matrice100을 이용하였다.
무인기와 통제서버 간의 제어 및 상태정보의 교환은
<그림 16>과 같은 아키텍쳐로 이루어져 있다.

변경이 아닌 중계 무인기의 물리적 이동을 통한 주파수

관제서버와 무인기 또는 무인기간 통신을 위해 탑재된

공간적 재사용을 고려하는 배치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SBC는 Ad-hoc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Linux OS에서 기

이는 공중이동에 따른 자유로운 위치 선택이 가능한 공중

본적으로 제공되는 Iw 명령어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 명

중계만의 장점이며, 지상노드만을 이용해서는 이와 같은

령어)를 조합한 Script를 구성하였다. 해당 Script 내에는

시나리오가 실작전환경에서 수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Ad-hoc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을 위한 B.A.T.M.A.N
프로토콜이 포함되며 이는 Layer2에서의 라우팅을 위한

□ 테스트베드 구축

프로토콜이다. SBC에 장착되는 RF통신장비로는 SigFox

무인기 테스트베드는 <그림 15>와 같이 크게 무인기와

와 LoRa와 같은 사물인터넷용(IoT, Internet of Things)

통신장비의 두 가지 모듈로 구성 되어있다. 본 테스트베

통신장비 및 WiFi, LTE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장착할 수

드에서는 다수의 군집무인기를 하나의 관제서버를 통해

있으며, 해당 실험에서는 2.4GHz 또는 5GHz대역을 사

제어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Point-to-Point 방식의 상용

용하는 WiFi (IEEE802.11ac) 모듈을 사용하였다.

무인기 제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무인기에 추가적인
통신 모듈(Single Board Computer+RF transceiver)을

통신모듈 구성과 더불어 모든 무인기를 조종통제하기
위한 지상관제서버(GCS)의 구성은 <그림 17>과 같다.

탑재한 후 무인기 FCS(Flight Consrol System)와의 연

GCS는 지도 및 좌표정보호출, 접속정보관리, 무인기상

동을 통해 다수 무인기의 단일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도

태정보관리, 임무명령과 같이 총 4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록 구축하였다. 무인기로는 On-board SDK가 제공되는

각각의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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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지도 및 좌표정보호출은 Google사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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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제「모른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블록체인의 충격「블록체인 &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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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곳 : 일경BP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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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소비자를 개념상, 「Umbrella 종(種)」으로 부른다. 엄브렐
라 종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태계의 하위에 위치하는 다른 종도 우산을 펼
치듯이 보전이 가능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엄브렐라 종이 생태
계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그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한다.
2008년, 리먼쇼크로 미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미 정부는 70조엔이라는 공적자
금을 투입하여 구제에 나섰다. 그러나 세금에서의 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반
발에 따라, 미 정부는 금융규제개혁법을 만들고, 오바마대통령은 「미국민은 월가
의 잘못에 대해 두 번 다시 용서는 안 한다」고 말했다.
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씨는 지금부터 약 20년전, 이렇게 단언
하고 있었다. 「은행기능은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은행은 불필요하게 된다」.
지금 금융과 기술을 융합하여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FinTech 앞에서, 은행의
존재의미가 회의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 의미는 「Umbrella 종으로 지켜내
야 할 존재인가」로 바꾸어서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이노베이션이 발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이다. 관리자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7년 이상에 걸쳐 계속 유통되어 온
비트코인과 그 시스템을 갖추어 온 블록체인은, 은행이 바탕을 두고 있는 「신용」과
「신뢰성」을 테크놀로지로 실현해 보였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금융업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업계에서의 용도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의 여명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듯이, 아직 거칠고 미숙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프라를 창출하는 기술로서는 대단한 주
목을 받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20세기형의 시스템이 피폐해진 것을 모두가 피부
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서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가진 잠재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다. 말로는 듣고 있었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도 많은 블록
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능한 알기 쉽게 해설하도록 배려하였다.
1장에서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보고, 2장에서는 현상의 동향을 해설한다. 3장
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가상통화의 매매 체험기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전문
가가 말하는 기대와 제언을 정리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차세대 테크놀로지에 대
해서도 다루어본다.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이노베이션의 큰 파도가 눈 앞에 닥쳐
와 있다.

서평 작성자 : 이원규,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총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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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일 자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05. 01.-05. 04.

IEEE INFOCOM 2017 -IEEE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Workshops (INFOCOM WKSHPS)

Sheraton Atlanta Hotel, Atlanta, GA,
USA

www.ieee-infocom.org/2017

05. 01.-05. 05.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ardware Oriented
Security and Trust (HOST)

The Ritz-Carlton, Tysons Corner,
McLean, VA, USA

www.hostsymposium.org

05. 02.-05. 04.

2017 Iranian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ICE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apmus, K. N. Toosi University of
Technology, Tehran, Iran

icee2017.kntu.ac.ir/en/

05. 03.-05. 05.

2017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s (ICT)

St. Raphael Resort, Limassol, Cyprus

www.ict-2017.org/

05. 04.-05. 06.

2017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 Circuits and
Systems Technologies (MOCAST)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Thessaloniki, Greece

mocast.physics.auth.gr

05. 06.-05. 09.

2017 9th IEEE-GCC Conference and Exhibition (GCCCE)

Gulf Conference and Exhibition
center, Manama, Bahrain

ieee-gcc.org

05. 06.-05. 11.

2017 Joint IEEE–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pplications
of Ferroelectric (ISAF)/International Workshop on Acoustic
Transduction Materials and Devices (IWATMD)/Piezoresponse
Force Microscopy (PFM)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s
Atlanta, GA, USA

isaf-iwatmd-pfm2017.weebly.com/

05. 08.-05. 12.

2017 IEEE Radar Conference (RadarConf17)

Westin Seattle, WA, USA

www.radarconf17.org

05. 08.-05. 12.

2017 Fifteenth IAP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Vision
Applications (MVA)

Toyoda Auditorium of Nagoya
University, Nagoya, Japan

www.mva-org.jp/mva2017/

05. 08.-05. 12.

2017 IFIP/IEEE Symposium on Integrated Network and Service
Management (IM)

Altis Grand Hotel, Lisbon, Portugal

im2017.ieee-im.org/

05. 08.-05. 10.

2017 IEEE Symposium on Product Compliance Engineering
(ISPCE)

Holiday Inn San Jose - Silicon Valley,
CA, USA

psessymposium.org

05. 09.-05. 12.

2017 European Navigation Conference (ENC)

SwissTech Convention Center
Quartier Nord de l'EPFL Route LouisFavre 2 CH - 1024 Ecublens Ecublens
VD, Switzerland

enc2017.eu

05. 09.-05. 11.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FID (RFID)

Phoenix Convention Center, Phoenix,
AZ, USA

2017.ieee-rfid.org/

05. 11.-05. 1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ends in Electronics and
Informatics (ICEI)

SCAD Colleg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Tirunelveli, India

icoei.com/index.html

05. 12.-05. 14.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Photography (ICCP)

Stanford University, CA, USA

gordon.wetzstein@stanford.edu

05. 13.-05. 1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System Innovation
(ICASI)

TBD, Sapporo, Japan

2017.icasi.asia/

05. 14.-05. 19.

2017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IJCNN)

WILLIAM A. EGAN CIVIC &
CONVENTION CENTER, Anchorage,
AK, USA

ijcn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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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5. 14.-05. 17.

2017 IEEE International Memory Workshop (IMW)

Hyatt Regency Monterey, Monterey,
CA, USA

www.ewh.ieee.org/soc/eds/imw/

05. 15.-05. 17.

2017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terials and
Power Equipment (ICEMPE)

TBD, China

www.ICEMPE2017.org

05. 15.-05. 18.

2017 28th Annual SEMI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nference (ASMC)

Saratoga Springs City Center, NY,
USA

www.semi.org/en/asmc2017

05. 16.-05. 18.

2017 IEEE International Interconnect Technology Conference
(IITC)

Ambassador Hotel, Hsinchu, Taiwan

www.iitc-conference.org

05. 16.-05. 19.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Manufacturing (ICIEAM)

Peter the Great Saint-Petersburg
Polytechnic University, Russia

icie-rus.org/index-ieam.html

05. 17.-05. 18.

2017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ICIT)

Al-Zaytoonah University of Jordan,
Amman, Jordan

icit.zuj.edu.jo/icit17

05. 17.-05. 19.

2017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oIC7)

Holiday Inn Melaka, Malaysia

www.icoict.org/

05. 18.-05. 25.

2017 IEEE-IAS/PCA Cement Industry Technical Conference

Marriott Calgary Downtown, AB,
Canada

www.cementconference.org

05. 19.-05. 20.

2017 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Trends in
Electronic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RTEICT)

Sri Venkateshwara College of
Engineering, Bengaluru, India

www.irteict.in

05. 20.-05. 28.

2017 IEEE/ACM 39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ICSE)

TBD, Buenos Aires, Argentina

icse2017.gatech.edu/

05. 21.-05. 25.

ICC 2017 -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Palais des Congrès - Porte Maillot,
France

www.ieee-icc.org/

05. 21.-05. 24.

2017 IEEE International Electric Machines & Drives Conference
(IEMDC)

Hilton Miami Downtown, FL, USA

http://iemdc.org/

05. 21.-05. 25.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Workshops (ICC Workshops)

Palais de Congress, France

www.ieee-icc.org/2017

05. 21.-05. 25.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cience (ICOPS)

Harrah's Atlantic City, NJ, USA

l.boyd@ieee.org

05. 22.-05. 26.

2017 40th International Conven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s and Microelectronics
(MIPRO)

Grand Hotel Adriatic Convention
Centre, Croatia

www.mipro.hr

05. 22.-05. 25.

2017 Progress In Electromagnetics Research Symposium
(PIERS)

Park Inn by Radisson Pribaltiyskaya
hotel, Russia

www.piers.org/piers2017StPetersburg/

05. 22.-05. 26.

2017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SP)

Fairmont San Jose, San Jose, CA,
USA

www.ieee-security.org/TC/SP-Index.html

05. 22.-05. 25.

2017 IEEE International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I2MTC)

Politecnico di Torino, Italy

imtc.ieee-ims.org/

05. 22.-05. 23.

2017 IEEE Women in Enginee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WIE ILC)

San Jose Convention Center, CA, USA

www.ieee-wie-ilc.org

05. 23.-05. 28.

2017 8th International IEEE/EMBS Conference on Neural
Engineering (NER)

Regal International East Asia Hotel,
Shanghai, China

www.neuro.embs.org/2017/

05. 24.-05. 26.

2017 American Control Conference (ACC)

Sheraton Seattle, WA, USA

acc2017.a2c2.org

05. 25.-05. 2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miz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PTIM) & 2017 Intl Aegean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Power Electronics (ACEMP)

Cheile Gradistei - Resort Fundata,
Moeciu

www.info-optim.ro

05. 25.-05. 25.

2017 IEEE Vision, Innovation and Challenges Summit & Honors
Ceremony

Palace Hotel - San Francisco, CA,
USA

http://ieee-vics.org/

05. 26.-05. 27.

2017 6th Data Driven Control and Learning Systems (DDCLS)

Convention Center of Chongqing
Jiaotong University, Chongqing, China

www.ddclo.org/2017ddcls/

05. 28.-05. 30.

2017 29th Chinese Control And Decision Conference (CCDC)

TBD, Chongqing, China

www.ccdc.neu.edu.cn/

05. 28.-05. 31.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ISCAS)

Baltimore Marriott Waterfront Hotel,
MD, USA

cdyer@conferencecatalys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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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5. 28.-06. 01.

2017 2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IC's (ISPSD)

Royton Sapporo, Japan

www.ispsd2017.com/

05. 28.-05. 31.

2017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Control of
Industrial Processes (AdCONIP)

Howard Civil Service International
House, Taipei, Taiwan

adconip2017.org

05. 28.-05. 31.

2017 ISOCS/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Olfaction and
Electronic Nose (ISOEN)

McGill University, QC, Canada

isoen2017.org/

05. 29.-06. 03.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
Marina Bay Sands, Singapore

http://icra2017.org/

05. 29.-05. 31.

2017 24th Saint Petersbur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ICINS)

Concern CSRI Elektropribor, JSC,
Saint Petersburg, Russia

www.elektropribor.spb.ru/icins2017/eindex

05. 29.-06. 02.

2017 IEEE International Parallel and Distributed Processing
Symposium (IPDPS)

BuenaVista Palace Hotel & Spa, Lake
Buena Vista, FL, USA

WWW.IPDPS.ORG

05. 29.-06. 02.

2017 IEEE First Ukraine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KRCON)

NTUU Igor Sikorsky Kyiv Polytechnic
Institute, Kyiv, Ukraine

ukrcon.ieee.org.ua

05. 30.-06. 02.

2017 16th IEEE Intersociety Conference on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Phenomena in Electronic Systems (ITherm)

Diseney Swan Hotel, Orlando, FL,
USA

www.ieee-itherm.org

05. 30.-06. 02.

2017 IEEE 67th Electronic Components and Technology
Conference (ECTC)

Walt Disney Swan & Dolphin, Orlando,
FL, USA

www.ectc.net

05. 30.-06. 02.

2017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CyCon)

Swissotel Tallinn, Tallinn, Estonia

www.cycon.org

05. 31.-06. 02.

2017 IEEE Workshop on Power Electronics and Power Quality
Applications (PEPQA)

Universidad de los Andes, Bogota,
Colombia

miguelhernandez@ieee.org

05. 31.-06. 02.

2017 12th International Forum on Strategic Technology (IFOST)

University of Ulsan, Korea (South)

www.ifost.org

〉〉2017년 6월
06. 04.-06. 08.

2017 IEEE 27th Symposium on Fusion Engineering (SOFE)

Shanghai Marriott City Center,
Shanghai, China

https://sofe2017.princeton.edu/

06. 04.-06. 07.

2017 IEEE 85th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VTC2017Spr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ydney, Sydney, Australia

ieeevtc.org/vtc2017spring/

06. 04.-06. 05.

2017 Silicon Nanoelectronics Workshop (SNW)

Rihga Royal Hotel Kyoto, Kyoto,
Japan

annex.jsap.or.jp/snw/

06. 04.-06. 06.

2017 IEEE 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s Symposium
(RFIC)

Hawaii Convention Center, Honolulu,
HI, USA

rfic-ieee.org/

06. 04.-06. 09.

2017 IEEE/MTT-S International Microwave Symposium - MTT
2017

Hawaii Convention Center, Honololu,
HI, USA

e.cabrera@ieee.org

06. 04.-06. 07.

2017 IEEE 3rd International Future Energy Electronics
Conference and ECCE Asia (IFEEC 2017 - ECCE Asia)

Kaohsiung Exhibition Center,
Kaohsiung, Taiwan

www.ifeec.tw/

06. 05.-06. 08.

2017 IEEE 3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ICDCS)

JW Marriott Buckhead, Atlanta, GA,
USA

calton.pu@cc.gatech.edu

06. 05.-06. 09.

2017 IEEE World Haptics Conference (WHC)

Veranstaltungsforum Fürstenfeld,
Munich, Germany

worldhaptics2017.org

06. 05.-06. 08.

2017 IEEE Congress on Evolutionary Computation (CEC)

Centro Kusaal Elkargunea, San
Sebastián, Spain

www.cec2017.org

06. 05.-06. 08.

2017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Rihga Royal Hotel, Kyoto, Japan

www.vlsisymposium.org

06. 06.-06. 09.

2017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uropean Energy
Market (EEM)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Germany

eem2017.com/

06. 06.-06. 09.

2017 Global Internet of Things Summit (GIoTS)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of
Geneva (CICG), Geneva, Switzerland

iot.committees.comsoc.org/global-iotsummit-2017/

06. 06.-06. 09.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Electrical Engineering and 2017 IEEE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Europe (EEEIC / I&CPS Europe)

Convention center Palazzo Stelline,
Milan, Italy

eeeic.eu

06. 09.-06. 09.

2017 89th ARFTG Microwave Measurement Conference (ARFTG)

Hawaii Convention Center Honololu,
Honolulu, HI, USA

www.arft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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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6. 11.-06. 14.

2017 IEEE Intelligent Vehicles Symposium (IV)

Crown Plaza Hotel, CA, USA

ioannou@usc.edu

06. 11.-06. 14.

2017 IEEE Electrical Insulation Conference (EIC)

Sheraton, Baltimore, MD, USA

resi.zarb@qualitrolcorp.com

06. 11.-06. 15.

2017 6th Mediterranean Conference on Embedded Computing
(MECO)

Hotel Princess, Bar, Montenegro

embeddedcomputing.me/en/meco-2017

06. 12.-06. 16.

2017 16th International Superconductive Electronics Conference
(ISEC)

Grand Hotel Vesuvio, Naples, Italy

www.isec2017.org/

06. 13.-06. 16.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ICUAS)

Miami Marriott Biscayne Bay, Miami,
FL, USA

www.uasconferences.com

06. 14.-06. 17.

2017 12th Iber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CISTI)

ISCTE-IUL, Lisboa, Portugal

www.cisti.eu/

06. 16.-06. 18.

2017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rvice Systems and
Service Management (ICSSSM)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DUFE), China

smse.dufe.edu.cn/ICSSSM17

06. 18.-06. 22.

2017 IEEE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lsed Power (PPC)

Hilton Metropole, Brightone, United
Kingdom

ece.unm.edu/ppc2017/

06. 18.-06. 22.

2017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mputation of
Electromagnetic Fields (COMPUMAG)

Daejeon Convention center, Korea
(South)

www.compumag2017.com

06. 18.-06. 22.

2017 IEEE Manchester PowerTech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United
Kingdom

milanovic@manchester.ac.uk

06. 18.-06. 21.

2017 12th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Conference (SoSE)

Waikoloa Hilton Village, HI, USA

sosengineering.org/2017/

06. 18.-06. 20.

2017 12th IEEE Conference on Industrial Electronics and
Applications (ICIEA)

Royal Angkor Resort, Siem Reap,
Cambodia

www.ieeeiciea.org/2017/

06. 18.-06. 22.

2017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lid-State Sensors,
Actuators and Microsystems (TRANSDUCERS)

Kaohsiung Exhibition Center,
Kaohsiung, Taiwan

www.transducers2017.org

06. 19.-06. 23.

2017 54th ACM/EDAC/IEEE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DAC)

Austin Convention Center, TX, USA

www.dac.com

06. 19.-06. 22.

OCEANS 2017 - Aberdeen

Aberdeen Exhibition and Conference
Centre (AECC), United Kingdom

www.oceans17mtsieeeaberdeen.org/

06. 19.-06. 21.

2017 IEEE 2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ustrial Electronics
(ISIE)

Edinburgh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Edinburgh, United Kingdom

www.isie2017.org

06. 19.-06. 2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tual Rehabilitation (ICVR)

New Residence Hall, Montreal, QC,
Canada

virtual-rehab.org/2017/

06. 20.-06. 23.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ise and Fluctuations (ICNF)

Vilnius University, Vilnius, Lithuania

paulius.sakalas@tu-dresden.de

06. 22.-06. 24.

2017 IEEE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and Expo
(ITEC)

Navy Pier, Chicago, IL, USA

itec-conf.com/

06. 24.-06. 28.

2017 ACM/IEEE 44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ISCA)

TBD, Toronto, ON, Canada

moshovos@eecg.toronto.edu

06. 25.-06. 30.

2017 IEEE 44th Photovoltaic Specialists Conference (PVSC)

Marriott Washington Wardman Park,
USA

www.ieee-pvsc.org

06. 25.-06. 29.

2017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Europe &
European Quantum Electronics Conference (CLEO/EuropeEQEC)

ICM, Neue Messe Munich, Germany

www.cleoeurope.org/

06. 25.-06. 30.

2017 IEEE PES PowerAfrica

GIMPA Executive Conference Centre,
Ghana

www.ieeegh.org/

06. 25.-06. 28.

2017 75th Device Research Conference (DRC)

University of Notre Dame, IN, USA

www.deviceresearchconference.org

06. 25.-06. 30.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ISIT)

Eurogress Aachen, Germany

mathar@ti.rwth-aachen.de

06. 26.-06. 29.

2017 47th Annual IEEE/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pendable Systems and Networks (DSN)

Denver, CO, USA

www.ds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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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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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7.-06. 30.

2017 Joint 17th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Fuzzy Systems
Association and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 Computing
and Intelligent Systems (IFSA-SCIS)

Piazza Omi, Otsu, Shiga, Japan

ifsa-scis2017.j-soft.org

06. 28.-07. 01.

2017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Robots and
Ambient Intelligence (URAI)

Maison Glad Jeju, Korea (South)

www.urai2017.org

06. 29.-06. 30.

2017 International Siberian Conference on Control and
Communications (SIBCON)

Sultanbek S. Isenov, Astana,
Kazakhstan

http://tomsk.chapters.comsoc.org/

〉〉2017년 7월
07. 01.-07. 0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s (Comptelix)

Manipal University Jaipur, India

irisworld.org/wp/international-conference/
comptelix-2017/

07. 03.-07. 05.

2017 8th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echnologies (ICCCNT)

IIT Delhi, India

8icccnt.org

07. 03.-07. 06.

2017 25th Mediterranean Conference on Control and Automation
(MED)

University of Malta, Valletta, Malta

www.um.edu.mt/events/med2017/

07. 03.-07. 06.

2017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ICCSA)

University of Trieste, Trieste, Italy

www.iccsa.org/

07. 03.-07. 06.

2017 13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 Automation
(ICCA)

Hotel Metropol, Ohrid, Macedonia

www.ieee-icca.org/

07. 03.-07. 07.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AIM)

Sheraton München Arabellapark,
München, Germany

www.aim2017.org

07. 03.-07. 07.

2017 IEE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Learning
Technologies (ICALT)

Politehnica University of Timisoara,
Romania

www.ieee-icalt.org/

07. 04.-07. 07.

2017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and Future
Networks (ICUFN)

Milan, Italy

www.icufn.org

07. 04.-07. 07.

2017 24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tive-Matrix Flatpanel
Displays and Devices (AM-FPD)

Ryukoku University Avanti Kyoto Hall,
Kyoto, Japan

www.amfpd.jp/

07. 04.-07. 08.

2017 IEEE 41st Annual 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Conference (COMPSAC)

Politecnico di Torino, Torino, Italy

h t t p s : / / w w w . c o m p u t e r. o r g / w e b /
compsac2017

07. 05.-07. 07.

2017 4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s and
Signal Processing (TSP)

TBD, Barcelona, Spain

tsp.vutbr.cz/

07. 06.-07. 0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Computing,
Instrumenta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ICICICT)

Msgr.Varikkattu Hall, Kannur District,
India

vjaei.com/icicict2017/

07. 06.-07. 08.

IEEE EUROCON 2017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Technologies

Metropol Lake Resor t, Ohrid,
Macedonia

eurocon2017.org/

07. 09.-07. 12.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zzy Systems (FUZZIEEE)

Royal-Continental Hotel, Italy

www.fuzzieee2017.org

07. 09.-07. 12.

2017 Prognostics and System Health Management Conference
(PHM-Harbin)

Sun Island Garden Hotel, Harbin,
China

www.phm2017.org/

07. 09.-07. 13.

2017 Joint Conference of the European Frequency and Time
Forum and IEEE International Frequency Control Symposium
((EFTF/IFC)

MICROPOLIS, BESANÇON, France

eftf-ifcs2017.org

07. 09.-07. 15.

2017 USNC-URSI Radio Science Meeting (Joint with AP-S
Symposium)

Manchester Grand Hyatt San Diego,
CA, USA

2017apsursi.org/default.asp

07. 10.-07. 14.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and Expo
(ICME)

TBD, Hong Kong, Hong Kong

www.icme2017.org

07. 10.-07. 13.

2017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Fusion
(Fusion)

Wyndham Grand Xi'an South, China

www.fusion2017.org/

07. 10.-07. 12.

2017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Robotics
(ICAR)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 Hong Kong SAR, China

www.icar2017.org

07. 11.-07. 15.

2017 39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EMBC)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Korea (South)

embc.embs.org/2017/

07. 12.-07. 14.

2017 14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JCSSE)

Twin Lotus Hotel, Nakhon Si
Thammarat, Thailand

jcsse2017.wu.a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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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2.- 07. 14.

2017 2nd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on Computer
and Energy Science (SpliTech)

University of Split, FESB, Split, Croatia

splitech2017.fesb.hr

07. 14.-07. 16.

2017 IEEE Region 10 Symposium (TENSYMP)

Le Méridien, Cochin, India

www.tensymp2017.org

07. 16.-07. 18.

2017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crime and Computer
Forensic (ICCCF)

Sofitel Gold Coast Broadbeach, Gold
Coast, Australia

www.apatas.org/icccf-2017/

07. 16.-07. 20.

2017 IEEE Power & Energy Society General Meeting

Sheraton Chicago Hotel & Towers,
Chicago, IL, USA

www.pes-gm.org/2017/

07. 17.-07. 21.

2017 IEEE Nuclear & Space Radiation Effects Conference
(NSREC 2017)

Marriott New Orleans, LA, USA

www.nsrec.com

07. 17.-07. 19.

2017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System
Interactions (HSI)

University of Ulsan, Korea (South)

hsi2017.islab-ulsan.net/

07. 17.-07. 19.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ociety (i-Society)

Clayton Hotel Ballsbridge, Dublin,
Ireland

www.i-society.eu/

07. 17.-07. 20.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habilitation Robotics
(ICORR)

Queen Elizabeth II Centre, London,
United Kingdom

www.rehabweek.org

07. 17.-07. 21.

2017 IEEE Radiation Effects Data Workshop (IEEE) (in
conjunction with NSREC 2017)

New Orleans Marriott Hotel, LA, USA

www.nsrec.com

07. 18.-07. 19.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Methodologies and
Communication (ICCMC)

Surya Engineering College, Erode,
India

iccm2017.com/index.html

07. 18.-07. 20.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Automation (ICIA)

Sheraton Grand Macao Hotel, Cotai
Central, China

2017.ieee-icia.org

07. 18.-07. 20.

2017 Computing Conference

United Kingdom

www.saiconference.com/Computing2017

07. 20.-07. 2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s & Advances in
Computational Technologies (NetACT)

Mar Baselios Colleg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Thiruvananthapuram,
India

netact17.in/

07. 21.-07. 23.

2017 7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Emergency Communication (ICEIEC)

Hengqin Campus hotel,Universidade
de Macau, Macau, China

www.iceiec.org

07. 21.-07. 26.

2017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Hawaii Convention Center, HI, USA

cvpr2017.thecvf.com/

07. 23.-07. 28.

IGARSS 2017 - 2017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Fort Worth Convention Center, TX,
USA

www.igarss2017.org/

07. 24.-07. 27.

2017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in Research (QiR) :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Westin Resort, Nusa Dua,
Indonesia

qir.eng.ui.ac.id/

07. 24.-07. 25.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Operations Management (IEOM)

The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Bristol, United Kingdom

www.ieomsociety.org/ieomuk/

07. 24.-07. 26.

2017 IEE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Informatics
(INDI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Emden/Leer, Germany

jwerma@technik-emden.de

07. 25.-07. 28.

2017 IEE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technology
(IEEE-NANO)

Pittsburgh Marriott City Center, PA,
USA

www.ieeenano17.org

07. 25.-07. 27.

2017 IEEE/OES Acoustics in Underwater Geosciences
Symposium (RIO Acoustics)

CPRM, Rio de Janeiro- RJ, Brazil

www.rioacoustics.org

07. 27.-08. 01.

2017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warm Intelligence
(ICSI)

The JR Hakata City, Fukuoka, Japan

www.ic-si.org

07. 29.-07. 31.

2017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cs in Control,
Automation and Robotics (ICINCO)

Madrid, Spain

www.icinco.org/?y=2017

07. 31.-08. 03.

2017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Networks (ICCCN)

M a r r i o t t Va n c o u v e r P i n n a c l e
Downtown, BC, Canada

icccn.org/icccn17

07. 31.-08. 03.

2017 IEEE/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ocial
Networks Analysis and Mining (ASONAM)

TBA, Sydney, Australia

asonam.cpsc.ucalgary.ca/2017/

07. 31.-08. 04.

2017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Pacific Rim
(CLEO-PR)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
Singapore

www.cleopacificrim.com/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tralia

stprp-activity.com/TrustCom2017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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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1.-08. 04.

2017 International Applied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Society Symposium - China (AC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uzhou Research Institute, China

w w w. a c e s - s o c i e t y. o r g / c o n f e re n c e /
China_2017/

08. 02.-08. 04.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Technologies and
Management for Computing, Communication, Controls, Energy
and Materials (ICSTM)

Vel Tech Rangarajan Dr. Sagunthala
R & 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hennai, India

www.veltechuniv.edu.in/icstm2017

08. 02.-08. 04.

2017 IEE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Technologies and Social Sciences (ICETSS)

AIT Conference Centre (AIT CC)
Bangkok, Thailand

icetss.etssm.org

08. 02.-08. 05.

2017 IEEE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and Expo,
Asia-Pacific (ITEC Asia-Pacific)

Hotel Victories, Harbin, China

itec-ap2017.com

08. 02.-08. 04.

2017 IEEE Magnetic Recording Conference (TMRC)

Tsukuba International Congress
Center, Tsukuba, Japan

www.nims.go.jp/mmu/tmrc2017.html

08. 04.-08. 12.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Signal/Power Integrity (EMCSI)

Gaylord National Harbor, MD, USA

www.emc2017.emcss.org/

08. 04.-08. 08.

2017 IEEE SmartWorld/SCALCOM/UIC/ATC/CBDCom/IOP/SCI

Jerry (zeyu) Gao, San Jose, CA, USA

ieee-smartworld.org/2017/smartworld/

08. 06.-08. 09.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and
Automation (ICMA)

Sunport Takamatsu, Japan

2017.ieee-icma.org/

08. 06.-08. 09.

2017 IEEE 60th International Midwest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MWSCAS)

Tufts University Conference Center,
USA

www.mwscas2017.org

08. 07.-08. 10.

2017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o-Geoinformatics

George Mason University, USA

www.agro-geoinformatics.org

08. 08.-08. 10.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Informatics, Communication and Energy Systems (SPICES)

TKM College of Engineering Kollam,
India

www.ieee-spices.org

08. 09.-08. 11.

201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chnology and Society
(ISTAS)

TBD, Sydney, Australia

ieeessit.org/files/2017/02/ISTAS2017.pdf

08. 10.-08. 11.

201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lecommunication and
Networks (TEL-NET)

Amity University Uttar Pradersh, India

www.amity.edu/aitem/telnet2017

08. 10.-08. 12.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 Devices,
Circuits and Systems (ICMDCS)

VIT University, India

www.icmdcs2017.com

08. 15.-08. 17.

2017 IEEE Electric Ship Technologies Symposium (ESTS)

TBD, USA

ests17.mit.edu/

08. 15.-08. 18.

2017 IEEE XXIV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ing (INTERCON)

Universidad Nacional de San Antonio
Abad del Cusco, Peru

www.intercon.org.pe

08. 16.-08. 19.

2017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Packaging
Technology (ICEPT)

TBD, Harbin, China

www.icept.org

08. 17.-08. 1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Communication,
Control and Automation (ICCUBEA)

PIMPRI CHINCHWAD COLLEGE OF
ENGINEERING, PUNE, India

www.iccubea.com

08. 17.-08. 19.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grids, Power and
Advanced Control Engineering ( ICSPACE)

Global Academy of Technology, India

www.icspace-conference.org

08. 19.-08. 26.

2017 XXXIInd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Radio Science (URSI GASS)

Palais de Congres, QC, Canada

www.gass2017.org

08. 20.-08. 23.

2017 13th IEEE Conference on Auto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CASE 2017)

Wyndham Grand Xi'an South, China

www.case2017.org/

08. 21.-08. 23.

2017 IEEE Pacific Rim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Signal Processing (PACRIM)

University of Victoria, Canada

kinli@uvic.ca

08. 21.-08. 25.

2017 24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
(ICO)

Keio Plaza Hotel, Tokyo, Japan

ico24.org

08. 22.-08. 24.

2017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ing &
Communications (ICACC)

Rajagiri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ogy, India

www.acc-rajagiri.org/acc2017/

08. 22.-08. 25.

2017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Education (ICCSE)

University of Houston Hilton Hotel,
USA

www.ieee-iccse.org

08. 22.-08. 23.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ICECOS)

Hotel Aryaduta, Palembang,
Indonesia

icecos.unsri.ac.id/

08. 23.-08. 25.

2017 IEE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up IV Photonics
(GFP)

Grand Hyatt Berlin, Germany

www.gfp-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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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4.-08. 25.

201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ventive Computation
Technologies (ICICT)

RVS Technical Campus, Coimbatore,
India

icoict.com/index.html

08. 27.-08. 30.

2017 SBMO/IEEE MTT-S International Microwave and
Optoelectronics Conference (IMOC)

Majestic Hotel, Brazil

www.imoc2017.com

08. 27.-08. 31.

201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Robotics and
Mechatronics (ICARM)

TBA, Heifei, China

www.ieee-arm.org/

08. 27.-09. 02.

2017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n Engineered Materials
Platforms for Novel Wave Phenomena (Metamaterials)

Campus Saint-Charles, Aix-marseille
université, France

congress2017.metamorphose-vi.org/

08. 27.-08. 30.

2017 IEEE Conference on Control Technology and Applications
(CCTA)

Mauna Lani Bay Hotel and
Bungalows, USA

ccta2017.ieeecss.org/

08. 27.-09. 01.

2017 4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rared, Millimeter, and
Terahertz Waves (IRMMW-THz)

Cancu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Mexico

www.irmmw-thz2017.org

08. 28.-09. 02.

2017 25th European Signal Processing Conference (EUSIPCO)

Kos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KICC), Kos, Greece

www.eusipco2017.org

08. 28.-09. 01.

2017 30th Symposium on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Design (SBCCI)

Gran Marquise Hotel, Fortaleza, Brazil

chiponthesands.lesc.ufc.br/sbcci-2017/
home

08. 28.-08. 31.

2017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hods and Models in
Automation and Robotics (MMAR)

Amber Baltic Hotel, Poland

www.mmar.edu.pl

08. 28.-08. 31.

2017 26th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Robot and Human
Interactive Communication (RO-MAN)

Pestana Palace Hotel, Portugal

www.ro-man2017.org

〉〉2017년 9월
09. 03.-09. 06.

2017 IEE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 Berlin (ICCE-Berlin)

Berlin Messe, Germany

www.icce-berlin.org/2017/

09. 03.-09. 06.

2017 Federated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FedCSIS)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Czech Republic

www.fedcsis.org

09. 04.-09. 08.

2017 IEE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ets (ISE)

KU Leuven, Physics department,
Belgium

iks32.fys.kuleuven.be/indico/event/

09. 04.-09. 07.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EMC EUROPE

Congress Center, Angers, France

www.emceurope.eu

09. 04.-09. 08.

2017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eld Programmable Logic
and Applications (FPL)

Culture and Convention Center Het
Pand, Belgium

www.fpl2017.org

09. 04.-09. 08.

2017 IEEE 25th International Requirements Engineering
Conference (RE)

Universidade Nova de Lisboa,
Portugal

re2017.org

09.05.-09. 08.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uster Computing
(CLUSTER)

Sheraton Waikiki, HI, USA

cluster17.github.io

09. 05.-09. 09.

2017 IEEE International Ultrasonics Symposium (IUS)

Omni Shoreham Hotel, Washington,
DC, USA

www.ieee-uffc.org/main/calendar.asp

09. 05.-09. 08.

2017 30th IEEE International System-on-Chip Conference
(SOCC)

Novotel München City, Munich,
Germany

ieee-socc.org

09. 06.-09. 08.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Robotics and
Intelligent Systems (ARIS)

Taipei Nangang Exhibition Center,
Taipei, Taiwan

aris2017.nchu.edu.tw

09. 06.-09. 08.

2017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inear Drives for Industry
Applications (LDIA)

Osaka Institute of Technology Umeda
Campus, Japan

www.oit.ac.jp/english/international/

09. 07.-09. 08.

2017 Intelligent Systems Conference (IntelliSys)

America Square Conference Centre,
London, United Kingdom

www.saiconference.com/IntelliSys2017

09. 09.-09. 15.

2017 IEEE AUTOTESTCON

Renaissance Hotel, IL, USA

www.autotestcon.com

09. 10.-09. 14.

2017 39th Electrical Overstress/Electrostatic Discharge
Symposium (EOS/ESD)

Westin La Paloma, AZ, USA

www.esda.org/events/symposia/

09. 11.-09. 14.

2017 19th European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and
Applications (EPE'17 ECCE Europe)

The Gromada Hotel, Warsaw, Poland

www.epe2017.com

09. 11.-09. 15.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magnetics in Advanced
Applications (ICEAA)

Hotel Leon D'Oro, Verona, Italy

www.icea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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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09. 14.

ESSCIRC 2017 - 43rd IEEE European 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 (ESSCIRC)

KU Leuven Campus Social Science,
Belgium

www.esscirc-essderc2017.org

09. 12.-09. 15.

2017 2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Technologies and Factory Automation

Grand Resort, Limassol, Cyprus

etfa2017.org

09. 12.-09. 15.

2017 IEE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Wireless
Broadband (ICUWB)

Hospedería Fonseca, Salamanca,
Spain

www.icuwb2017.org

09. 12.-09. 14.

2017 IEEE High Performance Extreme Computing Conference
(HPCE)

Westin Hotel, MA, USA

www.ieee-hpec.org

09. 13.-09. 15.

2017 International Test Conference in Asia (ITC-Asia)

Nangang Exhibition Hall, Taipei,
Taiwan

windy.ee.nthu.edu.tw/ITC-Asia-2017

09. 13.-09. 16.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ICACCI)

Manipal Institute of Technology (MIT),
India

icacci-conference.org/2017/

09. 14.-09. 16.

2017 56th FITCE Congress

AEIT, MADRID, Spain

fitce.org/

09. 16.-09. 21.

2017 IEEE/AIAA 36th Digital Avionics Systems Conference
(DASC)

Hilton St. Petersburg Bayfront, FL,
USA

www.dasconline.org

09. 16.-09. 17.

2017 Inter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cessing
Symposium (IDAP)

IDAP'17 Location, Malatya, Turkey

idap.inonu.edu.tr/

09.16.-09. 17.

2017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Networks (CICN)

Cyprus, GIRNE, Cyprus

www.cicn17.org and www.cicn.in

09. 17.-09. 20.

2017 IEEE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y Technical
Conference (PCIC 2017)

Telus Convention Centre/Hyatt
Regency Hotel, Canada

ewh.ieee.org/soc/ias/pcic/

09. 17.-09. 22.

OCEANS 2017

Dena’ina Convention Center, AK, USA

www.oceans17mtsieeeanchorage.org/

09. 17.-09. 22.

2017 ACM/IEE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l Driven
Engineering Languages and Systems (MODELS)

Sheraton Austin Hotel at the Capitol,
Austin, TX, USA

www.modelsconference.org/

09. 17.-09. 22.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Maintenance
and Evolution (ICSME)

Crowne Plaza Shanghai Fudan,
Shanghai, China

conferences.computer.org/icsm/

09. 17.-09. 19.

2017 North American Power Symposium (NAPS)

Morgantown Marriott at Waterfront
Place, WV, USA

www.naps2017.org

09. 17.-09. 20.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Processing (ICIP)

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er
(CNCC), Beijing, China

2017.ieeeicip.org

09. 18.-09. 21.

2017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ture Active Safety
Technology towards Zero-Traffic-Accidents (FAST-zero)

Nara Kasugano International Forum,
Nara, Japan

www.fast-zero17.info/index.html

09. 18.-09. 22.

2017 Resilience Week (RWS)

Chase Center on the Riverfront,
Wilmington, DE, USA

www.resilienceweek.com

09. 18.-09. 20.

2017 IEEE AFRICON

Avenue Dock Road V&A Waterfront,
South Africa

africon2017.org

09. 18.-09. 24.

2017 International Multi-Conference on Engineering,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SIBIRCON)

Te c h n o p a r k o f N o v o s i b i r s k
Akademgorodok, Novosibirsk, Russia

sibircon.ieeesiberia.org

09. 18.-09. 21.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oor Positioning and Indoor
Navigation (IPIN)

Conference Hall/ Hokkaido University,
Sapporo, Japan

www.ipin2017.org

09. 18.-09. 20.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Technology and
Technopreneurship (ICE2T)

Premiera Hotel Kuala Lumpur,
Malaysia

ice2t.bmi.unikl.edu.my

09. 18.-09. 21.

2017 IEEE Conference on Standards for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CSCN)

Radisson Blu Hotels & Resorts,
Helsinki, Finland

sites.ieee.org/cscn-2017

09. 18.-09. 22.

2017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ntillating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SCINT)

Le Majestic congress center,
Chamonix, France

scint2017.web.cern.ch.

09. 19.-09. 20.

2017 DGON Inertial Sensors and Systems (ISS)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Germany

iss.ite.kit.edu

09. 20.-09. 22.

2017 IEEE PES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Conference Latin America (ISGT Latin America)

JW Marriott Hotel Quito, Ecuador

ieee-isgt-latam.org

09. 20.- 09. 22.

2017 XVII Workshop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ntrol
(RPIC)

Edificio Anexo de la Facultad de
Ingeniería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Mar del Plata, Argentina

www.rpic.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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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 09. 22.

2017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liability, Infocom
Technologies and Optimization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CRITO)

Amity University Uttar Pradesh, Noida,
India

amity.edu/aiit/icrito2017

09. 20.- 09. 22.

2017 IEE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ICT)

V.A. Trapeznikov Institute of Control
Sciences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cow, Russia

www.aict.info

09. 21.- 09. 23.

2017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Computing and Control (ISPCC)

JAypee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Solan, India

www.juit.ac.in/ispcc_2017

09. 21.- 09. 23.

2017 25th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Telecommunications and Computer Networks (SoftCOM)

Radisson Blu Resort, Split, Croatia

marjan.fesb.hr/SoftCOM/2017

09. 24.- 09. 28.

2017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Vancouver Convention Centre, BC,
Canada

www.iros2017.org

09. 24.- 09. 27.

2017 IV International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onference
(EMC Turkiye)

METU CCM, Ankara, Turkey

www.emcturkiye.org

09. 24.- 09. 27.

2017 IEEE 86th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VTC-Fall)

Hilton Toronto, ON, Canada

www.ieeevtc.org/vtc2017fall

09. 24.-09. 26.

2017 IEEE Cybersecurity Development (SecDev)

Hyatt Regency Cambridge, MA, USA

secdev.ieee.org

09. 25.-09. 27.

2017 1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SCIT)

Pullman Cairns International, Cairns,
Australia

www.iscit2017.org/

09. 25.-09. 29.

2017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CSIT)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Armenia, Yerevan,
Armenia

www.csit.am

09. 25.-09. 29.

2017 Second Russia and Pacific Conference on Computer
Technology and Applications (RPC)

Russian Academy of Sciences, Far
Eastern Branch, Vladivostok, Russia

rpc2017.dvo.ru

09. 26.-09. 29.

2017 IEEE PES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Conference
Europe (ISGT-Europe)

Politecnico di Torino, Italy

sites.ieee.org/isgt-europe-2017

09. 29.-10. 07.

2017 IEEE Visualization Conference (VIS)

AZ, USA

ieeev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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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사 및 후원사 명단
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AP 위성통신㈜

류장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

02-2026-7700

http://apsi.co.kr

FCI

한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 7층

031-782-3700

http://www.fci.co.kr

I&C테크놀로지

박창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4 아이앤씨빌딩

031-696-3300

http://www.inctech.co.kr

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0114

http://www.kt.co.kr

LDT

정재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26-33 WE빌딩

041-520-7300

http://www.ldt.co.kr

LG전자

구본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02-3777-1114

http://www.lge.co.kr

LIG 넥스원

이효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서초동, 나라빌딩)

1644-2005

http://www.lignex1.com

RadioPulse

권태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A 1106호(삼평동) 070-7113-0975

http://www.radiopulse.co.kr

SK Telecom

장동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SK T-타워

02-2121-2114

http://www.sktelecom.com

SK 하이닉스

박성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31-630-4114

http://www.skhynix.com

국제종합측기

박재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역삼동 831, 혜천빌딩 10F, 12F) 02-553-0901

http://www.msinter.co.kr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042-366-1500

http://www.nnfc.re.kr

네이버㈜

김상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031-784-2560

http://www.nhncorp.com

02-6959-7161

http://www.nexuschips.com

넥스트칩

김경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벤처포럼빌딩

02-3460-4700

http://www.nextchip.com

㈜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02-2243-4011

http://www.nexpa.co.kr

02-710-5300

http://www.nurimedia.co.kr

넥서스칩스

Douglas M. Le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57

누리미디어

최순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4층(문래동 6가)

㈜다빛센스

강영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1305 031-776-2511

다우인큐브

이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죽전동 디지털스퀘어 2층)

070-8707-2500

http://www.daouincube.com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91-5

053-602-1803

http://www.mtcc.or.kr

대덕G.D.S

이희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원시동)

031-8040-8000

http://www.daeduckgds.com

대덕전자

김영재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정왕동)

031-599-8800

http://www.daeduck.com

대성전기

이철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 (원시동, 8-27블럭)

031-494-1141

http://www.dsec.co.kr

(재)대전테크노파크

권선택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042-930-2880

http://www.daejeontp.or.kr

㈜더즈텍

김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061호

031-450-6300

http://www.doestek.co.kr

덴소풍성전자

김경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

055-600-9227

http://www.dnpe.co.kr

동부하이텍

최창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90

032-680-4700

http://www.dongbuhitek.co.kr

동아일렉콤

손성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16

031-330-5500

http://www.dongahelecomm.co.kr

동운아나텍

김동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아리랑타워 9층

02-3465-8765

http://www.dwanatech.com

042-930-3700

http://www.dmtpcb.co.kr

㈜디엠티

김홍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2

라온텍

김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18층 (서현동 AK플라자) 031-786-4600

http://www.raon-tech.com

라이트웍스㈜

서인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4층 (신도리코빌딩)

http://www.lightworks.co.kr/

031-702-6171

만도

성일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02-6244-2114

http://www.mando.com

문화방송

안광한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02-789-0011

http://www.imbc.com

삼성전자

권오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1588-3366

http://samsungelectronics.com/kr

삼화콘덴서

황호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27 (남사면 북리 124) 031-332-6441

http://www.samwha.co.kr

㈜서연전자

조명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424

http://www.dae-dong.biz

세미솔루션

이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20층 2005호 031-627-5300

http://www.semisolution.com

세원텔레텍

김철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3

http://www.sewon-teletech.co.kr

㈜스카이크로스코리아

조영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801호 031-267-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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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솔

이우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서울신기술센터 A동 202호 02-508-5656

http://www.sisoul.co.kr

실리콘마이터스

허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8층 1670-7665

http://www.siliconmitus.com

실리콘웍스

한대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707

http://www.siliconworks.co.kr

㈜싸인텔레콤

성기빈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9호 02-3439-0033

042-712-7700

http://www.signtelecom.com

(주)쏠리드

정준, 이승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031-627-6000

http://www.st.co.kr

㈜씨자인

김정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4 보명프라자

070-4353-5852

http://www.cesign.co.kr

아나패스

이경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7층 02-6922-7400

http://www.anapass.com
http://www.avagotech.kr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전성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아이닉스

황정현

수원시 영동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C동 1004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031-204-7333

02-2155-4710

http://www.eyenix.com

아이디어㈜

황진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66번지 대원빌딩 5층

http://www.eyedea.co.kr

02-334-3309

㈜아이언디바이스

박기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9 예영빌딩 402호

02-541-2896

http://www.irondevice.com

㈜아이에이

김동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길 5-23 (문정동)

02-3015-1300

http://www.ia-inc.kr

안리쓰코퍼레이션㈜

토루와키나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번지 H스퀘어 N동 5층 502호 031-696-7750

http://www.anritsu.com

㈜알파스캔 디스플레이

류영렬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202호		

http://www.alphascan.co.kr

에디텍

정영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번지 판교이노벨리 B동 1003호 031-8018-8778

http://www.aditec.co.kr

에스넷시스템㈜

박효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0층

02-3469-2994

http://www.snetsystems.co.kr

에스엘

이충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053-856-8511

http://www.slworld.com

에이치앤티테크

강임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042-933-7228

http://www.hnt-tech.co.kr

㈜에이투테크

김현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5-6 상헌빌딩 3층

031-752-7363

http://www.a2tech.co.kr

엠텍비젼㈜

이성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6층 601호

031-627-0114

http://www.mtekvision.co.kr

㈜오픈링크시스템

성재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2 정연하이빌 402호

070-5025-0689

http://openlink.kr

우양신소재

윤주영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21

053-383-5287

http://www.iwooyang.com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1

070-7878-1000

http://www.yuracorp.co.kr

유텔

김호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1-427-1020

http://www.u-tel.co.kr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경기도 상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405호

070-7820-6300

http://www.innopiatech.com

주식회사 이디

박용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5 (둔촌대로457번길 14) 031-730-7300

http://www.ed.co.kr

㈜자람테크놀로지

백준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처빌딩 2층

031-779-6700,6701

http://www.zaram.com/

전자부품연구원

박청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031-789-7000

http://www.keti.re.kr

주식회사 제이엔티이엔지

최승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 701호(상대원동, 중앙이노테크) 031-723-0855

http://www.jandt.co.kr

㈜제퍼로직

정종척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9-5 아주빌딩 1801호

070-7010-7790

http://www.zephylogic.com

㈜지에스인스트루먼트

고재목

인천시 남구 길파로71번길 70 (주안동)

032-870-5641

http://www.gsinstrument.com

지엠테스트

고상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1길 19(군서리 134)

041-410-2600

http://www.gmtest.com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043-270-2000

http://www.cbtp.or.kr

케이던스 코리아(유)
㈜코아리버

제임스 해댓
배종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9층(main office)/2층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02-2142-3400

http://www.coreriver.com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우 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솔리드스페이스빌딩

031-697-3800

http://www.conti-automotive.co.kr

클레어픽셀㈜

정헌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동 301호 031-8060-1440

http://www.clairpixel.com

키움인베스트먼트㈜

박상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16층 02-3430-4800

http://www.kiwoominvest.com/

텔레칩스

이장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신천동, 루터빌딩 19층~23층) 02-3443-6792

http://www.telechips.com

㈜티에이치엔

채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3

053-583-3001

http://www.th-net.co.kr

티엘아이

김달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 빌딩

031-784-6800

http://www.tli.co.kr

파워큐브세미㈜

강태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3동 901호 032-624-3700

http://www.powercubesemi.com/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김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032-671-3842

http://www.fairchildsemi.com

㈜하이브론

이홍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안남로402번길 25 3층

070-4369-3973

http://www.hiv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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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멘토그래픽스(유)

양영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삼평동) 판교 미래에셋센터 7층 031-8061-0790

http://www.mentorkr.com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김승렬

서울 강남구 역삼로 542, 신사SNG빌딩2층

http://www.agilent.co.kr

080-004-5090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02-405-5118

http://www.kisa.or.kr

한국전기연구원

박경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성주동)

055-280-1114

http://www.ke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042-860-6114

http://www.etri.re.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임차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031-724-0114

http://www.tta.or.kr

한라비스테온공조

박용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042-930-6114

http://www.hvccglobal.com

한백전자

진수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6번안길 35

042-610-1114

http://www.hanback.co.kr

한화탈레스

장시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비딩 (19,20층)

02-729-3030

http://www.hanwhathales.com

㈜핸즈온테크놀러지

강현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에이동 1901-1902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02-2608-2633

http://www.ezlab.com

현대로템

김승탁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031-596-9114

http://www.hyundai-rotem.co.kr

현대모비스

정명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서울인터내셔널타워

02-2018-5114

http://www.mobis.co.kr

현대엠엔소프트

차인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74 현대차사옥 9층

1577-4767

http://www.hyundai-mnsoft.com

현대오트론

김재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 IT 타워

031-627-0990

http://www.hyundai-autron.com

현대자동차그룹

양웅철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02-3464-1114

http://www.hyundai-motor.com

현대케피코

박정국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031-450-9015

http://www.hyundai-kefico.com

휴먼칩스

손민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 신도빌딩

070-8671-4700

http://www.humanchips.co.kr

휴인스

송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605

031-719-8200

http://www.huins.com

히로세 코리아㈜

이상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희망공원로 250

031-496-7000

http://www.hiro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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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중앙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산43-1

032-340-3607

가톨릭상지대학도서관

경북안동시율세동393

032-340-3607

강릉대도서관

강원강릉시지변동산1 		

http://211.114.218.253/

강원관광대도서관

강원태백시황지동439

033-552-9005

http://www.kt.ac.kr

강원대도서관

강원춘천시효자2동192-1

033-250-9000

http://library.kangwon.ac.kr

경동대도서관

강원고성군토성면봉포리산91-1

033-639-0371

http://www.kyungdong.ac.kr

경주대도서관

경북경주시효현동산42-1

054-770-5051

http://www.kyongju.ac.kr

건국대도서관

서울성동구모진동93-1

02-450-3852

http://www.konkuk.ac.kr

건양대중앙도서관

충남논산시내동산30

041-730-5154

http://lib.konyang.ac.kr

경기대중앙도서관

경기수원시팔달구이의동산94-6

031-240-7135

http://203.249.26.247/

경기공업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102

031-496-4571

http://210.181.136.6/

경남대중앙도서관

경남마산시월영동449

055-249-2906

http://library.kyungnam.ac.kr

경도대도서관

경북예천군예천읍청복리947-1

054-650-0143

http://libweb.kyongdo.ac.kr

경북대도서관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5-500 1

http://kudos.knu.ac.kr

경북대전자공학과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0-5506

http://palgong.knu.ac.kr

경운대벽강중앙도서관

경북구미시산동면인덕리55

054-479-1083

http://www.kyungwoon.ac.kr

경일대도서관

경북경산군하양읍부호리33

053-950-7790

http://cham.kyungil.ac.kr

경산대도서관

경북경산시점촌동산75 		

http://library.ksucc.ac.kr

경상대도서관

경남진주시가좌동900

055-751-5098

http://library.gsnu.ac.kr

경성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동110-1

051-620-4394

http://kulis1.kyungsung.ac.kr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1번지

031-201-3219

http://library.khu.ac.kr

고려대과학도서관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번지

02-920-1709

http://kulib.korea.ac.kr

고려대서창캠퍼스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동208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60-1

031-280-4230

공군사관학교도서관

충북청원군남일면쌍수리사서함335-1

043-229-6085

공군전투발전단무기체계실

충남논산군두마면부남리사서함501-317호

041-506-5260, 5281

공주대도서관

충남공주시신관동182

041-850-8691

http://knulib.kongju.ac.kr

광명하안도서관

경기광명시하안2동683

031-680-6376

http://www.kmlib.or.kr

광운대도서관

서울노원구월계동447-1

02-918-1021~2

http://kupis.kwangwoon.ac.kr

국민대성곡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861-1

02-910-4200

http://kmulmf.kookmin.ac.kr

김포대학도서관

경기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

031-999-4126

http://lbr.kimpo.ac.kr

국방대학교도서관

서울은평구수색동205

02-300-2415

국방제9125부대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932호

국방품질관리연구소정보관리실

서울청량리우체국사서함 276호 		

http://dqaa.go.kr

국방과학연구소서울자료실

서울송파구송파우체국사서함132호

02-3400-2541

http://www.add.re.kr

방위사업청

서울용산구용산2가동7번지

02-2079-5213

극동대학교도서관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산5-14

043-879-3568

http://lib.kdu.ac.kr

금강대학교도서관

충남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041-731-3322

http://lib.ggu.ac.kr

LG정밀(주)제2공장자료실

경기오산시가수동379

031-772-1171(318)

http://www.lginnotek.com

LG정보통신(주)자료실

경북구미시공단동299

054-460-5311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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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도서관

경북구미시신평동188-1

054-461-0131~4

http://ran.kumoh.ac.kr

남서울대도서관

충남천안시성환읍매주리21

041-580-2076

http://ness.nsu.ac.kr

단국대도서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152

1899-3700

http://www.dankook.ac.kr

단국대율곡기념도서관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안서동 산29)

041-550-1621

http://dulis.anseo.dankook.ac.kr

대구대도서관

대구남구대명동2288

053-850-2081~6

http://love.taegu.ac.kr

대원공과대학도서관

충북제천시신월동산22-8

043-649-3202

http://lib.daewon.ac.kr

동서울대학도서관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423

031-720-2191

http://dlibrary.dsc.ac.kr

대전대도서관

대전동구용운동96-3

042-280-2673

http://libweb.taejon.ac.kr

대전한밭대도서관

대전동구삼성2동305-3

042-630-0616

http://tjdigital.tnut.ac.kr

대전한밭도서관

대전중구문화동145-3

042-580-4255

http://hanbat.metro.taejon.kr

대진대중앙도서관

경기포천군포천읍선단리산11-1

031-535-8201~5

http://library.daejin.ac.kr

대천대도서관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산6-7

041-939-3026

http://www.dcc.ac.kr

동강대도서관

광주시 북구 두암동771

062-520-2114

http://dongkang.ac.kr

동국대도서관

서울중구필동3가26

02-260-3452

http://lib.dgu.ac.kr

동서대도서관

부산사상구주례동산69-1

051-320-1640

http://libcenter.dongseo.ac.kr

동아대도서관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

051-204-0171

http://av3600.donga.ac.kr

동양대도서관

경북영주시풍기읍교촌동1번지

054-630-1053

http://dyucl.dyu.ac.kr

동양공업전문대학도서관

서울구로구고척동62-160

02-610-1731

http://www.dongyang.ac.kr

동원대학술정보센터

경기광주군실촌면신촌리산1-1

031-763-8541(140)

http://www.tongwon.ac.kr

두원공과대학도서관

경기안성군죽산면장원리678 		

http://www.doowon.ac.kr

만도기계중앙연구소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95

031-768-6211

http://www.mando.com

목원대도서관

대전중구목동24

042-252-9941~50

http://lib.mokwon.ac.kr

목포대도서관

전남무안군청계면도림리61 		

http://203.234.22.46/

목포해양대도서관

전남목포시죽교동572

061-240-7114

http://lib.miryang.ac.kr

배재대도서관

대전서구도마2동439-6

042-520-5252

http://lib.mmu.ac.kr

부경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3동599-1

051-622-3960

http://libweb.pknu.ac.kr

부산대도서관

부산금정구장전동산30

051-510-1814

http://pulip.pusan.ac.kr

부산외국어대도서관

부산남구우암동산55-1 		

http://www.pufs.ac.kr

부천대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454-3

http://www.bucheon.ac.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9 		

삼지전자(주)

서울금천구가산동459-21

02-850-8167

삼척산업대도서관

강원삼척시교동산253

033-570-6278

상명대학교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

충남천안시안서동산98-20

041-550-5356

상주대도서관

경북상주시가장동386

054-530-5641

http://san.sangju.ac.kr

상지대중앙도서관

강원원주시우산동산41

033-730-0366

http://lib.sangji.ac.kr

생산기술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금천구가산동371-36

02-850-9142~3

http://www.kitech.re.kr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자료실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02-860-1292

http://www.ktl.re.kr

삼성SDI

경기용인시기흥구공세동

031-288-4121

http://www.samsungSDI.co.kr

서강대도서관

서울마포구신수동1-1

02-751-0141

http://loyola1.sogang.ac.kr

서경대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16

02-940-7036

http://lib.seokyeong.ac.kr

서울대도서관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5114

http://solarsnet.snu.ac.kr

서울대전기공학부해동학술정보실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7278

서울산업대도서관

서울도봉구공릉동172

02-972-1432

http://cdserver.snut.ac.kr

서울시립대도서관

서울동대문구전농동8-3

02-2245-8111

http://plu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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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2동126

02-970-5305

http://lib.swu.ac.kr

서울통신기술(주)통신연구소

서울강동구성내3동448-11

02-2225-6613

http://www.scommtech.co.kr

선문대도서관

충남아산시탕정면갈산리100

041-530-2525

http://delta.sunmoon.ac.kr

성결대도서관

경기안양시안양8동147-2 		

http://211.221.247.5

성균관대과학도서관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287-1

031-290-5114

http://skksl.skku.ac.kr

성남산업진흥재단(재)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031-758-9901

http://www.ked.or.kr

성신여대도서관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49-1

02-920-7275

http://lib.sungshin.ac.kr

세종대도서관

서울광진구군자동98

02-3408-3098

http://sjulib.sejong.ac.kr

수원대중앙도서관

경기화성군봉담면와우리산2-2

031-232-2101(378)

http://lib.suwon.ac.kr

수원과학대도서관

경기화성군정남면보통리산9-10

031-252-8980

http://www.suwon-sc.ac.kr

순천대도서관

전남순천시매곡동315

061-752-8131

http://203.246.106.33/

숭실대도서관

서울동작구상도1동1-1

02-820-0114

http://oasis.soongsil.ac.kr

안동대도서관

경북안동시송천동388

054-850-5238

http://library.ajou.ac.kr

안산1대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

031-400-6900

http://www.ansan.ac.kr

안양대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708-113

031-670-7557

http://www.anyang.ac.kr

안양과학대학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3동산39-1

031-441-1058~9

http://www.anyang-c.ac.kr

에스씨지코리아(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2해성B/D17층

02-528-2700

http://www.onsemi.com

에이치텔레콤(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15

031-777-1331

http://www.htel.co.kr

여수대도서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061-659-2602

http://www.yosu.ac.kr

연세대도서관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02-361-2114

http://library.yonsei.ac.kr

영남대중앙도서관

경북경산시대동214-1

053-882-4134

http://libs.yeungnam.ac.kr

영동공과대학도서관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12-1

043-740-1071~2

http://210.125.191.101/

오산전문대학도서관

경기오산시청학동17

031-372-1181

http://osanlib.osan-c.ac.kr

(주)오피콤

서울강남구수서동724(로스데일B/D5층)

02-3413-2500

http://www.opicom.co.kr

충북과학대학도서관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40

043-730-6251

http://www.ctech.ac.kr

용인대도서관

경기용인시삼가동470

031-30-5444

http://www.yongin.ac.kr

우리기술투자(주)

서울강남구대치동946-14(동원B/D14층)

02-508-7744

http://www.wooricapital.co.kr

우송대중앙도서관

대전동구자양동산7-6

042-630-9668~9

http://pinetree.woosongtech.ac.kr

울산대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

052-278-2472

http://library.ulsan.ac.kr

원광대중앙도서관

전북이리시신룡동344-2

063-850-5444

http://library.wonkwang.ac.kr

(주)원이앤씨

성남구 중원구 상대원동 190-1

031-776-0377

위덕대학교도서관

경북경주시강동면유금리산50

054-760-1051

유한대학도서관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185-34 		

육군제1266부대연구개발처자료실

부산남구대연동우체국사서함1-19

http://lib.uiduk.ac.kr
http://ic.yuhan.ac.kr

육군사관학교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동사서함77호

02-975-0064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78-401

042-870-5230

익산대학도서관

전북익산시마동194-5

063-840-6518

http://library.iksan.ac.kr

이화여대중앙도서관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02-3277-3137

http://ewhabk.ewha.ac.kr

인제대도서관

경남김해시어방동607번지

055-320-3413

http://ilis1.inje.ac.kr

인천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177

032-774-5021~5

http://wlib.incheon.ac.kr

인천전문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235		

http://www.icc.ac.kr

(주)인텍웨이브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7(에이스테크노타워501)

02-3282-1185

http://www.intechwave.com

인하대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62-0077

http://library.inha.ac.kr

인하공전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70-2091-3

http://library.inhatc.ac.kr

97

http://www.kma.ac.kr

전자공학회지 2017. 4 _

333

회원명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전남과학대학도서관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산85

061-360-5050

http://www.chunnam-c.ac.kr

전남대도서관

광주북구용봉동300

062-550-8315

http://168.131.53.95/

호원대도서관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727

063-450-7106

http://indang.howon.ac.kr

전주대중앙도서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00

063-220-2160

http://lib.jeonju.ac.kr

우석대학도서관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490

063-273-8001(206)

http://library.woosuk.ac.kr

제주대도서관

제주제주시아라1동1

064-755-6141

http://chulic.cheju.ac.kr

중부대도서관

충남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041-750-6571

http://www.joongbu.ac.kr

중앙대도서관

서울동작구흑석동221

02-815-9231

http://www.lib.cau.ac.kr

중앙대안성도서관

경기안성군대석면내리 		

http://www.alib.cau.ac.kr

창원대학도서관

경남창원시퇴촌동234

055-283-2151

http://lib.changwon.ac.kr

창원시립도서관

창원시반송동산51-5

055-281-6921~2

http://city.changwon.kyongnam.kr

청양대도서관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90 		

http://www.cheongyang.ac.kr

청주대도서관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http://wuam.chongju.ac.kr

천안대도서관

충남천안시안서동산85-1 		

http://moon.chonan.ac.kr

천안공업대자료실

충남천안시부래동275 		

http://www.cntc.ac.kr

한국철도대학도서관

경기의왕시월암동산1-4

031-454-4019

http://library.krc.ac.kr

초당대도서관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남리419

061-450-1901~3

http://library.chodang.ac.kr

충북대도서관

충북청주시개신동산48

043-261-3114~9

http://cbnul.chungbuk.ac.kr

충주대도서관

충북중원군이류면검단리123

043-842-7331~5

http://chains.chungju.ac.kr

탐라대도서관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70

064-735-2000

http://www.tamna.ac.kr

특허청심사4국전자심사담당관실

대전서구둔산동920 042-481-5673

포항공과대학도서관

경북포항시포항우체국사서함125호

054-275-0900

http://www.postech.ac.kr

한경대도서관

경기안성시석정동67

031-670-5041

http://www.hankyong.ac.kr

하남시립도서관

경기하남시신장동520-2

031-790-6597

http://hanamlib.go.kr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원

경기광주시 역동 181-3

031-764-3301

http://www.icpc.ac.kr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대전유성구구성동373-1

042-861-1234

http://darwin.kaist.ac.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관

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02-962-8801(2418)

http://161.122.13.12/

한국기술교육대학도서관

충남천안군병천면가전리산37

041-560-1253~4

http://dasan.kut.ac.kr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서울종로구동숭동169

02-7404-381

http://knoulib.knou.ac.kr

한국산업기술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사화공단3가101

031-496-8002

http://www.kpu.ac.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강남역삼동701-7(한국기술센타11층)

02-6009-8034

http://www.itep.re.kr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도서관

경기용인군왕산리산89

031-309-4130

http://weblib.hufs.ac.kr

한국전력기술(주)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360-9

031-289-4015

http://www.kopec.co.kr

한전전력연구원기술정보센터

대전유성구문지동103-16

042-865-5875

http://www.kep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서실

대전유성구가정동161

042-860-5807

http://www.etri.re.kr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가정동90

042-823-5201(592)

http://www.komsep.com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료실

경기의왕시월암동374-1

031-461-8531

http://www.krri.re.kr

한국항공대도서관

경기고양시화전동200-1

031-309-1862

http://210.119.25.2/

한국항공우주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어은동52

042-868-7811

http://www.kari.re.kr

한국해양대도서관

부산영도구동삼동1

051-414-0031

http://kmulib.kmaritime.ac.kr

한동대도서관

경북포항시북구홍해읍남송리3 		

http://salt.handong.edu

한세대도서관

경기군포시당정동604-5

031-450-5165

http://lib.hansei.ac.kr

한양대도서관

서울성동구행당동17

02-209-2114

http://library.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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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한양대안산도서관

경기안산시대학동396

해군제9135부대군수발전부표준규격과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2호

전  화
031-869-2111

홈페이지
http://information.hanyang.ac.kr

해군사관학교도서관

경남진해시앵곡동사서함1-1 		

해군정비창기술연구소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602-3호

현대자동차기술관리부

정보자료실 경남울산시중구양정동700 		

SK 하이닉스 메모리연구소정보자료실

경기이천군부발읍아미리산136-1

031-630-4514

협성대학술정보관

경기화성군봉담읍상리8-1

031-299-0658

http://hulins.hyupsung.ac.kr

혜전대도서관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산16

041-630-5167

http://www.hyejeon.ac.kr

한라대학

강원원주시흥업면흥업리산66

031-760-1184

http://lib.halla.ac.kr

한서대도서관

충남서산군해미면대곡리360

041-660-1114

http://library.hanseo.ac.kr

호남대도서관

광주광산구서봉동59-1

062-940-5183

http://library.honam.ac.kr

호서대도서관

충남아산군배방면세출리산29-1

041-540-5080~7

http://library.hoseo.ac.kr

홍익대도서관

서울마포구상수동72-1

02-334-0151(409)

http://honors.hongik.ac.kr

홍익대문정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동

041-860-2241

http://shinan.hongik.ac.kr

대구효성가톨릭대도서관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1리330

053-850-3264

http://lib.ca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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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및 해동상 후보자 추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에서는 매년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전자공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에게 학회상 및 해동상을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동상은 대덕전자(주) 김정식 회
장께서 우리나라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 발전과 기술 발전을 위하여 크게 업적을 쌓은 분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훌륭하신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상부문
시상부문

학회상

해동상

인원

시상자격

시상내용

대한전자공학대상

1명

전자·정보·통신 및 그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기술혁신상

1명

전자공학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룩한 자 또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상패 및 부상

논문상 (TC,SD,CI,SP,
SC,IE)

6명

우수한 논문을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지 및
해외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자로서 6개 Society
(TC,SD,CI,SP,SC,IE)별 각 1인(*)

상패 및 부상

시상부문

인원

시상자격

시상내용

학술상

1명

전자·정보·통신 및 관련 분야 학술 활동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기술상

1명

최근 5년간 특허 및 신기술 개발 실적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젊은공학인상

1명

40세이하로서 전자·정보·통신 및 관련분야의
학술활동 또는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 최근 5년간 전자공학회 논문지에 3편 이상의 저널 논문이 포함되어야함.
** 최근 5년간 3편 이상의 전자공학회 논문이 포함되어야함.
※ 해동 학술상 수상자는 차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됨

2. 추천권자
가. 소속기관장 (연구소, 대학, 기업체, 행정기관 등)

나. 개인(본인 포함)

* 단, 대한전자공학대상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한함.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양식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theieie.org)를 참조하기 바람.

4. 서류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접수마감 : 2017년 7월 18일(화)
나. 접 수 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이안순 부장(02-553-0255(내선 6번), ieie@theieie.org)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7년 11월 초순
나. 시 상 : - 학회상 : 2017년 11월 25일(토) 정기총회(장소 : 송도컨벤시아(인천시))
- 해동상 : 2017년 12월 8일(금) 송년회(장소 :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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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신 체계 최신 동향
•미군 스펙트럼 관리기술 발전동향
•위성-지상기동망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 및 발전방향

)

•통신용 형상 적응형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군통신 체계 최신 동향

•이동 엑스홀 네트워크 (MXN) 기술 동향
•집단생태 모방의 바이오 전술 기동망 기술
•무인기 활용 공중통신망 발전방향 및 효과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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