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EE 802 포럼에서는 '5G/6G를 위한 차세대 무선랜 및 무선특화망 기술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원격회의와 수업들이 활발해져서 와이파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5G/6G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서 IEEE 802.11 차세대 무선랜 및  IEEE 802.15 무선특화망

 (WSN: Wireless Specialty Network) 기술이 표준화 및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IEEE 802.11 워킹그룹 및 IEEE 802.15 워킹그룹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무선랜 및 무선특화망 기술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다섯분의 전문가 연사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이 분야의 연구 및 표준화 활동을 상호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 간에 서로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워크숍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연사 분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EEE 802 포럼 의장 김 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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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22년 6월 28(화) 09:30~18:00  

  장   소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B룸

  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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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바로가기

    2022년 6월28일(화) 09:30~18:00

사전등록마감  2022년 6월 20일(월)17:00

참고사항
- 상단, 하단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하여 등록
- 한정된 좌석으로 인하여 회원 등록후 잔여 좌석에 한하여 비회원은 선착순 등록 가능 
-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요망

등록금액 - 포럼회원 : 무료,    비회원 : 5만원
- 입금계좌 : KEB하나은행 630-006779-485 (예금주 : (사)한국인터넷진흥협회)

등록문의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사무국 Tel)02-2051-4504, ahnsoni@kis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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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워크숍 2022 기술 워크숍 2022 
사전등록 바로가기 > 

SPEAKER

시간 세션명 발표자

09:30~10:00                                                              등록 

10:00~11:00 PG907 회의

세션1 IoT 무선 통신 기술 좌장:최진식 교수
한양대  

11:00~11:50 장거리 저전력 사물인터넷을 위한 와이파이 헤일로우 시스템온칩 개발과 성능 평가 이일구 교수
성신여대

11:50~12:10 포럼 운영위원회 회의

12:10~13:30 점심

세션2 IEEE 802.11 무선랜 기술 좌장:손주형 위원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13:30~14:20 IEEE 802.11be (Wi-Fi 7) 무선랜 표준 기술: PHY 김상현 선임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14:20~15:10 IEEE 802.11be (Wi-Fi 7) 무선랜 표준 기술: MAC 고건중 책임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15:10~15:30 Coffee Break 

세션3 IEEE 802.15 WSN 기술 좌장:차재상 대표
브이태스크

15:30~16:20 IEEE 802.15.4ab Next Generation UWB  표준화 동향 이민규 CL3
삼성전자

16:20~17:10 IEEE 802.15 표준화 동향 주성순 전문위원
ETRI

이일구 교수
성신여대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IoT connectivity 기술은 인간의 삶, 공공 인프라, 산업 및 비즈니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되었고, 사물, 사람, 산업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사물 인터넷 장치들 간의 초연결 고
밀집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비면허 대역 통신 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종래의 센서 네트워크 기술들은 최근 
등장한 IoT 애플리케이션들의 서비스 커버리지, 전송속도, 전력 소비효율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세
션에서는 IEEE 802.11ah HaLow 표준과 IoT connectivity를 위한 장거리, 고속, 저전력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System 
on Chip 을 구현하여 실측한 결과와 오픈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현)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미래융합기술공학과 교수 (2017.3~현재)
 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장 (2021.3~현재)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G기가통신시스템연구본부/이동통신연구단 선임연구원 (2005.2~2017.2)

김상현 선임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IEEE 802.11be는 최대 30 Gbps 이상의 속도와 저지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7세대 와이파이 MAC/PHY 
계층 표준입니다. 802.11be에서 정의되는 PHY 계층 표준은 최대 속도 향상을 위해 320 MHz에 이르는 넓은 동작 주파
수 대역에 대한 동작과 보다 유연한 비연속 주파수 자원 결합 방법을 제공하고, 기존 와이파이와 차별화된 프리앰블을 도
입하여 미래에 개발될 차세대 무선랜 표준과의 조화로운 동작을 지원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802.11be에서 정의되는 7세대 와이파이의 PHY 계층 표준 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IEEE 802.11 표준 개발 담당

고건중 책임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IEEE 802.11be는 최대 30 Gbps 이상의 속도와 저지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7세대 와이파이 MAC/PHY 
계층 표준입니다.
IEEE 802.11be 표준은 MAC 계층의 주요 기술로서 multi-link device의 multi-link operation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을 정의하였으며, 이 세션에서는 이들 MAC 계층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 IEEE 802.11 표준화  

이민규 CL3
삼성전자

  IEEE 802.15.4ab는 차세대 UWB PHY/MAC 계층 표준으로, IEEE 802.15.4z 와의 하위호환성을 제공하면서도, 
UWB 성능 향상 및 UWB 중심의 Eco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 표준 입니다.
 
2020년 이후, IEEE 802.15.4z 기술을 기반으로 플래그쉽 스마트폰에서 UWB 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밀한 거리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키 서비스, 태그 디바이스 기반 소지품 위치 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IEEE 802.15.4ab는 성능 향상 기술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기대되는 서비스의 기반 기술도 포
함하도록 표준화 진행 중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802.15.4ab 표준화 과정에서 논의되는 기술 영역 및 주요 기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 표준연구팀 소속, UWB 기술 개발/표준화 담당

주성순 전문위원
ETRI

 IEEE 802.15는 휴대형 이동 기기의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표준인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PAN) 과 
개인 신체에 부착되거나 수 m 이내 기기를 연결하는 Wireless Body Area Network (WBAN) 표준 개발뿐만 아니라 
LAN, MAN, RAN 에 포함되지 않는 무선 네트워크인 Wireless Specialty Networks (WSAN)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802.15 표준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현제 진행중인 802.15 의 표준 과제들을 살펴보고, 
그중  15.6a dependable BAN 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현) TTA PG907 부의장
 현) ISO/IEC JTC1 SC6 전문위원
 현) ISO/IEC JTC1 SC42 전문위원 

http://www.kispa.or.kr/?page_id=464
http://www.kispa.or.kr/?page_id=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