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위성정보통신 발전 Workshop & Conference
12월 12일(수), 서울 the-K호텔

초대의 말씀
우리나라 위성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학회 회원님
그리고 위성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는 1991년 ‘통신위성우주산
업연구회’로 설립되어 2015년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네 번째 학술대회로 위성통신, 위성시스템
및 위성정보 분야와 항공 및 국방정보통신, 전파신호체계, IoT를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의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위성 및 ICT 분야 전문 학
술대회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위성 및 정보, 통신 분야의 연
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의 장이 됨으로써, 학문 발전은 물론 국내 위
성 및 우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간 국내 위성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하였고, 최근에
는 비약적인 발전의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 복합
위성, 민관통신방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 등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ICT 융∙복합 시대에 학계와 산업체, 연구원, 학생
들이 국내 위성분야와 연계된 ICT 융∙복합 기술개발 성공 및 산업화를 위해 각
분야의 학술적 고찰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학술대회로 개최하고자 합
니다. 아울러 위성 관련 정책의 개선 및 기술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도 마련
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가 국내 위성분야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발표를 준비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를 계기로 보
다 많은 전문가와 교수님, 학생들이 본 학회에 가입하고 활동함으로써, 본 학회
가 국내 위성분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학회로 성장하고 나아가 국내 위성산
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학술대회에 꼭 참석하시어 학회 발전에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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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회장 김 기 근
2018 한국위성정보통신 발전 Workshop & Conference 추진위원장 이 병 선

프로그램
<워크샵: 12월 12일(수), 서울 the-K호텔 애비뉴 1층 한강홀>
시 간

Session 및 발표 주제

09:00-10:30

등록 및 학술대회 참관

연사/좌장

개회사 및 환영사

10:30-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3:3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20

②
③
④

15:20-15:50
15:50-16:20
16:20-16:30

⑤
⑥

개회사(김기근 회장)
축사1(김성태 국회의원)
축사2(김중로 국회의원)
축사3(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
축사4(합참 박호 소장)
축사5(KTsat 한원식 사장)
Keynote Speech
기념행사
군위성통신 발전전략
중식 및 휴식
Session 1
차세대 군위성통신 발전방안(위성III, IV)
한국형 통신방송 위성
위성체 버스 국산화 방안
휴 식
Session 2
군사위성 발전방안
KTsat 차기위성 적용가능 신기술
폐회식

학회장
사진촬영 등
합참

국과연
ETRI
KARI

에어버스
KTsat

<전시: 12월 12일(수), 서울 the-K호텔 애비뉴 1층 한강홀 로비>
가. 위성장비 관련 전시
● 각 업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상의 위성산업 물품 전시
● 현재 도입 또는 개발예정인 위성체계 관련 기술이나 물품 전시
- 전시형태 : 개념도(개발연혁 포함), 위성산업 관련 동영상, 실물 및 모형
나. 전시규모
● 전시장 면적: 1층 한강홀 로비
● 부스 규격(2.5m×2m)
● 설치 가능 부스 수량(10ea)

참가 신청서
성

명

소속기관
연락처

부서
전화:
E-mail:

비

고
참가구분 : 회원□, 일반□, 학생□, 군인□

참가구분 : 회원□ 일

※ 다수인 일괄 신청시 참가자 모두 기재 바랍니다.

▶ 등록비

구 분
Workshop &
Conference
※ 사전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250,000원 300,000원

학 생
50,000원

비 고
무료 등록: 군인
전시업체당 4명

학회홈페이지 온라인 등록(www.kosst.or.kr) 7일(금) 까지

※ 등록비 납부 방법 : 우리은행 122-036471-13-501 (예금주) 사)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상기계좌입금 또는 현장등록시 카드결재
(전화:02-597-7396/8, E-mail: koss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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