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2년	5월	10일	(목)	~	5월	11일	(금)
|장 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주 관|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주 최|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OSIA)
	 한국통신학회	통신네트워크연구회

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기법 특강

■등록비

■입금안내

•	입금은행:	우리은행
•	입금계좌:	1002-881-874561
•	예	금	주:	김형진
※		입금	하신	후	kim2552@hanmail.net	로	e-mail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	결제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은	송금	후에	e-mail로	사전등록	신청
	 e-mail:	kim2552@hanmail.net
•		e-mail로	전송해야할	사전등록	정보												
등록자	성명,	소속,	일반/학생,	연락처(유선,	휴대폰)	
송금일자,	송금자명,	사전등록	금액
•	세금계산서	발부를	위해서는	행사	당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참	요망

※	참고사항	:	중식	제공,	주차할인권	개인	구입

■문의 및 안내

•	담	당:	김형진
•	TEL	:	02-910-5219
•	E-mail:	kim2552@hanmail.net
※		문의는	가급적	e-mail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등록 마감 : 5월 7일(월)까지
•대회장:	안상현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	정송	(KAIST)
•프로그램:	정성호	(한국외대),	이승형	(광운대),	장영민	(국민대),
	 	 이미정	(이화여대),	이혁준	(광운대),	김기천	(건국대),
	 	 최용훈	(광운대)
•등록:	이상환	(국민대)
•출판:	박준상	(홍익대)
•현장:	황호영	(한성대)
•재무:	최용훈	(광운대)
•홍보:	권태경	(서울대),	김영용	(연세대),	김승욱	(서강대),
	 백상헌	(고려대),	정윤원	(숭실대),	김종원	(광주과기원),
	 송황준	(포항공대),	박경준	(DGIST),	주창희	(UNIST),
	 황호영	(광운대),	박형곤	(이화여대),	최영준	(아주대),
	 박용석	(삼성전자),	정재훈	(LG전자),	이성춘	(KT),
	 최진성	(SKT)

단기강좌 운영위원등록안내

■행사장(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행사장 및 교통편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이용시
•2호선	건대입구역	2번출구	&	7호선	건대입구역	4번출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버스	이용시
•건국대병원앞:	2217,	2222,	3216	(군자역방향),	3217,	4212

세종대학교

화양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출구)

2호선
건대입구역
(2번출구)

스타시티
동문회관

일감문상허문
건국대학교 병원

건국대학교

건국문

●어린이회관

●어린이대공원 정문

7호선
건대입구역
(4번출구)성수

구	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일	반
300,000원
(원서교재	포함)

330,000원
(원서교재	포함)

학	생
170,000원
(원서교재	포함)

220,000원
(원서교재	포함)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춘계단기강좌

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기법 특강 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기법 특강

<등록자 전원에게 원서교재 무료 증정>
교재:	Anurag	Kumar,	D.	Manjunath,	Joy	Kuri,	

Wireless	Networking,	

1st	Edition,	2008,	Morgan	Kaufmann

<등록자 전원에게 원서교재 무료 증정>
교재:	Anurag	Kumar,	D.	Manjunath,	Joy	Kuri,	

Wireless	Networking,	

1st	Edition,	2008,	Morgan	Kaufmann



초청의 말씀

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기법 특강 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기법 특강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기법 특강

단기강좌 프로그램

5월 10일 (목) 첫째날

09:15-11:45
(2.5시간)

Chapter	2:	Wireless	Communications	-	Concepts,	Techniques,	Models
최완	교수	(KAIST)

<강의 내용>

-	Digital	Communication	over	Radio	Channels
-	Diversity	and	Parallel	Channels:	MIMO

-	Channel	Capacity
-	Wideband	Systems

11:45-12:45 점심

12:45-15:15
(2.5시간)

Chapter	4:	Cellular	FDM-TDMA	Systems
김홍석	교수	(서강대)

<강의 내용>

-	SIR	Analysis
-	Spectrum	Efficiency
-	Handovers

-	Channel	Reuse	Analysis
-	Channel	Allocation	and	Multicell	Erlang	Models

15:15-15:30 휴식

15:30-18:00
(2.5시간)

Chapter	5:	Cellular	CDMA	Systems
김성륜	교수	(연세대)

<강의 내용>

-	Uplink	SINR	Inequalities
-	Scheduling	Elastic	Transfers

-	Admission	Control	of	Multiclass	Calls
-	Association	and	Power	Control

5월 11일 (금) 둘째날

09:15-11:45
(2.5시간)

Chapter	6:	Cellular	OFDMA-TDMA	Systems
정송	교수	(KAIST)

<강의 내용>

-	General	Models
-	Multicarrier	Resource	Allocation

-	Single	Carrier	Resource	Allocation
-	Multi-cell	Interference	Management

11:45-12:45 점심

12:45-15:15
(2.5시간)

Chapter	7:	Random	Access	and	Wireless	LANs
최성현	교수	(서울대)	

<강의 내용>

-	Random	Access:	From	Aloha	to	CSMA	
-	Saturation	Throughput	of	WLANs
-	Data	and	Voice	Sessions	over	WLANs

-	CSMA/CA	and	WLAN	Protocols
-	Service	Differentiation

15:15-15:30 휴식

15:30-18:00
(2.5시간)

Chapter	8:	Wireless	Multiphop	Networks
이융	교수	(KAIST)

<강의 내용>

-	Network	Topology	and	Link	Activation	Constraints
-	Routing	and	Scheduling	for	a	Given	Flow	Vector
-	Routing	and	Scheduling	for	Elastic	Traffic

-	Link	Scheduling	and	Schedulable	Region
-	Maximum	Weight	Scheduling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원 및 정보통신 분야에

서 공부하고 계시거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2012년도 봄을 맞이하여 정보통신소사이어티에

서는 통신네트워크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자 "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기법"에 관한 특

별강좌를 춘계 단기강좌의 자리를 빌려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기강좌는 무선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분야의 대표적

인 대학원 교재 중의 하나인 Anurag Kumar, D. Manjunath, 

Joy Kuri 저 Wireless Networking, 1st Edition, 2008, Morgan 

Kaufmann을 이틀에 걸쳐 완전 정복하는 형식의 특별강좌입

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6분을 강사로 

모셨으며 강의 수준은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수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자 전원에게 직수입

된 원서교재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첫째날에는 무선통신 물리계층 기초 및 모델링, 2세대 GSM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FDM-TDMA 셀룰라 네트워크의 모델링 

및 분석 기법, 2세대 IS-95 시스템과 3세대 WCDMA 시스템

으로 대표되는 CDMA 셀룰라 네트워크의 모델링 및 분석 기

법을 강의합니다. 둘째날에는 4세대 LTE 시스템과 WiMax 시

스템으로 대표되는 OFDMA-TDMA 셀룰라 네트워크의 모델

링 및 분석 기법, 무선 LAN 모델링 및 분석 기법, 메쉬네트워

크과 애드혹네트워크과 같은 무선멀티홉네크워크의 모델링 및 

분석 기법을 강의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 분들과 이 분야를 전

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단기강좌 행사가 활

발한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

며, 본 행사를 준비한 운영위원 및 프로그램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장 안상현

춘계단기강좌 운영위원장 정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