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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2X(Vehicle to Everything)는 차량 간 통신(Vehicle-

to-Vehicle),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ehicle-to-

Infrastructure),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Vehicle-to-

Pedestrians) 등 운전 중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

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을 말한다. 

V2X는 IT 기술의 발달과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강화로 

인해 ‘Connected/Smart car’ 나아가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구

현하기 위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V2X 시장이 향후 

10년 간 급속한 확대가 전망되면서, 국내외 통신업체와 제조업 

및 산학연은 자동차와 정보통신,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융합한 

스마트자동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하여 기술개발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V2X 차량 통신 기술의 주요 

선진국 기술개발 동향과 현 수준을 알아본다.

Ⅰ. 서 론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 주행

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자동차 및 IT업체

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대규모 비용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 주행의 핵심 기술, V2X기술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V2X는 차량과 모든 ‘X’와의 통신을 뜻하며, 차량, 보행자, 다

른 기기나 인프라 등 운전의 안전성과 편의, 그리고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자동차에 접목되는 기술이지만 더 이상 

자동차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IT기술이 융합되면서 정보 기

술 업체도 활발하게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 가운데 차량 간 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Car) 및 스마트카(Smart car)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이에 커넥티드 차량 및 스마트카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겪

고 있으며 자동차·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은 세계 LBS(Location based service)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커넥티드 및 스마트카 시장이 증가하면서 자

율주행 기술과 함께 차량의 정밀 측위 기술이 요구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량은 2016년까지 연평

균 36.1% 성장하여 오는 2019년에는 3,011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

이와 동시에 최근 차량에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친환경, 통신과 이에 따른 보안이 중요해

지면서 센서 및 자동차내의 기기간 또는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반도체의 수요 증가 역시 동반되고 있다. 커넥티드 차량의 시장

이 증가함에 따라 ADAS와 서비스 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5G 가 상용화 되면서, V2X는 ADAS의 서비스시장 

규모를 더욱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V2X통신은 도로 환경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주행 서비

스 제공을 위한 고효율의 주파수 전송률과 측위 정확도를 요구

하게 되며 통신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림 2>는 미국의 IT분야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

(Gartner)의 2016년 ‘하이프 곡선(HypeCycle)’이다. 위치측위 

기술, 차량통신 기술 및 5G V2X를 위한 측위 탐색과 정보 전

송을 융합한 다중 안테나(Multiple Antenna) 원천기술이 하이

그림 1. 2014년-2019년 세계 LBS 시장 규모 (단위:10억 달러)

[출처: AB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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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곡선의 최정상에 위치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이러한 발

전 방향에 따라 본 고에서는 V2X기술에 대한 국내외 주요 국들

의 기술동향과 현재 기술수준에 대해 논한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해 이슈화 되고 있는 V2V네트워크 기술 및 측위기술, 그리고 

RF 및 통신신호처리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Ⅱ. 본 론

1.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및 수준

V2X기술 시장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우위

를 선점하기 위해 각 국의 주요 기업들과 연구 단체들은 기술개

발과 기술 표준화를 위해 V2X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3]. 

<그림 3>과 같이, 아시아권, 미국 및 유럽권의 주요 기업들과 연

구단체들이 현재 V2X기술을 선도하고 있다[4].

이러한 업체들의 연구개발 강화와 IT기술의 발달로 이미 차량 

자체에만 적용되는 반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양산 개발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는 통신 기술을 통한 V2X융합 기능에 초점을 두

어 연구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대부분 2025년 상용화를 목

표로, 그림4의 기술 로드맵과 같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5].

1.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국내의 산·학·연은 2009년부터 IEEE 802.11p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기반의 표준화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산업계에서는 차량

의 자율주행 내 정보통신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저지연 광대역 정보전송은 4G와 5G에 대

한 기술이 적합하다고 인식되고 있다[6][7].

이에 따라 최근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V2X 기술은 밀리

미터파(mmWave) 대역, 차량특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qut)송수신 기술, 측위연계 차량용 저복잡도 고효

율 MIMO 전송 기술, V2X MAC 프로토콜, 네트워크 협력 분산 

측위기술 등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높은 이동성을 갖는 자

동차의 주행상황에 적합한 측위 기술들은 마련되지 않고, 현재

는 대부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5G기반의 V2X기술 동향에 따라 5G포럼은 2016년 

5G 생태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5세대 이동통신 종단(Vertical) 

산업 내 자동차 산업 및 V2X기술을 포함하여 국내 표준화 및 

5G 종단 산업 요구사항을 정립 중에 있다[8].

그림 2. 2016 가트너 하이프 곡선  /  [출처: Gartner New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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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 세계 V2X 기술 선도 기관 현황

그림 4. 자동차 진화의 새 물결  /  [출처: KATECH(자동차 부품연구원) 스마트자동차기술 연구본부 이재관

MAY·2017 | 13

주제 | V2X 기술 동향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는 IEEE 802.11p WAVE 5.9GHz 대역의 통신기술을 

2007년부터 장기간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차량 통신 내 

핵심 칩을 개발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 기반의 V2X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최근에는 5G 통합 연구과제 및 기가

코리아(Giga Korea)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차세대 이동통신 시

스템을 이용한 MHN (Mobile Hotspot Net-work) 백홀(Back 

Haul)과 같이 고속차량에 대한 MIMO 전송 기술을 개발하였으

나[9][10], 밀리미터파 대역의 차량통신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전례가 없다.

삼성전자는 밀리미터파 대역의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차세대 통신 시스템 송수신기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세

계최초로 시속 100km 이상의 도로환경에서 1.2Gbps의 고용

량 정보전송률을 제공이 가능함을 시연으로 보였다[11]. 또한, 

Verizon Alliance 5G 표준을 바탕으로 단말을 개발하고 있으

나, V2X 차량특화용으로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LG전자 차세대통신연구소는 LTE-V2X 표준화 주관사로서 

Rel-14 V2V 표준화를 주도하였으며, 2017년 중반에 시작되는 

Rel-15 eV2X(enhanced V2X) 표준을 주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12]. 특히, 6GHz 이하에서 V2V의 신호구성 및 효율적인 

다중접속 방식 등을 채택하여, 자동차 전장사업과 연계되어 국

내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LTE 표준화 

위주로 비중을 두고 있어서 차량특화 MIMO, 밀리미터파 대역 

차량간 통신기술에 대한 개발은 아직 전례가 없다.

르노삼성 자동차연구소에서는 파리 在 연구소와 함께 원격주

행 구간 내 원격주차 기술 및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원격주행을 이용한 운전자 구조 서비스를 및 V2X 요구 조건을 

개발하는 중에 있으며, 프랑스 파리 연구소에서 4G 망 기반의 

검증을 위한 V2X 테스트베드를 준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GPP, IEEE 802.11 등 다양한 이동통

신 시스템에 대한 표준과 신뢰전파(Belief Propagation) 기반

의 채널 부호 및 복호에 관련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

다[13]. 그러나 링크 레벨의 신호의 신뢰성 개선의 목적으로만 

분산 제어 기술(decentralized control Technology)이 사용되

고 있어 네트워크 제어나 좀 더 다양한 이동통신 응용에 대한 

적용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SK텔레콤은 서울대 캠퍼스 내에 V2X를 지원하는 차량전용 

5GHz대역의 통신망을 설치하고, 노변의 노드로부터 영상을 받

아서, 차량의 인지능력을 높이는 시연을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했다[14]. 또한, 16년 11월부터 5G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시범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현대모비스, HERE(HD급 지도, 측위 기술 관련), 

Ericsson-LG, 자동차 부품연구원, 전자 부품연구원, 한국교통

연구원 등에서 차세대 V2X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1.2.1 유럽

유럽은 EC 차원 60개 V2I 과제를 수행하면서CALM 

(Continuous Air Interfaces Long and Medium range)기

반의 V2I망을 구축하고 관련 시제품 개발완료 단계이며, 커

넥티드 카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를 

상용화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V2X 관련 프로젝트로 2014

년부터 Horizon2020 내의 5G-PPP 에서도 5G 차량 종단

(Automotive Vertical) 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15].

5G-PPP는 유럽연합의 5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확보하

기 위하여 2015년 10월 5G Automotive Committee를 VW, 

Volvo 등의 자동차제조사, BOSCH, VODAFONE 등의 통신 

서비스사, Qualcomm, 삼성(유럽) 등의 단말 제조사, 국제 유

수한 연구기관, 드레스덴 공과대학 및 런던 Kings College 등 

30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5세대 차량통신

의 평가지표와 요구사항을 발표한바 있으며, 5G 종단기술 백서

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3GPP Release14에서는 Release12/13에서 제정된 D2D/

eD2D(Device to Device/enhanced Device to Device) 표준

의 진화 기술로 LTE 네트워크 망에 혼재하는 LTE-V2X 표준

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Release15, 16으로 점차 진화된 기

술이 반영될 예정이다[16]. 여기서 D2D란, 기기간 통신의 약

자로 주로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근거리에 있는 기기들끼

리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의 총칭으로, 3GPP SA(security 

assistance)1/2에서는 요구사항을, SA3에서는 보안기법을 만

들고, Release13에서 eD2D까지 논의된 수준이다.

최근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VANET 연구팀

에서는 2015년 12월 IEEE GLOBECOM에서 차량주도의 측

위 기술로 802.11p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부반송파(subcarrier)를 이용한 MFCW(Multiple 

Frequency Continuous Wave) 레이더 기술을 제안했다. 일정

속력으로 주행하는 두 차량 중 다가오는 차량의 V2X 기능이 부

재한 경우 적합한 기술로, 정면충돌 상황에서 충돌방지 성공률

이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17].

또한 Huawei 유럽기술센터(독일 在) 연구팀은 2015년 12월 

IEEE GLOBECOM에서 기기간통신(D2D) 환경에서 사용자가 

8×8방향성 MIMO 빔 형성 기술(Beamforming)을 활용하는 

경우 전 방향 송신 D2D환경에 비해 약 7배 D2D 연결의 증가됨

을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간섭인지 무선자원할당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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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여 밀집된 D2D환경에서 MIMO 방향성 빔 형성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18].

1.2.2 중국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5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V2X 국제표준화 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

에 있다. 5G 관련 학계 연구는 Future Forum에서 담당하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IMT-2020PG(Promotion Group)를 창설

하였다.

IMT-2020PG는 중국의 3개 부처 공동으로 중국의 5세대 기

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하여 2012년에 구성되었으며, 

산하 워크그룹을 통해 5세대 기술 비전 수립 및 국제 표준화 활

동을 맡고 있다.

Huawei의 R&D 센터에서는 Wen Tong 부사장을 중심으로 

5G V2X에 대한 무선접속기술(Radio Access Network)을 포함

하는 5세대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19].

China Mobile은 중국 최대 검색엔진사인 바이두와 자율주

행 자동차를 개발 및 5G 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북경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테스트 해오고 있다. 차

량의 자율주행으로 인해 운전자의 편의가 확대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송기술,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20].

1.2.3 일본

일본은 ARIB(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산하에 ARIB 2020 and Beyond Ad Hoc 그룹을 

2013년 설립하고 2014년에 5GMF(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Promotion Forum)으로 확대 개편하여 5세

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NTT 도

코모 등 산업체를 중심으로 5G 이동통신 종단기술을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21].

NTT 도코모는 2020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어 5세대 이

동통신 시스템 시연을 계획 중에 있다.

Toyota는 일본의 V2X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Toyota 

USA에서는 미국 내의 V2X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기술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Toyota 

Info-Technology Center에서는 차량 클라우드(Cloud) 기술 

및 차량 통신을 이용하여 가정에 존재하는 다수의 기기와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IoT 기술을 연구하며 제안하고 있다[22].

Hitachi에서는 최근 차량용 측위 시스템을 공개하였으며, 차

선 인식, GPS 기반의 측위 시스템 등을 결합하여 차선이 없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적용가능한 산업계 최초의 시스템을 지난 

9월 선보인 바 있다[23].

1.2.4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국방기술, 의료기술 등 정부 고유의 역할에 집중해서 개별 기업 

및 대학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 V2X 및 5G V2X 이동

통신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주도하에 2019년부터 

모든 차량에 무선차량통신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를 예정으로 

하고 있다.

Qualcomm은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C-V2X(Cellular-V2X), 더불어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기술을 

함께 활용하여 다중모드 V2X 기술을 새로이 제안하고 있으며, 

저지연/고신뢰도를 달성하는 통신기술과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

용한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차량(V2V, V2I, V2P, 

V2C) 네트워크 및 주변 환경 인식/측위를 위한 솔루션 중 일부

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24].

미국 Texas Austin대학의 무선통신 연구팀은 밀리미터파 주

파수 대역 기반의 V2X 통신에서 차량의 측위 정보가 있으면 

V2V에서 다중 안테나 빔 형성 기법을 저복잡도로 구현할 수 있

음을 2016년 2월에 IEEE Communications Magazine에 제

출하였으나, 정확한 측위 정보를 취득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고

려되지 않았다[25]. 또한 Texas Austin대학의 무선통신 연구

팀을 중심으로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지원 하에 밀리미터파 V2X기술 프로젝트

가 수행되고 있으며, 60GHz 기반의 차량간 무선채널의 측정

(IEEE802.11ad), MAC 프로토콜 기술, 물리계층 기술 등에 대

한 기초적인 실험 결과를 일부 발표하였다[26].

2.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미래

국내·외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각 연구기관들

은 V2X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활발히 수행 중에 있

다. <그림 5>와 같이 각 협회들은 현재 2021년까지 표준화 개발 

대상 기술에 대한 계획을 두고 있다. ITU-R은 2015년에 IMT-

2020의 8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전송율, 이동성, 

지연속도, 밀도, 통신범위, 보안, 측위)를 정하고, 2019년 말에 

표준화 완료 예정에 있다. 또한 제 26차 ITU-R WP 5D에서는 

13개의 KPI로 요구항목이 논의 되고 확정이 되었다[27].

이에 3GPP는 기존의 8개의 KPI에서 5개의 평가지표를 추가하

여 13개의 KPI로 확장 예정에 있으며, 2016년 9월는 Release-14 

V2V 논의를 완료하고, Release-15에서 eV2X(Enhanced V2X)

를 논의할 예정에 있다[28]. 이를 보아 3GPP의 5세대 2단계 표

준인 Release-15에서는 보다 차량 종단에 대한 표준에 집중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 3월부터는 3GPP에서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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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New Radio - Access Technology)를 이용한 eV2X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는 밀리미터파 기반의 5G V2X에 대한 기

술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V2X기술을 통해 자

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밀리미터파 대역 MIMO V2X 차량통신 기술

개발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5G 이동통신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5G-PPP

의 표준화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말에 

표준화 논의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5G 기술 상용화를 목

표로 하고 있다[29].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유연한 이

기종 무선접속(Heterogeneous Networks Radio Access) 

및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을 기반으로 ITU-R에서 지정한 8가

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만족하며, 진화된 광대

역 모바일(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대규모 연결

성, 저지연 고신뢰성(URLLC:Ultra Reliability Low Latency)

의 3가지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러한 5G V2X 서비

스를 위해서는 이 3가지의 네트워크 특성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G-PPP에서는 2015년 10월에 5G Vertical 산업위원

회에서 자동차, 공장, 건강, 에너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의 

5가지 산업분야에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Volkswagen, 

Volvo, Peugoet, Bosch 등의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사, 삼성

UK 및 유럽이동통신 제조사와 사업자 등 20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5G 종단 자동차 산업 위원회에서는 5G-PPP 자동차 전

망(Automotive Vision) 백서를 발표하고, 5G V2X의 적용사례

와 8가지 KPI 정의 및 각 적용 사례별 구체적인KPI들의 요구치

를 제시했다[30]. 다음 <그림 6>이 대표적 적용 사례에서 요구

하는 8가지 KPI의 방사형 그래프이다.

반면 자동화산업 및 물류산업 분야에서 원격 주행, 지능형 네

비게이션 등으로 “Information Society on the Road”의 개념

이 정립되며, 이는 3단계 수준 자율주행의 요구조건에 비해 월

등히 높은 정보 전송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3/4단계 수준의 자

율주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5G-PPP의 자율주행 적용사

례 요구조건보다 높은 정보전송 기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IEEE 802.11p 기반 DSRC 기술과, 3GPP Release-14 

V2V로도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광대역 이동통신 전송기

술로 심화/보완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보인다.

Ⅲ. 결 론

V2X통신기술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5G V2X 환경에서 자율주행 및 서비

그림 5. 개발대상 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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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차량통신 원천기술 기술개발 및 시장증

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통신을 

뛰어 넘는 고주파수 고효율(전송률)과 정교한 측위 정확도를 지

원하는 정보전송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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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5G 이동통신 시스템, 5G 차량통신시스템

1994년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사

1996년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2005년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1999년~2000년  Dept. ECE, UC San Diego, 

박사후연구원 

2000년~200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04년~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16년  한국통신학회 부호및 정보이론 연구회 

위원장

2017년  한국통신학회 이동통신연구회 위원장

관심분야:  신호처리, 통신이론, 정보이론, 

확률기하이론, Massive MIMO,                  

이기종 셀룰러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랜, 

5G 무선접속기술

2008년  The University of Texas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공학박사

2009년 Harvard University Post Doc./Instructor

2011년 미국 Bell Labs. 책임연구원

2011년~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Computation & Communications

김�동�구

김�광�순

채�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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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1999년 한양대학교 공학사

2002년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공학석사

2005년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공학박사

1999년~현재 IEEE Member

2005년~ 현재 한양대학교 부교수,                

대한전자공학회 종신회원,                    

한국통신학회 종신회원

2006년~현재 JEICE Member

관심분야:  Wireless Positioning System,                    

GNSS System, 5G Communication 

System.

1999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 공학사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산학 공학석사

2011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공학박사

2001년~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2011년~2014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 

연구원

2014년~2016년 세종대학교 조교수

2014년~현재 한국통신학회 정회원

2016년~2017년 부산대학교 조교수

2017년~현재 고려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분산 최적화/학습 기법, 계산과학

김�선�우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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