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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이통통신 시스템 중 기지국 관련 5G, 무선 접속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이동통신, LED 조명 등)

2. 최적 자원 할당 기법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빅데이터 분석 통한 스마트시티 교통제어, CCTV 배치, 물류 배차 스케줄링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스케줄링, 주파수 할당 방법 연구 

Ÿ 기지국에서 주파수와 무선 채널을 사람들에게 파워 할당하는 기술 연구 (무선접속)

Ÿ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활용하여 다중 접속 문제 해결 

2.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 연구 

Ÿ 중앙 집중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다르게 분산된 소형 서버

를 통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술



Ÿ 전통적인 5G, 무선 접속 분야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적용하여 신속하게 

데이터 처리 가능(자율주행에 적용)

Ÿ 주파수 자원 뿐만 아니라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서비스 모듈 지원할 수 있는 기술

3. 무선 기지국 및 단말기 등의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 연구 

Ÿ 가시광 통신(VLC) 및 안테나 어레이 측면에서 신호대잡음비(SNR)를 고려하여 조도와 통

신 측면의 최적 제어 방법 연구

Ÿ 안테나 어레이 기술, 빔포밍 기술(같은 에너지로 필요한 부분 집중), 가시광통신 기술(광 

정보로 통신)을 LED에 적용(가정용 LED 적용 가능)

4. 최적 자원 할당 기법 

Ÿ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 문제 해결(교통체증, 신호제어)

Ÿ 보관 기간, 비용 등을 고려한 물류 배차 최적화

Ÿ 수치적 분석을 통한 CCTV 및 센서 배치 최적화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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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방법 및 시스템

2 10-2017-0016831 2017-02-07
가시광통신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광전력 

최적 제어 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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