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약력 및 공적조서 

 

 

김동인 교수 (성균관대학교)                                                                                                              

2007년  

198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4년~1985년   Korea Telecom Research Laboratories 전임연구원 

1987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 석사 

1990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 박사 

1991년~2002년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부교수 

1997년~1999년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학부장 

1999년~2005년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편집위원 

2002년~2007년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편집위원 

2002년~2007년   School of Engineering Science, Simon Fraser University (SFU) 종신 정교수 

2008년~2011년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공동편집장 

2008년~2011년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초대지역편집위원 

2008년~2013년   지식경제부 대학IT연구센터(ITRC) 협력무선통신 연구센터 센터장 

2011년~2012년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Signal Processing 객원편집위원 

2014년~2015년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객원편집위원 

2001년~현  재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편집위원 

2007년~현  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정교수 

2012년~현  재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 초대편집장 

2014년~현  재    미래창조과학부 선도연구센터(ERC) 무선에너지 하비스팅 통신융합 

                  연구센터 센터장 



 2 

김동인 교수는 무선전송·자원관리·이종무선망·계층 간 최적화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또한 여러 저명한 국제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여 국내외 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00여편의 최우수 IEEE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WCDMA/UWB 기반의 다중사용자 전송방안, 

HetNet 셀룰러 환경에서 통합간섭 제어를 위한 계층적 전력제어 방안, 비대칭 

백홀 기반 LTE 시스템의 Partial CoMP 기법 등의 연구를 국제 표준 및 상용 

셀룰러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2008년에 발표된 IEEE 논문에서는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통합간섭 제어와 

셀의 용량 및 스펙트럼 이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동적 스펙트럼 할당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주사용자와 부사용자가 공존할 때에 

주사용자의 간섭 제약조건 및 부사용자의 QoS 제약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호 수락제어 방법 및 전송률/전력 결합 제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dynamic link adaptation 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관련 논문에 빈번히 인용되었으며, 계층적 

셀의 구조를 갖는 HetNet 환경에서 통합간섭 제어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2012년에 발표된 후속연구 논문들에서는 OFDMA 및 CDMA 펨토셀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사용자와 부사용자들의 계층적 경쟁에 기반한 간섭이론을 

전개하였으며, 중앙집중식 간섭제어가 HetNet 환경에서 복잡도가 매우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적 간섭제어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백홀 용량이 제한되는 다층셀 구조의 셀룰러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펨토셀 HetNet 환경에서 통합간섭 제어를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간섭수당(Interference Allowance)에 기반하여 매크로셀 

주사용자와 펨토셀 부사용자간에 경쟁관계를 정립하여 계층적 전력제어 

방안을 제안하고, LTE 국제표준에 기고하였다. 또한 다중셀 환경에서 단방향 

비대칭 백홀 링크의 신호정렬 기술에 기반한 Partial CoMP 기법을 LTE 

국제표준 문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국제표준들은 백홀 링크의 제약 및 

통합간섭으로 인해 야기된 이종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근 

학회, 산업체, 표준화 포럼 등에서 매크로셀 위에 스몰셀을 중첩 배치하는 

계층적 셀의 구조가 부각됨으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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