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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웨이브 센싱 및 이미징(Microwave Sensing & Imaging) 연구실은 전자파의
특성을 연구 분석하고 초광대역 신호를 이용하여 물체의 탐지나 인체신호 획득,
무선전력전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테나를 이용하여 초광대역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 안테나를 모델링 및 해석, 제작하여 신호 획득에 활용한다. 대표적인 안테나로는
저항성 V-다이폴 안테나, 시뉴어스 안테나, 비발디 안테나 등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융합연구
및 비전

전자파 수치해석 기법을 연구하고 안테나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수치해석 기법으로는 FDTD, FEM, MoM, UTD 등을 이용한다.

DHL 드론

구글 무인자동차 영상

iRobot사, 폭발물 탐지 로봇

제작된 초광대역 안테나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는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의
이미지로 영상화한다. 영상화 기법으로는 DSBP, f-k migration, phase-shift migration
등을 연구한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지표투과레이더, 수목지형투과레이더,

소형드론 탑재형
영상화 레이더

무인 자동차

무인로봇 지뢰탐지

지뢰탐지레이더, 무선전력전송, 생체신호 감지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Tel. 062.715.3226/3256 e-mail. mkkim@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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