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 28일 KERI 창원 본원에서 개최, 30여 명의 출연연 관계자 참석

- 전기추진  전동력  전지 연구분야 소개 … 출연연 간 연구협력 방안 모색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창조런치 3.0’ 개최

한국전기연구원   미래부 산하 전기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박경

엽 www.keri.re.kr)이 9월 28일 창원본원 대회의

실에서 제19회 출연연 창조런치 3.0을 개최했다.

창조런치 3.0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만든 상호 교류 및 소통의 장이다. 지난 2015

년 3월부터 각 출연(연)을 순회하며 매월 진행돼 왔

으며, 참석자들은 오찬과 함께하며 협력 아이디어

를 발굴한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주최한 19번째 창

조런치 3.0 행사에는 30여 명의 출연연 관계자들

이 참석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이번 행사에서 Δ초고

효율 전동기 전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Δ테라헤

르츠 비파괴 고속 영상시스템 등 3가지의 융합연구 

분야를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4000MVA급 대전력

시험설비와 고전압시험동 등 세계 3대 국제공인시

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인증 설비를 

둘러보며 전기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동력연구센터 전연도 책임연구원은 효과적인 

에너지 활용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는 초고효율 전동기 개발 분야에 대해 발

표했다. 전지연구센터 하윤철 책임연구원은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과 성능을 예측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전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소개했다. 마지

막으로 전기추진연구센터 한성태 선임연구원이 테

라헤르츠 비파괴 고속 영상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

한 고출력 광원, 고감도 검출기, 복합영상 최적화 

요소기술 개발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송재성 연구부원장은 대한민

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인 창

조런치 3.0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이

번 설명회를 통해 전기 추진 및 전동력, 전지 연구 

분야 등 다양한 전기기술을 이해하고, 융복합 연

구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

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9월 28일(수)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조런치 3.0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왼쪽 7번째 한국전기연구원 송재성 연구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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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목) 양재동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5G 및 mmWave 워크숍’ 개최

키사이트코리아㈜   키사이트코리아(대표이사 : 윤

덕권)가 지난 10월 6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 키

사이트 5G 및 mmWave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Making Your 5G Ideas Work Faster라는 주

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5G 이동통신 기술 

및 mmWave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 측정, 분

석 등 도전과제를 해결할 최적의 솔루션을 직접 확

인해 볼 수 있었다. 

키사이트 기조연설(3GPP 5G Update)을 시작으

로 워크숍 오전 세션에는 5G 파형 생성 및 분석을 

위한 도전과제 및 최적의 솔루션, 60GHz WLAN, 

IEEE 802.11ad 측정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

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밀리미터파 5G를 위한 3차원 

빔포밍 시스템, mmWave 5G 주파수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안테나 운용 기술에 대해 다루었

으며, 컴포넌트 테스트 및 시스템 설계와 물리계층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키사이트의 최신 측정 제품과 솔루션 시연

을 직접 볼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802.11ad 디바이스 테스트를 위해 새로 출시한 E7 

760A 광대역 트랜시버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키사이트 5G 워크숍 기조연설(Joaquin Torrec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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