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산하 전기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

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박경엽 www.keri.re.kr)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

최된 국내 최대 전기  전력 기자재 국제 전시회 2016 한

국전기산업대전(SIEF)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은 효

율적인 에너지 감시 및 관리를 통해 에너지 공급안정화

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수요관리용 ESS 통합운

영 프로그램과 반도체 및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응용 분

야에서 적용 가능한 펨토초 레이저 전원장치, 그리고 

비접촉  비침습적 방법으로 신경계를 안전하고 통증 

없이 자극하여 치료하는 전기자기장 치료기기를 포함

한 13종의 연구 성과물을 선보였다. 

대표 연구 성과물 중 하나인 수요관리용 ESS 통합운

영 프로그램은 전력소비자의 피크전력 저감(低減)과 

전기요금 절감 등의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에너지 사용

량과 생산량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다.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화

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증거 자료로도 활

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녹색에너지 기술로도 

인정받고 있다.

전기자기장 치료기기는 코일에 300㎲ 이하의 짧은 

펄스전류를 인가하여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자

기장에 의해 전류가 인체조직 내에 유도되어 환부를 자

극하여 치료하는 의료용 장비이다. 지방 및 뼈의 간섭

을 받지 않고 투과하는 비접촉, 비침습적 방법으로 재

활 및 통증질환 완화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이밖에도 KERI는 높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유방암을 조

기에 진단하는 유방 영상 진단용 3차원 X-ray 디텍터, 황

사 및 공기오염 대응용 공기청정기와 같은 초소형 고전압 

장치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초소형 

고전압전원장치 등과 같은 KERI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

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성과물(6종)도 함께 전시하였다.

- 2016 한국전기산업대전 참가  R&D  중소기업기술지원 우수성과물 전시

- 친환경 에너지 기술부터 첨단 의료기기까지 다채로운 전기기술 소개

KERI, 전기기술 분야 대표 성과 19종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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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방 영상 진단용 3차원 X-ray 디텍터는 유방

암 검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3차원 유방암 

진단기기의 핵심 부품이다. KERI는 디텍터의 최적화 

핵심기술을 개발, ㈜디알텍에 착수기술료 2억원에 기

술이전한 바 있다.

KERI는 이번 전시회에서 방문 관람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동선을 제공하기 위해 KERI 연구성

과존, KERI 중소기업기술지원 우수성과존 두 개의 구

분된 공간으로 전시물을 소개하였다.

한편,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2016 한국전기산업대전

(SIEF)은 역대 최대 규모로 200개사 총 500부스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

업진흥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관하였다. 
전기자기장 치료기기

유방 영상 진단용 3차원 X-ray 디텍터

전력선 
통신선   

수요관리용 ESS 통합운영 프로그램

ESS 통합운영 프로그램 리튬전지 ESS

연축전지 ESS

연축전지 ESS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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