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연구원(KERI·원장 박경엽 www.keri.re.kr)

이 3월 15일(수)부터 3월 17일(금)까지 3일간 광주 김대

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WEET 2017(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7)’에 참가했다.

“빛 고을 광주, 한국전기연구원을 품다!”라는 슬로건

과 함께,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방문 관람객들의 집

중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동선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관’

과 ‘홍보관’ 두 개의 구분된 공간으로 부스를 구성했다.

전시관에서는 자동차 피스톤의 수명을 늘려주는 ‘초음

파 트랜스듀스 구동 시스템’과 전기스쿠터의 충전회수는 

줄이고 운행거리는 늘려주는 ‘Active Cell Balancing을 

이용한 BMS 핵심기술’을 포함한 총 6종의 HVDC 및 스

마트그리드 관련 연구 성과물을 선보였다.

홍보관에서는 2018년 설립 예정인 한국전기연구원

(KERI) 광주 분원과 관련, 광주 시민들에게 연구원의 역

할과 대표성과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SWEET 2017’은 20개국 에너지 

전문기업 200여 개사가 참가하며, 태양광·풍력·수력·바

- 전시관·홍보관 전시부스 구성, HVDC 및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 6종 소개

“빛 고을 광주, 한국전기연구원을 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광주 SWEET 2017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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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부터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스

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물

인터넷(IoT) 등 에너지 효율 분야를 대표 품목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원(KER)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대규모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연구과제를 집중 선정하여 인류와 국가사회에 기여하

는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 전기기술을 보다 손쉽고, 안전하고, 편

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

써 우리 국민들의 편리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풍

요로운 삶의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 정부출연연구소로 굳건히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Active Cell Balancing을 이용한 BMS 핵심기술

번 호 전 시 물 명 담당 부서

1 초음파  트랜스듀스 구동 시스템 개발

전력변환연구센터
2 1GW급 MMC-HVDC 제어 플랫폼

3 LVDC 배전용 300kW 양방향 AC-DC 정류기

4 전압형 HVDC 서브 모듈 시험평가장치

5 에너지저장시스템용  BMS 플랫폼
스마트배전연구센터

6 Active Cell  Balancing을 이용한 BMS

7 KERI 홍보관(광주 분원 소개 등) 홍보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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