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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술, 자연이 만나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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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T 패러다임을 창조한 ETRI, 그 열정과 함께 오늘, 담대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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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Now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로
IT 시대를 개척해온
ETRI

최첨단 IT기술의 산실 ETRI가 IT 기술융합 시대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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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국가대표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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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와 함께 우리나라 IT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성장가도를 달리던 1970년대.
하지만 통신 기반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우리의 통신기술 수준은 단순조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은 우리를 기술 종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1976년,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설립은
다가오는 미래에 통신기술이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예견한 일이었습니다.

1982년, ETRI는 국내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인 32K ROM 개발에 성공합니다.
뒤이어 1984년, 순수 국산기술로 컴퓨터를 개발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한발 한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던 때,
통신혁명이라 일컬어질 기술이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1986년, TDX의 개발로 1가구 1전화 및 전국 전화 자동화가 실현된 것입니다.
마을에 한두 대 있는 전화를 받기 위해 옆집으로 달려야 했던 풍경들은 전화기의 급격한 보급으로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생활에 일대 변화가 온 것이지요.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1980년대, ETRI의 모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도체 강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1989년, 4M DRAM 개발 이후 16M, 64M, 256M DRAM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빠르게 읽고 대처하여
ETRI의 첨단기술이 점차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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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로 이동통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주도권 경쟁은 디지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ETRI는 후발주자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1990년대, ETRI의 담대한 도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동통신 강국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1996년,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 했던 일을 대한민국이, ETRI가 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를 이끌 이동통신기술의 서막을 연 것이며,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국내 산업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ETRI는 당당히 세계 속의 IT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IT기술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HDTV용 위성방송시스템 개발,
2002년, 국내 최초 80Gbps급 고속 라우터 개발….
어려운 경제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올린 ETRI는 다시 한 번 세계 기술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하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4년, 통신과 인터넷을 결합한 휴대인터넷 WiBro와
지상파 DMB를 세계 최초로 개발, 국제표준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ETRI는 국내 IT기술의 중심에서 세계 IT기술의 중심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종주국으로 그 면모를 당당히 세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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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조 5,72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습니다.”
1976년 설립 이후, 200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열악한 통신기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한 결과,
연구원들의 땀은 세계 최고 연구기관이라는 고유명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이름이 된 IT 강국 Korea!
그 명성은 2007년,

4세대 근거리 무선전송시스템인 NoLA의 개발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3세대 무선전송보다 1,000배 빠르고 4세대 국제규격보다는 3배 이상 빨라
5GB급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도 10초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기술입니다.
이처럼 탄탄한 무선전송 인프라가 뒷받침되었기에

2008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콘텐츠 자동판매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ETRI는 기술을 넘어선, 기술 너머의 기술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환경과 인간이 함께 하며
IT기술의 트렌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2009년, IT-BT 융합기술 연구프로젝트는 미래 기술의 시작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단을 받고, 수시로 우리 몸의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 시대.
ETRI는 이제 상상 그 너머의 첨단 세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IT와 사람의 만남, 환경과 IT의 만남을 추구하는 ETRI!
디지털 융합 시대는 인류를 더욱 건강하게 자연을 더 푸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똑똑한
깨끗하고 풍요로운‘그린

대한민국’
!

코리아’
!

IT 강국 KOREA의 주역, ETRI가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IT국가대표 ETRI의 미래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우리의 꿈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ETRI IT TECHNOLOG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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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가대표 ETRI!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Vision | Research field

Smart & Green
Technology Inno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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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성장 견인형 기술실용화

기술이전

Industry friendly

추진 전략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 경영

창의·융합
기획체계 구축

Global Open R&BD
플랫폼 구축

지식재산
신 Biz전략 추진

기술사업화
신 Eco-System
구축

창의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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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융합사업 수행을 위한 개방·유연·창의적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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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부품소재

공통핵심기술

부품소재 핵심원천 기술을 통한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지능화, 실감화, 고도화 기술 개발

콘텐츠

융합기술

General Introduction

인원(2009년 말)
2009년 말 총

1,894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92%

8%

39%

53%

8%

연구직·기술직

임원·행정직

박사

석사

학사 등

■학위별

■직종별

과제수행 실적(2005~2009)
ETRI는 지난 5년간

2조 6,900여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1,699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551,134

442

272

319

332

488,799

연구비

(단위 : 건)

(단위 : 백만 원)

■외부 수탁과제 및 내부 과제 기준

2006

2007

532,678

2007

2008

334

과제 수
2005

589,343
528,483

2008

2009

2005

2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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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2005~2009)
ETRI의 지난 5년간 특허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외 총

16,360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3,992

3,019
▒
▒

3,504

3,273

2,572

국내
국외
계

1,721

1,853
1,503

1,339

1,185

2,139

2,001

1,934

1,834

851
특허출원
(단위 :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술이전(2005~2009)
ETRI는 지난 5년간 총

▒

1,408건의 기술을 이전하여 약 2,285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56,996

기술료 수입액
기술 수

320
280

49,609
44,241

279

284

45,512

▒
▒
▒

대기업
국외
중소기업
계

420
385
345

245

369

389

355

345

314

32,167

377

347

기술이전

이전기술 수 및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계약 건수 현황
(단위 :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26

39
5

2005

1
2006

21

1

2007

25

6

15 7

2008

※ ETRI는 2008년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음(2008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결과, 지식경제부 2009년 7월 7일 보도자료)

2009

General Introduction

표준화(2005~2009)  
지난 5년간 표준화 활동을 수행한 결과 총
2009년 기준 ETRI 연구원

▒
▒

5,954건의 국내외 표준기고서가 채택되었고,

96명이 표준화 기구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440

국내
국외
계

1,344
1,246
1,240

1,055

1,040

970

792

869

304

91

2007

2008

96

67

565
표준기고서
채택 현황
(단위 : 건)

91

47
304

263

276

200

표준전문가 현황
(단위 :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9

SCI 논문(2005~2009)
1,351건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게재된 SCI 논문(2009년 기준)의 평균 Impact Factor는 1.87입니다.
ETRI는 지난 5년간 SCI저널에 총

285

1.82

301
260

1.51

261

244

SCI 논문 게재 현황

SCI 논문

(단위 : 건)

Impact Factor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1.87
1.68

1.3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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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동문기업
ETRI의 동문기업은

177개 기업으로 그중 9개 기업이 상장등록되어 있으며 매출액 평균이 2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TRI 동문창업 및 성과

동문기업 현황

ETRI 동문창업 : 총 317개 기업
거래소상장 : 4개 기업

177

삼보컴퓨터(주), 한국데이타통신(주), (주)엘렉스컴퓨터,

개 기업

●
기업 수

(주)콤텍시스템

22

코스닥 상장 : 16개 기업
(주)아펙스, (주)핸디소프트, (주)서두인칩, 하이퍼정보통

억원

신(주), (주)아이티, 아라리온(주), 기가텔레콤(주), (주)코
닉시스템, (주)빛과전자, (주)이노와이어리스, (주)해빛정

9

개 기업

●
매출액 평균

보, (주)케이엘테크, (주)알에프세미, (주)에스앤에스텍,
(주)뉴그리드테크놀리지
현재 상장기업 : 9개 기업
(주)콤텍시스템, (주)비트컴퓨터, (주)핸디소프트, (주)코

●
상장기업 수

닉시스템, (주)빛과전자, (주)이노와이어리스, (주)알에프
세미, (주)에스앤에스텍, (주)뉴그리드테크놀리지

ETRI 연구소기업 설립 현황 및 계획
ETRI는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8개의 연
구소기업을 설립했습니다. ETRI는 연구소
기업을 지주회사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2007년 설립 완료

2

개

2008년 설립 완료

3

개

2009년 설립 완료

3

개

ETRI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더불어 신규시장 창출 및 산
업육성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
할 것입니다.

●
㈜오투스
㈜매크로그래프

●
㈜비티웍스
㈜지토피아
㈜테스트마이너스

●
㈜지포톤
디엠브로㈜
㈜쓰리디누리

연구소기업이란? 정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와 민간기업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기술공급자인 연구기관과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혁신지향적 네트워크를
형성, 기술경쟁력을 산업경쟁력으로 발전시키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고자 함

원장 인사말

국가의 미래가치를
높여나가는
IT국가대표 ETRI !
원장

ETRI는 1976년 설립된 이래 지난 33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IT 강국으로 자리매
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ETRI는 그동안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TDX(전전자식교환기)’
,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혁명을 이룩한‘4M·16M·64M·
256M DRAM’
, 휴대폰 강국의 초석이 된‘CDMA(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상용화 기술’
, 내 손안의 TV를 실현시킨‘지상파
DMB 기술’
, 휴대 인터넷인‘WiBro 기술’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4세대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인‘NoLA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내려받아 볼 수 있
는‘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동판매기 기술’
,‘IT+BT융합기술’
을 개발하는 등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인 핵심·원천기
술 개발과 융합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Smart & Green Technology Innovator’
를 비전으로 혁신형 국가전략기술 개발, 가치창출형 지식재산 확보, 산업성장
견인형 기술실용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선도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TRI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의 성장동력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IT국가대표 ETRI’
로서 R&D연구에 최선을 다해 세계 속의 연구기관으로 위
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ETRI는 사람과 기술, 환경과 기술이 만나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꿈의 세상을 구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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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다른 이름은
행복입니다

최첨단 IT기술을 연구하는 ETRI는 인류의 행복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ETRI는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편리하고 행복한 녹색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융합기술연구부문

콘텐츠연구본부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창의연구본부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기술전략연구본부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사업화본부

인터넷연구부문

융합기술연구부문

융합기술
연구부문
IT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Laboratory

융합기술연구부문은‘HUMAN IT-Mega Convergence Creator’
를 모토로 신산업 창출, 산업 일류화 및 SoC 고도화를 위한 IT 융
합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형 저전력 컴퓨팅 기술, 건강과 복지를 위한 u헬스/라이프케어 기술, 센서와 통신이 융합된 자동차/조선 기술, 지능형 우편물류 기술, 미래생활의 터전이 될 u-City 핵심 기
술인 RFID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인간친화형 로봇 및 지능형 로봇공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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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연구분야
RFID/USN 연구분야는 주력 전통산업의 지능화, u-life 구현을 위한 핵심융합기술이
다. 주요연구개발 분야는 RFID 리더, 태그, 센싱 태그, RFID 칩, 안테나, 미들웨어 플
랫폼, 전자선반, 모바일 RFID, RFID 기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등 RFID 분
야의 핵심기술과 USN 통신(RF, Modem, MAC), 센서노드 SoC, 네트워킹 프로토콜,
노드 미들웨어, USN 미들웨어 플랫폼 등 USN 핵심기술 및 실시간 자산추적 기술,
스마트 에너지관리 기술,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 기술, u-city용 센서 네트워크 기
술 등이다.

로봇/인지시스템 연구분야
로봇/인지시스템 연구분야는 전통적 로봇산업에 IT기술을 접목, 지능형 서비스 로봇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IT융합 기반의 로봇기술과 인지기술의 핵심
기술 확보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로봇을 위한 로봇 S/W 플랫폼 기술, 인지 기반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위치인식 자율주행을 위한 공간인지기술, 당 기술을 융합한 실버케어 로봇 응용 및
야외/경계용 로봇 시스템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융합기술연구부문

그린컴퓨팅 연구분야
그린컴퓨팅은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IT이다. 그린컴퓨팅 연
구분야는 실감·감성개인서비스기술, 자율공간 미들웨어, 지능형 홈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기술, 무선 신체·개인·유틸리티 영역 통신기술과 LED 통신기술 등 스마트
그린 환경을 실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국
가전략에 발맞추어 그린컴퓨팅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BT융합 연구분야
BT융합 연구분야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위한 IT와 BT의 융
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하는 u-헬스, 현장에서 바로
질병을 진단하는 현장진단기술, 일상생활을 관리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라
이프케어,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진단치료시스템, 뇌질환 치료를 위한 뇌신경계인
터페이스 등 다양한 IT-의료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시범적용을 통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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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IT융합 연구분야
자동차·조선IT융합 연구분야는 국내의 대표 기간산업인 자동차 및 조선 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한 초일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기술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개발도구, 차량
멀티홉 통신, 자동차-휴먼 인터페이스, 인프라 센서 기반 차량 유도, 차량-IT 융합
플랫폼, 조선소 블록의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및 그룹통신 시스템, 위치정보 기술,
u-공간정보 처리기술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정물류기술 연구분야
우정물류기술 연구분야는 국가 물류 인프라인 우편물류 서비스와 산업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우편물류 서비스는 정보화와 자동화
를 추진해 국내 우정 정보화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는 그린물류기술 개발 단
계로 저탄소 물류서비스 개념과 정보 네트워킹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고 정확
한 물류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 컴퓨터, RFID 및 로봇 기술을 융합한 기술인 소포물류 RFID 기술 및
물류네트워크 지식서비스 등을 우편 및 물류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
린물류 전략 및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소프트웨어
연구부문
Software Research Laboratory

소프트웨어연구부문에서는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과의 융ㆍ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임베디드 SW 기술, 사용자 친화적 IT환경을 위
한 음성/언어정보 기술, 대규모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저비용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기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컴퓨팅 기술, 그리고 안전한 IT환경을 위한 지식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TRI IT TECHNOLOGY REPORT

22 23

클라우드컴퓨팅 연구분야
클라우드컴퓨팅 연구분야는 리눅스 운영체제 커널기술, 경량 가상화 기술, SaaS
(Software as a Service), DaaS(Desktop as a Service) 기술, 그리고 저비용 대규모 클
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서비스 제공 기술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시키며, 최첨단 컴퓨팅 기초, 기반 기술을 확
보해 정보기술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음성언어정보 연구분야
음성언어정보 연구분야는 음성처리기술, 언어처리기술 및 지식처리기술의 획기
적인 발전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인간친화적인 컴퓨팅 환경의 Easy
Community 실현’
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언어 장벽을 허
물 수 있는 다국어 자동번역기술과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각종 단말기에 사용이 가
능한 대용량·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기술, 웹오픈/모바일웹 질의응답기술, 여행자
용 자동통역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있다.
향후 상황인지 기반의 모바일 지능형 검색기술, 다국어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영어교육 시스템 및 다국어 동시통역시스템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연구분야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연구분야는 리눅스 기반의 임베디드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지
원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SW 공
통 플랫폼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한 센서노드용 초소형 운영체제(NanoQplus),
자동차 센서 노드용 고신뢰성 운영체제(ROSEK) 기술, 고신뢰성이 보장되는 자율 제
어 SW를 위한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단말의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바일 미들웨어 및 이를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모바일 SW 개발 환경도 연구 중이며, 특히 리눅스 기반의 스마트폰을 위한 표준 활
동(LiMo)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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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연구분야
지식정보보안 연구분야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융·복합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미래사회의 글로벌 가치 창조를 위한 지식정보보안 3대 영역의 중점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3대 영역은 IT정보보안기술, 물리보안기술, 그리고 융합산업보안기술로, 지
식 고도화의 순방향 발전 및 국내 신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사회/문화/경제적 기
반을 제공한다.
u-Korea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적 기반 및 유비쿼터스 IT인프라 구축 환경 제공을
위한 연구는 물론 끊임 없는 모바일 보안 및 영상 보안, 해양안전 보안, 바이오 보
안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차세대컴퓨팅 연구분야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컴퓨팅 기술은 보다 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
형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성능, 서비스 경계, 단말 형태 등의
제약을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컴퓨팅 기술로 발전
하고 있다. 차세대컴퓨팅 연구분야는 퍼스널 컴퓨팅, 소셜 컴퓨팅 및 웨어러블 컴퓨
팅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인간친화형 차세대 컴퓨팅 및 입출력 기술과 지
능형 플랫폼 및 실감/융합 서비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융합부품소재
연구부문
Convergence Components & Materials Research Laboratory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은 u-Society 구현을 선도하는 IT융합부품 R&DB 글로벌 리더를 모토로, 전자정보산업의 핵심인 융합부
품 및 소재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융합시스템과 통방시스템을 구현하는 융합시스템 부품 기술, 메모리 반도체
를 능가할 차세대 반도체기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그린 융합부품기술 등 시스템과 서비스가 연계된 핵심 고부가가치
융합 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IT기술의 한계 극복과 미래 정보통신의 토대가 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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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자/소재 연구분야
신소자/소재 연구분야는 산화물전자소자(투명전자소자, 투명스마트창), OLED조명(백
색광원, 투명광원, 색가변광원), 전자종이(컬러전자종이, 플렉서블 입/출력 플랫폼)
및 인쇄전자소자(인쇄기반 RFID Tag, 인쇄트랜지스터 및 메모리, 인쇄 전자회로 및
배선)를 중심으로, 시장 수요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정보통신의 씨앗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신소자/소재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광무선융합부품 연구분야
광무선융합부품 연구분야는 InP, GaAs, GaN 및 SiGe 등의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HBT 및 HEMT 기반의 밀리미터 대역 초고주파 집적회로(MMIC), LED, 초고속 광 인
터넷 부품, 밀리미터광무선 융합통신소자 등의 소자개발과 광전배선 및 3차원 고
집적 패키징 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속 광대역 유무선 정보통신
및 군수정밀유도 시스템의 핵심부품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연구분야
시스템반도체 연구분야는‘세계 1등 SoC 기술개발’
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 간의 융합으로 변화에 대비하여 각 기술 간의 융합에 필요한 새로운 IT 융합
부품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SoC 설계 플랫폼 기술, 시스템반도체의 핵심요소기술인 임베디드 DSP와 멀티코어
프로세서 등 임베디드 프로세서 기술,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SoC 기술,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RF 부품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RF 기술, 인체 주변 기기들
간에 인체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순히 접촉을 통하여 서로 통신을 가능케
하는 인체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여 컨버전스 서비스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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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융합부품 연구분야
NT융합부품 연구분야는 NT-IT융합기술 구현을 위하여 I-MEMS 기반의 저전력 나노
융합센서 및 센서노드 플랫폼 기술, 에너지 하베스트-스토리지 소자인 압전소자,
실리콘 기반 열전소자 및 이차 단전지와 효율적 전원관리를 위한 EPMIC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센서 및 MEMS에서 생성된 정보를 전기적 신호변환과 함께 디지털과 아날로
그 신호가 혼재된 혼성신호처리 기술, 미래컴퓨터를 위한 실리콘포토닉스 기술 등
NT로 IT 고도화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정보통신 핵심·원천기술 및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차세대태양광 연구분야
차세대태양광 연구분야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와 환경오염으로 인
한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주파수 자원인 테라헤르츠(THz) 파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테라헤르츠 파는 광파와 전파의 중간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 위치하며, 광파의
직진성과 전파의 투과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센싱, 검사 및 통신분야에 응용가능성
이 매우 높다.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방송통신융합
연구부문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Research Laboratory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신기술 선도라는 비전 아래, 발전된 실감형 방송통신 서비스가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지식기반 미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 IPTV, 전파 및 위성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융합기
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차세대 방통융합, 실감미디어 및 전파위성을 3대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4대 서비스(인지
무선 WPAN, 양안식 3DTV, Advanced T-DMB, 유무선 통합 모바일 IPTV) 및 5대 미래원천기술(Gbps 위성전송, T-Hz 전파자원
및 RF 에너지 전송, 디지털 홀로그래피, 무안경 초다시점 3D 방송, 개인맞춤형 u-IPTV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국민생활
편익과 안전향상, 국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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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스템 연구분야
방송시스템 연구분야의 주력 연구분야는 차세대 모바일 방송분야와 실감방송분야
다. 차세대 모바일 방송분야에서는 현재 상용방송 중인 지상파 DMB의 전송용량을
늘려, 보다 많은 채널과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AT-DMB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2010년부터 실험방송을 통해 조기에 상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감방송분야에서는 기존의 2차원 방송인 HDTV 영상의 한계를 벗어나 3차원 영상
의 입체감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 차세대 디지털케이블 방송분야와 차세대 디지털지상파 방송분야에 대
해서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방통융합미디어 연구분야
방통융합미디어 연구분야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AV
신호처리 및 AV 압축 부복호화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위한 양방향 데이터 방송기술, 맞춤형 방송기술, 방송 콘텐츠 보호관리기
술 및 리치미디어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실감방송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실감 AV 기반기술, 3DTV 및 초고선명 TV(UHDTV) 방송기술에 대해 연구개
발하고 있다.

위성무선융합 연구분야
위성무선융합 연구분야는 2010년 발사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Ka대역 중계기
(부품포함) 및 관제시스템과 저궤도 위성인 다목적 위성관제시스템 국산화, 이동
형 광대역 VSAT 및 소형 추적안테나기술, 21GHz대역 강우내감형 다채널 위성 HD
방송전송기술, GPS/갈릴레오 위성항법 지상국 및 차세대 탐색구조단말 기술, 차
세대 위성휴대통신을 위한 IMT-Advanced 위성접속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차세
대 위성 서비스를 위한 휴대방송통신용 S대역 위성 OBP 및 안테나기술, 차세대
VSAT(DVB-S2/RCS NG) 접속기술, 광대역 통합무선 재난통신 표준, 레이더/안테나
용 RF 및 MMIC 등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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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기술 연구분야
전파기술 연구분야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 새로운 전파자원 개척기술, 전자
파환경기술, 그리고 전파응용기술로 구성된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정
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cognitive radio 기술과 전파의 특성을 연구
하고 스펙트럼 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주파수 자원 개척은 밀리미터파
및 테라헤르츠 대역의 이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 Gbps급 데이
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하여 밀리미터파 및 테라헤르츠 대역
의 전파 환경에 적합한 핵심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전파응용분야에서는 마이크로파 대역이나 테라헤르츠 등 전자파 특성을 기반
으로 유방암 진단 및 식품 이물질 탐지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끝으로 전자
파 환경분야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역기능 대책, 전자파 해석 기술, 그리고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PTV 연구분야
IPTV 연구분야는 사용자 중심의 참여와 공유, 개인화 및 서비스 융합을 지향하는 고
품질의 다양한 차세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개
방형 및 융합형 차세대 IPTV 서비스를 목표로 품질 지향형 Vertical Handover 처리
기술, 적응형 미디어 처리기술, 개방형 IPTV 서비스 플랫폼기술, 웹 기반 Open IPTV
미들웨어 기술, IPTV 셋톱박스 핵심기술, 모바일 IPTV 핵심기술 및 적응형 미디어
보안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다
자간 서비스 및 연속성 제어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인터넷연구부문

인터넷
연구부문
Internet Research Laboratory

인터넷연구부문은 Mobile Life 구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으로 초고속통신이 가능한 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IT분야와 융합되어 확장되는 지식기반 미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통신기
술, 광인터넷 인프라 기술, 서비스 플랫폼 기술과 함께 미래네트워크 기술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연구분야는 4세대 이동
통신기술,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인터넷기반의 융합 네트워크기술, 패킷-광 통합 기술, 융합서비스 플랫폼기술, 전술국
방통신 등 각 분야의 원천 기반 연구 및 녹색 성장동력형의 상용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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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컨버전스 연구분야
이동통신은 바야흐로 광대역의 초고속 무선전송과 유비쿼터스를 위한 컨버전스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컨버
전스 연구분야는 4세대 이동통신이 요구 하는 광대역 초고속 무선전송 기술을 바탕
으로 LTE-Advanced 이동통신 기술과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컨버전스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또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ITU-R, 3GPP 등의 표준화 기구에 기고
함으로써, 우리가 획득한 핵심 IPR의 세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무선시스템 연구분야
무선 및 이동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시스템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에게 최적의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속
이동 환경에 강인한 무선접속 기술,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다수 안테나를
채용하는 MIMO 모뎀 기술, 그리고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MAC 제어 기
술 개발과 표준 반영 등에 치열한 개발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무선시스템 연구분야는 이러한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정보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4세대 이동통신 요구사항에 적합한 무선 접속 기술 표준
및 개방형 플랫폼 연구, WiBro 기반의 차세대 군 통신에 적합한 원천 기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mart Radio 기술 등의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연구부문

미래네트워크 연구분야
미래네트워크 연구분야는 스마트 웍, 스마트 러닝,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M2M 통신 등 인터넷 생활화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정보통신 인
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인
터넷이 안고 있는 보안성, 이동성, 품질보장성, 신뢰성, 효율성 등의 문제를 종합적
으로 해결하는 완전한 인터넷(All-IP) 기반의 유무선 및 방송 융합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또 미래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미래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한다.
미래네트워크 연구분야는 완전한 인터넷(All-IP) 기반의 융합 네트워크 기술의 개
발과 보급을 위하여, 융합 네트워크 아키텍처 연구, 융합 시그널링 기술 연구,
Omniflow 기술연구, Omniflow 라우터 기술연구 등에 대한 산업원천 기술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또 산업 간 융합촉진, 기업생산성 향상, 클린 유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신뢰 인터넷 FMC 기술, 클린인터넷 관
제기술 등을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무선통신 연구분야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연구분야는 초고속 패킷전송기술과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통
신을 위한 근거리 무선전송기술 개발을 위해 크게 다음 분야에 연구개발을 수행하
고 있다. 저속이동 환경에서 Gbps급 VHT(Very High Throughput) 초고속 무선랜 무
선전송 국제 표준규격 개발과 밀리미터 주파수(57~64GHz) 대역에서 소출력 무선
LAN용 6/12Gbps급 무선 인터페이스(Air Interface) 원천기술 개발이다. 또한 상용기술
로서 3GPP LTE 모뎀 칩셋을 개발하고 있으며 Green IT실현을 위한 고효율 증폭기
및 광대역 무선채널특성연구와 같은 기초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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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터넷 연구분야
인터넷으로 촉발된 통신 트래픽은 연 40%씩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
는 계속되어 2015년 10Tb/s, 2020년 100Tb/로 트래픽이 증가될 것이며, 전 지구적
으로 당면한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ICT로 해결할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트래픽
의 증가는 오히려 당연하다. 광인터넷 연구분야는 10Tb/s, 100Tb/s, 1Pb/s 네트워크
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액세스망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 선도, 저
지연 고품질 패킷전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단대단 연결형 패킷전달 기술 개발,
다계층망의 통합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비용과 성능면에서 최적화된 패킷-광 통합
전달망 기술 개발, 중앙관제 및 분산 관제의 적절한 혼용을 통해 전달망 지능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광신호 변복조 및 관련 핵심 광 및 전자 부품, 광스위치 노드 및 관련 프로
토콜을 연구하여 파장당 100Gb/s 이상의 고속전송 및 10Tb/s 이상의 초대용량 저소
모 전력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플랫폼 연구분야
서비스플랫폼 연구분야에서는 IT 기반의 산업 간 융합서비스 시장에 대비하여 시멘
틱 기반의 서비스 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FMC 환경에서 단일 코덱
으로 차별화된 품질의 음성, 음악 및 음향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융합코덱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차세대 융합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들 간의
상호운용성 시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래인터넷 환경을 대비하여 상황 및
서비스 인지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콘텐츠연구본부

콘텐츠
연구본부
Contents Research Division

콘텐츠연구본부는 즐겁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디지털 라이프 구현을 위한 영상 및 융합 콘텐츠 관련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스, 고품질 영상 및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가상현실기술, 저작권 보호·유통·관리기술, u-러닝기술 등
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콘텐츠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3차원 입체영상, 대화형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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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연구분야
영상콘텐츠 연구분야는 고품질 영상 및 게임 콘텐츠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유체 시뮬레이션, Full 3D 복원, 입체 영상
제작 및 가시화, 실시간 렌더링 및 영상 합성, 고품질 게임 제작 기술 등을 연구개
발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3차원 입체 영상, 대화형 콘텐츠 및 새
로운 미디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융합콘텐츠 연구분야
융합콘텐츠 연구분야는 가상현실, 저작권 보호·유통·관리, u-러닝, 디지털시네마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가상현실분야에서는 혼합현실과 시뮬레이션기술을
개발하고, 저작권분야에서는 저작물 필터링, 포렌식마킹, DRM 연동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또한 u-러닝분야에서는 실감형 및 체험형 학습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시
네마분야에서는 코덱과 디지털시네마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각 분야의 연
구성과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선박도장 시뮬레이터, 영화와 음악 저작물 필터링,
DRM 연동, 초등학생을 위한 실감형 학습시스템 및 영어 체험형 학습시스템, 2K급
JPEG2000 디지털시네마 코덱 등이 있다.

창의연구본부

창의
연구본부
Creative & Challenging Research Division

IT융합기술, SW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방송통신융합 및 인터넷의 미래기술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기술기획, 선행
원천 연구, 연구개발 종합조정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reation of New Concepts라는 비전을 통해 ETRI가 세계
최고수준의 IT연구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World Class 선행 원천연구 수행, 글로벌 브랜드 대형 융·복합 과제 발굴, 산학
연 국제협력을 통한 개방형 연구를 중점 추진하며, 신개념 아이디어 검증 및 World Class 기술 확보를 위하여 창의연구실을 개
설한다.

융합기술미래기술 연구분야
융합기술미래기술 연구분야는 융합기술 연구부문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 수립, 융
합기술 분야 과제 기획 및 종합 조정, 융합기술분야 미래기술 연구, 융합기술의 핵
심기술 선행 연구, 융합기술의 고도화 연구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 기술 연구
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IT융합기술 관련 메가 프로젝트 기획, 선행 원천 연구 수행
및 창의연구실 개설을 목표로 한다.

SW콘텐츠미래기술 연구분야
SW콘텐츠미래기술 연구분야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분야의 미래핵심 기술을 기획
하고 미래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SW 및 콘텐츠 분야의 미래기술에
대한 발전 방향 설정과 이를 실현하는 한국형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
며, 또한 SW연구부문 및 콘텐츠연구본부의 공통 목표를 실현하는 선단형 연구 개
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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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부품소재미래기술 연구분야
융합부품소재미래기술 연구분야는 다양한 부품들의 융합화, 친환경, 저소비전력, 그
린화 등 R&D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및 사업화 기획, 미래원천기술연구,
차세대 융합부품기술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사업화, 특허, 표준화 기획과 융합부품기술 개발계획의 종합조
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미래기술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미래기술 연구분야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실감미디어
기술, 방통융합 기술, 전파 기술, 위성 기술 분야의 혁신 기술 기획 연구와 관련 선
행원천 연구를 통한 개념 특허 확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융
합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 창출의 창의ㆍ융합 연구 과제 및 메가 프로젝트 발
굴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미래기술 연구분야
인터넷미래기술 연구분야는 다양한 사용자 요구, 급속한 기술발전 및 R&D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인터넷을 포함하는 차세대 이동통신과 융합
인프라 기술에 대한 메가 프로젝트의 발굴, 연구개발 계획수립, 인터넷 미래기술 선
행연구 및 인터넷연구부문 연구개발 종합 조정, 그리고 중ㆍ단기 기술기획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전략연구본부

기술전략
연구본부
Technology Strategy Research Division

기술전략연구본부는 IT 및 IT융합기술의 개발 방향 및 개발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산업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원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IT기술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T융합 산업의 경제/정책/시장 신지식 창조자, 다양한 방법론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양질의
정보 생성자, 신사업기획 아이디어 발굴자, 출연연(기술개발)-민간기업(사업화)-고객(이용자) 간 신생태계 설계자, 미래 시장니
즈 발굴을 통한 신기술개발 방향 제시자라는 5대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IT기술을 기획하고 있다.

기술경제 연구분야
기술경제 연구분야는 미래사회 및 시장니즈의 탐색을 통한 개발 필요 기술분야 발
굴, 니즈충족 가능 기술대안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 연구, 창의적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R&D 추진체계의 정
립 연구, 국가 IT R&D 추진 방향과 환경대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원이 세계최고의 IT 기술혁신자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경제 연구분야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융합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에 민첩하고(Rapid)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Innovative) 전문기능별 조직설
계(Cross-functional)와 조직 간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조화시스템 구축(Harmony)이
라는 조직전략(RICH)을 통해 기술경제연구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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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책 연구분야
서비스정책 연구분야는 방송통신 관련 법제 분석,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대안
개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분석, 신규 서비스 시장 분석 및 방송통신 서비스 비즈
니스 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기증분원가 모형 개발, 상호접
속 제도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제도와 유무선 통합 환경에
서의 주파수 전략, 서비스 융합에 따른 새로운 요금 체계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현재
국내 최고의 지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표준화 연구분야
표준화 연구분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분야 표준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ETRI 내
전문 조직으로서, 원내 기술개발 부서와의 표준화 협력을 통한 ICT 국제 표준 개발
과 원내 표준 정보 제공, 나아가 선행 표준 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
구분야는 IP멀티미디어 응용기술, IPTV, IPv6, RFID/USN, 미래인터넷, 그린IT, 차세대
이동통신망, 차세대 웹,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표준 개발 및 전기통신 분야의 기
술기준 제·개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표준화 기반 연구를 통한 원내 기술 표
준화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사업화본부

사업화
본부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vision

사업화본부는 새로운 성장모멘텀의 핵인 기술이 사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전
략 수립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경영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화의 주체인 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
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화 전략분야
사업화 전략분야는 New Eco-System에 기반을 두고 ETRI에서 개발된 핵심/원천기
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 니즈를 반영한 R&BD 기획
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과 국내외 기술 마케팅을 주요한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ETRI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으로 성장해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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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분야
지식재산 경영분야에서는 기관 차원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을 통해 다
양한 연구과제들로부터 우수한 IP 자산을 확보하고, IP 라이센싱 및 기술이전을 통
해 개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어떠한 IP가
연구원과 외부고객에게 경쟁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
식재산권(IPR)의 확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보유 IPR에 대한 실시계약, 국제표준 특허풀과 같은 다양한 라이센싱 활
동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융합기술생산센터 분야
융합기술생산센터 분야는 대전과 대덕을 융합산업의 메카로 발전/고도화시켜서,
2020년까지 50개의 융합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IT 및 융합 중소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융합기술생산센터 분야는 융합산업 및 생산기반으로서의 융합기술생산센터
건립 및 기업육성 지원, 융합기술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서비스 제공, 그리
고 ETRI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화본부

호남권
연구센터

호남권연구센터에서는 광산업, 자동차, 조선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의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지역센
터 운영방향에 따라, 차세대 광융합 광통신모듈 기술개발과 함께‘광융합기술기반 그린
IT 도시모델 실험사업’
을 수행하면서 도시규모에서 광통신망 인프라에 활용하기 위한 광
역화와 저전력화 모듈 및 서비스 기술을 지역산업체와 공동 개발하여 지역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체의 전략상품 개발을 위해, 산업체 수요기반 IT융합
기술개발과 광섬유네트워킹, 광센서 등과 같은 IT 융합 기반기술을 개발·지원한다. 마지
막으로, 광통신 부품에 대한 국제시험인증 기능을 2006년도에 획득하여, 연간 200여 건
의 광통신 부품의 시험 지원 및 설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NG-PON 기술
차세대 수동형 광가입자망(NG-PON) 기술인 XG-PON1은 하향 10Gb/s, 상향 2.5Gb/s의 비대칭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방송, 데이터, 음성의 TPS(Triple Play Service)뿐만 아니라 IP 기반의 새
로운 미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FSAN/ITU-T에서는 차세대 광가입자망을 위한 표준화
를 진행하고 있다. 그린네트워크솔루션개발팀에서는 차세대 광가입자망을 위한 XG-PON1 OLT
및 ONU/ONT용 OMCI, MAC, 10Gbps 광모듈 및 버스트모드 IC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광통신융합 SOP 기술
전자 기반의 SOP 기술과 광통신기술이 융합된 광통신융합 SOP 기술은 다양한 광·전소자와
일부 패키징된 부품 및 플랫폼을 하이브리드로 집적하여 저전력 설계가 가능, 그린IT 실현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패키징기술이다.
또한 현존하는 다양한 코어망(core network) 부품 및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소형 집적화 기술
이다. 세계 최초로 SOP 기술을 적용하여 LD 구동 IC와 수동전자소자를 내장하여 시스템 소형
화가 가능한 BOSA 구조를 개발하였다. 이를 광가입자단말에 사용되는 단일 패키지형 10Gbps
급 양방향 광송수신 모듈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XMD 호환형
10Gbps BOSA, 단일 TO-can 기반 10Gbps BOSA 및 10G EML Cooled BOSA 모듈 등을 개발하
고 있다.

광통신 국제공인시험
광통신소자, 부품, 모듈, 단말, 시스템 등 광통신 전 분야에 대해 미국 A2LA로부터 국제공인시
험기관자격을 획득한 국내 유일의 시험지원 기관이다. A2LA 국제공인시험 산업체 지원내용은
Telcordia, IEEE, IEC, TIA/EIA, MIL-STD 등 66개 국제시험규격에 따른 광통신 제품의 온·습도
순환, 충격, 진동, 내부습도 등 신뢰성시험 15개 항목 및 중심파장, 반사·삽입손실, 편광모드
분산 등 특성 측정 40개 항목이다.

A2LA :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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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연구센터는 ETRI 보유 원천기술 보급 및 기업체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
화,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역 IT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거점 R&D 연구센터
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ETRI 원천기술 보급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제품 개발 및
현장밀착형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 SW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고,
소외된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과 IT를 융·복합하는 기술개발을 목적
으로 지능형 그린하우스 개발을 하고 있다. 또 첨단 I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 주
력산업(모바일, 의료, 태양광 등)의 고도화 및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시스템
반도체
진흥센터

시스템반도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하나의 칩에 구현
한 반도체로서 자동차, 바이오, 그린반도체, 스마트폰, DTV 등의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융합 시스템을 발굴할 수 있는 중추적 분야이며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해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한
대학원 재학생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T 융합지식을 갖춘 고급설
계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시스템 SoC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지
원하고 토탈 솔루션(설계환경, 자금지원, 창업 및 마케팅 등)으로써 공동 활용 인프라를
지원하여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Way to
ETRI
전국 연구센터 현황
국가성장의 동력인 핵심 IT 인력이 전국각지에 포진해 있어 IT 강국의 위상은 굳건합니다.

대전(본원) | T.042-860-6114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 | T.02-2132-2000

호남권연구센터 | T.062-970-6501

대경권연구센터 | T.053-62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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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해외 MOU 및 공동연구 현황
세계 곳곳의 네트워크를 통해 ETRI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류의 꿈을 실현해 갑니다.

U.K.
Queen’s Univ. Belfast

GERMANY
IRT
Julich Gmbtl
Optec BB
TSB
FHG FIT
TUD

JAPAN

SWEDEN
Qulturum Center

CANADA

JAXA
AIST
NICT
ISIT
NTT

RUSSIA
JSC 'Radiophyzika'
Loniis

CRC
VoiceAge
CPROST/Simon Fraser Univ.
Westen Ontario Univ.
NORSAT

FINLAND
VTT

MONGOL
MUST, Mobicom

ITALY
SSSA
Mavigex

SPAIN
i2cat Foundation

U.S.A

KAZAKHSTAN
Kazakhtelecom

LIBYA
NASR

VIETNAM
UNITED ARAB
EMIRATES

TUNIS

MALAYSIA

VTV

DMB Corporation

ASTF

CERT

AUSTRALIA

BRAZIL

RED Center
APCRC

FRANCE
Expway
Net & TV
Siemens
Streamezzo
France Telecom

● MOU(MOU Implementation)
● 공동연구(Joint Research with Foreign Institutes)

SERPRO

Agere System Inc.
Intel
Sun Microsystems
Portland State Univ.
Georgia Tech
U. of California Irvine
Intel Corporation
IEC
Cavium Networks
Dana Winery Co.
Ooyala Co.
ONIONMAP
MOTOROLA, Korea Inc.
BBN Technology, KISTI
IBM Research
U. of Southern California
Ericsson-Redback
Alcatel-Lucent
San Jose Univ.
MIST
GTRC

NEW ZEALAND
CHINA
CBEX
SSG Capital
Dalian China
RITT
Dalian TV Network
Huawei

FRST
NHNZ
NZISI

22개국 69개 기관 22 Countries / 69 Organizations

Up&Go

Toward Technology…
Toward Human…
Toward Nature…
기술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첨단 IT기술과 연구, 산업, 서비스와
네트워크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TRI가
추구하는 모든 기술의 이면에는 사람과 자연이 있습니다. ETRI는 언제나
사람과 기술, 자연 모두의 행복을 지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