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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Technology Report> 를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ICT기술,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다
기술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ETRI의 기술은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해 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진화하는 ICT 세상을 위해
그 누구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ICT Innovator for a great tomorrow

CREATE ICT

미래를 창조하는 ETRI,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급변하는 세계 ICT 흐름 속에서 ETRI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ICT Innovator for a great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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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ETRI는 1976년 설립된 이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ICT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세계 최고, 최초 기술을 개발하며 쉼 없이 달려온 ETRI가 있었기에 지금의 ICT강국
대한민국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ICT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ETRI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신화
입니다. 1980년대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TDX개발은 우리 생활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으며, 4M DRAM 개발을 시작
으로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주력한 우리나라는 단숨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사람과 기술,
환경이 서로 소통하는
스마트한 세상,

는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며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
어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기 시작한 ETRI는 지상파 DMB, WiBro,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분야에 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융합기술인 SAN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형 한·영, 한·일, 한·중 자동통역기술, 투과도 조절이 가능한 투명디스플레이 기술, 무인 발렛주차 기
술을 개발하는 등 ‘소통’과 ‘융합’의 시대를 이끄는 ICT국가대표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국민행복시대를
ETRI가 창조과학기술로
앞당기겠습니다

앞으로도 ETRI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으로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를 창조하는 ICT Innovator’를 비전으로 혁신형 연구성과 창출, 글로벌
IP 경쟁력 확보, 세계수준의 선진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ICT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사람과 기술, 환경이 서로 소통하는 스마트한 세상, 우리 후손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국민행복시대를
ETRI가 창조과학기술로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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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history

1976. 12. 30

1977. 12. 10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험 등을 위해 설립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01

02

03

04

05

06

07

(1976년 12월 31일 설립)가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통신 분야 전문 연구소로 독립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 분야 전문 연구를 위해 설립

0 1. 02. 03.

05.

1976년

1985년

ETRI 역사의 출발점인 3개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출범

(통신, 전자, 전기 분야) 설립

1981. 01. 20

1985. 03. 26

1976년 12월 30일,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 분야의 전문 연구를 위해 한국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자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 : KIET) 설립

통합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기기시험연구소(Korea Electric Research and Testing Institute : KERTI)

통합되어 정보통신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족

설립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1976년 12월 30일,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험 등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한국전기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통합되어 출범

1985년 3월 26일,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맞춰 통신과 전자 분야의 통합

1976년 12월 31일, 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전자교환기의 도입 및

Research Institute : ETRI) 출범

06.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발족

1996년

1977년 12월 10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ETRI 부설로 이관

연구소가 한국통신기술연구소(Korea Telecommunications Research

1967년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자계산실로 출범한 KIST 부설

Institute : KTRI)로 독립

시스템공학연구소(System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 SERI)의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1996년 1월 1일, ETRI 부설

1996. 01. 01

1997. 01. 31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967년 6월, KIST 전자계산실로 출발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1981년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

04.

기관으로 이관
1998년 5월 25일, ETRI에 흡수 통합

07.

1996년 1월 1일, ETRI 부설로 이관

1981년 1월 20일,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 방안’에

1998년 5월 25일, ETRI에 통합

따른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안 시행에 따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

1997년

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Korea Electrotechnology and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KETRI)로 통합

1997년 1월 31일, 전기통신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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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성과

mission

ETRI는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achievement

2010’s

2013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인 발렛주차 기술개발
2012 ·100배 빠른 광 인터넷 기술개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개발

2011 ·투명도 조절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패킷-광 통합 전달망 기술개발

2010 ·4세대 이동통신 LTE-Advanced 세계 최초 개발
·스마트 선박 기술개발

2000 ’s

2009
2008
2007
2006
2005

·SMMD 기반 실감체형 4D 시스템기술 개발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동판매기 세계 최초 개발
·3.6Gbps 4세대 무선전송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무선 홈 네트워크(UWB) 개발
·국산 임베디드SW 개발 솔루션 첫 수출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

2004 ·WiBro 시제품 개발

1990’s

1999
1996
1995
1991

·동기식 IMT 2000(CDMA2000) STP 시스템 개발
·CDMA ATM교환기 개발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TDX-10 개통
·주전산기Ⅱ(TiCOM) 개발

1990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1980’s

1970’s

1989
1988
1986
1984
1983
1982

·4M DRAM 개발을 시작으로 16M, 64M, 256M DRAM 개발
·565Mbps 광통신 시스템 개발
·TDX-1 개통
·16비트 UNIX 개발 컴퓨터 국산화 성공
·8bit 교육용 컴퓨터 개발
·우리나라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 32K ROM 개발

1977 ·한국통신기술연구소 설립
1976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설립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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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연구체계

vision

Common Core
Technology
미래를 창조하는 ICT Innovator

ICT기반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융합·ICT생태계 기반의 연구추진체계

Management
Principle

01

신산업창출과 기존산업 경쟁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기술·산업 간 수직·수평적 ICT 융합 기술 개발

Innovation
혁신형 연구성과 창출

미래를 창조하는 ICT 정책·전략·표준
선도 및 창의적 기술 개발

02

Global Talent

국민 행복, 고객 감동의 글로벌 리더형
스마트 부품소재 기술 개발

융합기술

세계수준의 선진경영체계 구축

정보통신
부품소재

창의미래

03

Intellectual Asset
글로벌 IP 경쟁력 확보

공통핵심기술

방송통신미디어

SW·콘텐츠

통신인터넷

Strategy
창조경제 기반 실현을 위한
창의적 SW·콘텐츠 기술 개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 경영

창의·융합
R&D혁신
시스템구축

Global Open
R&BD
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식재산
Biz
전략 강화

창의인재 육성
HRD
시스템 구축

스마트 선진국을 위한 인간친화형
방송통신미디어 기술 개발

‘실감 개인 공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클라우드 인터넷 기술 개발

ICT
Innovator
For
A Great
Tomorrow
인류가 보다 즐겁고, 편리하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ICT 생태계를 주도해나가고 있는 ETRI.
국가 연구개발의 성장 동력기관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8 융합기술연구소
24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
28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32 통신인터넷연구소
38 SW·콘텐츠연구소
46 창의미래연구소
52 사업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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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research
fields

IT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Laboratory

산업IT융합
첨단 운전자 지원 친환경·지능형 자동차 개발과 디지털 해양 인프라·
통신 e-navigation 서비스 개발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 자동차 및 조선
ICT 융합 기술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ICT 융합 분야에서는 ICT
기반 차량·운전자 협력자율주행 시스템(Co-Pilot)의 판단·제어 기술
개발, WAVE 통신기술 개발, 자동차 융합 플랫폼기술 개발, 운전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운전자 시야 중심 차량용 증강현실 정보제공 시스템

융합기술연구소

융합기술연구소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ICT 융합기술 리더’를 비전으로, 신산업 ICT 융합,
공공 ICT 융합, 성과확산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물 웹 기반 스마트 스크린 기술, 농기계 자동화를 위한 로봇 지능 기술, 암

기술 개발, ICT 융합 기반 차량자동유도 및 무인 발렛주차 기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 ICT 융합 분야에서는 해상 애드혹 네트
워크 기반 선박 안전운항 솔루션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이온 가속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와 BT가 융합되
는 유헬스·라이프케어 및 진단치료 시스템 기술, 인간친화형 지능형 로봇 및 공간정보 관
리 기술, 센서와 통신이 융합된 미래형 자동차 및 조선 기술, 지능형 우편물류 및 산업물류
시스템 기술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지능형 생활공간의 실현을 위한
스마트그린라이프 컴퓨팅 기술과 더불어 모든 사물과 콘텐츠가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USN·IoT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oT융합
모든 사물, 환경,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스
마트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감지
및 사물인식, 사물 통신 및 네트워킹, 스마트 디바이스, 개방형 플랫폼,
상황인지 및 감성융합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환경센서, 무
선충전, NFC, RFID, RTLS, 센서네트워크, 스마트 센서단말, 사물협업,
RFID·USN 미들웨어, 시맨틱 서비스 플랫폼, 사물 웹 플러그인, 가상·실
세계 동기화, 상황기반 동적 사물인터랙션에 이르는 IoT 핵심기술들을 개
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농축산, 환경, 건강, 의료,
에너지, 사회안전, 자동차, 교통, 물류, 감성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
는 IoT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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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지능형인지기술
감각인지, 위치인지, 지식, 지능을 융합한 지능형 인지기술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지능형 인지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간 친화형 지능형 로봇에 탑재되는 로봇 S/W 공통 플랫
폼(OPRoS : 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 멀티 모달 인식 기반
의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HRI : Human Robot Interaction) 및 로봇 자
율주행 기술 등 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분석·추론 기반의 지식융합
서비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실내외 연속
측위, 3D 공간정보 생성 기술, 공간정보 엔진 기술을 융합해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인지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그린라이프   
스마트그린라이프 기술은 ICT를 통해 인간 중심의 친환경 생활공간을 제

바이오의료IT융합  

공하는 융합기술이다. 스마트그린라이프 연구에서는 WPAN무선통신 및
환경적응형 네트워킹 응용기술, 스마트라이프 지원 SW 플랫폼 기술, 실

고령사회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ICT와 BT의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u-헬스, 질병 진단을 도와

감·감성 개인서비스 기술, 스마트 그리드 및 홈·빌딩 에너지관리기술,

주는 의료영상 가시화 및 분석 기술, 현장에서 바로 질병을 진단하는 현장 진단기술, 유전정보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는 유전정보 분석기술,

LED조명 통신 서비스 기술 등 스마트그린라이프 환경을 실현하는 연구

일상생활을 관리해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라이프케어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IC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진단치료시스템 및 의료

를 진행하고 있다.

기기 소자 부품 등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안전과 통합의 사회-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이라는 국가전
략에 발맞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지능형 생활공간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원천기술과 응용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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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우정물류기술

농업ICT 융합기술
농업ICT 융합 솔루션으로 다양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고 국내 농업분

국가 물류 인프라인 우편물류 서비스와 산업물류 현장의 정보화 및 자동

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 그린하우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화를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우편기술 관련 국내 유일의

개발하고 있다. 농업ICT 임베디드 플랫폼은 기상 및 온실의 내부 환경을

연구조직으로 우편물류 정보시스템 설계, 우편주소 인식기술 개발 및 배

측정하고, 재배 작물에 따른 농업 지식 기반으로 온실 내부 환경을 자동

달경로에 맞춰 우편물을 자동 구분하는 순로구분기를 비롯한 각종 우편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다. 먼저 재배자의 경험을 반영한 플랫폼을 만드는

자동구분기를 국산화 개발하는 등 국내 우정 정보화와 자동화에 큰 기여

것을 시작으로, 온실 내 환경 예측 기능 및 작물의 생장 환경 모델을 적용

를 해오고 있다.

하고자 한다. 농업 ICT 융합 기술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현재는 스마트 포스트 기술 개발과 철도물류 분야로 확장해 최적의 물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달성하고자 한다.

운송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산 소포구분 기술, 무인
접수 및 배달 통합 장비 기술, 새 우편번호 기반의 우편물 자동구분 기술,

자동차ICT 융합기술

집배구 조정관리 기술 및 복합열차 물류시스템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개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다중센서 융합 기반의 저가격·소형화된 스마

하고 있다.

트센서 및 차량 안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차량용 주변상황

또한 미래 물류서비스에 대비해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기술을 우편 및 철

인지 센서에는 Radar, 3D Lidar, Vision 센서 등이 있다. 이러한 지능형자

도와 같은 국가 물류뿐만 아니라 일반 물류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동차용 상황인지 센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와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우편정책과 시장 흐름에 맞추어

공동으로 다양한 센서를 융합한 차량 안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우정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정IT 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
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ICT 융합기술
대구·경북지역에 특화된 의료기기 및 의료로봇 기술과 의사·병원·기
업과 같은 실수요자들의 의료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만성 질환자를 위한 인체 삽입형 자동 감시 시스템 기술을 포함해 모
발이식로봇, 인체에 이식 가능한 뼈, 세포 및 조직을 재생하는 의료용
3D 프린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말초신경 상태를 측정해
당뇨합병증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국제 스마트 약상자 모니
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 의료현장 중심의 의료

대경권연구센터   
지역 ICT산업 및 주력산업의 R&D 역량강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 설립됐다. 원천기술
실용화 및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자동차·의료·모바일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 기업체 수요 기반 ICT 융합 실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지능형 그린하우스 통합 플랫폼 기술, 지능형자동차용 스마트
센서 및 차량 안전시스템 기술, 의료ICT 융합기술 등을 연구·개발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IT 융합기술을 발굴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사업화로 촉진시켜 지역 의료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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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research
fields

정보통신부품소재
연구소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e
technology research
laboratory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는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부품소재 기술 Creator’를 모토로,
전자정보산업의 핵심인 융합부품 및 소재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기술로는 다기능, 고효율, 고부가가치 시스템을 구현하는 융합부품 기술, 기
존 반도체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신 반도체기술, 창조적 융합부품기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과 서비스가 연계된 핵심적이며 고부가가치인 융합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한계 극복과 미래 정보통신기술의 토대가 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I/O플랫폼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용 산화물 TFT용 소재·소자·공정 기술과 반사형
표시 소재·소자 기술(광결정·전기변색·컬러전자종이용 소재 및 소
자·패널), OLED(백색 OLED 소자·패널, 광추출 소재·필름, 조명응용),
신축형 소재·소자 및 감성터치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 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
출하기 위해 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반사형 디스플레이, 초절전 LASA(환경적응 : Light Adaptable, Space
Adaptable)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소재·소자·
공정 원천기술과 OLED 기술을 이용한 조명용 OLED 패널 및 교감형 조
명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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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나노융합소자
나노 및 MEMS 기술 기반의 저전력 초소형 융합센서, 터치스크린패널, 에
너지 저장소자 및 BLDC 모터 구동부 등 고전압·대전류 전력소자 기반의
전력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디지털 혼성 신호처리 기술
과 지능형 센서신호 처리 알고리즘 기반의 센서 인터페이스, 전력반도체
구동회로 기술 및 집적회로-광소자 단일칩화 기술 등 고성능 SoC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을 위한 광전 융합기술
인 실리콘포토닉스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T부품산업기술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무기·유기물 소재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리콘·금속 이종접합을 통한 포논의 전파를 억제하는 기술을 이

광무선융합부품   
InP, GaAs, GaN 등의 화합물 반도체 물질에 기초한 혁신적인 초고속 광무선융합부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HBT 및 HEMT 기반의 밀리미터 대역
초고주파 집적회로(MMIC), 초고속광 인터넷 부품, 광무선 융합통신소자 등의 소자개발과 광전배선 및 3차원 고집적 패키징 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워전력소자와 LED(light emitting diode)와 같은 에너지절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속 광대역 유무선 정보통신 및 정밀한 국방전자시스템의 핵심부품을 제공하고,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할 핵심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용하여 주변 열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열전소자, 인쇄방법을 이용
한 에너지소자 및 TFT소자, Super capacitor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고효율·저손실 에너지 절감 전력반도체 산업의 선진화 및 그린
IT 사회를 구축하고자 GaN 및 실리콘 전력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전자, 통신기기의 발열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냉각소재 및 소자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융합부품실험
실 보유기술 및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이나 시제품제
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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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research
fields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Media
Research
Laboratory

차세대스마트TV   
멀티스크린을 기반으로 방송형, 통신형, 방송통신 융합형, 컴퓨터형 서비
스를 제공하는 CPND 기반의 Beyond 스마트TV(Midas Media TV)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친화적인 멀티모달 휴먼 인터페
이스에 의한 화면제어가 가능한 기술과 방송과 인터넷이 연동된 신개념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
의 편리하고, 즐겁고, 유익한 Midas Media TV 개발을 위해 기능 검증용

방송통신미디어
연구소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방송통신 신기술 선도’라는 비전 아래, 차
세대 방송통신미디어 핵심원천기술 및 표준기술 확보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실감미디어, 방통융합, 위성 및 전파분야의 기술개발 및 확산으로 고품격 글로벌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파방송 무선자원 활용 고도화로 전파자원 서비
스 편익을 증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구축, 단말 STB 기술, HTML5 기반 스마트TV SW 플랫폼 기
술, 미러형 스마트 리모콘 기술, 음성인식 및 제스처인식 기반 멀티모달
UI/UX 기술, 양방향 증강방송 및 스마트 방송광고 기술, 하이브리드 미디
어 전송 기술,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술, 지능형 미디어 검색 및 추천 서비
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방송시스템
디지털방송시스템·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차세대방송에 대한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FC망에서
셀노드기반 융합전송기술, 광역 채널 기반 10Gbps급 케이블 방송 인프
라 기술 개발, 주파수 공유형 지상파방송기술, DTV를 활용한 Wake-up
긴급경보 방송시스템 기술, FTN(Faster Than Nyquist) 기반 유무선 방송
시스템 고도화 기술, 방통융합형 동적 방송 서비스 기술, 무안경 3DTV
방송기술, 디지털라디오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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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실감방송미디어   

지능형융합미디어   

위성무선융합   

현장감과 현실감이 더욱 증대된 정보 전달을 위한 실감미디어 핵심 기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 제공을 목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Ka대역 통신 탑재체를 싣고 2010년 6월에 발사된

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방송을 위한 UHDTV 영상과 3차원 실

표로 사용자 중심의 참여와 공유, 개인화 및 서비스 융합을 통한 한 차

천리안 위성통신시스템의 우주 인증 및 관제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중심으

감 오디오 획득, 제작 및 압축부호화 기술, 현장감을 최대한 전달하고

원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보유하

로 첨단 위성통신방송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DVB-RCS 2

자 하는 초고화질 파노라마 영상 획득 및 재현 기술, 더 나아가 감성적

고 있는 다양한 융합 서비스 핵심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방송통신

기반의 고효율 VSAT 시스템 핵심기술, 강우 등 채널 변화에도 방송서비

인 느낌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촉각 및 후각 획득, 전송 및 표현 기술,

서비스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차세대 스마트 TV를 비

스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채널 적응형 실감위성방송 전송기술, 위성항법

그리고 궁극적인 3차원 입체영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홀로그래

롯한 다양한 미래의 융합미디어 서비스와 연계되는 요소기술을 발굴·

시스템 및 응용기술, 차세대 위성·지상 겸용 휴대통신을 위한 4세대 위

피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성·지상 겸용 기술 및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천리안 위성 개발을

현재 중점 과제는 상황인지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인 텔

통해 확보된 부품 및 시스템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위성무선 융합

레스크린 시스템 기술, 몰입형 스크린 미디어 서비스 산업 촉진을 위한

서비스용 레이더·안테나·중계기에 사용되는 MMIC를 포함한 핵심 RF

스마트 스페이스 기술, 영상객체 인식기반 지식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상위성 데이터 수신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웹 오브젝트 기반의 다중 통합 촬영 시스템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

도 수행하고 있다.

한 웹 오브젝트 아키텍처 기술, 지능형 융합미디어를 통한 맞춤형 재난
전달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위한 철도자율무선센싱 기술 등이다.

전파기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 주파수 공유기술, 새로운 전파자원 개척기
술, 전자파 공학기술, 생활전파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
율적 이용을 위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Cognitive
Radio 기술과 전파의 전파특성, 스펙트럼 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한, 새로운 주파수 자원 개척을 위한 기술로는 밀리미터파 및 테라헤르츠
대역의 전파 활용 미래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및 테라헤르츠 대역의 전파
환경에 적합한 무선 전송 및 RF·안테나 기술을 개발 중이다. 전자파 환경
기술은 인체영향 및 전자기기 간 간섭 등 전자파 역기능에 대한 대책, 전
자파 해석기술, 전자파의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생활전
파 기술로는 마이크로파대역이나 테라헤르츠 등 전자파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방암 진단 기술, 식품 이물질 탐지 시스템 기술, 무선 에너지전송
기술, 헬스 모니터링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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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ICT

주요연구분야

research
fields

통신인터넷연구소

communications
internet
research
laboratory
통신인터넷연구소는 창조경제 인프라 기술 선도 및 Mobile Life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며, ICT분야와
융합되어 확장되는 지식기반 미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융합을 아우
를 수 있는 이동통신기술, 미래인터넷 기술 및 광인터넷 인프라와 미래네트워크 기술 분야
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광역경제권을 위한 ICT 융·복합기술연구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분야는 4세대 및
5세대 이동통신기술,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대용량의 트래픽 수용과 초저지연 서비스
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 인터넷기술 및 인터넷기반의 융합 네트워크기술, 패킷-광 통합 기술,
융합서비스 플랫폼기술, 전술국방통신 등 각 분야의 원천기반 연구 및 성장동력형의 상용화
기술이 있습니다.

유무선융합

무선응용

창조경제 인프라 기술을 선도하는 차세대 유무선 융합형 기술에 대한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대형 과제 기획과 개별 과제별 성과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기술 경

사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기반의 인터넷

쟁력 및 시장 지배력 극대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세계

서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사용자는 보다

화를 위해 국제 표준화 기관의 리더십 확보 전략, 마케팅 전략 및 특허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기

전략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연구소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술을 원하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용량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

리고 대용량의 트래픽 수용과 초저지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무

하기 위한 소형셀 및 차세대 고효율 안테나 기술, 이동통신기반 응용기

선 융합 5G구조 연구와 저지연 스마트 콘텐츠 전달 기술에 대한 연구

술, 밀리미터대역까지의 RF 기술 및 채널 모델링기술 등에 대한 기술개

를 수행하고, 네트워킹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소

발과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기반의 현 IP 네트워킹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

미래의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소형셀 기지국용 솔루션, 차세

인 식별자 기반의 네트워킹의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유무선

대 고효율 안테나 기술, 셀룰라 및 밀리미터 대역의 RF기술 그리고 이

네트워킹 기술과 최신 IT기술을 융합하여 개발자 및 이용자에게 제공

동통신기술을 타 산업(국방통신기술, 해상통신, 공공안전재난통신 등)에

하기 위한 서비스플랫폼 기술 및 이용자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

적용한 공공 및 응용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오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디어의 초고품질화 및 초대용량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차원 미디어와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워크 기
술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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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유무선액세스   

스마트네트워크

광인터넷

통신환경은 스마트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확산으로 트래픽이 크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 보안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융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문명은 정보의 대량유통을

게 증가하고 D2D, IoT 등 네트워크와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가 증가되

합 등을 통해 단순히 인터넷 트래픽의 전달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신 트래픽은 연 40%씩 증가해

면서 유선과 무선의 장점을 결합한 유무선통합 네트워킹 연구가 본격화

존 통신네트워크의 부가가치 재생산의 한계, 정보유통 구조의 유연성

왔고, 앞으로도 약 8년마다 트래픽이 10배로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될 전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유무선이 통합된 인프라를

한계, 네트워크 자원 재활용성의 한계, 사회기반으로서의 안전성 한계

망이다. 이러한 트래픽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신 용량을 획기적으로

기본으로 개인이 중심이 되는 무선단말 네트워킹 기술이 서로 결합되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관점에서

늘리면서도 비용과 상면적,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신기술 개발과

면서 새로운 미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가

의 총체적 해결을 지향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다양한 뉴미디

실용화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Tb/s, 100Tb/s, 1Pb/s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통신서비스 품격을 개선하기 위

어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와 지식의 효과적인 유통

급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아울러 초고속 광전송 기술, 광가

하여 ‘나를 이해하는 서비스(근접 서비스)’, ‘나와 함께 하는 서비스(개인

을 위하여 네트워크·컴퓨팅·스토리지가 밀결합되는 스마트 클라우드

입자 전송 기술, 광 캐리어 이더넷 기술 및 Transport SDN 기술에 대한

클라우드)’를 목표로, 근접 SNS 기술, 모바일 개인 클라우드 기술, 단말

네트워킹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네트워킹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간 직접통신기술, 디바이스 간 분산통신기술, 차세대 기능 분산형 클라

이슈로 등장한 SDN 기술과 네트워크 운영체제, 그리고 안전한 네트워

우드 기지국 기술,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Giga KOREA-5G

크 실현을 위한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액세스기술)을 수행하고 있다.

무선전송
5G 이동통신 기술은 현재의 이동통신기술 대비 1000배 이상의 무선 전
송 용량 증대를 실현하여 5G 지식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네
트워크 기술로서 단순 음성·데이터 통신을 넘어 인체 신경세포망과 유
사한 지식통신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5G 비전은 3G, 4G로 이어지
는 이동통신 발전 흐름을 이어가되 단순 진화가 아닌 변혁적인 기술 혁
신으로 새로운 차원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5G 이동통
신 관련 기술인 중추자율 네크워크 원천기술, mmWave 활용 기술 및
관련 RF 기술, 셀룰러대역 성능 향상 기술, 차세대 무선랜 기술, 무선근
접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선도 개발하여 관련
기술을 국내외 표준화 기구에 기고함으로써 이동통신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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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광융합 영상관제 연구분야

광통신 A2LA 국제공인시험 지원분야

도시 영상관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영상관제에 레이저

광통신소자, 부품, 모듈, 단말, 시스템 등 광통신 전 분야에 대해 국내에

영상과 임펄스RF 영상을 결합한 광융합 영상관제 기술을 연구 개발하

서 유일하게 미국 A2LA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산

고 있다. 광융합 3D 광학엔진 및 광신호처리 기술, 영상인식 및 정합 기

업체의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시험내용은 Telcordia, IEEE, IEC,

술, 표준 영상관제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다. 향후 기술 확산 및 사업

TIA/EIA, MIL-STD 등 66개 국제시험규격에 따른 광통신 제품의 온·

화를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 시제품 및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은 통신사업

습도순환, 충격, 진동, 내부 습도 등 신뢰성 15개 항목 및 중심파장, 반

자와 연동하여 호남지역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사·삽입손실, 편광모드 분산 등 특성 측정 41개 항목에 달한다.

광응용부품기술 연구분야
광응용부품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광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가전, 자
동차, 조선 등과 같이 광모듈 적용이 가능한 타 산업분야에까지 광응용
부품 및 모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Gbps급 저가형 수동 광
가입자망용 광송수신 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및 차세대 무안경(Glassless) 3D 디스플레이를 위한 레이저 BLU(Back Light Unit)용 핵심 광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기반 맞춤형 융합기술 개발 지원
호남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공동연구 아이템을 발굴하고 ETRI의
ICT핵심기술을 접목하여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애로기술 문제해결, 기술상담
및 정보제공, 광통신 부품의 국제공인시험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이 성
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남권연구센터   
스마트 광원격노드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호남광역경제권 ICT 융·복합기술의 R&BD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 폭증 및 초 광대역 광통신 기술

위한 기술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남지역 전략산업 기반

의 발달로 인하여 광통신 인프라는 매년 2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 선도기술 개발, 호남지역 산업체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본원

있으며, 이러한 광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및 자체개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 사업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

있는 스마트 광분배망 관리 플랫폼 기술을 연구한다. 스마트 광원격노드는

고 있다. 또한, 광통신 부품에 관한 연간 200여 건의 A2LA 국제공인 시험

장거리, 고분기 FTTH망에 적용 가능한 실시간 광링크 감시 기능을 지원하

지원 및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1연구원 1사 멘토링 활동을 추진하

며, 스마트 광분배망 통합 관리 플랫폼은 ITU-T 및 Broadband Forum

여 호남지역 산업체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01년 5월 설립

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전자태그 기반의 자동화된 광통

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에 소재하고 있다.

신 인프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개발된 스마트 광원격노드 및 광통신 인
프라 통합관리 플랫폼은 호남권연구센터 테스트베드에 시범 적용하여 조
기에 상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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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research
fields

SW · 콘텐츠연구소

SW· Content
research
laboratory

SW·콘텐츠연구소는 신뢰받는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SW·콘텐츠 기술 경쟁력을 대
도약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SW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 SW,
따뜻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한 차세대 콘텐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SoC 융합, 깨끗하고 안전한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에서부터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전주
기 R&D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SW·콘텐츠 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
의적인 SW 융합 R&D를 통해 신시장 창출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개방형 협력 R&D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W기반기술연구

클라우드컴퓨팅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기술 창출을 모토로 국가전략 SW기술 확보,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화된 IC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창의적 연구를 통한 SW미래기술 선점, SW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팅 기술로, IC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

분야의 SW 핵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기술로

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컴

는 스마트 혁명을 견인하는 빅데이터플랫폼 기술,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퓨팅 방식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연구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차세대

및 실감 UI/UX 기술,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을 통해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기술의 고도화

자연어·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지능 진화형 질의응답 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강국의 명성을 유

DaaS(Desktop as a Service) 시스템 및 단말 기술, 저비용 고성능

지하기 위해 최첨단 컴퓨터 기초 기술과 기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정

클라우드 스토리지 SW기술, 유전체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 등

보기술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이 있습니다.

기술로는 클라우드 DaaS(Desktop as a Service) 시스템 및 단말 기술,
저비용·고성능 클라우드 스토리지 SW기술,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이
용한 3D SW 서비스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시스템 기슬,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 에너지 인지 OS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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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자동통역인공지능   

차세대콘텐츠연구

영상콘텐츠   

음성처리기술, 언어처리기술, 지식처리기술, 인공지능기술의 획기적인 발

따뜻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한 영상과 융·

디지털영상 콘텐츠 핵심 기반 및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표준, 표준

전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간 친화적인 컴퓨팅 환경-Easy

복합 콘텐츠 및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국내외 산학연 연계를 통한 영상콘텐

Community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환경에서 언어장벽을

콘텐츠의 지능화, 플랫폼화, 감성화로 전개되는 차세대콘텐츠 발전추세

츠 분야의 선도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

허물 수 있는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과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인간 친화

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스, 2D·3D 변환 및 상호작용기술, 디지털 홀로그

되고 있는 2D·3D 변환, 동작인식, UI/UX 등의 컴퓨터 비전 기술의 오

적이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연어·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기

래픽 콘텐츠 기술, 가상현실기술, u-러닝기술, 콘텐츠 저작권 보호관리

랜 노하우와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액터, 크리처,

술, 인간과 기계의 지식 소통을 위한 지능 진화형 질의응답 기술(엑소브레

기술,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 디지털시네마 및 사이니지 기술, 고품질

네이처, 유체시뮬레이션, 실시간 렌더링, 합성 등 영화, 애니메이션에 활

인)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을 교육서비스와

영상 및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

용되는 컴퓨터그래픽스 기술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u-러닝 분야에서

융합한 외국어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시장 창

는 실감형 및 체감형 학습기술과 협력 인터랙티브 3D e-Book 기술을

출을 위한 콘텐츠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3차원 입체영상, 스마트 콘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영상 콘텐츠의 핵심 기술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텐츠 및 체험형 콘텐츠 관련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내 콘텐츠

위해 스마트콘텐츠, 디지털홀로그램, e-Training, 다자 참여형 학습시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템 생성 및 상호작용 등 디지털콘텐츠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기술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빅데이터SW플랫폼   
디지털 공간에서의 데이터 빅뱅이 현실화됨에 따라 빅데이터가 시대적 화
두가 되었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SW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재난재해, 질병, 복지, 위기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 등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빅데이터 SW플랫폼 기술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반응
하는 인간친화형 창의적 컴퓨팅 환경 실현을 위한 도전과 인간과 기기 상
호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빅데이터SW플랫폼 연구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
리 기술, 스트림 데이터 처리 기술, 인메모리 DB 기술, 빅데이터 분석 SW
기술, 디바이스 협업 오픈 미들웨어 및 상호 연동 기술, 실감 UI/UX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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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융복합콘텐츠   

콘텐츠플랫폼   

SW-SoC융합연구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가상현실과 u-러닝 및 스마트콘텐츠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가

온라인 게임을 위한 게임봇 탐지 및 대응 기술, GPU 가상화 기반의 클

개방형 융합플랫폼을 통한 고부가가치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융

‘개방형 SW 플랫폼’의 연구개발과 보급으로 ICT 및 제조 산업의 핵심

상현실분야에서는 혼합현실,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및 실감 4D 체험 기

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기술, 카메라 영상 기반의 스마트 정보검색 기술,

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국가 SW-SoC 융합 R&BD 거점으로서 기술과

부가가치 창조를 통한 차세대 국가 SW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술을 개발하고, u-러닝 분야에서는 실감형 및 체험형 학습 기술과 협력

클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기술, 사용자 정

가치,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SW-SoC융합연구본부는 고부가가

이를 위해 국방, 항공, 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모바일, 스마트 가전 분야

인터랙티브 3D e-book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분야 산업

서표현을 위한 비주얼 감성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8K급 해상도의

치 반도체인 시스템반도체와 신기능 개발의 핵심도구인 임베디드SW

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 사용자들이 활용 가능한

체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개발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및 디지털 사이니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향

기술의 융·복합화 촉진, 비즈니스 지원 및 육성, 인력양성을 통해 우리

SW 플랫폼을 운영체제, 미들웨어, 개발 도구의 통합 형태로 제공하고

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분야의 연구 성과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가상용

후 다양한 형태의 개인 맞춤형 및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운용 및 서비스

나라 융합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있다. 더불어 SoC와 연동하여 함께 시험할 수 있는 SW-SoC 융합플

접 시뮬레이터, 투과형 안경 디스플레이, 가상 패러글라이더용 모션 플

시장을 확대 및 개척하기 위해, 영상 기반의 콘텐츠 운용 및 유통을 위한

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개발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랫폼, 초등학생을 위한 실감형 및 체험형 영어 학습시스템이 있으며, 앞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기반 및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가가는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으로 Live 4D, e-Training, 다자 참여형 학습시스템 및 스마트콘텐츠

특히 리눅스, RTOS 및 센서 OS를 기반으로 D2D 스마트 커넥션, AV 그

에 대한 사용자 분석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룹 통신 및 CPS 등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간의
융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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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이버보안연구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측면에서는 ‘산업적 문제’에서 ‘국가
안보적 문제’로, 보안 기술 및 시스템 측면에서는 ‘다기능·속도 경쟁’에
서 ‘소프트웨어 지능 경쟁’으로 변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보안연구본부는 무범죄 안전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R&SD 역량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사
이버보안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기반
스마트 환경을 전제로 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용 암호 기술, 사이버 범죄의 예방 및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
렌식 기술, 사용자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큐리티 큐레이션을 제공
하는 프라이버시 강화형 개인정보 유통 플랫폼 기술, 빅데이터 환경에서
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공격 탐
지·대응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키 누출 검증 및 방지 기술, 안전

시스템반도체   

서울SW-SoC융합R&BD센터   

반도체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호처리 기술, 방통융합 기술,

SW-SoC 분야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

산업융합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신호처리 기술로서 멀티코어 기반

술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총괄해 SW-SoC 산업

의 임베디드 CPU 코어 기술, 오류 감지 및 극복 프로세서 기술, 초고해

육성에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에서

상도 비디오 코덱 SoC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방통융합기술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로 이전했다.

LTE 기반 Small-cell SoC 기술, 모바일 TV 단말 SoC 기술, 디지털 RF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산업체 수요 기반의 대학원 재학

SoC 기술, 광대역 Wi-Fi SoC 기술, 인체통신 SoC 기술 등을 연구하고

생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CT 융합지식을 갖춘

있다. 그리고 산업융합 기술로서 CMOS 기반 차량 77GHz 레이더 SoC

고급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조성 사업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가상화 기반 악성 행위 탐지 및 분석 기

기술, 차량 ECU 통합 SoC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반영구 배터리

통해 강소팹리스를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기업

술, 침해사고 이상 징후 탐지 및 대응 기술, 사이버 표적 공격 인지 및 추

관리 기술, 도전 섬유 기반의 IT 시스템 구성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다. 더불어 스마트 가전용

적 기술을 포함하는 인터넷 레이더 기술, 스마트 단말의 정보유출 방지를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companion-device(c-device), emotional-

SW-SoC 개방형 융합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 팹리스 및 SW업

위한 MTM기반 보안 기술, 모바일 단말의 비인가 접근 차단 솔루션, 산업

lifeware(e-lifeware), intelligent-vehicle(i-vehicle) 등의 신산업 분야

체에 다품종 소량생산과 Time-To-Market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경

용 방화벽, 위협분석, 통신망 관리 기능의 산업용 사이버 보안 기술, 해양

에 대한 SW-SoC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에

쟁력을 제공하고, 이후 모바일, 자동차 및 에너지 분야의 SW-SoC 개

안전 실현을 위한 차세대 VTS 기술 개발 및 자동차 전장 ECU 간 보안

기여하고자 한다.

방형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국내산업 주력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의 지속

전송 기술운송보안(자동차·항공 등)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적 성장을 제공, SW-SoC 산업분야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확보함으로
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진흥하고자 한다.

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기술로 실시간 비디오
(CCTV)영상에서 범죄 위험 분석 및 영상 정보보호 기술, 그리고 스트리밍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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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research
fields

창의미래연구소

future
research
creative
laboratory
창의경제

미래기술

창의미래연구소는 우리나라의 ICT 정책 및 R&D 기술기획을 선도하기 위한 통섭형 Think-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ICT 혁신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경

ETRI R&D 기술기획에 대한 총괄·조정, 대외 기술정책 대응 및 사업기

Tank 조직으로서 미래기술연구와 기술정책연구, 창의기술 및 표준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

제·기술 간 통섭적인 관점과 창의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미래 시

획·수주 등의 역할을 위한 기술분석·전략·기획·사업의 전문 직무를

다. 연구소의 조직은 창의경제연구부, 미래기술연구부, 산업전략연구부 3개의 연구부와 표준

나리오와 기술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유망 ICT R&D

수행하고 있다. 부처별 ICT 기획사업 선도, 범부처 ICT사업 선도를 통한

연구센터, 그래핀소자창의연구센터, THz포토닉스창의연구센터, MIT창의연구센터, 투명소

분야를 발굴하고, ETRI 관련 영역의 기술시장 분석을 통해 R&D 포지셔

융·복합과제 및 대형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ICT 및 융합 기반 스마

자 및 UX창의연구센터, 나노전자원창의연구센터 시냅스소자창의연구센터 7개의 센터로 구

닝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ICT 생태계 동반성장 관점에서 R&D의 산업

트미래인프라, 창의서비스, 통섭기술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

성되어 있습니다. ICT 정책·전략·표준 및 미래기술 선도를 목표로, 전 부서의 협력·창의

육성 기능 제고방안을 제시하며,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기술 발굴, 창의연구 아이디어 도출 등에 앞장서고 있다.

적 통섭 연구를 기반으로 한 ICT 핵심정책과 전략 수립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미래 ICT

위한 ICT 관련 법제 분석과 제도개선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개발 로드맵을 생성하며, 차세대 핵심 창의기술 발굴·기획 등의 연구를 통해 미래수요
기술 선점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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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산업전략
ETRI의 성공적인 R&D와 ICT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ICT R&D 기획에서 산업육성정책, 비즈니스모델 개발
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ICT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핵심 ICT R&D의 기술경제성분석, 방송통신시장 활성화
및 규제정책, 그리고 방송통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략수립 등을 중
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표준연구

그래핀소자창의연구

THz포토닉스창의연구

ICT 분야 표준화 전문 조직으로서 미래 선행기술 국제표준개발, 국민

꿈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을 이용해 다양한 전자소자, 광전

최근 테라헤르츠파(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사이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정보 통신 기술, 보안, 생물, 의학, 비파괴 검사, 식품 및 농작물 품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기반 표준 제정, ETRI의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

소자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래핀 전자소자 및 광전소자 연구를 위해

질 검사, 환경 감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테라헤르츠파를 실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활동 기반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요 연

서는 품질이 우수한 그래핀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물성을 제어할 수 있

하고 크기가 작은 테라헤르츠파 부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포토닉스기술을 이용하면 포토닉스기술에서 개발된 각종 광학부품, 전자부품, 측정

구분야는 IPTV·스마트TV, 스마트워크, 콘텐츠 네트워킹, P2P, RFID/

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확보된 그래핀의 물성에 적합

시스템, 측정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형 테라헤르츠파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포토닉스기술을 기반으로 소형 테라헤르

USN, 사물인터넷(M2M/IoT), 그린ICT, 미래네트워크, 모바일 웹, 차세

한 신개념 응용소자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화학

츠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1.3/1.55㎛ 듀얼 모드 레이저, 광대역·고출력 포토믹서, 고감도 검출기 등의 부품과 이를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대 웹, 클라우드컴퓨팅, 이동통신, 스마트그리드 등 정보통신 분야의 주

적 합성과 CVD 성장법을 이용해 고품질 대면적의 그래핀 성장 제조기

분광·영상기, 정밀 두께 측정기, 튜너블 테라헤르츠 트랜시버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요 핵심기술이다.

술의 연구와 화학·바이오센서, 초고속 트랜지스터 및 로직 소자, 발광
트랜지스터, 플라즈모닉스 광전소자, 메타물질, 투명전극 등 그래핀 기
반의 플렉시블 소자 및 시스템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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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MIT창의연구
금속-절연체 전이(MIT : Metal-Insulator Transition)는 온도, 전압, 빛,
압력, 자기장 등 외부 변수에 의해 어떤 물질의 절연 상태가 금속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MIT현상을 보이는 물질에는 산화물, 화합
물반도체, 탄소물질, 유기물 등 다양한 재료가 있으며, 센서, 스위치, 에너
지 소자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응용의 예로써 특정온도에서 일어나는 불
연속 점프현상을 이용하여 임계온도 스위치의 제조가 가능하며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MIT 소자와 트랜지스터가 결합한 MITR은 새로운 응용
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지금도 MIT 현상을 보이는 신재료의 개발과 고감
도 MIT 센서의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투명소자 및 UX 창의연구  

나노전자원창의연구   

시냅스소자창의연구

미래의 정보 전자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체험형 인터페이스를 연

우리 주위에는 전자레인지나 X-ray 등 전자빔을 이용한 장비들이 흔히

병렬구조를 기반으로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하며 학습 능력을 가지는

구하고 있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쓰이고 있다.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고온으로 열을 가열해 전자를 방출

뇌의 핵심 구성 요소인 뉴런은 기억과 연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

미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탑재한 기기는 투명하고 유연한 사용자 인터

시키는 열전자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높은 소비전력이나 빠른 스

억을 담당하는 뉴런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시냅스의 가소성 특성과 스파

페이스 요구가 예측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촉각 입출력 인

위칭의 어려움 등 단점이 많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탄소나

이크 발화 특성을 모사하는 전기-광학적 소재 및 확장 가능한 소자 그

터페이스를 위한 투명 액추에이터, 투명 센서 및 상호작용 기법과 관련

노튜브, 그래핀, 나노와이어와 같은 나노 소재를 이용하여 초고밀도 전

리고 집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신경망과 하드웨어

된 원천기술 및 응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투명하고 유연한

계방출 전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열전자원과 전계방출 전

신경망의 실시간 양방향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

센서 및 액추에이터는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연구결과를 새로

자원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축퇴 극한의 초고밀도 전자원에

반으로 생물학적 신경망의 가소성 제어기술 확립과 하드웨어 신경망의

운 개념의 광학기기에 적용하는 형상가변마이크로렌즈연구단을 주관·

대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초소형 디지털 엑스선원,

유용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평판·평행 엑스선원, 스마트 엑스선 단층영상시스템과 같은 신개념의
응용 소자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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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research
fields

사업화본부

R&D사업화

지식재산경영

연구개발성과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사업화전용트랙 기

ETRI가 개발한 핵심·원천기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화를 통해 ETRI

획·운영,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화전략 연구 수행, 시장 지향형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수 IP자산 확보 전략 및 지식재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R&D사업화전용

산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 업무로는 TLO주도

트랙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제품화·서비스화 할 수 있

의 기술마케팅 추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식재산

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화를 위한 추가

권(IPR)의 확보 및 관리, 보유 IP에 대한 실시계약, 적극적 침해 대응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ETRI의 연구 인력을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

특허소송,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ETRI 기술의 이전, 국외 특허 라이센

을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연

싱 확대, 국제표준 특허풀 참여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ETRI

사업화본부는 ETRI개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과 중소·중견기

구인력 현장파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

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술료 수

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표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식재산관리, 중

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술예고제, 수요예보제, 사업화 유관기관

입의 지속적인 확대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기

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vision

술창업 등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시
스템의 고도화와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D사업화 전용트랙 운
영, 기술사업화전략 연구 및 기술마케팅 추진,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1실 1기
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운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기술창업 활성화
를 위한 예비창업과 연구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력

해외연구(북경연구센터, 미주기술확산센터)

ICT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ICT

ETRI 개발기술의 현지 기술 사업화 추진과 주재국의 기업들과 공동연구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

수행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예

및 제품을 탐색하고 국외 진출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기술홍

비)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중소기업

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외 기업은

애로기술 및 시험장비 지원, 창조경제타운의 ICT분야에 대한 온·오프

물론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ETRI

라인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 지원, 융합기술연구생산

기술탑재 제품의 국외 시장진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공동연구 창출,

센터의 인프라 지원, 마블러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등을

기술이전 또는 합작 사업화 성과 등을 이루고자 한다.

진행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백 개 기
술창업, 1만 명 고용창출, 1조원의 중소기업 매출 증대의 100만조 전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World #1
IPR
Factory

美 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ETRI는
기술의 국제표준특허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통해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PR Factory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일반현황
56 인원현황
과제 수행실적
특허출원
기술이전
표준화
SCI 논문
동문기업 및 성과
ETRI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60 전국 지역연구센터
61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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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인원현황

특허출원
총 인원 : 1,944명(2013년 말 현재)

특허출원 건수 : 19,056건(5년간 누적)

연구/기술직 1,784명(91.8%)

박사 866명(44.6%)

임원/행정직 160명(8.2%)

석사 957명(49.2%)

국내
국제
소계

학사 이하 121명(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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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별

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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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단위 : 건)

기술이전

과제 수행실적

기술 수 / 기술료 : 1,372건 / 1,612억 원(5년간 누적)

과제 수 / 연구비 : 2,804개 / 2조 8,968억 원(5년간 누적)

기술 수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료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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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표준화

동문기업 및 성과
표준기고서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 8,616건 / 499명(5년간 누적)

국내
국제
소계

180개

127억 원

145억 원

동문기업 수

매출액

자산 총액

140

1,899
1,794

1,759

1,724
1,440

120

1,240

105
96

103

99

60

96

1,505

1,479

1,497

1,570

100

동문창업 : ’80년 삼보컴퓨터(주) 창업 이후 약 500여개 기업설립

40

기업공개 : ETRI 동문창업 기업 중 24개 기업 상장 [거래소 4개 / 코스닥 19개 / 코넥스 1개 - ’14년 2월말 현재]
거 래 소 : 삼보컴퓨터(주), 한국데이타통신(주), (주)엘렉스컴퓨터, (주)콤텍시스템

254

329

315

227

200

20

코 스 닥 : (주)핸디소프트, (주)아펙스, (주)서두인칩, 하이퍼정보통신(주), (주)아이티, 아라리온(주), 기가텔레콤(주), (주)코닉시스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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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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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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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빛과전자, (주)이노와이어리스, (주)해빛정보, (주)케이엘테크, (주)알에프세미, (주)에스앤에스텍, (주)뉴그리드테크

2013

놀리지, 이엘케이(주), (주)제너시스템즈, (주)케이맥, (주)시큐브
코 넥 스 : 위월드(주)

표준기고서 (단위 : 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단위 : 명)

ETRI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SCI 논문

220

1.4

200

1.2

1.76

1.6

21개

15개

10개

기업 등록

기업 운영

등록 예정

2.03

1.80

240

1.87

1.8

26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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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62

280

272

2.2

261

300

1.93

SCI 논문 / 평균 IF : 1,334건(5년간 누적) / 1.90(5년간 누적)

기업 등록 : ETRI는 연구성과의 성공적 사업화를 ’07년부터 총 21개의 ETRI 연구소기업 설립
기업 운영 : 15개의 연구소기업을 운영 중 [’14년 2월말 현재]
(주)비티웍스, (주)테스트마이다스, (주)쓰리디누리, (주)쏘크웨어, (주)스마트큐, (주)케이씨피이노베이션, (주)수젠텍, (주)아리텔,
(주)호전에이블, (주)감동공장, (주)뉴런, (주)클라우젠, (주)엔라이팅, (주)쏠리드링크, (주)마인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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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SCI 논문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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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예정 : ’14년

내 10개의 연구소기업을 추가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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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IF (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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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연구센터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대전(본원) Tel.042-860-6114

서울SW-SoC융합R&BD센터 Tel. 031-739-72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loffe Physico-Technical Institute
JSC ‘Radiophyzika’
Skolkovo Foundation

TUD
Optec BB
TSB
Fraunhofer- Gesellschaft
Fraunhofer HHI
IRT
Univ. of Querzburg
Jülich Research Centre

호남권연구센터 Tel.062-970-6501

대경권연구센터 Tel. 053-670-800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 10길 1

MUST
Mobicom

CBEX
SSG Capital
CASIA
CTEX
STTE
NTEM
Shanghai Jiao Tong Univ.
Beijing Jiao Tong Univ.
Wuxi Sening Net
CSTEC
LIAONING TV Transfer Centre
SHENYANG INSTITUTE OF AUTOMATION CHINESE ACADEMY
SHENYANG HAI TE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Shenzhe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ding Market
TIAN JIN BAODIDISTRICT
Tsinfhua Univ.
China Soft Capital
Redback Network

GLOBAL R&

MALAYSIA

DMB Corporation
Malaysia Rubber Board

IOIT
MOIT
MOST

Dana Winery Co.
Ooyala Co.
Univ. of California Davis
ONIONMAP
Stanford University
IEC
Univ. of Southern California
IBM
Agere Systems Inc.
Intel
Qualcomm
Sun Microsystems
Futurewei Technologies, Inc.
Georgia Tech
Sea Space Corporation
SEMATECH
Bell Labs
IEC USA
Univ. of California, Irvine
Argonne National Laboratory

27국가 93개 기관

• ETRI BEIJING R&D CENTER : Room 1207, Air China Plaza, 36 Xiaoyunlu,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CHINA Tel : +86-10-8447-5215
•ETRI USA R&D CENTER : 2350 Mission College Blvd. Ste. 340 Santa Clara, CA 95054, USA Tel : +01-408-889-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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