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변천사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
1977년 12월 10일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76년 12월

1996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

31일 설립)가 통신 분야 전문 연구소로 독립

1981년 1월 20일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
1976년 12월 30일

1967년 6월, KIST 전자계산실로 출발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한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1996년 1월

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

1일, ETRI 부설로 이관. 1998년 5월 25일,

소가 통합되어 출범

ETRI에 통합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험 등을 위해 설립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976년 12월 30일

1985년 3월 26일

1997년 1월 31일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 분야 전문 연구를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해 설립

통합되어 정보통신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족

으로 명칭 변경

1997년

1976년 말

1981년

1985년

1996년

ETRI 역사의 출발점인 3개 연구소(통신, 전자, 전기 분야) 설립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출범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ETRI 부설로 이관

명칭 변경

●

●

●

●

●

1976년 12월 30일, 반도체, 컴퓨터

1981년 1월 20일, 과학기술처의 ‘연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맞춰 통신

1967년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연구

1997년 1월 31일, 전기통신법 개정

등 전자 분야의 전문 연구를 위해 한

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 방안’에

과 전자 분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

소(KIST) 전자계산실로 출발한 KIST

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한국

국전자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따른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안

됨에 따라 1985년 3월 26일, 한국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System

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of Electronics Technology : KIET)

●

시행에 따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

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

1976년 12월 31일, 통신기술의 체

설립

1976년 12월 30일, 전기 분야의 연구

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한국전기통

소가 통합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SERI)의 주관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계적인 연구개발과 전자교환기의

와 시험 등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한국

신연구소(Korea Electrotechnology

(Electronics and Telecommuni-

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1996년

도입 및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기기기시험연구소(Korea Electric

and Telecommunications Re-

cations Research Institute : ETRI)

1월 1일, ETRI 부설 기관으로 이관.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발

Research and Testing Institute :

search Institute : KETRI)로 통합

출범

1998년 5월 25일, ETRI에 흡수 통합

족. 1977년 12월 10일, 특정연구기

KERTI) 설립

관육성법에 따라 KIST 부설 한국전
자통신연구소가 한국통신기술연구
소(Korea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KTRI)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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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TDX, DRAM, CDMA, DMB, WiBro, LTE-Advanced, 자동통번역, OLED 등 대표 연구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ETRI에서 개발한 여타 기술들의 총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영상음향기기 광학매체 정보서비스

139

12,350

통신방송장비

34,416

지난 35년 동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69조 8,095억 원(2011년 현재가치, 매출액 기준)에
TDX

133,671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ETRI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7,720

컴퓨터주변장치

ETRI 35년
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8,396
전자부품

DRAM

17,430

151,190

영상음향기기 광학매체 정보서비스

22,758

반도체

17,528

259

통신방송장비

기타 기술

전자부품,
통신장비

137,722

TDX

225,071

총 직접효과

(단위:억 원)

56,399
205,292

108조 4,483억원

8대 기술

컴퓨터주변장치

45,660

OLED

5,261

전자부품

자동통번역

2,930

339,933

LTE-Advanced

76,755

30,765

CDMA

WiBro

7,779

반도체

DRAM

23,665

188,996

DMB

1,263

영상음향기기
통신방송장비 10,409
91,339

광학매체

121

정보서비스

21,983

총 경제적 효과

전자부품,
통신장비

169조 8,095억원

194,559

TDX

87,572

컴퓨터주변장치

17,264
전자부품

OLED

DRAM

13,336

9,433

37,806

반도체

6,137

자동통번역

기타 기술

전자부품,
통신장비

56,837

총 간접효과

LTE-Advanced

8대 기술

OLED

4,762

61조 3,612억원

130,944

4,172

WiBro

13,435

자동통번역

CDMA

543,923

DMB

2,174

1,831
LTE-Advanced

54,189

WiBro

5,656

DMB

911

CDMA

203,990

ETRI는 지난 35년간 약 17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을 뿐만 아
니라,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 체계적인 창

- ETRI 벤처기업협의회(EVA) 소속 기업 총 180여 개

업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IT벤처사관학교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또한 ETRI

- 거래소 상장 업체:4개 - 코스닥 상장 업체:18개

출신의 우수 인력들은 대학,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사

● 8대 기술 : TDX, DRAM, CDMA, DMB, WiBro, LTE-Advanced, 자동통번역,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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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벤처사관학교’ ETRI

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세계 최고 IT Think-Tank ETRI
- ETRI 출신 대학 교수 1,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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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주역으로
차세대 이동통신과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융합시대의 개척자로
지난 35년간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성공신화를 창조해온 ETRI!

IT 국가대표 ETRI

IT 강국 코리아의 명성 뒤에는

SUCCESS STORY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IT 국가대표 ETRI의

01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을 구축한 TDX

02

CDMA에서 WiBro, LTE-Advanced까지…
이동통신 강국 코리아를 견인하다

03

초고속 반도체 열차로 선진국을 추월하다

04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앞당기다

05

내 손안의 TV 시대를 열다

06

메가 컨버전스를 창조하다

07

인간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를 구현하다

08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축하다

09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다

10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되다

11

IT 분야 최고의 R&D 전략 Think-Tank

35 years’ History of
ETRI >

IT 국가대표 ETRI
SUCCESS STORY

01.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을 구축한 TDX

01.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을
구축한

TDX

1986년 3월, 전북 무주, 경북 고령, 경기도 전곡과 가평 등 4개 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에 대한 종합 검토’ 중간보고서가 제출됐다. ‘한국형 모델의 개발, 국산화 기

역에서 TDX-1 2만 4,000회선이 동시에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신

선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1976년 2

술 전수,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의 핵심기술 제공, 공급가격과 공급시기

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전자교환

월 시분할 전자교환기(Time Division Exchange:TDX)를 국내에서 개발하

를 고려해 중용량 시외교환기와 농어촌 교환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의 국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

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체신부 장관 소속으로 ‘시분할 교환기 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전기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체와 공동개발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

디지털 전자교환기 자체 개발 및 생산국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수

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입 대체 효과와 기술력 향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의 걸

연구비 240억 원의 대형 국책사업

림돌이었던 만성적인 전화적체를 완전히 해소했다. 우리나라에 1가구 1전

-------

화 시대를 열고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을 구축한 TDX 개발은 ETRI 성공신

1981년 정부의 농어촌 전화 현대화 계획으로 농어촌지역 시분할 방

240억 원의 연구비’를 골자로 하는 TDX 개발 계획안을 제출했다. 군 장비 개

식 전자교환기 설치 계획이 추진되면서 TDX 국내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10억 원대의 프로젝트도 드문 시절에 240

커져갔다. 1981년 5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농어촌 통신 개선정책 결정을 위

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그러나 전자산업

한 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는 ‘시분할 교환기 개발

육성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 발전까지 고려해 정부는 TDX 개발 계획안을 받아

화의 출발점이었다.

전화적체를 해소하라
-------

한국전기통신연구소는 ‘1982년부터 5년간 연인원 1,300명과 총

들이고 1981년 10월 20일, TDX 개발 계획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전화는 경제

전화적체를 해소하라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자 국가 경제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통

도입이냐 개발이냐
연구비 240억 원의 대형 국책사업

신사업 5개년 계획을 동시에 추진했고, 1970년대 들어 우리나라 통신 시설
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61년 12만 대에 불과하던 가입 전화 수는
1970년에 50만 대, 1975년에 100만 대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TDX(Time Division Exchange) 기술 개발 과정
TDX 개발의 의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된 1976년에는 가입 전화 수가 약 139만
대, 전화 보급률이 인구 100명당 3.4대로 1971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
났다. 하지만 이처럼 전화 공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적

성공전략

체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1972년 1만 3,000여 건이던 전화적체 수가
1978년에는 60만 건에 가깝게 늘어났고, 신규 전화의 경우, 신청에서 설치
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
른 통신 수요를 통신시설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도입이냐 개발이냐
------전화적체의 원인은 교환시설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교환기 증설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교환기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
원이 필요했고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주
종을 이루고 있던 것은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식 교환기 EMD와 스트로저
(Strowger). 그러나 기계식 교환기는 용량을 확대할 경우 사용 중 혼선이 생
기고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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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당시 외국의 교환기 기술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이동해가고 있

서약서 내용 : 연구원 일동은 최첨단 기술인 시분할 전자교환기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는 추세여서 기계식 교환기를 증설하는 것은 당장의 전화적체 해소 효과는

다할 것이며, 만약 실패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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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을 구축한 TDX

TDX-1 개통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전화 가입자수 변화

TDX 개발

------개발 배경

1979

시분할 전자교환기 1차 시험기 개발(96 가입자 회선)

1980

시분할 전자교환기 2차 시험기 개발(200 가입자 회선)

1982

시분할 전자교환기 3차 시험기 개발(500 가입자 회선)

1982. 03

국책사업 선정, 국설 시분할 전자교환기 개발 본격화

3만 9,000명

시의적절한 정부 시책과 전폭적 지원

45만 7,280명

2,000만 명

연구 목표

운영기술 자립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독자적 시스템 구조를 갖는

TDX 개발단 설치

1985. 02

TDX-1 상용시험기 개발

1986. 03

경기도 전곡과 가평, 전북 무주, 경북 고령 등 4개 지역에

1955

1970

1986

1988

연구기간,
연구비,
투입인력

1997

TDX-1 개통

TDX-10 2차/3차 시험모델 교환기 제작

1990. 10

TDX-10 인증시험 및 상용시험 실시, TDX-1 ISDN
교환기 개발

1991. 11

TDX 개발 계획안에 제시된 240억 원의 연구개발비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1978~1993년(총 연구 수행기간 15년)
1,076억 원
3,146명(M/Y)

선진국만이 갖고 있는 시분할 전전자교환기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발 주
체인 ETRI와 생산업체들의 개발 가능성과 의지를 믿고 TDX 개발 계획을 정

참여기관

주관 : ETRI

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했기에 TDX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참여 : 금성반도체, 동양전자통신,

TDX-1 2만 4,000회선 동시 개통, 1가구 1전화 시대 개막

1989. 04

●

인 숫자였다. 더구나 대형 연구개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몇몇

전자교환기 개발

국산 전자교환기 1호 TDX-1X 개발, 용인 송전우체국

1983. 09

만성적인 전화적체 해소, 1가구 1전화 및 전국 전화 자동화
전자교환시설 등 막대한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통신망

1,000만 명

에서 시험 운용

성공전략

사회 기반시설로서 전화 회선 및 통화망의 안정적 확보 필요

1982. 07~
1983. 12

1970년대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전화 수요 폭증 및 적체 악화

대우통신, 삼성반도체통신
약 68억 원(1994~2004년)

기술료
수입

기술 실시 업체 : LG정보통신, 삼성전자, 동아일렉컴, 대우통신

TDX-10 상용화, 전국에 약 4백만 회선의 TDX 공급

환상의 콤비, 산ㆍ학ㆍ관ㆍ연 협동체제
●
TDX 개발은 국내외 보유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해 범국가적 국책프로젝트

경제적
파급효과

총 20조 5,292억 원
(2011년 현재가치 기준)

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ETRI가 개발을 맡고 참여업체는 기술을
전수받아 개발에 필요한 생산 업무를 하도록 하는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됐
다.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터라 개발과정은 어려움
의 연속이었지만 개발 체계와 개발 방법론을 정립해 운용기술을 익히고 참
여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산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실마리를 풀
어나갔다. TDX 개발에 처음 적용된 산ㆍ학ㆍ관ㆍ연 협동체제는 이후 CDMA,
DRAM, 주전산기 개발 등 대형 국책연구개발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TDX 개발의 의의
------ETRI는 15년간에 걸친 TDX 개발로 우리나라 통신 역사의 새 장을

연구원들의 신념과 도전정신

열었다. TDX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계식 교환기와

●

아날로그 교환기의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디지털 교환기를 개발,

TDX 개발사업은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이었다. 실패하

생산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10번째 전자교환기 생산국인 동시에

면 앞으로 다른 국책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이 사업에 착수하면서 전

6번째 수출국이 됐다. TDX 개발 성공의 의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

연구원들은 ‘신명을 바쳐 전자교환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패하면

에 참여한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자에게 할 수 있다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연구개발에 임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심어주었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정보통신 분야에서 선

했다. 그러한 각오가 결국은 기술 불모지에서 세계 최첨단 전자교환기 개발

진국의 예속을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체계까지 확보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을 성공으로 이끈 추진력이 되었다.

성공한 CDMA 기반 이동통신용 교환기를 발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TDX 기술 개발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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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DMA에서 WiBro, LTE-Advanced까지… 이동통신 강국 코리아를 견인하다

02.

CDMA에서
WiBro, LTE-Advanced까지…
이동통신 강국 
코리아를 견인하다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산업에 뛰어든 것은 1980년대 중반. 1984
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차량 전
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시스템이나 단말기 등을 전부 수입에 의존했고, 일부 국산이라고 해도 수입
품을 들여와 상표만 우리 것으로 바꾸는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
과 10여 년 만에 세계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1996년 세계 최
초 CDMA 상용화, 2006년 세계 최초 휴대인터넷 WiBro 상용화, 2008
년 LTE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2011년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개발 성공까지 이동통신기술의 진화를 선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이동통신시장
에 후발로 진입한 한국이 지금의 이동통신 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

선택의 갈림길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세계 이동통신시장을 재편하다

1980년대에 들어 이동통신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운 통신기술이 발
달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
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제약을 받아오던 이

어디에서나 通하는 이동통신을 위한 IMT-2000
토종 기술 WiBro, CDMA의 영광을 재현하다

동통신 분야에 족쇄가 풀려 수요가 급증했다. 1988년 말에는 이동전화 가
입자 수가 2만 명으로 늘어났고 1990년 말에는 8만 명에 도달함으로써 매
년 100% 이상의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 우리나라 인구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개발로
차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확보하다
우리나라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
성공전략

1,000명당 이동전화 보급률은 1.72대로 스웨덴 53.53대, 미국 20.76대, 일
본 5.56대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였고, 시설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통화 중
단절과 혼선 등 서비스 질이 낮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아날로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세대 이
동통신인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진국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부터 디지털

CDMA 개발 완료 시점을 1년 정도 남겨놓은 1993년 가을, 이동통신연구단이 있던 ETRI 6연구동의 한 실험실 문에는 작은 명패가 하나 붙었

갈수록 커지고 세계 각국이 이동통신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될

다. 그곳에 쓰여 있는 글씨는 ‘CDMA 작전본부’.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실험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구원들은 자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주
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접속 방식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시간분
<

CDMA 작전본부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세계 이동통신시장 규모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디지털 이동통신을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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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빠듯한 개발 일정에 차질 없
이 작업을 하기 위해 야근과 밤샘은 일상이었고, 새벽에 호출을 받고 나오는 일도 빈번했다. 중요한 장비의 운용 요원은 24시간 대기조로 편성
해 해당 시험 팀들을 지원했다. 1년 가까이 이처럼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1994년 4월 17일 ETRI 6연구동 실험실에서 마침내 첫 통화에 성공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이끌어냈고,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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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방식을, 일본에서는 PDC방식을 상용화해 저마다 세계표준방식으
로 채택시키기 위해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개발 배경

언제 어디서나 이동환경에서 통신이 가능한 이동통신의 수요
폭증, 이동통신기술의 자립 및 선진화 필요성 대두

ETRI가 1차 연구 목표로 삼은 기술은 TDMA였다. 그러나 TDMA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개발 완료 예정
시점이 1996년이었는데, 당시의 가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개발 완료

연구 목표

미국 TDMA 방식, 유럽 GSM방식,
일본 PDC방식 대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방식의

시점이 되면 TDMA의 수용 용량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시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간분할방식은 이미 유럽에서 GSM이 개발돼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상
황이었고, 북미식 시간분할방식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기간
연구비
투입인력

가 이 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핵심 및 기반기술 확보가 어려워

1989년 1월~1996년 12월
996억 원
1,042명(M/Y)

또다시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던 중 ETRI는 미국의 작은 벤처기업이었던 퀄컴(Qualcomm)

참여기관

주관 : ETRI
참여 : LG정보통신, 삼성전자,

이 개발한 CDMA 이동전화실험시스템을 만나게 된다. CDMA는 가입자 용

현대전자, 맥슨전자

량이 아날로그 방식의 10배, TDMA 방식의 3배 이상이었고, 전파 효율성
과 기지국 배치 면에서도 TDMA 방식보다 뛰어난 신기술이었다. 그리고 무
엇보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CDMA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1997~2008년까지 해외로부터 3,183억 원

기술료
수입

국내 업체(삼성전자, 현대전자, 맥슨전자, LG정보통신)로부터
1997년 이후 약 250억 원

경우 선진국의 시스템 기술 종속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어디에서나 通하는 이동통신을 위한 IMT-2000

Broadband Internet)는 이름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최대

-------

3Mbps 이상의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디지털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기술은 1세대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서비스이며, 비용이 저렴해 시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8~64Kbps 정도로 데이터 전송률이 낮아 영상 등

2003년부터 ETRI 주관으로 삼성전자, KT, 하나로 텔레콤, SK텔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콤, KTF 등의 업체가 참여해 WiBro 규격과 시제품을 개발하는 차세대 휴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중심으로 IEEE와

인터넷 서비스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3GPP에서 각각의 기술을 위한 세계표준방식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국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39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프로

제 표준 규격에 적합한 이동통신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했다. 따라서 3세대 이

젝트였다.

동통신시스템인 IMT-2000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주파수를 채택해 세계
가 하나의 통화권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WiBro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를 통해 세계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고,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ETRI는 세계 최초로 2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CDMA 상용화에 성

동계올림픽에서 성공적으로 시연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

공한 저력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세

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세계 최초 WiBro 상

대 이동통신인 IMT-2000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용화에 성공함으로써 ETRI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IT 역사에 또 하나의 획

1단계에서는 우선 2세대 CDMA 개발을 통해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동기식

을 그은 것이다.

시스템의 기술규격안 검토와 시험검증 표준시스템 개발에 주력했다. 아울러
유럽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비동기방식 WCDMA의 기술규격 연구도 병
행해나갔다. 그 결과 CDMA 핵심기술과 동기식 CDMA 연구 성과를 바탕으

시장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다.

경제적
파급효과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인 ETRI로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총 54조 3,923억 원
(2011년 현재가치 기준)

로 비동기식 IMT-2000 시스템의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2001
년에는 상용 수준의 IMT-2000 시스템을 개발했다. 세계 기술 동향에 비해

을 선택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게다가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을 설

2~3년 늦게 착수했으나 기술 개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비동기방식 IMT-

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ETRI는 CDMA 방식을 선택할 경우 최신의 디지

2000 시스템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개발로

털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할 기회가 주어

차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확보하다

진다는 논리로 정부와 학계, 산업계를 설득하고, 결국 1991년 5월 6일 퀄컴

-------

사와의 CDMA 기술공동개발 계약서에 서명한다. 대한민국 이동통신 신화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세계 이동통신시장을 재편하다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

를 차지하는 LTE 계열의 이동통신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하겠다는 다부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로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동통신

목표를 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LTE-Advanced

산업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뒤늦게 이동통신산업에 뛰어들었지만 CDMA 상

개발에 돌입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1월 25일, CDMA와 WiBro의

용화 이후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나갔다. 특

세계 최초 개발과 상용화에 이어 또 한 번 세계 이동통신 역사를 다시 쓰는

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발전은 가히

토종 기술 WiBro, CDMA의 영광을 재현하다

쾌거를 이루었다.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를 세계 최초로 개

비약적이었다. 이동통신 장비와 단말기 사업의 대외 의존도도 급격히 감소했

-------

발해 실내외 기술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다. 1996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100만여 대의 단말기가 판매됐는데,

3세대 이동통신 이후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 속

시연 당시 LTE-Advanced 시제품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단말기뿐만 아니라 시

도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시장

과 600Mbps(서비스 유효속도 440Mbps)@40MHz를 나타내 현재 서비스

스템, 중계기, 계측기 등 CDMA 통신 장비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을 주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중인 3세대 이동통신 기술 HSDPA보다 최대 40배 이상 빠르고, 2011년 상

산업경제 전반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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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 ETRI 연구원들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80%

이동전화의 인터넷 서비스 등 데이터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WiBro

용화된 LTE 보다 최대 6배 이상 빠른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 이러한 결과

기술의 가능성을 주목한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

는 LTE-Advanced를 이용해 700MB 용량의 CD 1장의 데이터를 단 9.3초

기 위해 ‘IT839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WiBro를 선정했다. WiBro(Wireless

만에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고속 이동 중에서 끊김없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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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화기구인

2008. 01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LTE 기술 개발 및 세계 최초 시
범서비스 시연 성공

3GPP의 국제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 결과에 국
내 공중파 방송은 물론 세계 언론이 찬사를 보냈다.

02. CDMA에서 WiBro, LTE-Advanced까지… 이동통신 강국 코리아를 견인하다

2011. 01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LTE-Advanced 기술 개발 및

성공전략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 시연 성공

ETRI가 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WCDMA 계열의 LTE,
LTE-Advanced 기술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룸으로써 국내업체들은 2015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도전정신

발하고 국제 표준으로 채택시킴으로써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이

년부터 2021년까지 단말 분야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기지국 및 네

●

동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적중했

트워크 장비 분야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해 총 36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이동통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다. WiBro는 2006년 8월, 한국 이동통신 역사상 최초로 통신기술의 종주

고 ETRI는 원천기술 확보로 4,000억 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

는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가 있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TDMA 방

국이자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을 것으로 전망됐다(ETRI 기술경제연구부 분석). 현재 LTE-Advanced는

식을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CDMA라는 독

맞게 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이전 돼 상용화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적인 시장에서 경쟁 없이 제품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TRI는

는 2014년 쯤 상용화될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DMA 방식의 우수성과 개발 성공에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출현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가 다양

이동통신기술의 진화

화되는 등 모바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ETRI는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이동통신 주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세대 이후의 원천기술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
-------

1989

표준
기술

아날로그
통신

GSM,
CDMA

WCDMA,
WiBro,
cdma2000

LTE-Advanced
WiBro-Advanced

전송속도

10Kbps

~64Kbps

~14.4Mbps

600Mbps 이상

CD 1장
영화
다운로드

불가능

24시간

6분 30초

9.3초

미국 퀄컴사와 CDMA 기술 공동개발 계약서에 서명,
CDMA 개발 본격화

1996. 04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2001. 05

세계 CDMA 이동통신 가입자 1억 명 돌파

2002. 12

전 세계 10개국 25개 사업자들이 IMT-2000 서비스를
개시

2005. 11
2006. 06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주요
서비스

세계 최고,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한다는 자부심과 희생정신

과정에서도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부정적 시각 등 여러 가

●

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

5년에 걸친 LTE-Advanced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2010년 11월, ETRI 이동

개발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4월, CDMA 방식의 상용 서비스를

컨버전스연구부 33명의 연구원은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연이은 야근으로 녹

개시한 최초의 나라로 세계 이동통신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ETRI가 디

초가 돼있었다. 게다가 실험실 환경에서 무선 전파 간섭 환경을 인위적으로

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면서 CDMA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발생시키기 위해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실험을 하곤 했는데, 안테나를 잡는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이동통신의 역사 또

사람에 따라 전파 간섭 발생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연구원

한 달라졌을 것이다.

들은 최대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테스트하기 위해 너도 나도 시험 도구 역
할을 자처했다. 한참 동안 전자파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나면 심신이 흐느적거
리고 온 몸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시스템 검증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다

고 연구에 몰두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

●

에서 ETRI가 2세대, 3세대에 이어 4세대 이동통신까지 세계 최초의 역사를

CDMA 개발 성공 이후 이동통신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편의성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이러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 서비스 속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는 점점 커졌고, 기존의 무선인터넷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 시작

1991. 05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과감히 선택했으며, 개발

음성

음성, 문자

음성, 문자,
고속인터넷

음성, 문자,
초고속인터넷,
대용량멀티미디어

으로는 이러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다. 이동전화 기반의 무선인터넷은 느린
속도에 비해 요금이 비싸 보편적 이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통신사업자 측면
에서는 통신시장의 정체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유선사업자들
은 유무선 통합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무선데이터 시장을 선점하려는 상황이었다.
ETRI는 WiBro야말로 이러한 다각적인 필요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
술이며, 우리 기술로 핵심 칩을 개발해 기술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아이템

WiBro 시연회 개최

이라 판단했다. CDMA 상용화로 IT 강국의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막대한 로

세계 최초 WiBro 상용화 성공,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열티를 주고 핵심기술을 수입하고 있던 터라 국내 토종 기술인 WiBro를 개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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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DMA에서 WiBro, LTE-Advanced까지… 이동통신 강국 코리아를 견인하다

d

behin

SUCCESS STORY
짜릿한 한판승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다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거나 기술료를 깎아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계약대로

●

만 이행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누가 봐도 퀄컴이 정도를

마침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놀라운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2월 6일, ETRI가 미국의

벗어나 욕심 부리는 게 보이니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국제 중재를 선택한 겁니다.”

거대 기업이 된 퀄컴에 100% 원고 요구 수용 권고가 명시된 승소 판정을 받은 것! 2001년
ETRI가 퀄컴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배분금은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연구개발 결과를 통

ETRI는 퀄컴 기술료 대책반을 만들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바위

해 얻은 수입 가운데 최고 금액인 총 1억 달러(1,289억 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 기술력의 승

에 계란치기’ 아니냐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ETRI는 1998

리이자 ‘CDMA 세계 최초 상용화’의 공로를 정식 인정받은 쾌거였다.

년 10월 파리 소재의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ICA(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한다. 당시 우려의 목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퀄컴으로부터 기술료 배분금을 받다

소리도 높았지만 ‘국제 중재’는 단순한 기술료 전쟁이 아닌 CDMA 종주국으로서 국가적 자긍

●

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CDMA 공동개발과 관련된 퀄컴사와의 협약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ETRI와
퀄컴간의 공동기술개발협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 : JDA)이고, 다른 하나는 퀄

한국, 기술력으로 인정받다

컴과 생산업체 간의 기술사용협약(Licence Agreement : LA)이었다.

●

국내업체와 퀄컴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ETRI는 공동개발 명목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온 국

2년여에 걸친 분쟁은 연구개발 못지않게 힘겨운 싸움이었다. 더구나 국제 중재를 준비하던

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퀄컴 측에 기술료 배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98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다. 1년 만에 실업자 수가 160만 명으로 불었고,

ETRI는 공동개발연구 파트너로서 기술료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협상 테이블의 이

4·50대의 조기 명예퇴직 바람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ETRI는 공개 입

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기술료 배분율! ETRI는 국내 판매분의 기술료를 ETRI와 퀄컴이 50대

찰을 통해 국내 법률용역회사를 선정하는 등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웠다.

50으로 나눠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했지만, 퀄컴은 이에 대해 자사의 전문 변호사를 전

ETRI와 퀄컴의 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됐다. 수익의 대부분이 로열티인 퀄컴

면에 앞세워 대응했다.

은 관리 직원 중 70%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ETRI는 국제 계약에 대한 경험이 풍부

‘업체가 퀄컴에 내는 국내 판매분의 기술료 가운데 20%를 ETRI가 갖는다.’

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재 과정에서 퀄컴은 국정감사 회의록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캐비닛 10개 분량, 총 39만 페이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타

최상의 답안은 아니었지만 이후 ETRI는 국내 판매분에 대해 13년 동안(1993년~2006년) 퀄

국에서 정보 수집과 증언을 확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덕분에 국제 중재가 진행되는 동

컴으로부터 기술료 배분을 받게 된다.

안 관계자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기 일쑤였다.

국익을 건 싸움에 뛰어들다

“모처럼만에 긴장을 풀고, 샌디에이고 시내로 나가 축하주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 시가를

●

하나씩 입에 물고, 어깨동무를 하고서 샌디에이고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흥겨

ETRI와 퀄컴, 그리고 국내 업체는 CDMA 신화를 이뤘을 때 축제의 잔을 높이 들며 서로를

워 노래를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은 평

축하했다. 그러나 뒤돌아 자사의 이익이 개입되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던 퀄컴이 1997년부터 갑자기 기술로 배분율을 20%에서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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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 송금하기 시작했다. 또한 퀄컴은 공동개발합의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합리한 기술료

ETRI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2000년 12월 6일, ICC 중재법원이 ETRI의 손을 들어준 것이

산정방식을 내놓았으며, 새로운 기술을 내놓을 때마다 새로운 방식의 기술료 산정을, 그것도

다. 1억 달러에 달하는 기술료를 돌려받음으로써 ETRI는 IMF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 경제에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왔다. 결국 법적 대응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

든든한 힘을 실어주었으며, 세계의 언론은 ETRI의 국제 중재 승소는 ‘한국 기술력의 승리’라고

고 있었다.

입을 모았다.

063

IT 국가대표 ETRI
SUCCESS STORY

35 years’ History of
ETRI >

03. 초고속 반도체 열차로 선진국을 추월하다

03.

초고속 반도체 열차로
선진국을 
추월하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개발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반도체 열차’에 올라탄 대한민국. ETRI는 그 선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정부는 1981년 3월 ‘전자공업 육성 방

에서 산업체들과 함께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안’을 발표하고 가전제품 중심의 전자산업을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교환기

만에 반도체 선진국들을 따돌리고 64M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반

등 3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모든 전자제

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ETRI가 세워놓은 기반

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비유될 정도로 미래 산업 발전을

위에서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수출국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이었다.

로 도약했고, 반도체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

기술력도 재원도 시설도 부족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

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황금시장을 잡아라
------반도체 산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을 예측하고 반도체 기술 개
발에 일찍부터 뛰어든 선진국들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다른 국가
들이 이 황금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으로 방어 장벽을 치고 있었다.
반도체 하나를 팔면서도 용도를 일일이 확인했고 혹시라도 기술이 새어나갈

황금시장을 잡아라

까 봐 일정 개수 이상은 아예 판매하지도 않았다.

대한민국 초고속 반도체 열차, 선진국을 따라잡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
반. 전자산업 육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정부는 1974년 11월 우리나라를

DRAM 개발 과정

방문한 UN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사절단으로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다

터 전자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때 언급되었던 것이 바로 반
도체였다. 그리고 1975년에 미국의 기술 및 경영 컨설팅 회사인 ADL에 의

성공전략

뢰한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장기 전망’ 조사 결과에서도 미래를 이끌 핵심 기

◀ 선진국으로 가는 반도체 열차
선진국들이 반도체 개발에 한창 열을 올리
던 1980년대에도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
한 인식은 여전히 열악했다. 경제 부처의 관
계자들마저도 반도체가 무엇인지에는 관심
이 없고 수출에 도움이 되느냐, 경제에 위험
부담이나 부작용은 없느냐 하는 질문만 던
질 뿐이었다. ETRI는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반도체란?>이라는 만화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선진
국으로 가는 반도체 열차’는 그 책에 실린 내용 중 하나였다. 그림 속엔 빠르게 변화하는 선진기술을 상징하
는 강 하나와 그 강을 건너는 열차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강 너머에선 이미 미국과 일본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은 막 열차에 올라타 있고 갓을 쓴 우리나라 선비
는 열차를 타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장면으로 묘사해 놓는 등 쉽게 상황을 설명해 놓았다. 반도체 만화의 효
과는 놀라웠다.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 대기업 총수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반도체가 모든 산업에 기여
하는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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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반도체가 꼽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 개발사업이 제4차 경제

았다. 이후 1994년, 256M DRA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현재까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전자 분야 연구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반도

지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발판이 됐다.

03. 초고속 반도체 열차로 선진국을 추월하다

DRAM 개발
개발 배경

체 강국으로 가는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외국산 반도체 등 대외 의존도 증가 및
제품 설계기술 제고 필요성 대두

대한민국 초고속 반도체 열차, 선진국을 따라잡다
연구 목표

-------

세계 반도체시장의 주도권 확보 및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우리나라가 1M DRAM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던 1980년대 중반,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4M DRAM의 실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1985년 전 세계 반도체 업계 1위는 일본 NEC였고, 당시 세계 반도체
순위 10위 안에 드는 일본 업체가 무려 5개였다. 5년 후인 1990년에는 1위에

연구기간,
연구비,
투입인력

1986년 10월~1993년 3월

참여기관

주관 : ETRI

서 3위까지를 모두 일본 업체가 차지했고, 10위 안에 드는 업체도 6개로 늘었
다. 당시 반도체 최강국이었던 일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779억 원
2,172명(M/Y)

참여 : 금성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전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1986
년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공동개발 사업’ 계
기술료
수입

획을 수립한다. 1989년 3월까지 0.8㎛ 선폭의 4M DRAM을 개발하는 것을

1995~2002년까지 773억 원
기술 실시업체: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최종 목표로 단계별 목표가 설정됐다. 그리고 1986년 8월, 과학기술처, 체신
부, 상공부 3개 부처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공동개발
경제적
파급효과

안’이 통과됨으로써 4M DRAM의 공동개발이 정부 방침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 18조 8,996억 원

ETRI가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삼성반도체통신·금성반도체·현대전자가 공

(2011년 현재가치 기준)

동으로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4M DRAM 공동개발은 ETRI가 연구개발의 총괄관리와 설계, 생산,
기본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참여기업들은 설계, 생산과 기본기술 개발을 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다

당하고 기업의 기술능력에 따라 독자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DRAM 개발 과정

-------

리고 연구원들의 사활을 건 노력으로 1989년 2월, 4M DRAM 개발에 성공

-------

우리나라는 16M DRAM 개발로 당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했다.

앞선 기술을 보유했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64M DRAM의 개발로 일

▲

한편, 공동개발팀은 4M DRAM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인 1988년부
터 1989년까지 선진국들이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16M DRAM과 64M
DRAM의 개발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4M DRAM 개발 종료 시점에서
곧바로 착수해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차세대 반도체

초고집적반도체기술공동개발(안)에 남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명과 친필 메모

1985

반도체산업 종합육성대책 수립

1986. 08

과학기술처, 체신부, 상공부 3개 부처가 공동명의로

<전자통신연구소장은 전연구원의 인사권을

작성한 ‘초고집적 반도체기술 공동개발안’ 통과

장악해야 하며 3사(공동개발에 참여한 삼성

4M DRAM의 공동개발이 정부 방침으로 최종 확정

반도체통신, 금성반도체, 현대전자)는 공동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4M DRAM 개발과 마찬가지로 ETRI가 공동개

운명체로서 연구소장의 지휘 하에 순응 협

발을 총괄하고 4M DRAM에 참여했던 3개 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한 6

조해야 함>

1988. 09

공동개발팀 ‘차세대 반도체기술 공동개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진행

본을 넘어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됐다. 그리고 1994년 256M DRAM 개발 성
공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도체 개발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국과
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
으며,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이던

1989. 02

4M DRAM 개발

개 업체, 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9개 대학 등이 참여

1991. 03

16M DRAM 개발

했다. 공동개발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어 1991년 3월, 시제품에 대

1992. 11

세계 최초로 64M DRAM 개발

다. 반도체는 2000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를 넘어서면서 수출

한 검증과 평가까지 마침으로써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에 16M

1994. 08

세계 최초로 256M DRAM 개발

상품 가운데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이

수출산업 구조를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

DRAM 개발에 성공하고 당당히 반도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그리

끌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 패턴

고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함으로써 드디어 일본을 따라잡

과 유통 구조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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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고속 반도체 열차로 선진국을 추월하다

우리나라 DRAM 기술 발전 추이
시기

1983년 1984년 1986년 1989년 1991년 1992년 1994년 1995년 2001년

집적도

64K
DRAM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4년
6개월

256K
1M
4M
16M
64M
DRAM DRAM DRAM DRAM DRAM
3년

2년

6개월

동시

최초

256M
DRAM

1G
DRAM

4G
DRAM

최초

최초

최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현황
수출액

(단위:억 달러)

750

500

성공전략

반도체 육성과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

선의의 경쟁과 사활을 건 노력

●

●

DRAM 개발은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됐다.

4M DRAM 공동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연구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국가

정부는 1981년 ‘전자공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후,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한 중대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는

정 연구개발 사업 시행으로 저리 자금 대출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ETRI는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개발업체들의

위한 우대 세제를 도입했으며,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활동 등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 금성, 현대 등 참여기업에 과제별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반

개발 목표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

도체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술력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도록 했다. 그리고 기록된 문서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을 점수로 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반도체 개발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한 리더십

김으로써 내용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평가했다. 이러한 참여기업들의 선의의

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경쟁과 연구원들의 개발 노력이 합쳐져 4M DRAM은 예정보다 빨리 개발에

250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ㆍ학ㆍ관ㆍ연 공동개발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다
●
1985년 반도체산업 종합육성대책이 수립될 당시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이나

2010년 세계 반도체 업체 매출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가트너)



일본은 이미 4M DRAM 실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삼성

2009년 매출

2010년 매출

성장률

시장점유율

인텔

33,429

41,988

25.6

14.0

삼성전자

17,749

28,097

58.3

9.4

도시바

9,604

12,360

28.7

4.1

TI

9,142

11,878

29.9

4.0

공동개발로 1M DRAM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4M DRAM 개발을 추진한다
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업체명

전자에서 1M DRAM 시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였다. 정부는 개발 기간
을 단축하기 위해 1M DRAM까지 삼성이 단독으로 추진해나가던 메모리 반
도체 개발을 4M DRAM부터는 공동개발체제로 전환했다. 연구소와 업체의

ST마이크로

8,460

10,346

22.3

3.5

르네사스

4,542

10,204

124.7

3.4

하이닉스

6,035

9,884

63.8

3.3

마이크론

4,170

8,224

97.2

2.7

퀄컴

6,409

7,204

12.4

2.4

줄이기 위한 특단의 전략이었으며, 기술별 특성에 따라서 핵심 기술을 분담해

브로드컴

4,317

6,604

53.0

2.2

연구하고 경쟁과 협력의 원리를 통해 각 기업의 개별 연구가 제품 기술 개발

기타

124,815

152,574

22.2

51.0

계

228,672

299,363

30.9

100.0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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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획은 적중했다.
DRAM 공동개발사업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일본,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연구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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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앞당기다

04.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지만, 밤을 새는 연구원들은 버그를 잡는다

앞당기다

1985년 정부가 발표한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등 5개 기간전산망
구축은 그야말로 슈퍼 프로젝트였다. 대한민국 모든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된 수만 대의
전산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방대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와 기업
들은 머리를 맞대고 공동연구에 돌입했다. 목표는 두 가지. 시급한 대민 행정업무 전산
화를 위해 외국 기종을 토대로 한 주전산기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최종적으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주전산기II인 TiCOM(Tightly Coupled Multiprocessor) 개발을 완성하
는 것이었다. TiCOM 개발은 그야말로 연구원들을 녹초로 만들었다. 변변한 기술 기반
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밤을 지새우는 건 일상이 되었
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지만, 밤을 새는 연구원들은 버그를 잡는다’는 말이
연구소 내에서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

슈퍼미니급 컴퓨터를 국산화하라
도입과 개발의 병행
중대형 컴퓨터 생산국 대열에 진입하다
주전산기 개발 과정
주전산기 개발 의의
성공전략

슈퍼미니급 컴퓨터를 국산화하라

것이다. 컴퓨터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도 시스

업’에 대한 보고서에는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등 5개

-------

템이 워낙 복잡해서 수백 명의 연구 인력을 오랜 기간 투입해야 만들 수 있는

기간전산망을 설치함으로써 국가 공공기관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었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은 미국의 애플컴퓨터를 모방한 교육용 컴퓨

것이었으나 때마침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가 연구용으로 개발한 운영체

다. 처음의 계획은 행정업무를 전산화해 전국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구성하

터 보급 사업으로 시작됐다. 1985년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이 발표될 당시 32

제인 유닉스(UNIX)를 각 대학과 연구소에 무료로 공개했다. IBM 컴퓨터를

려는 ‘행정전산망’으로 시작됐으나, 금융, 교육, 안보, 국방 등으로 영역이

비트 마이크로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던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국가기간전

사용할 경우 IBM의 운영체제를 사야 했지만, 유닉스를 운영체제로 채택하면

확대되면서 국가기간전산망이라는 거대한 계획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리고

산망에 사용될 슈퍼미니급 컴퓨터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이 무모하게 보일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계획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슈퍼미니급 컴퓨터인 ‘주전산기’를 개발한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TDX

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전산기 개발 주관기관으로는 ETRI가 선정됐

개발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올라 있을 때라 ETRI 연구원들은 컴퓨터 분야에서

도입과 개발의 병행

다. 슈퍼미니급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다.

-------

1985년 12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출한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

를 비롯한 유럽 5개국 정도에 불과했던 그때, ETRI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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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면에서도 중대형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행정전산망 사업은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되고 재정 규모가 엄청난

문제가 해결돼 있었다.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의 핵심인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국책사업으로 이견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국가기간전산망에 사용될

과 운영체제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마이크

주전산기 컴퓨터 확보 방안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주)

로프로세서 칩 기술은 외국 컴퓨터 회사에서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않는 기

데이콤 측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자체가 국내 정보산업의 육성을 전제로 한

술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974년 인텔이 칩만을 만들

것이므로 주전산기를 독자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몇몇 컴퓨터 전문가

어 팔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구입해 컴퓨터 제작이 가능해진

들은 기존의 외국 기종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안정성이 입증된 중앙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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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가기간전산망을 안정

주전산기 개발 과정

고 개발, 시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중형컴퓨터의 원가와 가격구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었다.

-------

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후 외국에서 중대형컴퓨터를 도입할 때 가
격 결정의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의 주요 부품 산업을

이처럼 두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정부가 독자개발을 선택
함으로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주전산기를 국산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

1985. 12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국산 주전산기 개발 확정

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다. ETRI는 주전산기 개발 기간을 약 4년으로 잡고
생산, 설치하는 시점은 1991년 하반기로 예측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계획은

1987. 06

독자 개발 모델 주전산기II 개발 추진

1988. 02

맞게 국산화해 행정전산망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전산기를
국내에서 개발해 보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배경 아래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사업은 일단 외국 기종을 도입해 국산화한 주전산기I과 독자적
인 개발 모델인 주전산기II로 이원화해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톨러런트 기종 도입으로 주전산기I 생산
(국산화율 70% 수준)

1989. 02

신뢰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관 주도형 연구개발사업

변화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컴퓨터시스템과 코드가 표준화됨으로써 정

주전산기 개발사업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산망조정위원장으로 하고 체신

추진 과정에서 배출된 2천여 명의 정보산업 기술자와 경영전문요원들은 현재

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

정보통신의 각 분야에서 중심인물로 활약하고 있다.

는 관 주도형 대형 사업이었다.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되고 재정 규모가 큰 국
책사업이다보니 부서 간 이견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RI가 개발한 주전산기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ETRI 소관부처이자 연구
개발비의 30%를 부담한 체신부가 연구소와 참여기업들을 전적으로 믿고 사

주전산기II(TiCOM) 개발, 주전산기III(고속중형컴퓨터)
공동 개발 사업 착수

구분

추진 전략

내용
초기 2년간은 ETRI에서 원천기술 도입해 국산화한

중대형 컴퓨터 생산국 대열에 진입하다

1994. 01

주전산기III 개발

주전산기Ⅰ

ETRI, 기업

후 2년간 기업에서 개량

-------

1998. 01

주전산기IV(고속병렬컴퓨터) 개발

(톨러런트)

공동개발

ETRI: 75억원(136명)

주전산기Ⅱ

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주전산기 개발사업에 참여할 국내기업으로는 삼성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연구개발 성과로 이어졌다.

(TiCOM)

ETRI 주도하에 4년간 ETRI에 기업의 인력(예산)을
ETRI 주도

투입해 개발 후 기업에서 상품화
ETRI: 228억 원(714명)

반도체통신, 금성사, 대우통신, 현대전자산업 등 4개 업체가 선정됐다. 독

기업 주도하에 ETRI와 기업에서 각각 공동개발 후 기

ETRI는 1987년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TiCOM의 기본 시스템 설

주전산기Ⅲ

‘Tightly Coupled Multiprocessor’의 머리글자를 따 TiCOM으로 결정했다.

계를 완성했다. TiCOM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한 슈퍼미

(고속중형

TiCOM은 연인원 714명의 인력과 215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대형공동개

니급 컴퓨터로 상업 및 기술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컴퓨터였다.

컴퓨터)

발프로젝트였다.

업 진행을 맡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신뢰와 자율성을 토대로 연구원들은

기업: 32억 원(82명)

국가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개발은 1987년 6월부터 4년간 공동개

자개발하기로 한 주전산기II의 이름은 ‘밀결합형다중컴퓨터’의 영문표기인

●

부 어느 부처에서나 필요한 자료를 뽑아 쓸 수 있게 되었고, 행정전산망사업

톨러런트 기종 도입으로 주전산기I 생산
(국산화율 100% 실현)

1991. 07

일으키고 정보통신 수요를 창출해 국내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삼성반도체통신, 금성사, 대우통신, 현대전자산업 등
국내 4대 컴퓨터업체와 주전산기 개발에 착수,

행정업무전산화를 1988년 대민업무 시범서비스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결국 촉박한 일정 때문에 외국에서 기술 도입한 제품을 국내 실정에

행정·의료·교육·교통·금융 등 5개 분야 기간전산망

성공전략

기업 주도

TiCOM의 성능은 80밉스(MIPS), 1초에 8천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 컴퓨터 구조는 물론 보드
수준부터 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최종 시스템까지 직
접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ETRI는 중형컴퓨터의 설계, 구현, 시험 기술을 독

주전산기Ⅳ
(고속병렬
컴퓨터)

도입과 개발의 병행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업에서 상품화

정부는 주전산기 개발사업을 통해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1988년부터 대민

ETRI: 110억 원(370명),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시

업무 시범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개발을 맡은 ETRI의 입

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190억 원(300명), 하드웨어 개발, 응용 소프

장은 달랐다. 개발기간을 4년 정도로 잡을 경우 1991년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

트웨어 개발

했다. ETRI는 도저히 정부가 원하는 개발 기간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도

ETRI와 기업 공동 주도하에 ETRI와 기업에서 각각
ETRI, 기업

공동개발 후 기업에서 상품화

공동 주도

ETRI: 285억 원(270명), 핵심기술 개발
기업: 285억 원(3000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입과 개발을 병행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외국에서 제품을 도입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국산화해서 활용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 개발 사업은 외국 기종을 도입해 국산화한 주전

자적으로 확보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대비할 중대형

산기I과 독자적인 개발 모델인 주전산기 II로 이원화해 동시에 진행됐고, 외국

컴퓨터 생산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기종의 국산화 과정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다.

주전산기 개발 의의
------주전산기(TiCOM) 개발로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에 이어 주전산기 생산·수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나라보다 컴퓨터
산업이 앞서있다고 평가 받던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아직 중형컴퓨터를 만들
지 못하고 있는 때였다.
주전산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PC 생산 조립과
OEM 생산 위주였던 컴퓨터 기술 수준을 중형컴퓨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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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한국 최초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하다

인터넷 대중화 시대를 열다

●

●

경북 구미의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를 연결한 한국 최초의 인터넷 SDN(System

연구원들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Development Network)은 1983년 1월 KAIST가 합류하면서 통신망으로서의 제 모습을

흘렀을까. 연구소 가득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의

갖추었다. 1983년 3월 네덜란드의 MCVAX에 이어 10월에는 미국 HP연구소와의 연결에

중앙컴퓨터가 ‘텔넷’으로 연결됐고 1200bps 모뎀으로 파일을 주고받았다. TCP/IP를 이용한

성공했다. 이후 1984년 아시아넷이 출범했고, 1987년에는 20여 개의 기관이 SDN에 연결

‘한국 최초의 인터넷 연결’이었다. 1982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최초로 인터

되며 규모가 점차 확장됐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조짐을 보

넷 연결에 성공한 것이다.

였고, 1994년 6월에는 한국통신이, 10월에는 데이콤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인터넷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

“기뻤죠. 1969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개발했고 그 무렵 영국에서도 인터넷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터넷은 유럽 국가들이 개발한 인터넷과 비교할 때 월등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인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한 나라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사

넷이라는 것이 장차 IT시장을 점령할 미래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용했던 인터넷망인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이 미국과 견주었을 때 전혀

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상당히 열악했고 미국이 자국의 기술을 전혀 개방

뒤지지 않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 않을 때라 기술 도입도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노하우도 없이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SDN
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한국에 전하다
●
우리나라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박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1965년 오사카 대학을

인터넷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다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UCLA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 그가 조국인 대한민국의 땅

●

을 밟은 것은 1979년. 해외 과학자 유치 사업을 계기로 귀국을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1979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SDN의 탄생은 오늘날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결정적

년 2월 입국해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컴퓨터시스템 개발부장을 맡았던 전길남 박사에게 주

인 계기가 됐다. 또한 전 국민의 인터넷 생활화를 앞당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겨우 컬

어진 첫 임무는 바로 ‘국산 컴퓨터 개발’이었다.

러 TV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은 국내 정보통신역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부모님 모두 한국분이십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언젠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한 과학자의 끈기 있는 도전정신과 개

꼭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일본과 미국에서 배운 해외 선진 기술을, 세계 최

발 의지는 국내 인터넷 기술이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고의 기술들을 한국에 전하는 것이 저와 같은 과학자들의 임무니까요.
마침 좋은 조건에 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고민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

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연구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당시 우리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인

는 국산 컴퓨터 개발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였던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는

터넷 핵심기술(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탄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아닌 순수한

어려움이 많았죠. 서울대학교와 공동개발을 했는데, 연구원을 파트타임으로 쓰기도 했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앞으로 보다 크고 넓은 곳을 향해 전진하길 바랍니다.

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ETRI와 ETRI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처음 제가 SDN을 개발할 당시처럼

전길남 박사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학자에게 도전은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074

<
<

075

35 years’ History of
ETRI >

IT 국가대표 ETRI
SUCCESS STORY

05. 내 손안의 TV 시대를 열다

05.

내 손안의
TV시대를 

2005년 우리나라 IT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지상파 DMB 서비

열다

스의 시작이었다. 위성 DMB에 이어 지상파 DMB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내 손안의 TV, 나만의 방송’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본격적인 이동방송 시대 개막의 주역은 바로 ETRI였다. 2003년 10월 지
상파 DMB 기술 개발, 그리고 2005년 12월 지상파 DMB 상용화로 ETRI
는 또 하나의 ‘세계 최초’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내 손안의 TV, 나만의 방송 시대
------DMB는 아날로그 라디오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에서 만든 디지털 오
디오 방송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날
로그 방식인 FM/AM 라디오는 오디오 방송만을 제공하며 잡음환경에 취약

내 손안의 TV, 나만의 방송 시대

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DAB는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에
서도 고품질의 음성을 수신할 수 있고 문자, 이미지 등의 부가 정보도 함께

또 하나의 ‘세계 최초’를 기록하다
국제표준을 선도하다

수신할 수 있으며 잡음환경에 강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당초에는 아날로그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DAB 도입이 논의됐다. 그러나 DAB는 기존 라디오 사업자로 하여금 신규

지상파 DMB 개발 과정
지상파 DMB 개발 의의
성공전략

투자를 유도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 오디오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DAB
사업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DAB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DAB에 ‘멀티미

서 DMB 송수신 시험이 이루어졌다. 시험 결과 DMB 송신기는 안정적으로

디어 방송’의 의미를 추가한 DMB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보고 듣는 이동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DMB 수신장치는 시속 100km의 고속

TV’인 DMB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주행에서도 화면의 흔들림이나 찌그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ETRI가
개발한 지상파 DMB는 150km 이상의 고속주행 중에도 디지털 TV는 물론

또 하나의 ‘세계 최초’를 기록하다

증권, 날씨 등 각종 데이터 동영상을 끊김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였다. ETRI는 지상파 DMB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

ETRI는 향후 멀티미디어와 모바일이 키워드로 자리잡을 것을 예견

용화함으로써 우리나라 IT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후 우

하고 2002년 디지털방송연구단을 설립해 2003년부터 지상파 DMB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기술 개발 주체인 ETRI는 송신장비 제공과 기술 지원을 담
당하고, KBS, MBC 등 방송사들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 그

파 DMB 종주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내 손안의 TV로!
2006년 6월 9일 오후 6시, 독일 남부 도시 뮌헨 근교에 있는 알리안츠아레나 축구 전용

국제표준을 선도하다

다양한 단말을 시연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기장. 전 세계 축구팬이 4년 동안 기다렸던 독일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했다. 개막전 팀

-------

은 독일과 코스타리카. 6만 6,000석에 달하는 경기장에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람객

지상파 DMB는 기술 개발 초기부터 해외에서의 사용까지 고려해 유

상파 DMB의 핵심기술인 미디어처리기와 재생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DMB

리나라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지상파 DMB 방송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지상

리고 삼성, LG, 퍼스널텔레콤 등 단말업체들은 차량용, 휴대전화, PDA 등

ETRI와 참여업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03년 10월에는 지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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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같은 시각, 이 개막식 경기는 한국형 DMB를 통해 세계 각지
에 있는 2만여 명의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 생생하게 방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럽의 DAB 표준인 ‘Eureka-147’에 기반을 두고 개발됐다. 지상파 DMB 기

데 성공했다. 그리고 10월 22일, ETRI에서 세계 최초의 지상파 DMB 시험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지상파 DMB 기술로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언제

술의 표준 규격은 2004년 8월 TTA에서 국내표준으로 제정된 이후 해외에

방송이 시연됐다. 이후 2005년 12월 8일부터 20일 간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어디서나 즐길 수 있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도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2004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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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기술이 월드 DAB 포럼 기술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채택됐다. 2005년 7

지상파 DMB 개발

05. 내 손안의 TV 시대를 열다

지상파 DMB 개발 의의

월에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이동방송 공식 표준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
지상파 DMB 기술이 경쟁 기술에 비해 적은 출력으로도 넓은 지역을 커버하

개발 배경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으로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서비스를
이동환경에서 수신할 수 있는 수요 증대

고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기술인 DAB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

연구 목표

에는 국제표준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ETRI 기술의 세계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송을 시연하고, 이어서 서울 광화문 지역에서 지상파 DMB 대국민 시연 행

2005년 상용서비스 개시를 위한 세계 최초 단방향 지상파

국제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휴대전화와 DTV 등 디지털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사를 개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홍보했다. 동시에 정부 또한 지상

DMB 송・수신 상용시스템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파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의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적극

MPEG-4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개별업체 단위의 홍보 활동 대신 송신장비,

연구기간
연구비
투입인력

참여기관

ETRI 디지털방송연구단 설립

2003. 10

지상파 DMB 핵심기술인 미디어처리기와 재생기 세계
최초 개발, 지상파 DMB 시험방송 시연

2003. 12

DMB 실시간 송·수신 현장 테스트 국내 최초 성공

2004. 08

지상파 DMB 송신 시스템 및 수신 단말기 개발

2005. 08

TTA(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지상파

●

기반을 조성했다. 지상파 DMB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상파 DMB의

-------

2002

ETRI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한 지상파 DMB 기술을

ETRI는 지상파 DMB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곧바로 ETRI에서 실험방

지상파 DMB/이동통신망 연동 실험시스템 개발

지상파 DMB 개발 과정

효율적인 홍보 활동

통해 우리나라는 ‘내 손안의 TV, 나만의 방송’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상파 DMB의 유럽표준 채택은 우리나라
방송기술 최초로 국제표준화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2007년 12월

-------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방송 콘텐츠의 단순 시청을 벗어나 이동통신망

단말기, 콘텐츠 등 DMB와 관련된 모든 업체들로 국제 시연단을 조직해 우

을 연계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상파 DMB와

리나라가 DMB 관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동통신망 응용기술 및 송수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해 IT산업의 새로운 돌

DMB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2002년 1월~2005년 12월
240.9억 원
190.11명(M/Y)
주관 : ETRI

파구를 마련했다.

참여 : ICU, 넷앤티비, 퍼스널텔레콤, 아스텔, 엘
컴텍, 픽스트리, EXE모바일, KBS, MBC, SBS,

기존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다

알티캐스트, 기가텔레콤, 건지소프트
기술료
수입

2003~2005년까지 9억 3,100만 원

●

기술 실시업체: 알티캐스트, 씨아이에스테크놀로지,

Eureka-147 기술은 유럽에서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위해 고안된 전송 표준

엠엔비티 등 다수

경제적
파급효과

으로서 유럽을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됐다. 그러나 오디오 방송
총 2,174억 원

중심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활성화되지는 못했

(2011년 현재가치 기준)

다. ETRI는 이미 검증된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인 DAB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DMB 상호 운용성 시험 실시

2005. 12

세계 최초 지상파 DMB 상용 서비스 개시

2006. 05

유럽에서 지상파 DMB 서비스 최초 상용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과 휴대 단말 제조 기술을 결합하

성공전략

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가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보고 듣는 이동 TV’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정확한 미래 기술 예측과 적시 기술 개발 착수
●
ETRI는 멀티미디어와 모바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사회에서 이동 TV가 핵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심 서비스로 부상할 것을 예견하고 먼저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상용

●

화 연구,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해외진출 전략 등에 대해서는 정부 및 관련

우리나라가 개발한 지상파 DMB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가

장비업체들과 함께 전략을 수립, 진행해나갔다. ETRI가 세계 최초로 DMB

장 큰 이유는 유럽 표준에 기반을 두었지만 국내 기술을 적절히 반영해 새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고, 해외 수출에도 경쟁국보다 앞설 수 있었던

운 애플리케이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내

중요한 요인은 이처럼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ETRI 기술의 세계적 우수성을 입증

예측으로 적시에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정부, 기업과 함께 종합적인 전

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략을 수립해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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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메가 컨버전스를 창조하다

06.

메가
컨버전스를 

창조하다

자연 현상에서의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로

않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응용 범위가 대폭 확장됨으로써 기존에 IT가

IT, BT와 만나 ‘의료’의 개념을 바꾸다

되는 것이다. 새롭게 나타난 ‘하나’는 기존의 특성을 지닐 수도 있지만, 전

지녔던 기술적, 산업적 중요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미를 지니

-------

혀 새롭게 진화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

게 됐다.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전통산업 등 타 산업과 융합되

2010년 3월 17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보도

던 기술 분야에 적용되면서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기술이 탄생됐

면서 신개념 부품과 소재가 개발되고 새로운 블루오션이 창출되는 IT융합

됐다. 집에서 혈액 두 세 방울로 20~30분이면 간암이나 대장암 등 질병 유

다. 미래 사회 변화의 큰 특징이 이러한 융합으로 대변되면서 기술 분야 전

기술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융합의 중심으로 떠오른 정보통신은

무를 알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 바이오센서 분야의 최정상급 학술지

반에 걸쳐 융합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융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제2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에도 게재된 이 기술을 개발한 주인공은 바로 ETRI였다.

합으로 시작된 이 흐름은 IT기술 간의 융합을 넘어 서로 다른 기술과 산업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메가 컨버전스 창조의 중심 연구기관인 ETRI

IT기술이 의료 분야에 접목돼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분야 간의 융합으로 확장되며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을 촉진

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ETRI는 지난 35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연구

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u헬스다. u헬스는

시키는 중심에 바로 IT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IT기술들을 의료, 자동차, 조선, 국방 등 다양한

장소에 관계 없이 건강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건강관리서비스센터에

산업 분야와 접목시키며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송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일일이 병

융합시대를 맞아 IT기술은 기존의 독자적인 산업 영역에 국한되지

원에 가지 않고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
로운 개념의 헬스케어 서비스다. 특히 고령화시대를 맞아 집에서도 간편하게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u헬스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IT, BT와 만나 ‘의료’의 개념을 바꾸다

ETRI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
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IT-BT 융합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옷이나 신발처

IT-NT 융합으로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똑똑하게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다

럼 착용하고만 있으면 생체정보를 통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오 셔츠와 스마트 신발, 칼로리 측정기와 소변 측정기, 사용자의 낙상을 자
동적으로 감지하는 낙상폰, 약의 체계적인 복용을 관리하는 약복용 상자 등

성공전략

을 개발했고, 소변을 통해 건강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배뇨분석기라
는 이름으로 상용화되기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주관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u-생활
지원시범사업’을 통해 ETRI가 개발한 u헬스 기술들을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직접 보급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u-생활지원시범사업은 공공연구부
문에서 개발한 IT융합 연구 결과물을 국민 실생활에 적용해 국민 복지와 건
강증진에 기여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u헬스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질
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인구구조
의 변화, 전문 의료진의 부족현상 등 사회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NT 융합으로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똑똑하게
------IT기술이 나노기술과 만나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똑똑해지고 있다.
IT-NT 융합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하고 실시간 대화형
멀티미디어 통신과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이 머지않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ETRI는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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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케어 전체 시장 규모
(단위:억 원)
20,652

20,000
14,913

15,000
10,387

10,000

6,484

5,000
619

0

2006

2007

2006

신 기술’은 무선통신을 통해 달리는 차량 간에 위험 경보와 각종 교통 정보를

해왔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교감 통신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의 핵심기술로 차량 소통

가능한 동반자 개념의 유비쿼터스 단말용 부품/모듈 기술, 사람의 눈처럼 두

을 돕고 운전자가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기

개의 렌즈를 가진 입체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3D 디스플레이로 실감나게 보

술은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과 공공 교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하며, 미래 첨단

여주는 차세대 단말용 3D 입체영상 기술 등은 나노기술 기반의 IT융합 원천

교통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8

ETRI가 개발한 u헬스 기술들

2003

보통신 환경의 구축을 위해 나노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

기술로서 차세대 휴대 단말에 적용되면 미래 IT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2,742

골밀도 측정기

2009

2010

2011

06. 메가 컨버전스를 창조하다

또한 2010년에는 고성능 100% 게르마늄-온-실리콘 광수신 신소

융합시대를 미리 준비하다

이처럼 ETRI는 첨단 IT 기술을 선박, 자동차 등 전통산업과 융합함

●

으로써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IT 조선, IT 자동차

ETRI는 IT와 BT, NT 등이 융복합화되는 ‘메가 컨버전스’가 미래산업의 트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렌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융합 패러다임에 맞춰 연구방법론과 연구자원 및

자를 세계 최고 성능으로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실용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등 ‘컨버전스’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핵심 원천기술

전자와 광의 융합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미래형 컴퓨터와 미래 광통

확보를 통해 IT기술의 고도화를 이루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복합

신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선도

화를 통해 융합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IT 기반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로써 ETRI의 개발로 우리나라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를 향후 차세대 성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ETRI는 IT 강국을 만들어온 첨단 IT기술들을

장사업으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접목시키며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인체통신을 이용한
바이오 셔츠

성공전략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다
-------

고령자 응급관리
낙상폰
2007
스마트 약상자

세계 최소형
배뇨 분석기
2009
어린이 성장 예측
SW’

조선산업이 최근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의 도전

●

을 받고 있다. 자동차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는

ETRI는 본격적인 융합시대를 맞아 연구 분야 간 장벽을 허물고 서로 자유롭

분야이지만 최근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본 업체의 새로운 무장과 신흥국의 공

게 넘나들 수 있는 개방적인 연구조직을 만들었다. 2008년 이후 융복합 체

급과잉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제로 개편된 연구조직들은 IT+조선, IT+자동차, IT+국방, IT+의료 분야를

온 대표적인 전통산업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시점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2012년 1월에는 ‘자동차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고부가가치의 질적 성장으

선국방IT융합연구단’을 출범시켜 융합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답은 IT와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다.
ETRI의 차별화된 첨단 IT기술은 선박, 자동차, 섬유 등 전통산업 분
야와의 접목을 통해 해당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ETRI가 현대중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만남과 소통
●

반도체 바이오센서

IT기술을 접목해 선박 건조의 주요 작업 공간인 야드와 건조 중인 선박 내부

미래에 펼쳐질 세상을 가상으로 설계하고 그 세상에 꼭 맞는 편리한 기술을

칩/리더기

를 무선통신망인 와이브로로 연결해 효율적인 물류 작업과 작업자 간의 통
신을 통해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또한 운항 중인 선박 내의 모든

광주에서 IT+BT
2011

교차로 영상
정보 표시창

공업과 공동개발한 ‘IT기반 선박용 토탈 솔루션’은 선박 제조와 운용 과정에

암 진단을 위한
2010

연구 분야 간 장벽을 허물다

2000년 이후 꾸준히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우리나라의

융합서비스
기술 시범 서비스

신호등 상태 및
잔여시간 표시창

찾아내는 일은 끝없는 상상력과의 싸움이다. 창조적인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인 접목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산업 분야, 학문과 문화예술 분야 등과 폭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운행 중인 선박 내의 관리

넓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탄생하며, 융합이야말로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도전

자뿐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관리자도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ETRI의 연구원들은 연구현장에서

다. ETRI 기술로 생산된 선박원격유지보수 시스템은 세계적 선주사인 AP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새로운 세상이 요구하는 창조적인 ‘융합

Moller, CMM 등에서 발주한 110척의 선박에 탑재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양 분야의 신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자동차 산업에 IT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한 ‘멀티홉 방식의 차량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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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인간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를

우리는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자료와 정보를 사용해 서로 의

구현하다

사소통을 한다. 이런 자료와 정보들을 ‘콘텐츠’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보급
된 이후 그동안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콘텐츠들이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복제와 가공이 쉬운 속성으로 인해 산업적으로 큰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의 원작(source)이 다
양한 분야나 장르에 활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소스 멀티유즈
(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토대가 튼튼
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통신 인프라를 활용
할 만한 콘텐츠의 양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주
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장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개
척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디
지털콘텐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콘

대한민국 CG기술 독립을 위해

텐츠 기술 개발에 나선 ETRI는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CG),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 게임, 저작권 보호기술(Digital Rights

즐거운 삶의 동반자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현실을 창조하다
학습효과를 높이는 이러닝(e-Learning) 기술
저작권 보호기술로 건전한 콘텐츠 환경을 조성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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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DRM), 이러닝(e-Learnung) 등 디지털콘텐츠 핵심기술
을 개발하며 인간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를 구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CG기술 독립을 위해
▲

-------

적인 CG 학회인 Siggraph 2007에서 영화제작자 및 CG 전문가들로부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 현장.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중공

호평을 받기도 했다. 2006년 개발한 비사실적 렌더링(Non-photorealistic

군의 대규모 공격 장면을 촬영하는 날이다. 그러나 촬영 현장엔 제작진과 카

rendering:NPR) 기술은 극사실성을 추구하던 기존의 CG기술과 달리, 예술

메라, 그리고 인해전술 장면을 찍기엔 턱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 눈에 띌 뿐

적 감성에 기반을 둔 인간 친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CG기술로

일촉즉발의 순간. 2006년 7월에 개봉한 영화 <한반도>의 한 장면이다.

이었다. 이 장면은 ETRI의 광학모션캡쳐(optical motion capture)라는 첨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 <한반도>의 강우석 감독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한·일 간의 팽팽한

영화 한반도 속 CG 제작과정
‘애앵’ 하는 긴박한 소음과 함께 동해에 나타난 일본 이지스 함대와 이를 막
기 위해 출동한 대한민국 함대. 금방이라도 한·일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해상 대치 상황을 넣고 싶어했다. 물론, 해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조로 군함

단기술로 완성됐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 캐릭터에 실제 인물의 동작을

2010년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합성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리얼 3D 복원 기술을 개발했다. 실제 사람과 동일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완벽히 재현해낸 것이다.

외형과 움직임을 가지는 3D 리얼 아바타(real avatar)를 만들어 생생한 3D

하지만 CG로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해외에서도 오래되지 않은 일로

ETRI는 헐리우드 영화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CG기술을 개발해 우

영상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원천 기술로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매

2001년 <진주만>과 2004년 <트로이> 정도가 전부였다. 연구팀은 감독이

리나라 영상 콘텐츠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5년 개발

체에 적합한 킬러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또한 다

건네준 영화에 들어갈 해상 촬영 필름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시 연

된 디지털 액터는 실제 배우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외형과 동작을 가진 컴

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차세대 체감형 콘

퓨터 그래픽 영상 캐릭터로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한반도>, <중천> 등

텐츠를 위한 사용자 동작인식 기술 및 입체 콘텐츠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연

에서 위험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액션 장면에 사용됐으며, 2009년에는 디지

구를 진행하고 있다.

털액터 기술을 확장해 어류, 파충류, 조류 등 생명체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

ETRI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핵심이 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크리처(Digital Creature) 기술을 개발했

를 선진국 수준의 기술로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분야

다. 또다른 CG 특수효과 제작 기술로서 물이나 불과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 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

컴퓨터를 활용해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 세계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 전투기를 동원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했다. 그러나 ETRI의 디
지털 액터 연구팀이 있지 않은가!

구팀이 개발한 카메라 트래킹 소프트웨어로는 CG 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장면 투성이였다. 개봉까지 남은 시간도 얼마 없었다. 시간과의 싸움에 들
어갔다. 늦은 밤까지 영상을 수없이 되돌려 보며 카메라 구도와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해수면의 위치와 각도의 알고리즘을
찾기 위한 지루한 토론과 고민이 이어졌다. 그렇게 50여 일간의 고생 끝에
한·일 함대의 팽팽한 접전 장면을 완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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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삶의 동반자

ETRI 기술이 적용된 영화들

------<구미호> 1994년 개봉작

<호로비츠를 위하여> 2006년 개봉작

국내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된 영화로 ETRI

ETRI가 단순 장비 지원이나 기술개발 차원이 아니

다. 한창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지만 걱정 없다. 지하철을 타

CG팀은 이 영화 제작을 위한 영화 필름의 디지털

라, 본격적인 VFX팀으로 참여한 첫 번째 작품으

고 가면서 휴대전화로 계속 이어서 게임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도 PSP나

스캔 기술, 모핑, 파티클 특수효과, 인체 키네매틱

로 26컷에 달하는 영화 속 모든 CG 장면들을 전

X-Box 등으로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니 말이다.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스 등의 컴퓨터 그래픽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담해 작업했다.

때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를 이용해서든 게임은 계속될 수 있다. ETRI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온

가 개발한 크로스플랫폼 게임엔진기술 덕분이다.
2005년 ETRI가 개발한 크로스플랫폼 게임엔진기술은 PC에서 개발
된 게임을 콘솔, 모바일기기 등 다른 기종의 단말기에서도 그대로 상호 연동
<태극기 휘날리며> 2004년 개봉작

<한반도> 2006년 개봉작

해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로서 사용자가 하나의 게임을 장소와 상관없이 이

인해전술로 몰려드는 중공군의 남침 장면, 피난민

바다 위의 함선 모델링-합성과 디지털 액터 삽입

동 중에도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휴대인터넷이나 DMB, 광대역통합

들과 패잔병들의 피난 장면 등이 ETRI 기술로 탄

같은 고난이도 작업들을 진행했다.

망 등의 첨단 인프라와 서비스에서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PC에 한정됐던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ETRI의 크로스플랫폼 기술로 와이

생했다.

브로, DTV, DMB까지 확장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더욱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게임을 위해 게임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는 한편, 온라인 3D 게임 제작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개발해 게임
업체들에 기술이전했다. 이 기술들을 종합한 게임엔진은 ‘Dream 3D’라는 이
<귀신이 산다> 2004년 개봉작

<중천> 2006년 개봉작

름으로 게임개발자들의 게임타이틀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8

귀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면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

주연과 조연의 디지털 캐릭터 및 군중 캐릭터 제작

년에는 온라인 게임업체가 새로운 게임을 공개하기 전에 온라인게임 서버의

화하기 위한 디지털 영상합성을 지원했다.

을 비롯한 특수 장면 제작에 참여했다.

성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솔루션인 비너스 블루를 세
계 최초로 개발해 게임 테스트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011년에는 비너스 블루를 크게 개선해 게임 패킷만으로도 게임 서버의 안
정성과 클라이언트의 소스코드 없이도 게임 서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EasyQA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출시회사들도 게임
서버의 안정성 테스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청연> 2005년 개봉작

게임 서비스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도 2010년부터

일제시대 눈 내리는 종로 거리를 자전거로 활보하

개발했다. 서버들이 모여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고 사

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ETRI의

용자에게는 플레이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줘 성능이 낮은 단말에서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사용했다.

도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 기술
은 대형 게임 출시회사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미래 유망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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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인간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를 구현하다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개념의 4D 기술은 향후 영화관, 레포츠, 게

저작권 보호기술로 건전한 콘텐츠 환경을 조성

임,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체험형 콘텐츠 관련 산업분야에 새로운 콘텐츠

-------

서비스 패러다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고 보다 넓은 시장에 유통되면서 등장하기 시

성공전략

작한 개념이 바로 저작권이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학습효과를 높이는 이러닝(e-Learning) 기술

음악, 동영상 파일 등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거나 사고파는 행위들이

최첨단 IT 기술에 상상력을 결합하다

-------

생겨나면서 저작권 보호기술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ETRI는 인터넷이나

●

2004년 4월, EBS의 인터넷 수능 방송 서비스 개시는 그동안 학교나

가상공간을 통한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 콘텐츠 유통의 근절을 위한 저작권

영화 ‘한반도’의 CG를 제작할 때의 일이다. 영화 장면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보호기술을 개발해 콘텐츠의 투명한 거래와 유료화에 크게 기여했다.

바다의 실사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팀은 목포와 제주도 사이의 바다를

학원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후 우

ETRI가 2005년 개발한 디지털 포렌식 마킹 기술은 불법 콘텐츠의

찾아갔다. 해군의 협조를 얻어 군함 위에서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촬영

최초 유포자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음악이나 영화 등의

당일 파도가 심하고 해군이 실제 훈련 중이라 섬이나 부표를 촬영하지 못하

전 세계적으로 이러닝 관련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

디지털콘텐츠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을 방지했으며, 2008년에는 P2P, 웹

는 일이 발생했다. 그 결과 트래킹의 기준이 될 만한 섬이나 부표가 없어 나

서 ETRI는 교육에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첨단 교육 서비스 기술을

하드, 포털 등에서 음악, 영화, 방송물 등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

중에 영상 합성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확보하기 위해 이러닝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08년 ETRI가 개발한 고품

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 저작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ETRI가 개발

ETRI 연구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수평선이나 해상의 구름 등

질 3D 인터랙티브 학습 콘텐츠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학습 전용 단말기

한 디지털핑거프린팅 기술은 음악, 영화 등에서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특

최대한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용해 카메라 정보를 획득하는 ‘수평선 기반

와 휴대전화 등으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들이 구축된 미래

징점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지 확인하

트래킹 기술’을 개발해냈다. 이 기술의 개발로 해상의 파고 등에 영향을 받지

교실 환경에서 몰입감과 실재감을 느끼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른바 실감형

는 기술이다. 현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는 ETRI에서 이 기술을 이전받

않고 트래킹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델링한 3D 함선을 바다에

학습 시스템이다.

아 국내 대형 P2P,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음악, 영화 등의 불법 콘텐츠를 모

띄워 웅장하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ETRI 연구원들은 이처럼

니터링하고 있다.

IT기술을 기반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디지털콘텐츠 신세계를 펼쳐

리나라에 이러닝 시대가 본격 개막됐고, 전자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은
전통적인 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게 됐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현실을 창조하다

2009년에는 3차원 가상공간 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초등

-------

학교 가상체험 학습서비스와 다양한 동화 속 배경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만

2011년에는 사람이 느끼고 반응하는 감정별로 음악을 분류해 원하

영화 ‘매트릭스’에는 인공두뇌를 가진 컴퓨터에 의해 인간의 기억마

들어 실제 배경처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동화구연 서비스를 개발했

는 감정에 따라 음악을 검색하고 추천하는 감성 기반 음악 내비게이션 기술

저 지배하는 가상현실이 등장한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가

다. 현재 ‘아기돼지 삼형제’, ‘혹부리영감’ 등의 콘텐츠가 도서관에서 서비스

을 개발해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아 들을 수 있게 함

상공간을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마치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 직접 가상체험을 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대전지역 14개 초등

으로써 음악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당한 저작권 수입을 확보할 수 있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개척하다

몰입시킬 수 있어 교육, 의료, 원격조작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 시범서비스되고 있는 ETRI의 다양한 가상환경 콘텐츠는 국내 이러

게 했다.

●

러한 가상현실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점 연구 개발 대

닝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가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불법 복제나 위조, 변조 등과 같은 각종 보안 위협에

IPTV, 3DTV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는 추세에

쉽게 노출되며 이러한 위협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상거래 유통질

맞추어 ETRI는 그에 적합한 킬러 콘텐츠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ETRI는 2007년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조

서의 파괴로 이어져 결국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주력하고 있다.

선산업에 최첨단 IT기술을 적용한 선박도장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

ETRI는 건전한 콘텐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저작권 보

사람이나 동물 등 움직이는 개체의 겉모습과 움직임을 동시에 복원할 수 있

조선소의 도장공, 직업전문학교의 기능공, 대학교의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는 ‘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Full 3D 복원 기술’ 등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극

상으로 선정해 기술 개발에 범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열악한 작업 현장 대신 실제 환경과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도장 실습을 할 수

사실화 함으로써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3D 방송, 3D 가상공간, 영화 등

있게 했다. 또한 2010년에는 조선, 중공업, 건설 등 광범위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 기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성의 용접 기술을 가상공간에서 습득할 수 있도
록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오감 체험형 인터랙티브 4D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존
3D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대화된 몰입감을 콘텐츠 서비스에 반영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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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축하다

08.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는 기하급

구축하다

수적으로 증가했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급속히 성장했
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인터넷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 악성 바이러스 유포,
지식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보안 침해 위험에 대비해 정보보안기술
의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특히 ETRI를 중심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윤
리적, 기술적 근간이 될 다양한 정보보안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IT 강국에 ‘보안’ 경고등이 켜지다
------2003년 1월 25일 14시, 전국의 모든 인터넷망 접속이 갑자기 중단
됐다. 국가 전산망의 마비로 공공기관, 은행, 기업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

IT 강국에 ‘보안’ 경고등이 켜지다

지고 피해가 속출했다. 몇 시간 후 인터넷은 복구됐지만. 이 일은 세계 최고
의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안겨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보안기술 개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기술 개발

이 인터넷 대란은 ‘SQL 슬래머 웜’이라는 일종의 작은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염되어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일으킨 것으로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심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정보보안기술
정보보안기술의 전망

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통신업체의 보안정책 미비와 관리 소홀, 정부의 감독
부족, 경제주체들의 정보보안의식 부재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T 강국이라는 명성 못지않게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성공전략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다. 2003년 인터넷 침해 사고 이후에도 정보화
역기능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해킹에 사용되는 기술도 점점 발달해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됐다.

우리나라 주요 정보보안 침해 사례

2004년

국가 주요기관 전산망 침투 해킹 사고

2009년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 포털 사이트,
은행 사이트 등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디도스)

2011년

농협, 현대캐피탈,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등의
대규모 해킹 피해

▲
2000년도에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해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ETRI는
10년 후,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종류를 불문한 모든 스마트폰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 및 쇼핑 등의 전자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서명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등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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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보안기술 개발
------ETRI의 정보보안기술 개발은 우리나라에 전자상거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인터넷 뱅킹이 도입되던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35 years’
Years History
History
ofof
ETRI >

08.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축하다

술(Biometrics)이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용자 인증, 플랫폼 인증, 기기 인

ETRI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얼굴이나 홍채, 지문 등 개인의 바이오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 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바이오 인식 제품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

증, 데이터 보호, 무결성 보장 등의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모바일 컴퓨팅의 정보보안 핵심 요소 기술인 mTPM칩을 개발했다. 데스
크톱이나 노트북에 TPM칩을 장착하면 전자상거래 시 돈이 오고 가거나 ID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 사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ETRI가 개발

1. 정보보호 및 보안
2. 클라우드 서비스

3. 태블릿 PC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4. 소셜 비즈니스

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 모바일 오피스
6. 3D

개발 초기에는 전자보증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공인인증기관

IT 10대
트렌드 변화

1. 스마트폰

2011

2012

5. 위치기반서비스
6. 스마트워크

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mTPM칩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7. 클라우드 컴퓨팅

7. 소셜 비즈니스
8. 스마트 디바이스

인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정보보호

한 기술은 휴대폰, PDA, PMP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기반 시스템을

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

8. 모바일 인터넷
9. 개인정보침해・노출

9. 오픈 플랫폼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인터넷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활용해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공문서 발급장치 등 기존 PC 기반 제품에도 안

공할 수 있게 됐다.

10. 그린 IT

10. 빅 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주요 정보보호 기반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2006년까지 5대

정적으로 활용됐다.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대형 국책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통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에 바이오인

해 그동안 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해오던 해킹 침입 감지와 차단, 대응 기술 등

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분야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요구 및

의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자주적인 정보보호기술 국가의 위상을 확립했으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ETRI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며, 2007년에는 네트워크 침입방지 핵심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03년

바이오 인식 기술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임베디드

의 인터넷 대란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바이오 인식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인식 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전략
민감정보 유출방지기술 하드웨어

다각적인 정보보안기술 개발

2008년에는 인터넷의 대표적인 역기능인 개인정보 유출과 악성 댓
글, 허위정보 유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용자가 신분을

정보보안기술의 전망

●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익명 인증 기술과

-------

유무선 인터넷의 발달 등 정보보안 환경이 변화하고 해킹 방법도 갈수록 고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100명의 IT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

도화되고 있다. ETRI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뱅킹의 시작부터 최근의 스마

명 인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라는 법적, 제도적

탕으로 발표한 ‘2012년 IT 트렌드 전망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2012년 IT

트 시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까지 IT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정보

업계를 이끌 트렌드로 ‘정보보호 및 보안’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각적인 정보보안기술들을 개발

강제성 없이 사이버상에서의 책임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전자여권 바이오 인식 키오스크

얼굴-지문 인식 로비폰

얼굴 인식 모바일 디바이스

또한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바이러스, 웜, 트로이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보처리기술 발달과 유무선 인터넷이 확산됨에

목마 등의 악성 변종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 분석하고 관리해 원천적으로

따라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

하고 있다.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의 신·변종 악성 코드 탐지기술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정보보안기술

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을 개발했다. 기존의 보안장비가 발견하지 못하는 신·변종 공격을 효과적으

-------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가트너, IDC 등 글로벌 IT 조사업체의 보

정보보안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로 탐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알려진 악성 코드 및 알려지지 않은 상당수의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TV, 스마트세탁기, 스마트청소기 등 가전

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정보보안 시장은 2013년까지 연평균 12.2% 성장해

●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보다 완성도 높

제품들까지 ‘스마트’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9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은 보안체계 구축에 일조했다.

된 각종 디지털기기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이 구축되

현대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

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과

제공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

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기술 개발

함께 해킹 등 정보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이 일반화되면서 정보 유출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더

-------

가 요구되고 있다. 정보보안은 스마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셈

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나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

욱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할 수도 없으니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더

이다. ETRI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의 중요 정보

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대책과 함께 더욱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보호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편리하게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의 중요한 정

가 사용자의 부주의나 프로그램의 버그, 시스템 취약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업그레이드된 정보보안기술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ETRI는 이러한 시장 환

ETRI는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

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거나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국가의 중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보안기술의 다각화로 기술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산

을 유지하며 기술 개발에 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ETRI가 개발한 ‘자기

정보와 전자상거래 등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마저도 손실되는 현상이 빈

2009년 ETRI가 개발한 모바일 단말용 침해방지기술은 전자사전이나 동영

업 활성화에 기여해나갈 것이다.

통제 강화형 전자ID 지갑’은 사용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로그인 아이디와 비

번하게 발생했다. 사용자 패스워드와 같은 사용자 인증 방법으로는 개인이나

상 같은 유료 콘텐츠와 공인인증서 등 단말 내의 중요 정보가 USB 인터페이

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스마트 지갑으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기업, 국가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

스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로 개인의 중요

의 제공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하기 위해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바이오 인식기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다.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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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다

09.

국제
표준화를

국제표준을 선점하라

다. WiBro 주파수 대역인 2.3GHz 대역이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4세대 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

동통신의 세계 공통 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손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이나 기술은 세계 시

2007년 10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

로 직접 개발한 이동통신기술이 최초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동시에 세계

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동네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에

합(ITU) 전파통신총회에서 대한민국 이동통신 표준화 역사에 새로운 이정

공통의 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우리의 독자 기술인

서 인정받고 통하는 기술이 되려면 무엇보다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

표가 세워졌다. 전 세계 97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토종 기술인

WiBro가 국제표준의 반열에 오르게 된 데에는, ETRI를 비롯해 정부와 기

제표준은 정보통신 기기 상호간에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대화방법, 절차,

WiBro가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가운데 여섯 번째 표준규격으로 최종 채

업 그리고 표준화 관련 기관 등이 기술기획에서부터 표준 채택에 이르기까

문법 등을 사전에 약속해 두는 일종의 규약(Protocol)이며, 규약을 정하는

택된 것이다. 그리고 11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다른 낭보가 전해진

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하나의 무선통신기술이 개발되

국경의 개념이 없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도하다

절차가 바로 표준화다.

국제표준을 선점하라

어 국제표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적정 주파수 대역의 확보 및 할당, 해당 주

21세기 들어 IT기술이 고도화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파수 대역의 전파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및 장비의 규격 개발 등이 고려되어

되면서 기업 간, 국가 간의 치열한 표준화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후보기술과의 보완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 상용화

하고 있다. ETRI 역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기술 개발 못지않은 열

까지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에

정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세계 각국의 대표 기업,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표

서 WiBro 국제표준의 채택은 국제표준이 되기 위한 기술기획부터 상용화를

준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한 문제해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경험을 통해
관련 핵심역량을 축적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WiBro 국제 표준채택 과정
에서 축적된 핵심역량은 향후 제2, 제3의 국제표준을 창출하는 발판이 됐다.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ETRI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ETRI

ETRI 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 표준연구센터

-------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ETRI의 표준이 곧 국제표준이 되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제표준은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선보이는 IT 분야에서는 누가 먼저 표준을 확보하느냐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최대의 IT R&D 연구기관 ETRI는 급격히 변화하는 IT 환경 변
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핵심 표준화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변화
에 따른 신규 표준 아이템을 도출하고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외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을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하는 등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
야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을 하는 등 공격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 수용자에서 선도자로 변모하고 있다.
설립 이후 연구개발에 매진해오던 ETRI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부터이다. IPv6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한 ETRI는 이후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
석하고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해 MPEG, DMB, 휴대인터넷 등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총 251건(2011년 12월 기준)의 국제표준특허를 확보했
다. 또한 국제 특허풀 가입 건수는 8건으로 세계 공공기관 중에서 1위를 달
성해 ETRI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의 기반을 마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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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다

특히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LTE, 초고속 무선전송, 차세대통신

단 등 국제표준화 실적이 우수한 표준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표준전문위원

된 최초의 사례로 북미와 유럽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이종 통신망·통신장비

2005년	IPv6분야에서 새로운 IETF 국제표준 승인.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망(NGN), MPEG 분야 등에서 69건의 개발 기술을 ISO, IEC, ITU, IEEE,

제도의 운영을 통해 ETRI는 연구원 차원의 표준화 협력연구 수행의 효율성

간 통신 프로토콜 표준에 대해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3D 표준화포럼’ 총회 개최. MP3 콘텐츠 연동, 타사 제품의 음악

3GPP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킴으로써 세계 IT 분야

증진, 핵심 표준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전담 수행 및 원내 개발 기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도 청취가능한 DRM 연동기술 표준화기술 발표

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IEEE

술의 효율적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표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ETRI는 2005년

802.11(무선랜), G.729.1(광대역음성코덱) 특허풀의 신규 가입으로 핵심특
허 보유기관으로서 향후 막대한 해외 기술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10월 산업표준화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10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주최

현재 ETRI는 IT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주요 국제표준화기
구에서 총 103명의 표준전문가들이 공식 지위를 가진 의장단으로 활동하며
우리의 기술을 세계의 기술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현재 ETRI는 국내외 주요 60여개 국제표준화기구와 단체에 회원으

한 ‘201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표준화 대상인 대통령 표창(단

세계는 바야흐로 기술 전쟁의 시대다. 누가 어떤 기술을 먼저 선점

로 가입해 활동하는 등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주도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

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 및 외국 표준화 기

하고 표준화하느냐에 사활이 걸려있다. 국제표준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만

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표준화함

관과의 활발한 국제표준화 협력 활동을 펼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IT기술이 지구촌

으로써 막대한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계의 기술력 강화

를 인정받은 것이다.

모든 이들의 편리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ETRI
국제표준전문가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분주하다.

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년	ETRI가 주도하는 리눅스의 국내표준 최초 제정. 멀티코덱 기술,
IPv6기술, 차세대통신망 기술 국제표준 제정
2007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차세대 통신망(NGN)에서
표준권고안 승인
2008년	EU와 공동으로 RFID기술 표준화 추진. W3C 모바일웹 국제표준
화회의 개최
2009년	60GHz 무선전송기술 국제표준 채택. ‘자동차용 실시간 표준 운
영체제(ROSEK)’와 관련, 국제인증 획득
2010년	IEEE의 이동통신 관련 표준그룹 의장 선출. ITU-T 국제표준화 회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ETRI 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 표준연구센터

-------

의에서 IPTV 2.0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이기종 무선 네

-------

수많은 우리의 IT기술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선전하고

트워크 간 심리스 연동 표준 기술에 대한 3건의 국제표준 확보,

1989년 ETRI는 Protocol Engineering Center라 불리는 표준연구

있는 배경에는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ETRI 표준전문가들의 눈부신 활약이 자

의장단 3명 확보. 세계 최초로 모바일 RFID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센터를 설립했다. 표준연구센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전문 조직으

리하고 있다. 표준전문가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기구(ISO), 국

5종의 국제표준 확보, 13명의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확보. 차세

로 미래 선행기술 표준개발과 국제표준화 선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

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정보기술통합위원회(JTC) 등 국제표준화 단체에서

대 웹 표준 개발, 5종의 국제표준, 17명의 표준의장단 확보

기반 표준 제정 및 정부 정책 지원, 원내 R&D 표준화 연계 협력, 원내외 실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장에 준하는 컨비너, 회

2011년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서비스 기반 기술’ 국제표준 채택. 가

간 표준 정보 제공 그리고 국제표준화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의 주재자인 라포처, 표준안 작성 책임자인 에디터, 그리고 매니저와 이사 등

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을 위한 ‘MPEG-V 6종 기술’ 국제표준

을 말한다.

승인

ETRI는 표준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표준화 관련 업무의 수행절차를
체계화해 나갔으며, 국제표준화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ETRI는 국제 기술 표준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

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 활동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 시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했

작했다. 또한 표준화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 활동에 대한 평가

다.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표준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국제표준

ETRI의 표준이 곧 국제표준이 되다

를 전담하는 표준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표준화 규정의 제·개정을 검토하

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

고, 표준기고서의 심의 및 등급 심사, 표준전문위원의 자격심사는 물론이고

펼쳤다.

기타 표준화 활동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2000년
그 결과 2004년 10월에는 1953년 우리나라가 ITU에 가입한 이래

최초의 한국인 의장으로 당시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박기식 단장이 ITU-T

201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표준화 대상인 대통령 표창(단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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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화 활동
을 시작. 인터넷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다수의 국제표준 초안 제출

SG3(과금 및 요금정책반) 의장에 선출됐다. 당시 ITU 가입 국가 189개국

2002년	인터넷 웹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단체인 W3C(World Wide

중 표준화부문 의장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Web Consortium)와 W3C 대한민국 사무국(W3C Office in

등 8개국 뿐이었다.

Kore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공식 체결

또한 2011년 3월에는 전기 분야의 대표적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

2003년	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MPEG-4, IMT-

전기기술위원회(IEC)의 조명기술위원회 TC34(Technical Committee) 내

2000 등의 주요 국제표준 특허풀(Pool)을 본격 가동. MPEG-4

‘OLED 조명 표준화 워킹그룹(WG)’ 초대 의장에 ETRI 조두희 박사가 선임

특허풀에 3건의 특허 등재

됐으며, 7월에는 이종 통신 프로토콜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2004년	연구원 조직개편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인 ‘멀티서비스포럼(MultiService Forum, MSF)’ 의장에 ETRI의 이규

활동 강화. 휴대인터넷(WiBro) 기술, 지상파 DMB 기술 등 주요

욱 책임연구원이 선임됐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멀티서비스포럼 의장에 선임

핵심 연구원 개발 기술 국제표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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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2011년 특허출원 3574건과 특허등록 1347건! 누적 특허출원 건

되다

수 4만 1462건! 누적 특허등록 건수 2만 977건! ETRI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ETRI의 특허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전체 출원 건
수의 약 40.7%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으로
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ETRI는 지난 35년간 이루어낸 세계적인 기술개발과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에 있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허종합평가에서 40여개의 전 세계 정부기관 중 2009년과 2010년에 걸
쳐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망라한 특허종합평가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MPEG, WiMAX, LTE 등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총 251건(2011년 12월 기준)의 국제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ETRI는

특허 종합평가 세계 1위 달성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특허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전략 수립과 전문인력 활용 등 특허관리체계를

기술이전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ETRI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호 기술지주회사 ‘ETRI 홀딩스’

강화하고 있으며, 출원 전에서 출원 후까지 지식재산권 가공을 위한 다양
한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가공된 특허를 활용해 특허풀에 가입하고 국내
외 라이센싱과 해외 소송 등을 통해 해외 로열티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를

또 하나의 국부 창출, 연구소 기업 설립

유도함으로써 막대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TRI 연구소 기업들
2500
2000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국제 특허출원
국내 특허출원

40여 개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지난 2009년과 2010

1500

년 연속 1위를 달성한데 이어 2011년에는 기관 통합 특허 종합평가에서 1위

1000

를 차지함으로써 ETRI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R&D 연구성과물의 우수성을

500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허 종합평가의 순위는 양질의 특허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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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 기술력은 보유기관의 특허폴리오가 타 기

美 The Patent Board ‘2011년도 미국 특허종합평가(Innovation
Anchor Scorecard)’ 주요 순위

순위

기관명

기관
구분

국적

정부기관 대한민국

기술력
지수

산업
영향력

특허등록
건수

혁신
주기

364.09

1.01

537

7.50
11.10

1

ETRI

2

캘리포니아
대학

대학

미국

341.88

1.37

370

3

ITRI

연구소

대만

258.08

0.83

465

8.80

관의 기술 진보에 미치는 ‘산업 영향력’ 지수와 ‘특허등록건수’ 등에 의해 결

4

MIT

대학

미국

225.59

1.93

173

11.30

특허 종합평가 세계 1위 달성

정된다. ETRI는 특허등록건수(537건)와 기술력(364.09점)에서 높은 순위

5

美 해군

정부기관

미국

194.21

0.91

321

12.60

-------

를 차지했고, 기술변화와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혁신주기도 7.5년으로 해외

6

스탠포드
대학

대학

미국

190.26

1.60

176

10.70

ETRI는 미국 Patent Board에서 시행한 ‘2011년 특허종합평가’에

기관들에 비해 짧아 세계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7

General
Hospital
Corp

연구소

미국

172.53

2.85

90

11.70

8

美 에너지부

정부기관

미국

163.06

0.91

266

11.70

9

캘리포니아
공과대

대학

미국

143.26

1.84

116

12.00

10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소

독일

133.18

1.35

147

11.90

서 세계 유수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대학들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해

무한 기술경쟁 시대에 특허의 경쟁력은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

글로벌 연구기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Patent Board는 매년 미국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ETRI는 특허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에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과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의 특허종

에 초점을 맞춰 발명등급제와 발명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ITU, ISO,

합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 기관별로

IEEE와 같은 국제 표준화 단체와 연계해 표준특허를 창출하고 특허풀 가입

각각 평가하던 것과 달리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한 통합 평가에서 ETRI가

과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국부창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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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ETRI

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수익금은 사업화 등에 재투자하고 있다.

-------

ETRI가 개발한 연구결과물을 시장이 요구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부

ETRI는 지난 35여 년 간 3,320개 기술을 5,261개 IT 산업체에 기

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ETRI 홀딩스의 가장

술이전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정기적인 기술설명회

큰 역할이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지주회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개최, 기술예고제 실시, 출연연 최초의 상용화 현장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술상용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ETRI는 바람직한 기술이전

기대되고 있다.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수익 창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

10.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되다

ETRI 연구소 기업들
-------

(주)오투스 (2007년 7월 23일 설립)

(주)쏘그웨어 (2010년 12월 16일 설립)

텔레매틱스 기술 기반의 차량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기업

온라인 게임 서버 부하테스트 도구를 기술이전받아 창업한 연구소기업

고 있다. 개발 기술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에

또 하나의 국부 창출, 연구소 기업 설립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RI는 2009년 ‘기술이전 TFT’

-------

를 운영해 기술이전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다. 모든 기술이전 계약에 기술이

과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성과의

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술이전을 총괄하는 기술이전 책임자를

사업화는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되거나 연구개발자의 창업에 의해서만 가능

(주)매크로그래프 (2007년 7월 23일 설립)

(주)스마트큐 (2010년 12월 16일 설립)

신설하는 한편, 2010년 10월부터는 기술검증 프로세스를 시행해 기술이전

했다. 그러나 2006년 정부의 대덕특구육성사업의 하나로 연구소기업 제도

ETRI의 디지털액터팀이 영화 CG/VFX 사업을 위해 독립한 연구소기업

리눅스 임베디드SW 기반 기술/제품 개발 전문 연구소기업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중소기업 기준으로 착수기

가 도입되면서 연구기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

본료가 1억 원 이상인 기술에 대해서는 Open Lab을 운영하는 등 기술의 사

할 수 있게 됐다.

전 검증 기능을 도입했다. 2011년 1월부터는 기술이전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

착수 기본료와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납입하는 매출정률사

수한 연구성과와 민간의 자본, 경영노하우 등이 결합해 설립된 공공 부문

(주)비티웍스 (2008년 10월 16일 설립)

(주)인트리 (2011년 12월 22일 설립)

용료의 크기를 상호 조정하는 선택권을 기술이전 기업에게 부여하는 기술료

과 민간 부문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의 매출은

공개키 기반구조(PKI) 솔루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정보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기업

옵션제를 시범 시행하는 등 기술이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기술이전

2006년 12억 원으로 시작해 2007년 57억원, 2008년 149억원 등으로 매

고객만족과 경상기술료 수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대전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매출 예

있다. ETRI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차량진단 및 모니터

(주)테스트마이다스 (2008년 10월 16일 설립)

(주)KCP이노베이션 (2011년 12월 27일 설립)

링 기술을 활용한 안전운행 서비스 등 텔레매틱스 분야 사업으로 2007년 첫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테스팅(software QA & Test)분야 서비스를

스마트기기/NFC기반의 POS 및 VAN 단말기, 광고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전문으로

발을 내딛은 (주)오투스를 비롯해 ETRI가 개발한 지상파 DMB 기술의 세계

제공하는 연구소기업

하는 연구소기업

디엠브로(주) (2009년 10월 15일 설립)

(주)아리텔 (2011년 12월 27일 설립)

ETRI가 개발한 DMB 기술을 상용화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장비 및 부품의 제조와 판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기업

상액이 2010년에 비해 84%나 증가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활약이 돋보이고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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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디엠브로(주), 헐리우드 영화 ‘포비든 킹덤’ 제작에
300

참여해 환상적인 그래픽 연출로 주목을 받은 (주)매크로그래프 등 12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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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TRI 연구소기업들은 연구성과물의 상용화 촉진은 물론 벤처기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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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건,백만원)

설립된 연구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호 기술지주회사 ‘ETRI 홀딩스’
------ETRI 홀딩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호 기술지주회사로서 ETRI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다.
자본금 200억 원으로 탄생한 ETRI 홀딩스는 기술벤처 컨설팅 및 출
자회사로 자회사 설립과 육성,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창업보육, 기술과 현

연구소기업이란?
대덕특구 안에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해

(주)쓰리디누리 (2009년 12월 24일 설립)

(주)아큐젠헬스케어 (2011년 12월 27일 설립)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기업

생명공학 관련 제품 개발과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기업

설립하는 기업을 말함(대덕특구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금 출자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규 재원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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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T 분야 최고의
R&D 전략

Think-Tank

정보통신 기술혁신과 기술간 융·복합화의 진전으로 정보통신 서

2011년에는 IT 분야의 R&D 기획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

비스의 질적 향상과 미래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의 발굴과 실행이

체계를 기술예측-시장분석-산업생태계 분석-경제성 분석으로 연계되는 협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TRI는 국가

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IT R&D Domain 도출, 신규 서비스에 대한

IT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R&D 추진, 통신 자원의 효율

소비자의 니즈 분석, 급변하는 IT 시장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발전 전략 개발,

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안 개발, ETRI 개발 기술의 확산을 위한

ETRI가 수행한 R&D 기획 기술 및 대표성과의 경제성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제적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ETRI의 R&D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발간된 주요 간행물

제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 ICT 유망기술을 예측하는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
R&D전략 분야의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D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R&D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

IT 경제 Report/분기

산업분석보고서/수시

산업현황분석서/분기

이슈 Report/수시

ETRI는 새로운 IT 정책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국가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방향 제시
미래 ICT 유망기술을 예측하다

로 거시적인 글로벌 경제변화 트렌드와 융합화 그리고 Open R&D 패러다

국가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방향 제시

미래 ICT 유망기술을 예측하다

임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전략연구에 있어 새로운 경제성 분석

-------

-------

방법론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연구 지식기반을 공고히 하고, ETRI

ETRI는 기술전략연구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제고와 통

ETRI는 R&D 기술 기획-경제성 분석-정책연구를 연계한 효율적인

를 둘러싼 Open R&D 생태계 분석을 수행했으며, 연구 부문별 대표 연구성

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 정책 수립에 기

연구체계를 중심으로 핵심 지식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R&D 기

과를 검증, 분석했다.

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지식을 활용해 통신망의 재구축을 가정한

획, 개발기술의 상용화,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있어서

2010년에는 방송통신 R&D 기획체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

공학적 모형을 개발했고, 이를 각종 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산정에 적용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의 'IT Korea 2020', 방송통신위원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편리하게

35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경쟁력을 키워온 ETRI의 R&D기획 및 기

회의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추진 전략’,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의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국가 통신자원

술경제 연구 분야는 격변하는 세계 IT 생태계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파악

‘산업기술혁신비전 2020’ 등 IT 관련 부처의 중장기 R&D 정책 방향 수립에

의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확산으로 무선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IT 유망기술을 예측하고, 우리

기여했다.

데이터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현황과 네트워크 부하 정도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유형화함으로써 개

를 기술기반의 접근방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시대의 다양한 규제

발자들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터

정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Navigator)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
해 ETRI Open R&D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고, 2010년 ETRI 대표성
과로 선정된 5개 과제(4세대 이동통신, 나를 따라다니는 IPTV, 3D DMB,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를 주관하

Cogno TV, 투명창으로 보는 정보화 세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으

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기술 R&D 혁신 시스템

며, 2011년 1월 시연에 성공한 LTE-Advanced의 추진 당위성을 전 세계에

구축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문화기술 R&D 투자의 효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기획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촉진과 범부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

하기 위해 IT 경제 Report, 산업현황보고서, 산업분석보고서, 이슈 Report

관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시켰다. 그리

등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자료를 원내외에 공개해 고객의 만족

고 2010년에는 스마트 시대에 따른 콘텐츠의 융・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도를 높이고 있다.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R&D 정책방안'을 수
립해 문화부의 미래 콘텐츠 정책의 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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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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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정기로 대표이사

나의 꿈 나의 ETRI

했던 장비가 ETRI에서 개발에 참여한 RTP장비였다. 이후 LCD장비, AMOLED장비로 제품군을
확대할 때에도 대부분 ETRI에서 경험했던 요소기술들과 관련이 있는 장비들을 선택했고 그 결과
모두 성공했다. 또한 기술의 흐름을 파악해 선정해야 하는 차기 아이템을 고르는 안목 역시 ETRI
에서의 재직경력이 많은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1위이지만 장비업체는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회사가 없습
니다. 제 목표는 AP시스템을 5년 이내에 국내 1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장비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입니
다. 또한 제어 및 자동화, 부품 및 소재사업에도 뛰어들어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꿈입니다.

사업은 그 제품이 직접 사용되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제품의 직접적인 수요처인 소자업체나 장비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반면, ETRI와는 사업
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ETRI 출신 다른 기업들과 함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동문기업들이 힘을 합쳐 미디어첨성대를 ETRI
에 기증했다. 처음으로 ETRI에 보답하는 일을 한 것 같아 기쁘다.
지금은 창업 여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면 연구원들의 창업은 예전보다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IT벤처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체계적인 창업지원제도를 구축해온 ETRI

좋은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업화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

는 지난 1996년 ‘ETRI 벤처기업협의회(EVA)’를 설립했다. 현재 활동 중

각합니다. 좋은 기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한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인 EVA 소속 기업은 180여 개이고, 그 가운데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만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

18곳에 달한다.

래도 IT 강국입니다. ETRI가 지금처럼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연구소로 그 역할을 충실히하며 더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P시스템 역시 2003년 코스닥

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동문기업. ETRI 반도체연구단 시절 쌓은 기술력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정기로 대표이사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 AP시스템을 소개할 때마다 ETRI 출신 기업임을 내세웠습니다. ETRI가 벌써 35년
이 됐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ETRI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ETRI 시절, 반도체연구단에 근무했고 주로 반도체공정장비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반도체장비 분야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고 제어시스템도 외국 SW를 도입해 응
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연구 환경도 열악했다. 하지만 당시 개발했던 장비들이
지금은 국내업체들에 의해 대부분 국산화됐다. ETRI가 반도체장비 국산화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 씨를 뿌린 셈이다.
제가 참여했던 장비 분야는 R&D로서의 가치보다는 산업화에 성공해야 빛을 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
다. 또, 당시 국내 장비 업체들이 외국 SW를 비싸게 사다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비제어기술을 빨리 국
산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ETRI에서 연구했던 기술들을 이전받아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AP시스템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SW사업은 물론 장비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때에도 처음 시작

104

<

AP시스템(주) 정기로 대표이사
창립일 : 1994년 10월 1일 (ETRI연구원 창업 6호)		
주력제품 : 반도체 및 FPD장비 ·직원수 : 300명 ·매출액 (2011년) : 2,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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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영희 교수

나의 꿈 나의 ETRI

ETRI를 떠난 게 아니라, ETRI와 함께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설립에 동참한 것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가던 ETRI는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발굴을
위해 1998년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설립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화된 교육을 통해 대
학 졸업 후 실제 연구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ICU는
ETRI의 야심찬 미래의 모습이었다. ICU의 교직원 절반 이상이 ETRI 출신 연구원으로 구성됐다.
나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ICU의 설립 취지와 비전이 상당히 진취적이었
고, 그 뜻에 동참하고 싶어 고민 없이 교수직을 선택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창의적인 연구에 매진해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사람들은 그에 맞는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기다린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동안 ETRI가 찬란한 연구성과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젊은 과학자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기술혁신, 연구기획부터 연구비 확보 및 연구수행체
계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세계 최고, 세
계 최초의 기술을 탄생시켜온 ETRI의 신화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
ETRI 동문 중 전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인력은 약 1,100여
명 정도이다. 그들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산학 등 관련 학과의 후진

젊은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기술을 탄생시키는 것이 나의 꿈

양성에 매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ICU/KAIST 출신 학생들은 그야말로 21세기 맞춤형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펼치고 있다.

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에도 겁을 내지 않는 용기, 그리고 거침없는 도전의식을 갖추고 있다. 졸업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이영희
교수 역시 1984년 전자기술연구소에 입사해 우리나라의 IT 발전에 큰 공
헌을 한 과학자이자, ETRI 출신 교육자이다.

생들은 기업체에서 연구기획과 개발에 탁월한 역량을 드러내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을 인정받
고 있다.
학교에서의 연구 활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연구자 스스로가 원하는 독창적인 연구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자가 된 지금 나의 꿈은 후진양성과 더불어 세상을 바꿀 기술을 탄생
시키는 것이다. 나의 제자들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IT를 이끌어갈 젊고 패기 넘치는 과학자들과 함
께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와 ETRI가 이루어야 할 꿈이자 의무일

IT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ETRI의 임무

것이다.

1984년 우리나라는 IT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휴대
전화 등 전자통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들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우리나라는 1976년 말 9개 분야별 전문연구소를
설립하며 전자통신기술개발국의 후발주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그 가운데 지금의 ETRI인 한국
전자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 : KIET)가 포함돼 있었다.
프랑스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나는 1984년 ETRI에 입사했다. 당시 많은 해외파 과학자
들이 가장 선호했던 곳이 바로 ETRI였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자통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기 때문이다.
ETRI의 가장 큰 임무는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개발에 임했다. 당시는 선진국의 기술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백
지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보다는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기만 하면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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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교수
1984.8 ~ 1997.12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입소, ETRI 정보통신표준센터 센터장 역임
1998.1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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