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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
전자와 통신의 만남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통폐합 논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노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이어져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개
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는 선진국 기술
수준에 비하면 미흡한 상태였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하드웨어 중심
의 산업구조를 첨단기기와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추세였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음성, 데이터, 화상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
에 송출하는 종합적인 정보통신을 구현하는 등 지식정보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
문별로 균형있는 기술 발달과 함께 이들 간의 상호 교류와 결합이 용이한 연구개발 체
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통합 문제
가 다시 거론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구 주체들이 스
스로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1983년 무렵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
의 연구개발이 과학기술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분야별 소관부처로 이양함으로써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논의가 있어왔고, 전자
및 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출연으로 충당하는 방
안이 적극 검토되면서 통합 논의는 더욱 무르익어갔다.

2.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통합

1984년 12월, 경제장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전기통신연
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통합이 공식화됐다. 통합 방침을 통보받은 두 연구소는
1985년 2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칭)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작업에 착수
했으며, 3월 25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정관 승인과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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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소 창립기념식에서 전자·통신 분야
전문 연구기관 ETRI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경상현

2절 »

소장.

통합 연구소 ETRI의 비전과 조직

1. ‘세계 정상 연구소 구현’을 위한 비전 정립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의 기술 개발 경쟁과 자국의 기술 보호
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됐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해오
고 있던 우리 산업과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를 받았다. 통합 연구소의 초대 소장에는 경상현 박사가, 선임 이사에는 한국전기통신

다른 나라보다 앞서 첨단기술을 개발해야만 했다. 그래서 정부는 1987년부터 시작되는

공사의 이우재 사장과 한국데이터통신(주)의 이용태 사장이 각각 임명됐고 다음날인 3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기술입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정식으로 발

우리나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목적으로 1962년

위해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족됐다. 첨단 전자·통신 분야 전문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소(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TRI)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82년 제5차부터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뀌었다.
1982~1986년의 제5차, 1987~1991년의 제6차, 그
리고 1992~1996년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
획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전자·통신 종합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한 ETRI의
책임은 막중했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ETRI는 ‘세계 정상 연
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이념으로 ‘Spirit of Excellence’를 설정
해 세계적인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ETRI는 대형 국책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

1976년 12월 30일

1976년 12월 30일

1977년 12월 10일

과제 수행을 통한 기술 개발과 독자적인 기초·기반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에 주력하
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세계 속의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했다.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
1981년 1월 20일

ETRI는 1996년까지 세계 정상 연구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85년 ‘통신 부문 장기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2000년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정
보에 의해 주도되는 고도 정보화 사회로 예측하고 정보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기술의 전수와 지도, 기술 개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임무와 역할로 규정했다. 장기

1985년 3월 26일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1996년 1월 1일

발전 계획의 단계별 목표는 1986년까지 도입 기술의 정착,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자
체 연구개발 능력 배양,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세계 정상 연구소 구현으로 설정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997년 1월 31일

2. 조직 개편과 책임연구체제 구축

1985년 3월 첨단 정보통신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ETRI는 연구개발 부서
ETRI 출범 과정

의 명칭을 부에서 단으로 바꾸고 통신기술 분야에 통신정보기술연구단, TDX개발단,
무선통신개발단, 전자기술 분야에 전자기술연구단 등 총 4개 단을 설치하고 각종 기술
지원을 위한 부서로 기술정보센터와 올림픽지원 및 기술지도부, 지원기술부 등을 설치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출범 직후,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전기 부문은 한국
전력공사와 연계해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분리를 추진했다. 1985년 4월 30일 한국전

했다. 행정지원 부서로는 기획관리부와 총무부, 인력개발부, 소장 직할 부서로는 홍보
실을 두었고, 감사실을 신설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엔 반도체사업단을 신설했다.

기연구소 설립 발기인 회의를 열었으며 6월 14일에는 과학기술처로부터 정관의 승인과

통합 다음해인 1986년에는 ‘Spirit of Excellence’ 실천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

함께 연구소 설립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6월 17일, 창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완료함

정해 조직체계를 보완, 개편해나갔다. 소장 직할의 계통 및 기초연구부, 올림픽지원 및

으로써 한국전기연구소 설립이 마무리됐다.

기술지도부, 지원기술부, 기술정보센터, 반도체사업단을 폐지하고 이를 포괄하는 기술
지원단을 신설했다. 또한 부설기관으로 천문우주과학연구소를 설치해 5단 3부 2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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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ITU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통신정보기술연구단

전기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2. 1988년에 CCITT(현 ITU-T) SG 18을 서울에서

(부설)
천문우주
과학연구소

종합정보통신망연구부

주최하는 등 ETRI는 국제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컴퓨터개발부
정보통신기술개발부
광통신개발부

소장

전자기술연구단
집적회로개발부

홍보실

기간기술연구부
전자기기개발부

이사회

기획관리부

자동설계기술개발부

TDX개발단

총무부

감사

교환시스템개발부

했다. 또한 개발 기술을 국내는 물론 외국에 조기 출원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
전에 예방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특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HW 개발부

감사실

SW 개발부

국제교류 활성화

인력개발부

ETRI는 정보통신종합연구소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고, 1996년까지 세계 정

무선통신개발단

상 연구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국제 교류에도 눈을 돌리기
기술지원단

시작했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협정 체결, 연구원의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파견, 외

정보산업연구부
지원기술부
올림픽지원 및 기술지도부
기술정보센터
반도체기술지원센터

ETRI 조직도(1986년 3월)

국의 전문가 초청 등과 같은 국제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외국 유수 연구기
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해외 여러 나라의 우수 연구기관, 기업체들과 협
약을 맺고 기술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설연구소 체제를 갖추게 됐다.

국제통신기구 활동도 점차 본격화됐다. 1987년 1월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Pacific

4월에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에 있던 전자 부문 연구인력들이 대

Telecommunications Council : PTC) 이사국으로 선임된 데 이어, 1989년에는 전기

덕으로 이전하고 통합 연구소 체제를 완비해나갔으며, 이어 9월에는 당시 주요 전략산

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업으로 부상하고 있던 반도체 소자를 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장 직할 부서

Union : ITU) 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로 기억소자개발사업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행정전산망용 주

됐다.

전산기 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행정전산망주전산기개발본부를
통신정보기술연구단 산하에 신설했다.

연구소 규모 확장과 시설 정비

연구소 통합으로 기존의 연구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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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지자 ETRI는 1985년 7월, 제2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진행 중이던 제2연구동 건설

지식재산권 축적

에 박차를 가해 10월에 준공했다. 이때 식당과 기숙사의 증축 공사도 함께 완료됐다.

1980년대 들어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됐다.

1986년에는 구미에 있던 연구진의 대덕 이전을 완료하고, 약 4천 평 규모의 제3

이에 ETRI는 1985년부터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과 함께 지식재산권 관리를 시작했다.

연구동과 3천 평 규모의 반도체연구동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기숙사 2차 증

1987년 7월에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허편집위원

축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연구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연구할 수 있는

회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음해인 1988년 4월에는 기초

연구 환경이 조성됐다. 제3연구동과 반도체연구동은 반도체 부대시설 및 옥외 주변시

기술연구부 산하에 특허정보실을 신설했다. 1989년에는 특허정보실을 정보기술개발단

설물 공사와 함께 1987년 완공됐으며, 1987년 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약 1만 5,000평

산하 특허관리실로 개편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

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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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02

1. ETRI는 최고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1985년 제2연
구동, 1987년 제3연구동, 1989년 제5연구동 완공에
이어 1991년 제6연구동을 완공했다.

세계 정상
연구기관을
향한

2. 1985년 설치된 인력개발부를 중심으로 연구인력 자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관리자, 선임급, 원
급 등으로 세분화해 직급교육을 실시했다.

도약

1989년에는 실험동인 제5연구동 완공과 함께 식당동 증축이 이뤄졌으며, 연구
원 복지시설인 ‘소원의 집’을 건설했다. 1990년에는 운동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연구
1절 »

지원동을 준공했으며, 제6연구동 공사를 시작해 1991년 완공했다. 그리하여 1991년 말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ETRI의 혁신

ETRI는 11만여 평의 부지와 2만여 평의 연구 및 부대시설을 확보한 굴지의 연구기관
으로 자리매김했다.

1. ETRI 발전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인재 유치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의 정예화가 ‘Spirit of Excellence’ 실천사업의 하나로 선

1990년대 들어 세계 경제 환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GATT 체제 하에
유지되던 국제 교역 질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거쳐 WTO체제로 대체되고, 세계 각국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과 물자교

정됨에 따라 1985년 이를 전담할 인력개발부가 소장 직할 부서로 설치됐다. 인력개발
부는 해외 과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국내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활

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
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은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EEA(유럽경제지역),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별 경제 블록을 형성해나갔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동을 전개해나갔다. 그 결과 ETRI는 1988년 전체 인력이 1,000명을 넘어서고, 1989년

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됐다.

이 자본과 노동력에 의한 가격에서 지식과 정보에 의한 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 개발

에는 순수 연구 인력만 1,000명을 넘는 거대 연구조직으로 성장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경쟁과 기술 보호는 더욱 강화됐다.

기존 연구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도 실시됐다. 특히 1983년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뤄오던 우리 경제
GATT체제를 대신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터 시작된 전문교육과정은 분야별 최신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연구원의 연
구개발 능력을 향상시켰다.
연구소 규모가 확대되고 직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의 복지후생도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됐다. 1987년부터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한 복지후생사업은 1988년부터 더욱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1995년 1월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TO 설립은 산업, 무역의 세계
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했다.

는 심각한 자기 조정 국면을 겪어야 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기술 개발로
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7차 경제사회발
전 5개년 계획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다양해졌다. 기숙사 미입주자를 위한 주거비용 보조, 주택조합 설립, 소비조합 설치 등

이와 함께 정부는 1991년에 이미 2000년대 과학기술 G7 수준 진입을 위한 선도

과 함께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장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기술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칩, 신경망 컴퓨터, 고선명 TV, 차세대 교

밖에도 직원들의 문화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환기, 광대역 종합정보통신, 전기자동차, 원자력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등 꾸준히 복지후생사업을 확충해나갔다.

G7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야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술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였다. 고도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이란 선진국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발전은 곧 나라의 성장을 의미했고, 따
라서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1991년
하반기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
다.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능력과 실적이 중시되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고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대학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부출연연구소 합동평가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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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ETRI는 일신경영을 통해 변화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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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전자결제시스템 ‘한흐

연구소 로고심볼 정장

름’(좌)을 도입하고 이미지통합작업을 통해 CI(우)를
개발했다.

연구소 로고심볼 약장

Intelligent
지능화

의해 작업이 진행됐다.

Multimedia
복합화

평가단은 일부 연구소 간의 기능 중복, 낮은 생산성, 방만한 운영, 정부의 과다
한 직접 통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연연
IMPH

구기관의 연구개발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1992년 3월, 정부투자기관과 출연연구기
관의 연계를 강화시키기로 하고 ETRI를 과학기술처에서 체신부 산하로 이관했다.
개인화
Personal

ETRI가 과학기술처에서 다시 체신부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체신부는 ETRI

인간화
Human

를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992년 10월 ‘ETRI 발전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0년대까지 통신,
컴퓨터, 반도체, 무선, 기초기반기술 등 5개 주력 연구단과 연구관리단으로 개편하고, 2

신 서비스 기능인 지능화(Intelligent), 복합화(Multimedia), 개인화(Personal), 인간

천여 명의 연구 인력(박사 400명, 석사 600명 포함) 확보와 연간 2천 건의 기술특허 출

화(Human)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예측해 선도적으로 개발해나갔다.

원을 달성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3. 연구사업 중심으로 조직 내실화
2. ETRI 혁신의 이정표, 일신경영

일신(日新)
중국의 고서인 「사서」(四書)에 나오는 ‘일신 일일신 우
일신(日新 日日新 又日新)’에서 인용된 경구로서, 세계
정상 연구소의 실현을 향해 연구원 스스로가 날마다 새
로워져야 한다는 의지의 촉구였다.

대내적으로 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통신시장 전면 개

다. 먼저 연구부서 조직은 사업 중심인 통신시스템연구단, 교환기술연구단, 컴퓨터연

방 요구가 거세지던 1992년, ETRI로서는 3년 후로 예정된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세

구단, 반도체연구단, 이동통신기술연구단, 위성통신기술연구단, 정보통신기술단 등 7

계 선진 연구소들과 기술 개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새

개 연구단을 두고 각 단은 4본부 및 3부 조직으로 축소 조정했다. 제조업경쟁력강화사

로 부임한 양승택 소장은 1985년 연구소 경영목표로 설정한 ‘1996년 세계 정상 연구소

업본부는 산업기술강화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에 기금관리실을 두었고, 홍보실에는

구현’을 위해 전임 소장의 경영이념이었던 ‘Spirit of Excellence’를 계승 발전시켜 ‘일

섭외과를 신설해 홍보실을 확대 개편했다. 그리고 연구사업 규모에 따라 단장, 부장, 실

신’이라는 경영이념을 제시했다.

장을 두고 선임연구(기술)위원, 연구(기술)위원 등의 직제를 폐지했다.

‘일신’은 연구원의 행동 철학으로도 강조됐다. 이는 윤리적인 자기 쇄신을 통해

1993년에는 행정부서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획부의 3실 9과를 3실 6과로

사회적인 책임감과 조직 구성원으로서 협동심을 높이고, 첨단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

축소했고, 총무부 산하의 인사과를 인력개발부로 이관함으로써 인력개발부 산하에 인

으로서 끊임없는 능력 쇄신, 기술 쇄신을 통해 창의성을 높여가는 것을 의미했다.

사과와 연수실을 두었다. 총무부 산하 근로복지실에는 근로과와 복지과를 신설해 복지

일신경영의 방침 아래 ETRI는 세계 정상 연구소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1995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과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동 철학 공유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기존의 1부 3센터 23부 137실을 22부 122실로 축소함으로써 내실 있는 책임 연구체제

‘3P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3P는 논문(Paper) 발표 건수, 특허(Patent) 취득 건수, 개

를 구축했다.

함), 특허 700건(외국 특허 100건 포함), 기술이전 20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ETRI는 정보통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에 필요한 정보통
<

행정을 강화했다.

지표 발굴과 지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방향, 연구개발 주체인 전체 연구원의 행

발 기술 상품화(Product) 건수를 말하며, 1996년까지 논문 1,000건(국제 논문 300건 포

142

ETRI의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체신부로 바뀌면서 조직도 새롭게 정비됐

ETRI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구소 위상 정립과 연구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
울였다. 1993년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전 연구동에 카드키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연구기밀 보호 등 연구소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연구개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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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인 ‘한흐름’을 도입했다. 한흐

1992년 12월,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름은 1993년 1월부터 전자우편, 게시판, 문서전달 기능을 제공하던 IDEA(Information

립했다.

와 지원을 위해 ETRI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설

Delivery & Exchange Agent)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전자 결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워드프로세서 등의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한흐름의 운영과 함께 첨단 연구소
다운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춘 ETRI는 이후 모든 결재 업무를 컴퓨터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절 »
대내외 경쟁력 강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했다.
ETRI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유망 중소 정보통신

1. 체계적인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 발족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했다. 1993년 5월 ETRI 보유 기술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ETRI가 체신부로 이관되고, 통신 사업자의 연구기관들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ETRI 포럼을 개최해 284개 업체가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포럼 개최 후 중소

통신 R&D 분야의 종합 조정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1991년 국

기업들이 향후 5년간 ETRI 보유 기술을 기술료와 이전 지도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정부출연연구소 합동 평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92년 3월

수 있는 무상양여계약 493건을 체결했다. 1993년 4월에는 중소기업 애로 타개 전담반

3일 연구개발 관리 기구 설치 검토를 위한 전담반이 구성되어 1992년 6월 26일 한국전

을 설치하고 ETRI의 기술과 인력, 연구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

자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정식으로 발족됐다.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과제 선정과 관리, 평가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출범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5명의 전담 연구원을 선정하고 1993년 말까지 현장에서

한 것이다.

40여 개의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초대 단장으로는 전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소장이었던 백영학 책임연구원이 선

한편 1993년 5월에는 ‘ASIC 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동안 축적한 ASIC(주문형

임됐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연구관리위원회를 비상설기

반도체) 기술과 시설을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구로 설치해 관리단의 운영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조직으로는 연구개

기억소자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낙후성을 면

발정책, 교환, 전송, 무선, 반도체, 컴퓨터 등 6개 분야별 관리위원과 연구관리부 및

하지 못해 국내 소요 반도체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ASIC 개발센터는

행정실을 두었다.

반도체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기술 상담과 ASIC 개발을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의 주요 임무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책 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도별 국책 연구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진행 중인 국책 연구과제가 원활

위한 모든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수요 조사와

1993년 6월에는 연구원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연구소

동향 분석,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수단과 관리기법 개발, 국책 연구과제와 기

창업 지원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원 규정에는 창업 범위를 ‘ETRI가 보유하고 있

간통신사업자 간의 연구과제 중복여부 검토 등 정보통신 진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는 기술을 기업화 또는 사업화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시설 지원 등의

도 수행했다. ETRI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은 1999년 1월, 정보통신 분야의 전반적

창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인 연구 과제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독립했다.

러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으로 1990년 이후 3년간 2개 업체에 불과하던 창업이 1994년
부터 2년간 8개로 증가됐고, 1996년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

2. 중소기업 활성화 프로그램 가동

서 창업 지원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됐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경쟁력이 약해지며 수출이 부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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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지도 악화됐다. 또한 국내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투자 부진을 겪으

3. 국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의 확대

며 부도가 속출했다. 이러한 경제 악재 속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시대로 본격 진입한 시기였다. 모든 분야에서 국

을 개선해 조속한 기간 내에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고, 훗날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제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고 국제화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됐다.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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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TRI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발굴 포럼과 유망 정보통신
기업 대표자 세미나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
을 적극 지원했다.

연구
개발
활동

단산업인 전자통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ETRI
는 가장 선두에서 국제화를 주도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1절 »

정부의 국제화 전략에 따라 1992년 이후 ETRI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반도체 불모지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국제공동연구사업이었다. 1993년에는 국제공동연구계약 업무의 개선을 통해 외자도입
법,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공동연구계약 체결이 활발하
게 추진됐다. 1992년 4건에 불과하던 공동연구는 2년 뒤에 6배 이상 늘어났고 외국의

1. 반도체 강국의 출발점,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

선진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 위탁연구도 활발해졌다.

1985년 ETRI 출범 당시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4M DRAM의

국제 협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 기

실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M DRAM의 시제품을

술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기술협력도 활발히 추진했다. 국제기구 활동 또한 국제화를

개발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처는 1986년 10월부터 특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을 중

정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초고집적 반도체기술 공동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심으로 표준 제정과 표준화 기술의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WTSC(세계전

초고집적 반도체기술은 기억소자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반도체산업의

기통신표준화회의), WRC(세계전파회의), RA(전파통신총회) 등 ITU가 주관하는 국제

생산성 향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견인차

회의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역할을 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이었지만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단독

1993년 3월에는 당시 임주환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장이 ITU-TSS(전기통신표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4M DRAM은 정부의 지원 아래 산·학·관·연 공

준화센터) SG7 부의장에 선임됐으며, 1994년 11월에는 ITU-T SG7 국제회의를, 1995

동으로 개발이 추진됐다. ETRI가 연구개발의 총괄관리와 설계 생산, 기본기술 개발을

년 8월에는 ICCC 국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에 ETRI를 널리 알리는 계

지원하고, 참여기업들은 설계, 생산과 기본기술 개발을 담당해 기업의 기술능력에 따라

기가 됐다.

독자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4M DRAM 공동개발은 우리나라보
다 반도체 개발에서 앞서 있는 일본,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전략이
었다.

4M DRAM 개발

4M DRAM 공동개발은 ETRI와 삼성반도체통신, 금성반도체, 현대전자, 서울
대 부설 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트렌치(Trench)방식 / 스택(Stack) 방식
DRAM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웨이퍼에 도랑
과 같이 트렌치를 판 후,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트렌
치 방식, 박막을 싸서 이 박막 사이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스택 방식이라고 한다.

4M DRAM 공동개발을 시작하면서 가정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는 기억저장기
술을 트렌치(Trench) 방식으로 하느냐, 스택(Stack)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였다. 당
시 반도체를 개발하는 미국과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이 트렌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
다. 트렌치 방식은 기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대량 생산 초기에 수율을 높이는 데 문제
가 있었고, 스택 방식은 기존 기술을 개선한 것으로 대량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ETRI는 두 가지 방식의 과제를 기업에 따로 배분하고 모두 개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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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가 1989년 4M DRAM 공동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

1. ETRI는 4M DRAM 종료 시점에서 바로 16M

리나라도 초고집적 반도체 제조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DRAM 개발에 착수, 1991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최고 반도체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 ETRI는 1992년 64M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
고, 이후 선행연구를 통해 256M DRAM 개발을 이끌
었다.

16M/64M/256M DRAM 개발

관련 정부부처
(경제기획원, 상공부, 체신부(KT), 과기처)

4M DRAM의 개발이 진행 중이던 1988년 9월부터 1989년 5월까지 공동개발
실무지원위원회

팀은 ‘차세대 반도체기술 공동개발 기초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
다.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차세대 반도체기술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
기 위해서였다. 연구 결과 차세대 반도체기술인 16M DRAM과 64M DRAM은 수요가

총괄연구기관

방대하기 때문에, 4M DRAM 개발 종료 시점에서 곧바로 착수해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개발 총괄관리

실무추진심의위원회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핵심 요소기술 연구

4M DRAM 개발 때와 같이 ETRI가 공동개발사업의 총괄 연구기관으로 지정됐

장비 및 재료기술 개발

다. 그리고 4M DRAM에 참여했던 3개 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한 6개 업체, 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9개 대학 등의 참여가 결정됐다. 연구개발 인
평가위원회

연구책임자위원회

원 1,400여 명, 예산 1,900억 원의 대규모 공동개발사업이었다.

기술협의회
연구관리실무협의회

기술교류회

16M DRAM 공동개발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 1차년도가 종료되
는 1990년 3월, 0.5㎛~0.6㎛ 선폭 16M DRAM의 1차 설계를 완료했다. 또한 2차년
도에는 16M DRAM의 시제품 개발에 착수, 1991년 3월에 시제품에 대한 검증과 평가
까지 마침으로써 16M DRAM 개발이 완료됐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반도체연구조합
제1분과 회원사

협동연구기관
•관련 전문업체

설계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자기술

•학계

종합공정기술
단위공정기술
기타 관련기술

외국전문기관
기술 용역 및 자문

- 장비기술
- 재료기술
- 기초기술

16M DRA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당당히 반도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동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1991년 4월, ETRI는 차세대 DRAM 핵심
단위소자를 발명했다. 반도체 소자의 통상적인 개념의 틀을 뛰어넘어 소비전력을 극소
화하고 동작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내외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
러한 기반 위에서 1994년 마침내 256M DRA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현재

4M DRAM 연구개발 추진체계

까지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발판이 됐다.
우리나라 DRAM 기술 개발

ETRI와 기업들의 공동개발로 4M DRAM은 1989년 2월, 개발이 완료됐다. 3월

개발 시기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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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도

64K
DRAM

256K
1M
4M
16M
64M 256M
1G
4G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에는 수율 향상을 위한 양산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수율 20%의 양산 시제품을 개발했
고 검사 기술과 조립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약 1년 정도
늦기는 했지만 초고집적 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기술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4년 6개월

3년

2년

6개월

동시

최초

최초

최초

최초

특성에 따라서 핵심 기술을 분담 연구로 수행했으며 기술 교류와 경쟁의 원리를 통해

148

<

각사의 개별 연구가 제품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

2. 주문형 반도체 기술 개발

의 공동 연구 사업이었다.

주문형 반도체(Custom VLSI) 기술 개발은 1985년 9월부터 7년간의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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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됐다. 고도 정보통신용 핵심 반도체의 설계기술과 소자 및 공정기술의 개발이 사업

다 제조 원가도 낮은 장점을 가졌다.

의 최종 목표였고 1991년까지 약 33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첫 해인 1985년 약 48

한국형 CAD Tool인 LODECAP의 개발은 ASIC 설계기술 부문의 취약점을 개

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을 위한 1차 반도체 장비를 발주한 것을 시작으로 1986년부터

선한 것이었다. LODECAP은 수동의 논리 설계뿐만 아니라 논리 합성에 의한 자동 설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돌입했으며, 기존의 통신시스템을 위한 주문형 반도체 설계기술

계, 논리회로도의 자동 생성, 그리고 VHDL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했다.

을 연구해 TDX-1용 반도체 4종의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 기술을 전수했다. 이
는 경제적으로 TDX-1의 생산 비용을 100만 회선 당 약 37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센터

가져왔다. 또한 전달 지연 시간이 50~60ps(1/10-12초)인 고속 바이폴라 소자와 1.25

주문형 반도체(Custom VLSI)
주문형 반도체는 정보저장이 아닌 정보처리를 주목적
으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컴퓨터 CPU처럼 전자·
정보통신 제품에서 일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주문
형 반도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기능의 회로를
설계해 생산하는 일종의 맞춤형 반도체로서 특정 용도
에 맞추어 만들어진 주문형 반도체를 제품에 도입하면
복잡한 중간 개발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 선폭의 고집적 CMOS 기본 소자도 개발했다. 특히 고속 바이폴라 소자 제조 방법은

주문형 반도체기술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주문형

ETRI에서 최초로 미국 특허를 획득한 기술이었다.

반도체기술과 시설을 중소 정보통신업체에 지원해

게르마늄(Ge)이나 실리콘(Si) 같은 단일 원소를 재료
로 하는 반도체와 달리, 두 종류 이상의 원소화합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를 말한다. 화합물 반도체 중에서 적
당한 성질을 가진 것을 골라내 발광다이오드·반도체
레이저·고주파발진소자 등의 소자가 개발되고 있다.

<

게 주문형 반도체 설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

됐고, 1990년부터는 이미 개발된 반도체기술을 산업체에 전수하는 한편, 새로운 반도

체들이 의뢰한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해 제공했으며

체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통신시스템에 적용할 반도체 개발과 게이트 어레이

ASIC 개발센터

및 표준 셀 설계환경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이미 개발된 TDX-10용

Gate)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환경을 구축했다.

MUX와 DMUX IC를 업체에 기술이전했고, PPTDIIC와 Node Buffer IC는 시제품

그 결과 1.0㎛급 SOG 원판 2종을 개발하고, 0.8~1.2㎛급 SOG Foundry 서비스 49종 시제품 개

155Mbps 동기식 다중화 장치용 IC 3종의 시제품을 개발, 시스템 시험에 적용했다.

특히 제작 지원을 위해 0.8~1.2㎛급 SOG(Sea of

발 및 31종을 상용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다목적 중량 인디케이터용 ASIC를 비롯해
이듬해 초까지 9개사의 ASIC 시제품을 제작했다. 한편 ASIC칩의 전기적 특성 분석과 반도체 소재,
박막 조성, 미세구조 등의 물성 분석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CMOS 게이트 어레이의 설계 과정도 확립했는데, BiCMOS 게이트 어레
이의 경우에는 원판 검증과 매크로 셀 검증을 수행했고, ECL 게이트 어레이의 경우에
는 성능 평가 회로와 응용 회로를 제작해 동작을 측정했다. CMOS 표준 셀 개발과 관

3. 화합물 반도체 기반 기술 축적

련해서는 셀 라이브러리 생성기 개발과 실리콘 컴파일러 환경을 구축했고, 바이폴라 표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용 주파수가 계속 높아지고 고속 특성이 요

준 셀은 분배 스위치를 시험 회로로 선정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

구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의 새로운 반도체로 화합물 반도체가 부각되

께 IC들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계와 공정 개발 속도를 향상시

기 시작했다.

키는 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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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련 업체의 기술자들에

1988년 이후 주문형 반도체기술은 주로 TDX-10 개발과 연계해 연구가 진행

이 개발돼 상용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CMOS 타임 스위치 IC의 새 제품을 개발하고,
화합물 반도체

ETRI는 1993년 ASIC개발센터를 개소하고 축적된

ETRI는 1984년부터 화합물 반도체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광통신시스템 개발이

1991년에는 이미 개발된 주문형 반도체기술을 업체에 전수해 상용화를 추진

본격화되고, 그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통신용 광소자의 국산화가 요구됨에 따라 한국전

하는 한편, 새로운 반도체 시제품들을 개발해나갔다. 주문형 반도체 설계기술 분야는

기통신공사 출연사업으로 565Mbps급 통신용 광소자 개발을 시작했고, 1985년에는 국

광 CATV 시스템용 고속 분배 스위치 IC와 ISDN S-Interface, U-Interface, D채널

내 최초로 1.3㎛ 파장을 발진시키는 Stripe LD(Laser Diode)를 제작했다. 1986년 BH-

프로토콜 컨트롤러 IC 등의 ISDN용 VLSI 선행 실험 시제품이 개발됐고, PC 통신용

LD 개발에 이어 1988년에는 상온에서 연속 발진하는 BH-LD를 제작했다.

V.22bis 모뎀 시스템 기술과 모뎀용 DSP 및 AFE IC 설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1986년부터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주파수대역이 더 높아 군사용이나 특수용

1985년에 시작된 주문형 반도체 개발 사업은 1992년 완료됐다. 주문형 반도체

으로 사용되는 갈륨비소(GaAs)계 화합물 반도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1987년에는

기술의 개발 목적은 미래 ISDN 시스템 구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고속 고집적 주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화합물 반도체 집적회로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

문형 반도체에 알맞은 IC 설계기술과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0.8

계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외국 공정기술을 직

㎛ CMOS 소자와 그 신뢰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PSA를 이용한 혼합

접 접하면서 고속 IC 설계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 기가비트로직(Gigabit

형 고속소자 기술 부문에서는 시스템 다기능화와 소형화에 의한 고성능, 고부가가치 창

Logic)사의 공정기술을 이용해 고속 IC 개발을 시작해 1년 만에 당시 세계 최고 속도의

출을 위해 고집적, 고속, 저전력의 특성을 가지는 BiCMOS 소자 연구를 수행했다. 시

16×8 공간스위치를 개발했고, GaAs MESFET 소자 연구를 통해 2차원 시뮬레이터를

험기술 부문에서는 전기적 특성 분석기술과 VLSI칩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이

개발했다.

뤄졌다. 또한 이미 확보된 Analog CMOS 기술을 이용해 CDMA 단말기에 필요한 5V

1988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2Gbps급 광수신 광전집적회로(OEIC) 기술 개

Baseband Analog IC를 개발했으며, 이는 기존의 IC보다 전력 소비가 45% 감소된데

발 사업을 통해 PIN-PD 구조와 트랜지스터를 집적화하는 1.3~1.55㎛ 파장의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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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는 Sub-micron급 설계 규칙을 갖는 반도체 제조 공

1993년 개발 완료한 휴대전화용 GaAs MESFET 전력
소자 및 모듈(좌). Laser Welding 공정을 이용해 개발한

정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이 부족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

고신뢰도의 2.5Gbps 광송신 및 광수신 모듈(우)

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ETRI는 1985년부터 반도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인 MOS 공정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해 1986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공동으
로 1.25㎛ 실리콘 게이트 CMOS 공정 및 소자 기술(1M DRAM급 제작기술)을 개발함
으로써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도체의 신뢰도와 생산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시험검사 기술에 관한
연구도 1985년부터 병행됐다. 반도체 제품에 대한 공인 시험검사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신 OEIC 구조의 설계기술을 개발했다. 같은 시기 GaAs 초고속 집적회로 설계기술

1985년 말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반도체 공인 시험검사 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1985

개발도 동시에 진행했다. 집적도 면에서 세계적 수준인 16K SRAM(동작속도 4.5ns,

년 9월부터 6개월간 소자의 동작 원리, 측정 방법, 시험 유형 생성에 관한 연구와 불량

1/10-9초)을 설계, 제작한 데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인 64K SRAM(동작속도 4ns)을 제

소자 분석 및 신뢰성 평가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뢰도가

작함으로써 고속 및 초고속 집적회로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높은 소자 개발을 촉진하고 소자 제조 공정의 안정화 및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을 통해 ETRI는 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폭넓은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더욱 발전된 GaAs 집적회로 및 소자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1991년 화합물

또한 수입 검사를 통한 소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내 전자기기업계 생
산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반도체 전용 실험실을 만들고, 1992년에는 고속통신에 필요한 광소자용 에피탁시 성장

1991년에는 세계 최초의 차세대 DRAM 핵심 단위소자를 발명했다. 이는 고성

과 실장에 이르는 일괄된 제작 환경과 1㎛ 설계 규칙 GaAs 회로를 제작할 수 있는 연

능 반도체 기억소자에 사용되는 핵심기술로서 1991년 4월 한국과학기자클럽 대통령

구 환경을 구축했다. 그 결과 고속 고주파 소자 및 회로기술, 광전자기술, 실장기술 등

초청 간담회에서 발표돼 국내외에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기억소자

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DRAM)는 실리콘 기판 위에 반도체 기본 구성요소인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를 옆으

고주파 회로기술 부문에서는 휴대전화의 RF 부분을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

로 붙여나가는 수평 구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ETRI가 개발한 핵심 단위소자는

저전력화하기 위한 전력 소자와 MMIC기술을 개발했다. 전력 소자 부문에서는 4.7V와

커패시터 아래에 트랜지스터를 붙이는 수직 구조 배열 방식으로 반도체 생산기술에서

5.8V에 동작하는 GaAs MESFET 전력소자기술을 개발해 기업체에 전수하고, 3.3V에

뿐만 아니라 핵심소자기술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동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광소자 부문에선 국내 기간통

1991년까지 ETRI가 개발한 반도체 관련 주요 기술은 광연상 기억기술과 첨단

신망으로 구축될 2.5Gbps 광전송 시스템에 소요되는 발광 및 수광 소자로 1.55㎛ 파장

영상기기 반도체기술 등이었다. 1988년부터 3년 과제로 진행된 광연상 기억기술은 신

의 PBH-DFB-LD(Planar Buried Heterostructure-Distributed Feed Back-Laser

경회로망의 광학적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광학기술과 접목될 경우 광전 신경회로

Diode)칩 및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다.

칩 제작을 위한 기본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첨단 영상기기인 HDTV용

1993년 개발된 MMIC Library 기술을 이용해 시험 제작된 MMIC의 대표적인

반도체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는 상공부·체신부·과기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금성 일

예는 광대역증폭기와 휴대전화용 one chip MMIC였다. 광대역증폭기는 2~9GHz의

렉트론, 대우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산업이 참여해 1990년 6월부터 1년간 진행됐다.

넓은 주파수대역에서 18dB 이상, 사용 전압은 1.5V로 상용 제품에 비해 낮은 장점을

이를 통해 ETRI는 영상 신호 처리용 DSP 설계기술과 Data Converter, 비디오 메모리

지니고 있었다.

(V-RAN)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한편, 반도체 장비와 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
던 상황에서 차세대 기억소자 개발과 함께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와 재료에

4. 반도체 설계와 공정 및 기반 기술 개발

대한 기술 개발을 시작해 급속열처리공정(RTP) 장비를 개발하고 관련 업체에 기술이

ETRI는 1985년 7월부터 1년간 3개의 반도체 관련 업체들과 함께 16비트 마이크

전했다.

로프로세서 설계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각종 프로세서의 국산
화가 가능해졌고, 그동안 취약했던 비메모리칩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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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는 상공부 산하에 반도체장비국산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ETRI가
주도적으로 기획에 참여해 국내 반도체 장비 전략 수립 및 공단부지 확보 등 인프라 구

1986년부터 진행된 설계자동화시스템 개발 등을 바탕으로 1990년에는 반도체

축을 선도했다. 이후 장비 개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1990년에 노광장비시스템

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반도체 회로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

(Stepper) 설계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1991년 실험 시제품을 개발하고 감광 재료와

설계기술인 셀 디자이너와 게이트 어레이 디자이너를 개발했다.

대구경 실리콘 웨이퍼의 실험 시제품 개발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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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1. TDX-1B는 1989년 경북 경산·칠곡, 강원도 주문
진, 경기도 안중 등 4개 지역에서 최초로 개통됐다.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2. TDX-10은 공중통신망 및 종합정보통신망(ISDN)
구성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며 음성
및 ISDN 기본 액세스 처리기능을 갖추고 수용가입

1. TDX 개발과 보급

자 수는 5만~10만 회선이 가능한 대용량 전전자교
환기다.

1978년부터 시작된 시분할 전전자교환기 개발 사업은 1982년 3차 시험기 개발,
1985년 TDX-1 개발, 그리고 TDX-1A와 TDX-1B를 거쳐 1991년 TDX-10 개발에 성
공함으로써 최종 완료된다. 고성능 디지털 전자교환기가 속속 개발됨에 따라 그동안 주
력기종으로 보급해온 M10CN과 No.1A 등 반전자교환기는 1990년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통신망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1990년 1,500만 회선, 1993년 2,000

ETRI의 주도 하에 생산업체들이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1987년 6월, ETRI는 금성반도

만 회선을 돌파하는 등 TDX 개발은 우리나라 통신역사의 새 장을 개척했다.

체, 대우통신, 동양전자통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TDX-10 공동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업무 분담, 책임, 보고 및 수행 방법과 상호협조, 제반 성과의 귀속, 이용 및 발표에 관

양산모델 TDX-1A와 중소도시용 교환기 TDX-1B

한 사항 등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1989년 3월 동아전기(주)가 전원 분야의 공동개발

1984년에 개발된 TDX-1은 1986년 말까지 농어촌지역에 공급돼 전화적체를 해

참여업체로 선정 승인됨에 따라 협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TDX-1은 양산 공급보다는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TDX-10은 시스템이 TDX-1에 비해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ETRI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대용량 전자교환기 개발을 위한 과도기적인 역할이 컸다. 이

의 생산성 향상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에 따라 ETRI는 대용량 교환기 개발과는 별도로 TDX-1의 양산모델인 TDX-1A 개발

해 TDX-10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CHILL언어의 컴파일러와 SDL언어의 컴파일러,

과 2만 회선으로 용량을 늘린 TDX-1B 개발을 추진했다.

그리고 컴퓨터 OS(Operating System)들을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사전에 개발했다.

1986년 양산모델로 개발한 TDX-1A는 1만 240회선 용량으로 국내 통신망에 대
량 공급됐다. 그러나 TDX-1A 역시 농어촌용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급격히 늘어가는 도

이와 함께 분산제어용 32비트 프로세서 컴퓨터와 독창적 고유 실시간성 DBMS도 개발
해 시험모델에 탑재, 연동시험이 실시됐다.

시 지역의 통신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1년 개발 완료

1987년에는 1차로 대용량 음성 교환기능, 시험모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정이었던 대용량 교환기 TDX-10 개발과는 별도로 2만 회선 용량의 TDX-1B 개발을

개발 등을 진행한 데 이어 1차 및 2차 시험모델 교환기를 구성해 하드웨어의 종합적 기

ETRI에 요청했다. 1986년부터 4개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한 TDX-1B는 TDX-

능시험을 실시하고, 공통선 신호(No.7 CSS) 기능 실현을 위해 메시지 전달부 하드웨어

1A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프로세서를 8비트에서 32비트로 교체해 회

시제품을 제작, 종합시험을 실시했다.

선 용량을 TDX-1A의 2배인 2만 2,528회선으로 늘린 것이었다.

TDX-10 교환기를 통해 최초의 통화가 실현된 것은 1988년 12월 14일이었다.

TDX-1B는 1987년 6월 서대전전화국에서 시스템 설치시험이 실시됐고, 1988년

이 날의 통화 성공은 교환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국호(Intra Call) 기능의 구현이었지

6월부터 8월까지 상용시험을 실시해 체신부에 의해 국산 중용량 전전자교환기로 공식

만 국내에서는 사상 초유로 개발된 HLL(High Level Language) 컴파일러, OS, 실시

채택됐다. TDX-1B는 1989년 4월 강원도 주문진, 경북 경산·칠곡, 경기도 안중 등 4

간 DBMS, 그리고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의 완전한 소화를 의미했다.

개 지역에서 개통됐으며, 1989년 말까지 40개 전화국에 36만 7,000회선이 공급되어 주
로 중소도시용 교환기로 운용됐다.

1989년에는 TDX-10 시험모델 교환기 하드웨어를 보완해 2차 및 3차 시험모델
교환기를 개발하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부분을 이중화했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 TDX-10 품질 보증체계 및 시험체계를 확립했다.

대용량 디지털 전자교환기 TDX-10

그리고 ISDN 교환 기능의 단계적 실현으로 ISDN 가입자 정합장치, 공통선 신호 기능,

TDX-10 개발은 1986년 10월 정부의 제6차 통신 부문 5개년 계획 중 기술입국

패킷교환 기능 등의 연구를 진행해 TDX-10의 ISDN 기능을 보유한 하드웨어 시제품을

실현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개발 기간 5년, 개발 투자비 560억

제작했다.

원, 연인원 1,300명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었다. ETRI는 1991년 상용화를 목표로 5개년
개발 계획 및 설계 이념을 확정하고, 상위 레벨 구조와 주요 기본 기능에 대한 연구를

TDX-10 상용화

진행해나갔다.

1990년에는 TDX-10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주

TDX-10은 생산업체들이 뒤늦게 참여한 TDX-1과는 달리 개발 시작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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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 방식에 대해 연구했다. 가입자 정합 부문에서는 가입자 정합부 구조 연구와 물리

1990년 3월 TDX는 개통 200만 회선을 넘어서며
반전자교환기를 대체함으로써 통신망의 디지털화를

층 ATM층을 설계했고, 물리층 기능을 위한 2종의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하기 시작했

이끌었다.

다. 그리고 사용 감시 제어를 위한 고유 모델과 이 모델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트래픽터들을 조사하고 분석했으며 트래픽 소스의 모델링을 비교 연구했다. 또한 정규
근사법을 사용한 동적 대역 할당 및 연결 수락 제어 방법을 제안하고 기본호 제어 시나
리오를 구상했다.
ATM 교환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자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구조와 개발 방법론 등을 검토했으며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동개발업체에서 표준 하드웨어로 상용시험기를 제작해 서

의 적용식도 검토했다. ATM의 기계장치 부문 연구는 Air Jet Impingement 냉각 실험

대전전화국에서 TDX-10 음성교환 기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목표

용 장치를 제작해 냉각 성능 인자에 따른 냉각 효율의 연구와 초고집적 발열 냉각을 위

였던 120만 호 처리를 무난히 달성, 주요 성능 기준인 호 처리 능력에 있어서 외국 기종

한 TCM 냉각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더불어 EMI/EMC 구조의 셀프를 제작해

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TDX-10은 558개 항목에 대한 단계별 시험에 이

차폐 효과 이론치와 비교 실험을 진행했고, Air Jet Impingement 냉각 방식과 EMI/

어 섭씨 50도 고온시험도 모두 통과했다. 1991년 10월, 서울 천호·상계, 서대전, 대전,

EMC 구조, 그리고 ZIF형의 카드 에지 커넥터를 이용한 3차원 직교 배치 방식이 적용

대구 수성, 북울산 등 시내 6개 전화국에 6만 2,000회선, 서울 구로와 포항 등 시외 2개

된 실험용 랙을 설계했다. 광교환 부문에서는 광교환 방식별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한

전화국에 5만 회선 등 총 11만 회선의 TDX-10이 전국 최초로 개통됐다.

편, 방식별 핵심 광소자 규격을 검토했고 광교환기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용량 교환기인 TDX-10은 시스템 설계에서 제작까지 전 과정이 순수한 국내

1993년에서 1994년 말까지는 ATM 교환기의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가 진

기술로 이뤄진 작품으로 정보화 사회의 핵심 통신망인 ISDN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

행됐다. 먼저 모듈화된 분산형 ATM 교환기 연구 시제품의 구조를 제시하고 교환시스

어졌고,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에서 권고하는 모든 규정 사항과 설계 언어,

템의 기본 기능들에 대한 블록의 상호 관계를 정리했으며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충실히 준수한 국제표준의 디지털 전자교환기였으며 운용 면에

요소의 정량과 성능 평가에 관한 트래픽 공학 업무를 진행했다. 그리고 프로세서 간의

서도 경제성을 고려한 우수한 교환기였다.

통신과 제어 기능은 모두 ATM 스위치와 영구 가상채널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제
어계 하드웨어를 설계했고 연구 시제품에 쓰이는 ATM 단위스위치를 설계했다. 아울

ETRI가 개발한 TDX 전자 교환기
TDX-1X
(선행개발품)

시험인증기

TDX-1

TDX-1A

(시험생산기) (양산기)

TDX-1B
(용량 증대)

러 ‘S/P와 다중화기의 기능’과 ‘P/S와 역다중화의 기능’, 그리고 다수의 FIFO와 공통
TDX-10

개발기간

1978~1981 1982~1983 1984~1985 1985~1987 1986~1988 1987~1991

용량(회선)

500회선

통화량(Erl)
호처리용량

(bhca)
(BHCA)
최초개통일
최초개통일

메모리제어논리 등을 주문형 반도체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때 진행된 연구 시제품의
개발은 ATM 교환기의 시동과 재시동에 관한 기능과 사용자와 기계 정합 기능이 우선

10,240회선

22,528회선

10만 회선 6만

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그리고 연구 시제품 개발을 위한 운영 체계는 기존

2,048Trunk

3,840Trunk

Trunk

의 CROS를 기본으로 해서 제어계가 단중화 모드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단중화 모드

1,200

1,600

1,600

3,600

26,000

를 지원할 수 있는 CROS가 보완됐고 CHILL/SDL에 대한 차세대 프로그래밍의 환경

30,000

60,000

100,000

100,000

220,000

1,200,000

개발을 위해 RISC용 SPARC 호스트컴퓨터에서 수행되는 CHILL용 호스트 컴파일러,

1982. 7.

1984. 10.

1986. 2.

1987. 2.

1989. 4.

1991. 11.

1,200회선

9,600회선

700

시뮬레이션 환경, 다기능 디거버와 검증기를 개발했다.
ATM의 기구장치 연구 부문에서는 고속고밀도실장기술을 연구해서 ATM 실장

BHCA : Busy Hour Call Attempts
Erl : Erlang (Traffic 단위로 전화를 하는 경우 1시간 동안 계속 회선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이것을 1 Erlang으로 계산함)

방식 표준화안을 작성했고 냉각기술 분야는 방열판을 이용한 고효율의 강제 대류 냉각
방식을 연구했다. 표준 실장 방식이 적용된 혼합형 서브랙과 연구 시제품 랙도 설계, 제

2.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준비

작했다. 그 외에 B-ISDN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광교환 기술과 관련해서 공간 분할

1992년에는 ATM 연구개발의 선행 연구 단계로 관련 부문 핵심기술의 연구와

및 시간 다중 교환을 혼합한 2.5기가비트급의 광교환시스템 개발과 함께 광스위칭 소자

시제품의 설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ATM 교환시스템 분야에서는 다단 스위치망과

분야에서 폴리머 재료의 비선형 광학 효과를 이용한 여러 가지 광스위칭의 개발을 진행

분산제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시제품용 ATM 교환시스템 구조안이 제시됐으며

했다.

N-ISDN과 LAN/MAN 등 기존 망들의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조 및 시스템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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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상회의 서비스, 그리고 양방향 영상전화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

TCAP(문답처리능력 응용부)와 ASE(응용서비스 요소)를 개선했다. 이어 1993년에는 지

했으며 중소형 ATM SVC 교환기의 구조를 확정해 각 분야별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단

능망 교환기의 상용시험과 보완 확인시험을 거쳐,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대전 지역에

계에 이르렀다.

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활용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종합 개인 서비스, 음
성우편 서비스 등의 연구도 수행해 기능 검증과 현장 적용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1995년 3월에는 서울과 대전 간의 소형 ATM 교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고 초고
속선도시험망용 ATM 교환기가 7월 13일에 개통됐다. 5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한·중

ETRI가 개발한 지능망 교환기는 1995년 3월 구로전화국 외 4개 지역의 TDX-

차세대 ATM 교환기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10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광교환기

10 Toll 교환기와 2개 지역의 TDX-10 Tandem 교환기에 적용됐으며, 이후 10월 말에

시제품을 전시했으며 객체 지향 CHILL 시제품을 개발했다.

는 16개 지역의 TDX-10 Tandem 교환기에 SSP 기능을 추가해 모두 29개의 SSP로 연
결된 전국적인 상용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ETRI는 교환기 개발 후, 한국통신을 대상으

3. 지능망 서비스 개시

로 광역 착신 과금 서비스와 신용 통화 서비스, 그리고 정보료 수납 대행 서비스 등의

지능망 서비스는 기존의 일반 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망 내에 지능을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해 지능망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저변 확대와 새로운 서비스의

부여함으로써 전화 가입자나 전화 이용자에게 보다 지능화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가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클로버 서비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클로버 서비스와 같이 교환기를 기초로 한 초보 단계의 지능망

전화요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가 제공되다가 1993년부터 광역 착신 과금 서비스(Free-Phone Service), 신용

4.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통화 서비스(Credit-Call Service)와 같은 본격적인 지능망 서비스가 시작됐다.

통신망 발전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전화망에서 디지털 방식 전화망으로, 그리

즉 착신자 요금부담 전화

ETRI는 1988년부터 한국통신의 지능망서비스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1991년

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으로 발전했다. 이는

에는 신호 중계 교환기인 SMX-1 개발을 완료하고, TDX-10을 기반으로 한 응용시스

다시 고품질 동화상화 같은 광대역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과

템인 지능망 교환기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1992년에는 TDX-10 SSP의 광역 착신 과

통신망에 지능을 부여해 새롭고 유용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

금 서비스와 신용 통화 서비스 기능에 대한 성능을 보완하는 한편, 상용시험을 통해 종

는 지능망으로 발전했다.

합적인 기능을 확인했다. 1992년 3월에는 서비스 관리·제어 시스템인 NICS(Network
종합정보통신망 연구개발 착수

Information Control System)의 실험시제품을 개발, 확인시험을 마쳤다. NICS는 두
개의 지능망 서비스에 대해 최대 25만 가입자 정보를 수용하고, 초당 150트랜잭션을 처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종합정보통신망)

ETRI는 1985년 이후 통신망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종합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 ISDN)연구는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시절인

리하면서 평균 0.5초 이하의 시스템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대용량, 고성능, 고신뢰도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영상 등의 통신

요구되는 시스템이었다. 1995년에는 NICS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서비스인 정보료 수
납 대행 서비스가 개발, 완료돼 개발 확인시험에 성공했다.

전화망, 텔렉스망, 패킷망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각종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가입자 선로를 통해 종합적

ETRI는 지능망 서비스에 대한 국내 통신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능망 서비스

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망 자체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한지 4년 만에 실험 시제품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한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국통신을 통해 본격적인 지능망 서비스를 개시했다.
차세대 지능망 (Advanced Intelligent
Network : AIN)

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 기존의

이어 더욱 진보된 형태의 차세대 지능망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차세대 지능
망 연구를 통해 통신망이 제공할 수 있는 망 기능을 분석하고, 설계, 구현 단계에서 재

가 풍부한 가입자 수용 능력을 갖기 때문에 새로 가입
지니고 있다.

1984년 ‘ISDN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시작됐다. 이 계획을 토대로 1985년 전송
과 단말 분야에서 처음으로 ISDN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ISDN 구성을 전제로 개발
된 TDX-10의 연구개발을 병행했다.
1989년부터는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ISDN 연구개발이 강조되면서 ISDN 교환
기능 개발과 시스템 종합,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TDX-1B 시스템을 바탕으로
ISDN 가입자 접속·전송 장치, ISDN 교환기, ISDN 서비스 단말기 등을 보완해 아시아
ISDN 협의회에서 국내 최초로 ISDN 시범 시스템을 전시, 운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차세대 지능망이란 표준화된 서비스 구성요소들을 조
합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술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화하며, 표준화된 프로토콜 및 호 처리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서

1990년에는 본격적으로 ISDN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나서 ISDN 시스템 엔지

비스 제공에 융통성을 부여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차세대 지능망 기술 개발은 지능

니어링 기술과 No.7 공통선 신호방식기술, TDX-1 ISDN 교환기 등을 개발했다. 그 결

망 서비스 로직 소프트웨어를 자동 생성해주는 통합 도구인 서비스개발환경(Service

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그동안 전시장에서만 시범 운용하던 TDX-1B ISDN 시험 시스

Creation Environment : SCE)과 지능망 프로토콜의 적합성 시험을 위한 도구의 개발

템을 1990년 12월 서울과 대전 사이에 구축했다. 또한 ISDN 상용화를 목적으로 각종

에 주력해 1997년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실용기술 개발을 진행해 1991년 12월 20일, 서울·대전·제주 지역 500여 가입자를 대

ETRI가 1991년부터 5개년 사업을 통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T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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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본격적인 TDX-1B ISDN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10 SSP는 지능망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992년에는 광역 착신 과금 서

1985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1991년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TDX-1B ISDN은

비스와 신용 통화 서비스의 기능 및 성능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SS No.7 신호 방식 중

1992년부터 상용화를 위한 기능 보완과 추가 개발,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159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1. ETRI 내에 설치된 TDX-1B ISDN 데모 시스템.

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HAN 프로젝트(Highly Advanced
National project)

TDX-1B ISDN은 1992년 상용화됐다.

년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첨단제품을 선정해 핵심 요소기
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이미 ETRI에서 선행연구가

2. ETRI는 ISDN 교환기 개발과 함께 ISDN 단말기 개
HAN 프로젝트는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등 범부처 차

발을 병행,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에서 추진된 연구사업으로 약 4조 원의 예산과 연인원
6만 6,0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해 1992년부터 10
년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 선도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다.

HAN/B-ISDN 사업
국내 최초의 종합정보통신망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광대
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에 필요한 비동기전송방
식(ATM) 교환기와 10~100Gbps급 광전송 장치 등
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던 광대역 ISDN, 초고집적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터 등 7개 프로젝트가 개
발과제로 선정됐으며, 그 중 정보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로는 HAN(Highly Advanced
National)/B-ISDN 과제가 선정됐다.
1992년부터 시작된 HAN/B-ISDN사업은 ETRI와 KT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분
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먼저 초고속 정보통
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통신사업자, 장비개발업체와 협력

이에 따라 ISDN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고, ISDN 가입자 선로와 회로의 시험기

해 기술과 장비개발에 들어갔다. 개발사업은 크게 교환기술 분야, 전송기술 분야, 단말

능을 개발하는 한편, ISDN 운용과 유지보수를 마치고 12월에는 기존 3개 지역을 포함

기술 분야, 통신망기술 분야 등 4개 분야에 11개 사업, 16개 과제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해 총 7개 지역에 개선된 시범망을 확장 개통했다.

특히 교환기술 분야인 ATM 교환기 개발과 전송기술 분야인 Gbps급 광전송시스템 개

1993년에는 시범망 운용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ISDN 과금 기능과 시

발은 1995년부터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과 연관되는 HAN/B-ISDN 사업의

험 기능의 보완, 상용 패키지 제작, 상용화 기술문서 정리, 운용 요원 교육 등 상용화를

핵심기술이었다. 이렇듯 이 사업은 10년간 총 6,850억 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TDX-1B ISDN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3천여 회선의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상용망이 개통됐으며 기존 가입자 선로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와 화상전화, 고속 팩시밀
리, 특수 음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HAN/B-ISDN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한 중
요한 요소인 통신망이 고속도로화되고 전자통신, 컴퓨터,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기
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반적인 국가산업경쟁력이 강화

TDX-10 ISDN 개발 추진

되고 다양한 첨단정보통신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1992년에는 TDX-1B ISDN과 별도로 TDX-10 ISDN 개발에 들어갔다. 1991
HAN 프로젝트 제품기술 개발 과제

년 기본 기능을 구현한 TDX-10 ISDN은 1992년 추가 기능을 개발해 성능을 향상시키
면서 시스템 형상을 통일했다. 또한 ISDN 호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ISDN 부가서비스
를 개발했으며 ISDN 운용과 유지 보수,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원격지의
ISDN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한 TDX-10 ISDN 원격 모듈 교환(RASM) 개발에 들어가

과제 목록

연구 목표

총괄부서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

256M DRAM(1996년) 1G DRAM(2000년)

과기처

광대역 ISDN(B-ISDN) 개발

ATM 교환기(1996년) 광대역 ISDN망(2000년)

체신부

실용기 제작까지 마쳤다. 1993년에는 운용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용화 기술문
서를 정리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1995년 TDX-10 ISDN 상용화에
성공했다.

고선명 TV(HDTV) 개발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

ETRI는 교환기 개발과 함께 ISDN 단말기와 서비스 개발도 병행해나갔다.

HDTV 수상기(1993년) 전송·방송 기술(1994년)
평판 Display 기술(1997년)
멀티미디어 컴퓨터(1994년) 신경망 컴퓨터(1997년)
동시통역 컴퓨터(2000년)

상공부

과기처

1991년에는 영상회의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ISDN을 통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복

전기자동차 개발

시판 가능한 전기자동차(1996년)

상공부

합 다기능 단말기를 개발했다. 1993년에는 개발된 ISDN 단말기(ISDN 전화기, PCS-

신의약, 신농약 개발

항생·살균 신물질 1~2개(1997년) 5~10개(2000년)

과기처

인터페이스 카드, TA)의 국내표준을 제정하고, PCS-인터페이스 카드와 JPEG 정지화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CIM(1996년) IMS(2000년)

상공부

코덱 보드, 원격 칼라사진 전송시스템의 기술전수를 실시했다.
5. 국가 정보통신망의 근간인 광통신망 구축
HAN/B-ISDN 사업의 본격화

정부는 21세기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 7개국인 G7 수준으로 향상시키
는 것을 목표로 1991년부터 ‘21세기 선도기술 개발사업(Highly Advanced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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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기적 신호 대신 광신호를 매개로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인
광통신기술은 광섬유, 광소자, 광전송 시스템 등으로 분류되는데, ETRI는 그 중 광전
송시스템 연구에 주력했다.

project : HAN 프로젝트)’을 추진했다. HAN 프로젝트(일명 G7 프로젝트)는 제품기

국내에서는 1978년부터 광통신 기술 개발에 착수해 1981년 구로전화국과 안

술과 원천기반기술 개발 과제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그 중 제품기술 개발 과제는 2000

양전화국을 잇는 12km 구간에 한국통신기술연구소가 제작한 단파장(0.85㎛) 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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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RI가 1988년 개발에 성공, 국내 전송기술을 획기

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ETRI는 전송기술 개발에 주력, 2.5Gbps 광전송 시스

적으로 개선시킨 565Mbps 광통신시스템.

템을 개발했다.

2. 통신망의 동기화와 국제 단일 표준 규격에 따라
1992년 개발한 155Mbps급 동기식다중화시스템
SMOT-1.

광통신(光通信, Optical Communication)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후 세계적인 광통신기술이 장파장(1.3㎛)으로 바뀌면서 1984년

155Mbps 동기식광전송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은 CCITT에서 동기식 디지털

광섬유를 통해 전기신호를 광(光)신호로 바꾸어 정보를

45Mbps 및 90Mbps 장파장 광통신시스템에 대한 상용시험을 연구소와 대전시외전화

계위(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 SDH)를 기본으로 한 동기식 다중구조 관련

국 사이에서 진행하고, 1985년부터 90Mbps 계열 후속모델로 4배 용량의 360Mbps 광

권고안이 확정된 직후인 1989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1990년까지 확정된 국제표준화 내

통신시스템 연구를 계속해나갔다.

용을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1991년 개발 완료하고,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총 90개의

전달하는 통신시스템이다. 광통신은 구리선(銅線)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의 정보 내용을 수만 배까지 동시에 처
리할 수 있어 통신망 확대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험항목에 대한 시스템 개발시험을 실시, 전 분야 합격 판정을 받았다.
565Mbps 광전송시스템 개발

1992년 7월에는 155Mbps급 동기식광전송시스템인 SMOT-1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유럽의 140Mbps 계열이 더 우수하다는 논의가

SMOT-1은 2만~5만 게이트 용량을 가지는 9개의 대규모 ASIC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진행됨에 따라 1986년부터 565Mbps 단일모드 광통신시스템 1차 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크기를 약 1/12 정도로 최소화했다. 또한 OSI 7 레이어에 바탕을 둔 통합 전송망 관리

1987년에 요소기술 개발과 각 회로 부분을 주문형 반도체화하기 위한 게이트 어레이 IC

기능을 실장했는데, OAM 통신 기능의 개발 및 실장은 당시까지 상용화된 동기식 전송

와 하이브리드 IC 설계를 마쳤다. 1988년에는 주문형 반도체 제작과 565Mbps 광전송

장치 가운데 세계 최초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동기식 광전송시스템

시스템 2차 시제품 성능시험을 완료했다.

기술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ETRI는 155Mbps 광전송시스템과 그 기술을 산업체에 기

565Mbps 광전송시스템은 기존의 90Mbps 시스템에 비해 용량이 6배로 확장돼
광섬유 1쌍에 음성 8,064회선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대용량 전송 시스템이었다. 이

술이전, 상용화함으로써 국가 정보통신망의 근간인 광통신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는 대용량 시내구간 및 장거리 시외 전송로는 물론 유선방송 중계를 위한 장거리 영상
전송에도 활용 가능해 궁극적으로 ISDN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1989년에는 565Mbps

기가(G)급 전송기술 개발

시제품을 신탄진~대전~옥천 구간에 설치해 현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990년

전송기술은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기술로, ETRI는 1992

표준규격 제정과 상용시험을 거쳐 1991년부터 상용화했다.
ETRI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데이터 다중화방식 표준(안)
을 작성하고 다중화 장비를 개발해 체계적인 데이터 전달망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정보통신산업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다.

년 155Mbps 동기식광전송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2.5Gbps 광전송시스템 연구와 광
대역회선 분배 장비의 개발, 10Gbps 광전송장치 개발, 광 CATV시스템 개발, 그리고
100Gbps급 광다중전송시스템 연구 등 기가(G)급의 전송기술 연구를 계속해나갔다.
2.5Gbps 광전송시스템은 1992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1993년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체에서 제작한 상용시제품으로 1994년 서울과 대전 구간에서 상용시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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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Mbps급 동기식광전송시스템 개발

시했다. 이어 1995년에는 단국장치, 광중계장치, ADM(분기 결합 다중화기)장치의 성

신호 다중화 기술은 디지털 전송의 고속화와 다기능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1980

능시험을 완료했다. ETRI에서 개발한 2.5Gbps 광통신시스템인 HLS-2500은 그 적용

년대까지 1.544Mbps와 2.048Mbps 기본의 비동기식 다중화 기술이 주류를 이뤘다. 그

형태에 따라서 단국형과 선형 ADM, 그리고 링형 ADM 등으로 나눠지고 주요 회로들

러나 1980년대 말부터 통신망의 동기화와 함께 155.520Mbps 기본의 국제 단일 표준인

은 ASIC화하여 시스템의 크기를 줄였다. 그리고 감시 제어 기능과 망 관리 기능을 갖

동기식다중화기술이 등장했다.

춰 시스템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ETRI는 1988년부터 CCITT에 의해 국제 단일 권고안으로 확정된 155.520Mbps

10Gbps 광전송장치 개발은 1994년 10Gbps급 광송수신기와 장거리 무중계 전

속도를 기본으로 하는 동기식 계위 및 관련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다중화 장치 개발을

송을 위한 광전력증폭기, 광전치증폭기 실험모델을 개발해 장거리 전송 실험에 성공했

추진하는 한편, 동기식 다중 개념과 시스템 요구사항 등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다. 1995년에는 고속다중화용 ASIC 개발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망 관리 기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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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 단국장치의 1차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1996년 2차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1. 무궁화위성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행정통신 지구국
(DAMA/SCPC) 장비.

또한 광CATV시스템 개발 연구를 통해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인 통신채널 전송장
치와 광대역 분배장치, 가입자 접속·단말장치 등을 개발했다. 1994년에는 개발된 시제품

2. ETRI는 1995년 12월 국내·외 업체와 공동으로 국
내 위성방송 송신국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에 대한 확인시험을 진행하고 국내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그리고 개발된 시스템
을 ETRI와 북대전전화국에 설치, 대덕연구단지 내 아파트 가입자에게 시범 서비스했다.

3절 »
위성 시대를 위한 준비

일에 참여했다. 대한항공은 위성 본체 구조물 분야를, 금성정보통신은 위성체 부품 일
부 및 감시제어시스템 분야를, 하이게인안테나는 위성관제용 안테나 분야를 담당했다.

1. 국내 위성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 지구국)

1985년 정부는 급증하는 통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위성통신 서

지상시스템 분야에서는 1990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도서벽지/행정통신(DAMA/
SCPC) 지구국 시스템과 저속데이터 전송 지구국 시스템(VSAT)의 국산화를 완료했는

지름 0.6~1.8m의 소형 안테나를 갖는 위성통신용 지

비스 도입 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기술이 전혀 축적돼 있지 않았기 때
문에 우선 위성통신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ETRI는 위성통신지

구국. 통신 형태에 따라 스타형 VSAT, 시분할 다중접
속(TDMA)형 VSAT, 요구 할당 다원접속(DAMA)형
VSAT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데, 특히 도서벽지/행정통신 지구국시스템은 1993년 6월까지 ETRI 주관으로 이탈리아
Alenia Spazio사, 대우통신, 동양전자통신과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이탈리

상시스템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통신,

아에서 공동개발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일부 기능을 보완한 상용시제품을 개발하

오텔코(동양전자통신) 등 4개 업체와 공동개발로 진행된 위성통신지상시스템기술 개발

고 1994년 중반부터 임차위성(인텔샛-3)을 통해 시험 서비스망 운용을 시작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Ku-Band(12~14GHz) 디지털 SCPC(Single Channel Per Carrier)
방식의 위성통신시스템을 개발했다.

저속데이터 전용 지구국시스템은 1991년 6월부터 1993년 7월까지 ETRI와
캐나다 MPR Teltech사, 금성정보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산업 등과 국제공동연구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시작한 1980년대 후반, 독자 위성 개발을

를 통해 캐나다 현지에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국내에서 일부 기능을 보완한 상

목표로 우주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ETRI는 1989년부터 국내 통신방송위성사업을

용시제품을 개발하고, 1993년 9월부터 임차위성인 인텔샛-3을 통해 VSAT 시범망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내 위성사업의 종합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을 운용했다.

연구를 수행했다. 외국의 위성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위성이 제공할 서비스와 위성시스

또한 위성통신 서비스 기술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지털 TV 방식을

템의 규모를 설정하는 한편, 재무 계획과 수익성의 분석, 사업 소요인력과 추진 체제 및

분석, 국내에 적합한 위성 TV 방송 방식을 선정하고 향후 HDTV 위성 전송에 대비한

조직,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입안했다. 서비스 수요 조사와 재무 계획, 제도 계획

디지털 위성방송의 기반 시스템 설계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ETRI는 1994년

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 기관에 연구를 위탁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 연구에서 도출

6월부터 VSAT시스템을 응용한 무선호출 데이터 전송 지구국시스템(PAGES)을 현대

된 위성 서비스와 시스템 규모 등에 대한 일부 결과는 1989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

전자와 공동개발, 1995년 11월 시스템 설계와 제작을 완료했고 한국이동통신(현 SKT)

궁화위성사업에 반영됐다.

에 지구국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다.
위성망 설계기술 분야에서는 무궁화위성망의 독자 설계 능력 확보를 목표로 위성

무궁화위성 1호
무궁화위성 1호는 1995년 8월 5일, 적도 상공 약 3만
6,000km, 동경 116도의 정지궤도상에 발사돼 국내
위성통신 및 운행차량, 선박의 위치 등 각종 위성 데이
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으
며 무궁화위성 2호는 1996년 1월 14일 발사, 궤도진
입에 성공해 1996년 7월부터 무궁화위성 1호와 함께

망 최적 설계를 위한 툴(Tool)을 연차적으로 개발했으며, 1993년에 효율적 국내 위성통신

1989년 12월 정부가 ‘국내 위성통신방송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우리나

망 구축을 위한 간섭분석시스템 상세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위성통신 채널모

라의 위성통신방송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ETRI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제1단

델링 툴 운용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앞으로 발사될 무궁화위성을 이용

계 위성통신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한 위성방송 전송 방식의 국내 잠정규격을 결정해 이에 따른 실험 시제품을 개발했다.

1995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인 무궁화 1호를 발사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위성시스템 중 위성체와 관제 시스템 제작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발

3. 디지털 위성방송시스템 개발

사 서비스는 미국 맥도넬더글라스(MD)사가 맡았고, ETRI는 무궁화위성 제작업체에

정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뉴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무궁화위성 개발 계

연구 인력을 파견해 위성체 설계, 제작, 시험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현장 기술

획과 연계해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계획을 추진했다. 당초 방송사 등 일부 기관에서는 아

을 습득하도록 했다. 국내 관련 업체에서도 무궁화위성시스템의 일부를 생산, 납품하는

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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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날로그 전송 방식을 위성방송 전송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위성방송기술

관한 알고리듬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987년에는 전국 지형 데이터베이스와 마이크

발전추세에 따라 1993년 7월 디지털 전송방식을 확정했다. 주관 연구기관이었던 ETRI는

로파대 주파수 할당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했으며,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

국책연구과제로 선정된 디지털 위성방송시스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스와 연결해 마이크로파대 통신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통신시스템의 최적 설계, 위

ETRI는 1995년까지 디지털 위성방송 방식의 개발 및 표준화, 디지털 위성방송
시스템의 실용모델 개발, 무궁화위성 실험방송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1993년부터
시스템 개념설계, 방식 선정, 기술기준(안) 작성, 공동개발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기능 요
구 규격 작성 등을 수행해나갔다.

성 지구국 조정 영역 설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제 마이크로파대 통신의 전파 혼
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1988년에는 VHF/UHF대 방송국 주파수 관리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1,000국
에 가까운 TV, FM 방송용 무선국의 치국 및 채널 할당업무의 주요 부분을 전산화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시스템 설계는 2차년도인 1994년부터 시작됐다. 기술의 안정성

한편, VHF/UHF대의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보함으로써 VHF/

과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 국내의 LG정보통신과 캐나다 MPR사가 국제 공동개발로

UHF대 전화 서비스의 확대와 다변화에 대처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파대 주파수 관

위성방송송신국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95년 12월 송신국시스템이 개발,

리 전산화시스템 보완을 위한 연구도 계속해 마이크로파대 무선통신망의 치국 설계, 간

완료됐다.

섭 계산, 주파수 할당, 통신망 데이터 관리 등을 진행하며 국내 지형의 고도와 특성 데

또한 ETRI는 1994년 2월부터 국내 9개 업체와 4개 방송사가 참여한 송·수신

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리고 전파 관리 행정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기 정합규격 연구팀을 구성해 위성방송 수신시험을 위한 정합규격을 즉시 제시하는 등

하는 한편, 시스템 기능 추가와 성능 개선 작업을 1990년까지 계속했다. 1989년부터 시

수신기 관련 기술지원을 계속했다. 1995년 7월에는 업체에서 제작한 수신기의 기본 성

작된 전파신호처리시스템 연구에서는 HF, VHF, UHF 대역에서의 불법 전파 감시, 추

능시험을, 12월에는 위성방송 신호 송출에 의한 송·수신기 정합성 시험을 진행했다.

적을 위한 광대역 실시간 처리 및 종합화를 위한 기법 등의 연구가 진행됐다.

한편, ETRI는 송신기 시험을 위해 독자적으로 시험용 수신기를 개발해 1996년 말 중소
기업에 기술이전하기도 했다.

2. CDMA 신화의 시작

디지털 위성방송시스템은 1995년 7월 기본 기능시험을 거쳐 이후 한국통신 용인

ETRI가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계획에 관한 기본 연구를 추진한 것은

관제소에 설치됨으로써 1996년 7월 1일부터 KBS의 2개 채널을 통해 시험방송을 개시했

1989년이었다. 이 과정에서 TDMA와 CDMA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

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3세대 TV’라고 불리는 디지털 TV 방송시대가 활짝 열렸다.

한 논란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CDMA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디지털 위성방송시스템 개발은 국내 위성방송의 효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CDMA 방식이 채택됐다.

계적으로 최첨단 디지털 영상 압축 및 다중화 방식인 MPEG-2 방식을 적용해 멀티미

1991년에는 시스템의 주요 구성부의 요구사항과 기능 규격에 관한 연구가 진행

디어화를 동시에 이룩했다. 특히 무궁화위성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다른 선진국과 같은

됐고 같은 해 5월에는 미국 퀄컴(Qualcomm)사와 CDMA 디지털 셀룰러시스템 공동개

시기에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발계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교환기는 ETRI가 개발한 TDX-10을 근간으로 개발하기
로 했고 CDMA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술은 퀄컴사의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기업 중 금성과 삼성, 현대는 시스템과 단말기 부문에 참여하고 맥슨전

4절 »
디지털 이동통신 시대의 개막

자는 단말기 부문에만 참여하는 공동개발체제로 진행됐다.
1992년 이후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은 활발하게 추진됐다.
1996년까지 예정된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는 한편, CDMA 방식의 기본기능시험시스

1. 전파 자원 활용 연구

템(RTS)을 제작, 설치했고 이동통신 시험 교환기를 개발해 기본 기능의 일부 동작을 확

본격적인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ETRI는 주로 전파와

인했다. 또한 가입자이동관리장치(HLR)를 설계하고 실험 모델을 구현해 기능 연동 시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1985년부터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 가능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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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실시했으며 CDMA 무선 신호 프로토콜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완료했다.

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전파 간섭 알고리듬, 기본기술 계산 알고리듬 및 프로

1993년에는 기본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해 실용 및 상용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중장기 이동통신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

목표로 연구가 추진됐다. 우선 시스템 기술과 관련해 이동통신 개발 체계 정립 지침서

본 계획을 육상·해상·항공 이동통신으로 세분화시켰다.

와 망 요구사항서를 작성했으며 RTS-1의 설치와 운용 및 시험을 통해 CDMA시스템

1986년에는 마이크로파대 주파수 관리 전산화시스템 개발을 위해 장비와 규정,

에 대한 시험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시스템의 연동시험과 상용시험 계획서를 작성했다.

환경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고, 통신망 치국 설계, 위성 지구국 조종 영역 설정에

또한 이동국(MS) 개발을 위해 이동국 장치의 설계 규격과 세부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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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1. ETRI는 1994년 10월 차량형 단말기 간 통화에 성

ETRI는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를 기념해 매년

공했다.

CIC(CDM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했다.

2. 1995년 6월 9일 상용 시험통화 시연회는 세계 최초
의 CDMA시스템 개발 성공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
간이었다.

Room1

Room2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주파수분할다

3.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중접속)

주파수 이격
Guard
Band

다수의 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주파수를 분할 할당해 신호를 전
송하는 방식. 예를 들면 하나의 방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각의 구역에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방식

간격〔주파수 이격〕이
유지된 방에서 대화

Hello

1993년 8월에는 최초의 국산 시제품(Korea CDMA System : KCS-1)이 공동개
발업체에 의해 제작됐고, 12월에는 이를 ETRI 내에 설치해 장치 간 연동시험에 착수했

Hi

다. 1994년에는 CDMA 시스템의 연동시험을 계속 진행했고 최초의 국산 상용 시제품인
Hello ①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분할 다중접속)

Hello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각각 사용가능
한 시간에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 예를 들면 하나의 방에 모두
모여 통화를 하지만 동시에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CMS-2를 개발해 상용시험에 들어갔다. 상용시제품 CMS-2는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세

⑤

하나의 방에서 여러
Good

④

②

사람이 순서대로 대화

Hi

③

할당된 시간에만 이야기하는 방식

계 최고 제품으로 평가돼 세계 시장 진출 전망을 밝게 했다. 1994년 후반에는 업체들도
각자 맡은 부분에서 독자적인 상품 개발에 주력해 3개 회사가 모두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1994년 말, 이통통신기술 개발 사업관리단은 업체들의 상용모델에 대한 인

Bye

증시험을 추진했다. 1천여 개의 시스템 사용시험 항목을 업체들에게 통보하고, 상용화
Hello
CDMA(Code Division Mu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
를 구분할 수 있는 코드(code)를 할당해 넓은 전파대역을 자
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 예를 들면 하나의 방에 모든 사

를 위한 최종 관문인 인증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천여 항목에 걸친 시험에서 공동

Guten Tag

같은 주파수, 시간을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각각의 신호

하나의 방에서 여러
BonJour

NI-Hao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Code〕로 대화

람이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해 동시에 이야기하는 방식

안녕

FDMA, TDMA, CDMA 방식 비교

개발업체들의 통화 성공률은 합격 기준치인 95%를 넘어 98%를 기록했다. 1995년 1월,
LG정보통신이 가장 먼저 통과하고, 이어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도 잇따라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5년간에 걸친 ETRI의 땀과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CDMA 상용 시험통화 시연회가 성공
적으로 개최됐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첨단기술인 CDMA기술

행했고, CDMA 무선 인터페이스 표준안 제정과 이동국 성능 평가 및 시험 관련 연구를

을 ETRI를 비롯한 국내업체가 상용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한

수행했다. 기지국(BTS)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지국 제어장치용 주요 하드웨어와 주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능시험과 연동시험 관련 기술들을 개발했다. 제어국(BSC)

우리나라가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1996년부

개발에서는 각종 서브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능시험을 실시해

터 국산 시스템으로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이동전화 장비와 단말기 사업의 대외

기본기능을 구현했다.

의존도가 급격히 감소했다. 1996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102만 대의 단말기가

가입자이동관리장치의 개발을 위해 HLR 플랫폼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CCS

판매됐는데, 전부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었다. 외국 제품 일색이던 이동통신 단말기

No.7 공통선 신호망과 접속했으며, 이동통신 응용부 프로토콜의 규격을 정의하고 이를

시장이 국산 제품 위주로 완전히 재편된 것이다. 미국기업 모토로라조차도 국내 중소기

개발했다. 그리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

업을 인수해 CDMA 단말기를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게 됐다. CDMA 개발로 우리나라

며, 유지보수 서브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동통신교환기(MSC)는 이미 개발된 시험교환

는 이동통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기를 바탕으로 신호 프로토콜을 정립했으며, 교환기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작하고
트래픽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시스템의 시험 및 기능시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동 운용
보전 기능과 가입자 위치 정보 기능, 이동통신 교환기 하드웨어 기능 등을 개발했으며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운용 및 시험, 한국표준음성부호화기 알고리듬 개발, 비터비복호
기 알고리듬 ASIC 개발 등을 수행했다.

168

<

169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ETRI는 8비트, 16비트 컴퓨터 개발에 이어 1987년

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ETRI 기초기술연구부에서 1991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32비트 UNIX 컴퓨터 ‘SSM-32’를 상용화했다.

신경망 컴퓨터 E-MIND는 자체 학습능력을 지닌 제품
이었다.

5절 »

모리 기능을 갖춘 CPU 보드와 2Mb 주기억장치 보드, 지능형 입출력 보드를 개발해

컴퓨터기술 개발과 전자정부 구현

기본적인 하드웨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UNIX 운영체제를 하
드웨어시스템에 맞도록 개발해 기본적인 컴퓨터시스템 시제품 구성을 완료했다. 당시

1. 32비트 마이크로컴퓨터 개발

UNIX는 마이크로컴퓨터에서부터 미니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운영체제로 많이 채택되

1960년대 후반 외국 기종을 도입하는 것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컴퓨터산업은

고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컴퓨터시스템은 주기억장치 용량이 16Mb, 보조기억장치 용

1970년대에는 외국 제품을 OEM 방식으로 조립 생산해 판매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

량이 1.2Gb로 다양한 주변장치의 부착이 가능하고, 시스템 간의 통신 기능을 보완하고

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에 힘입어 8비트 교육용 컴퓨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터, 16비트 UNIX 컴퓨터 개발 등 빠른 속도로 기술 축적이 진행됐다. 정부는 미래 고

3차년도엔 분산처리 소프트웨어와 강력한 그래픽 기능을 추가한 양산 모델로 컴

도 정보화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01년까지 단계별 컴퓨터기술 개발 계획을 수

퓨터 시제품이 개발돼 1987년부터 ‘SSM-32’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에 의해 상용화됐

립했다. 목표는 국가기간전산망과 종합정보통신망의 기반 위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

다. ETRI가 국내 최초의 표준형 UNIX 컴퓨터인 32비트 UNIX 컴퓨터를 개발함으로

처리, 송수신할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써 우리나라에서도 슈퍼미니급의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1984년 컴퓨터기술 개발 1차
2. 국내 최초 신경망 컴퓨터 개발

계획을 3단계로 구분해 수립했다. 제1단계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기반기술을 토대로 선
진기술의 국산화, 인공지능시스템의 기초연구, 고성능 주변기기를 개발하는 지식처리형
컴퓨터시스템의 기초 확립 단계, 제2단계는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적인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지식처리형 컴퓨터시스템의 모듈개발 단계,
그리고 제3단계는 전 단계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종합해 전체적으로 지식처리형 컴퓨터

리,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계산 방식으로 뇌세포에
해당하는 처리원소가 다른 처리원소와 상호 연결돼 통
신함으로써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심기술로 부각된 신경망 컴퓨터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개발돼 상용화 단계에 있었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ETRI가 처음으로 자체에서 개발한 신경칩을 사용해 신경망 컴퓨
터 시제품 E-MIND(ETRI Machine Imitating Neuro Dynamics)를 개발했다.
신경망 컴퓨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일일이 프로그램화할 필요 없이 학습

따른 주요 연구과제는 다목적 워크스테이션(Multi-Purpose Workstation) 및 고성능 주

을 통해 스스로 적응해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로서 애매하고 잡음이 있는 데이

변기기 개발, 분산형 컴퓨터 개발, 지능형 컴퓨터 개발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와 같은 목

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이 손상돼도 전체적 성능에 크게 영향을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컴퓨터 분야 기반기술 축적이 급선무로 제기됐다.

받지 않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ETRI는 8비트와 16비트 UNIX 컴퓨터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84

ETRI가 개발한 신경망 컴퓨터는 DNP(Digital Neural Processor) 신경칩 36개

년 6월부터 삼성반도체통신과 함께 32비트 마이크로컴퓨터 개발을 진행했다. 컴퓨터기술

를 격자 형태로 서로 연결해 신경망 보드를 구성하고 이를 IBM PC에 연결해 데이터 및

개발 장기 계획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당시 세계적인 컴퓨터 추세는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통신이 상호 가능하도록 설계한 범용 신경망 컴퓨터였다. 처리속도 2,500만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컴퓨터가 점차 소형화되고 있었다. 마이크로컴퓨터는 값이 싸고

cps로 기존 PC와 비교해서 40~50배 정도 빠르며 자체 학습능력을 지닌 것이었다.

유하게 되면 선진국 기술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했다.
연구개발 사업 첫해에는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관련 기술의 기초연구 위주로 개
발을 진행해 2차년도인 1985년 32비트 UNIX 컴퓨터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캐쉬 메
<

기존의 컴퓨터가 중앙처리장치에서 계산 명령을 프로그
램이 지시한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

1991년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신경망 컴퓨터를 개발했다. 차세대 정보처리의 핵

시스템을 최종 완성하는 지식처리형 컴퓨터시스템 개발 단계로 진행됐다. 개발 계획에

소형이면서도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 설계기술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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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컴퓨터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초보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지만 신경칩 설계와 이들을
연결한 신경망 설계, 기존 컴퓨터와의 접속기술을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응용함으로써
ETRI는 선진국 수준의 진전된 신경망 컴퓨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
후 ETRI는 1993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E-MINDII 개발 계획을 추진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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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1.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Ⅱ

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1. ETRI는 TiCOM 보다 성능이 향상된 고속중형컴퓨

(TiCOM)는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던 다중 프로세서

터(주전산기Ⅲ)를 1993년에 개발했다.
2. ETRI가 개발한 주전산기가 상용화됨에 따라 1994

구조를 채택, 80밉스를 처리할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
이었다.

년 3월, 주전산기 보급 500대 기념식이 열렸다.

2. 주전산기Ⅱ(TiCOM) 개발 및 상용화로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대비할 중대형 컴퓨터 생산
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3.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계획과 주전산기(TiCOM) 공동개발

TiCOM

인원 714명의 인력과 215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대형 공동개발 프로젝트였다. ETRI

1985년 12월, 청와대 경제수석은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

‘밀결합형 다중 컴퓨터’의 영문 표기인 ‘Tightly

는 1987년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TiCOM의 기본시스템 설계를 완성했으며 시스템의

출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주전산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고 주
관 연구기관으로 ETRI가 선정됐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등 5개 기간
전산망 설치 계획을 기본 골격으로 했다. 당초 계획은 행정업무를 전산화해 전국을 하
나의 전산망으로 구성하려는 행정전산망으로 시작됐으나, 금융, 교육, 안보, 국방 등으
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가기간전산망이라는 계획으로 바뀌게 됐다.

Coupled Multiprocessor’의 머리글자를 딴 TiCOM
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한 슈퍼미니급
컴퓨터로 상업 및 기술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범
용컴퓨터였다. TiCOM의 성능은 80밉스(MIPS), 1초
에 8,0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우수한 성능이었다.

구조는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다중 프로세서 구조를 채택했다. ETRI는 독자 설계한
100Mbps 전송 속도를 갖는 고속시스템 버스에 바탕을 두고 프로세서당 64KB 캐쉬 메
모리를 갖춘 듀얼 CPU 보드와 512Mb까지 확장이 가능한 주기억장치, 그리고 입출력
처리기 등으로 시스템을 구성했다.
2차 및 3차년도에는 주전산기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바다I) 등 각 서브시스템에 대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정부의 전자산업 육성 계획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기 시

상세 설계와 구현을 완료했다. 그리고 설계에 따라 하드웨어 1차 시제품을 완성해 다른

작해 1984년 6월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행정전산망사업의 대상 업무를 주민등

서브시스템들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구현했다. 4차년도에는 모든 서브시스템을 통합

록관리, 토지관리, 국세업무, 통관무역관리, 양곡농업관리, 노동인력관리 등으로 잠정

한 시제품을 제작해 시스템 통합시험과 성능시험을 거쳐 1991년 7월 최종 연구개발 시

결정했고, 이후 행정전산망 사업계획은 보다 구체화됐다. 사업을 추진해나갈 전담사업

제품을 완성했다.

자는 (주)데이콤이 지정됐다.

ETRI는 컴퓨터 구조는 물론 보드 수준부터 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최종 시스템까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중형컴퓨터의 설계, 구현, 시험

주전산기 도입과 개발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TiCOM의 상용화로 연 2~3억 달러에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주전산기 국산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행정업무

이르는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왔고,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대비할 중대형컴퓨터 생산

전산화를 1988년 대민업무 시범서비스부터 시작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선 외국

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에서 기술 도입한 제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국산화해 행정전산망사업에 활용하고, 궁극
적으로는 주전산기를 국내에서 개발해 보급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졌다. 이런 배

고속중형컴퓨터(주전산기III) 공동개발

경 아래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사업은 일단 외국 기종을 도입해 국산화한 주전산

ETRI는 1991년 자체 기술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II 개발에 성공한 이후 그해

기I과 독자적인 개발 모델인 주전산기II로 이원화해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도입 기종으로는 미국의 톨러런트가 선정됐다. (주)데이콤이 1987년 6월 톨러
런트사와 기술도입계약에 서명한 이후 ETRI가 톨러런트사의 기술을 도입해 업체에 전
수했으며, 1988년 2월부터 국산화율 70% 수준의 국내 생산을 시작해 1989년 2월에
100% 국산화를 실현했다.
국가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개발은 1987년 6월부터 4년간 공동개발사업으로 추
진됐으며 주전산기 개발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반도체통신, 금성사, 대우
통신, 현대전자산업 등 4개 업체가 선정됐다.
독자 개발하기로 한 주전산기II의 이름은 TiCOM으로 결정했다. TiCOM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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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전산기III에 해당하는 고속중형컴퓨터 공동개발사업을 시작했다. ETRI는 4
개 기업(금성사, 대우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과 공동으로 1994년 1월까지 2년 6개월
간 총 연구비 300억 원(정부 110억 원, 기업 190억 원)을 들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ETRI 주도하에 참여기업이 인력을 파견했던 주전산기II 개발과는 달리 고속중
형컴퓨터 공동개발사업은 ETRI와 참여기업이 과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의 분
담 연구개발 형태로 추진됐다. ETRI가 하드웨어와 기본 시스템을 설계하고, 업체가 이
를 제작하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분담해 개발하기로 했다.
ETRI는 1992년 7월까지 요구사항 정의서와 시스템 설계서를 작성하고 개발체
계 정립과 CAD 환경을 구축했다. 2차년도에는 각 서브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드웨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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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산기Ⅳ는 1997년 최종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02.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하다

멀티미디어 컴퓨터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1994년 콤비
스테이션Ⅰ을 개발했다.

ETRI가 개발한 주전산기

작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구현했으며, 기본 시스템의 통합 시험과 각종 소프트웨어 이
식 시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개발된 고속중형컴퓨터는 1990년대 중반 당시 세계 시장
에서 경쟁이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컴퓨터였다. 고성능 다중 처리 구조와 클라이언트/
서버 처리 모형을 지원하는 분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

구분

추진 전략

주전산기Ⅰ

ETRI, 기업

초기 2년간은 ETRI에서 원천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한 후 2년간 기업에서 개량

공동개발

ETRI: 75억원(136명)/기업: 32억 원(82명)

(톨러런트)

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한 개방형 통신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제공했다. 또한 ISDN

주전산기Ⅱ

과 FDDI(미국 표준규격 고속 LAN) 등의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고, 대용량 관계

(TiCOM)

DBMS(바다II)와 분산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탑재한 TiCOM 보다 5배 이상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ETRI 주도하에 4년간 ETRI에 기업의 인력(예산)까지 투입해 개발 후
ETRI 주도

(고속중형

기업 주도하에 ETRI와 기업에서 각각 공동개발 후 기업에서 상품화
기업 주도

나라 주전산기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으며, 다음해인 1995년 주
주전산기Ⅳ
(고속병렬
컴퓨터)

ETRI: 110억 원(370명),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190억 원(300명), 하드웨어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전산기III의 상용화가 이뤄져 2000년까지 민간 부문에 보급돼 총 414대가 판매됐다.

기업에서 상품화
ETRI: 228억 원(714명)

주전산기Ⅲ

고속중형컴퓨터 공동개발사업이 1994년 1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우리

내용

ETRI와 기업 공동 주도하에 ETRI와 기업에서 각각 공동개발 후 기업에서
ETRI,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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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병렬컴퓨터(주전산기IV) 개발

정부는 세계적 기술 추세인 고성능 병렬처리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고
속통신망 접속, 분산처리 기능을 갖춘 고속병렬컴퓨터를 주전산기IV 기종으로 채택하

4. 멀티미디어 컴퓨터 개발과 소프트웨어 활성화

고 주전산기III 공동개발이 끝난 직후인 1994년 2월부터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되고 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

주전산기IV(SPAX)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ETRI를 총괄 연구기관으로 하고 4개

면서 컴퓨터 사용자의 요구가 수치 계산이나 텍스트 처리 같은 단순 작업에서 그래픽,

기업(대우통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4년에 걸쳐 총

음성,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쪽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컴퓨

연구비 570억 원(정부 285억 원, 기업 285억 원), 총 인원 570명(ETRI 270명, 기업 300

터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 7월 ETRI를 총괄 연구기관으로 하는 산·

명)의 규모로 진행됐다. ETRI는 1차년도인 1994년,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 체계를 정

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지능형 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7년간 총 연구비 900억 원

립한 이후 본격적인 시스템 설계 작업에 착수, 1995년부터 기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

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브시스템을 설계했다. 1996년에는 서브시스템을 통합, 실험시제품을 제작하고 기본 시

지능형 컴퓨터

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통합시험을 거쳐 1997년 최종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마치 사람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

주전산기IV는 데이터 처리속도가 주전산기III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20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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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
택, 추출해 의사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TRI는 지능형 컴퓨터의 기능과 응용성을 연구하기 위해 1991년 초부터 ETRI
내에서 시범 시스템을 구현해 시연을 실시하며 기술 축적 효과를 높여나갔다. 1994년 7
월까지 진행된 1단계 멀티미디어 컴퓨터 공동개발사업에서는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GIPS, 초당 1억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속도)로 2000년경 중대형컴퓨터의 기본기술

시제품을 개발하고, 1997년 7월까지는 지능형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는 것

이 될 병렬처리컴퓨터로 제작됐다.

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주전산기IV는 시제품 개발 완료 후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한편 1988년부터 3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지능형 컴퓨터 관련 기술로 진단용

기업체에서 상용화를 유보해 더 이상의 개발은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대

전문가 시스템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쓰이고

형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있는 전문가시스템을 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보다 앞선 198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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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독립적인 최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과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우

 TRI는 국산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전시회인
1. E
TiCOM SOFTEX ‘95에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리’로 명명된 이 사업은 주전산기 100대를 분산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분산시스템 소프

DBMS 등을 전시했다.
 992년 바다Ⅰ, 1994년 바다Ⅱ개발에 이어 멀
2. 1

트웨어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았는데, 이후 인터넷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

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바다Ⅲ가
1997년 개발됐다.

업(한우리2, 1988~2000)까지 이어졌다.
또한 주전산기II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계 DBMS를 국산화하는 과제도 병행
됐으며, 1991년 주전산기II 개발과 함께 바다I DBMS도 성공적으로 개발돼 ETRI의 데
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기술이 주목을 받았다. 1994년에는 바다II 개발을 완료해 주전
산기 개발 참여기업인 삼성전자, 대우통신, 금성사에 각각 기술이전했으며 각 사에서
인공신경망 기법(Nueal Networks)을 이용해 한글의 단어 입력을 국제 음성 기호로 변
환시켜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CODA, 한바다, 하나DB 등으로 제품화됐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기술 개발 과제는 이후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해 정보

1992년에는 멀티미디어 컴퓨터시스템의 주요 부분인 멀티미디어 프로세서를 설

검색 기능을 통합한 객체지향 DBMS인 바다III가 1997년에 개발되고, 이를 XML 문서

계하고 멀티미디어 편집기와 멀티미디어 객체 관리자,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등을 개발

저장관리 DBMS로 향상시킨 바다IV 멀티미디어 DBMS가 2000년 개발됐다. 데이터

했다. 1993년에는 멀티미디어 PC(ComBi PC) 응용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워크스

베이스기술은 차세대 인터넷 서버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ETRI가

테이션(ComBi Station)의 마더보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펜티엄 CPU칩과 고속 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기술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됐다.

컬 버스인 PCI, 확장 버스인 EISA를 채택한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1차 시제품을 제
작했다. 이 시제품에 주변장치를 부착해 시험한 결과 MS-DOS 6.0과 윈도우즈 3.1이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ETRI가 개발한 펜티엄 PCI 마더보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은 시
기에 개발된 것이어서 ETRI의 우수한 컴퓨터 개발 기술을 알릴 수 있었다.
이후 공동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ETRI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원천기술,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원천기술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주요 장
비 국산화와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1994년 7월, ETRI는 계획대로 데스크톱에서 멀티미디어 처리가 가능한 콤비스
테이션I 개발에 성공해 중소기업에 기술전수하고 상용화 절차를 진행했다. 이 컴퓨터는
1995년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에 구축된 정부기관 영상회의 시스템 단말기로 활용됐
다. 이후 2단계 계획에 따라 1998년 6월 콤비스테이션II를 후속 제품으로 개발했으며,
휴대형에서도 멀티미디어 처리가 가능한 지능형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으로 후일 핸
디 콤비 II로 명명됐다.

5.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 대형 시스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부 분야로는 운영체제, 컴파일러,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
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이 있었고, 그 중 처음 독립적인 기술 개발 과제로 추
진된 것이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와 DBMS 기술이었다.
ETRI는 1990년대 후반엔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주요 컴퓨터기술이 될 것으
로 예측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개년 국책 과제로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란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를 컴퓨터 통신망으
로 연결된 여러 대의 분산된 컴퓨터에서 분리 수행해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것으로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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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기술 개발 연표 (1985~1995)

-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Ⅱ(TiCOM) 개발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바다 독자설계
- 하이퍼미디어 문서처리시스템 개발
- 신경망 컴퓨터(E-MIND) 개발

1985

- 진단용 전문가시스템 도구 개발
- M/W 대 주파수 관리 전산화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개발

-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개발

- 신경망 컴퓨터 E-MIND 개발

- 가입자 시설 집중보전시스템(SLMOS) 개발

- 음소 단위에 의한 HMM을 이용한 단어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장거리 회선 감시 제어 및 운용관리 시스템 (TLMOS) 개발

1986

- 음소 Labelling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16M DRAM 공동개발

- 32비트 UNIX컴퓨터 개발(1986년부터 삼성 반도체통신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 세계 최초 차세대 DRAM 핵심단위소자 초고속 저전력 핵심소자 개발

- M/W 대 주파수 관리 전산화시스템 개발

- 광수신용공전직접회로 OETC(Optical Electronic IC) 개발

- 파장분할 다중화소자 개발

- 고온초전도 고주파 수동소자 개발

- 140Mbps 디지털 TV 코덱 개발

- 발광실리콘 제작

- 64Kbps급 협대역 가입자 접속 장치 실험실 모델 개발

- 광수신용공전직접회로 OETC(Optical Electronic IC) 개발

- PSTN-PSDN 연동 장치 개발

- 다목적 냉각성능 실험장치 개발

- 인공지능 다용도 감시제어시스템 개발

- 565Mbps 광전송시스템 개발

- 장파장 광통신시스템 개발

- 서비스제어관리시스템(NICS) 실험 시제품 개발

- 광전소자 개발

- PC-MHS시스템 개발

- 정보 변환 장치와 혼합형 터미널 선행 시제품 개발

- 전보자동처리시스템 개발

- CCITT 표준프로그래밍 언어 CHILL과 SDL 개발

- 신호중계기(STP) 개발

- 가입자 전송 집선/다중화 장치(IMUX/PMUX) 개발

1987

- 우진기계 공동으로 공정제어감시시스템 개발
- TDX 집중보전 시스템(TDX-CSMS) 개발

- SMOT-1 시스템용 주문용 반도체칩 5종 개발

1992

- 국내 최초 초고진공화학 기상증착(UHV-CVD)장치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

- 인공지능 다용도 감시제어시스템 개발(ISCS)

1988

- 신호중계교환기 SMX-1개발
- 고속통신(FDDI) 플랫폼시스템 구축

-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CVD 개발

- 서비스제어관리시스템 NICS 개발

- 세계 수준의 초전도체 개발

- 64Mbps급 ATM프로토콜기술 개발

- T1/E1 변환 장치 개발

- 155Mbps급 동기식 광전송(SMOT-1)시스템 개발

- Ku 대역 디지털 SCPC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1989

- PC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Toolkit 개발

- 청각장애자용 골도 전화기 개발
- 통신처리장치(ICPS) 개발

- 인공신경망시스템 개발(한글단어를 국제음성기호로 변환)

- 신호망 관리 실험 시제품 개발

- 4M DRAM 개발

- 2.5G 광전송시스템 개발

- SCPC 통신용 위성통신 지상시스템 개발

- 64M DRAM 세계 최초 개발

- TDX-10 시험통화 성공

- ISDN칩 개발

- ISDN 시범 시스템 전시 및 운용
- TDX-10 2차/3차 시험모델 교환기 제작

1990

- ISDN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No.7 공통선 신호방식 기술 개발
- TDX-1 ISDN 교환기 개발
- ISDN가입자 접속 및 프로토콜 기술 개발
- 신호 중계교환기(SMX-1) 선행 실험 시제품 개발
- 신호망관리시스템 선행 실험 시제품 개발
- PC-MHS 개발

<

- 유성음과 무성음, 묵음 분류 알고리즘 개발
- 유성음 피치 검출 알고리즘 개발

- TDX-IB 개발
-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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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연속음성 인식 시범 시스템 개발
-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ComBi Station) 1차 시제품 개발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에디터, 오브젝트 관리자,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개발
- 갈륨비소 전력소자 국산화 성공
- 고주파 대역 통과 여파기 개발
- 저속 데이터 전용 위성지구국(VSAT)시스템 개발
- 위성기반 도서벽지/행정통신 DAMA-SCPC 지구국시스템 개발
- 2.5Gbps 광송·수신기 전송실험 성공
- 망 운용 관리를 위한 신호망관리시스템(SIGNO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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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N B-TA 장치 개발

- MPEG-2 인코더시스템 개발

- 복합 다기능 단말기 개발

- ATM 호스트 접속장치 개발

- H.261 동영상코덱 개발

- PVC ATM 교환기 개발

- 7KHz 오디오코덱 개발

- ALAN-ES시스템 개발

- 광가입자용 CATV 개발

-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정보료 수납 대행 서비스 개발

- 헤드엔드 동기 장치 개발

- BDCSⅠ 실용 시제품 개발

- 600Mbps 광전송 장치 개발

- BDCSⅡ 실험 시제품 개발

- 전화와 ISDN 정합 장치 개발

- BDCSⅢ용 대규모 ASIC칩 4종 개발

- 통신 채널 다중 장치 개발

- 10Gbps 광송수신기 및 광전력 증폭기 모듈 제작

- 가입자 장치 개발

- 다심 광커넥터 초정밀 측정시스템 개발

- 고주파 대역 통과 여파기 개발

1994

- 고속중형컴퓨터 주전산기Ⅲ 개발
- 멀티미디어 콤비스테이션Ⅰ개발
- 제75회 전국체전 안내정보시스템 한눈 개발
- 한일 간 음성 번역(자동통역) 시범 시스템 개발
- 3.3V GaAs MESFET 전력소자 세계 최초 개발
- ETRI MMIC Library이용 학연 협력 MMIC 개발
- 휴대형 전자기기 사용 저전력 Video ADC 개발
- 정보통신용 ASIC 제조 Cluster tool 1차 모델 개발
- VSAT 시스템용 핵심부품 ASIC 개발
-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시스템 시험통화 성공
- 256M DRAM 세계 최초 개발
- CDMA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용 ASIC 개발
- 광증폭기 이용 무중계 전송시험 성공
- ATM 개발장치의 연동시험 성공
- 소규모 ATM 스위치용 ASIC 개발
- 이동통신교환기용 ASIC 개발
- 지능망서비스제어시스템과 연동시험 성공
- 집중형 B-NT 1차 시제품 개발
- 신호망 장치 개발
- 지능망 장치 개발
- BDCS I 실험 시제품 개발
- BDCS I 용 대규모 ASIC칩 3종 개발
- 광CATV 시스템 시제품 개발
- 광동기 신호장치 제작
- TDX-10 SSP 개발
- ATM PVC 교환기 시제품 개발

1995

- Xlib/Motif 이용 Graphic Library(XEGAL) 개발
- 반도체칩 표면 분석용 CAD시스템 개발
- 40MIPS, 16비트 고정소수점 DSP칩 개발
- CDMA/AMPS 이중 모드 휴대전화기용 송신 MMIC 개발
- 위성통신 지구국 시스템용 SSPA 개발
- GIS 기반 전파분석시스템 개발
- 무선호출 데이터 전송 지구국시스템 개발 확인시험 성공
- 디지털 위성방송 전송시스템 및 위성방송용 셋톱박스 개발
- TDX-10 ISDN 기술 개발
- ATM 계층처리용 ASIC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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