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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40년!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할 것”

1976년 설립된 ETRI가 불혹(不惑)의 4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ETRI는 국내 최고의 IT 연구기관
으로서 국가와 국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ETRI의 지난 40년은 우리나라 IT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40년의 ETRI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자랑스러운
ETRI 동문,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ETRI는 40년 역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디지털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서 IT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가 주도할 미래사회는 우리
ETRI의 몫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상훈

지난 40년간의 연구 결과물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행복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속의
ETRI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ETRI 40년사 발간에 협조해주신 훌륭하신 선배 원장님들과 동문,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발간에 열정을
쏟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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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TRI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ETRI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 사

ETRI는 지난 40년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었습니다. 이동통신,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ICT 분야를 선도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ICT 국가’로 견인
하였습니다.

ETRI 창립 40주년과
‘ETRI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TRI의 지난 40년은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의 성장을 넘어, IT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어온 역사적 시간이었습니다.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TDX 개발에서부터 최근의
4세대 이동통신 LTE-Advanced 세계 최초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IT 분야에서

또한, ICT를 국가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무수히 많은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끈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연구개발에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ETRI 임·직원 여러분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진로를 형성

창립 40주년을 맞아 깊은 감사의 인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한 것은 세 개의 혁명이었습니다. 약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 1만 2천 년 전 발생

세계는 바야흐로 ICT를 근간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농업혁명, 그리고 지금의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5백여 년에 걸쳐 인류의 삶을

앞으로 더욱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대응할 수 있도록 ETRI가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ICT 발전지수 세계 1위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출연연에 의한 과학기술

ETRI라는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국가발전에 핵심역할을 하는 연구원으로 계속 도약해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ETRI가 있었습니다.

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창립 40주년을 기점으로 ETRI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혁신가’로서

이번 ‘ETRI 40년사’ 발간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의 땀과 열정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일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키는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지능적인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TRI야말로 이 새로운 ICT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그리고 열정을 가진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ETRI가 ICT 혁신가로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ETRI가 미래성장 원천기술 창출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ETRI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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