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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의 기술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집이 보다 안락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가 보다 안전하기 위해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의 도전이 보다 행복하기 위해.
ETRI의 기술은 사람을 위한 미래를 그립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 세상을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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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가 당신을 위해 그려 나가는 미래입니다.

Convergence
작은 칩 하나, 단순한 듯 복잡한 기술.
생활 속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한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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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변화하듯 기술도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집안의 전등이 켜지고
휴대전화와 연동된 시계가 오늘의 일정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끝없이 펼쳐지고
기술의 한계는 끝이 보이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미리 준비해 둔 요리를 데우고

더 편리한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은 무엇일까?

자동으로 켜진 TV가 날씨를 예보하죠.

지금에 안주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사물인터넷 덕분이죠.
기술과 기술을 융합하고 기술과 사람이
소통하는 세상. ETRI가 그려낸 세상입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이 자꾸만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은 창조의 씨앗이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은 세상을 바꾸게 하는 힘이 됩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을 통해 기술은 진보하고
꿈꾸는 미래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TRI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내일의 나침반을 꺼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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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over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기술과 기술이 융합했고 기술은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한다.
3차원이 된 영상을 통해 우리는 실제와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보다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에 걸려 있는 그림이 생명력을 얻고
박물관에 고정된 전시물이 홀로그램을 통해 사면이 공개됩니다.
실제 가수가 무대 위에 있지 않아도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보는 위치에 상관없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TV를 통해
보다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죠.
끝이 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죠.
우리의 지친 일상을 보듬어 주는 기술,
ETRI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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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president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술,
핵심·원천기술 확보,
일자리 창출기술로
삶의 가치가
더욱 풍요롭게
ETRI가
노력하겠습니다.

ETRI는 지난 1976년 설립되어 올해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ETRI는 향후,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술, 핵심·원천

ETRI는 끊임없는 핵심·원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확보, 일자리 창출기술로 삶의 가치가 더욱 풍요롭도록 노력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데 많은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ICT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였고 국민들에게는
편리하고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ICT는 이제 국민 모두의 희망이자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ICT
가 세계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력, 세계를 견인하는 힘으로

이제 ETRI는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ETRI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ICT
가 사람을 위한 ICT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와 세계 최고기술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ETRI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ETRI, 꿈의 ICT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ETRI가

그동안 연구개발에 도전, 성공한 자신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현에 앞장서는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ETRI는 꾸준한 연구와 더불어 시장과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부처,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융합연구에 역점을 두어 공공의 편의를 도모하는 연구에
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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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1976
ETRI 역사의 출발점인 3개 연구소
(통신, 전자, 전기 분야) 설립
1976년 12월 30일,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 분야의 전문 연구를 위해 한국전자
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 : KIET) 설립
1976년 12월 30일,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험 등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한국
전기기기시험연구소(Korea Electric Research and Testing Institute :

197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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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험 등을 위해 설립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발족

1977. 12. 10

1977년 12월 10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
연구소가 한국통신기술연구소(Korea Telecommunications Research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 분야
전문 연구를 위해 설립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

Institute : KTRI)로 독립

1.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76년 12월 31일 설립)가
통신 분야 전문 연구소로 독립

1985

1981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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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01. 20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2.
3.

1985년 3월 26일,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맞춰 통신과 전자 분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따른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안 시행에 따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

통합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Korea Electrotechnology and

Research Institute : ETRI) 출범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KETRI)로 통합

1985. 03. 26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통합되어 출범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통합되어 정보통신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족

4.
5.

6.
7.

1996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ETRI 부설로 이관
1967년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자계산실로 출범한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System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 SERI)의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1996년 1월 1일, ETRI 부설

1996. 01. 01

기관으로 이관
1998년 5월 25일, ETRI에 흡수 통합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1967년 6월, KIST 전자계산실로 출발한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1997. 01. 31

1996년 1월 1일, ETRI 부설로 이관
1998년 5월 25일, ETRI에 통합

199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1997년 1월 31일, 전기통신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한국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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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mission

2010’s

2014
2013
2012

오케스트라 광인터넷 기술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인 발렛주차 기술개발
100배 빠른 광 인터넷 기술개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개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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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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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MD 기반 실감체형 4D 시스템기술 개발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동판매기 세계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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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Gbps 4세대 무선전송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무선 홈 네트워크(UWB) 개발
국산 임베디드SW 개발 솔루션 첫 수출

2009
2008
2007
2006
2005

2000’s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
WiBro 시제품 개발 2004

1990’s

1999
1996
199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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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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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88
1986
1984
1983
1982

1990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1977
1976

한국통신기술연구소 설립

1980’s

1970’s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설립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설립

18.19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Vision

Common core technology

미래를 창조하는 ICT Innovator

ICT기반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융합·ICT생태계 기반의 연구추진체계

Managemen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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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창조하는 ICT 정책·전략·표준
선도 및 창의적 기술 개발

Innovation
혁신형
연구성과 창출

Global
Talent

Intellectual
Asset

세계수준의 선진
경영체계 구축

글로벌
IP 경쟁력 확보

융합
기술

창의
미래

국민 행복, 고객 감동의 글로벌 리더형
스마트 부품소재 기술 개발

정보통신
부품소재

공통핵심기술
Common Core
Technology

Strategy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 경영

방송통신
미디어

SW·콘텐츠

창의·융합
R&D혁신 시스템 구축

Global Open R&BD
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식재산 Biz
전략 강화

창의인재 육성
HRD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기반 실현을 위한
창의적 SW·콘텐츠 기술 개발

통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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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선진국을 위한 인간친화형
방송통신미디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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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Innovator

For

A Great

Tomorrow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주요 연구분야
22 융합기술연구소
28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
32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36 통신인터넷연구소
42 SW·콘텐츠연구소
50 창의미래연구소
56 사업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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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융합기술연구소
융합기술연구소는 ‘상상을 창조하고 창조를 융합하는 ICT 리더’를 비전
으로 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임무형 ICT 융합, 신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형 ICT 융합, 그리고 실용화를 위한 성과확산 융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무형 기술로는 IoT기반 도시 지하 매설물 모니
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신산업형과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로는 ICT
기반 차량·운전자 협력 자율주행시스템 기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실내환경에서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위치기반 인프라 기술,
무선통신기반 지능형 LED 통신기술, 사람의 개입없이 웹을 통해 사물
들이 소통하는 WoT(Web of Things)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형 융합기술로는 ICT와 BT가 융합되는 유헬스·라이프케어
및 진단치료 시스템 기술, 인간친화형 지능형 로봇 및 공간정보 관리 기술,
센서와 통신이 융합된 미래형 자동차 및 조선 기술, 지능형 우편물류 및
산업물류 시스템 기술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지능형 생활공간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 라이프 컴퓨팅 기술과 더불어
모든 사물과 콘텐츠가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IoT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T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Laboratory

스마트모빌리티

IoT융합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안전 및 편의 운전지원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센서퓨징, 에너지하베스팅, 사물통신, IoT플랫폼, IoT응용 기술을 기반

해양 인프라·통신 기술 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지능형 자동차 기술,

으로 모든 사물, 환경,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세

그리고 조선 해양 ICT 융합 기술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ICT

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oT융합연구부는 미래 IoT

융합 분야에서는 ICT기반 차량·운전자 협력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

핵심기술인 다중 센서신호 처리 및 센서 퓨전 기술, 에너지하베스팅

주행을 위한 디지털 맵 구축 기술, 주행환경인식기술, WAVE통신 기술,

스마트디바이스 기술, 장거리 저전력 IoT 통신 기술, 시맨틱 WoT

운전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차량용 증강현실 시스템 기술,

플랫폼 기술, 감성IoT 디바이스 및 분석 기술들과 응용 기술인 IoT

그리고 동 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

빅데이터 분석 기반 농업/환경/식품/교통/건강 모니터링/제어 기술,

해양 ICT융합 분야에서는 플랜트 운영 및 육해상 플랜트내 작업자의

재난대응/안전관리 IoT 융합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사회안전, 인간중심의 connected Korea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구현 및 지능형 융합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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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라이프
스마트그린라이프 기술은 ICT를 통해 인간 중심의 친환경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융합기술이다. 스마트그린라이프연구는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팩토리 등과 같은 우리의 생활공간을 스마트 그린 환경
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스마트 공간
지원 SW 플랫폼 기술, 실감·감성 개인 미디어 서비스 기술을 포함
하여, 스마트 그리드 및 홈·빌딩 에너지관리기술, LED조명 통신
서비스 기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안전과 통합의 사회-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이라는 국가전략에 발맞추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지능형 생활공간의 실현’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과 응용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의료IT융합
고령사회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ICT와 BT의 융합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u-헬스, 질병
진단을 도와주는 의료영상 가시화 및 분석 기술, 현장에서 바로
질병을 진단하는 현장 진단 기술, 유전정보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
하는 유전정보 분석기술, 일상생활을 관리해 건강한 생활을 유도
하는 라이프케어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IC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진단치료시스템 및 의료기기 소자 부품 등도 중점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능형인지기술
감각인지, 위치인지, 지식, 지능을 융합한 지능형 인지기술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간 친화형 지능형 로봇에 탑재되는 로봇 S/W 공통 플랫폼(OPRoS : 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 멀티 모달 인식 기반의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HRI : Human Robot Interaction) 및 로봇 자율주행 기술 등 로봇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분석·추론 기반의 지식
융합서비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실내외 연속 측위 기술을 융합하여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인지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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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물류기술
국가 물류 인프라인 우편물류 서비스와 산업물류 현장의 정보화 및 자동화를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우편기술 관련 국내
유일의 연구조직으로 우편물류 정보시스템 설계, 우편주소 인식기술 개발 및 배달경로에 맞춰 우편물을 자동 구분하는 순로구분기를 비롯한
각종 우편자동구분기를 국산화 개발하는 등 국내 우정 정보화와 자동화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또한 미래 물류서비스에 대비해 사물인터넷, 로봇, 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기술을 우편 및 철도와 같은 국가 물류 뿐만
아니라 민간 물류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우편정책과 시장 흐름에 맞추어 국가 우정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정IT 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경권연구센터

UGS(Underground Safety) 융합

지역 ICT산업 및 주력산업의 R&D 역량강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부가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하공간의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 설립

감을 해소하기 위해 ETRI, KICT, KRRI, KIGAM 등 4개의 출연(연)이

됐다. 원천기술 실용화 및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핵심 연구역량을 집결시켜 지하공간의 지질환경, 지하수 분포 및 변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자동차·의료·모바일 등 지역 전략산업

도시철도구조물 및 주변 지반 변화, 주변 상하수도 관로 상태 변화의

과 연계한 ICT 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 기업체 수요 기반 ICT

복합감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하공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시,

융합 실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지능형 그린

예측, 대응하는 사물 인터넷(IoT) 기반 지하공간 그리드 시스템을 개발

하우스 통합 플랫폼 기술, 지능형자동차용 스마트센서 및 차량 안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 기술, 의료ICT 융합기술 등을 연구·개발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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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는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부품소재 기술
Creator’를 모토로, 전자정보산업의 핵심인 융합부품 및 소재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기술로는
다기능, 고효율, 고부가가치 시스템을 구현하는 융합부품 기술, 기존
반도체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신 반도체기술, 창조적 융합부품기술 등
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과 서비스가 연계된 핵심적이며 고부가가치인
융합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한계 극복과 미래 정보통신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e Technology
Research
Laboratory

기술의 토대가 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I/O 플랫폼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용 산화물 TFT용 소재·소자·공정 기술과
반사형 표시 소재·소자 기술(반사형 액정·전기변색·컬러전자종
이용 소재 및 소자·패널), OLED(백색 OLED 소자·패널, 광추출
소재·필름, 조명응용), 신축형 소재·소자, 홀로그래피용 SLM 기술
및 감성터치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 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
레이, 반사형 디스플레이, 초절전 LASA(환경적응 : Light Adaptable,
Space Adaptable)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소재·소자·공정 원천기술과 OLED 기술을 이용한 조명용
OLED 패널 및 교감형 조명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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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선융합부품

IT부품산업기술

InP, GaAs, GaN 등의 화합물 반도체 물질에 기초한 혁신적인 초고

무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무기 ·유기물 소재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속 광무선융합부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HBT 및 HEMT 기반의

추진하고 있다.

밀리미터 대역 초고주파 집적회로(MMIC), 초고속광 인터넷 부품,

또한, 실리콘·금속 이종접합을 통한 포논의 전파를 억제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주변 열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열전소자, 인쇄방법을

광무선 융합통신소자 등의 소자개발과 광전배선 및 3차원 고집적

이용한 에너지소자, Super capacitor 그리고 3D printing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고효율·저손실 에너지 절감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의 선진화 및 그린 IT 사회를 구축하고자 GaN, SiC 및 실리콘 전력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파워전력소자와 LED(light emitting diode)와 같은 에너지절감

전자, 통신기기의 발열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냉각소재 및 소자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융합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품실험실 보유기술 및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이나 시제품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초고속 광대역 유무선 정보통신 및 정밀한 국방전자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할 핵심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나노융합소자 기술
MEMS 및 나노 기반의 초소형 저전력 융합센서, 초박형 저전력 압전
스피커, 고투과 저저항 전극 기반 윈도우 일체형 터치스크린패널,
플렉서블 전고체 에너지 저장소자 및 BLDC 모터 구동부 등의 고전
압·대전류 전력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디지털
혼성 신호처리 기술, 지능형 센서용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인터페이스
기술, 다중입출력 전원제어 소자 등 고성능 SoC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을 위한 실리콘포토닉스 기반의
광전 융합기술인 기술과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용 초음파 무선전력전송
모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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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실감방송미디어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방송통신 신기술 선도’
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방송통신미디어 핵심원천
기술 및 표준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송, 방송통신 융합, 위성 및 전파 분야의 도전적 신기술을 기획하고
혁신적 연구 개발 결과를 창출하는 First Mover형 연구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술 완성도 제고와 상용화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해 개발기술이
실상용화 및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Media
Research
Laboratory

시청자에게 최상의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하기 위한 실감 방송
미디어 처리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실감 방송을
위해 사실감이 극대화된 UHD 영상과 3차원 실감 오디오 획득, 제작,
압축부호화 및 재현 기술, 초광각 영상을 통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초고화질 대화면 와이드 영상(UWV: Ultra
Wide Vision) 획득 및 재현 기술, 더 나아가 감성적인 느낌까지 전달
하고자 하는 촉각 및 후각 획득, 전송 및 표현 기술, 그리고 궁극적인

기술의 국제 표준화, 세계 일류 기관과의 협력 등 Globalization을 통한

3차원 입체영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연구·

기술 및 인력의 국제화도 중요한 추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개발하고 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분야별
기술의 고도화와 창의적 융합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
니다.

방송시스템
디지털방송시스템·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미래에 다가올 차세대
방송에 대한 원천기술연구, 국제표준화 및 송수신시스템개발을 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의 주파수 이용효율을 개선하는 셀노드기반 RF/
IP 융합전송기술, 1GHz 이상대역을 활용하면서 광역채널기반으로
10Gbps급 케이블방송 인프라 기술, 단일 방송주파수 채널에서 고정
UHDTV와 이동HD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공유형
지상파방송 기술,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재난메시지 전달을 위한
DTV를 활용한 wake-up 긴급경보 방송기술, Faster-Than-Nyquist
Signaling기법을 이용한 차세대 방송전송기술, 무안경 입체방송기술,
자유시점 방송기술, 디지털라디오 방송기술, 방송인프라와 방송
신호를 이용한 저비용/저고도 포지셔닝 시스템 기술 등을 연구·개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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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융합미디어

위성항공ICT

기상위성지상국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 제공을

위성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달 탐사 기술, 위성항법 기술 등 위성

2010년 6월에 발사된 천리안 위성의 수명이 종료되는 2018년 발사될

목표로 사용자 중심의 참여와 공유, 개인화 및 서비스 융합을 통한

기술과, 유·무인 항공기의 통신, 안전운항 및 응용 기술 등 항공 ICT에

예정인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는 기상위성자료 수신처리시스템 개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융합 서비스 핵심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위성 기술 분야에서는 정지궤도/저궤도 위성 탑재체 및 차세대 MMIC/

내 및 국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및 공동개발을 통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RFIC/안테나 기술, 전파영상 레이더(SAR) 기술, 정지궤도/저궤도

해 시너지효과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자·정보·통신·컴퓨터 분야

사업의 꽃인 IPTV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의 융합미디어 서비스와 연계

위성관제 기술, UHDTV 실감위성방송 기술, 차세대 VSAT 위성통신

의 첨단기술들을 적극 채용하여 후속위성의 운영 기간(발사 후 10년)

되는 요소기술을 발굴·개발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 시장 활성화에

기술, 재난재해 감시 및 비상용 위성통신방송 시스템 기술과, 달 탐사를

동안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

기여 하였다.

위한 심우주 인터넷통신 및 탐사선 관제 기술, 그리고 위성항법 보강

해 관제기술, 기상데이터 송수신 기술, 기상데이터 전처리 기술, 기상

현재 중점 과제는 상황인지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인

시스템(SBAS)과 GNSS 항재밍/스푸핑 기술을 개발 중이다.

데이터 처리/분석 기술, 우주기상자료처리/분석기술, 기상자료 관리

텔레스크린 시스템 기술, 몰입형 스크린 미디어 서비스 산업 촉진을

항공 ICT 분야에서는 무인기의 제어를 위한 지상 데이터링크 기술과

및 서비스 기술, 기상위성지상국 통합운영제어기술, 기상자료품질관

위한 스마트스페이스 기술, 영상객체 인식기반 지식융합 서비스 플랫

유무인기 충돌 감지를 위한 레이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또한 무인기

리기술, 사용자 맞춤형 영상분석 기술, 재처리를 위한 기술, 전처리영

폼 기술, 웹 오브젝트 기반의 다중 통합 촬영 시스템 기술, 스마트홈

임무용 통신 기술, 무인기의 GNSS 비의존 항법 및 동적/고정 장애물

상 검보정분석기술 및 기상방송자료수신기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있

서비스를 위한 웹 오브젝트 아키텍처 기술, 지능형 융합미디어를 통한

의 탐지·회피 기술, 무인기의 자율·군집비행 및 통합임무 수행을

다. 또한 향후 저궤도 기상위상발사계획에 따른 지상국구축사업에 참

맞춤형 재난전달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위한 철도자율무선센싱 기술

위한 통신 및 상대 위치확인 기술, 차세대 통합항공교통관리를 위한

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등이다.

통신/항법/감시 기술, 무인기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무인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구 중이다.
전파기술
효율적 스펙트럼 이용기술, 새로운 전파자원 개척기술, 전자파 환경
기술, 생활전파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스펙트럼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해, 저활용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과 진보된 스펙트럼 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전파 자원 개척을 위한 기술로는 LOS MIMO 기술, 실용적 회전 모
드 이용 무선 통신 시스템 기술, 5G 이동통신을 위한 밀리미터파 전
송 기술을 개발 중이다. 전자파 환경 기술로는 전자파 인체영향 및 전
자기기나 시스템 간 간섭 등 전자파 역기능에 대한 대책, 전자파 해
석기술 및 전파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생활전파기술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 기술, 고효율 무선 전력전송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6.37

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통신인터넷연구소
통신인터넷연구소에서는 창조경제 인프라 기술 선도 및 Mobile Life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통신 서비
스를 통하여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며, ICT분야와 융합되어 확장되는
지식기반 미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을
아우를 수 있는 이동통신기술, 미래인터넷 기술 및 광인터넷 인프라와
미래네트워크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광역경제

communications
internet
research
laboratory

권을 위한 ICT 융·복합기술연구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술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분야는 트래픽 폭증 및 다양한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4세대 및 5세대 이동통신기술과 밀리미터파 중심의 광대역을
활용한 무선 기가 전송기술,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대용량의
트래픽 수용과 초저지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인터넷기술 및 컴퓨팅 융합과
인터넷기반 등 안전한 융합 네트워크기술,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기술이 있습니다.

유무선통신인프라

무선응용

트래픽 및 디바이스 폭증과 저지연 등 새로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리하고 다양한 액세스 기술을 단일 네트워크로 수용하기 위한 융합

사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기반의 인터넷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킹

서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사용자는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소 기반의 현 IP 네트워킹

보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인 식별자 기반의 네트

기술을 갈망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대용량 모바일 트래픽을

워킹의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수용하기 위한 소형셀 및 차세대 고효율 안테나 기술, 이동통신기반

또한 네트워크의 공공 인프라화에 대응하여 안전 및 신뢰도를 제고

응용기술, 밀리미터대역까지의 RF 기술 및 채널 모델링기술 등에 대한

시키기 위한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은 물론, 국방이나 금융망 등 특수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적 패러

목적망의 효율성, 보안성, 생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네트워크

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의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소형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지국용 솔루션, 차세대 고효율 안테나 기술, 셀룰라 및 밀리미터

그리고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과 최신 IT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자 및

대역의 RF기술, 차세대 초고속 근접통신(Zing) 기술 그리고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플랫폼 기술 및 이용자 관점의 다양한

기술을 타 산업(국방통신기술, 해상통신, 공공안전재난통신 등)에

서비스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다.

적용한 공공 및 응용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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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통신

스마트네트워크

광인터넷

폭발적인 트래픽 증대로 인해 이동통신 기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의

통신네트워크는 인터넷 트래픽의 단순 전달 기능만을 담당하던 역할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 문명은 정보의 대량 유통을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밀리미터파 중심의 광대역을 활용한 무선

에서 벗어나 서비스 지향의 안전하고 똑똑한 프로그래머블 인프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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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기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환경의 추세에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유무선 인프라의 플랫폼화를 선도하는 핵심

하여 왔고, 앞으로도 약 8년 마다 트래픽이 10배로 증가하는 추세가

따라 ITU-R(WP5D)에서는 광대역 모바일, 대규모 연결성 및 고신뢰/

기술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자원효율성을 10배 이상 개선하고,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트래픽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저지연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KPI(Key Performance Indi-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시간을 1000배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똑똑하고

통신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도 비용과 상면적, 그리고 에너지

cator)를 정의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연한 네트워킹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핵심기술로써

소비를 줄이는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다.

연구진은 밀리미터파 전파특성 측정 및 모델링,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컴퓨팅과 네트워크의 융합기술,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 및 기능의

이를 통해 10Tb/s, 100Tb/s, 그리고 1Pb/s급 네트워크를 단계적

고속 이동체 핫스팟 네트워크 기술 개발 등을 조기에 수행함으로써,

가상화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방형 제어관리 기술, 개방형 네트

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 광전송 기술, 코히어런트

향후 도래할 밀리미터파 기반 차세대 서비스 발굴을 도전적으로

워크 OS(Operating System)기술, 스마트 네트워킹 응용을 연구개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광가입자 전송 기술,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5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전 계층을 아우르는 스마트 네트

광 캐리어이더넷 기술과 Access 및 Transport SDN 기술에 대한

및 시제품 개발(Giga KOREA-5G)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워킹 플랫폼화를 목표로 한다. 스마트 네트워킹 플랫폼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밀리미터파 전송 및 액세스 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표준화 핵심기술

기술은 유무선 사업자망,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단계

확보와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별로 적용될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분산 멀티-테넌시 클라우드,
Transport SDN, 유무선 사업자 에지 기능 가상화, 화이트박스 기반
개방형네트워크 플랫폼 기술 확보를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
네트워크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ETSI, TTA, IETF, ITU-T 등을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의 인증체계에 따른 개발시제품의 시험검증 추진
등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선전송
5G 이동통신 기술은 현재의 이동통신기술 대비 1000배 이상의 무선 전송 용량 증대, 1000배 짧은 서비스 지연시간, 1000배 많은 장치들과
의 연결성의 제공, 1000배 효율적인 저전력 전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이동통신 기술이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써,
ITU-R에서 정의한 8대 중요 성능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와도 매핑된다. 연구진은 5G 이동통신의 기술선도형 세부과제들을 중심
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며, 다시 표준선도형 기술과 원천선도형 기술로 구분된다. 표준선도형 기술에는 대규모 안테나 전송기술(Massive
Antenna Transmission Technology), 면허대역 지원기반의 비면허대역 LTE 기술(License Assisted Access; LTE-Unlicensed) 등이 해당
되며, 기 확보한 핵심원천 기술을 국제 표준화 기고 활동을 통하여 표준 규격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천선도형 기술에는 저지연 액세스
(Low Latency Access) 기술, 대역내 전이중(In-band Full Duplex) 기술, 초고밀도 네트워크(Ultra Dense Network) 기술, 이동 네트워크
(Moving Networks) 기술, 대규모 디바이스 수용(Massive Connectivity Communication) 기술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미래지향적인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표준 경쟁력을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의 기술 검증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선도형 R&D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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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연구센터
호남권연구센터는 호남광역경제권 ICT 융·복합기술의 R&BD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남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선도기술 개발, 호남지역 산업체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본원 및 센터 자체개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
사업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통신 부품에 관한 연간 300여 건의 A2LA 국제공인 시험지원 및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호남지역 산업체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계 ICT 융합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
호남권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국가 로드맵
기반 전략형 기술 및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 분야를 공동
연구개발하고, 특허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
교류회 및 신기술설명회 운영을 통하여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으로써 ICT 융합 핵심기술을 지역산업체에 보급 확산하고, 현장 밀착형
애로기술지원, 기술상담, 정보제공, 국제공인시험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산업체 기술경쟁력 제고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지원

광융합 영상관제 연구분야

광융합·전자부품·센서모듈 분야 제조 공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영상관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영상관제에 레이저

단위공정·복합공정·측정검사·통합관제·수요자 맞춤형 공정 등

영상을 결합하여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광융합 영상관제 기술을 연구

현재 양산제품 뿐만 아니라 2~3년 내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미래

개발하고 있다. 광융합 3D 광학엔진 및 광신호처리 기술, 영상인식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의 적기 생산 지원에 필요한 광부품 공정기술 지원

정합 기술, 표준 영상관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기술

센터 및 시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장비 공동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확산 및 사업화를 위해 IoT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 ETSI, OMA의 호환성

기술상담/자문, 기술교육 및 광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중소·중견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었고 국내에서도 IoT 표준을 선도하고

부품 제조 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있으며, 개발된 하드웨어 시제품 및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은 통신사업
자와 연동하여 우선 호남지역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광가입자망을 위한 스마트 광분배망기술 연구분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 및 초 광대역 광통신 기술의

광응용부품기술 연구분야

발달로 인하여 광통신 인프라는 매년 2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광응용부품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광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가전,

있으며, 이러한 광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

자동차, 조선 등과 같이 광모듈 적용이 가능한 타 산업분야까지 광응용

할 수 있는 스마트 광분배망 관리 플랫폼 기술을 연구한다. 스마트

부품 및 모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광통신 모듈 상용화

광원격노드는 장거리, 고분기 FTTH망에 적용 가능한 실시간 광링크

기술 및 광센서 관련 핵심 광소자를 개발하고 있다.

감시 기능을 지원하며, 스마트 광분배망 통합 관리 플랫폼은 ITU-T 및
Broadband Forum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전자

광통신 A2LA 국제공인시험 지원분야

태그 기반의 자동화된 광통신 인프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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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광원격노드 및 광통신 인프라 통합관리 플랫폼은 호남권연구

에서 유일하게 미국 A2LA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센터 테스트베드에 시범 적용하여 조기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산업체의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시험내용은 Telcordia, IEEE, IEC,
TIA/EIA, MIL-STD 등 66개 국제시험규격에 따른 광통신 제품의 온·
습도순환, 충격, 진동, 내부 습도 등 신뢰성 15개 항목 및 중심파장,
반사·삽입손실, 편광모드 분산 등 특성 측정 42개 항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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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SW기반기술연구

SW·콘텐츠연구소
SW·콘텐츠연구소는 신뢰받는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SW·콘텐츠
기술 경쟁력을 대도약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SW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 SW, 따뜻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한 차세대 콘텐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SoC 융합, 깨끗하고 안전한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에서부터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전주기 R&D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SW·콘텐츠 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SW
융합 R&D를 통해 신시장 창출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개방형
협력 R&D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

SW· Content
research
laboratory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기술 창출을 모토로 국가전략 SW기술
확보, 창의적 연구를 통한 SW미래기술 선점, SW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SW 핵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기술로는 스마트 혁명을 견인하는 빅데이터플랫폼
기술,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및 실감 UI/UX 기술,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 자연어·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지능 진화형 질의응답 기술, DaaS(Desktop as a Service) 시스템
및 단말 기술, 저비용 고성능 엑사스케일급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유전체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 등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자동통역인공지능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화된 IC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음성처리기술, 언어처리기술, 지식처리기술, 인공지능기술의 획기적인

컴퓨팅 기술로, IC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발전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간 친화적인 컴퓨팅 환경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Easy Community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환경에서

지불하는 컴퓨팅 방식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연구는 새로운 개념을

언어장벽을 허물 수 있는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과 유비쿼터스 사회

적용한 차세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을 통해 지식정보 서비스

에서 인간 친화적이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연어·대화형

제공 기술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인간과 기계의 지식 소통을 위한 지능 진화형

인터넷 강국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첨단 컴퓨터 기초 기술과 기반

질의응답 기술(엑소브레인)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대화음성 인터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정보기술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

페이스 기술을 교육서비스와 융합한 외국어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기술로는 클라우드 DaaS(Desktop as a

있다.

Service) 시스템 및 단말 기술, 저비용·고성능 엑사스케일급 클라
우드 스토리지 기술, 유전체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 에너지
인지 운영체제 기술, 초절전형 고집적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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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SW 연구
디지털 공간에서의 데이터 빅뱅이 현실화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처리
하는 SW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Data로부터의
가치창출’ 이라는 비전아래, 데이터 기반 통찰력 발견(Insight Discovery)과 미래예측(Foresight Prediction)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및 고급분석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빅데
이터 처리/관리 플랫폼, SQL기반의 데이터웨어하우스, 이미지/동영상
등 시각 빅데이터 분석 및 내용 이해, 사회변화 예측 대규모 분산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위한 인간친화형 창의적 컴퓨팅 환경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컴퓨팅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다양한 휴먼
빅데이터(라이프로그, 바이오/헬스 정보, 개인 미디어 등)를 기반으로
휴먼행동과 기호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과 교감하는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새로운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와 인간중심형 UI/UX
기술을 연구한다. 인간중심의 새로운 컴퓨팅 실현을 위해 디바이스
소셜 소프트웨어, 손목착용형 및 피부부착형 웨어러블 기기, 다감각
융합형 내츄럴 UI/UX 기술을 개발 중이다.

SW 기초연구
하나의 칩에 수백 ~ 수천개의 코어로 구성되는 매니코어 시대를 대비
하여, 현재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성능 한계 극복을 연구하고 있다.
운영체제와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운영
체제의 경우, 리눅스의 스케일러빌러티 연구와 새로운 구조의
매니코어 운영체제를 연구하고 있다.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 분야는
Pthread, OpenCL, OpenMP, MPI, JVM, 하스켈 등 실행시스템의
스케일러빌러티를 연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희소행렬의 병렬화
기법도 연구하고 있다.

차세대콘텐츠연구
따뜻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한 영상과
융·복합 콘텐츠 및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지능화, 플랫폼화, 감성화로 전개되는 차세대
콘텐츠 발전추세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스, 2D·3D 변환 및 상호작용
기술,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기술, 가상현실기술, u-러닝기술,
콘텐츠 저작권 보호관리 기술,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 디지털
시네마 및 사이니지 기술, 고품질 영상 및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콘텐츠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3차원 입체영상, 스마트 콘텐츠 및 체험형 콘텐츠
관련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연구
디지털영상콘텐츠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이 분야의 주요 지식
재산권(국내외 특허, 국제표준, 표준특허 등)을 확보하고, 국내외
산학과의 연계를 통해 영상콘텐츠 분야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2D-3D 변환, 3D 외형 및 모션 복원, 동작인식, 혼합현실, UI/UX 등에
관한 오랜 연구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액터, 크리처, 네이처 등 영화, 애니메이션에 활용되는 컴퓨터그래
픽스 기술과 혼합현실 기반의 e-러닝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영상 콘텐츠의 핵심기술 확보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디지털홀로그램, 리얼 3D 생성 및 상호작용 등의 기술개발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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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oC융합연구

임베디드소프트웨어
‘Dependable SW First Mover’로서 고신뢰, 고가용, 안전, 저전력 기술

개방형 융합플랫폼을 통한 고부가가치 임베디드SW-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통한 Connected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국가 SW-SoC 융합 R&BD 거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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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가치,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SW-SoC융합연구본부는

부가가치 창조를 통한 차세대 국가 SW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고부가가치 반도체인 시스템반도체와 신기능 개발의 핵심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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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SW 기술의 융·복합화 촉진, 비즈니스 지원 및 육성, 인력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융합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고자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가가는 온·오프라인 생태계 지원 서비스

합니다.

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리눅스, RTOS 및 IoT OS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D2D 스마트 커넥션, 자가적응 SW 프레
임워크, 웹 고속화 프레임워크, AV 그룹 통신 및 대규모 자율제어
CPS(Cyber-Physical Systems) 등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방,
항공, 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모바일, 스마트 가전 분야에서의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융복합콘텐츠

콘텐츠플랫폼

가상현실과 컴퓨터그래픽스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세계 연계 실감형 e-레저 콘텐츠 서비스 기술, 온·오프라인에서의

있다. 가상현실분야에서는 증강/가상현실, 실감 4D 콘텐츠 체험 및

콘텐츠 비주얼 검색 기술, 후각 정보 기반 감성증강 인터랙티브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기술을 개발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및 비전

콘텐츠 기술, 연관 저작물에 대한 검색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분야에서는 3D 얼굴 및 인체 복원, 3D 프린팅 기술, 모바일 입체영상

예측탐지 기술, 사용자 정서 표현을 위한 비주얼 감성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디지털 건축 문화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분야

기술, 그리고 8K급 해상도의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및 디지털

산업체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수행

사이니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가상용접 시뮬레이터, 가상 패러글라이더용

향후 차세대 영상기반 콘텐츠 서비스 및 유통 플랫폼과 다양한 형태의

모션 플랫폼, 복합 몰 연계 실내 테마파크, 3D 개인 아바타 자동생성

개인 맞춤형, 사용자 중심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핵심 기반기술

시스템, 실측기반 3D 가상의류 실감체험 기술 등이 있다. 앞으로 도심형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차세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플랫폼과 오감

디지털 테마파크에 소요되는 원천기술, 모바일 3D 프린팅 및 3D입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콘텐츠

영상 저작 기술,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단기, 기업수요 기반의 In-House
R&D도 수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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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사이버보안연구

사이버보안기반
스마트 사회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암호/인증/인식 등 사이버

반도체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호처리 기술, 방통융합
기술, 산업융합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신호처리 기술로써 멀티

세계 IT보안 트렌드가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측면에서 ‘산업적 문제’

보안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암호

코어 기반의 임베디드 CPU 코어 기술, 오류 감지 및 극복 프로세서

에서 ‘국가 안보적 문제’로, 보안 기술 및 시스템 측면에서 ‘다기능·

기술 분야에서는 동형암호 등과 같은 차세대 암호 프리미티브 연구와

기술, 초고해상도 비디오 코덱 SoC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방통

속도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지능 경쟁’으로 변화되고 확대되는

부채널 분석 등 암호키 누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융합기술로써 LTE 기반 Small-cell SoC 기술, 모바일 TV 단말 SoC

추세에 따라, ‘(실생활 및 사이버 세상에서) 무범죄 안전 국가 건설을

있다. 인증 기술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지불 기술과

기술, 디지털 RF SoC 기술, 광대역 Wi-Fi SoC 기술, 인체통신 SoC

위한 국가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멀티팩터 범용 인증 플랫폼 기술 및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융합 기술로써 CMOS 기반 차량

R&SD 역량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사이버보안 영역에 대한 연구

빅데이터와 연계한 개인 인증/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연구하고

77GHz 레이더 SoC 기술, 차량 ECU 통합 SoC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다. 인식 기술 분야에서는 원거리 얼굴 및 홍채 인식 등 바이오

기술, 반영구 배터리 관리 기술, 도전 섬유 기반의 IT 시스템 구성

인식과 비디오 영상에서 개인 식별, 추적 및 행위/행동 인식 기반의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companion-

범죄 예측 및 지능형 영상인식 기반의 물리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device(c-device), emotional-lifeware(e-lifeware), intelligent-

있다.

vehicle(i-vehicle) 등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SW-SoC 융합 기술 개
발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SW-SoC융합R&BD센터

사이버보안시스템

SW-SoC 분야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

보안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한 스마트 세상 구축을 위한 생활

기술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총괄해 SW-SoC

속의 보안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사이버 공격 대응/모바일 보안/ICT

산업육성에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융합 보안/기반시설 보안 등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산업체 수요 기반의 대학원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대응 기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재학생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CT 융합지식을

기반 지능형 사이버보안 기술과 사후 분석을 위한 사이버 블랙박스

갖춘 고급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조성

기술 및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의 악성 행위 탐지 및 분석 기술을 연구

사업을 통해 강소팹리스를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내 시스템반도체

하고 있다. 모바일 보안 기술 분야에서는 개방형 스마트 단말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다. 더불어 스

분실/도난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저전력 HW 기반의 보안

마트 가전용 SW-SoC 개방형 융합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

핵심 모듈 및 SW 가상화 기반의 단말 보안 기술, 그리고 스마트

팹리스 및 SW업체에 다품종 소량생산과 Time-To-Market을 지원

경량 IoT 기기용 운영체제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ICT 융합 보안

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제공하고, 이후 모바일, 자동차 및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다중 센서 융합기반 차세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분야의 SW-SoC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국내산업 주력분야

(VTS) 핵심 기술 및 차량통신용 고속 HW 기반 단말보안 핵심 모듈을

핵심원천기술의 지속적 성장을 제공, SW-SoC 산업분야의 선순환적

연구하고 있다. 기반 시설 보안 분야에서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 세부

생태계를 확보함으로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진흥

영역별 심층 방어 기술과 시스템 계층별 보안 취약성 분석 연구를

하고자 한다.

수행하고 있다.

50.51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창의미래연구소
창의미래연구소는 우리나라의 ICT 정책 및 R&D 기술기획을 선도하기
위한 통섭형 Think-Tank 조직으로서 미래기술연구와 기술정책연구,
창의기술 및 표준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조직은 창의
경제연구부, 미래기술연구부, 산업전략연구부 3개의 연구부와 표준
연구센터, 그래핀소자창의연구센터, THz포토닉스창의연구센터, MIT
창의연구센터, 투명소자 및 UX창의연구센터, 나노전자원창의연구센터,
시냅스소자창의연구센터 7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CT 정책·
전략·표준 및 미래기술 선도를 목표로, 전 부서의 협력·창의적 통섭

future
research
creative
laboratory

창의경제

미래기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ICT 혁신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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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술 간 통섭적인 관점과 창의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기획·수주 등의 역할을 위한 기술분석·전략·기획·사업의 전문

미래 시나리오와 기술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유망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처별 ICT 기획사업 선도, 범부처 ICT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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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를 통한 융·복합과제 및 대형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ICT 및

R&D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ICT 생태계 동반성장 관점에서

융합 기반 스마트미래인프라, 창의서비스, 통섭기술에 대한 트렌드

R&D의 산업육성 기능 제고방안을 제시하며,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해 미래기술 발굴, 창의연구 아이디어 도출 등에 앞장서고

정합성 제고를 위한 ICT 관련 법제 분석과 제도개선 대안을 개발

있다.

하고 있다.

연구를 기반으로 한 ICT 핵심정책과 전략 수립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미래 ICT 기술개발 로드맵을 생성하며, 차세대 핵심 창의기술 발굴·
기획 등의 연구를 통해 미래수요 기술 선점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산업전략
ETRI의 성공적인 R&D와 ICT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ICT R&D 기획에서 산업육성정책, 비즈니스모델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ICT 기술혁신
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핵심 ICT R&D의 기술경제성분석,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 및 규제정책, 그리고 방송통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략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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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구
ICT 분야 표준화 전문 조직으로서 ETRI의 표준화 CTO 기능을 담당
하며, 미래 선행기술 국제표준개발,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기반
표준 제정, ETRI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활동
기반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사물인터넷(IoT/
M2M),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인터넷(SDN), 그린ICT/스마트에너지,
스마트 미디어, 빅데이터, 차세대 웹(HTML5), 모바일/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공공 분야
ICT 표준화 지원을 위한 관련 법 및 기술기준 개발 지원활동도 포함
한다.

그래핀소자창의연구

THz포토닉스창의연구

꿈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을 이용해 다양한 전자소자 및

최근 테라헤르츠파(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사이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광전소자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래핀 기반의 전자소자 및 광전

전자기파)를 정보 통신 기술, 보안, 생물, 의학, 비파괴 검사, 식품 및

소자 연구를 위해 품질이 우수한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제조하고

농작물 품질 검사, 환경 감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물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테라헤르츠파를 실생활에 이용하기

확보된 그래핀의 물성에 적합한 응용소자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테라헤르츠파 부품이 필수적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CVD 성장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고품질

으로 필요하다. 포토닉스기술을 이용하면 포토닉스기술에서 개발된

대면적의 그래핀을 이용하여 고감도 화학센서, 트랜지스터 및 로직

각종 광학부품, 전자부품, 측정시스템, 측정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자, 발광 및 수광 소자, 플라즈몬 광전소자, 메타물질 이미징 소자

장점이 있다. 소형 테라헤르츠파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포

및 공간광변조소자, 플렉서블 투명전극 등 그래핀 기반의 신개념 소자

토닉스기술을 기반으로 소형 테라헤르츠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1.3/1.55㎛ 듀얼 모드 레이저, 광대역·고출력 포토믹서, 고
감도 검출기 등의 부품과 이를 이용한 테라헤르츠파 분광·영상기,
정밀 두께 측정기, 튜너블 테라헤르츠 트랜시버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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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창의연구

나노전자원창의연구

금속-절연체 전이(MIT : Metal-Insulator Transition)는 온도, 전압, 빛,

우리 주위에는 전자레인지나 X-ray 등 전자빔을 이용한 장비들이

압력, 자기장 등 외부 변수에 의해 어떤 물질의 절연 상태가 금속

흔히 쓰이고 있다.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고온으로 열을 가열해 전자를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MIT현상을 보이는 물질에는

방출시키는 열전자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높은 소비전력이나

산화물, 화합물반도체, 탄소물질, 유기물 등 다양한 재료가 있으며,

빠른 스위칭의 어려움 등 단점이 많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센서, 스위치, 에너지 소자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응용의 예로써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나노와이어와 같은 나노 소재를 이용하여 초

특정온도에서 일어나는 불연속 점프현상을 이용하여 임계온도

고밀도 전계방출 전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열전자원과

스위치의 제조가 가능하며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MIT 소자와

전계방출 전자원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축퇴 극한의 초

트랜지스터가 결합한 MITR은 새로운 응용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고밀도 전자원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초소형

지금도 MIT 현상을 보이는 신재료의 개발과 고감도 MIT 센서의 응용

디지털 엑스선원, 평판·평행 엑스선원, 스마트 엑스선 단층영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과 같은 신개념 응용 소자를 연구하고 있다.

투명소자 및 UX 창의연구

시냅스소자창의연구

미래의 정보 전자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체험형 인터페이스를

병렬구조를 기반으로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하며 학습 능력을 가지는

연구하고 있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

뇌의 핵심 구성 요소인 뉴런은 기억과 연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되는 미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탑재한 기기는 투명하고 유연한

기억을 담당하는 뉴런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시냅스의 가소성 특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가 예측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스파이크 발화 특성을 모사하는 전기-광학적 소재 및 확장 가능한

촉각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위한 투명 액추에이터, 투명 센서 및 상호

소자 그리고 집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신경망과

작용 기법과 관련된 원천기술 및 응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하드웨어 신경망의 실시간 양방향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명하고 유연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는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이를 기반으로 생물학적 신경망의 가소성 제어기술 확립과 하드웨어

가지므로, 연구결과를 새로운 개념의 광학기기에 적용하는 형상가변

신경망의 유용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크로렌즈연구단을 주관·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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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사업화본부
사업화본부는 ETRI 개발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목표로 ‘백만조(百萬
兆) 성과확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만조(百萬兆) 성과확산 전략’
이란 2017년까지 기술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100개 달성, 다양한 기술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ETRI 지원기업의 매출 1조원 증대, 매출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vision

R&D사업화

지식재산경영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

ETRI가 개발한 핵심·원천기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화를 통해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ICT기술사업화전략의 수립, 시장지향형 사업화

ETRI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수 IP자산 확보 전략 및

촉진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연구개발성과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 업무로는

하기 위한 R&D사업화전용트랙의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

TLO주도의 기술마케팅 추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증대를 통한 1만명 고용창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ETRI 기술

사업화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성과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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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플랫폼인 ETRIplus’를 구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연구 및 사업화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화

대응 및 특허소송,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ETRI 기술의 이전, 국외

촉진 프로그램으로 기술예고제·수요예보제의 시행, 그리고 사업화

특허 라이센싱 확대, 국제표준 특허풀 참여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R&D사업화

들을 통해 ETRI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을 높임

전용트랙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조기에 제품화·서비스화

으로써 기술료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R&D

다하고 있다.

첫째, 기술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지식제련소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특허의
생산과 가공 및 활용으로 과거 3년간 달성하였던 미국 특허 1등의 영예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ETRI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
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인력 파견 및 지원, 설비지원 등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전!
창업수레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수요를 보유기술과 결합시켜 지식기반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으로 육성시켜 창조경제 구현의 선도자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결과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연구개발과 ETRI 연구
인력을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인력 현장파견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력

해외연구(북경연구센터, 미주기술확산센터)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여, ICT 중소

ETRI 개발기술의 현지 기술 사업화 추진과 주재국의 기업들과 공동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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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개방형 혁신

기술 및 제품을 탐색하고 국외 진출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예비)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중소

기술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외

기업 애로기술 및 시험장비 지원, 창조경제타운의 ICT분야에 대한

기업은 물론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 지원, 융합기술

ETRI 기술탑재 제품의 국외 시장진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공동연구

연구생산센터의 인프라 지원 및 창업공작소를 활용한 아이디어의

창출, 기술이전 또는 합작 사업화 성과 등을 이루고자 한다.

구체화 지원, 개방형 혁신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등
을 진행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백개
기술창업, 1만명 고용창출, 1조원의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TRI는
기술의 국제표준특허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통해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PR Factory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The

World

#1

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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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인원 : 1,937명(2014년 말 현재)

특허출원

특허출원 건수 : 17,971건(5년간 누적)

특허출원(단위 : 건)
연구/기술직 : 1,782명(92%)
▒ 임원/행정직 : 155명(8.0%)

박사 : 900명(46.5%)
▒ 석사 : 926명(47.8%)
▒ 학사 이하 : 111명(5.7%)

직종별
Type of Work

학위별
Status of Degree Holding

국내
▒ 국제
▒ 소계

3,871

3,755

3,574

3,546
3,225

8%

5.7%
2,244

2,063

46.5%

1,808

1,592

1,511

47.8%

1,999

2,034

1,982

1,512
1,226

92%

2011

2010

과제
수행실적

과제 수/연구비 : 2,882개/2조 8,435억 원(5년간 누적)

과제 수(단위 : 건)

기술이전
연구비(단위 : 백만 원)

2012

2013

2014

기술 수/기술료 : 1,630건/1,637억 원(5년간 누적)

기술 수/기술료(단위 : 건, 백만 원)

기술이전 기업 수 (단위 : 건)

기술 수
▒ 기술료

▒ 대기업

중소기업
소계

599,126
668

515

547,618

632

571,874

588,881

564,534

574

547

619
36,364
33,852

32,847

34,671
597
434

538
25,927

368
329

300
295
226

330

307

285

241

1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405
343

2011

2012

2013

2014

2010

22
2011

25
2012

29
2013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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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동문기업 및 성과

표준기고서/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 8,847건/503명(5년간 누적)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단위 : 명)

표준기고서(단위 : 건)
국내
▒ 국제
소계

230

198.3

213.4

동문기업 수

매출액

자산 총액

개

1,497

억원

1,889

1,794

1,724

억원

1,759
1,570

1,479

1,681

1,505

1,461

99

103

105
96

100

동문창업 : ’80년 삼보컴퓨터(주) 창업 이후 약 500여개 기업설립
329

315

기업공개 : ETRI 동문창업 기업 중 24개 기업 상장 [거래소 4개 / 코스닥 19개 / 코넥스 1개 - ’15년 2월말 현재]
254

227

거 래 소 : 삼보컴퓨터(주), 한국데이타통신(주), (주)엘렉스컴퓨터, (주)콤텍시스템

220

코 스 닥 : (주)핸디소프트, (주)아펙스, (주)서두인칩, 하이퍼정보통신(주), (주)아이티, 아라리온(주), 기가텔레콤(주), (주)코
닉시스템, (주)빛과전자, (주)이노와이어리스, (주)해빛정보, (주)케이엘테크, (주)알에프세미, (주)에스앤에스
텍, (주)뉴그리드테크놀리지, 이엘케이(주), (주)제너시스템즈, (주)케이맥, (주)시큐브
코 넥 스 : 위월드(주)

2010

SCI 논문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ETRI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SCI 논문/평균 IF : 1,338건(5년간 누적)/1.94(5년간 누적)

SCI 논문(단위 : 건)

평균 IF(Impact Factor)

29

23

기업 등록

기업 운영

개

272

262

270

269

265

1.76

1.80

1.93

2.03

개

2.19

기업 등록 : ETRI는 연구성과의 성공적 사업화를 ’07년부터 총 29개의 ETRI 연구소기업 설립
기업 운영 : 23개의 연구소기업을 운영 중 [’15년 2월말 현재]
(주)비티웍스, 테스트마이다스(주), (주)쓰리디누리, (주)신테카바이오, (주)쏘그웨어, (주)스마트큐, (주)케이씨피
이노베이션, (주)수젠텍, (주)아리텔, (주)욱성미디어, (주)호전에이블, (주)감동공장, (주)뉴런, 엔라이팅(주), (주)
클라우젠, (주)쏠리드링크, (주)마인즈랩, (주)알앤에스랩, 케이에프알티(주), (주)감마스펙트라, (주)이케이덱, (주)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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