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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Connected
World
모든 것들이 ‘지능화’된 세상, 세상의 중심이 ‘사물’이 되는 세상
우리가 진짜 꿈꿔온 스마트한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ICT 덕분입니다.
ETRI는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 영역의 경계를 넘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희망찬 내일을 위해 도전합니다.

Innovative
Endeavors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IoT 세상이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수천대의 컴퓨터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ETRI는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 영역의 경계를 넘어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Active
Global Player
오감을 통한 가상의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 되는 세계가 왔습니다.
가상 화면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사람들이 일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ETRI는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 영역의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합니다.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ETRI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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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연혁

1976. 12. 30

1981. 01. 20

1996. 01. 01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험 등을
위해 설립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통합되어 출범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1967년 6월, KIST 전자계산실로 출발한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1996년 1월 1일, ETRI 부설로 이관
1998년 5월 25일, ETRI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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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12. 10

1985. 03. 26

1997.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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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통합되어 정보통신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76

1

2

3

1981

4

199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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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ETRI 부설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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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1월 20일,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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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 :

방안’에 따른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안 시행에 따라 한국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System Engineering Research

KIET) 설립

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

Institute : SERI)의 주관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변경

(Korea Electro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됨에 따라 1996년 1월 1일, ETRI 부설기관으로 이관

1976년 12월 30일,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험 등을 위한 전문연
구소로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orea Electric Research and

Institute : KETRI)로 통합

1998년 5월 25일, ETRI에 흡수 통합

Testing Institute : KERTI) 설립
1976년 12월 31일, 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전자교환기

1985

의 도입 및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출범

구소 발족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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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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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

4

5

통신연구소가 한국통신기술연구소(Korea Telecommunications

자기술연구소가 통합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Electronics and

6

7

Research Institute : KTRI)로 독립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TRI) 출범

1997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7년 1월 31일, 전기통신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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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Achievement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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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1977

» ·한국통신기술연구소 설립

1989

» ·4M DRAM 개발을 시작으로

1999

2009

» ·SMMD 기반 실감체형 4D

2015

» ·하이파이브 에스코트 기술

1976

»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설립

2014

» ·오케스트라 광인터넷 기술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

1988

» ·565Mbps 광통신 시스템 개발

2008

»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2013

»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인 발렛주차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설립

1986

» ·TDX-1 개통

1996

» ·CDMA ATM교환기 개발

1984

» ·16비트 UNIX 개발 컴퓨터

1995

» ·CDMA 세계 최초 상용

2007

» ·3.6Gbps 4세대 무선전송

2012

» ·100배 빠른 광 인터넷 기술개발

1991

»

1983

» ·8비트 교육용 컴퓨터 개발

2006

»

2011

» ·투명도 조절 AMOLED 디스플레이

1982

» ·우리나라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

2005

» ·무선 홈 네트워크(UWB) 개발

» ·동기식 IMT 2000

16M, 64M, 256M DRAM 개발

국산화 성공

32K ROM 개발

(CDMA2000) STP 시스템
개발

자동판매기 세계 최초 개발

화 성공
·TDX-10 개통

1990

시스템기술 개발

» ·주전산기Ⅱ(TiCOM) 개발

기술개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개발

시스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세계 최초 개발

패널 개발

·국산 임베디드SW 개발 솔루션

개발

첫 수출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

2004

» ·WiBro 시제품 개발

·패킷-광 통합 전달망 기술개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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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비전

Common Core Technology

공통핵심기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경영목표

미래전략
미래를 창조하는
ICT 전략·기술기획 및 표준 선도

01
새로운 ICT 패러다임
선도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SW·콘텐츠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초지능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기술 개발

초연결통신

지식융합슈퍼브레인

02

새로운 미래 공간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초연결통신 기술 개발

인간중심 초연결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자가학습형
지식융합 슈퍼브레인
핵심기술 개발

강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

03

지하안전관리

지속성장을 위한
도약·합리·열린 경영
실현

도심 지반침몰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IoT기반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개발

ICT 소재부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ICT 소재부품 기술 개발

5G기가통신

방송·미디어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및 모바일 기기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

초실감·초연결 방송·미디어 기술 개발

ICT Innovator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인류가 보다 즐겁고, 편리하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ICT 생태계를 주도해나가고 있는 ETRI.
국가 연구개발의 성장 동력기관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8 미래전략연구소

52 UGS융합연구단

22 SW·콘텐츠연구소

56 KSB융합연구단

30 초연결통신연구소

58 대경권연구센터

38 ICT소재부품연구소

62 호남권연구센터

44 방송·미디어연구소

66 서울SW·SOC융합R&BD센터

48 5G기가통신연구본부

68 사업화본부
70 글로벌협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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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Technology & Strategy
Research Laborator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미래전략
연구소

ICT 및 ICT 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ETRI 와 국가가 확보해야 하
는 기술을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임무수행을 목표로 한다. 미래사
회에 요구되는 개발기술의 경제, 사회, 문화, 정책 영향 연구를 수
행하는 「기술경제연구본부」, 미래기술 분야 연구, 미래기술 기획

Future Technology & Strategy
Research Laboratory

을 담당하는 「미래기술연구부」, 미래 기술개발 자원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전략부」, ICT 기술 표준 개발, 국제 표준화 업무
를 담당하는 「표준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하에 지
식정보 업무(도서관, ETRI Journal 등)를 담당하는 「지식정보서
비스실」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초연결사회 기술, 슈퍼 인공지능 기술, 초실감구현 기술
등 미래 ICT 기술 분야의 통합적 기획을 통해 새로운 산업혁명을
견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경제연구본부
인문·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지식기반 인재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연구진은
미래사회 진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요구되는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R&D부
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개발예정 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성과
를 전망하여 기술개발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연구, 기술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타당성 연구, ICT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
고 있다.
연구진은 기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제도적·정책적 타당성 연구를 통해
국가 ICT R&D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래기술연구부
ETRI 기술 비전을 정립하고 미래기술 기획을 위한 전략수립과 로드맵을 정립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략분야와 R&D 유망영역을 발굴하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
립하며 관리한다. 또한, 미래기술 로드맵 및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기반한 R&D
기술을 기획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R&D 기획을 선도한다. 또한 기획에 창의성
을 더하기 위해 핵심 씨앗기술을 발굴하고 선행 특허 창출 및 과제 적용성 등을 분
석하여 차세대 ICT 및 융복합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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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Technology & Strategy
Research Laborator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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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략부

표준연구센터  

ETRI 전체 예산 수입·지출을 포함한 중장기 예산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기획

ETRI 정보통신기술 분야 표준화 대응 전문 조직으로, 미래 선행 기술 국제 표준 개

업무, 연구원의 R&D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기반 표준 제정, ETRI 연구 개발 성과와 연계한 산

종 연구관리 관련 제도와 정책 발굴·제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

업체 요구 표준화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연구진은 클라우드/빅데이터, 융합

물 분석을 통한 성과향상 전략수립 등 사업기획-사업관리-연구성과 관리를 주요

웹, 웨어러블, ICT DIY 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와 SDN, NFV, IoT, 5G 등 네트

업무로 하고 있다.

워크 기술 분야 표준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ICT/IoT의 산업 융합 분야 표
준화 연구, 정보통신 기술기준, 방송/미디어 분야 기술 표준화 및 원내 표준화 기반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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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콘텐츠
연구소
SW·Contents
Research Laboratory

신뢰받는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 SW·콘텐츠 기술 경쟁력을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

도약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초연구
에서부터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전주

가상현실, 컴퓨터그래픽스/컴퓨터 비전, 인텔리전트 인터랙션, 컴퓨터 게임, 실감

기 R&D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SW·콘텐츠 체력을

형 e-러닝, 콘텐츠 저작권보호/유통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가상현실 분야에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인 SW 융합 R&D를 통해 신시장 창

서는 증강/가상현실 기반 기술, 실감형 VR 콘텐츠 저작, 실감 4D 콘텐츠 체험 및

출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개방형 협력 R&D 체계를 구축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후각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컴퓨터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픽스 및 비전 분야에서는 3D 얼굴 및 인체 복원, 3D 프린팅 기술, 모바일 입체
영상 기술과 디지털 문화재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는 실외 체험형 VR게임 및 게임 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플랫폼 기술을, 실감형 e-러
닝 분야에서는 창의학습 튜터링 및 전자책 저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콘
텐츠 분야 산업체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 및 VR게임에 소요되는 원천기술, 모바일 3D
프린팅 및 3D 입체영상 저작 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과 더불어 스포츠, 국방 및
감성 디자인 분야까지 콘텐츠 기술개발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화혁신센터
연구원 업무수행 기반으로 ETRIware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ETRIware는 연구
원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서 PMS, EIS, GW, ECM, CRM 등의 업무시스템과 이
를 운영하기 위한 가상화 기반의 서버 인프라와 품질보장 네트워크, 전자입찰, 연
구비 집행 및 정산을 위한 RCMS, 은행과 국세청 등 외부기관 연계 및 정부 부처와
행정문서 유통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원내·외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HelpDesk를 상시 운
영 중이다. ETRIware, 인프라,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관련 모든 정보시스템은 24
시간 정상가동을 목표로 on-line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체계를 연계하여 운영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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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인텔리전스연구부

자동통역·언어지능연구부

‘Data로부터의 가치창출’ 이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기반 통찰력 발견(Insight

음성처리기술, 자연어처리기술, 지식처리기술 등 언어지능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Discovery)과 미래예측 (Foresight Prediction)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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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분석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글로벌 환경에서 언어장벽을 허물 수 있

연구진은 SQL기반의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 관리/분석 융합형 DBMS, 고속

는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과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인간 친화적이고 지능화된 서

스트림 데이터 분석, 예측형 시뮬레이션 등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함께 이미지/동

비스를 지원하는 자연어·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인

영상 등 시각 빅데이터 내용이해를 위한 시각지능 SW 등을 연구 중이다.

간과 기계의 지식 소통을 위한 지능 진화형 질의응답 기술(엑소브레인) 등을 연구

또한 다양한 휴먼 빅데이터 (라이프로그, 바이오/헬스 정보, 개인 미디어 등)를 기반

하고 있으며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을 교육서비스와 융합한 외국어 학습 시스

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새로운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

템도 개발 중이다.

와 UI/UX 기술 등 휴먼증강 서비스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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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SW연구부
고신뢰성, 고가용성, 저전력 등을 위한 임베디드 SW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연
구진은 개방형 SW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ICT와 국가
주력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차세대 SW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항공, 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스마트
홈 등의 분야를 핵심 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D2D 스마트 커넥션 기술, 자가적응
형 SW 프레임워크 기술, 웹 가속 기술, Cyber-Physical Systems 기술 등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inux, RTOS, IoT OS에 대한 기술 등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HW에
최적화되는 SW 융합 기술과 같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기술 공급과 온라인, 오프라인 기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능형인지기술연구부
감각인지, 위치인지, 지식, 지능을 융합한 지능형 인지기술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지능형 인지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간
친화형 지능형 로봇에 탑재되는 로봇 S/W 공통 플랫폼(OPRoS : Open Platform
고성능컴퓨팅연구부

for Robotic Services), 멀티 모달 인식 기반의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HRI :
Human Robot Interaction) 및 로봇 자율주행 기술 등 로봇 핵심 기술을 개발하

미래 신성장 산업 및 거대과학 기술분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컴퓨팅 환

고 있다. 이와 함께 분석·추론 기반의 지식융합서비스 기술도 연구 중이다. 그리고

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 연결망, 차세대반도체 기술 기반 컴퓨팅 가속 하드웨어 시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실내·외 연속 측위 기술을 융합하여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

스템과 시스템 소프트웨어(운영체제/가상화/스토리지/분산·병렬처리 등) 원천 기

한 다양한 분야에 인지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고성능 컴퓨팅(HPC)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지능정보
처리 컴퓨팅 시스템 기술이다.
연구진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초절전형 고집적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 기술, IT
에너지 30%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인지 범용 운용체제 핵심 원천기술, 대규모 딥러
닝 고속 처리를 위한 HPC 시스템, 엑사스케일급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고속 클
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메모리 기반 모듈형 가상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운용을 위한 CSB(Cloud
Service Brokerage)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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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IT연구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변해가는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에 발맞춰
IT기술을 바이오기술에 접목하고 있다. 또한 IT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적용하여 새
로운 의료기기 및 소자, 첨단 의료 SW, 대용량 의료 및 바이오 정보처리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유헬스, 현장에서 바로 질병을 진단
하는 현장 진단기술,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유전정보 분석기술, 일
상생활을 관리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라이프케어 등의 기술도 연구하고 있
다. 더불어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진단치료시스템 및 의료기기 소자 부품 등도 중
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를 위
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모빌리티연구부
자율주행자동차 SW 핵심기술과 운전자 안전 및 편의 운전지원 시스템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조선, 해양, 플랜트, 안전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하여 자율주행 스
마트자동차 기술과 조선 해양 IT 기술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 스마트자동차 기술 분야에서는 차량·운전자 협력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
주행을 위한 디지털 맵 구축 기술, 주행환경 인식기술, 고성능 차량 무선 통신 기술,
운전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Cockpit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 해양 IT 분야에서는 플랜트 운영
및 육해상 플랜트내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SW·콘텐츠원천연구그룹
미래를 위한 창의적 seed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SW·콘텐츠
원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IT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은 투명하고 유연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원천기술, 응용 시스템, 매니코어 기반의 차세대 컴퓨팅 시대를 대비하는 시
스템 소프트웨어의 효율화 및 한계 극복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편안한 UI/UX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SW의 기술적 융합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인문학과의 통섭을 추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외 대학과 협력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개방형 연구를 통해 집단지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확보한 원
천 요소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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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통신
연구소
Hyper-connected Communication
Research Laboratory

초연결 사회에 필요한 초연결 기술 선점을 위하여 초연결 인프라,

정보보호연구본부

초연결 안전, 초연결 서비스 기술의 전주기 R&D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연결 인프라 기술은 속도와 규모의 10T급 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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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망 핵심 기술, 100G급 광액세스망 핵심 기술, 데이터 센터 광

가 안보적 문제’로, 또한 보안 기술 및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다기능·속도 경쟁’에

스위치 기술, 모빌리티, 융합게이트웨이 기술, 서비스 맞춤 5G 인

서 ‘소프트웨어 지능 경쟁’으로 변화 및 확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무범죄 안전 국가

프라 슬라이싱 기술을 개발한다.

건설을 위한 국가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R&SD 역

초연결 안전 기술은 정보트러스트 주제 영역의 IoT(사물/서비스/

량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보보호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트러스트 정보 복합 분석 기술, 공유경제 실현을 위

연구진은 암호 기술, 인증 기술, 휴먼인식 기술, 네트워크 보안 기술, 모바일 보안

한 트러스트 정보 인프라 기술, 물리 보안 주제 영역의 사회 안전

기술, ICT 융합보안 기술, CPS 보안 기술 등 정보보호 관련 핵심 원천 기술 등을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연구 중이다.

초연결 서비스 기술은 개방형 플랫폼 주제 영역의 10억 개(2020)
사물 연결 분산·병렬형 IoT 플랫폼 기술, 지능형 초연결 서비스

유무선신뢰네트워크연구부

주제 영역의 개방화, 산업융합화, 지능화의 3대 핵심기술의 방향
성을 가지고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제조, 스마트 물류, 스마트 에
너지, 스마트 재난안전의 5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여 파괴적인 핵
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트래픽 및 디바이스 폭증과 저지연 등 새로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다양
한 액세스 기술을 단일 네트워크로 수용하기 위한 융합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공공 인프라화에 대응하여 안전 및 신
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은 물론 국방이나 금융망 등 특수 목
적망의 효율성, 보안성, 생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그리고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과 미래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자 및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 기술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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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네트워크연구부

광인터넷연구부

네트워크 인프라의 기술산업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유무선 인프라의 소프트웨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대용량, 저지연 광네트워킹 기술 확보를 위하여, 메트

중심 플랫폼화를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자원효율성을 10배

로·백본 구간 광전달망에서부터 유·무선 광액세스망까지, 광네트워킹 시스템 및

이상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시간을 1000배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똑똑하고

핵심 모듈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유연한 네트워킹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전달망 영역에서는 수테라~수십테라의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치 시스템 및

이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컴퓨팅과 네트워크의 융합기술,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 및

초고속 광송수신기 기술을 개발하며 광액세스망 영역에서는 유무선 통합 광액세

기능의 가상화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방형 제어관리 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스망 기술 및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백홀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이전을 통해 국

OS(Operating System)기술, 스마트 네트워킹 응용을 연구개발하고, 이들을 통

내 관련 산업계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코히어런트 디지

합적으로 연계하여 전 계층을 아우르는 스마트 네트워킹 플랫폼화를 목표로 추진

털 신호처리 기술, 공간분할다중 광전송 기술 및 전광(全光)네트워킹 스위치 기술

하고 있다.

등 미래 광네트워킹 핵심 원천 기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 선도 역량을 키워가

또한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 네트워크 산업

고 있다.

혁신을 선도하고, ETSI, TTA, IETF, ITU-T 등을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ONF)의 인증체계에
따른 개발시제품의 시험검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 네트워크 산
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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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랫폼연구부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를 목표로 스마트 미디어 구조 및 체계 연구, 영상기반 객체 인식 및 빅데이
터 처리 기술, 개방형 미디어 자원처리 및 가상화 기술, 스마트 미디어 클라우드 네
트워킹 기술, 스마트 미디어 디바이스 기술과 초연결 기반 차세대 플랫폼 기술 등
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IoT융합연구부
IoT플랫폼, IoT네트워크, 센서퓨징,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등을 기반으로 모든 사
물, 사람, 환경,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체
감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IoT 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시맨틱 IoT 서비스 플랫
폼, 저전력·장거리 사물통신, 센서 신호처리, 다중센서를 활용한 센서퓨전, 초소
형 에너지 하베스팅 IoT 디바이스, 감성인식 디바이스 등 IoT 핵심원천기술도 중
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재난/안전, 농업/환경, 식품/건강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oT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에
도 매진하고 있다.

36- 37
2016 ETRI Technology Report

Hyper-connected Communication
Research Laborator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초연결응용기술연구부
홈, 빌딩, 공장 등 생활공간 내 다양한 장치를 연결하여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미래의 초연결 환경친화적 인간 중심 스마트 공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진은 스마트홈·스마트공장에서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제어 기술, 스마트 그리
드 및 홈·빌딩 에너지관리기술, LED조명 통신 서비스 기술 등 초연결 사회를 구
현하는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
는 국가전략에 발맞추어 ‘ICT융합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해 필요한 핵심원천기술과 응용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초연결통신원천연구그룹
기억을 담당하는 뉴런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시냅스의 가소성 특성과 스파이크 발화
특성을 모사하는 기능성 소재 및 확장 가능한 멤리스터 소자 그리고 신경모방 집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신경망과 하드웨어 신경망의 실시간 양방
향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물학적 신경망의 가소성
제어기술 확립과 하드웨어 신경망의 유용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우정물류공간정보연구부
국가 물류 인프라인 우편물류 서비스와 산업물류 현장의 정보화 및 자동화를 위한
관련 기술과 국가핵심인프라인 공간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해양·문화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연구진은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하고 지속적인 우편사업을 위한 스
마트 포스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인우체국 구축 기술, 지능
화된 물류 계획, 주소기반 관리체계, 신규 우편서비스 모델 개발 및 스마트 구분 기
술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중이다.
또한, 국가 공간정보 기반을 고도화하고 융복합하여 공공/민간 부문에 공유·개
방·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연구중에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정보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해양GIS 항행정보지원 기술, 차세
대 웹 기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공간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기술에 기반한 혼합현실 제공 기술로서 현실 공간에 가
상의 정보를 결합하는 스마트 스페이스 기술과 위치기반 스마트 영상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도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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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ICT소재부품
연구소

ICT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고 군수부품,
방송통신융합부품, 5G이동통신부품, 10Gb광인터넷부품, 스마
트자동차융합부품 등 시스템과 서비스가 연계된 핵심 고부가가
치 소재부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세

ICT Materials & Components
Research Laboratory

계적인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핵심특허, 연구개발, 표
준화, 상용화를 연계한 신 개념의 소재부품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하고 원내 연구소는 물론 타 출연연구기관, 산업계, 국외 유관연
구기관 등과의 협력연구로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성공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
로 만들어 놓은 실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및 스마트산업을 위
한 ICT소재부품과 시스템과 연계한 표준부품 연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스마트I/O플랫폼연구부
인간, 정보기기와 공간을 연결해 주는 정보 단말의 입출력 플랫폼을 연구하는 부
서로서, 정보출력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과 정보입력을 위한 대면적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백플레인 기술과 OLED(Orgnaic Light Emitting Diode), 전기변색 기술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사업
화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체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초절전 환경적응(LASA:Light Adaptable Space Adaptable) 디스플레이, 완전입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공간광변조기 패널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대면적 전자소자 기반의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차세대 터치패널 등의
입력 플랫폼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나노융합소자연구부
MEMS 및 나노 기반 초소형 저전력 융합센서, 초박형 저전력 압전 스피커, 고투과
저저항 전극 기반 윈도우 일체형 터치스크린 패널, 플렉서블 및 전고체 에너지 저장
소자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차세대 전원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아날로
그·디지털 혼성 신호처리 기술, 지능형 센서용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인터페이스 기
술, 다중입출력 전원제어 소자 등 고성능 SoC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컴
퓨터 및 통신시스템을 위한 실리콘포토닉스 기반의 광전 융합기술, 터치센서 기술과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용 초음파 무선전력전송 모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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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선융합부품연구부
InP, GaAs, SiGe, GaN 재료를 이용한 HBT및 HEMT기반의 밀리미터파 대역 초
고주파 집적회로(MMIC)와 이들 MMIC들을 응용한 소형/경량/저전력 송수신기 모
듈, 광집적회로, 고속 광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십 테라비트 이상의 초고속 시스
템용 광부품 기술 및 밀리미터파 광무선 통합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20평 규모의 화합물반도체 전용실험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용 파
운드리 수준의 4"GaN 및 InP 공정 라인과 패키징 및 측정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핵심 부품을 산업화하고 광무선 기반 첨단 기술을 중소 산업체에 확대
하여 공동으로 연구,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차세대 IT 및 세계 최고의 최첨단
국방 부품 클러스터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IT부품산업기술연구부
IT 신소재로서 이차원 (2D) 반도체, 유연 투명한 소자에 필요한 핵심 신소재를 개발
하고 있다. 연구진은 화석 연료 고갈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무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 기술을
연구하고 이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나노 또는 메타 소재/구조 기술과 2D/3D프린팅 기술 등을 이용한 ICT용 에
너지 변환, 저장 및 전자소자, 메타소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고효율/저손실 에너지 절감 전력반도체 산업 선진화 및 그린 IT 사회를 구축하고자
Wide Band Gap물질인 GaN, SiC, Diamond 소자에 대한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
으며, 전자, 통신기기의 발열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차세대 냉각소재 및 소자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기술과 연구 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시제품제작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리콘전력반도체 및 센서 기술 분야에 대하여 특화지원을 하고 있다.

ICT Materials & Components
Research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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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반도체연구부
이동통신용 핵심칩셋, 지상파 DMB 칩셋, 멀티미디어 처리용 핵심부품, 저전력-고
성능 신호처리용 프로세서, 디지털 방식 융합 CMOS 기반 RF 회로, 신개념 인체통
신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성과를 이뤄왔
다. 현재 연구진은 반도체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을 통해 신호처리 기술, 방통
융합기술, 산업융합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진은 지속적인 국가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 기술역량을 결집
하여 모바일, 자동차, IoT, 스마트 가전을 시작으로 고부가가치 지능형 반도체 신
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ICT소재부품원천연구그룹
정보통신용 소재 및 부품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하여 초고속, 초실감, 고효율의 스마
트한 소자들의 융합적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연구진은 기초원천 연구 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Seed형 과제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
으로 대형과제를 도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MIT과제에서는 금속-절연체 전이의 현상규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을 보이는 물질에는 산화물, 화합물반도체, 탄소물질, 유기물 등 다양한 재료가 있
으며, 센서, 스위치, 에너지 소자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핀 전자소자 연구 분야는 차세대를 대표하는 신소재인 그래핀을 이용하여 다
양한 전자소자를 구현하는 것이다. 화학적 합성과 CVD 성장법을 이용하여 고품질
대면적의 그래핀 성장 기술의 연구와 메모리, 가스센서, 초고속 트랜지스터, 광소
자 등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나노와이어와 같은 나노 소재를 이용하여 핵심 원천기
술을 활용한 디지털 엑스선 소스, 스마트 의료영상 진단기기 등의 신개념 응용 기
술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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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연구소
Broadcasting·Media
Research Laboratory

위성 인프라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실감나는 방

방송시스템연구부

송 서비스와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테
라미디어 및 테라헤르츠 기술 기반의 원천연구를 기반으로 방송,

디지털방송 인프라/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 차세대방송 핵심기술 연구 및 표준

위성 및 전파를 아우르는 방송·미디어 융합기술 분야를 연구하

화, 광파영상기반의 입체방송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망을 이용

고 있다.

한 360° VR 방송기술 연구, 주파수 공유형 시공간 마이크로미디어 방송기술 연구,

연구진은 차세대 방송·미디어 핵심원천기술과 표준기술을 통해

하이브리드/다이나믹 방송기술 연구, 지상파 방송신호를 이용한 측위/레이더 기술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창조하고 있다. 테라미디어 기술개발 및

과 같은 융합·응용분야 및 테라비트급 미래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사업도 추

확산으로 초실감 글로벌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창출하고, 테라

진하고 있다.

헤르츠 기반의 전파방송 무선자원 활용 고도화로 전파자원 서비
스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위성 재난통신 시스템 및 기

실감방송미디어연구부

상위성 지상국시스템 개발을 통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국민안전 사회망 구축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인간친화형 실감미디어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사실감 향상을 위한 UHD AV 획득,
저작, 부/복호화 및 재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장감 향상을 위해 광시
야각 파노라마 영상 획득 및 재현 기술과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
지방송 기술도 연구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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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공ICT연구부

기상위성지상국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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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기상위성자료 수신처리시스템 개발기술

통신, 안전운항 및 응용 기술 등 항공 ICT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을 도입 하

위성 기술 분야에서는 정지궤도/저궤도 위성 탑재체 및 전파영상 레이더(SAR) 기

고 공동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통신·컴퓨터

술, VSAT 기반 위성 긴급재난통신 기술, 동일위성채널 전송기술, 실감 융합미디

분야 첨단기술들을 적극 도입하여 후속위성의 운영 기간(발사 후 10년) 동안 안정적

어 위성방송 기술과, 달 탐사를 위한 우주인터넷 및 탐사선 관제 기술 등을 개발 중

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제기술, 기상자료 송

이다.

수신 기술, 기상자료 전처리 기술, 기상방송자료수신기 관련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

항공 ICT 분야에서는 무인기의 제어를 위한 지상 데이터링크 기술을 개발 중이며,

다. 그리고 향후 저궤도 기상위상 발사계획에 따른 지상국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

무인기 임무용 통신 기술,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기술, 무인기 활용에 따른

해 지속적인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다.

역기능 방지 기술 등을 연구·기획 중이다.
방송·미디어원천연구그룹
전파기술연구부
안전하고 윤택한 국민 생활을 위해 방송·미디어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술, 주파수 공유 기술, 새로운 전파자원 개척기술, 전자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핵심 원천 기술을 발굴하고 있다.

파환경기술, 그리고 생활전파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차세대 방송·미디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진은 테라헤르츠원천연구, 전파원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 분야에서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천연구, 미래기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고 주파수 공유를 하기 위한 채널 분야접속방식, 무선랜 간섭 해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전파(電波) 전파(傳播) 특성, 스펙트럼 공학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전자파 환경기술은 전자파 복사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인체보호기준의 설정,
관련 측정 및 해석, 전자기기 간 간섭의 분석과 대책, 전자파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
하고 있다. 생활전파 기술로는 마이크로파대역 전자파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방암
진단기술, 무선 에너지 전송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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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가통신
연구본부

2020년 상용화 예정인 5G기술의 핵심원천기술 및 실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도적인 실증서비
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다. 아울러 상용화 기술
지원 연구분야로는 개인별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밀

5G Giga Communication
Research Laboratory

리미터파 기반 광대역 이동통신 핵심 원천기술 및 실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5G기가통신 핵심 원천기술 분야
로는 기술선도형 연구, 5G 기술 상용화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수요 중심의 시장지향형 연구 그리고 5G 실감 서비스
를 위한 C-P-D-N 연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5G 서비스 기술 분야로서 디지털 홀로그래피 관련 콘텐츠 기술,
실감형 스마트 미디어 생성/전송/재현 기술, 디지털 홀로그램 획
득/생성/재현 기술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반 방송통신 응
용 기술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동응용연구부
이동통신 사용자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 대
용량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하는 소형셀 기술, 이동통신기반 응용기술, 실시간 실감
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구간 전송 지연 감소 기술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
화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미래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소형셀 기지국용 솔루션, 차세
대 초고속 근접통신(Zing) 기술, 5G 저지연 무선 액세스 Testbed, NB(NarrowBand)-IoT 기술, 고속 그룹이동체에 기가급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밀리

5G

미터파 기반의 MHN 이동무선백홀 기술 그리고 이동통신기술을 타 산업(국방통신
기술, 해상통신 등)에 적용한 공공 및 응용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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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송연구부
밀리미터파 전파특성 측정 및 모델링,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고속 이동체 핫스팟 네
트워크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도래할 밀리미터파 기반 차세대 서비스 발굴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5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
(Giga KOREA-5G)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밀리미터파 전송 및 액세스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표준화 핵심기술 확보와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연
구진은 이러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시연 및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연결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다중화 기술, 밀집된 환경에서의 대용량
전송기술, 무선 백홀과 무선 프론트홀의 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5G 무선액세스 기
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가서비스연구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D)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Tele-Experien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연구진은 기가급 대용량 초다시점/홀로그래픽 실감 콘텐츠 획득, 처리에 필요한 차
세대 영상처리기술, 이종 서비스간 융합을 지원하는 실감협업 SW플랫폼, 실감·감
성정보 기반 차세대 미디어 저작 및 몰입형 응용 서비스, 입체공간에서 실시간 디지
털 홀로그램을 실시간 생성, 압축/전송, 재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평창 ICT 올림픽 성공을 위한 기가서비스 실현과 국가 성장전략기반 핵심기
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5G Giga Communication
Research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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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단
UGS Convergence
Research Department

지하공간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UGS융합시스템연구실

연구진은 지하공간 지질환경, 지하수 분포 및 변화, 도시철도 복
합감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하공간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시,

지하공간 매설물들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도시

예측, 대응하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지하공간 그리드 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지하매설물 상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UGS융합연구단에 참여

를 감시하는 센서로부터 정보 수집이 가능한 센서 노드와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다.

하는 4개 출연(연) 중 ETRI는 IoT기반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또한 센서 노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고 노드 관리를

기술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하매설물 실시간 전역 위험 감

수행하는 AP(Access Point)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P를 통해 수

시 기술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단 내의 각 연구실의 지하 공간 분석 데이터 및 분석

지반감시 기술을,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수 및 지질

결과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UGS서비스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7년까지

이를 통해 지하매설물들로 인한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참여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실용화를 추진

하고자 한다.

할 계획이다. 향후 2020년까지 지하철이 있는 광역시에 적용하
고, 전국 단위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신산업 창출에도 이바지 할 계획이다.

UGS무선통신연구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하공간 그리드 시스템 상시 감시 무선통신망 구축에 필요
한 저전력 광역 WPAN 통신 칩 셋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
는 양방향 무선통신 칩 셋은 지하공간 그리드 시스템의 상시 감시 시스템 뿐만 아
니라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그린홈, 산업용 센서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IoT 무선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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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지반연구실
도시철도 주변, 도시철도 상부 및 하부에 위치한 구조물과 지반의 이상 상태를 사전
에 파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도시철도 시스템을 안전
하게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철도 주변 지반 위험 영
향 인자 탐지 센서와 장치를 개발하고 철도 구조물 이상 거동 감시 요소 기술을 확
보하여 실용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철도 상부 지표 공동/이완부 검층 장비 및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철도 구조물 및 지반 위험도 분석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전
지중관로안전감시연구실
도심지 지반함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상수도관로 및 하수관로 주변의 지반안정성을

략을 통해 도시철도 및 주변 지반 안전기술을 선진화하고자 한다.

지하수지질환경감시연구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물인터
넷 기반 상하수도관로 안전감시를 통한 싱크홀 재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

도시의 대규모 지반침하나 국부적인 침하현상을 밝히기 위하여 InSAR를 이용한

의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제고하려는 것이 연구진

광역감시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의 지질도, 지형도, 토양도 및 도심지 지질학, 지하

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 상하수관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하공동/지반함몰

수학을 수행한 결과들을 배경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지하수

(싱크홀)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센서, 관로 내부에서 관로구조물 건전도를 확인할

관측망과 보조관측망 자료와 연계하여 측정 자료들의 실시간 전송과 처리를 통해

수 있는 장치 및 이미지 센싱 기술, 관로 외측에 형성된 공동을 감지하는 기술에 초

도심지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도심지에 설치된 상·하수관로의
누수 및 건전도 등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지중매설관 주변의
지반함몰(싱크홀)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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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지능통신(IoE: Internet of Everything) 시대에 발맞춰 인

KSB융합시스템연구실

간중심 초연결 지능사회 구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진은 초연결 IoE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 정제

지식융합 슈퍼브레인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및 설계, KSB 지식베이스 분석

하고 추출된 지식을 도메인의 전문가 지식과 융합한다. 이를 통해

및 개발, IoE 지능형 상황인지 엔진 개발, 그리고 도메인별 전문가 지능 서비스 기

예측·예방·최적화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학습형 지식융

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의 과제를 총괄하면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합 슈퍼브레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의, 통합시험계획 수립, 테스트베드 및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KSB연

KSB융합연구단은 ETRI를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구개발 프로세스 및 품질관리 등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할을 수행중이다.

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출연(연)이 참여하
고 있다. 참여기관의 핵심역량을 집결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국

자가학습엔진연구실

가·사회문제 해결 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국가성장 미래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진은 IoE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인간중심
초연결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데 매진하고자 한다.

자가학습엔진연구실의 목표는 “IoE 환경에서 지식융합 슈퍼브레인 기술”의 현실
화를 위한 핵심 “학습 엔진 기술 개발”이다. 학습엔진 기술은 이미 개발된 기술(기
계학습/시멘틱)들과 협력적(재개발/보완/연계)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
이며, 최종결과물은 효과적인 시장 확산 지원을 위해 오픈 소스화 할 계획이다. 개
발된 결과물은 다양한 사용자 계층이 접근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직관적이고 확장
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다양한 모델 및 알고리즘, 다양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초연결데이터전처리연구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 환경,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종 사물네트워크
간 고품질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최적화된 지능 서비스 및 환
경을 제공하는 초연결 IoE 네트워크 기술과 초연결 IoE 데이터 지능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초연결 IoE 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이종 사물네트워크로 구성될 미래의 IoE 환경
에서 다양한 사물간의 자유로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다.
연구진은 이종 사물네트워크 간 고품질 연결 제공을 위한 연결 신뢰성, 이동성, 실
시간성을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초연결 IoE 데이터 지능화 기술은 자가학습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고품질의 데이
터를 생성하는 IoE 데이터 전처리 기술이다. 연구진은 멀티모달 IoE 데이터의 자
동 필터링 및 분류뿐만 아니라 오염/오류 데이터와 민감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프라
이버시 보존과 신뢰도 오염을 차단함으로써 데이터의 지능화 수준 및 신뢰도 강화
를 목표로 하고 있다.

58- 59
2016 ETRI Technology Report

Daegu-Gyeongbuk
Research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ields 주요연구분야

대경권
연구센터
Daegu-Gyeongbuk
Research Center

지난 2006년 지역 ICT산업 및 주력산업의 R&D 역량강화, 기술

지역산업IT융합연구실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구에 설립되었다.
원천기술을 실용화하고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전략산업, 전통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자동차·의료·모바일 등 지역 전략산

기업의 IT융합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

업과 연계한 ICT 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 기업체 수

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체 R&D 아이템 발굴

요 기반 ICT 융합 실용화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친

을 통해 맞춤형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주요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및 농업

환경 지능형 그린하우스 통합 플랫폼 기술, 지능형 자동차용 스마

분야의 IT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지역 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

트센서 및 차량 안전시스템 기술, 의료ICT 융합기술 등을 연구 개

류/로봇 IT 및 건강, 복지를 위한 스포츠/웰니스 IT에 필요한 핵심 ICT 기술 개발

발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도 힘쓰고 있다.

스마트비전연구실
컴퓨터비전 기술을 중심으로 영상 내의 다양한 관심객체에 대한 검출, 추적, 인식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고속 차량 번호판 인식, 차량 속도 계측, 교차로 내 차량 분석, 측/후방
차량 검출 등의 지능형 차량정보 인식 기술과 차량 주변 보행자 검출 및 추적, 안
면/눈 정보 검출, 성별/나이 추정 등의 지능형 휴먼정보 인식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지원협력실
대구·경북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IT 융합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와 관련 애로기술 지
원, 연구개발 결과물의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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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IT플랫폼연구실

의료IT융합연구실

고도의 분산화/복잡화된 지능형자동차 전자장치를 기반으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기업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

자동차에서 주야간 상관없이 실시간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 퓨전 플랫폼

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특화 의료 IT 융합기술과 실수요자(병원,

의 고도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부품업체 응용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

기업) 중심의 의료IT 융합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동연구를

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용화 기술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통해 의료기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
품 상용화에 필요한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전기적·기계적 안정성 시험 및 동물 시
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밀착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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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연구센터

호남광역경제권 ICT 융·복합기술의 R&BD를 통해 지역전략산
업 육성을 위한 기술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남
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선도기술 개발, 호남지역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ETRI 및 센터 자체개발 기술의 확

Honam
Research Center

산을 위한 기술 사업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중이다. 또한, 광
통신 부품에 관한 연간 300여 건의 A2LA 국제공인 시험지원 및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호남지역 산업체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지원협력실
기업 융합기술 지원협력, 광통신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시험지원, 3D 융합 상
용화지원센터 지원과 센터 연구사업 및 연구결과물의 Q-mark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시험지원 분야는 광통신소자, 부품, 모듈, 단말, 시
스템 등 광통신 전 분야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A2LA로부터 국제공인시험
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산업체의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3D융합상용화지원 분
야는 기존 산업의 구조에 3차원 영상기술 또는 3차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3D융합
상용화지원센터 지원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용화지원서비스, 기술사업화지원을 통
해 3D 강소기업 및 중핵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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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스템연구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전력프로슈머를 활성화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
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련 광융합 센서와 IoT표준기반 서버,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광융합 3D 광학엔진 및 광신호처리 기술, 영상인식 및
정합기술, 에너지IoT표준 플랫폼 기술, ML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향후 기술 확산 및 사업화를 위해 IoT센서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 ETSI, OMA
의 호환성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국내에서도 IoT센서 표준을 선도하
고 있으며, 개발된 하드웨어 시제품 및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은 한국전력공사 및 통
신사업자 등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광응용부품연구실
지역전략 산업인 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광응용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상용화 기술개발 및 관련 시제품 생산 지원 등 기술지원을 통한 광통신 및 광융
합 부품관련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과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및 산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통신, 정보가전, 자동차, 의료 분야 등의 산업분야에 대해 광응용부
지역산업기술개발실
호남권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국가 로드맵 기반 전략형
기술 및 산업체 수요기반 기술 분야를 공동연구개발하고, 특허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교류회 및 신기술설명회 운영을 통하여 상생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ICT 융합 핵심기술을 지역산업체에 보급 확산하고, 현장 밀
착형 애로기술지원, 기술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역산업체 기술경쟁력 제고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광단말솔루션연구실
광가입자망 네트워크 및 단말 솔루션 기술을 확보하여 광통신 산업체의 광통신 기
술 수요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가입자망의 진화에 맞춰 스마트 광분배망 관리 기술 및 40G급 TWDM-PON 기
술에 대한 솔루션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신사업자 및 장비산
업체, 광통신부품 산업체가 협력하는 에코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품 기술개발 성과 확산 및 기술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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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W-SoC융합
R&BD센터
Seoul SW-SoC Convergence
R&BD Center

산업체 수요 기반의 전문화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T

SW-SoC개방형플랫폼실

융합 지식을 갖춘 고급 SoC 설계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SoC 기반을 구축하여 강소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 개발을 지원하는 가상화 플랫폼 기술, 빠른 프로토타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품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

이핑을 지원하는 SW-SoC 응용 플랫폼 기술 등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여 시범적으

다. 또한, SW-SoC R&D 결과물과 공통기술의 융합형 기술개발

로 IoT 게이트웨이용 SW-SoC 응용 플랫폼을 확보할 예정이다. 향후 모바일, 스

을 통하여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SW-SoC 산업 발

마트 가전, 자동차 및 에너지 분야의 SW-SoC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국내

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산업 주력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 팹리스 및 SW 업체
에 다품종 소량생산과 빠른 Time-To-Market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제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W-SoC산업기술실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고가의 시스템반도체
(SoC)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공동 활용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시스템반
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IP 공동
활용 및 검증 환경도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W-SoC인력양성실
시스템반도체는 SW-SoC 융합 시스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술이다. 시스템반도체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응용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 기술을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의
확보가 산업에 절실하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석·박
사 고급 설계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촉진하여 구인난은 물론
질적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SoC 설계 실습
교육을 기획하여 기업체 주문형 교육, 취업 연계 교육, 재직자 실무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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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본부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vision

개발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는

사업화전략부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
고 있다.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ICT 기술사업화전략 수립, 시장지향형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주요 업무로는 기술사업화 전략연구,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 연구개발성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사업화전용트랙의 기획·

운영, 지식재산창출 및 활용 고도화, 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연구진은 기술사업화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성과 조사·분석,

이전, 사업화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

사례연구 및 사업화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으

하고 있다.

로 기술예고제·수요예보제의 시행, 사업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R&D사업화 전용트랙,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구축에 힘쓰고 있다.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예비창업과 연구소기업 지원 등 사
업화지원 전주기 프로세스를 연계·통합한 ‘ETRI 기술사업화플

지식재산경영부

랫폼(ETRIplus)’을 구축하였으며, 플랫폼 내 프로그램간의 협업
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내실화
를 추진하고 있다.

ETRI가 개발한 핵심·원천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화를 통해 ETRI 기술
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수 IP자산 확보 전략 , 지식재산 경영전략 등
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세부 업무로는 TLO주도 기술마케팅 추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운영,
지식재산권(IPR) 확보·관리, 보유 IP에 대한 실시 계약, 적극적 침해 대응·특허
소송,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ETRI 기술 이전, 국외 특허 라이센싱 확대 추진, 국
제표준 특허풀 참여 등이 있다.

중소기업협력부
ICT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
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TRI 연구부서와의 1대1 매칭을 통한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애로기술지원, 기술도우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ETRI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시설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연구 인프라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ETRI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start-up)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연구소
기업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연계하기 위하여 창조
경제타운(Creativekorea)의 ICT 분야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인프라(입주시설, 회의실, 시험/제작 등)를 제
공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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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의 R&D 역량과 성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 조직이다.
ICT 연구개발의 국제공동사업 추진과 해외 주요국가와의 교류협
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해외 협력 파트너와의 교류활동을 위

Global Cooperation
Department

하여 주요국에 거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북경과
미국 산호세에 해외센터를 두고 있으며, 유럽 벨기에에는 전문 인

<북경연구센터>

<미주기술확산센터>

력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국제표준 등의 IP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해외거

해외센터(북경연구센터, 미주기술확산센터)  

점 확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협력하면서 ETRI 개발기술이 해
외로 진출되도록 돕고 있다.

ETRI 개발기술의 현지 기술 사업화 추진과 주재국의 기업들과 공동연구 수행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을 탐색하고
국외 진출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기술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마케
팅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외기업은 물론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및 맞춤형 지
원서비스를 강화하고 ETRI 기술탑재 제품의 국외 시장진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공동연구 창출, 기술이전 또는 합작 사업화 성과 등을 이루고자 한다.

ICT Innovator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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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74 일반현황
인원현황
과제 수행실적
특허출원
기술이전
표준화
SCI 논문
동문기업 및 성과
ETRI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78 본원 및 지역연구센터
79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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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943명(2015년 말 현재)

인원현황

특허출원 건수 : 17,268건(5년간 누적)

특허출원

연구/기술직 : 1,785명(92%)

박사 : 924명(48%)

임원/행정직 : 158명(8%)

석사 : 904명(46%)

3,755

학사 이하 : 115명(6%)

3,574

3,546

6%
8%

46%

국내
국제

2,172

2,034

1,982

3,168

3,225

2,244

1,999

소계

특허출원
(단위 : 건)

1,592

1,511

1,512

학위별

직종별

1,226
996

92%

과제 수행실적

48%

2011

36,364
668
632

571,874

547

33,852

34,671

31,859

676

기술 수
기술료

731

중소기업
대기업

538

482

597
307

연구비
(단위 : 백만 원)

330

기술 수/기술료
(단위 : 건, 백만 원)

과제 수
(단위 : 건)

405

기술이전 기업 수
(단위 : 건)

295

343

24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576,645
536,057

520

2014

25,927

588,881

547,618

2013

기술 수/기술료 : 2,080건/1,627억 원(5년간 누적)

기술이전

과제 수/연구비 : 482개/5,766억 원(2015년)

201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2

2012

2013

2014

2015

2011

29

29
25

2012

2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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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고서/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 8,337건/498명(5년간 누적)

표준화

1,794

1,889

1,759

1,461

국제

230개

105

1,203

1,570

소계

1,434
1,141

1,479
국내

동문기업 및 성과

103

1,505

1조 8162억 원

동문기업 수

100

2조 1701억 원

매출액

자산 총액

96
329

표준기고서
(단위 : 건)

254

258
293

94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단위 : 명)

동문창업 : ’80년 삼보컴퓨터(주) 창업 이후 약 580여개 기업설립

315

기업공개 : ETRI 동문창업 기업 중 10개 기업 상장 [거래소 1개 / 코스닥 8개 / 코넥스 1개] (16년 4월 현재)
거 래 소 : ㈜콤텍시스템
코 스 닥 : ㈜비트컴퓨터, ㈜에이피시스템, ㈜빛과전자, 이엘케이㈜, ㈜알에프세미, ㈜시큐브, ㈜이노와이어리스, ㈜에스앤에스텍
2011

2012

SCI 논문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ETRI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SCI 논문/평균 IF : 1,307건(5년간 누적)/2.03(평균)

270

2.19
269

262

코 넥 스 : 위월드㈜

38개

2.22

265

기업 등록

2.03

32개
기업 운영

1.93
241

SCI 논문
(단위 : 건)

평균 IF
(Impact Factor)

1.80

기업 등록 : ETRI는 연구성과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 ’07년부터 총 38개의 ETRI 연구소기업 설립
기업 운영 : 32개의 연구소기업을 운영 중 (’16년 4월 현재) 						
㈜비티웍스, 테스트마이다스㈜, ㈜쓰리디누리, ㈜쏘그웨어, ㈜스마트큐, ㈜케이씨피이노베이션, ㈜수젠텍, ㈜아리텔, ㈜감동공장,
㈜호전에이블, 엔라이팅㈜, ㈜클라우젠, ㈜뉴런, ㈜쏠리드링크, ㈜마인즈랩, ㈜신테카바이오, ㈜욱성미디어, ㈜감마스펙트라, ㈜알
앤에스랩, 케이에프알티㈜, ㈜이케이덱, ㈜정상라이다, ㈜버드레터, ㈜하버맥스, ㈜옵텔라, ㈜컨퍼스트, ㈜아이서티, ㈜진시스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한컴인터프리, ㈜데브스택, ㈜씨에이치솔루션, ㈜와이즈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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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원) Tel.042-860-6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FRANCE

6wind
ETSI
Egide
Secure-IC
Eutelsat S, A

RUSSIA
U.K.

Trustonic
Oxford University
WMG at University of Warwaick
Precursor Enegetics Korea Co.,Ltd
Nottingham Scientific Limited

JSC ‘Radiophyzika’
ITAE RAS

GERMANY

Fhi HHI
Fraunhofer-Heinrich Hertz Institute
UNIVERSITÄT ZU LÜBECK
Rohde&Schwarz
X-FAB
MERCK
BOSCH

MONGOL
MUST
MTZ

JAPAN

Morita Tech
Zeon
Konica Minolta
NHK

CANADA

IP Cube Partners

ISRAEL

ARO Volcani Center
Design Art Networks

INDIA
CDAC

KOREA

BELGIUM

UZBEKISTEN
Unicon.UZ

서울SW-SoC융합R&BD센터 Tel.031-739-7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대경권연구센터 Tel.053-670-8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 10길 1

SWISS

SUSS MicroOptics SA
ZHAW
Enlighting,Fluxim

Beijing 751 Live Tank
CAICT
Beijing 751 Live Tank
China Qingdao Tian An Cyberpark Co., Ltd
Yuhui Industrial Group & MC KIM Group Limited
NERCDTV
SITT
Beijing Zhengdong Electronic power Group Co. Ltd
CSC (China Soft Capital)
Huawei
FiberHome

USA

iMinds

호남권연구센터 Tel.062-970-65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11

CHINA

SINGAPORE

BOSCH
Globalfoundry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IME)

IEEE
Rutgers University
KBRI
Purdue University
San Jose State University
Space Systems/Loral INC.
South Dakota State Univ.
Google
BOEHRINGER INGELHEIM
Space Systemes/Loral
Niihau Sectrum Corp
Apple
IPVALUE Management Int
APX
PMC-sierra
Cryptography Tesearch Institute
Vanguard Video
AMD
Sedicii Innovations Ltd
Intel
Open Networking Foundarion (ONF)
Via Lisensing
ICAP

15국가 72개 기관
·E
 TRI BEIJING R&D CENTER : Room 1207, Air China Plaza, 36 Xiaoyunlu,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CHINA Tel : +86-10-8447-5215
·E
 TRI US R&D CENTER : 3003 North 1st Street, Suite 338, San Jose, CA 95134, USA Tel : +1-408-519- 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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