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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기술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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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수요 증가와 전문 연구소의 설립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맞물려 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 들어 전화 보급률이 증가하고 장거리 전화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
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통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화적체현상은 날로 심
각해졌다. 1972년 1만 3천여 건이었던 전화적체 건수는 1978년 60만 건에 이르렀고 수
요와 공급의 심한 불균형은 각종 사회문제까지 불러왔다. 전화 품귀현상으로 불법 뒷거
래까지 성행했으며, 전화의 양도나 증여가 금지된 청색전화와 달리 개인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는 백색전화는 당시 서울시내 집 한 채 값에 달할 정도였다.
백색전화, 청색전화
전화적체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전화 공급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등장한 것이 백색·청색전
화제도였다. 체신부는 1970년 8월 31일을 기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전화는 양도가 가능한 ‘백색전화’로, 그
이후 가입하는 전화는 ‘청색전화’로 분류해 매매나 양
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자 백색전화의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한때 전화기 한 대 가격이 260만 원까지 치솟기
도 했다. 당시 서울 시내 50평 집값이 230만 원 정도
였으니 전화 품귀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
다. 백색전화·청색전화의 명칭은 전화기의 색상이 아
니라 전화가입 원부의 용지색이 백색과 청색이었던 것
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극심한 전화적체의 원인은 교환시설의 부족에 따른 것이었으나 교환기
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게다가 당시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기
계식 자동교환기 EMD(Edelmentall Motor Drehoahler Switch System)와 스트로저
(Strowger)는 용량을 확대할 경우 사용 중 혼선이 생기고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교환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교환기 자체 개발
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는 1976년 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장
기적으로는 시분할 전자교환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하되 자체 개발에 성공할 때까
지 우선 새로운 교환기를 도입해 당장의 전화적체를 해결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기존
의 기계식 교환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식 교환기를 도입하기 위
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1976년 7월에는 전자교환기 기종 선정과 도입 등을 추진할 전담기구로 전자통
신개발추진위원회(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Task Force : TDTF)가 설립됐
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교환기 업무를 담당한 실무진들도 여기에 흡수됐다. 이후
전자교환기 도입뿐만 아니라 교환기 기술 도입과 개발을 총괄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6년 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전자교환기 기술 도입과 개발

110

<

111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970년대 스트로저 교환기와 함께 우리나라 교환시
1. 1

01. 정보통신 연구의 싹을 틔우다

우리나라는 M10CN 도입으로 전자교환기 시대를 열었

설의 주종을 이루던 기계식 자동교환기 EMD.

다. 이후 한국통신기술연구소는 제2기종으로 No.1A를

 국통신기술연구소는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
2. 한

선정함으로 전화적체를 부분적으로 해소했다.

소에서 독립, 통신 분야 전문 연구소로 새롭게 출범
했다.

을 위한 전담기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로 발족시키고 장차 이를 체신부 산하의

으며, 특히 2차 실험모델에서 채택된 분산 제어 방식, 통화로 스위치 구조 및 일반 가입

연구기관으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자 회로 설계 이념 등은 이후 TDX-1 교환기 구조의 모체로 활용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정식 발족됐다.
한편 체신부는 1977년 1월부터 전자교환기 도입 전담반을 구성해 전자교환기
3절 »

도입 협상에 참여하면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

전자교환기 독자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소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체신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77년 12월 10일 체신부 산하의 특정연구기관인 한국통신기
술연구소(Korea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KTRI)가 출범했으며, 한

1. 전자교환기 독자 개발 시동

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정만영 연구소장이 초대 소장으로 임명

한국통신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외국 교환기인 M10CN과 No.1A의 도입으로 통
신시설과 통신망의 발전을 가져오긴 했지만 막대한 기술이전료로 인한 외화 유출 등 경

됐다.

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교환기술의 국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65년 벨연구소가 제어계만을 디지털화한 공간분할방식의 반
2절 »

전자교환기 No.1 ESS를 상용화했고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등을 중심으로 통화로와

전자교환기 도입과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 준비

제어계 전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전전자교환기 개발을 완성했거나 한창 개발을 진행
하고 있었다.

설립 초기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전자교환기 도입과 실무 지원, 그

시분할 전전자교환기(Time Division
Exchange : TDX)

리고 새로운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이었다. 연구소는 1978년 6월 벨기에 BTM사의

우리나라 역시 전자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삼는다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 따라 시분할 전전자교환기(Time Division Exchange : TDX)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

사전적으로는 다수의 사용자 간 다중방식을 시분할

M10CN 전자교환기를 도입해 2만 회선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의 영동과 당산
전화국에 각각 1만 회선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교환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전

(Time Division) 방식으로 한 전전자교환기를 칭하지
만, 일반적으로 디지털(전전자)교환기를 의미하며 모든
정보가 “0”과 “1”로 디지털화되어 표시되고 교환된다.

자교환기 생산 능력이 전화공급 확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1978년 말부터 또다시 새

여기서 말하는 시분할 전전자교환기는 엄밀히 말해 제

로운 전자교환기 기종의 추가 도입이 논의됐다. 한국통신기술연구소는 1979년 3월부

환기를 의미한다. 시분할 전전자교환기는 공간분할교

터 미국의 WEI와 GT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NEC와 후지쯔 등 5개사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해 미국 WEI사의 No.1A를 전자교환기 제2기종으로 선정했다. No.1A는
1981년 10월 중앙전화국에 3만 회선, 을지전화국에 1만 회선이 각각 설치됨으로써 제2
기종 전자교환기 도입이 마무리됐다.
연구소는 전자교환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시분할 전자교환기, 광전송시스템 실용화, PCM전송장치 및 공중통신기술 연구개

어계와 통화로계 모두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전전자교
환기에 비해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통신에 꼭
필요한 기술로 우리나라가 통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됐으며 1976년 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시분할 전전자교환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였다.
연구소는 1978년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설용 시분할 전전자교환기
개발을 시작해 다음해 96회선짜리 1차 시험기를 완성했는데, 이것이 우리 기술로 개발
된 최초의 시분할 전전자교환기였다. 1980년에는 1차 시험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실험을 수행해 본격적인 시분할 전전자교환기 개발을 추진했으며, 1억 원의 연구
비를 확보해 200회선 용량의 2차 시험기를 제작했다.
비록 선진국의 교환기 개발과 비교하면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으나, 전자교환
기 구조에 대한 이해와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30여 명의 전자교환기 개발 전
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후일 TDX 개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

발을 추진했다. 특히 기존의 공간분할식 전자교환기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시분할
전전자교환기 도입을 위해 1979년 1차 실험모델을, 1980년에는 2차 실험모델을 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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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험기(TDX-1X)는 1982년 362회선 가입자를 대
상으로 현장 시험 운용을 개시했다.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식교환기

아날로그교환기

반전자교환기
제어부(SPC)
통화로계(reed relay 등 기계식 접전방식의 스위치)

전자식교환기

한국전자
기술연구소
설립

1절 »
전자공업육성정책과 전자기술연구의 태동

교환기
전전자교환기

전자산업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국 기업의 유치,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 급속도로

디지털(전전자)교환기

제어부(SPC)+

제어부(SPC)

통화로계(타임스위치)

통화로계(전자소자를 이용한 스위치)

성장했다. 그 결과 1969년 1억 6,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전자제품 생산량이 1973년 4
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출도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1973년 일어난 석유 파동으로

교환기 발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전자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
하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으며, 임금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크

2. 의미있는 결실, TDX 3차 시험기

게 약화된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와 기술보호 장벽이 강화되면서 수출 위

연구소는 1980년 가입자 200명 한도의 전자교환기인 2차 시험기를 개발한 데

주의 성장 정책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이어, 1981년부터 현장시험을 위한 500회선 용량의 선행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3차 시

특히 석유 파동 이후 우리나라 전자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전자제품의

험기 제작에 착수했다. 1982년 초에 완성된 3차 시험기는 2차 시험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저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던 노동집약적

소프트웨어 구조를 채택하고 기본적인 유지보수 기능을 추가했다. 현장시험에 앞서 시

전자산업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으로 더 이상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으며,

스템 전체를 커다란 열차 폐막 속에 넣고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해 국내 기술을

온시험도 실시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부분적으로 개량해 1982년 7월에 소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산업을 노동집약형에

트웨어 개발 업무를 추가한 전자교환기 3차 시험기를 가지고 경기도 용인군 송전우체

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1974년 제2차 전자공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전자제

국에서 362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험 운용에 들어갔다. 한국형 시분할 전전자교환

품의 생산과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구미에 전자산업 전문 단지를 건설

기 명칭이 TDX로 결정됨에 따라 3차 시험기는 훗날 TDX-1X로 명명됐다. 소프트웨어

한다는 내용의 전자공업 육성책이었다. 특히 1976년 말에 확정된 제4차 경제개발 5개

기본 구조와 타임스위치 방식 등이 TDX-1의 토대가 됐기 때문이었다.

년 계획의 기본 목표는 기술혁신이었으며, 전자 분야에서는 반도체 부품 개발과 정보산

그러나 이처럼 소규모 시험기 개발이 순조롭게 진척되었지만,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성능과 용량의 첨단 교환기로 발전시키는 것은 당시의 인력과 예산 규모로는

업 육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전자기술 개발을 위해 전자기술 전문 연
구기관의 설립 계획도 포함됐다.

어려운 일이었다. 교환기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인력이 30~40명 정도에 불과했고, 연

우리나라의 전자기술 분야 연구는 출발이 늦은 편이었다. 1960년대 초 원자력연

구소 전체의 연구비가 24억 원 정도로 전자교환기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구소에 의해 전자 제어에 관한 연구나 전자식 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부분적으로

상황이었다.

진행됐지만, 반도체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전자기술 분야의 연구는 전자산
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던 197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반도체기술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도 1970년대 초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반도체장치연구실이 신설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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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에 설립된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우리나
라의 반도체와 컴퓨터 연구개발을 주도해나갔다.

귀국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반도체장치연구실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김만진 박사는
미국에서 반도체 연구에 필요한 중고장비를 들여와 5~6명의 연구원과 함께 10평 남짓
한 작은 연구실에서 TV용 반도체를 개발했다. 다음해인 1974년에는 미국의 반도체회사
로부터 중고장비를 기증받고 100여 평의 실험실을 확보하면서 연구개발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후 1976년 반도체장치연구실은 반도체기술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컴퓨터 분야의 연구는 반도체보다 더 늦게 시작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는
1972년 KIST 전자계산실에서 개발한 ‘세종 1호’로 미국의 미니컴퓨터 ‘노바 01’을 개
량해서 만든 제품이었다. 세종 1호는 정부의 의뢰로 사설 전자교환기를 개발하던 중 그

KIST 반도체기술개발센터의 연구진이 주축을 이루었다.

시스템의 일부로 개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훗

우리나라 전자산업 육성의 사명을 띠고 출범한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임무는

날 컴퓨터 기술 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73년 전자계산실이 전자계산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와 시험 생산을 통한 전자산업의 지원까지 포괄하는

운영실과 전자계산개발실을 둔 전자계산부로 확장된 후에야 컴퓨터 연구의 토대가 마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의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다소 시

련됐고, 1976년에는 6개 연구실과 전산관리실을 갖춘 전자계산조직연구부로 확대 개편

간이 걸렸다. 먼저 전자기술 연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시설과 자금 등의 여건 또한

됐다. 1977년 3월에는 전산개발센터가 발족해 컴퓨터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기

미비했기 때문이었다.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전자기술 분야 연구 인력들은 이후 한국전자기술연구
소의 핵심 구성원으로 우리나라 전자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해나갔다.

연구개발을 위한 체제가 정비된 것은 설립 후 1년이 지난 1977년 말이었다. 1977
년 11월 KIST 소장으로 있던 한상준 박사가 오현위 박사에 이어 소장으로 취임하고, 12
월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의해 컴퓨터 분야 연구진들이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비로소
반도체와 컴퓨터를 아우르는 전자기술 연구개발 체제가 정립됐다. 일반 전자기술의 개

2절 »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

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산업기술의 개발과
지원까지 도모하면서 반도체 집적장치와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은 1974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가 ‘특정연구기
관육성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칭)를 특정연구기관으로 이미
지정해 놓았던 것이다. 전자산업과 수출정책을 총괄하던 상공부는 1969년부터 시작된

3절 »
IBRD 차관 도입과 반도체 연구기반 조성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 2단계에서 전자산업 개발체제 확립을 위한 기본 목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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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술의 연구개발’, ‘양산체제 확립’, ‘생산의 합리화’ 등으로 정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설립은 처음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의

소 발족을 준비했다.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연구기반

차관 도입을 전제로 했다. 1974년 11월 IBRD 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전자산업

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발전 방안에 대한 조언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연구소 설립 계획이 공식화된 것은 1976년 9월에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였

1976년 초 우리 정부는 연구소 설립 방침을 구체화한 뒤 IBRD에 연구소 설립 자

다. 이 회의에서 1981년까지 내·외자를 포함해 총 6억 달러를 투입해 57개 품목, 151

금을 빌릴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했다. IBRD에서는 2명의 조사단을 파견해 연구소

개 공장을 신설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을 완전 국산화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기

설립을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놨으며 이후 차관 교섭이 본격적으로 전개됐

술집약적 체제로 전환한다는 전자공업 육성 계획이 결의됐다. 특히, 투자 규모와 파급

다. 1976년 11월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 자금의 조달지원을 IBRD에 정식으로 요

효과가 큰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9개 품목은 정부 주도로 개발하기로 하고, 내자 51억

청했고, 1977년 7월과 197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IBRD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조

원과 외자 2,900만 달러를 들여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 결과, 총 사업 규모는 5,280만 달러, 그 중 차관 자금은 2,770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이러한 전자공업 육성 계획에 따라 1976년 12월 30일 한국전자기술연구소

1978년 11월 IBRD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1979년 3월 29일 정부의 보증으로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 : KIET)가 상공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공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IBRD 간에 차관 도입 협정이 체결됐다. 차관 도입 규모는 IBRD

식 출범했다. 초대 소장으로는 오현위 박사가 임명됐으며, 발족 당시 연구소 인력은

에서 처음 평가했던 차관 자금보다 130만 달러가 더해진 2,900만 달러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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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관을 도입한 목적은 반도체 설계와 공정기술의 개발, 그리고 컴퓨터

반면 1970년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65년 미국의 코미반도체가 들어온 것을

제작과 사용기술의 개발을 통해 한국 전자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기로 단순 조립공장 형태의 하청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도체산업은 워낙 기본

차관에 따라 정부는 연구기기와 시설장비 도입, 전문가 초빙과 기술훈련, 연구개발을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돼 당시로서는 민간업체의 투자

진행해야 했으며, 그렇게 제품 개발과 시험 생산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기업체에 전수

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

해 받는 기술 사용료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다.

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1977년 대규모 집적회로 설계기술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연

1979년 3월, IBRD와 차관협정이 정식 체결됨에 따라 연구소는 본격적인 건설

구개발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반도체 공정기술 분야에서는 1978년 웨이퍼 제조공정기술

사업에 착수했다. IBRD에서 추천한 반도체 시설 전문가를 초빙해 반도체연구동 건설

개발과 함께 표준화를 위한 P-MOS(Positive charge-Metal Oxide Semiconductor)

과 관련 장비의 구매, 설치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며 연구소 건설

예비조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MOS 공정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에 박차를 가했다. 1979년 12월에는 본관과 기숙사가 준공돼 KIST에서 연구 업무를 수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개발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

행하던 반도체 연구진과 서울 사무소의 일부 팀이 구미로 이전했다. 이후 연구동은 건

됐다. 1981년 3월, 전자산업의 중심을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교환기 등 3대 전략품목으

물 설계 검토와 외자로 조달하기로 한 장비 설치 등이 지연되면서 1981년이 지나서야

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한국전자기술연구소도 반도체 연구기반 조성에 박

완공됐다.

차를 가했다. 1981년 4월에는 반도체 연구동이 완공되고 시설과 장비 설치가 마무리됨
에 따라 10월부터 반도체 시설을 가동하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반도체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을 가능하게 한 IBRD 차관

IBRD의 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부를 반도체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어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연구도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 IBRD)이다. IBRD는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부
른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 설립됐으며, 개발도상국에 기

2. 컴퓨터 국산화를 위한 연구

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가입했고, 1970년 대표이사

국내에서 컴퓨터 연구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1973년 8월이었다. 이후 1976년 6

로 선임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차관 도입은 당시 세계은행 아시아담당 경제개발국장이었던 이스칸
더(Magdi Iskander) 박사의 도움이 컸다. 후진국들도 반도체와 컴퓨터를 개발해 선진국의 기술 독점

월 컴퓨터 국산화를 위한 연구조직으로 전자계산조직연구부가 6개 연구실과 전산관리
실을 갖추고 확대 개편되었으며, 1977년 3월에는 전산개발센터가 발족됐다.

을 해소해야 한다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칸더 박사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설립

컴퓨터 국산화를 목표로 1978년부터 시작된 컴퓨터 기술 연구는 미래에 대가올

자금 2,900만 달러의 차관을 세계은행에 요청했을 때 일부 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첨단 컴퓨터 시대에 대비하고 국산 컴퓨터 개발의 초석을 놓는 일이었다. 당시 하드웨

전자산업 육성 의지와 기술력을 믿고 적극 옹호해 차관 도입을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됐는데, 먼저 하드웨어 분야는 ‘다중
과제가 가능한(Multi-user Microcomputer) 개발에 관한 연구’가 최초의 연구개발사업
이었으며, 이 연구는 컴퓨터 산업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이

4절 »
반도체와 컴퓨터 연구의 시작

용해서 진행됐다.
1979년에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On-line Real-time 컨트롤 시스템 개발
과 전자계산기 접속용 키보드 프린터 터미널 설계 기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

1. 반도체 기반기술 개발

1980년에는 8비트 마이크로 컴퓨터 CPU 메인 Board 및 Memory Board 연구

세계 반도체시장은 197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959년 집적회로(IC)

개발을 통해 컴퓨터 국산화의 바탕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1979년 Multi-

가 개발된 이후 라디오, TV 등 전자제품은 물론, 통신장비, 산업용기기, 군수장비 등에

user Operating System, 초소형 컴퓨터 일반화를 위한 Operating System, CP/M과

이르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이처럼 반도체기술이 전자산업의 새로운 핵심기

병용할 수 있는 Operating System 등 다양한 업무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술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시장에서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
었다. 1975년 일본은 이른바 ‘반도체 전쟁’을 선포하고 반도체 강국인 미국을 따라잡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총 700억 엔 규모의 ‘초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기
술연구조합’을 구성하고 4년 내에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대규모 집적회로를 개발한다
는 프로젝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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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기획관리부, 시험부의 3부 아래 8과 1실을 두었다. 이후 연구소 건설계획이 구
체화되면서 1978년 1월 건설부가 창원건설사무소로 개편되고, 연구부가 신설되면서 시
험검사를 비롯한 연구개발 업무가 시작됐다.

산업의
동력,

한국전기
기기시험
연구소

전기 분야 연구개발과 함께 중전기기의 시험검사를 주요 임무로 한 한국전기기
기시험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 하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소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나갔다.

2절 »
1절 »

전기 관련 시험 업무와 연구개발 활동

중전기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설립

연구소 체제가 정비될 무렵인 1977년 5월에는 연구소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의
산업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과 송·배전 등 중전기(重電氣)산업

국제 입찰을 진행해 미국의 WEC사를 선정하고 시험설비의 사양서와 건설 도면을 작

은 훨씬 오랜 역사를 지니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1970년

성했다. 또한 연구소 건설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1979년 12월, 일본 미쓰비시 상사

대 중반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경제개발정책 이후 전기 수요의 급증으로

와 1,870만 달러의 차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978년 3월 28일에는 창원기계공업단

중전기 공업 기반이 확대일로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충당할 기술이나 대규

지 안에 확보한 5만여 평의 부지에 터 닦기 공사 기공식을 거행했다.

모 시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외국의 기술과 부품을 들여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는 그동안 한국전력(주)의 한전기술연구소에서 해오던

와 제품을 생산했으며, 그렇게 생산한 제품의 시험과정은 다시 외국에 의존해야 했다.

중전기기의 시험검사 업무와 자산을 인수했으며, 1978년 2월 18일부터 시험 업무를 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전기 업체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작해 1978년 한 해 동안 시험 건수 1만 3,300여 건에 374만 원의 시험료 수입 실적을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했다.

올렸다. 이후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설비의 대형화로 전기제품의 수요가 대형화·대용

1975년 1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최한 상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전기 분

량화되면서 시험료 실적은 매년 약 40% 정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공정하고 엄격

야의 단락시험설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전기공업협동조합 총회에서도 1975년도

한 시험과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로 전기제품의 품질 향상을 촉진해 시험 업

4대 사업의 하나로 전기기기시험소 설치를 계획하고, 그해 6월 KIST에 사업 타당성 조

무 첫해에는 불합격률이 35.5%에 달했으나 1980년에는 개발 시험의 경우 불합격률이

사를 의뢰해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리하여 11월에 전기학회, 한국

17%대로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전력, 전기공업협동조합, 전기협회 등 21개 기관과 기업 대표가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의 초창기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중전기기의 시험검사

를 거쳐 다음해인 1976년 2월 ‘한국중전기시험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와 함께 제품 개발 및 규격화 연구,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력계통 운전 개선 연구 등이

장으로는 서울대학교 정성계 교수가 선임됐다. 추진위원회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었다. 그러나 전기 관련 시험설비건설에 예산의 대부분이 사용되면서 연구개발 활동은

시설 규모와 소요 자금의 검토, 사업계획과 재단법인 설립안 작성 등의 작업을 추진하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원이 배당될 수밖에 없었다. 수탁연구용역을 받는 것도 여의

는 한편 해외 기술조사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6년 12월 4일 개최된 경제

치 않아 주로 자체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능력을 키워나갔다.

장관간담회에서 전기 분야 시험연구소 설립안이 최종 의결되고, 12월 30일 경남 창원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기기기연구부에서 특고압(22.9KV) 배전선로 전류측정기

기계공업단지를 주소지로 해 연구소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를 개발한 데 이어 정부의 기기 국산화 시책에 따라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Korea Electric Research and Testing Institute : KERTI)가 탄생했다. 초대 소장으

다목적용 전기용접기 등 다양한 기계류 시작품을 개발했다.

로는 정성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1977년 3월에 열린 첫 이사회에서는 직제규정을 비롯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건설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연구소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초기 연구소 조직은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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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통폐합과

수 연구 인력이 연구기관을 떠나게 했고 연구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또한 소장을 비
롯한 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 내용과 주관부처의 괴리에서 오는 행정적 비효율성도 중요

한국
전기통신
연구소 출범

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연구소를 하나의 연구소로 통합시키는
등 연구개발의 특성을 간과한 정책으로 훗날 많은 연구소들이 다시 분리되고 새롭게 분
화되는 등의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했다.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부처
통폐합 전

1절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과학기술처

자원개발연구소

동력자원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종합에너지연구소

공업진흥청

한국표준연구소

이렇게 첨단기술 개발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

한국선박연구소

립 목적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상공부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온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통신기술연구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소를 하나의 연구소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기관들이 자

한국전기통신연구소

IBRD의 통폐합 반대로
1985년 5월까지
독자적으로 존속

체신부

한국통신기술연구소

침체와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던 1980년대 초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 전반
의 개혁을 내세워 언론사 통폐합과 함께 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한국표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소

1970년대 후반에도 전자산업의 발달이 방송과 통신, 정보산업에 의해 주도되어

율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강제 통폐합이 감행됐다. 경제

(부설)해양연구소로 존속
한국에너지연구소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기관들은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경제

기관 통폐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부설)해양개발연구소는

(부설)해양개발연구소

한국핵연료개발공단

던 물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기업체의 도산과 실업 사태를 야기했으며 정부

침체로 기술 개발 수요가 줄면서 기업체의 연구수탁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가하던 국내 경제도 급격한 침체와 위기 국면을 맞았다. 1979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통신, 전자, 전기 등 세 분야의 연구소도 설립 당시의 기대에

비고

한국과학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1978년에 또 다시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고도성장을 구

통폐합 후

한국연초연구소

전매청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고려인삼연구소

이다.
1980년 9월 과학기술처는 성격이 비슷한 연구기관들의 통폐합 방침을 공식적으
로 발표했다. 이런 인위적인 통폐합은 연구기관 당사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으나 당
시의 위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도 펼쳐보지 못하고 현실로 받아들

2절 »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의 통합

여야 했다. 소수 인사들이 비밀리에 추진한 출연 연구기관 통합 방침은 10월에 관계 부
처 협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11월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 방안’으로 공표됐

정부출연연의 인위적 통폐합이 진행되던 시기에 한국통신기술연구소는 ‘한국통

다. 주요 내용은 연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16개 연구소를 유사기관끼리 통폐

신기술연구소 독립 운영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합해 8개의 연구소로 축소하고, 이를 모두 과학기술처 산하로 일원화한다는 것이었다.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의 업적, 통신기술의 비중과 전문성 등을 내세워 다른 연구소와

그러나 이질적인 연구기관의 타율적 통합은 업무와 인사 갈등을 불러와 많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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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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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 연구의 싹을 틔우다

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되었지만,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차관 제공자인 IBRD의 반대

1983년 준공된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제1연구동. 이후
TDX 개발로 연구 공간이 부족해지자 1984년 제2연구

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남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자기술연구소의 주무부처를 종전의

동 공사에 착공했다.

상공부에서 과학기술처로 변경하고 소장과 경영진을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단일화함
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통합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와 IBRD 간의 완전한 합의 전
에는 연구소의 경영 형태를 바꿀 수 없다는 차관협정상의 조건에 따라 존속되긴 했으나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최순달 소장이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소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통합 계획의 상당 부분을 수용해 기존 조직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리돼 있는 두 개의 연구소를 통합 관리하기는 쉬운 일은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980년 11월, 정부의 지시에 의해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
소,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의 각 부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통합작업반을 구성하고,

아니었다. 이후 최순달 소장이 체신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1982년 7월 김정덕 박
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신임 소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두 연구기관의 소장 겸임체제는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과학기술처의 연구기관 통합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통합작업지침을 작성했다. 그리고

한편,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설립 이후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과 함께 학술 분야

대덕에 있는 한국통신기술연구소를 본소로 하고 구미의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창원의

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1984년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를 분소로 하는 통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차관에 의해 설립된

하게 됐다. 당시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주로 특정 연구과제의 수행에 집중되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차관 제공자인 IBRD의 반대로 통합되지 못했다. 결국 한국통신

데, 이것만으로는 점점 증가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정부의 추가적인

기술연구소와 전기기기시험연구소는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되고, 한국전자기술연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연구소는 1984년 1월 연구

구소는 따로 분리돼 소장과 이사진만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통합절차가 진행됐다.

소의 토지와 건물, 인원 일부를 타 기관에 이양하고 그 자금으로 연구소를 대덕연구단

이에 따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Korea Electro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지로 이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소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Research Institute : KETRI)는 1981년 1월 대통령령에 의해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되
고, 1월 20일 대전지방법원 동대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전기통신 분야의
종합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했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초대 소장으로는
최순달 박사가 선임됐다.

4절 »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출범 당시 연구소 인원은 통신 부문 341명, 전기 부문 122명으로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연구직 비율은 통신 부문 58%, 전기 부문 46% 수준

1. 국산 1호 전자교환기, TDX-1

에 머무르고 있어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가 시급했다. 연구소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된 1981년에는 농어촌 지역 전화 현대화 계획의 일

해외 과학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 인력의 고급화와 자질 향상을 위

환으로 농어촌 지역에 시분할 방식의 전자교환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이에 따

한 노력을 병행했다. ‘연구원 자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전 연구원의 석사화’, ‘전

라 TDX의 국내 개발 필요성은 점점 커져갔다. 정부는 198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조사

연구원의 10% 박사화’, ‘전문 경력 연수의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반을 꾸려 농어촌 통신 개선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

연구원의 자질 향상을 꾀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통신 부문은 1984년에 644명에

로 8월에 ‘한국형 모델의 개발, 국산화 기술 전수,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의 핵심기

이르렀고, 연구직의 비율도 전기 부문을 포함해 65%로 상승함으로써 국책연구소로의

술 제공, 공급가격과 공급시기를 고려해 중용량 시외교환기와 농어촌 교환기를 공급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는 내용의 시분할 교환기 개발에 대한 종합 검토 중간보고서가 제출됐다.
이후 연구소는 시분할 교환개발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달간의 준비 끝에 1982년
부터 5년간 연인원 1,300명과 총 240억 원의 연구비 투입을 골자로 하는 개발 계획안을

3절 »
독립 연구기관으로 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제출했다. 당시 큰 공장 한 개를 세우는 데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던 것을 감안하
면, 240억 원의 연구개발비는 정부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막대한 규모였다. 더구나 몇
몇 선진국만이 갖고 있는 시분할 전전자교환기를 당시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 개발할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전기기기시험연구소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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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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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TDX-1을 상용화한 데 이어 1987년 양산모델

01. 정보통신 연구의 싹을 틔우다

1987년 개최된 전국 전화 자동화 완성 기념식. TDX

인 TDX-1A를 국내 통신망에 대량 보급함으로써 1가

개통으로 우리나라는 1가구 1전화 시대와 함께 자동

구 1전화 시대를 열었다.

전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 주체인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개발 가능성과 의지를 확인

삼성반도체통신 등 개발사업 참여업체들과 기술전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상용

하고, 1981년 10월 20일 TDX 개발 계획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해서

화 절차를 추진했다. 또한 1985년 7월부터 9월까지 서대전전화국과 유성전화국에서 다

총 연구기간 5년(1982~1986), 총 연구비 240억 원, 연인원 1,300명이 투입되는 대형

수분국연동시험을 실시하고, 8월에는 업체가 제작한 시스템의 성능과 품질 수준을 확

연구개발 사업의 막이 올랐다. 1982년 3월, 1차로 12억 2,700만 원의 개발 예산이 체신

인하기 위해 회로팩에 대한 검사와 환경시험을 마쳤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상용

부의 출연 승인을 받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설 시분할 전전자교환기 개발은

시험을 거쳐 1986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우리나라 4개 지역에 설치될 TDX-1에 대한 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전기통신공사의 인수시험이 실시됐다. 그 결과 123개 항목 중에서 122개에 합격점을

개발 초기에 연구소는 서울 남산타워를 지탱하고 있는 좁은 공간의 건물에 위치

받아 TDX-1의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해 있었으나, 1983년 3월 대덕연구단지 내에 연구소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250명의 전

이후 계속된 시험과 기능 보완을 거쳐 1986년 3월, 4개 업체에서 생산한 TDX-1

연구원이 대덕으로 이사를 하고 본격적인 TDX 개발을 위한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그

2만 4,000회선이 전북 무주, 경북 고령, 경기도 전곡과 가평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

해 9월에는 TDX 개발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TDX 개발이 진행됐다.

통됐다. TDX-1의 개통으로 우리나라는 TDX 개발사업의 1차 목표였던 만성적인 전화

한편 대규모 신규 인원이 채용되면서 밤낮 없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최초의

적체를 해소했다. 1986년 TDX-1의 상용서비스가 개시 된 후 1986년 말까지 농어촌지

TDX-1 시험기가 완성을 앞두고 있을 무렵, 개발과 사업화 관리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역에 20만여 회선이 공급돼 처음으로 전화적체율이 10%대로 낮아졌고, 1987년 9월에

대두됐다. 이에 따라 1983년 이후 정부의 총괄 아래 출연과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는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전화시설 규모면에서 세계 10위

조직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TDX사업단이란 이름으로 꾸려지고 기존의 TDX개발단은

권에 진입하며 통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양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컴퓨터와 통

연구개발과 기술전수를 담당하는 체제로 정비됐다. 또한 생산업체로 참여한 금성반도

신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전자교환기의 국내 개발 성공은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와 기술

체, 한국전자통신, 동양정밀 등의 기업들이 교환기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

력 향상을 가져왔다.

으로 1982년부터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청 후 1년여를 기다려야 겨우 가능했던 전화 설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교환기 개발사업은 1982년 이후 빠르게 진척됐다. 1981년

가 1987년을 기점으로 신청 즉시 가능해졌고, 심각한 전화적체로 인해 청약 시 1순위에

에 개발된 3차 시험기는 TDX-1X란 이름으로 그해 7월부터 1983년 12월 말까지 용인

서 4순위까지 구분했던 ‘청약승낙순위제’도 1987년 7월 폐지됐다. 또한 모든 전화 가입

군 송전우체국에 설치되어 362회선을 시험 운용했다. 그리고 TDX-1X을 시험 운용한

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직접 다이얼을 돌려 즉시 통화를 할 수 있는 자동전화 시대도 열

분석 결과를 토대로 1983년부터 농어촌용 교환기로 실용화할 1만 회선 용량의 TDX-1

렸다. 자동 전화의 전국적인 보급은 전국을 동시 생활권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고,

의 설계와 제작이 시작됐다.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전화적체의 완전한 해

TDX-1 시험기는 1984년 3월까지 연구소 내의 STP에서 시스템 시험을 실시한

소는 우리나라가 비로소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후 4월에 서대전 전화국에 모국 시스템을, 5월에는 유성전화국에 분국 시스템을 설치해
제반 기능을 시험했다. 또한 4월과 8월의 인증시험을 거쳐 9월 1일에는 모국 2,400회

2.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의 초석 마련

선, 분국 720회선을 수용해 2차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후 나타나는 결함을 지속적으로

단순한 음성정보 전달에 그치던 초기 통신기술은 점차 문자와 화상의 전달이 가

개선해 1985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인증시험에서는 총 393항목 중 1항목을 제외한

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디지털 방식의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970년 이후에

392항목에 합격함으로써 상용화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는 음성과 데이터 등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통신망(Internet Service

TDX-1 개발 성공 이후인 1984년 8월에는 금성반도체, 동양전자통신, 대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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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시작됐고,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도 1983년부터 기존의 통신

01. 정보통신 연구의 싹을 틔우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정부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계
획’에 따라 8비트 교육용 PC를 개발, 전국 교육기관에

망을 ISDN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보급해 컴퓨터 대중화에 앞장섰다.

우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망 기술
과 ISDN 모델, 영상통신 시스템 기술과 음성정보 입출력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
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국제표준(ISO)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 소프트웨어가 설계되고,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망 접속장치가 개발됐다. 이와 함께 기
존 아날로그 방식의 국내 통신망에 디지털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
토하고, ISDN 규격에 의한 디지털 가입자 장치의 시스템 레벨 설계를 완료했다.
또한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시범사업 중 신규 서비스 기술 개발 과제의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 CCITT)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부속 기관으로 1956년 전화

일환으로 비디오텍스 시스템과 텔리텍스 시스템의 실용화를 추진했다. 1982년과 1983

한편 연구소는 정부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 계획에 따라 1982년 10월부터 교육

년에 각각 수행된 과제들은 사무자동화와 교육정보수단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비디오

용 소형컴퓨터(PC) 개발을 시작했다. 연구소가 개발한 8비트 PC 5,000대를 실업계 고

텍스와 텔리텍스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인 국내표준규격(안)을 완성시키는 성과도 거뒀

등학교에 보급해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컴퓨터 산

다. 특히 이들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한글 워드프로세서 기술이 개발돼 이후 한글 워드

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제에는 금성사, 동양나이론, 삼보컴퓨터, 삼

프로세서가 대중화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성전자, 한국상역 등 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983년 1월까지 연구소가 제시한 규격에

한편 ISDN의 구성을 위해 새로운 신호방식이 요구됐는데, 이를 위해 1984년에
는 국내표준 신호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CCITT(현 ITU-T) No.7 공통

화부문(ITU-T)으로 변경됐다. 무선통신을 제외한 전기
통신 전반에 관한 기술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전기통신
표준에 대한 자문과 권고를 하는 것이 주 임무다.

따라 각 업체에서 제품 설계를 완료하고, 시제품 개발과 검사를 실시해 8월까지 업체별
로 1,000대씩을 납품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 신호장치를 개발했으며, 공통선 신호방식(CCS)인 No.7 신호방식 및 상호연동화에

연구소는 기능규격서, 지침서 및 교재를 작성해 업체에 배포하고 기술 지도를

따른 문제점을 추출하고 ISDN 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는 D채널 프로토콜에 대한

하는 한편, 1983년 3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6개월간 업체별 상용품 제작과

국제 표준화 동향 및 패킷망과의 상호 연동화를 위한 프로토콜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기간을 거쳐 1983년 8월, 5개사가 생산한 SPC-1000(삼성전자), 트라이젬-300(삼

와 전신에 관한 기술 및 운용상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
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93년 전기통신 표준

가능해졌고, 이후 지속적인 컴퓨터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ISDN 구축을 위한 1단계의 소규모 ISDN 모형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전기
통신공사 연수원과 연구소 사이에 설치하고 이를 시범 운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과 관
련기기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펼쳤다.

보컴퓨터), 스폿라이트 1(한국상역), 하이콤-8(동양나이론), 금성패미콤(금성사) 등 교
육용 소형컴퓨터 5,000대가 전국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연구기관에 보급됐다.
교육용 소형컴퓨터 개발 사업은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제품 제작에
서 완제품 생산, 보급, 효과 분석까지 계획한 사업 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특
정 연구사업의 좋은 사례가 됐다. 또한 당시 동일 기종의 컴퓨터를 수입할 경우 약 40만
원이 소요되었던 것을 국내 개발을 통해 절반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5절 »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컴퓨터 대중화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컴퓨
터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8비트 컴퓨터 개발에 이어 1982년 5월부터 삼성반도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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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산 컴퓨터 시대의 개막

신(현 삼성전자)과 공동으로 16비트 UNIX 컴퓨터 개발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2년간 총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중요한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 국산화였다. 연

8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미니 컴퓨터급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구소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협소한 컴퓨터 시장과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 속에서 컴퓨

로 1차년도에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시스템 분석, 설계기술 개

터 주변기기 개발과 응용기술 개발 등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다.

발과 함께 하드웨어 기술을 확보하고, UNIX 이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립했다.

1981년부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용 CPU 보드와 메모리 보드 개발 및 시스템 소

2차년도인 1984년에는 16비트 컴퓨터 개발을 범용 컴퓨터 설계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

프트웨어 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8비트 컴퓨터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내·외

과제로 계속하는 한편, 금성사와 대우통신, 삼성컴퓨터, 동양정밀, 금성반도체 등이 참여

자 총 8억 원 중 금성사와 삼성전자, 동양나이론이 30%를 투자하는 공동연구개발로 진

해 RPG 컴파일러의 개발과 컴퓨터 구조 설계기술의 개발 등을 동시에 수행했다. 이 때

행됐으며 그 결과, 1983년 3월 ‘HAN-8’로 명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8비트 마이크로컴퓨

개발된 RPG 컴파일러는 국산 16비트 컴퓨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컴퓨터의 국내 개

터가 세상에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8비트 컴퓨터의 개발로 소형 컴퓨터의 국내 개발이

발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연구소는 이 기술을 삼성반도체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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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 연구의 싹을 틔우다

1. 8비트 컴퓨터에 이어 1982년부터 16비트 UNIX 컴퓨터 개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메모리 반도체 개발 이외에도

발에 착수, 1984년 삼성반도체통신에서 국산 상용 컴퓨터

8비트 마이크로컴퓨터용 칩인 K8048(좌)과 VTR용

1호인 ‘SSM-16’이 상용화됐다.

IC(우)를 개발했다.

2. 1982년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32K ROM 개발에 성공했다.

이전해 국산 상용 컴퓨터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SSM-16’을 상용화했다.

32K ROM 개발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1984년 6월에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6비트 컴퓨터 시스템보다 한

32K ROM의 개발 성공에 힘입어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곧바로 64K ROM 개

단계 위의 32비트 UNIX 컴퓨터 개발에 착수했다. 32비트 컴퓨터 개발도 삼성반도체통

발에 착수해 1983년 개발에 성공했다. 64K ROM은 6만 4,000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신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MC68020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표준 운영체제인 UNIX 5

반도체로 32K ROM에 비해 2배의 집적도를 가지고 있었다. 64K ROM의 개발은 128K

를 채택한 중소형 마이크로컴퓨터인 32비트 UNIX 컴퓨터는 1988년 ‘SSM 32’라는 이

ROM, 256K ROM의 가공을 가능하게 했고, 칩 크기를 반으로 줄임으로써 원가 절감

름으로 상품화돼 2,000대 이상이 교육과 연구용으로 국내에 보급됐다.

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우리나라가 반
도체 신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2. 반도체 자립화의 시작

32K ROM과 64K ROM의 계속된 개발 성공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

1980년대 선진국의 반도체기술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그에 비해 당시 우리나라

리던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며, 그 결과 반

의 반도체 연구개발은 여러 면에서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국산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도체 붐이 조성되어 1983년과 1984년에는 삼성반도체통신(현 삼성전자)에 의해 64K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 특히 IBRD 측의 반대로 연구소의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는

DRAM과 256K DRAM이 개발됐다.

등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꾸준히 이뤄져

이 밖에도 연구소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해오던 반도체 설계방식을 개선하기

MOS 기술과 VTR용 Bipolar IC 기술 개발, ROM 칩과 반도체 설계기술의 개발, 그리

위해 1983년부터 반도체 설계자동화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K80C48 저전력 CMOS 단

고 반도체 생산지원기술의 개발이 진행됐다.

일칩 마이크로 컴퓨터와 K1000 ICU칩을 설계하는 등 새로운 반도체 설계기술이 조기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각오로 IBRD 차관을 사용했기 때
문에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반도체 설비는 대량 생산을 전제로 계획됐다. 당시 한국전

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수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했다.

자기술연구소에서 양산할 반도체 품목으로는 게이트어레이, 기억소자, 고속 스위칭 회
ROM(Read Only Memory)

로 등이 검토되었는데, 그 중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VTI사가 제안한 기억소자 ROM이

한번 기록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지만 다

가장 현실적이었다. 당시 VTI사는 안정된 NMOS 공정을 수립하고 ROM을 대량 생산

시 기록할 수 없는 메모리를 말한다.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장비와 프로세스도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유사했기 때
문에 짧은 시간에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에 가장 유리했다. 따라서 연구소는 우선 32K
비트 기억용량의 ROM 개발을 위해 1982년 VTI사에 기술료 105만 달러를 지불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ROM 설계에 관한 포괄적인 기
술을 개발하는 한편,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과 시험 분야 기술 개발을 병행했다.
그 결과 1982년 10월, 국내 최초로 32K ROM 개발에 성공했다. 비록 외국의 생
산기술을 결합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32K ROM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억소자였다.
이것은 국산 반도체 기판에 약 4천여 단어를 기억시킬 수 있는 고정 기억소자를 집적한
제품으로 마이크로컴퓨터와 전자 게임, 산업용 로봇,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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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기술연구소

기술 개발 연표 (1976~1984)

한국통신기술연구소

1977

- 음향기기용 Stereo Decoder 및 Audio Power Amp 설계

1979

-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on-line Real-time Control 시스템 개발
- Multi-user용 Basic Interpreter개발

1977

- Dolby IC 설계

- 통화량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전산화 모델 개발

- Voltage Regulator IC 설계

1978

- 특고압 배전선으로 인한 유도장애 방지 및 전산시스템 개발

- Medium/High Voltage Bipolar IC 공정 개발

- 6.3Mbps 광전송장치 개발

- 태양전지 공정 개발

- PCM 전송장치 개발

1979

1980

- 8비트 마이크로 컴퓨터용 CPU Board 개발

- 시분할 전자교환기 1차 시험기 개발(96 가입자 회선)

- 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논리회로 설계, 마스크 제작, 테스트 칩 제작

- 114 안내용 한글 터미널 개발

- Voltage Regulator IC의 공정 개발

- DDD 및 시외대 교환기와 PCM 반송 단국장치와의 정합장치 개발

- Stereo Decoder용 마스크 제작기술 개발
- 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논리회로 설계 및 테스트 칩 제작

1980

- 시분할 전자교환기 2차 시험기 개발(200 가입자 회선)
- 중장거리 시스템용 광중계기 개발

1982

- 32K ROM 개발

1983

- 제62회 전국체전 전자시스템 개발

- 신형 공중전화기 시작품 제작
- CCITT No.7 공통선 신호장치 개발

- 8비트 교육용 컴퓨터 개발

한국전기통신연구소

- 8비트 Single Chip 마이크로프로세서(K8048) 개발

1981

- 44.7Mbps 광통신 시스템 상용화 시험 성공

- VTR IC1의 설계 제작

- 신형 Booth 개발

- 64K ROM 개발

- 신형 DDD 공중전화기 개발

1982

1984
- 시분할 전자교환기 3차 시험기 개발(500 가입자 회선)

- 16비트 UNIX 컴퓨터 개발
- 3㎛ CMOS 공정 개발 (256x16비트 PLA 제작)
- LSTTS 공정 개발

1983

- 45 및 90Mbps 다중 모드 광통신 시스템 개발
- 전자교환기 집중 보전 시스템 개발

1984

- 장거리 회선 감시 제어 및 운용관리 시스템 개발
- 전자교통 관제 시스템 개발

1985

- 가입자 선로 집중보전 시스템 개발
- K-LAN 개발
- 선형 집적회로와 계수형 집적회로의 분석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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