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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IT에서 답을 찾다

1. IMF 구제금융과 ETRI의 변화

1997년 1월 ETRI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창립 20주년을 맞아 ‘인류 복지를 선도하
는 연구소’를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1997년 말, 갑작스럽게 닥친 IMF 한파로 연구원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000여 명, 기업체 연구소에서 5,000여 명 등 모두
7,000여 명의 연구원과 기술직 직원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덕연구단지를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로 우리나라 IT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ETRI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체 인력의 20%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
으며, 그 결과 1997년 말 1,950명이었던 인력이 1998년 11월에는 1,544명으로 축소됐
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순한 연구인력 규모의 감소를 넘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기
술 노하우와 연구능력의 축소를 의미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했다. ETRI는 대외적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먼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위
해 연구개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보통신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 국가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 세계
최초·초일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전문 분야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구와 조
직도 축소했다. 기존의 7개 연구단과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 체제를 교환·전송기술연
구소, 무선·방송기술연구소,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회로소자기술연구소 등
4개 연구소로 통합 개편하고 전문연구소 체제로 조직을 전환했다.
1998년에는 경영 목표를 연구단가 최소화(Minimization of R&D Cost)와 기술
료 수입 최대화(Maximization of Royalty)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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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ETRI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인류 복지를

1. 1997년 열린 제2회 CIC. ETRI가 개발한 CDMA 시스

선도하는 연구소’를 목표로 제시했다.

템 등 정보통신기술이 IMF 극복의 선두주자로 떠올

2. ETRI는 전기통신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

랐다.
2. ASIC지원센터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소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 새롭
게 출발했다.

확보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ASIC
개발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다.

에 실천조항으로 3C(Challenge, Creativity, Customer)를 제시해 변화와 개혁을 시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근본

했다. 또한 전면적인 연봉제와 계약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 조정, 평가시스템

적인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산

등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을 시도했고, 연구 부문에서는 연구과제의 기획·선정·평가

CDMA 이동통신기기가 통화 품질의 우수성과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아 IMF 경제 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나갔다.

기 속에서도 수출이 급격히 늘었던 것이나, 소프트웨어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도 정보통
신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교환・전송기술연구소

정보통신
연구관리단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경영기법과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무선・방송기술연구소

원장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보통신 인력
을 양성해 고용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홍보실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이사회

기획관리부

감사

회로소자기술연구소

총무부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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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정보화기술연구본부

부호기술연구부
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

기술경제연구부

1. 중소기업의 동반자, ETRI
ASIC지원센터 설립

ETRI는 출범 초기부터 자체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도 활
ETRI 조직도(1998년 5월)

발히 추진했다. 각종 세미나, 신기술 설명회, 공동연구개발,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실용기술 이전 및 개발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자칫 사장될 수 있었던 연구개발 성과들이

2. IMF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른 정보통신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국가 경제의 허리인

나라 전체의 경제가 위축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축소됐다. 당장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TDX, DRAM, TiCOM, CDMA 등 대형 첨단기술의 상용화 과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곳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

정에서도 대기업과 같은 비중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힘썼다.

야야말로 IMF 위기에 맞닥뜨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고 근본적인 해결

1996년 설립된 ASIC지원센터도 중소기업의 주문형 반도체 개발 환경 지원을 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어

해 설립됐다. ASIC지원센터는 ASIC 개발과 전문 벤처기업 창업을 돕기 위해 예비 사

려움를 겪고 있던 시기에 정보통신 분야에 자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투자를 통해

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설계 개발 환경 및 제작 지원, 개발품의 홍

경제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보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지원 활동으로 해외 기술도입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따른 외화 지출을 줄이고, ASIC 설계 기술 자립화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

통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주문형 반도체 강국
에 이르는 발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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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설립된 ETRI 창업지원센터는 ETRI가 벤처 창

ETRI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를 설립, 성공

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적인 학·연 성공사례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켰다.

ETRI 창업지원센터 개소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기술혁신과

IMF 체제 하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배출되

단행하고 기존의 대기업 위주에서 벤처기업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첨단

는 인력만으로는 산업현장과 연구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즉 대학 졸업 후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원들의 벤처 창업도 활성화됐다.

즉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996년 6월 정부에

ETRI도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점점 늘어나는 연구원 창업을 좀 더 효과

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에 정보통신대학원 설립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2월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 2,100평 규모의 ‘ETRI 창업

계획을 포함하고, 정보통신기본법을 개정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학원을 설립할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창업보육실, 공용시험실, 경영지원실 및 정보자료실과 기타 부대

수 있다’는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로 구성된 창업지원센터는 상품화 기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후 ETRI가 벤처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연구원의 창업은 보다 활성화됐으며, 1998년에 이르
렀을 때에는 벤처기업 창업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ETRI는 기존의 산업체 기술이전,

이에 따라 ETRI는 부설 정보통신연구단 내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통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1997년 2월 ICU 설립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에서 550억 원,
민간기업에서 5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원 창업기업 지원,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 육성 지원, 주문형 반도체 개발 지원 등

1998년 3월 2일 ICU 개교식 및 입학식이 ETRI에서 개최돼 석사과정 88명, 박

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정보통신 분야 창업 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종합적인 중

사과정 27명 등 모두 115명이 입학했고, 초대 총장으로는 ETRI 양승택 원장이 취임했

소기업 육성 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ETRI의 다각적인 벤처기업 지원 노력은 우리나

다. ICU 설립으로 ETRI는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고급인력을 수급할 수 있게 됐고

라 기술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됐고, 치솟던 실업률을 조금이나마 안정화하는 데 일조함

연구원의 고급과정 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ICU는 기초·기반 분

으로써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창업지원센터는 2005년 말에

야의 연구를 병행해 상호 보완 및 경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강화하는 한편,

문을 닫았지만 그 전까지 모두 132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수혜를 받았으며, 이 시기에

ETRI의 첨단 연구 환경과 연구 기법을 활용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 산·

연구원에서도 60여 벤처기업이 설립됐다.

학·연 복합기관으로서 ETRI의 위상을 튼튼하게 했으며 2009년 3월 KAIST와 통합돼

1998년 12월에는 KAIST 내에 있었던 ETRI 창업지원센터에 중소기업 RF시험

KAIST ICC(IT Convergence Campus)로 발전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서 요구하는 RF 관련 시스템 시험, 모듈 시
험, 측정 지원, 측정 기술 세미나, 전자파 장애(EMI)·전자파 적합시험(EMC) 전문 기

3. SCI에 등재된 ETRI Journal

술 교육, 기업 애로기술 지원 등을 제공했다. 당시에는 주로 연구원의 불용자산을 재활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과학전문 학술지 및 저널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용해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 및 대전시를 통해 벤처기업 활성화

높아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각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SCI(Science Citation

를 위한 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해 기업체에 적합한 계측장비, 신뢰성 시험 등 각종 장비

Index)에 등재된 저널 논문과 인용도 등을 기준으로 교수와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했

를 구축해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공용시험실을 운용함으로써 RF 관련 중소벤처기업

으며, 국내 주요 학술단체들은 자체 발행하는 학회지 등 학술발간물이 SCI에 등재될 수

이 적시 개발과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있도록 논문의 고급화와 인용도 증가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ETRI는 1993년 영문 학술지인 ‘ETRI Journal’을 창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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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

연구원의 개발 기술 및 연구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1998년에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정보통신산업이 부각된 이후 ETRI는 정보통신 분야의

는 ETRI Journal이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 최초로 SCI에 등재됐다. 당

187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1. ETRI의 계간 학술지인 「ETRI Journal」은 우리나라

03. IT 강국의 역사를 쓰다

1967년 6월 KIST 전자계산실로 출발한 시스템공학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 최초로 SCI에 등재되면

연구소(SERI)는 1996년 1월 ETRI 부설로 이관되어

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1998년 5월 ETRI에 통합됐다.

2. ETRI는 「ETRI Journal」의 SCI 등재를 기념해 조형
물 제막식을 가졌다. 「ETRI Journal」은 2002년부
터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SCI(Science Citation Index, 세계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시 SCI에 등재된 저널의 수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각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측정
하는 객관적인 척도이자, 국가 간 비교 순위를 평가하는 지표였다. 심지어 노벨상 후보

3절 »
시스템공학연구소 통합과 소프트웨어 연구 강화

SCI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학 등의 여러 과학 분야
에서 어떤 논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인용되
었는가를 보여주는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다. 현재 약
1,000만 건 이상의 과학기술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과학기술저널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등재 학술지를 결정
한다. SCI 등재 여부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
술지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SCI 저널 논문 중에서 개인 인용도가
가장 높은 100위 이내의 과학기술인을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을 만큼 SCI는 세계적 권
위를 갖는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다.

<

실로 출발했다. 정부는 선진국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전자계산 기술을 도입하고 국

1998년 JCR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SCI에 등재된 3,300여 개의 저널 중에는

내 정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보산업기술 개발, 컴퓨터 이용기술

미국 1,400여 개, 영국 700여 개, 독일 300여 개, 프랑스와 스위스 120여 개, 네덜란

의 실용화 보급 및 인력 개발을 목적으로 KIST에 전자계산실을 창설했다. 전자계산실

드 370여 개, 일본과 러시아 80여 개 등 G7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

은 1976년 전산개발센터, 1984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시스템공학센터, 1990

리나라는 물리 분야 1개, 화학 분야 1개, 생물 분야 1개 등 3개의 학술지에 이어 ETRI

년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리고 1996년 1월 1일 주관 부처

Journal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SCI 등재 저널 수가 4개로 늘어났다. 또한 당시 전 세

가 과학기술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변경되면서 ETRI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로 소속이

계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SCI에 등재되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단일 연구기관은 미

변경됐고, 1998년 5월 25일에는 ETRI에 통합됐다.

국의 AT&T와 IBM, 그리고 영국의 BT 등 3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ETRI

시스템공학연구소는 ETRI 통합 전까지 30여 년간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입안

Journal이 네 번째로 선정된 것은 ETRI가 정보통신기술 및 학문에서 미국을 비롯한

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발전, 그리고 활용 보급에 있어 과학기술 및 사회 전 분야에 걸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쳐 우리나라 컴퓨팅 정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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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공학연구소(SERI)는 1967년 6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자계산

대표적으로 당시 최고 성능을 가진 컴퓨터(CDC 3300, Cyber시스템, IBM 시스

ETRI Journal은 SCI 등재 1년 후인 1999년부터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제2단

템 등)를 도입해 국가 예산업무 전산화, 한글 입출력 시스템 개발, 체신업무 전산화, 대

계로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개발해 논문 투고를 전 세계에 개방했고 2002년부터

학입학 예비고사 전산화, 기업 MIS시스템 개발, 금융 및 세무행정 전산화, 행정 전산

는 논문 증가와 함께 좀 더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

화, 금융실명제 시스템개발, 아틀라스(War Game Simulation), 전매행정 전산화 등

고 개방정책에 따라 2005년 이후 해외로부터의 논문 투고가 매년 20~30%씩 증가해

국가 및 산업체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우리나라 정보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연간 투고 논문이 약 1,300편, 게재 논문이 약 130편에(게재율 약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 정보시스템(GIONS)을 개발, 성공적으

10%) 달해 수준 높은 저널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ETRI Journal 투고 논문의 심사에

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산업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하는 심사자 수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독일 등 전 세계 50여

또한 시스템공학연구소는 정보통신망 구축과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

개 국가의 전문가 약 5,000명에 이르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저널로 자리매김

기술과 정보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촉진시켰다. 1970년 5월, 한국 최초로 KIST와 당

하고 있다.

시 경제기획원 예산국간의 데이터통신망을 구축·운영한 것을 필두로 1970년대에는

2012년 현재, ETRI Journal은 전 세계 59개국에 약 2,500부가 배포되고 있

KISTNet, 1980년대에는 SERINet 등 전국 규모의 개방형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으며 이메일 구독자는 약 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 SCI 등재지를 수록하는 Web of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최초로 원격 온라인 교육도 실시했다. 그리고 1988년 이후,

Science 이외에도 INSPEC, SCOPUS, EBSCOHost 등 세계적 규모의 저널 데이터베

슈퍼컴퓨터 시대에는 초고속연구망 KREONET/HPCNet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

이스에도 ETRI Journal 논문의 검색 및 원문 링크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전 세계 관

워크 활용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적극 기여했다. 이로써 컴퓨터 공동활용에 따른 기반

련 연구자들이 수시로 ETRI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기술과 노하우가 정부의 ‘5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사업’의 모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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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1988년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터 CRAY-2S를 도입·공동 활용체제를 구축
해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산·학·연의 연구개발자들에게 첨단 연구 환
경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 향상과 첨단산업 기술 분
야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슈퍼컴퓨팅센터는 1999년 10월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편입되어 슈퍼컴퓨팅 및 네트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밀레니엄
시대의
도래와

시스템공학연구소는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첨단기술을 이전하고 중
소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도 기여했다. 1983

ETRI의
도약

년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을 시작해 세계적 기술인 칼라 영상일치 소프트웨어기술 등
1997년까지 59건의 중소기업 공통 애로기술을 개발해 기술을 이전했으며, 1997년에
는 컴퓨터 게임·애니메이션·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가상현실 개발을 위해

1절 »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와 ETRI의 새로운 비전

VR센터를 설치했다. VR센터는 2000년 세계 시장의 5%인 1200억 달러, 국내 시장의
40%인 7조 5000억 원 규모의 컴퓨터 게임시장 점유 기반을 마련했다.

1. ‘21세기 세계 최고 정보통신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비전 정립

1998년에는 중소기업에서 실용화해 수출할 수 있는 첨단 소프트웨어기술들을

다양한 연구업적을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부상시키는 데 중추적

벤처기업에 이전해 정보통신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 신장에 일조

인 역할을 해온 ETRI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경영이념과 비전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19종 67건에 대해 한국컴퓨터 프로그램보

정보통신 환경에 발맞추어 ‘21세기 세계 최고 정보통신연구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호회와 저작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들 프로

을 수립하고, 세계적인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연구기관, 세계적인 우수 연구인력을

그램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보유한 연구기관, 세계 최고의 1인당 기술료를 실현하는 연구기관을 구현하겠다는 목

시스템공학연구소는 체계적인 전산교육을 통해 전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표를 설정했다.

도 큰 기여를 했다. 1970년 은행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최초 프로그래밍 전

또한 21세기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

산교육을 시작으로 1996년 GIS 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1년을 지식 및 품질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ETRI 고유의 역할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실무석사 과정,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 보수교육 과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 부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

정, 강사양성 과정, 프로젝트 실무과정 등을 운영했다. 특히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

직 개편을 단행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 결집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

년간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을 실시해 23,600여명의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인력을 배출

개발 강화, 대형과제 비중확대, 그리고 개발 기술 이전 촉진 등 3가지 계량지표를 경영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IT강국으

목표로 설정해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전망을 제시했다.

로 부상하는데 초석을 마련했다.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실시해왔던 전산교육 사업은
1997년 1월 정보기술교육원으로 분리 개편되었고, 이후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정보

2.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품질경영 및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

통신교육원으로 이관되어 후속 사업을 계속했다.

ETRI는 방대한 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프로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스템공학연구소는 1998년 5월 25일

젝트 기반의 과제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 PMS)을 개발, 운영했

ETRI에 통합됐고 ETRI의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유비

다. 업무별, 부서별, 개별적이었던 기존의 연구 관리가 PMS를 통해 사업계획, 과제 수

쿼터스 사회 구현의 핵심기술로 여겨지는 IT융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행, 사업 관리, 평가 관리 등 전 과정이 온라인 통합 환경으로 관리됨으로써 효율적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주요 기술문서, 즉 TM(Technical Memo),
TDP(Technical Data Package)가 PMS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기술적 노하
우의 축적을 도모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모든 연구 산출물을 전자문서로 저장, 보
존, 관리, 활용 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 ISO 9001 국제표준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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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RI는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동

ETRI 품질경영시스템은 2002년 ISO 9001:2000 인
증을 받음으로써 그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향 및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을 전개했다.
2. 2002년 인터넷웹 분야 국제표준 강화를 위해 W3C
대한민국 사무국을 ETRI 내에 설치, 세계 11번째의
W3C 사무국이 됐다.

Management System : QMS)을 구축해 연구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꾀했으며, 업무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별 연구개발 수행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Barriers to Trade : TBT)을 체결하면서 선진국들은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유리한 위
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

ETRI가 구축한 품질경영시스템은 직접적인 연구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기획, 연구
관리, 기술이전, 구매,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 전

ISO 9001:2000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
한 국제규격으로서 2000년 12월에 개정, 시행 중이다.
1994년에 정해져 사용되어 오던 ISO 9001 규격은 이
와 구별하기 위해 ISO 9001:1994라고 부른다.

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 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
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마련된 협정이다.

ETRI도 세계 IT 연구기관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제표
준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ETRI는 2000년부터 IPv6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

단계에 걸쳐 적용됐으며, ISO 9001 국제기준에도 적합한 ETRI 고유의 연구개발 분야

과 함께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해 인터넷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인 IETF(Internet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Engineering Task Force)에 다수의 국제표준 초안을 제출하는 등 왕성한 국제표준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 11월 연구개발 관련 전 업무 분야에서 국내 정부

활동을 진행했다.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연구과제

그 결과 2002년 10월, 불과 2년 만에 IPv6호스트변환기술 표준문서가 IETF의

기획 및 선정, 상용화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인 출연처와 기술이전업체의 요구를 파

공식표준문서 RFC 3338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IPv6 기반의

악해 반영시킨 ETRI 품질경영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ETRI의 연구개발 경영능력

차세대 인터넷 핵심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국제 기

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였다.

술의 인지도를 확보한 것은 물론, 본격적인 차세대 인터넷 국제표준화의 길을 활짝 열

또한 ETRI는 지식재산이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첨단무기로 등장

게 됐다.

함에 따라 2001년 11월부터 지식경영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2002년 지식관리시스

2003년에는 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MPEG-4, IMT-

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 KMS)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00 등의 주요 국제표준 특허풀(Pool)을 본격 가동하고 MPEG-4 특허풀에 3건의 특

KMS는 1,000여 개로 분류된 핵심기술과 미래가치를 갖는 핵심지식맵을 기초로 2,000

허를 등재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AT&T, 필립스, 노키아, 삼성전자 등 국내·외 핵심

명에 달하는 ETRI 구성원들의 노하우와 연구 경험, 그리고 조직 내에 산재되어 있던

특허 보유업체들과 공동 라이센싱을 추진해 해외 기술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무형의 지식재료 및 지식자산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이어 2004년에는 IT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

혁신을 가져왔다.

고, 국가전략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했다. 또한 연구원 중장기 기술 개발 계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가동된 과제관리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지식관

획에 의한 국제표준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진행

리시스템 등 ETRI의 경영시스템들은 타 연구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ETRI의 경

및 추진 실적 관리 등 국내외 시장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해나갔다. 그 결

쟁력 향상과 경영시스템 선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과 WiBro(휴대인터넷) 기술, 지상파 DMB 기술 등 ETRI의 주요한 핵심 개발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3. 세계가 주목하는 ETRI

한편 ETRI는 2002년 2월 인터넷웹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단체인 W3C(World

국제기술표준의 중심

Wide Web Consortium)와 W3C 대한민국 사무국(W3C Office in Korea) 설립 및 운

21세기 들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기업 간, 국가 간의 치열한 표

영에 관한 계약을 공식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ETRI는 세계적으로

준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표준을 장악한 소수 기업이 국제 시장을 독

11번째 W3C 사무국이 됨으로써 한국의 웹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진기지가

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표준을 주도하려는 경쟁은 더욱 심해졌고, 이러한 현상은

돼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특히 IT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무역에서
의 기술 장벽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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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 베트남 우정통신기술연구소(PTIT)와 기술협

ETRI는 우수특허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97
년 국내 특허출원 6,000건, 등록 2,000건을 돌파하는

력을 체결, 매년 1회 기술교류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2. ETRI는 2001년 북경이동통신연구센터를 개소함으

성과를 거두었다.

로써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수 핵심특허 발굴

국제 연구협력 강화

WTO체제 출범 이후 ETRI는 지식재산권 축적과 관리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속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ETRI의 국제화 노력

특히 우수핵심특허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7년에는 1,701건(국제 334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1998년
부터는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해 1,080건(국

<

화했고, 해외 최고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확산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 등 해외 연구개발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제 329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질적인 특허관리정책을 더욱 강화하

이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해외협력사업은 1998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

기 위해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으며, 심의 결과 경제성이 낮은 발명에 대해서

지 4년간 베트남 우정통신기술연구소(Posts and Telecommunications Institute of

는 특허출원 포기를 유도해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정부

Technology : PTIT)와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베트남 정보통신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변리사를 채용해 전담팀을 꾸리고 국제표준 특허와 같

사업이었다. 총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으로 매년 1회 기술교류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은 우수특허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신입직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허 전문 교

PTIT 박사학위과정 연구원들을 ETRI에 초청해 논문 지도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으

육과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도 병행했다.

로 성과가 좋아 2006년까지 계속됐다. 이로 인해 양국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ETRI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특허를 다수 보유하는

194

은 200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됐다.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

관계가 강화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체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졌다.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에는 MPEG-4, MPEG-7 및 IMT-2000 등 국제표준 대상 핵

2001년 12월에는 ‘4세대(4G) 이동통신서비스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심특허 25건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표준화단체에 가입해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주도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 최대 이동통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북경이동

재산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술 분야별로 특허를 전담할 수 있도록

통신연구센터를 설치하고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주도권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

특허사무소를 4개에서 7개로 확대, 특허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 2002년에는 국내특허

다.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성공을 일궈낸 ETRI의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1,273건, 국제특허 369건을 출원해 260억 원 이상의 내재가치를 창출했고, 특허청에서

이동통신시장에 진출해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을 이끌 핵심기술을 중국과 공동으로 개

집계한 다(多) 출원 기관 순위 8위에 진입하기도 했다.

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2002년부터 우리나

ETRI가 1985년부터 2003년 1월까지 출원한 특허는 대덕연구단지 전체 실적의

라의 이동통신을 비롯한 선진화된 IT기술을 소개하는 ‘IT 및 CDMA 전문가 강좌’를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횟수, 연구원 수, 연구비 대비 실적 등 질적 측면에서도 국

중국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등 공동연구와 산업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

내·외 연구기관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TRI의 연구원 1인당 특허 등록 건수는

을 펼쳤다.

0.26명으로 미국 AT&T(0.05명)나 Intel(0.14명)을 능가했으며,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도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공

나타내는 지표인 기관 상호 간 특허 인용횟수에서도 국내업체 및 NEC, Sony, IBM,

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독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하인리히헤르

Intel 등 정보통신 분야 22개 주요기관에 의해 680회 인용되는 등 타 기관들 사이의 인

츠연구소(HHI)와 이동통신, 광통신 분야의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용보다 많은 인용횟수를 기록했다.

데 이어, 유럽 제1의 이동통신 선두주자인 핀란드 노키아와 향후 이동통신 분야의 기

2003년에는 국내 최초로 경쟁 입찰에 의한 지분매각 방식을 도입해 이동통신단

초 기술 및 중장기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프랑스

말 분야의 특허기술 142건의 권리지분 50%를 4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ETRI 특허의

국립컴퓨터과학연구원(INRIA)을 중심으로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여

우수성을 시장가치로 증명하고, 이후 특허전담 부서를 더 보강해 특허를 활용한 기술료

하는 교차교류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추진하는 등 해외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많은

창출활동을 본격화했다.

노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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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야 연구개발과 광산업 분야 산·연 연계를 위해 광주에 광주·전남연구센터를 설

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이 5대 대형 국책과제 중 하
나로 추진됐다.

치했고, 네트워크연구소 산하에 음성정보기술연구개발센터를 신설했다. 12월에는 출연
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의 일환으로 정보화기술본부 산하 네트워크장비시험센터 및
SW시험센터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이관했다.
2002년 1월에는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부서
개편을 단행해 6연구소 1본부 체제로 통합·조정하고 조직 슬림화를 위해 부와 팀조직
을 20% 축소했다. 또한 IT SoC센터와 게임지원센터를 신설,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북경이동통신연구센터를 개소해 세계로 도
또한 러시아의 제2통신연구소와 무선통신기업 Radiophyzika, 중국 하르빈공

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 NRSCC(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연구소), 인도 위성통신국영회사 ANTRIX, 대만 중
5대 대형국책과제

화텔레콤 산하 통신연구소 CHT-TL, 스웨덴 LM Ericsson, 브라질 정보통신연구기관
CPQD 등 우리나라와 비교적 교류가 적었던 지역의 연구기관들과도 새로운 협력 관계

과제명

를 형성했다.
차세대 인터넷 서버기술 개발

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2절 »
5대 대형 국책과제 개발사업

5대 대형 국책기술 개발사업으로는 초고속 광가입자망기술 개발, 4세대 이동통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내 집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고속 패킷이동통신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타당성 검증

고성능 네트워크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EAL급 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로 지식정보사회의 글로벌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인터넷·TV방송 등 광대역 고품질 인터넷서비스를 가입자에게 경제적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 개발

으로 제공하기 위해 광기술과 인터넷 IP기술을 활용, 이용자 요구에 따라
10Mbps~10Gbps속도의 대역폭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 개발

을 목표로 과제의 대형화 및 장기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복기술의 통폐합 작업을 거쳐
5대 대형 국책기술 개발사업을 선정했다.

가입자당 2~20Mbps 초고속 통신망환경에서 최대 1만 명에게 HDTV급
고품질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능 인터넷 서버 개발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ETRI는 2001년 4월부터 정보통신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사업기획전
담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기술기획 추진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연구 목표

고도화된 방송망 및 방송·통신 연동망을 통해 이용자가 취향과 요구에 따라
SmarTV 기술

언제 어디서나 실감나는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 정보방송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 지능형 통합정보방송(SmarTV)기술 개발, 차세대 인터넷 서버 기술 개
발,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등이 선정됐다. 이어 6월에는 중장기 기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꾸려 중장기적 기술 발전 추세를 분석해 9개 기술
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기술 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쳐 12월에 ETRI 중장기 기술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02년 3월에는 중장기 기술 개발 기본 방향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ETRI 발
전 비전 및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연구영역을 재정립한 전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를 차세대 네트워크, 무선통신·디지털
방송, 이동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원천기초·핵심기술 등 6개 중점 연구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2003년에는 ETRI 중장기 기술 개발 기본 방향 하에서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과 기술발전 추세에 적극 대응해 기존 6개의 전략 연구영역별 사업추진 방향 및 목
표를 재설정했으며, 분야별 사업목표 및 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ETRI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조직 개편도 함께 진행됐다. 2001년 5월 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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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SiGe 반도체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1998년까지 SiGe HBT 개별
소자 제조기술 개발을 거쳐 2001년까지 SiGe HBT RFIC 제조공정, 응용설계기술 및
Library 구축을 완료해 1.8~2.5GHz/Gbps급 LNA·VCO·Pre Amplifier·Limiting
Amplifier·PD 등 표본시제품을 개발했으며, 이와 병행해 1~6GHz대의 활용을 목표

연구
개발

로 하는 0.5㎛급 SiGe BiCMOS 제조공정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유전체 및 자성체를 이용한 RF 부품 분야에서는 IMT-2000 중계기용 아이솔레
이터를 독자 구조로 구현했으며, 30GHz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라믹 유전체를 독창

활동

적으로 개발했다.

2.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인체정보기술 개발
1절 »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활성화

인체정보기술은 엑스선으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활용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영상 판독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IT기술을 활용해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기술
을 말한다.

1. 첨단 반도체소자기술 개발

ETRI는 1997년 단순 엑스선영상 분석을 통한 손목 요골 골밀도 측정기술을 연

ETRI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반도체 광통신소자 부문에서 국내

구개발하기 시작해 1998년 말 DEXA와 상관지수 0.92를 나타내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

기간통신망으로 구축된 광전송시스템에 소요되는 발광 및 수광소자로 155/622Mbps

다. 이 원천기술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에 특허출원하고 소프트웨어 프로

급 및 2.5/10Gbps급 1.55㎛ 파장의 DFB-LD칩과 패키징 모듈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그램을 등록했으며 1999년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이전했다.

1990년 후반부터는 테라비트급 대용량 광통신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가진 장파장대 표

2000년에는 초음파영상을 통한 지방간 진단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시작했다. 지

면방출 레이저, 파장가변 레이저, 다채널 WDM 광원·고속 고감도 광검출기 소자기술

방간 진단은 일반적으로 초음파영상을 통해 지방간 정도를 3단계로 나누어 이뤄졌으나

등을 개발했다.

초음파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진단 정확도가 높지 않았으며 특히 의사에 따라 편차가 크

또한 차세대 광인터넷 구축에 널리 사용될 광회선분배기, 광패킷 라우터, 광패킷
교환기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Gbps급 파장변

게 발생했다. ETRI가 개발한 초음파영상을 통한 지방간 진단기술은 정보처리기술을 이
용한 초음파영상 처리로 정량적 진단지표를 제공해 진단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했다.

환기를 제작해 선진국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성능을 구현했다. 아울러 1.5㎛ 파장대 상

2001년 5월에는 X-ray 기계로 촬영한 흉부영상을 컴퓨터를 활용해 늑골의 영상

온발진 표면방출 레이저기술에서는 세계 최초로 MOCVD 반도체 박막 공정기술로 구

을 제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 것은 물론 영상 판독시간을 단축시켜 폐암 등 폐질환 진

현함으로써 초고속광인터넷 구축에 핵심이 되는 저가격형 광원 분야에서 신기술 시대

단에 도움을 주는 흉부 엑스선 영상처리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를 열었다. 2000년에는 1.6㎛파장 및 1.4㎛ 파장대 광증폭기용 광섬유 신소재로 Pr 첨

2001년 11월부터는 다중 생체신호 처리 및 인체 이미징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했

가 셀레나이드 유리와 Ho 첨가 불화계 유리 신소재를 개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

다. 심전도를 비롯한 생체신호와 엑스선, 초음파, CT 등에 의한 의료영상 분석을 통해

해 유럽 광통신기술 학술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심장질환, 간질환, 골다공증, 폐질환 등 질병 진단을 위한 컴퓨터 도움 진단기술을 연구

유·무선통신 반도체기술 분야에서는 1991년 0.5㎛급 3, 웨이퍼 공정이 가능한

했으며 광을 이용해 인체 이미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화합물 반도체 전용 실험실이 처음으로 완성된, 10년 후인 2001년에는 0.25m급 4의 웨

ETRI가 개발한 인체정보기술은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인간 생명을 연장시

이퍼 공정이 가능한 실험실로 개선, 보완됐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ETRI는 휴대전화

키는 데 결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의료진단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경

의 RF부분을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 저전력화 하기 위한 MMIC기술을 개발하는

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됐다.

연구 성과를 거뒀다.
전력소자 부문에서는 GaAs HBT 기술을 이용해 IMT-2000 및 WLL단말기용
전력 MMIC를 개발했으며, 광송수신용 모듈에서는 10Gbps급 SMD용 PD와 InGaP
HBT기술을 이용한 Pre Amplifier를 개발해 광수신 모듈을 제작했다.
Si계 반도체기술에서는 고집적도와 양산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Si소자의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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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 초미세구조 제작과 양자전자소자 연구

반도체에 많이 이용되는 실리콘 소재의 나노급 초미세구조는 전기적 특성과 광
특성에서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기존 기술로 수nm급 초미세구조를 생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ETRI는 자연 표면 화학반응에 의한 초미세구조 형성기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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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및 가입자 인터페이스 다양화를 추구했다. 이와 함께 1997년 8월 ITU-T 기반 소

ETRI는 HANbit ACE64와 SW기능은
동일하지만 경제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형 ATM 교환기 1차 상용시험을 통과해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에서 국가

업그레이드 한 HANbit ACE256을 개발
했다.

망 시범사업에 적용했다.
1998년에는 ITU-T 및 ATM Forum 기반 상용시제품을 개발해 소형 ATM 교
환기 2차 상용시험을 통과했다. 이 시제품은 교환 기능, 신호 기능, 이종신호 간 연동기
능, 트래픽 관리 기능, 운용자 정합 기능, 망관리 기능, 과금·통계·망노드 관리 기능
등을 가지고 있었다.
1999년에는 ATM 교환망을 구축해 초고속국가망사업 상용서비스를, 2000년에
발했다. 그 결과 고온 실리콘 표면에서 질소흡착에 의한 나노점을 형성시키고 산소를 이

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상용서비스를, 2001년에는 ACE2000 대형 ATM교환기로 초고속

용한 자연에칭기법을 개발해 나노점의 밀도가 높은 실리콘 표면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가망 2단계 사업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2001년에는 반도체 초미세구조 형성기술 및 나노소자 제작기술을 토대로 실리

국내에서 ATM 교환기를 개발한 것은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콘 반도체를 이용하는 정보통신용 고기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이 연구개

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 ATM 교환기는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을 수용하고

발을 통해 ETRI는 많은 실리콘 초미세 나노 MOSFET 제조공정 요소기술을 개발했다.

고속 데이터 교환, QoS 등을 지원하는 장비이다.

전자빔 묘화법에 의한 나노 리소그라피기술, 이온샤워 도핑법에 의한 SOI-MOSFET
소스·드레인 형성기술, 고상확산법(SPD) 도핑 공정기술, 엑사이머 레이저 어닐링에

정보화 사회를 앞당긴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의한 도핑 활성화 공정기술, 기계화학연마(CMP) 기법과 H₂어닐링에 의한 SOI 기판표
면처리기술, 극초미세 나노선 제작에 필수적인 원자력 현미경(AFM) lithography 기술
등이 개발됐다.

1990년대 들어 지식, 기술 등의 정보 유통이 중요시 되는 고도 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미국, 일
본, 유럽 등 선진 각국은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 구축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나 선진 외국에 비해 낙후
된 상태였다. 데이터통신은 전국 규모의 패킷 교환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이용 효율이 낮았고, 행

2절 »
인터넷 강국의 기반 조성

정전산망 등 일부 국가기간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단위 지역 내의 문자전송 등 주로 저속의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이를 통한 산업경
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의 고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93년 8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을 주축으로 한 광대역통신망과 고성능컴퓨터
의 결합을 통해 문자, 화상, 음성 등 모든 형태의 정보
를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고도의 정보
통신망을 의미한다.

1. HAN/B-ISDN 사업과 ATM 교환기 개발

세부추진계획을 확립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초고속 선도망, 초고속 국가망, 초고속 공

ATM 교환기는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고속으로 주고받

중망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는 초고속 국가망과 초고속 선도망을, 민간은 초고속

을 수 있고 통신망 구축에 편리해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핵심장비로 1995년 ‘초고
속정보통신망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국책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하던 HAN/B-ISDN사업을 통해 처음 개발됐다.

공중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정보통신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1995년
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1단계(1995~1997) 기반 조성, 2단계(1998~2002) 확산, 3
단계(2003~2010)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2005년 총
800억 원을 투입해 조기 구축을 완료했다.

ETRI는 1992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지식정보사회 조기 실현과 세계적 수준의

ETRI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핵심 장비인 ATM 교환기를 개발해 정보고속도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HAN/B-ISDN 구축에서 핵심이 되는 ATM 개발에 나섰다.

구축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ATM 교환기 개발은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에 이

먼저 ATM 선행연구로 관련 기초기술을 축적해 ATM 프로토타입 교환기를 개발했으
며 Telecom’91에 출품해 ATM 교환기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였으며, 우리나라 ATM 교환기는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을 수용하고 고속 데
이터 교환 등을 지원했다.
ATM 교환기 개발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수가 2000년 말 400만 가구에서 2005년 1,350만

확산·보급 및 기술 발전 추세와 정보통신서비스 수요 지향적 관점에서 ATM 교환기

가구로 증가했고, 서비스 속도도 2001년 2Mbps급 수준에서 20Mbps급으로 높아져 인터넷으로도

구현 목표시스템을 HANbit ACE64, HANbit ACE256, HANbit ACE2000 등 3단계

HDTV 수준의 고화질 동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로 설정해 1996년까지는 소형 SVC 교환기인 HANbit ACE64시스템을 개발해 선도시
험망 및 국가시험망에 적용했으며, ATM Forum 표준화가 진전된 1997년 후반에는 초

이처럼 단계별로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는 온라인 공공조달이 보편
화되고 기업 부문에서는 공동작업관리, 원격회의 등이 일반화돼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가정
에서는 원격교육이나 가상현실,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을 통해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고속국가망에서 요구하는 ATM Forum 규격 등 추가 기능 개발과 가입자 보드 집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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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S 시스템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국내 600만 명 이

국책연구사업인 HAN/B-ISDN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상의 데이터 통신 사용자들에게 99% 이상의 서비스

된 10Gbps 광전송시스템은 13만 라인의 음성회선

접속율과 개방형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을 광섬유 한 가닥에 전송할 수 있는 대용량 전송장치
이다.

2.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 개발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확산

3. 급속한 인터넷 보급에 따른 대용량 전송장치 개발

국내에서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ETRI는 국책연구사업인 HAN/B-ISDN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대한전

ETRI가 개발한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Advanced Information Communication

선과 한화정보통신, 1995년부터는 삼성전자 등 3개 산업체와 10Gbps 광전송시스템

Processing System : AICPS) 덕분이었다. 1990년대 말까지 가정에서 인터넷과 PC통

(HANBitGO 10)을 공동개발해 1995년 단국형 시스템 1차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데

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수단은 모뎀과 전화선 사용이었지만, AICPS의 등장으로

이어 1996년 단국형 시스템 2차 시제품을 개발하고 ADM형 광전송장치 요구사항 및

국내에서 600만 명 이상의 데이터 통신 사용자들에게 99% 이상의 서비스 접속율과 개

기능 규격을 정의했다. 1997년에는 단국형 시스템 제품 및 상용화기술 지원과 ADM형

방형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국내 통신망 환경이 초고속 인터넷서비

시스템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스로 진화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1998년 개발 확인시험을 마친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은 전국 규모로 014XY기

있는 대용량 전송장치로서 급속한 인터넷 보급, 데이터통신, 영상서비스 등의 고급 서

반 번호체계를 제공하는 전화망과 ISDN 가입자들에게 패킷망, 프레임 릴레이망, 인터

비스로 인한 폭발적인 전송량 수요 증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초고속·대용량(SDH) 동

넷 등에 접속된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를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식 광전송장치이다.

정보통신 플랫폼으로, 전화망 가입자에게는 ITU-T의 V계열 규격기반 모뎀기술을 이용

1998년은 B-ISDN사업 중 10Gbps SDH 광전송장치 개발의 마지막 년도로서

한 56Kbps까지의 통신 접속 기능을 지원했으며 ISDN BRI는 64Kbps까지 접속 기능

삼성전자, 한화정보통신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10Gbps SDH 광전송장치 ADM형 시제

을 제공했다. 국내 음성 통신망을 대표하는 것이 TDX 계열의 교환기였다면, AICPS는

품과 TM 및 ADM 통합형 제품을 개발하고 10Gbps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했다. 시스템

국내 데이터 통신망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개발 분야에서는 ADM형 시제품과 TM 및 ADM 통합형 제품을 개발하고 동기식 광전

1998년부터는 가격과 기능면에서 AICPS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

송망 구축형태에 따라 단국형·선형 ADM장치를 이용한 버스형 전송망과 BLSR/2 분

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초기 모델인 AICPS10에 이어 개량형 모델인

기결합형 장치를 이용한 환형망시스템에 대한 개발 확인시험을 실시했다. 시스템장치

AICPS11의 회선당 시스템 가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선진 외국 제품의 인터넷 접속

개발 분야에서는 시스템 안정성 향상에 주안점을 둬 STM-64의 고속신호처리부를 보

서비스 성능보다 10%이상 향상된 원가절감형 AICPS20 시스템개발에 성공했다. 원가

완·개선했으며 분·결합 제어용 ASIC칩과 분기·결합처리부, STM-64 광선로에 대한

절감형 AICPS는 고속 및 고신뢰성 이더넷 스위치기술과 Multi-DSP 기술을 활용한 소

재생중계 기능을 위한 ASIC칩과 재생중계기를 각각 보완·개선했다.

프트 모뎀 기술 등을 채용해 시스템 가격을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

<

감시제어 분야에서는 분기·결합 교차접속 기능, 선형 및 환형 절체처리 기능,

AICPS10/11 모델은 TDX 교환기 기술이전 업체 중 삼성전자·LG전자·머큐

분기결합 제어 기능, 동기 클럭원 장애·경보 감시·제어 기능, 망 관리 접속 기능, 고속

리에 기술이전해 1999년 9월에 KT에 의해 상용화됐으며, AICPS20 모델 역시 같은 업

부·종속부의 STM-N 신호 및 해당 유니트의 경보·장야 감시 기능, 성능데이타 처리

체에 기술이전해 2000년 8월 전국 규모로 상용화됐다.

기능 등을 실현했으며 이러한 기능을 PC상에서 GUI 및 MMI형태로 사용자 인터페이

ETRI는 AICPS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 외국 경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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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bps 광전송시스템은 13만 라인의 음성회선을 광섬유 한 가닥에 전송할 수

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운용자의 시스템 관리 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했다.

보다 13% 정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다양한 가입자에 대한

TMN 분야에서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을 이용해 임베디드

접속 서비스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X.25기반 패킷망(HiNET-P) 및 프레임 릴레이망

형으로 객체지향기술에 의한 MIB를 구축했으며 동기식 광전송 서브망 관리기술을 확

(HiNET-F)을 기반으로 조성된 PC통신 서비스와 개방형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립하고 중계가 관리 객체, 광 증폭기 관리 객체, 동기 클럭원 관리 객체를 정의, 구현했

써 인터넷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했다.

다. 그리고 선형·환형망 절체 보고 및 처리 기능과 분기 결합 기능에 대한 관리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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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했다. 또한 패킷망을 통해 망관리센터에 접속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기능을 실현

03. IT 강국의 역사를 쓰다

ETRI는 다목적실용위성1호 관제시스템 개발 기술을
토대로 다목적실용위성2호 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

했으며 중계기와 광증폭기를 포함한 시스템 운용관리 기능을 실현해 TMN 내에서 시
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기·결합형 상용화제품 개발에 활용됐으며 이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삼성과 한화정보통신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했다. 1999년에는 KT 사
업 적용을 위한 상용화 성능 및 환경시험을 완료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그리
고 2000년에는 KT 상용화 현장시험에서 안정된 Transport 능력과 연동성을 확인했고
2001년부터 KT 시외통신망에 양산시스템을 투입했다.
3절 »
디지털 시대를 여는 위성방송기술

4. 라우터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룬 고속라우터 개발
라우터(Router)
랜(LAN, 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정보 패킷에 담긴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
절한 통신통로를 이용해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
치.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운영하는 통신망에서 정보
를 전송하기 위해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통신 장비로 인터넷 접속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이용자 증가와 함께 웹 TV, 화상회의, 원격 진료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

1. 위성통신기술 개발

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네트워크에서 처리할 트래픽 양이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

위성산업은 컴퓨터, 전자, 소재, 기계, 화학, 물리 등 첨단기술이 총 망라된 산업

시간으로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서비스하기 위해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가 주목

으로서 방송과 통신, 지구관측과 기상, 군사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과

받게 됐으며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의 여

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사용 범위는 날로 확대됐다. 고부가가치산업인 인공위성 관련

러 지점에 설치돼 있는 라우터 수를 늘리거나 데이터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했다.

산업의 육성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

수십 Gbps급 라우터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망 요소로서 확보해야 할 필수

율적인 방안이었다. 정부는 2015년까지 19기의 위성을 발사해 우주기술 세계 10위권에

적인 인터넷 기반기술이었다. 또한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수용 및 인터넷의 신뢰성과

진입한다는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추진했으며, ETRI는 무궁화위성기술 개발 때부터 정

가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산 일색으로 구성된 국가망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국내 고

부의 통신위성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유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도 라우터기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

위성통신의 주파수

술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국내 네트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 기반기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는 지구의 대기권과 전리층

술 개발사업으로 고속라우터 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ETRI는 20Gbps에서 80Gbps까지의 IP 라우팅이 가능한 에지 라우터기술 확보
를 목표로 2000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산업체와 공동으로 고속라우터 개발에 착
수했다. 2000년 공동연구기관으로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LG전자, 다산인터네트, 성
지인터넷 등이 선정됐고 2001년 KT와 삼성전자가 추가로 참여했다.
고속라우터 개발사업은 산업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을 고려해 공통적인 핵
심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체별로 특성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
로 기술 개발을 설정했다. ETRI와 참여업체들은 연구시제품, 플랫폼 및 상용시제품 등

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권과 전리층에서 흡수
나 반사가 적은 마이크로파를 사용해야 한다. 마이크
로파는 파장이 1~30cm까지로 매우 짧고, 주파수는
1GHz에서 30GHz까지의 전파를 말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인 주파수 L 및 S (1GHz ~ 2GHz)
대역은 전파 손실이 적어 지상에서 이동통신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위성을 이용한 개인휴대통신
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보다 더 높은 광대역 통신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
파수 대역은 세계적으로 민간용 위성주파수는 K대
역, 군사용 위성주파수는 X대역이라고 통칭하며, K대
역은 다시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나뉘는데, 주로 Ku
대역(12~14GHz)이 많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Ku
대역이 포화되어 관련 주파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2000년 이후 데이터 통신과 무선인터넷 사용량 증가 등으로 기존의 통신용 주파
수 대역인 C대역과 Ku대역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개발과 광대역 고속 인
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ETRI는 새로운 주파수
대인 Ka대역을 이용한 위성인터넷 액세스 접속기술과 이동형 광대역 위성인터넷 접속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의 개발로 장소에 관계없이 가입자들이 고속으로 인터넷을 액
세스하고 기차·선박·승용차 등에서도 위성을 통해 손쉽게 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휴대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ETRI 주관으로 IMT2000 위성 전송 표준화 연구를 수행해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궤도 위
성 기반의 위성무선인터페이스 기술인 SAT-CDMA 규격을 개발해 위성 IMT-2000

지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Ka대역

의 고속라우터시스템을 단계별로 개발해 2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두 종류의 고속라우
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ETRI가 개발한 고속라우터는 ‘HSR-80’로 이름 붙여졌는데, HSR-80의 개발로
국내 인터넷 백본망에 적용할 수 있는 라우터시스템이 국산화됨으로써 인터넷 백본망

한 3세대 및 4세대 위성접속기술을 개발하였고, 또한 고
주파 대역인 Ka밴드를 이용한 위성인터넷접속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위성을 이용해 고속으로 무
선인터넷 및 개인휴대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ITU-R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ETRI는 위성 탑재체와 관제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Ku 및 Ka대역 통신위성 탑재체 개발연구로 통신위성 탑재체 개발 기술의 자립
을 이뤘고, 확보된 기술을 차세대 통신방송과 기상위성에 적용했다. 이후 통신위성 탑
재체 개발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했으며 개발된 기술은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해 테라 라우터 및 10GbE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

국가 재난방재통신망 등 공공통신망에 적용됐다.

우터시스템 출시를 목표로 상용화를 적극 추진했다.
<

ETRI는 L/S대역에서 위성개인휴대통신으로 활용 가능

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급격히 발전하는 인터넷기술을 지원할

었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각 기업체에서는 20Gbps에서 80Gbps까지 다양한 모델의 라

204

(20~30GHz)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1호(아리랑위성1호) 관제시
스템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2000년 1월부터 다목적실용위성2호 관제시스템 개발을 시

205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03. IT 강국의 역사를 쓰다

를 미국 GA규격에 준해 국산화함으로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고선명 TV 송신기

ETRI는 1991년부터 7년간의 과제로 고선명 TV 방송
및 유선전송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와 인코더 기술, 수신기 기술 등은 기업체에 기술이전해 상용화됐으며, 국내 고선명 TV
송수신기 기술은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중계에 활용됐다.
세계 영상표준을 선도하는 ETRI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1988년에 설립된 SO/IEC 산하의 워킹그룹으로써 동

작해 2004년 5월에 완료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관제시스템은 보다 정밀도가 뛰어난
관제시스템으로 운용 편리성을 위한 자동화 기능과 정밀궤도 결정 기능, 정적 시뮬레이
션 기능이 추가로 개발됐다. 위성의 종류에 상관없이 관제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객체지향 설계 및 구현기술을 적용한 개방형 시스템도 개발했다.
2001년 2월부터는 다중위성 이동수신 능동안테나 개발연구에 착수해 2002년 개

각종 멀티미디어와 방송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라는 디지
털 멀티미디어 부복호화 기술이 개발된 이후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MPEG은 국제표준기구인 ISO

영상과 오디오의 부복호화,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와 IEC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IT 관련 표준화를 수행하는 그룹들 중 하나다. MPEG 표

이루어진 부호화된 표현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의

준은 디지털 TV뿐만 아니라 DVD 등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로 하는 첨단 분야에 독보적으로 쓰이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ISO/IEC JTC1/
SC29/WG11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있으며, 그 사용 범위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

Audio’이나 ‘동영상전문가그룹’의 의미인 MPEG으로

각된다.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각종 멀티미디
어의 압축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MPEG 표준은 방대한 시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련 시장 선점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DVD와 디지털 방송 규격에 활용
되어 세계시장으로 확산된 MPEG-2의 산업적 성공 이후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분야에 대한 기
술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산업적으로 관련 표준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발에 성공했다. ETRI가 개발한 능동안테나는 이동 중인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디지털

ETRI는 1995년부터 MPEG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고정형 외에 이동 환경에서도 미디어

위성방송을 선명하게 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초저가 보급식 능동안테나 시스템이었다.

를 객체별로 부호화해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 MPEG-4에 제안한 요소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

ETRI는 이 기술로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첨단기

택됐다. MPEG-4 국제표준에 채택된 요소기술은 순화적 화질감소기법, 자동 및 반자동 영상분할기술,

술을 세계에 알렸고 위성방송 서비스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했다.

Text-to-Speech 인터페이스기술 등이었다. 이중 순화적 화질 감소기법은 MPEG-4 표준특허 라이선
스 대행전문업체인 MPEG LA 심사를 통과해 MPEG-4 AVC (Advanced Video Coding) 필수 특허
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ETRI는 특허풀의 기술을 사용하는 MPEG-4 관련 제품에 대해

2. 디지털 위성방송의 시작과 관련 기술 개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기술은 1960년대 컴퓨터 분야, 1970년대 통신, 1980년대 가전, 그리고

MPEG-7은 인터넷과 디지털방송을 통해 급격히 대중화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기술 방

1990년대에는 방송 부문에 활용되면서 멀티미디어로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TV

법에 대한 규격을 정의한 표준이다. ETRI는 1998년부터 해당 표준에 대한 기고를 시작해 비디오 요약

방송의 디지털화는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방송을 디지털화할 경우 방송에 할당돼 있는

기술과 영상질감 표현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총체적인 기술을 다루는 MPEG-21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전체 국제표준

무선주파수 대역폭을 대폭 좁힐 수 있고, 화질 개선 효과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의 10% 이상이 ETRI 기술로 구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제표준 선도를 통해 ETRI

있었기 때문에 위성방송으로부터 시작해 케이블 TV, 지상파 TV의 디지털화가 차례로

는 표준화기술 산업화에 따른 권리를 선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기술을 활용해 산업화를

진행되고 있었다.

위한 응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위성방송의 전송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디지털 위
성방송 서비스가 시작됐다. 1996년 7월 한국통신 용인 관제소에 ETRI에서 개발한 위

3.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파기술 개발

성방송 송수신시스템을 설치해 KBS 방송 채널을 위성으로 송출하는 디지털 위성방송

전파기술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IT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국내

시험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MPEG-2 방식에 의한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UWB, RFID 등의 태동에 크게 이바지했다. 1990년대 이후 이

작하게 됐다.

동통신, 위성통신, 고정통신, 방송기술 등 무선통신사업 확장에 따라 안테나 개발 수요

또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고화질·고음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고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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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증했으며 이와 관련된 전파기술 개발이 본격화됐다.

TV 위성방송 전송기술을 개발했으며 1997년 12월에는 DTV 전송시스템을 기반으로

ETRI는 1998년 안테나 측정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마치고 1999년 안테

MPEG-2 MP@HL규격에 근거한 고선명 TV 미디어 인코더를 비롯해 고선명 TV 위성

나 측정 시설용 건물을 별도로 건립해 2001년에는 관련 측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

방송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서브시스템을 구현했다. 그리고 1998년 8월 말에는 고선

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한 안테나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성능 측정을

명 TV와 SDTV 동시 전송의 역방향 서비스 호환성을 갖춘 동시방송 서비스 시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위성배열 안테나, 이동통신 단말기 안테나, 위성통신용 안테나,

가졌다. ETRI는 이 연구개발을 통해 인코더의 주요 모듈인 전 처리부, 움직임 추정 및

고정통신 안테나 등의 시험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안테나 기술 연구를 할 수 있게

보상부, 변환 부복호화부, 가변 부호화부 등과 위성채널 부품인 채널복호기 등의 ASIC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도 측정 지원을 펼쳐 국내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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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03. IT 강국의 역사를 쓰다

협의회가 발족되고, 1997년 11월 미국식 VSB(Vestigial Side Band) 방식을 표준방

1. 무선통신으로 안테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ETRI는
안테나 측정 시스템을 설치, 전파 관련 기술 발전에

식으로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 방식

기여했다.
2. 위성방송에 이어 지상파방송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은 미국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가 규정한 대로, 전송 방식

1996년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 워크숍이 개최됐다.

은 8-VSB(8-Vestigial Side Band), 비디오 압축 방식은 MPEG-2(Motion Pictures
Expert Group-2), 오디오 압축 방식은 Dolby AC-3(Audio Coding-3)으로 구성된 방
송 방식이 결정됐다.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비교

기술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하면서 무선통신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기들이 도입돼 주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TRI는
무선통신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술을 개발했고, 국가
간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은 공유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 효율을 높였으며, 밀리미터파대 이상의 미

VSB(Vestigial Side Band, 잔류측파대)
미국 디지털 TV 전송 표준방식으로 채택, 주파수 대역
의 활용성이 높고 시청 영역의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아날로그 신호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화질(HD) 디지털
방송 등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

채널 대역폭이 넒음(6MHz)

6MHz에 3~4개 채널 수용으로 다채널화 가능

화질 저하

고화질, 다기능

정보저장 및 가공이 곤란

정보저장 및 가공이 용이

영상 : VSB, 음성: FM

영상 : 8level VSB, 음성 : OFDM

영상, 음성의 비압축 전송

영상, 음성의 압축 전송

사용 중인 대역은 경제적으로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가 중요 자
원인 주파수의 공급을 확대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동일 주파수를 다른 서비스 간 공유해 발생하는 간섭을 예측, 분석할 수 있

ETRI는 디지털 TV 관련 기초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1996년부터 지상파 디지

는 간섭분석기술 연구를 시작하는 한편, 새로운 전파자원의 확보와 이용이 저조한 밀리

털방송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미터파 대역(30~300GHz)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0GHz대, 60GHz대를 소형, 저

해 지상파 DTV 채널을 배치하고 DTV 핵심 장비들을 개발했다. 2001년부터는 본격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더불어 전파 이용의 기반이 되는 전자

인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목표로 지상파 DTV 방송의 송수신기 성능을 개선해 DTV 전

파 환경과 전자파 적합성 기술 기준 등을 연구하고 정책적인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전

환 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DTV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파

파의 합법적 활용을 유도하고, 전파 혼신을 일으키는 불법 전파를 찾아낼 수 있는 전파

DTV 전송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감시시스템기술도 개발했다.

ETRI는 이 연구를 통해 DTV 전송채널 다중경로 및 이동환경에서 동적 채널 특
성 모델링 연구를 통해 실제 전송환경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상파
DTV 방송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DTV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송수신

4절 »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와 방송통신기술의 진화

성능 고도화의 일환으로 전치보상기 상용화와 수신 성능 연구도 수행했다.
ETRI는 지상파 디지털 TV 관련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지
상파 디지털 TV 방송 송신기와 중계기, 부품 상용화 개발을 가능케 했으며 방송시스템

1. 디지털 TV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지상파 TV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미국

또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위한 방식 검증 및 관련 기초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는 1987년에 이미 차

위해 2001년부터 디지털케이블방송 기술연구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케이블 방송의 매

세대 TV를 디지털 방식으로 결정하고 2008년경까지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방식으로

체 특성을 이용한 양방향 방송 서비스 기술과 유료 방송에서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있는 제한 수신 관련 핵심 장비들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2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정책을 발표했다. 1999년 말까

국내 최초로 북미 오픈 케이블 방식의 디지털 케이블 방식 검증을 위한 통합 시

지 송신기 및 TV수신기의 개발과 국산화를 추진하고,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방송을

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화를 선도했으며,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실시해 2010년까지 국내의 모든 TV 방송을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위한 시스템 및 서비

먼저 디지털 방송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1997년 6월, 지상파 디지털방송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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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지상파 DMB 기술 개발

ETRI는 3D TV 기술 개발을 통해 2002년 월드컵 당시

에 돌입, DMB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실시간 방송에 성공했다.

2. 지상파 DMB 핵심기술 개발과 세계 최초 실험방송 시연

3. 실감 미디어 기술의 발전

21세기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는

실감 미디어란 2차원 영상에 깊이 정보를 부가해 시청자가 마치 실제로 촬영현장에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서비스들이 상호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서비

있는 것 같은 현실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3차원 영상을 말한다. 3차원 영상은

스를 탄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대표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실제로 착각해 손을 내밀거나, 전방에서 다가오는 영상을 엉겁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라고 할 수 있다.

결에 피할 만큼 평면인 2D 영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TRI는 향후 멀티미디어와 모바일이 정보통신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

우리나라의 3D 입체기술은 1990년대 중반부터 ETRI를 중심으로 입체영상 방

을 예측하고 2002년 디지털방송연구단을 설립해 2003년부터 지상파 DMB 기술 개발

식 및 신호처리기술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됐다. ETRI와 KAIST 등에서 MPEG 시리

을 시작했다. 기술 개발 주체인 ETRI는 송신 장비 제공과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KBS,

즈에 의한 중간 영상합성, HDTV 영상의 압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됐고, ETRI는 이미

MBC 등의 방송사는 방송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 그리고

개발된 고선명 TV 위성방송시스템과 HDTV 인코더 기술을 기반으로 HDTV급의 3D

삼성, LG, 퍼스널텔레콤 등 단말업체들은 차량용, 휴대폰 및 PDA형 등 다양한 단말을

TV 위성전송기술 및 3차원 영상 신호처리의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했다.

시연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ETRI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해

ETRI가 주관이 되어 개발한 3D TV 방송중계기술에는 중계 현장의 영상을 획

MPEG-4 기술을 이용한 전송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DMB는 동영상

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성을 통한 전송과 최종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이

압축 표준으로 MPEG-4 AVC(H. 264)를, 오디오 압축 표준으로 MPEG-4 BSAC(Bit

총망라돼 있었다. 3D TV는 MPEG-2 인코더에 의해 40Mbps로 압축된 영상이 광케이

Sliced Arithmetic Coding)를 채택하게 됐다.

블망 및 155Mbps급 위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의 시연장으로 전송되고, 시연장에 설

2003년 10월에는 지상파 DMB의 핵심기술인 미디어처리기와 재생기를 세계 최

치된 3D TV 수신기는 광케이블망 및 위성을 통해 전달된 영상과 오디오 신호를 수신

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이동 중에도 휴대형 TV, PDA, 휴대폰, 노트북

해 디코딩하고 영상신호를 역다중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역다중화된 영상

PC 등에서 고품질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미디어 처리기와 미디어

은 고해상도 빔 프로젝터를 통해 300인치 대형 스크린으로 편광 투사되며 시청자들은

재생기, 앙상블 재다중화기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미디어 처리기는 동영상 압축기술인

편광안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체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다.

MPEG-4 및 MPEG-2 기반으로 비디오와 오디오의 부호화 및 다중화, 양방향 데이터

2002년 월드컵에 활용된 3D TV 카메라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모듈로 설계됐으며, 미디어 재생기는 수신된 고주파(RF) 신호로
부터 복조된 동영상 미디어 스트림의 복호화를 통해 화면으로 송·수신 데이터를 보면

지금은 보편화된 3D TV의 원천기술도 ETRI에서 탄생했다. ETRI는 3D TV 카메라, 3D 비디오 다

서 DMB 서비스의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다.

중화/역다중화기, 3D TV수신기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3D TV 방송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상파 DMB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ETRI는 2003년 10월 22일 세계 최
초로 지상파 DMB 실험방송을 시연했다. 이후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광화문

이용해 2002 한·일 월드컵 행사와 부산 아시안 게임 행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
리의 3D TV 방송과 디지털 방송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3D TV는 HD TV 이후에 예상되는 차세대 방송 매체로서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의료, 교육, 게임

지역에서 DMB 대국민 시연행사를 개최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상파 DMB 기술을

등 광범위한 응용분야를 갖고 있어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기술적 우

홍보했으며, 12월에는 DMB 실시간 송·수신 현장 테스트를 실시해 국내 최초로 성공

위를 점유하기 위해 주력산업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했다.

했다. ETRI가 개발한 DMB는 시속 150km 이상의 고속주행 중에도 디지털 TV는 물론

우리나라는 3D TV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3D TV 카메라 및 전송 기술을 확보해 국내 자

증권, 날씨 등 각종 데이터 동영상을 끊김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이동 멀티미

체 기술로 3D 영상 콘텐츠 제작과 방송이 가능하게 됐으며, 시범서비스를 통해 3D 영상과 3D TV
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국내 산업체의 관심이 모아졌다.

디어 서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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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OCQPSK(직교복합확산변조기술) 등을 포함해 여러 건의 국내 보유 특허기술이

1. 1997년 개최된 제1회 IMT-2000 워크숍을 계기로
3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3GPP와 3GPP2 규격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ETRI는 국내 업체와 공동개발을 통해 1999년 동기식
IMT-2000(CDMA2000) STP시스템 개발에 성공했

STP시스템(Signal Transfer Point,
신호중계점)

다.

1999년에는 동기식 IMT-2000 STP 시스템(Signal Transfer Point, 신호중계
점)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5MHz 광대역 CDMA방식 IMT-

ITU-T의 공통선 신호 방식(No.6 또는 No.7방식)에
있어서 신호 메시지의 중계·교환을 행하는 신호 중계
국 또는 그 기능. 이것을 사용해 구성한 신호망은 통화
회선과 신호 링크를 대응시키지 않는 비대응 모드로 운
영되며, 각종 신호는 통화 회선을 갖는 교환국 이외의
STP를 경유해 전송되어 경제성·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STP는 전화 신호 메시지의 표지 변환 및 신
호 중계가 불가능할 때 그것을 다른 국으로 통지하는

5절 »
이동통신기술의 선도

1. 3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1980년대 1세대 아날로그 방식(FDMA)을 거쳐 1990년대 2세대 디지털 방식으
로 발전한 이동통신은 무선 구간에서의 접속 방식별로 TDMA 방식과 CDMA 방식으

2000 STP 시스템에는 음성 및 영상 단말기, 기지제어국, 핵심망 하드웨어, 음성 서비
스, 영상 서비스, 패킷데이터 서비스 등의 기본 기능과 전력 제어 및 핸드오프 기능이
포함됐다. 그리고 2000년 2월, 관계 기관 전문가와 컨소시엄 회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
로 개발 확인 검증시험을 마쳤다.

기능이 있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IMT-2000의 표준화 규격으로 비동기방식
(WCDMA+GSMMAP)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결성된 표준화 단체로,
1998년 구성됐으며 WCDMA 방식의 무선전송기술과
GSM 코어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로 IMT-2000 표준

비동기방식 IMT-2000 시스템

유럽식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할 무렵, 유럽
에서는 Advanced TDMA 방식을 더 선호했다. 단일 GSM 방식으로 세계 이동통신 분
야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2세대 CDMA 방식으로 이동통신산업과 서비스

규격을 개발했다.

로 각각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CDMA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2
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으나 유럽에서는 GSM 방식, 일본에서는 PDC
방식, 북미는 TDMA와 CDMA 방식 등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에 전 세계적으로 호환이 불가능했고 장비와 이동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동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로밍(Roaming)이 필수적인데, 지역 또는 국가 간

를 향상시켰다. 뿌리가 같은 북미방식인 동기식방식을 선호했고 연구개발도 CDMA 쪽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에 치중했기 때문에 비동기방식에 대해서는 기술규격연구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초기

유럽과 일본에서 추진하는 형태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에는 CDMA 방식의 기술적인 장점과 서비스의 다양함이 차차 부각되면서 차세대 방식

CDMA2000 무선전송기술과 ANSI-41 네트워크 기
술을 토대로 IMT-2000 무선전송기술 및 단말기에 대
한 규격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3GPP에 대응하

으로 CDMA의 채택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이 연합해 비동기방식인 WCDMA를 제안하면서 상황이 달

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구성한 단체이다.

의 서로 다른 무선접속규격으로 인해 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를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2세대 이동통신은 데이터 전송률이 8~64kbps 정도에 불과
해 영상 등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이
동통신인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이 등장하게 됐
다. IMT-2000은 ITU-R에서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는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으로서,
2000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됐다.

라졌다. 2세대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GSM 방식의 사업자들이 WCDMA를 선호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유럽이 단일 표준으로 개발한 제2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규격으로 무선접속 기술로는 TDMA를 사용했고, 네트
워크 기술로는 ISDN을 기반으로 하는 MAP프로토콜
을 사용했다.

고 독자 방식을 고수하던 일본까지 WCDMA로 돌아선다면 전 세계 IMT-2000 시장의
70~80% 정도를 WCDMA 방식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인구가 13억이 넘는
중국에서 CDMA IS-95 시스템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이동통신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만일의 상
황을 대비해 WCDMA IMT-2000 시스템 기술을 확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었다.
ETRI는 WCDMA 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업체들과 공동개발을 추진

동기식 IMT-2000 시스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상용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

ETRI는 세계 최초로 2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한 저력을

험을 거쳐 2002년 6월에 있을 월드컵대회에 맞춰 상용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

바탕으로 IMT-2000의 연구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97년부터 국내외 업
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단계에 걸쳐 IMT-2000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수립됐다.
ETRI는 CDMA 핵심기술과 동기식 CDMA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비동기식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우선 2세대 CDMA 개발을 통

IMT-2000 시스템의 기지국, 제어국, 단말기, 핵심망 패킷교환장치 및 모뎀 분야 연구

해 기술이 축적돼 있고 연구원들에게 익숙한 동기식 시스템의 기술규격안 검토와 시

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2001년 상용 수준의 IMT-2000 시스템을 개발했다. 비

험검증 표준시스템 개발에 주력했다. 아울러 유럽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비동기방

동기식의 경우 세계 기술 동향에 비추어 2~3년 늦게 착수했으나 기술 개발을 시작한

식 WCDMA의 기술규격 연구도 병행해나갔다. ETRI 주도 하에 삼성전자, LG정보통

지 2년 만에 비동기방식 IMT-2000 시스템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신, 현대전자 등 주요 이동통신시스템 제조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기식 시스템
의 시험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2세대 시스템 개발에서 부족했던 원천기술 개발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ITU의 IMT-2000 표준화 규격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함으

212

<

213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03. IT 강국의 역사를 쓰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외출 중에도 주방의 가스밸브를 확인할 수 있는 홈서버

ETRI는 임베디드 SW기술 개발을 통해 임베디드
운영체제인 Qplus를 적용한 게임단말을 개발하는 등
Qplus 보급·확산에 나섰다.

외출 중에 집안의 가스밸브를 확인하거나 집안의 오디오에 있는 음악을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들려
주는 일이 ETRI의 홈서버 개발로 가능해졌다.
홈서버는 전력선과 이더넷(유선넷), 홈PNA, 무선랜, 블루투스 등 각종 유무선 홈네트워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제어나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가전제품 서비스를
관장하는 집안의 핵심장치다.
ETRI는 2002년 국산 임베디드 운영체제인 Qplus 기반의 홈서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외국 기
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만든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응용제품을 쉽
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6절 »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확보

홈서버(Home Server)

1. 유무선 홈네트워트를 지원하는 정보가전기술

정보가전기술은 집 안에서 방송, DVD, 전자책, 비디오 등을 보거나 웹서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홈 엔터테인먼트 지원 기술, 홈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전기기를 연
결하고 서로 연동시키며 개별 기기의 관리와 제어 등 원격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격제어

Sensor
Platform

Wireless
Camera

가정 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배 기능과
홈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종 정보가전 기기의 제어, 관
리 및 연동을 담당하는 인터넷 정보가전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Home PAD

IP/UWB

Security
Sensor

Health car
Monitor

UTD

Position
Sensor
Light

1394/UWB
Position-aware
UWB

미들웨어 기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터넷을 즐기거나 인터넷 폰을 사용할 수 있게

Home
Automation

Temp
Sensor
Electricity Gauge
Heat

Game

ZigBee

하는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기술 등을 말한다.
ETRI는 1998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수행한 ‘조립형 실시간 OS 개발’ 과

Light
Sensor

Home Media Service

HDR W RAN
TT

홈서버
DTV

제를 통해 PC를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쉽게 이

Digital Audio

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전용 임베디드SW 기술인 I-TV, D-TV 셋톱박스 및 셋톱박스용
실시간 OS Qplus-T를 개발했다.
2001년에는 인터넷 정보가전 분야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운 프로세스 기반의 임베디드 운영체제인 Qplus-P를 개발해 조립형 실시간 OS 개발
결과물인 Qplus-T의 기능 확장과 안정화를 이루었다.

2. 음성 인식과 합성이 가능한 음성언어기술 개발

ETRI의 음성인식, 음성합성 등의 기술 개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요구와 단
말의 소형화에 따라 1991년부터 소규모의 연구로 시작됐다. 1991년부터 5년간 KT가

2002년에는 디지털 가전 서비스의 핵심장치인 국산 임베디드 운영체제 Qplus

지원하는 자동통역 전화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과제가 수행됐으며 1995년 5월에는 호

기반 홈서버 개발에 성공해 세계 최초로 유·무선 홈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정보가

텔 예약 영역 한일 자동통역 전화 시연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5년간

전기기 간의 연동과 개별기기 관리는 물론 인터넷 연결과 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

국제 자동통역 공동연구(C-STAR)를 수행했으며, 1999년 7월 21일에 여행 계획 영

공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추 시스템을 완성했다.

역 미·일·불·한 자동통역 시연을 미국의 카네기멜런 대학, 일본의 ATR, 프랑스의

ETRI의 기술력으로 만든 Qplus를 통해 우리나라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CLIPS와 함께 선보였다.

새로운 응용제품들을 적시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운영

또한 2000년부터 방송 뉴스 인식기술 개발을 시작해 6만 개 어휘의 낭독체 음

체제인 Qplus는 실시간 처리와 전력관리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를 지원하는 타

성인식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방송 뉴스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로서

겟 시스템 재설정 도구인 타겟 빌더와 시스템 개발 도구인 에스토(Embedded Systems

86%의 인식률을 달성했다. 2001년부터는 정보통신부가 음성정보처리 관련업체의 요

Tool : Esto)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주기를 크게 단축시켜 국내 임베디드 시스템 개

구사항을 수렴해 음성인식/합성 핵심기술 개발과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

발 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함에 따라 ETRI가 이 과제에 참여했다. 이 과제를 통해 제작한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6
개의 업체에 배포되어 산업체의 기술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
여했다. 핵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수 기가급의 대규모 음성 데이터를 이용한 고품질
음성합성기술과 숫자음 인식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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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문서자동번역 기술에 이어 음성인식기술을 통

온라인 게임이 문화정보사회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됨에

한 방송뉴스 음성자동번역시스템을 개발했다.

따라 ETRI는 온라인 3D 게임엔진인 ‘Dream 3D’를 개
발해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한편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문서자동번역기술 분야에서는 1996년에 처음

3. 문화정보사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게임산업과 디지털콘텐츠 기술

으로 일한 자동번역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1997년에는 한일 자동번역시스템 개

오프라인 중심으로 형성됐던 게임산업이 2000년대 들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

발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은 여러 기업체에 기술이전돼 상용화에도 성공해 그동안 일본

서 문화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떠올랐다. 또한 2D에서 3D 영상에 의한 게임산업으

의 기술을 도입, 판매하고 있던 한일/일한 자동번역 상품 시장에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 온라인 3D 게임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

개발된 제품이 판매되도록 만들었다. 1998년부터는 영한, 한영, 한중 자동번역 기술이

해 3D 게임엔진 및 게임에디터의 국내 개발이 요구됐다.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각종 응용 분야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ETRI는 온라인 3D 게임 제작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해 국내 게임개발업

자동번역기술이 개발됐고 이 기술들은 2005년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개발과 상용

체에 제공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온라인 3D 게임엔진기술 개발과제

화로 이어졌다.

를 수행했다. 온라인 3D 게임은 그 특성상 서버, 네트워크, 단말기 및 실시간 CG 등 종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한 정보검색기술 분야에

합적인 IT기술이 요구되었으며, ETRI는 다방면의 핵심 기술을 통합적으로 개발했다.

서는 전문문서검색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어 처리기술을 처음으로 접목해 계몽사 백

3차원 가상객체의 실시간 랜더링 기술 부문에서는 가상공간에서 효과적으로

과사전, 멀티미디어 대상의 내용 기반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00년대 초

광원을 처리하기 위한 라이트맵 기술과 현실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반투명 그림자

MPEG-7 국제표준 채택, MPEG-7 기반 멀티미디어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했다.

처리기술을,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술 부문에서는 캐릭터 동작 간의 전이기술과 캐릭터
동작을 합성시키는 기술을, 음향 부문에서는 2채널 기반의 입체음향 재생기술 등을 개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한일 자동번역시스템

1997년에는 한일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은 여러 기업체에 기술 이전돼 상용화
에도 성공했다. 1998년부터는 영한, 한영, 한중 자동번역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각종 응

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대규모 동시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분산 온라인 게임 서버기술을 개발했고 온라인 3D 게임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실내

용 분야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동번역기술이 개발됐고 이 기술들은 2005년 특

외 가상환경을 동시에 편집할 수 있고 게임 기획이 쉽게 구현될 수 있는 스크립트 기반

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졌다.

맵 에디터도 함께 개발했다. 이들 각 요소기술들은 시범게임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적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한 정보검색 기술 분야에서는 전문 문서검색시
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어 처리기술을 처음으로 접목해 계몽사 백과사전을 대상으로 한 상용화에 성공
했으며 멀티미디어 대상의 내용기반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00년대 초 MPEG-7 국제표준
채택, MPEG-7 기반 멀티미디어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했다.

용돼 3D 게임 엔진의 안정성, 효율성 등 종합적인 검증을 받아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
정받았다.
또한 이들 기술을 종합한 게임엔진은 ‘Dream 3D’로 명명돼 2001년 11월 알파
버전을 일부 게임개발업체에 기술이전해 상용 게임 타이틀 제작에 활용했고, 2002년에

일한/한일 자동번역 SW 실행화면

는 ‘Dream 3D’ 베타버전의 개발을 완료해 9개 개발업체에 기술이전함으로써 게임 콘
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그 밖에도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 제작공정에 관한 표준권고
안을 산·학·연 공동으로 작성·배포함으로써 게임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4. 다양한 정보보안기술의 개발
일한 자동번역 개발환경 도구

한일 자동번역 개발환경 도구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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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정보보호를 위한 사용자 인증용 임베디드 생체
인식기술 개발에 착수, 생체인식 USB를 개발했다.

기술 개발 연표 (1996~2003)

1996

- 실감 전자우편 시스템 개발
- 한국형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 (마르미 I)
- 유료방송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카드 개발
- 디지털 위성방송 CAS 시스템 개발
- 세계 최초 대화체 음성언어번역 중간실험 시스템 개발

가 고도화될수록 인터넷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인터

- MPEG-2 비디오 인코딩 칩셋 개발
- 스케일러블 MPEG-4 기술 개발

넷을 통한 해킹, 악성 바이러스 유포, 지식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

- 아·태 지역 초고속 선도 시험망 구축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기술

- 세계 최소형 155Mbps 광수신 모듈 개발

개발이 추진됐으며 특히 ETRI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보호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 세계 최초 ATM 멀티미디어 스위칭칩(MCS) 개발
- 622Mbps급 ATM 전송칩 개발

ETRI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전자보증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공인인

- 집중형 B-NT시스템 개발

증기관인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의 국가 공인인증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 분산형 B-NT 2차 시작품 개발
- ALAN-BS시스템 개발

정보보호용 소프트웨어 툴킷은 금융기관에서 정보보호 응용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

- BDCS 개발

용됐다. 국내 정보보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발된 핵심기술들은 국내 30여 개 정보보

- ATM SVC 교환기 개발

호 산업체에 기술이전됨으로써 기술력 향상과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ETRI는 6억

- ATM 교환기 개발

9,000여만 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다.
2001년 3월부터는 사용자 인증용 임베디드 생체인식기술 개발에 착수해 1차년
도인 2001년에 보안토큰 설계기술과 임베디드 생체인식 처리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선도 기반기술 개발사업 중 하나로 2000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진행된 인
터넷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투명한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
다. ETRI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암·복호화기술, 인증기술, 키 관리기
술, 보안정책 운용기술 등과 같은 주요 정보보호 기반기술과 시스템 커널 레벨의 주요
기술을 확보해 국내특허 8건과 국제특허 1건을 출원했다.
또한 ETRI는 2001년 3월부터 이동형 센서기술을 이용한 능동보안관리기술
(ETRI Security Management using Active Response and Tracing : eSMART) 개발
에 나섰다. eSAMRT는 네트워크를 통해 보안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생성·복제·소멸
되고 보안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되며, 글로벌 보안관리 도메인에서 종합적으로 사
용자 종단 간 보안을 보장하는 기술로서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1997

- 국제표준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시스템 상호운용 성공
- 세계 최고 휴대형 멀티미디어 입출력 정보단말 핸디콤비 개발
- 중대형 컴퓨터용 HIPSS RAID 시스템 개발
- 고성능 병렬운영체제(MISIX) 기술 개발
- 분산트랜잭션 처리 한우리/T 개발
- 지능형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콤비스테이션II) 개발
- 객체지향 DBMS(바다III) 개발
- H.323기반 영상회의시스템 개발
- Gigabit 정보통신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 객체지향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RODEO) 개발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ReMP 개발
- 10Gbps 레이저 구동회로 모듈 개발
- 10Gbps 광 전송용 파장 1.3μm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개발
- ATM교환기용 155M 광 대역 정합 IC 개발
- 주파수 합성용 GHz급 Charge-pump PLL칩 개발
- 마이크로파 통신용 초전도 멀티플렉서 개발
- 10Gbps급 ATM 스위치 ASIC칩 개발
- 종합전파감시망 개발

네트워크 말단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 해커를 망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사이버 공격을

- 골도전화기기술 상용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보안 도메인 간의 유연한 상호 결합을 통해

- 전파분석시스템(REGIS) 개발

우회적으로 침투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제공되는 기술이다.

- 100Gbps WDM 광 링크 실험모델 제작
- CDMA 이동전화단문서비스(SMS) 개발
- ATM-LAN용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 HAN/B-ISDN 집중형 광 대역 망종단 장치 개발
- ATM 교환기 핵심 호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 국제표준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시스템 상호운용 성공
- ATM 교환기용 155M 광 대역 정합 IC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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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통신 부품 냉각용 고효율 히트파이프 개발

- 세계 최고 성능의 고휘도 청색 전계발광 소자 개발

- ATM 교환기 TMN망 관리시스템 개발

- B-WLL용 전력증폭기 MMIC 및 모듈 개발

- 10Gbps급 ATM 스위치 ASIC 칩 개발

- ATSC DTV용 8/16-VSB 변조기 개발

- 광대역 WLL·LMDS용 핵심부품 개발

- MPEG-4 소프트웨어 비디오 폰 개발

- 한일 자동번역시스템 개발

- 155Mbps급 위성 ATM 변복조 기술 개발
- IMT-2000 동기식 표준모델 개발

1998

- 주전산기Ⅳ(고속병렬컴퓨터) 개발

- HANbit ACE256 개발

- 클러스터링기술을 이용한 VOD시스템(CROWN) 개발

- 보급용 디지털콘텐츠 제작도구세트 개발

- 네트워크 기반 멀티미디어 정보단말 핸디콤비 개발
- 핸디 콤비II 개발

2000

- 산학협동으로 국산 GIS 전용 DBMS GEOMania/Millennium Server 개발

-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 마르미-II 개발

- 멀티미디어 DBMS(바다 IV) 개발

- 프로세서 및 컴파일러 개발

- 주기억 상주형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Mr. RT 개발

- HCI를 위한 음성입출력 처리기 개발

- 내용 기반 정보검색시스템 개발

- PC게임 음성명령 기술 개발

- 인터넷 기반 사이버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 휴대전화기용 송수신 MMIC 개발

- 디지털 및 인터넷 TV용 실시간 OS Qplus 개발

- EDFA 광증폭기용 980nm Al-free Pump-LD 개발

- 실시간 OS Qplus-T 개발

- LMDS 중계기용 27GHz대역 전력증폭기 MMIC 시제품 제작

- 세계 수준의 인증시스템 개발

- ATM 호스트 접속 장치용 핵심기능 단일 ASIC칩 개발

-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형 정보단말기 한소네 개발

- WLL용 송수신 MMIC 개발

- 국내 최초 나노입자 산화물 태양전지 개발

- 위성통신용 고주파(2GHz) 집적회로(MMIC) 개발

- 차세대 초고속 광인터넷을 위한 광증폭기용 신소재 세계 최초 개발

- 정보통신용 FED기술 개발

- 초박막형 고분자 EL 디스플레이 구현 성공

- GPS/HMD용 마이크로 자이로스코프 개발

- RF 부품의 Passive IMD 예측 프로그램 개발

- WDM 광네트워크용 폴리머 파장 필터 개발

- 155Mbps급 초고속 ATM지구국용 모뎀 ASIC칩 세계 최초 개발

- 무궁화위성 이용 위성원격교육시스템 개발

- 국내 최초 AAC오디오 디코더 ASIC칩 개발

- 위성방송 이동수신 능동안테나 개발

- AAC플레이어 및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 지상파 DTV 전송시스템 개발

- 전화번호 이동성시스템 개발

- 전자파 장해 측정 및 방지대책 개발

- 셀룰러 휴대전화기, PCS전화기 및 IMT-2000 단말기용 송수신 MMIC칩 6종 상품화 개발

- MPEG-4기반 멀티미디어 코덱 개발

- 기가비트 이더넷 백본스위치 개발

- 지능형 위성통신 주파수 계획(FPS-1) 및 위성궤도선정시스템(SOPDS-1) 개발

- 차세대 광인터넷을 위한 광패킷 라우팅 핵심기술 개발

- HDTV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 기가비트 이더넷 ASIC칩 개발

- HDTV 인코더시스템 개발

- 10Gbps급 고속 광트랜스폰더 개발

- HDTV용 위성방송시스템 개발

- 160Gb/s WDM 광전송시스템 개발(KT 개발확인시험 완료)

- 다목적 실용위성 1호 관제시스템 개발

- ETRI-(주)코스모, 객체관계형 초고속 실시간 DBMS 세계 최초 공동개발

- DAVIC 표준형 SVB 서비스 시스템 개발

- 통합형 디지털콘텐츠 저작도구 솔거 2001 개발

- 세계 최초 CDMA 적응 배열 안테나 시연시스템 CA3TS 개발

- 전자보증서 기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 차세대 지능망 장치 프로토콜 적합성 판단시험 시스템 개발

- 암호프로세서 설계기술 개발

- ATM-LAN 백본시스템 개발

- 금융망 보안대책 및 인증서버 개발

- ATM 호스트 접속 장치용 핵심기능 단일 ASIC칩 개발
- IMT-2000용 저전력형 변조방식 개발

2001

- 흉부엑스선 영상처리 원천기술 개발

- MPEG-4기반 멀티미디어 코덱 개발

- 3차원 GIS 소프트웨어 개발

- ATM 교환기 2차 상용 시험

- 차세대 전자상거래용 CPP/CPA 저작도구 개발

- HANbit ACE64 개발

- 표준형 홈게이트웨이 개발

-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AICPS) 개발

-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마르미Ⅲ 개발

- DAVIC 표준형 SVB 서비스 시스템 개발

-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개발

- WDM 광네트워크용 폴리머 파장 필터 개발

- 리눅스 클러스터링 SW 개발
- 컴포넌트 기반 개발지원 도구 COBALT 개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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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단순 X-ray 영상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기술 개발

- 무선인터넷상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

- 차세대 영상 정보처리기술 개발

- 한·중 TV 방송 자막 자동번역기 개발

- PC기반 전자우편 낭독시스템 개발

- 국내 최초 40GHz대 무선 LAN 수신기용 핵심 광대역 MMIC칩 개발

-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재공학도구 RESORT 개발

- PCS용 초고주파 CMOS 집적회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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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초고속/대용량 광통신망을 위한 폴리머 16×16 AWG 라우터 개발

- 지능형 디지털 TV 방송기술 개발

- 차세대디지털오디오(AAC) 기술 활용 국내 최초 인터넷 오디오 방송기술 개발

- TV-Anytime 기반 지능형 방송시스템 기술 국제 상호연동시험 성공

- 대화형 다채널 위성방송시스템 개발

- 실감·고감도 가정용 입체 카메라 개발

- 디지털 위상 변위기 MMIC 패키지 개발

- MPEG-4 저작 도구 개발

- IMT-2000 위성전송 표준 개발

- 차세대 고품질 음성코덱 원천기술 개발

- 무선 웹 인포샵 시스템 개발

- 10기가 이더넷 스위치 핵심기술 개발

- 640기가급 초대용량 WDM 광전송기술 개발

- 차세대 국제표준 1기가급 광가입자망 핵심 칩 세계 최초 개발

- 민군겸용 유무선 ATM 교환기 기술 개발

- 10Gbps 패킷 처리기술 개발

- 비동기식 IMT-2000 및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위한 Mobile IP 기술 개발

- 통신·방송 융합형 광가입자망시스템 개발

- 망관리 프로토콜 변환시스템 개발

- 색각장애인을 위한 색상변환기술 개발

- ATM기반 MPLS시스템 개발

- 통합형 Global 공개키 기반 구조기술 개발

- IPv4-IPv6 주소변환기 개발

-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보호를 위한 안전한 운영체제기술 개발

- SIP 기반 VoIP시스템기술 개발
- SIP 기반 VoIP시스템기술 국제 간 상호운용성 시험 성공
- HANbit ACE2000 개발
- ACE2000 MPLS시스템 개발
-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시스템 개발 및 시연 성공
- 영상(정지 및 동영상)영역 분할·객체추출 소프트웨어 개발

2002

- KT와 공동으로 VolP 내장형 VDSL 홈 게이트웨이 개발
- 국산 임베디드 운영체제(Qplus) 기반 홈서버 세계 최초 개발
- 차세대 ITS시스템 개발
- 차세대 인터넷서버기술 개발
- 다중 위성 이동수신 능동안테나 개발
- 고성능 디지털 TV 방송 중계기 개발
- 군함(軍艦) 탑재용 전자식 위성 송·수신 안테나시스템 개발
- 3차원 입체영상(3DTV) 방송중계시스템 개발
- 한·일 월드컵 초고속 위성통신중계시스템 개발
- 155Mbps급 위성방송통신 송수신기 및 송수신 ASIC칩 개발
- Ka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지구국 액세스망 핵심기술 개발
- 위성 ATM 전송시스템 개발
- 전자파 인체측정(SAR) 개발
- 80기가급 고속라우터 개발
- 차세대 네트워크(NGN)를 위한 핵심 프로토콜 개발
- 블루투스/무선랜/USB/이더넷/ADSL 접속장치 세계 최초 개발
- 온라인 3D 게임엔진 개발
- 차세대 IC카드 및 겸용 IC카드 리더 기술 개발
- 인터넷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안 플랫폼 개발
- 사이버 순찰 및 침입방어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제어기술 개발
- 이동형 센서 기술을 이용한 능동 보안 관리 기술(eSMART) 개발

2003

- 지능형 서비스 로봇 에트로(ETRO) 개발
- 시각장애인용 음성키보드시스템 개발
- 국제표준에 의한 통합 멀티미디어 서버시스템(SANtopia) 개발
- 40Gbps급 광검출기 모듈 개발
- 차세대 반도체소자원천기술 세계 최초 개발
-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용 초고주파 반도체칩 개발
- 통신방송위성 탑재시스템 개발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용 대화형 데이터 방송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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