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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정,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도전,
ETRI는 그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경영이념,

IT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ETRI 35년의 경영관리

최고의 연구성과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관리,
그리고 ETRI인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는
소통과 배려의 문화는
세계 속의 IT 연구기관 ETRI를 있게 한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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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탄생에서 현재까지

생했다. 1976년 12월 30일에는 반도체와 컴퓨터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지

등 전자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

한편, 1996년 1월 1일에는 1967년 6월 KIST 전

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선되

소(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Technology :

자계산실로 출발한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어야 함을 인식하고 1966년 2월 한국 최초의 종합

KIET)가 설립됐고, 같은 날 전기 분야의 연구와 시

ETRI 부설로 소속이 변경됐고, 1998년 5월 25일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험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한

ETRI로 통합되어 소프트웨어 연구를 강화하는 계

of Science and Technology : KIST)를 설립했다.

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orea Electric Research

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and Testing Institute : KERTI)가 설립됐다. 이들

ETRI는 출범 이후 통폐합 등 구조적인 변화를 겪

종합연구소 체제만으로는 늘어나는 기술 수요에 효

3개 연구소는 설립 이후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

고, 정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체신부, 정보통신부,

전송연구부

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하며 통신·전자·전기 분야의 연구개발 환경과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산업기술연구회, 지식경

기술연구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고 분야별로 체계적

토대를 다져나갔다.

제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어 왔지만 기본적인 연

이고 전문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정부출연연구소

이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구개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해나가며 대한민국 IT 국

들을 설립했다.

취지로 단행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조치에

가대표로 우리나라 IT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통신과 전자, 전기 분야에서도 국내 기술개발의 필

따라 1981년 1월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

요성에 따라 각각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됐다. 통

기기시험연구소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신 분야에서는 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IT 분야에서 시

자교환기의 도입, 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해 1976

립 연구소로 남게 됐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세

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제3연구담당 부소장

년 12월 31일 KIST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맞춰 통신과 전자 분야의 통

유연한 조직 운영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최대 정

통신시스템연구부

발족했다. 추후 체신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독립

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5년 3월 26일 한국

보통신 연구기관 ETRI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내

특수사업부

시킨다는 전제하에 설립된 KIST 부설 한국전자통

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한국전자

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최대한의 연구

신연구소는 1년 후인 1977년 12월 10일 특정연

통신연구소(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 끊

구기관육성법에 따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 ETRI)로 통합되어 지금의

임없이 노력해왔다. ETRI의 지난 35년간의 조직변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TRI 체제를 갖추게 됐다. 1997년에는 전기통신법

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IT 연구개

KTRI)로 독립해 통신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탄

개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

발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왔는지 알 수 있다고 해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초기 조직 (1978년 1월)

연구업무심의회
고문
운영관리심의회
이사회

소장

제1연구담당 부소장

감사
제2연구담당 부소장
자문위원회

교환연구부
실용화연구부

행정실
기획실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자

ETRI 변천과정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초기 조직 (1977년 2월)

통신연구소는 1976년 12월 전자교환기 도입과 개
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KIST의 부설 연구기관으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1976년 12월 30일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
1976년 12월 30일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
1977년 12월 10일

출연자협의회

로 설립됐다. 추후 체신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독

연구업무심의회

립한다는 전제 하에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1년 후인 1978년 1월 한국통신기술연구소로 독립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
1981년 1월 20일

1

이사회

소장

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UTILITY공장

당시 파급효과가 큰 유망산업으로 제시된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전자 분야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워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1985년 3월 26일

진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1977년 2월 17일 제1회

제2부소장(공장담당)

MASK공장
감사
제1부소장(연구담당)

정기 이사회가 개최됨으로써 연구소 조직이 구체화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1996년 1월 1일

됐다. 소장과 연구개발 업무를 부문별로 담당할 제
1, 제2 부소장을 두고, 관리부를 조직해 행정지원

2
1. 1977년 12월 10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KIST 부설 한국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997년 1월 31일

분야를 담당했다.

응용기기부
COMPUTER공장
BIPOLAR부
MOS부

자통신연구소(1976년 12월 31일 설립)가 한국통신기술연구소로 독

관리부장

립했다.
2. 1985년 3월 26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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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의 조직도 (1978년 1월)

을 개편해 시험검사와 함께 연구개발 업무를 시작
했다. 이 시기 각 연구소는 소장 아래 부소장을 두
부소장

소장

고 연구부서의 책임을 맡김으로써 연구개발을 분야

연구부
설비연구실
계통연구실

별로 총괄하게 했다.
이후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
소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통합되면서 부소장제

시험부

를 폐지하고, 연구 분야별 부서체제로 조직을 전환

가전시험과

했다. 한국전기통신연구소는 선임연구부장제를 신

기재시험과

설해 연구개발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분소장

며, 이후 연구소의 대덕연구단지 이전 계획이 수립
기획관리부

을 두어 전기 분야의 책임을 맡겼다. 1983년에는

기획과

대덕으로 연구소를 이전하고 TDX 개발을 본격적

총무과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IBRD의 반대로 통합되지

통신정보기술연구단

창원건설사무소

자통신연구소는 4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

통신망계획연구부

토건과

임 이사장으로 이우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선

고전압시설과

못하고 독립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소장, 임원진,

중전기시설과

직제 등은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단일체제로 유지

전자와 통신 부문의 통합에 의해 1985년 3월 26
일 정보통신기술 전담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한국전

으로 추진할 TDX 개발단을 신설했으며, 1단 6부
2분소 체제를 갖췄다.

서무과

광통신개발부

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소의 체제를 정비했다. 연구개
발 부서의 명칭을 통합하고 주요 기술개발 분야별로

는 반도체본부, 컴퓨터 개발업무를 맡은 시스템부

이전의 ‘부’ 체제를 ‘단’ 체제로 바꾸어 통신정보기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조직도 (1984년 1월)

컴퓨터개발부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출하는 한편, 직제규정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제정

됐고, 연구기획부를 비롯해 반도체 연구를 담당하

등 3부와 건설관리실, 행정실의 2실 체제로 새롭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조직도 (1985년 4월)

되면서 통합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사회

소장

전자기술연구단

홍보실

반도체설계부
단위공정개발부
전자기기개발부
자동설계기술개발부

술연구단, 전자기술연구단, TDX 개발단, 무선통신

정비했다.

개발단 등 4개 단을 두었다. 이후 기술지원단을 신

1982년 12월에는 연구개발 분야를 세분화하고 자

기획관리부

설하고 전자기술연구단을 컴퓨터기술연구단과 반도

연구업무심의회

동화 기술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으

체기술연구단으로 분리하여 6단 체제로 바꾸었다.
감사

인사위원회
이사회

소장

서울분소
행정실
전력시험부
정책결정연구부

감사

감사실

총무부

인력개발부

TDX 개발단
교환시스템개발부
H/W개발부
S/W개발부

기술정보센터
개통 및 기초연구부
반도체산업단

창원분소

올림픽지원 및 기술지도부

연구기획부
기획실
경제연구실

행정실
전력시험부
전기기기연구부

지원기술부

창원분소
TDX 개발단
S/W
기기
선임연구부장

전력시험부
전력연구부
전기개발부
행정실

행정부
지원기술부
교환연구부
전송연구부
계통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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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

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에는 ETRI 부

기술 발굴과 기술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IT기술이

고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크고 작은 조

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ETRI에서 분리되어 정보

전본부(ITEC)를 신설하고, 원장 직속부서로 업무혁

직개편이 이뤄졌다. 1992년에는 정보통신 관련 연

통신연구진흥원(IITA)으로 독립·발족됐다.

신실을 신설해 조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구개발 사업을 평가·관리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식 및 품질경영 원년으로 선포한 2001년에는 기관

또한 기반기술연구소 산하 부서였던 임베디드SW

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을 전담할 정보통신연구

고유 역할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 부수적인 기능을 축

기술센터를 직할부서인 임베디드SW연구단으로 승

관리단이 설치되었으며, 1996년에는 KIST 부설기

소, 폐지하고 중요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격시킴으로써 9대 IT 신성장동력 사업의 한 부문으

관이었던 시스템공학연구소가 ETRI 부설 시스템공

을 개편했다. 홍보실을 신설하고, 광통신 분야 연구개

로서 IT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파급효과가 큰 임베

학연구소로 이관됐고 이후 1998년 흡수·통합됐다.

발을 위해 광주에 광주·전남연구센터를 설치했다.

디드SW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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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시스템통합기술
연구그룹

이사회

IT융합・부품연구소

원장
홍보실

IT융합기술연구본부

업무혁신실

IT부품・소재연구본부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술군별

2002년에는 ETRI 역할 재정립 방안의 일환으로 대

2005년 12월에는 IT 기술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

특성을 고려해 전문연구소 체제로 조직을 전환했

형 국책연구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

털 컨버전스 추세에 맞추어 이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

다. 방대한 하부조직과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대

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팀 단위 조직을 10명, 부

에 주력하기 위해 기존의 기반기술연구소와 미래기술

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해 7개 연구단을 교환·전

단위 조직을 50명 수준의 적정 규모로 구성함으로써

연구본부를 통합해 IT융합·부품연구소를 신설했다.

송기술연구소, 무선·방송기술연구소, 컴퓨터·소

대형국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2007년 1월에는 장기비전 전략에 따른 중점 연구

프트웨어연구소, 회로소자기술연구소의 4개 연구

도록 했으며, 연구결과물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부문별로 미래기술연구그룹을 신설하고 IT839 사

감사

소와 정보화기술연구본부, 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

시키고 지식 공유를 통한 연구 생산성과 연구 프로세

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감사실

의 2개 본부 체제로 축소하고 연구개발의 효율화

스의 개선을 위해 기획관리본부 내에 지식경영실과

한편, IT 기술 융합에 대비한 중점 연구영역별 조직

를 기했다.

품질경영팀을 신설했다. 직할 부서는 기존 6연구소 1

운영(3개 부문 1연구소 9연구단) 및 기능별 조직운

1999년 1월에는 소관부처가 정보통신부에서 국무

본부 1센터에서 6연구소 1본부 체제로 조정됐다.

영(1연구단 1본부)으로 미래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변경돼 그동안 이사

2004년에는 정부의 IT839 전략 추진에 따라 차세

융합조직체계로 전환했다.

회의 의결을 거쳤던 조직개편 절차가 원장에게 일

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 중심으로 연구원 조

임됐다. 1999년 이후부터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직을 정비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모든 연구개발

위해 연구과제중심 시스템인 PBS(Project based

자원을 집중했다. 2004년 1월에 1연구소 9단 3본

system)에 의해 사업이 결정됐으며, 이를 위한 조

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 데 이어, 9월에는 상용화

ITSoC연구본부
미래기술
연구그룹

IT기술전략연구단

ITIT기술이전본부

통・방융합부문
이동통신연구단
전파방송연구단
광대역통합망연구단

행정본부

기획본부

미래기술
연구그룹

S/W・컴퓨팅부문
디지털홈연구단
디지털콘텐츠연구단
임베디드S/W연구단

미래기술
연구그룹

IT융합서비스부문
지능형로봇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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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USN연구단
정보보호연구단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이사회

교환・전송기술연구소

소장
홍보실

무선・방송기술연구소

기획관리부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총무부

회로소자기술연구소

부호기술연구부

정보화기술연구본부

기술경제연구부

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

감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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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ETRI 35년의 경영관리

01. ETRI 변천사

2008년 2월에는 연구원 내・외부 환경변화에 효율

2011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연연 선진화

적으로 대응하고 중점연구영역별 융합기술 연구와

방안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환경변화 분석 및 조직

핵심기술 축적을 위한 개방형 R&BD 조직체계를

진단을 통해 ‘신산업 창출형 첨단융합기술 개발’, ‘미

구축했다. 연구부문을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SW

래선도형 산업원천기술 개발’, ‘국민안전·공공복지

콘텐츠연구부문, 융합기술연구부문, 융합부품·소

문제 해소’를 3대 R&D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더불

재연구부문 등 4개의 연구부문으로 개편했고, 각 부

어 핵심과제별 국가 현안상의 중요성과 기술의 경

문별로 본부와 부를 설치했다. 또한 연구개발의 경

제·산업적 파급성 및 기술 성숙도 등을 기준으로 기

제성 분석과 전략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전략연

술 간 새로운 융합 시너지를 고려해 8대 R&D 전략

구본부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R&D 사업화 확대 및

기술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본

기 위해 2012년 1월 연구원 일부조직을 임무수행

부를 확대, 개편하고 R&D완성도 제고를 위해 각

형 연구조직으로 개편했다. SW-SoC융합연구소,

연구부문별 품질보증연구팀을 신설했다.

BigData소프트웨어연구소, 차세대콘텐츠연구소 등

2009년 1월에는 정부의 차세대 R&D 정책변화에 따

3개의 IT 전문 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사이버보안융합

른 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연구비 지원체계 변화에

연구단, 자동차조선국방IT융합연구단, 차세대디스플

따른 핵심요소기술의 지속적 축적 및 발전전략 구축,

레이연구단, 차세대스마트TV연구단, 미래인터넷연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대형연구과제에 연구역량을

구단 등 5개의 IT전문연구단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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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원장

호남권연구센터

감사실

대경권연구센터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융합기술연구부문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연구협력팀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새롭게 개편하고 연구기획

감사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연구협력팀

사
이
버
융
합
보
안
연
구
단

차세대통신연구부문

연구협력팀

연구협력팀

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연구수행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그동안 각 연구부문에서 수행해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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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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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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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단

온 미래기술 기획 기능을 통합해 각 연구부문간 융합
을 통한 메가 프로젝트 기획에 주력할 수 있도록 창
의연구본부를 신설하고, 새롭게 정비된 체제를 중심
으로 융합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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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SW-SoC
융합연구소

원장

감사

BigData
소프트웨어연구소

연구협력팀

차세대콘텐츠
연구소

연구협력팀

창의
연구본부

연구협력팀

기술전략
연구본부

연구협력팀

연구협력팀

감사실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융합기술연구부문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인터넷연구부문

콘텐츠연구본부

창의연구본부

기술전략연구본부

창의경영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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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본부

선진경영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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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TRI 변천사

세계 최고 연구기관을 위한 최고의 시설 조성

기 위해 신설된 제7연구동은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

를 준공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연면적 23,039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1동 잔디

연구시설은 인력, 예산 등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성

자동화 기능을 가진 건물로 완공됐다. 이어 1999년

㎡(약 7,0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춘 융합기술연구생

광장에 IT와 전통, 과학과 예술의 융합 조형물인 미디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연구기관의

에는 제9연구동을 준공하고, 2002년에는 협동연구

산센터는 중소·중견·벤처 기업들이 출연연 및 대학

어첨성대를 건립했다.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동을 완공했으며 지금은 제11연구동으로 명칭을 바

의 연구개발 융합기술을 체계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

설립 초기인 1970년대에는 독립된 연구동을 마련하지

꿔 사용하고 있다.

도록 지원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못하고 몇 군데로 분산되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2004년 12월에는 호남지역에서 IT융·복합기술

으로 건립됐다. 센터 입주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으나, 한국전기통신연구

R&BD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

상용시제품 제작을 위한 생산시설·장비 지원, 성능

소 시절인 1983년 현재의 제1연구동을 준공하고 대덕

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호남권연구센터를 신축했

시험,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

연구단지에 기반을 조성한 뒤 연구개발 영역의 확장에

다. 호남권연구센터는 호남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선도

을 주고 있으며 2012년 현재 IT, 반도체, 보안 등 다양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동을 신·증축하며 국내 최대 정

기술 개발, 호남지역 산업체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술

한 분야의 기업들이 ETRI의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

보통신 연구기관의 규모를 갖춰왔다.

개발, 본원 및 자체개발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 사업

둥지를 틀고 ETRI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IBRD 차관으로 구미공업단지에 터를 잡고 반도체와

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 개발 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컴퓨터 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하던 한국전자기술

또한 2006년부터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연구시설을

연구시설과 함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연구소는 198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통합이 결정

개보수하고 부족한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등 2010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위

되면서 구미의 연구시설은 민간에 이양하고 대덕으로

까지 연구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해 9개 연구동에 각각 창의소통공간을 마련했으며,

이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완공된 제1연구동 이외에

진, 세계 최고 연구기관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시

제7연구동에는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서든지 옮

TDX 개발을 위한 제2연구동이 지어지고, 1987년에

설을 확충해 나아갔다.

길 수 있는 시설과 밝고 스마트한 분위기의 개방형 창

는 컴퓨터와 반도체 연구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제3연

2011년에는 대구, 경북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의연구실을 시범 조성했다. 또한 옥외 산책로 주변에

구동과 제4연구동(반도체 연구동)을, 1989년에는 실

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연구공간(본관동)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점심시간에 음악청취를 통해

험동인 제5연구동을 차례로 신축했다.

과 개방형 R&D지원시설인 중소기업연구동을 갖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규모가 확대되고 연구 인력이 증가함에 따

대경권연구센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으로 자

연구원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3

3. 2003년 6동과 7동 사이 연결통로에 만들어

라 연구동은 계속 늘어났다. 1998년 12월 연구기능

리를 옮겨 신축했으며, 같은 해 8월 지식경제부 연구

일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2003년 6동과 7동을 잇는

진 ‘에트리에’는 직원들의 문화·휴식공간이다.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연구공간을 구현하

개발특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연결통로 ‘에트리에’를 건립하여 미술작품 등을 전시

공원’을 조성했다.

4. ETRI는 2009년 자연 산책로가 있는 ‘테마
4

“Art & Technology”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ETRI ‘미디어 첨성대’

‘현재와 과거’, ‘IT와 전통’,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조형물 ‘미디어
첨성대’가 2011년 12월 29일 ETRI 설립 35주년 기념행사에서 모습을 공개했다.
저명한 디지털아트 미술가인 경북대학교 류재하 교수의 작품인 미디어 첨성대는
우리나라의 앞선 과학기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첨성대에 최첨단 친환경 IT기
술인 LED 영상시스템을 접목해, IT 강국의 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음
을 표현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임을 상징하
1. 한국전기통신연구소는 대덕연구단지에 터를

고 있다. 또한 모든 분야와 영역을 뛰어넘어 메가 컨버전스를 실천하고 선도하는

잡고 연구시설을 확충해나갔다.  
2. 2011년 8월, 융합기술 사업화의 전초기지

ETRI의 의지가 담겨있으며,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문기

로 활용될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가 건립됐다.

업들의 기부금(4억 5천 만 원)으로 건립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전통문양, 민화, 청사초롱, 훈민정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첨단
ETRI 동문기업인 AP시스템(주) 정기로 대표, (주)알에프세미 이진효 대표,
(주)빛과 전자 김홍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미디어 첨성대 제막식.
미디어 첨성대는 ETRI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됐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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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통의 조화를 연출하고 있는 미디어 첨성대는 ETRI는 물론 대덕연구개발특
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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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계 최고
IT 연구기관을
향한 비전과
경영이념

02. 세계 최고 IT 연구기관을 향한 비전과 경영이념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전자통신 연구

내에서 세계로 넓히고 선진국과 기술 개발 경쟁을

특허 100건을 포함한 700건의 특허 취득,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별 수행했으며 행정

의 싹을 틔운 지 35년. ETRI는 수많은 세계 최초,

벌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

20건의 기술이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ETRI

운용은 연구 및 행정 지원업무의 계량화, 투명화, 예

최고 기술들을 개발하며 규모나 연구능력에서 세계

대 초반까지 TDX, 초고집적반도체(DRAM) 등 대

가 1992년 5월 일신 경영을 선포한 이후, 3P 목표

측가능화를 통해 각종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지

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대표 정보통신 연

형 국책사업을 통한 기술 개발과 독자적인 기초·기

달성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졌으며, 연구 분위기 활

속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다. 성과 연봉제 도

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 배경에는 미래를 내다

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주력했고, 활발한 국제

성화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경영 선진화와 연

입,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 조정, 개인 및 부서평

보는 장기적인 비전과 임직원에게 제시된 확고한 목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나감으로

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가 시스템 개선 등은 당시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타

표의식과 철학이 있었다.

써 연구소의 도약에 하나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됐다.

출연기관의 모범이 됐다. 그 결과 1999년 공공부문

시대 상황과 IT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온 비전

혁신경영

경영혁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산업

과 목표는 지금의 ETRI를 있게 한 길잡이였으며,

일신(日新)경영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 있던 1998년

기술연구회 기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외부

ETRI는 우리나라 IT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진취적

1992년 부임한 양승택 소장은 ‘1996년 세계 정상

4월 취임한 정선종 원장은 혁신경영을 토대로 조직

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IT 연구기관

연구소 구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

정비, 내부 개혁 추진, 창업 지원 및 우수인력 확보

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신(日新)’이라는 경영 방침을 새롭게 정립했다. 일

등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IT 분야 신기

신은 나날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뜻으로 전체 임직원

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함으로써 국가적 경

Spirit of Excellence

이 자기쇄신과 혁신을 통해 의지와 능력을 결집하자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혁신경영은 도

연구소 설립 이후 통신과 전자 분야의 연구개발 기

는 의미였다.

전(Challenge), 핵심기술 개발(Creativity), 고객

반을 다져오던 ETRI는 1985년 전자·통신 분야의

일신경영은 세계 정상 연구소라는 비전에 부합하는

중심(Customer)의 ‘3C’를 기반으로 원가 최소화

종합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좀 더 원대한 목표

연구개발 지표와 연구개발 방향, 임직원의 행동철학

(Cost Minimization), 기술료 수입 최대화(Royalty

와 비전을 수립했다. 통합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지표화가 가능

Maximization)의 ‘2M’ 달성을 목표로 했다. ETRI

취임한 경상현 소장은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1996

한 논문(Paper) 발표 건수, 특허(Patent) 취득 건

는 이러한 혁신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년 세계 정상 연구소 구현’으로 정하고, 실천 이념으

수, 개발기술의 상품화(Product) 건수를 추출해 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IMF 경제 위기를

로 ‘Spirit of Excellence’를 제시했다. 세계 정상 연

국 유수 연구소와 비교할 수 있는 ‘3P’ 평가기준을

극복하고 ‘21세기 정보통신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구소 구현이라는 목표 설정은 당시로서는 다소 요원

마련하고, 경영목표 달성 연도인 1996년까지 국제

최고 정보통신 연구기관’을 실현하고자 했다.

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연구개발의 시야를 국

논문 300건을 포함한 1,000건의 논문 발표, 외국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첨단성, 우수성, 경제성, 시장

일신경영 추진도

혁신경영 추진도

3C 구현

IMPH
• Intelligent

1996년 세계 정상
수준의 연구소

3P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정상 연구소
•최대의 노력

• Multimedia

• Paper

•최고의 결과

• Personal

• Patent

•최선의 기술

• Human

• Product

연구자원의 경제성 제고

Challenge

세계화된 경쟁환경에 도전

Creativity

창의적인 문제해결

Customer

고객을 위한 연구개발

운영절차개선(경영효율화)

선별적 기술개발(EBCM)

•연구인력 전문화, 정예화

•계량화

•첨단성(Earlier)

•연구자원 이용 효율화

•투명화

•우수성(Better)

•예측가능화

•경제성(Cheaper)
•시장성(Marketable)

2M 달성(생산성 극대화)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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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Minimization

연구개발단가 최소화

Royalty Maximization

기술료 수입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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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갔다.

신경영

연구사업 부문에서는 중점 연구영역의 연구역량 집
중을 통한 IT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창출, IT R&D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지식경영

허브로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중심

적지 않았다. 연구원은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심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날로 심화되는 세계 경쟁 체

역할 수행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실천과제로

각한 내부 갈등을 겪어야했고, 예산 절감 등으로 연

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치열하

는 IT 신성장동력 기술 개발 성과 창출, High Risk-

구개발 환경도 어려워졌다. 2001년 4월 취임한 오

게 전개됐다. ETRI 또한 국가경제의 중요한 성장엔

High Return 기술 개발 확대, 우수 IPR 확보, 핵심

길록 원장은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진으로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

갈등을 해소하고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

대열에 동참했다.

다. 이외에도 인력운용 부문, 재원확보 부문, 연구자

경영’의 기치를 내걸고 구체적인 경영이념과 경영목

2003년 11월 취임한 임주환 원장은 ‘IT 핵심기술

산운용 부문, 종합성과 창출 및 확산 전략 등으로 세

표를 제시했다. ‘21세기 세계 최고 정보통신 연구기

의 창조적 개발로 국가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는

분화하여 추진과제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일신경영, 품질경영, 지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21세기 세계 최고의 IT

경영을 도모했다.

경영 등 3대 경영이념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적인

R&D 기관 실현’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지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연구기관, 세계적인 우수

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내

인재중심경영

인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세계 최고 1인당 기술료를

부 환경 개선, 고객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ETRI

ETRI는 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는 2006년을 재

실현하는 연구기관을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했다. 달

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장기 전략을 세웠다.

도약 원년으로 삼아 ETRI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새

성해야 할 경영목표로는 원천기술 개발 강화, 대형

추진전략으로는 국제적 역량 강화, 인적 역량 고도

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과제 비중 확대, 개발기술 이전 촉진 등 3가지를 계

화, 산·학·연 협력 강화, 지식자본 극대화 등 4대

2006년 11월 20일 취임한 최문기 원장은 ‘인간중

량지표로 해 ETRI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했다.

전략을 설정하고 2006년까지 세계 일류 상품 및 서

심 IT융합기술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

이러한 경영이념과 목표 아래 ETRI는 4세대 이동통

비스 기술 3건 개발, 세계 일류 핵심 원천기술 30건

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국제표준특허

신기술, 차세대 인터넷 서버기술, 차세대 능동형 네

개발,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30건 달성, 기술료 수

300건과 기업수탁 및 기술료를 연구 예산의 30%

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초고속 광가입자망기술, 지

입 1,000억 원 달성을 세부 목표로 정했다. 2005년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SmarTV) 등 기술·경제적

에는 추진전략으로 윤리성 및 투명성 강화를 추가함

먼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연구개발 환경

파급효과가 큰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을 발굴, 추진

으로써 ETRI의 위상을 정립해 나갔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지식경영 추진도

ETRI 비전

IT 핵심기술의 창조적 개발로 국가와 인류 번영에 기여

21세기 세계 최고의
IT R&D기관 실현

경영목표

추진전략

세부 경영목표(3개년)

•국제적 역량 강화

•세계 일등 상품/서비스기술 : 3건

•인적 역량 고도화

•세계 일류 핵심 원천기술 : 30건

•산·학·연 협력 강화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 30건

•지적자본 극대화

•기술료 수입 : 1,000억 원

•윤리성 및 투명성 강화

위해 유비쿼터스 인프라, 디지털 인텔리전스, 융합
부품, 메가 컨버전스의 4개 분야를 중점 연구영역

신경영 추진도

으로 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발 빠르게

발전비전

21세기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연구기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다수 보유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세계적인 우수 연구인력 보유

는 기술의 융·복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1인당 기술료 실현

인재경영 추진도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인력 재교육을 강화했다. IT,
BT, NT 등 기술 간 융합화와 복합화 추세에 적극적

일신경영

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맞

창의성/자율성 제고

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또한 직

2015 비전

•인간 중심 IT융합기술선도기관

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新ETRI Man’을 정립

경영이념
품질경영
생산성/효율성 제고

하고 조직 문화를 재정립해 철두철미한 연구수행과

지식경영

더불어 직원 상호간에 신뢰가 넘치는 ETRI 문화를

우수성/경쟁성 제고

•융합형(R&D 역량 일류화)
경영목표

만들어나갔다. 재원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출연금, 민

•선도형(Global 역량 강화)
•시장창출형(IPR/상용화 확대)

간수탁 및 자체 재원 등 재원 다각화를 통해 지속성
장형 재원구조 구축에 나섰다.

경영목표

또한 기술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창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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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 강화

대형 과제비중 확대

개발기술 이전 촉진

출형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했으며 연구개발 기획 및

•원천기술 자립화

•연구인력 정예화

•개발기술 상용화

상용화 추진 체계를 개선해 시장수요에 의한 연구개

•연구원의 세계화

•연구환경 안정화

•인센티브 활성화

발 기획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연구기획 기능의 강

•4대 R&D Engine 추진 유비쿼터스 인프라・디지털 인텔리전스・융합부품・메가 컨버전스
추진전략

•3대 Resource 혁신 新인력구조・新조직구조・新재원구조
•3대 Process 혁신 연구기획・성과관리・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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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기술 개발 역량을 증가시켜 시장 중심의 연구

구축’, ‘Global Open R&BD 플랫폼 구축’, ‘지식재

연구원들의 창업을 통한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

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바로 상용화

산 신Biz 전략추진’, ‘기술사업화 신Eco-System 구

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혁신적인 성과를 창

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

축’, ‘창의인재 육성‘ 등 5개 분야를 설정했다.

출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토대를 마련

다.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및 모니터

또한 창의성(Creativity)과 생산성(Productivity)을

하고자 ‘창의 소통 공간’과 ‘창의 연구시설 시범환

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ETRI인이 지향해야

경’을 조성했으며,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을

경영을 추구해 고객으로부터 평가받고 신뢰받는 체

할 인재상(ETRImanship)을 ‘혼(魂)ㆍ창(創)ㆍ통

위해 도넛데이 및 주니어보드 운영 등 소통채널 다

제를 확립했다.

(通) 을 지닌 future creator’로 설정해 ‘도전과 열

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혼)’, ‘창의와 혁신(창)’, ‘소통과 배려(통)’을 지

경영방침 및 ETRImanship 체계도

ETRI 경영방침

Creativity

Productivity

창의경영

닌 ETRI인을 육성하고자 했다.

2009년 11월 20일 취임한 김흥남 원장은 ETRI가

한편 연구사업 부문에서는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 Think differently

• Keep process

지향해야 할 비전을 ‘Smart & Green Technology

높여가기 위해 ‘IT 국가대표 ETRI’라는 이름을 내걸

• Listen to others

• Keep timing

Innovator’로 제시했다. ‘Smart & Green

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주력했다. 그 결과 ‘스마트

• Enjoy work

• Be responsible

Technology Innovator’는 IT기술의 지능화, 고도

TV’, ‘Beyond 4G’ 등 대형 융·복합 메가 프로젝

화, 융합화를 이루고,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문화적

트가 가시화됐고, 범부처 스마트코리아 IT혁신사업

인 트렌드를 반영해 사용자 중심의 즐겁고 편안하며

인 ‘Giga Korea’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Smart IT’와 ‘IT 분야의 녹색

또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

화(Green of IT)’, ‘IT 융합에 의한 녹색화(Green

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by IT)’를 구현해 녹색성장을 실현하는‘Green IT’를

발맞춰 ‘상용화 현장지원제도’와 ‘기술이전 검증제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도’ 등을 도입, 운영하여 ETRI가 연구 개발해 이전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경영목표를 ‘혁신형 국

한 기술의 완성도 및 상용화 성공률을 제고했다.

가전략기술개발’, ‘가치창출형 지식재산 확보’, ‘산업

더불어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창업 전 단계에서

성장 견인형 기술실용화’로 설정하고, 경영목표 달성

부터 창업을 위한 단독공간과 자금, 멘토링, 교육까

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분야로 ‘창의ㆍ융합 기획 체계

지 지원하는 ‘예비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ETRI manship
“혼(魂)・창(創)・통(通)을 지닌 Future Creator”

핵심가치

실천가이드

魂 - 도전과 열정

創 - 창의와 혁신

通 - 소통과 배려

즐기자 변화를,

끊임없이 ‘왜’ 라고

만나라, 또 만나라,

꿈꾸자 최고를

물어라, 그러면 열린다

들어라, 잘 들어라

창의경영 추진도

비전

Smart & Green Technology Innovator
2011년 주니어보드 ‘ETRI 창’ 출범

경영목표

혁신형

가치창출형

산업성장 견인형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식재산 확보

기술실용화

세계일등기술

국제표준특허

기술이전

‘2011년 7월 출범한 ETRI 주니어보드 ‘ETRI 창’은 연구현장의 진솔한 의견 및 참

Innovation

Intellectual asset

Industry friendly

신한 아이디어의 직접적인 소통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원 내 비보직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ETRI 주니어보드 ‘ETRI 창’은 연구원 내 소통부재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으며, 매달 자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경영

통문화를 창조하여, 건전한 조직발전 및 진정한 소통의 가교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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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창’은 연구현장과 경영진 간의 소통의 창(窓),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의
창의・융합
기획체계
구측

Global
Open R&BD
플랫폼 구측

지식재산
신 Biz전략
추진

기술사업화
창의인재 육성
신Eco-System

미하는 창(創),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창(槍)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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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한 경영혁신

03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한
경영혁신

품질경영

Q-mark 제도를 구축하고, 연구방법론 혁신과 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고

ETRI는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끊

구결과물의 상용화 지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으로

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꾀했으며 연구품질, 조직문

써 궁극적으로 R&D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고객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 구축, 프로세스 기반 과제

화, 연구 인프라의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경영을 추

헌장 선포, 고객의 소리 및 내·외부 고객만족도 수

관리시스템, 경영통계정보시스템, e-CRM, e-감사,

진했다. 이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윤리경영시스

렴 반영체계를 정비하고, 전사적인 CS 조직문화 배

정보보안시스템 등 선진 정보기술을 도입, 2012년

템,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발전시켜

양을 위한 CSM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최정

말까지 구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훗날

나가고 있다.

예 R&D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함

세계적인 스마트 워크 인프라가 조성되면 ETRI는

품질경영은 1980년대 TDX 개발시기부터 구축해

으로써 2010년에는 최초로 고객만족도 조사 지수

명실상부한 IT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IT 기술

온 고유의 업무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01

(CSI)가 상위권에 진입했다.

개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년 정부출연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표준(ISO
9001) 기반의 품질경영 도입과 함께 프로세스 기반

윤리경영

의 경영시스템을 운영해왔다. 2002년부터는 품질

ETRI는 2004년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

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임을 다하기 위해서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및 2회 갱신

직무윤리, 연구윤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등 조직

성공, 2006년에는 신품질포럼의 ‘신품질대상’을 수

문화 혁신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0년에는

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 표준 프로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

스를 전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준(ISO 26000)이 요구하는 청렴성, 투명성, 책임
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윤리

고객만족경영

경영 체계를 구축,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공공적, 환

2007년에는 품질경영의 개념을 고객만족경영으로

경적 책임완수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발전시켜 ‘고객과 함께 열어가는 IT Future’ 라는 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전을 설정했다. ETRI는 이를 위해 고객 요구사항을

또한 이러한 경영혁신시스템의 인프라 혁신을 추구

철저히 반영하고 이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체계인

하기 위해 2011년 R&BD 플랫폼 혁신사업(차세대

연도별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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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RI는 2007년 6월 11일 CS경영 및 고객헌장선포식을 가졌다.
2. 김흥남 ETRI 원장이 CS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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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IT 인재를
만드는
인재경영

04. 최고의 IT 인재를 만드는 인재경영

국내 최대 IT 싱크탱크 ETRI

정도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우수한 연구

계 일류 연구기관(WCI, World Class Institute)으

1996년에는 인사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과 인력 관

지난 35년간 TDX, DRAM, CDMA, 지상파 DMB,

인력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러한 인력 감축으로 연

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를 위해 인사 정보에 대한 전산체계(EPIS)를 구축

WiBro, 4세대 이동통신 LTE-Advanced 등 뛰어

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에 접어

난 연구개발 성과들을 꾸준히 내놓으며 우리나라를

들면서 우리나라 최대 정보통신 연구기관으로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평가

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IT 강국으로 만든 ETRI, 그 이면에는 불가능을 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열린 채용을 통한 우수 인재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

단순화하고 경영목표에서 추구하는 연구 산출물을

능으로 변화시킨 ETRI의 ‘인재’들이 있었다. 연구원

확보와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 비대화 억제

화하기 위해 인력관리와 평가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개선했다. 또한 자율적이

설립 이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인력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개선해왔다.

고 책임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 사업에

은 끊임없이 계속돼왔고, 그 결과 ETRI는 어느 연구

또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주요 대학에 유치 홍보

종합연구소 출범 후에는 두 개로 분리돼 있던 한국

대한 직할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관에도 뒤지지 않는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활동을 펼쳐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

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서로 다

2004년에는 평가의 신뢰성, 평가기준의 타당성, 평

설립 당시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전 직원은 86명,

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른 인사제도를 정비해 인사관리 업무 기반을 구축했

가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연구원 성과향상 기반

한국전자기술연구소는 72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국

을 운영하고, 연구부문간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가

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연구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을 구축했다. 개인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평

내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해외 과학자 유치 등

능한 원내 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사관리는

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

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효과적인 인력 운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기술 융・

연공서열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논문(Paper)과 특

견 수렴과 평가제도 조기공지를 통해 안정적 평가기

로 통합된 1985년에는 전체 인원이 1,000명을 넘

복합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

허(Patent) 등 객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기준 지

준을 확립했다.

어서는 거대조직으로 탈바꿈했다. 통합 이후 ETRI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1991년 15%를

표로 설정하는 등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인력을

또한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는 연구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인력의 정예화에 힘을

차지했던 박사학위자가 2010년에는 40%로 증가

운용했다.

위해 다양한 인력 운영 정책을 검토하고 지속적으

쏟았다. 인력개발부를 소장 직할 부서로 설치해 학

했으며, 석사급 이상 인력은 전체 인력의 93%를 차

1993년에는 총무부 소속이던 인사과를 인력개발부

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효과적이

위구조 개선과 우수인재 확보사업을 본격적으로 실

지하는 등 IT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싱크탱

로 이관해 인력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명예퇴직제도,

고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

시한 결과, 1991년에는 연구인력 가운데 박사학위

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직종·직급별 자격제도, 행정직 경력개발제도 등 인

구전문가로서의 경력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

이상이 15%, 석사학위 이상이 64%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에는 글로벌 IT R&D를 지향하는

사관리 제도에 다양성을 기했다. 또한 안식휴가 연

한 연구자와 보직자의 경력을 따로 관리하는 이중

그러나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다른 공

ETRI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

구원, 초빙 연구원, 박사 후 연수 연구원, 위촉 연구

경력(듀얼래더)제도, 일과 삶의 조화(Work & Life

공기관과 마찬가지로 ETRI 또한 전체 인원의 20%

를 위한 채용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

원 등 외부 전문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해 유연하고

Balance)를 위한 스마트워크 제도 등의 도입을 적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했다.

극 검토하고 있다.

했으며, 2001년에는 개인 성과 및 역량에 대해 공정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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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최고의 IT 인재를 만드는 인재경영

혁신적인 IT 전문가를 만드는 ETRI의 교육훈련

연수팀이 폐지되고 교육훈련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색 및 분석 과정 등의 전문교육이 신설됐다. 2006

ETRI의 교육훈련은 구성원의 역량과 지식의 전문성

도 중단됐다. 당시 직원의 50% 정도가 교체됐으며,

년에는 중견 책임급 직원을 위한 특별연수(Special

을 강화해 혁신적 기술을 창조하는 ETRI-Manship

직원 교육 역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문교육

Training)과정과 직원들의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의 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 기본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경제위기가 어느 정

으로 외국어 교육이 보강됐다.

ETRI가 교육 훈련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

도 극복되어 가던 1999년 말에 다시 교육훈련 주관

2010년 들어서는 국가 간의 경계와 시장 간의 구분

작한 것은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시절부터라고 할

부서가 부활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중단됐던

이 무의미해지는 글로벌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

수 있다. 1982년 ‘연구원 자질 향상 5개년 계획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재개돼 새롭게 ETRI 교육체계

업 및 기술 간의 융·복합화와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1982~1986)’을 세워 ‘전 연구원의 석사화’, ‘연구

를 재정립했다.

진행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개성과 감성

원 10%의 박사화’, ‘전문 경력 연수의 향상’을 목표

2002년 이후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관리

을 강조하는 이른바 인력 고도화 추세가 경영환경

로 설정하면서 국내외 정규교육과 연구소 내 전문교

교육을 강화했다. 핵심 리더 양성과정, 경영전략세

변화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됐다.

육, 각종 연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미나, CEO 아카데미 특별연수(Special Training)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ETRI가 글로벌 경쟁력을

했다. 1983년부터는 교육 훈련 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 등 다양한 경영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행복을 창출하고

한편 교육 훈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규 교육

고 경영관리, R&D 경영, 지적재산, 표준화 등 전문

나누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문화와 인

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교육 과정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한편 개인별 전문기

재상 정립 등 시스템 경영의 수준을 더욱 제고할 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출범 이후에는 연구 인력들이

술 능력 및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

요성이 제기됐다.

최신 이론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했다.

이에 따라 ETRI는 조직의 새로운 비전인 ‘Smart &

정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외부 정규 교육과

2003년에는 핵심리더 양성과정과 관리고급과정,

Green Technology Innovator’ 구현을 위해 ‘혼

정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학위를 취득하고 자질을 향

관리자 중급과정, 부서활성화 과정, 품질경영 확산

(魂)·창(創)·통(通)을 지닌 Future Creator’를

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해외의 우수 연구

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됐으며 2004년에는

ETRI manship으로 재정립했고, ETRI의 핵심가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첨단 기술을 습득할

경영전략세미나와 리더십과정 등 경영관리교육과

가 구성원의 실질적인 행동철학이자 조직문화로 자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특별 훈련과 장기 근속자 재

ICU-CMU 특별연수과정이 추가됐다. 2005년에

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장

교육 등을 실시했다.

는 직원 기본 자질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식

을 마련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

IMF 이후부터 1999년까지는 교육훈련 주관부서인

개혁 과정이 신설됐으며 특허맵 작성 과정과 특허검

고 있다.

ETRI는 연구 인력들이 최신 이론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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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대외협력

세계와 더불어 발전하는 ETRI

형태의 국제협력과 국제기구 활동을 펼쳤다.

진흥공단 등과 컨소시엄(EEN-Korea 컨소시엄)을

한 산업체 기술이전과 중소기업 기술지도에 많은 공

200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화가 가속화

ETRI의 대외협력 활동은 2000년대 이후 더욱 활발

구성해 가입함으로써 ETRI 기술을 EU에 진출시키

을 들이고 있다.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국경은 무의미한 개념이 됐

해졌다.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MOU 체결, 기술

는 한편, EU 소재의 기업·대학·연구소들과의 공

1979년 금성전기와 광진전자를 대상으로 한 PCM

다. 세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

교류, 공동학술행사,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

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국간 정합중계 장치 기술지도로부터 시작된 ETRI의

고 발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술 또한 하루가 다

구,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협력을 통

또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기타 중앙아시

대외 지원은 1980년대 이후 체계를 갖추었다. 산업

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만으로는

해 상호 보완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다. 베트

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IT 기술 교육 협력 사

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남 우정통신기술연구소(PTIT)와의 기술협력사업,

업을 추진하고 해외 기술이전 잠재시장 개척 및 국

요한 사업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ETRI의 지원활동도

ETRI는 설립 초기 내부 체제 정비와 연구기반 구축

베이징 연구센터 설치, ETRI 호주 R&D 거점의 설

제공동연구 파트너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각 국

기술 이전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그리고 신

에 대부분의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활발한 국제

치와 공동연구 추진, 영국·프랑스 등 선진 연구기

의 주요 공직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짧게는 2주에

기술 도입과 운영 기술지원 등으로 세분화됐다.

협력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의

관과의 기술교류 확대 및 R&D 네트워크 다양화 등

서 길게는 3개월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ETRI에서 탄

대외 지원사업은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업체가

기술 수준이 낮아 주로 해외의 선진 연구기관들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세계 최

생한 일등 IT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

개발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연구소가

부터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국제협력의 목적이

대 이동통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공동

유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해

개발을 마친 기술을 일정한 기술 사용료를 받고 기

있었다. 그러나 1985년 통합 이후부터는 차츰 세계

연구기반 및 표준화 협력 활동을 강화했다.

당 국가와의 교류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업체에 전수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TDX나

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해

2006년에는 해외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를 구축했다.

초고집적 반도체,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등 대형

세계 IT 기술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논문 발

해외사무소를 다각화해 미국 산호세에 미주기술확

표 등으로 ETRI의 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산센터(ETRI-International)를 설치했다. 11월에

국가 기술 발전을 이끄는 대외 지원사업

용화 단계를 밟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 국제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산

는 미국 모토롤라사와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ETRI는 기술 개발 활동과 함께 개발한 기술을 산업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업체에 전수하는 것이 일반

업 전반의 화두가 됨에 따라 ETRI는 IT분야의 경쟁

T2T(Things to Things)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유치,

체에 이전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

적이었다.

력 확보를 위해 국제통신기구인 ITU, APT 및 국제

개소함으로써 해외 R&D 파트너와의 글로벌 공동

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외 지원사

표준 제정기구인 CCITT, ISO 등을 중심으로 국제

연구 체계를 확립했다.

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

표준 제정과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09년에는 유럽 최대의 기술거래 및 비즈니

1994년 ITU-T SG7 국제회의, 1995년 ICCC 국제

스 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학술회의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Network)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소기업

국가사업들은 업체가 개발과정부터 참여해 이후 상

국제학술회의 논문 발표 건수
1985
1986
국제

1987

국내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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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5   
1996
1997   

1

2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

4

2009   
2010   

1. 국제공동연구 파트너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외 주요 공직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2011   

2. ETRI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체 기술이전과 중소기업 기술지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3. 1998년 12월 최적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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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RI 벤처협의회(EVA)’는 ETRI 창업지원을 받은 업체들 간에 인맥 구축과 정보 공유를 위해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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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대외협력

1985년에는 체신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추

상용화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초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ETRI의 창업 지원은 1990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는 단 2개 업체가 창업하는 데 그쳤다.

진 계획을 수립하고 ETRI를 기술지도 대행기관으로

기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과제를 활발히 수

기술지원, 창업 활성화, 연구소기업 발굴, 출자기업

인 (주)아펙스의 창업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조금

한편 1996년에는 ETRI 창업 지원을 받은 업체들 간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 본격적으

행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술료

지원 등 대외지원사업을 강화했다.

씩 늘어나다 IMF 외환위기 체제에 돌입한 1998년

에 인맥 구축과 정보 공유를 위한 ‘ETRI 벤처기업협

로 진행됐다. 매년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첨단기술

부담으로 개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TRI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기술료 수입을 확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로 급속하게 증가했

의회(EVA)’가 설립됐다. EVA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

을 이전하고 지도했으며 품질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

대하고 이동통신 특허의 국내기업 이전추진으로 IT

다. 같은 해 12월에는 최적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상조는 물론 창업기업의 위탁 과제, ETRI와의 공동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기술정보 제공, 기

는 애로기술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벤

개발 과제, 창업 활성화 지원, ETRI와의 공동 발전 모

술 교육, 장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펼쳤다.

업의 기술자생력 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 지원사업을 꾸준

처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창

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TRI 역시 EVA와의

1990년대는 ‘세계 정상 연구소 실현’이라는 비전을

ETRI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히 지속해나가고 있다.

업지원센터는 창업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벤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걸고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한 시기였다. ETRI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

처 인큐베이터로 설립 초기에 필요한 사업 공간과

한편,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EVA와의 공동연구를 추

자체 개발한 각종 기술들을 신속하게 기업체에 이전

술이전 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기술 수요를 창

벤처기업 활성화의 주역 ETRI

범용장비를 제공하고 기술과 경영지도 등을 서비스

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최신기술과 시장정보, 인적·

해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국제

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기술이전 사업설명회를 개

IMF 이후 정부는 외환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로 벤처

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하는 벤처기업들을 제품시장

물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최해 핵심기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했고, 정부의 의욕적인 벤처 육

과 특성화된 사업단지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

장할 수 있도록 휴먼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다.

1993년은 정부의 신경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이전 사업에도 역점을 두

성책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들마다 벤처

했다. 그 결과 많은 연구원들이 ETRI를 기반으로 벤

현재 활동 중인 180개의 EVA 소속 기업 가운데 코

해로, ‘신경제 100일 계획’이 수립되면서 중소기업

고 2001년 북경과 상해에서 중국 기술이전 설명회

열풍이 불었다. 특히 첨단 IT 연구기관인 ETRI에서는

처의 길에 들어섰다. 1998년에는 44개, 2000년에

스닥에 상장된 업체만도 18곳에 달하고 있으며, 국

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같

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알제리 등 해외 기

다른 연구기관들보다 활발한 벤처 창업이 이뤄졌다.

는 72개 회사가 벤처 창업대열에 뛰어들어 정점을

내외 약 7천억 원의 매출 성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은 해 5월에는 에트리 포럼(ETRI Forum)을 개최해

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ETRI의 벤처 창업이 특히 활발했던 데는

이뤘지만,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져 2003년에

사업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500여 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양여 계약을

2004년에는 IT기술이전본부(ITEC, 현 사업화본부)

1990년 제정된 창업 지원 규정이 한몫을 했다.

체결하는 한편, 중소기업 애로 타개 전담반을 설치

를 설치해 상용화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가치 평

ETRI 출신 연구원이 창업할 경우, 사업 계획의 타당

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연구원을 보내 기술

가와 기술이전 업무는 물론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지원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주문형 반도체(ASIC)

를 총괄함으로써 R&D 성과물을 공유 확산하고 신

이뤄졌으며,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ETRI가 보유하

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축적된 ASIC 기술

기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서

고 있는 기술을 기업화하거나 산업화함으로써 자칫

과 시설을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벌였다.

비스를 제공했다. 2010년부터는 사업화본부를 원

사장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연

2000년대 들어 ETRI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조기에

장 직할 부서로 확대해 R&D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EVA 소속 기업 중 거래소 상장 업체 현황(4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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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소속 기업 중 코스닥 상장 업체 현황(18개 업체)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상장일

주업종

(주)아펙스

김상호

1991.01

1994.06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비트컴퓨터

전진옥

1985.04

1997.0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핸디소프트

안영경

1991.01

1999.1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서두인칩

유영욱

1997.06

2000.0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상장일

주업종

하이퍼정보통신(주)

최성수

1994.08

2000.07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삼보컴퓨터(주)

이용태

1980.07

1989.12

컴퓨터 제조업

(주)아이티

공비호

1995.08

2001.07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한국데이타통신(주)

이용태

1982.03

1993.01

유선통신업

아라리온(주)

정자춘

1996.04

2001.08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주)엘렉스컴퓨터

김영식

1987.07

1996.07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기가텔레콤(주)

김호영

1998.05

2003.07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콤텍시스템

남석우

1983.08

1997.0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AP시스템(주)

정기로

1994.10

2003.1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빛과전자

김홍만

1998.10

2004.02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주)이노와이어리스

정종태

2000.09

2005.0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해빛정보

박병선

1999.05

2005.06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주)케이엘테크

김상호

2000.05

2005.07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주)알에프세미

이진효

1999.10

2007.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주)에스앤에스텍

남기수

2001.02

2009.0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주)뉴그리드테크놀리지 이형모

1996.03

2009.0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케이맥(주)

이중환

1996.11

2011.10

바이오 및 이화학용 분석장비 제조업

(주)시큐브

홍기융

2000.03

2011.12

서버보안솔루션 및 모바일보안솔루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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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ETRI 35년의 경영관리

06

과학문화
대중화에
앞장서는
홍보전략

06. 과학문화 대중화에 앞장서는 홍보전략

빠르게 변하는 IT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알

용함으로써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꾀했다. 그 결과

에서 개발한 기술을 전시, 소개하고 있다. 초고속정

있으며 연구원 CI 제작과 관리, 주요 전시행사 참가,

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주는

대언론 홍보 실적은 해마다 증가했고, 2011년에는

보통신전시관은 2004년 IT 신성장동력 테마전시관,

연구원사 제작 등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총 155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와 경영

2007년 정보통신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꾸준

고 있다.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한

실적 등을 홍보했으며, 신문, 방송 및 전문지 등 언

한 방문객 유치활동을 벌여 연간 평균 2만 명 이상

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론에 기사화된 회수는 총 1,929회에 달했다.

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대덕연구단지의 명소로 자리

ETRI는 지난 35년 동안 TDX, DRAM, TiCOM,

ETRI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언론 홍보와 함께

잡았다. 2007년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CDMA, 지상파 DMB, WiBro, LTE-Advanced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도 많은

휴일인 토요일에도 전시관을 개방, 운영해 일반인들

같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들을 탄생시켜왔다. 현

노력을 기울여왔다. 1983년 창간된 정기간행물인

의 방문 횟수가 더욱 증가했다.

재 이러한 기술들은 상용화되어 실제 우리생활에 많

<ETRI 뉴스>를 시작으로 <전자통신연 소식>, 1989

ETRI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ETRI는 이러한 연구개

년 <소식 전자통신연구소>, 1997년 <소식 전자통

도 앞장서고 있다. 벽지학교,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

발 성과들을 대내외에 알리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

신연구원>, 2002년 <소식 ETRI>, 2010년 <좋은e-

사회소외계층에게 따뜻한 IT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1985년 홍보실을 신설했다. 신문, 방송, 정

웃>을 통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IT소식을 국민들에

는 전시관 초청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

기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효과적이고 체계

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경영정보와

터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IT 대중서인 Easy

적인 홍보업무를 시작했으며 TDX 개발, 세계 최초

R&D 뉴스 등을 직원들에게 발 빠르게 전하는 소식

IT 시리즈의 발간을 시작해 ‘훤히 보이는 DMB’, ‘훤

16M DRAM 개발,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대

지 <ETRI톡톡>을 창간해 원내 소통활성화에 이바지

히 보이는 WiBro’ 등 현재까지 총 25종이 발간됐

형 연구성과들이 쏟아져 나온 1990년대에는 ETRI

하고 있다.

다. 2011년에는 과학문화 소외지역 학교를 찾아가

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 대언론 홍보를

또한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 1992년부터 연구원과

과학 강연과 정보통신전시관의 주요 기술들을 소개

더욱 강화했다.

연구개발 성과를 고품질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일

하는 ‘찾아가는 IT교실’을 신설해 교육 현장에서 큰

2000년대 들어서는 전년도 연구 성과 홍보 실적을

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ETRI의

호응을 얻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객별, 언론매체별 홍보 전

각종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이전 정보 등을 동영상

이 밖에도 최근에는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략을 수립하는 등 더욱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

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및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

하기 위해 ETRI 블로그, 트위터(Twitter), 페이스

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 언론사, IT 전문가, 일반

으로 제공하고 있다.

북(Facebook) 개설 등 SNS(Social Network

대중 등 홍보대상에 따라 특성화된 홍보 매체를 이

1995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을 개관해 ETRI

Servic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전략을 펼치고

ETRI는 과학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벽지학교 초청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1

2

3

4

1. 친근하고 재미있는 IT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좋은-e웃’을 발간하고 있다.
2. 2006년부터 발간된 ETRI Easy IT 시리즈는 일반인들을 위한 IT 대중서다.  
3. ‘ITU TELECOM WORLD 2009’에 참가한 ETRI의 SMMD 기술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체험하고 있다.
4. ETRI는 국내외 주요 전시행사 참가를 통해 과학기술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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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후생

1985년 ETRI가 종합연구소로 출범하면서 연구소

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운영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복지후생 제도 개선을

콘도 운영 등 연구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됐다. 1987년에는

고 있다. 2006년에는 2005년 7월에 도입한 선택적

복지 기금 조성을 통한 주택 자금 융자 지원과 연구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해 개인의 차별적 복지 욕구를

소 임차 주택 제공으로 직원들의 주택난 해소에 일

충족시키고 금연캠페인과 심리상담 등 건강서비스

조했고, 1988년부터는 생활지원 분야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직원 복지후생을 강화했다.

분야를 넓혀 나갔다.

한편 직원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해 대덕특구 소재

1990년대에는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

입주기관들과 공동으로 1995년부터 대덕특구 어린

생활을 누리면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사이언스 신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3년에는 복지후생 사

성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대덕대학 부설 어린이집에

업을 전담하는 복지과를 신설해 일관성 있는 복지

위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복지

2009년부터는 직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

5계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복지 사업을 펼쳤다.

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를

이 시기 주요 복지후생 제도로는 중고생 자녀 학자

도입했으며, 2011년부터는 매월 1회 ‘패밀리 데이’

금 지급, 각종 동호회 지원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를 지정해 정시 퇴근 및 가족 친화 활동을 유도함으

1996년에는 연구원 운영 방향을 ‘기술개발에 의한

로써 ‘Enjoy Work’의 기본인 가정과 직장의 조화

인류 복지의 선도’로 정하고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복지 시설 확장에도 힘썼다. 휴식 공간인 연구
소원의 집을 다용도 소통 공간으로 조성한 것을 비
롯해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장과 헬스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인 우체국, 은행 출장소를 원
내에 유치했고 직원들의 친목도모와 정서함양을 위

ETRI는 2011년부터 매월 1회 ‘패밀리 데이’를 지정,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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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

ETRI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지속

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

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친밀한 교감

IMF 경제위기 때 결식아동 지원으로 시작된 ‘사랑

을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어촌마을 일

의 1구좌 운동’은 이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손 돕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연구원 견학 초

일정금액을 모금해 학업이 우수한데도 가정형편이

청행사, 마을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

어려운 대전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치고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월하성 마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나가고 있

을, 공주 정안면 고성리 풀꽃이랑 마을과 자매결연

다. 소년소녀가장, 편모편부 슬하 학생 등의 지원과

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부서단위

함께 심장재단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하

나 가족단위의 농어촌체험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

고 명절에는 지역의 양로원, 고아원, 보육시설, 요양

써 사회공헌의 의미를 넘어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자

시설 위문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녀들의 교육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고 있다. 또한 ETRI 노사는 2008년부터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과 충남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ETRI에서 직접 개발한 골도전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골도전화기는 ETRI가 1997년 개발
한 복지기술을 이용해 소리가 아닌 수화기의 진동을
직접 머리에 전달함으로써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들도 전화통화를 가능케 하는 제
품으로 골도전화기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
겠다는 의미로 골도전화기 지원사업명을 ‘사랑을 부
르는 전화기(You Call IT Love)’로 정했다.
더불어 봉사동호회와 함께 야간공부방 봉사, 사랑
의 집짓기, 목욕봉사, 연탄 나눔, 김치 담그기, 등 다

2

1

3

1.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사랑의 1구좌 운동’은 ETRI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지역사회와의 친밀한 교감을 위해 농어촌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2. ‘사랑의 1구좌 운동’을 통해 ETRI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매년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3. ETRI는 봉사동호회와 함께 사랑의 집짓기, 연탄 나눔, 목욕봉사 등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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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연구원 발전을 이끄는 노사화합 문화

1987년 12월 4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금 체계 개선, 직원 복

당시 작성된 인사제도 개선 보고서를 토대로 2011

으로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ETRI 노동조합은 출범

지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를

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연구원 조직 활성화를

초기 6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해 1991년에는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연구원 인사제도의 재정비 방

1,0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해 연구단지 노동운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위

안을 모색하고 이의 시행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원

동의 구심점이 됐으며, 이후 노사 간 협력과 화합을

한 감시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공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내

부 직원들이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해 유관업체로

동 연구’ 과제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적으로 세계 최고 IT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

부터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취득한 직무윤리 위

노동조합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앞장서왔

립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은 연구원의 신뢰와

다. 직원 복지의 다양성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실

1989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고 전국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직원 스스로의 자성과 강

시된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체력단련, 콘도 등 휴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1994

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개혁프로그램

양시설 이용, 각종 일반 상품 구입 등 본인의 필요

년 9월에는 기업별 노조였던 연구소 노동조합을 해

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내·외부 개

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직원

산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된 전국과학기술

혁 과제 제안을 받는 등 개혁의 일선에 나섰다. 또

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예산 증액과 함께 필요

노동조합에 가입, 과기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지

한 2004년 10월 제1차 노사협력회의를 시작으로

한 항목들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부로 개편했다. 현재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위기에 처한 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다. 2010년 7월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계개선과 평가제도, 직무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

1997년 3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보상제도 등 직원 처우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고자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선택

이 제정됨에 따라 1998년 전 직원 투표를 실시해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체계, 인사제도, 보

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

직제도, 성과보상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외

를 추가 도입하는 데 노사가 합의해 직원 과반수 동

써 연구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

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임금체계 개선, 성

의 절차를 추진해 2010년 11월 ‘과학기술인 퇴직연

회를 구성하고 명칭을 연구원발전협의회라고했다.

과보상제도, 보직제도, 평가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

금제도‘를 도입했다.

연구원발전협의회는 연구원의 연구사업 현황, 인력

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연구원과의 지속적인 노

IMF 경제위기 등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내부 문제

운영 현황, 교육훈련 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유

사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에 집중해 연구원의 안정화를 되찾고 노사관계를 재

하고 각종 인사제도 제·개정 시 경영 참여기회를

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정립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2011년 12월 창립 24
주년을 맞은 ETRI 노동조합은 치열한 경쟁보다 따
뜻한 사회연대를 이뤄나가고 지속가능한 노동운동

1

이 되기 위해서 연구원 외부 문제와 사회문제로 관
심을 넓혀가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원에서 개발한 골도
전화기를 지원하는 ‘골도전화기 노사 공동지원사업’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다문화가족의 삶
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돕는 등 노사 공동으로 사
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노사가 공유하는 가치인 ‘사
회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갈등보다 화합을 통한 연구원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경영 전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해 연구원 경영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실질적인 대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전달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2008년부터 ‘골도전화기 노사 공동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
1. ETRI는 매년 임직원들의 화합의 장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 ‘한마음 체육대회’는 ETRI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마라톤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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