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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산업 창출과 새로
운 일자리 제공, 나아가 모든 시장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조경
제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ICT의 이러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CT가 관련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채널의 구축과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총체적인 지원 노력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세계 경제는 자본과 노동력 중심의 경쟁체제로부터 정보와 지식 중심의 경쟁체제를 거
쳐 이제는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 중심의 경쟁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제 위기,
소비 침체, 고용 축소 등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창출과 전 산업으로의 확산, 그리고 확산된 지식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생
태계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ETRI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 구축에
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신 시장과 일자리
창출’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ETRI에서는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2008년부터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하고자 “ETRI 기술예고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ETRI 기술예고제”는 ETRI에서 개발 예정인 기술의 개요 , 개발 일정, 예상 결과물, 기술성, 시
장성 및 활용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기업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ETRI 기술예고제는 대외적으로
는 기업들이 ETRI가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내적으로는
연구 분야 별로 협력방안 모색 및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TRI는 국가경제를 견인할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최적의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R&D 경험의 활용과 IPR 관리를 통해 산·학·연 협력연구를 선도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 아젠다를 선도하는 개방형 협동연구(Open R&BD) 플랫폼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이 중
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로 ‘ETRI-중
소·중견기업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도부터는 기술사업화 혁신 전략
으로 R&D 사업화 전용 프로그램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1백 개의 기술창업, 1만 명의 고용
창출, 1조 원의 매출 증대효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백(百)·만(萬)·조(兆) 성과확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2015년도 ETRI 기술예고제”는 ETRI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실행의 일환이
며, 사업화 주체인 기업에게 널리 활용되어, 기업의 신사업기회 발굴,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성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5년도
ETRI 기술예고제”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업화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또한
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ETRI 직원 여러분들의 열
정과 노력에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5년 6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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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5-21. TWDM-PON ONT용 광트랜시버 기술

281

4-21. 동영상 기반 미러형 스마트 리모콘 기술

234

5-22. 네트워크의 공평대역제어 기술과 트래픽 운용뷰를

283

4-22. 12 ~ 16 GHz 4 W 고출력 증폭기 설계

236

제공하는 시스템
5-23. 테라급 시스템 백플레인 기술

285

5-24. 온도제어형 광송신 모듈 패키지

287

5-25. 차세대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한 액세스망 신뢰도

289

향상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