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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개
ETRI는 1976년 설립 이래 전전자교환기(TDX), 초고집적 반도체(DRAM),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 휴대인터넷 WiBro, 지상파 DMB, 그
리고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등과 같은 세계 최고, 최초 기술들을 탄생시키면서 글로벌 IT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특히, ETRI의 선도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은 169조 8,095억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와 미국 등록특허 세계 1위(The
Patent Board, 2012)라는 실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ETRI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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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개발, 가치 창출형 지식재산 확보, 그리고 산업성장 견인형 기술 실용화를 통해 세계 IT산업의 미래를 책임
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우리나라 IT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ETRI, 미국특허 종합평가 세계 1위!
ETRI는 미국 Patent Board에서 시행한 '2011년 특허종합평가'에서 세계 유수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대학들을 제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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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를 차지해 글로벌 연구기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허 종합평가의 순위는 양질의 특허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력’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 기술력은 보유기관
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타 기관의 기술 진보에 미치는 ‘산업 영향력 지수’와 ‘특허등록건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ETRI는 특
허등록건수(537건)와 기술력(364.09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기술변화와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혁신주기도 7.5년으
로 해외 기관들에 비해 짧아 세계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순위

기관명

기관구분

국적

1

ETRI

정부기관 대한민국

기술력지수
3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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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he Patent Board™
‘2011년도 미국 특허종합평가(Innovation Anchor Scorecard)’
주요 순위

대학

미국

341.88

3
4

캘리포니아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ITRI
MIT

연구소
대학

대만
미국

258.08
225.59

5

美 해군(US Navy)

정부기관

미국

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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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사업화본부의 기술사업화
신 Eco-System의 구축 및 운영

ETRI는 2004년에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산업체
에 이전하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기술평가, 중

ETRI는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국가 R&D정책의 변화, 그리고

소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IT기술이전본부(IT

산업체 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경

Transfer & Evaluation Center : ITEC’를 신설하였다. ITEC

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

은 2008년 기술사업화본부, 2009년 사업화본부로 명칭이 변

책들을 ETRI사업화본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ETRI가 2000

경됐으며, 2010년에는 원장 직할 부서로 확대·개편돼 R&D기

년대 이후 창출한 다양한 사업화 성과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

획부터 사업화까지를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체계를 구축하고,

력관계 구축 성과는 기술사업화 신 Eco-System을 통해 R&D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창업 활성화, 연구소

성과의 확산과 상용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ETRI의 선도적

기업 발굴, 그리고 출자기업 지원 등 대외지원사업을 강화해 나

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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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실 3센터 체제(지식재산경영실, 중소기업협력센터, 북
경연구센터/미주기술확산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화본부
는 ETRI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특허 등 지식
재산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창출형 지식재산 확보와
ETRI가 연구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기술들을 (대)중소 기업들에
게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

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가공, 활용 등을 위
해 국내외의 법무·세무·특허 법인 등 전문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략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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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ETRI사업화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목표 및 추진 전

&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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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장 견인형 기술상용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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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사업화본부의 주요 추진 전략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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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TRI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ETRI사업화본부는 ETRI가 개발한 기술과 R&D과정에서 획득한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되고, 이전된 지식재산이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을 통해 상용화됨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TRI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술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ETRI기술을 이전해간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ETRI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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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술개발 사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이전 기업에 ETRI연구진을 직접 파견하여 상용기
술 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현장 지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기술인재 지원 사업, 기술도
우미 상담센터 운영, 연구원 공통인프라 지원 사업, 그리고 기술예고제 등을 들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추가기술개발사업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프로그램은, ETRI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겪게
되는 기술이전 과정이나 후의 기술적 문제와 사업화 관련 문제의 해결을 지

추가기술개발사업은 기업이 ETRI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독
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ETRI의 연구 개
발자가 직접 필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도와주
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이전 기업이 겪게 되는 추가기술개
발의 니즈에 대한 수요조사와 기업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사업화

상용화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ETRI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가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선

전 후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전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전 A/S전담
코디네이터” 제도와 기술분야별 전문 상담 컨설팅 서비스와 기술이전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TRI기술도우미 상당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ETRI기술도우미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된 기업은 별도의 자금 부담 없이 최대 1.5억 원 이내에서 인건비 및 직접
개발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S M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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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망한 이전 기술을 발굴하고, 개별 기업의 니즈에 맞게 추가기술개발 및

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ETRI사업화본부는 기술이전 기업이 기술이

추가기술개발사업 개요

사업화기술개발사업

ETRI 기술이전 A/S 전담 코디네이터:
1js05@etri.re.kr, 042-860-1753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http://escort.etri.re.kr, 042-860-1588
상용화현장지원연구
출연연-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ETRI의 대표적인 노력
이 “상용화 현장지원 연구”사업이다. 상용화 현장지원 연구는 ETRI 기술을

사업화기술개발사업은 ETRI의 재원을 활용하여, ETRI가 보유한 기술에 대
한 추가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업화기술개발사업은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목표로 기술주도형, 시
장지향형, 전략형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추가적
인 자금 부담 없이 최대 2억 원까지의 기술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화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ETRI연구진과 상용화를 위한 추가개발을
진행하게 되고, 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기술을 이전해 감으로써 사업화를 추
진하게 된다.

이전해간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ETRI 연구인력을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의 기술상용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ETRI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상용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상용화현장지원을 받고
자 하는 기업은 ETRI기술도우미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부
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ETRI 연구 인력의 상용화 현장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다만,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본 사업을 요청할 경
우, 파견 인력 1인당 월 100만원의 사업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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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신청: 042-860-1588
이메일 상담신청: escort@etri.re.kr
홈페이지 상담신청:
http://escort.etri.re.kr

애로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

S M A R T

로기술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프

&

상용화 현장지원 유형

애로기술지원

2.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인재 지원 사업
기술인재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
해, ETRI가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프로
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필요한 풍부한

고용에 대한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인재 지원 사업은 지원 기업 당 최

였으며, 애로기술 해소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 된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애로기술에 직면한 기업은 ETRI의 애로기술지원 사
업 홈페이지(http://www.venture119.re.kr)나 ETRI기술도우미 상담센터를
통해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 2명까지 3년간(최대 6년) 선발된 연구인력 급여의 50%를 정부가 지원하
는 사업이며, 법정부담금, 현장근무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도 추가로 지
급해 준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고용부담 완화와 기술혁신역량의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출연연구소는 보유 자원(연구 인력, 장비)을 보다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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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R&D투자 및

니라, 타 출연연구소, 대학교수 등 2,000여 명의 IT분야 전문가 풀을 구축하

G R E E N

로그램이다. ETRI사업화본부는 애로기술지원을 위해 ETRI 연구인력 뿐만 아

I N N O V A T O R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운영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는 ETRI기술을 이전해간 기업뿐만 아니라 ETRI기
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열려있는 기업과 ETRI간의 소통채널
이다.
기술도우미 상담센터는 기술상담 전용 온라인(홈페이지 및 전화)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IT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문의사항 및 기
술사업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상담

애로기술지원 절차

코디네이터를 통해 ETRI보유기술/장비 관련 정보, 사업화본부의 기업지원 프
로그램 등 다양한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 공통서비스인프라 활용 지원
공통서비스인프라 지원 사업은 ETRI가 보유한 장비, 시험시설 중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로봇 테스트베드, RF부품 신뢰성 시험 및 장비,
온라인게임 테스트베드, IT SoC개발 인프라, 개방형서비스 시험환경 등에 대
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험·인증,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ETRI의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기업지원 포탈인 기술도우미 상담센터를 통해 인프라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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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활용 기업 지원
ETRI는 융합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를 위한 융합기술 분야 생산·시험 시설인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를 2011년에
건립하였다. ETRI사업화본부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 구축한 생산·시험
지원 시설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제품기획, 생산, 판로개척 등 기업

생산센터에는 다수의 기업, 지원기관과 에트리홀딩스가 입주하여, 기업-출연
연구소 간 상생협력을 통한 융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기
술연구생산센터 입주 기업은 센터 내에 구축된 개방형 공통 핵심 생산지원시
설과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상용 시제품의 제작과 성능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TRI 기술예고제 책자 및 DVD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일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융합기술연구

ETRI사업화본부는 ETRI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TRI는 2010년 5월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자본금 200억 원)”
를 설립한 바 있으며, ETRI사업화본부는 에트리홀딩스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형·시장지향형 사업화 추진 체계와 ETRI-연구소기업-에트리홀딩스 간의 상

S M A R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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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운영 목표

연구소기업이란?
특구 안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기술예고제 시행
ETRI기술예고제란 ETRI에서 개발 중인 기술의 개요, 예상 결과물, 우수성, 시
장성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수요처인 기업에게 예고하는 제도로서,
출연연구소 최초로 2008년부터 ETRI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화 촉진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기술, 현금,
기자재, 부동산 등)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프로그램이다. ETRI기술예고제는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개요를 단순히 알려
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업화 주체인 기업이 ETRI가 개발

2011년 12월 기준으로 ETRI는 ㈜오투스 등 12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

중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완

으며, 매년 연구소기업 설립 및 인큐베이팅(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투자

료 이전에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

연계 지원 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 성공을 견인하고 또한 공공 재원이 투입된 기술의 시장 가치를 향상시키는

ETRI기술예고제는 처음 시행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84개의 기술
을 예고하였으며, 매년 책자, DVD, 온라인(http://www.itec.re.kr) 및 모바
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술예고제 책자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TRI사업화본부 기술사업화전략팀으로 연락하면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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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지원 프로그램 별 연락처
지금까지 소개한 ETRI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지원 신청을 하고
자 하는 기업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TRI 기업지원 프로그램별 연락처>
E-mail (홈페이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손익수팀장)

042) 860-5834

iksoo@etri.re.kr
(http://www.itec.re.kr)

특허 사업화
(최민서책임)

042) 860-6462

choims@etri.re.kr

기술도우미상담센터

042) 860-1588

escort@etri.re.kr
(http://escort.etri.re.kr)

사업화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이인규연구원)

042) 860-5092

iklee@etri.re.kr

중소기업 현장지원 인력파견
(송석재책임)

042) 860-1180

sjsong@etri.re.kr

기술인프라 지원
(김태홍팀장)

042) 860-5944

thkim@etri.re.kr
(http://www.venture119.re.kr)

연구소기업
(정상욱책임)

042) 860-4947

sojung@etri.re.kr

기술예고제
(남지수연구원)

042) 860-5658

jsnam@etr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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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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