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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 분야서 세계적 전문가로 연구 맹활약
[백동희기자(whitedong@oranews.co.kr) 09-04 09:54]
ETRI( 원장 최문기)는 4일, IT 전
분야에 걸쳐 ETRI 연구원의 연구성과
가 인정되어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60명이 넘는 연구원이 대거 등재될것
이라고 밝혔다.
ETRI는 마르퀴즈 후즈 후 과학과
공학판은 인명사전에 2005년 12명,
2006년 23명의 연구원이 등재된데 이
어 올해에도 오는 12월 37명의 연구
원들이 사전에 이름을 올릴것이라고
밝히면서 ETRI는 명실상부한 IT분야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량을 과시하
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새로 등재될 37명을 분
야별로 보면 , 기초 핵심 원천기술개
발 분야인 IT융합에 부품연구소에서
최춘기 박사 등 11명, 전파방송연구단
정영호 박사 등 7명, 정보보호연구단
진승헌 박사 등 5명, 임베디드 SW연
구단 조훈영 박사 등 2명, 광대역통합
망연구단 정환석 박사, 이동통신연구
단의 이문식 박사 등 총 37명이다.
인명사전에 등재가 예정된 연구원 중에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에도 텔레매틱스.USN연구단의 조성윤
박사 등 총 24명의 연구원이 올해 11월에 이름을 올린다고 ETRI는 설명했다.
ETRI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명사전중 과학과 공학판과 인 더 월드 양쪽 모두에 등재되는 연구원만도 디지털홈
연구단의 이광일 박사 등 16명이며, 과학과 공학판에 2년 연속 등재자도 디지털콘텐츠연구단의 서진수 박사 등
16명이라고 밝혔다.
바이오MEMS연구팀에서 전처리 칩과 환경센서 등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표현봉 박사는 세계 3대 인명사
전인 IBC, ABI 등 6곳, 광집적회로팀의 한영탁 선임연구원, 실시간 멀티미디어연구팀의 김병규 박사, 측위시스템
연구팀의 조성윤박사가 각각 5곳에 이름을 올렸으며, 3곳 이상의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연구원도 11명이다.
국제표준전문가인 IT기술이전본부에서는 정희영, 신명기 박사 등이 이번에 배출한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될 인
력들이며, IT기술전략연구단의 임명환 박사는 이례적으로 경제학박사로서, 연승준 박사는 경영학박사로서 과학공
학 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인명사전에 등재될 연구원들은 IT관련 전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활발한 연구업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
으며 SCI급 학회지 등에 활발한 논문게재 및 특허등록, 기술이전 업적 등이 높게 평가되어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
다.
현재 마르퀴즈 후즈후 웹 사이트에는 109명의 ETRI 퇴직동문 및 직원이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확인되고 있
다.
ETRI 최문기 원장은 “지난해 23명이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대거 등재되어 ETRI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대거 61명이나 등재되어 기쁘다”며 “글로벌 IT 리더로서의 역량에 버금가는 성과물로 국민경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TRI는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 주는 바로미
터라고 할 수 있다며 ETRI의 인력풀을 자랑했다.
ETRI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된 연구원들을 “자랑스런 ETRI인”으로 선정, 영구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르퀴즈 후즈 후 인명사전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
는 기관으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지도자를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ETRI의 세계인명사전 등재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마르퀴즈 후즈 후 과학과 공학 10판에는 ▲이재우(35)
▲최춘기(45) ▲권오기(34) ▲임정욱(35) ▲한영탁(35) ▲윤선진(48) ▲맹성렬(43) ▲유현규(49) ▲강동민(37) ▲
주철원(53) ▲임종원(42) ▲이경호(50) ▲이문식(38) ▲문정익(31) ▲이용태(37) ▲정영호(37) ▲정원식(38)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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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36) ▲송윤정(43) ▲이태진(32) ▲이광일(37) ▲하영국(37) ▲정환석(32) ▲금창섭(38) ▲서진수(30) ▲진승
헌(39) ▲박남제(31) ▲김영수(34) ▲김승현(27) ▲서정대(42) ▲한민호(32) ▲임명환(49) ▲연승준(36) ▲김병규
(37) ▲조훈영(33) ▲신명기(37) ▲정희영(41) 연구원 등 37명이다.
후즈 후 인더월드 25주년 기념특집판에는 △표현봉(44) △남은수(47) △문승언(42) △장문규(39) △백문철
(50) △조성윤(32) △박정현(48) △여준호(38) △이재우(35) △임정욱(35) △한영탁(35) △윤선진(48) △맹성렬
(43) △유현규(49) △이경호(50) △이용태(37) △정원식(38) △이태진(32) △이광일(37) △금창섭(38) △진승헌
(39) △김승현(27) △김병규(37) △신명기(37) 연구원 등 24명이 등재된다.
기사제공 : 백동희기자(whitedong@or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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