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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TH 협회 비전

›Ruben Wyttenbach

탁월한 연구, 교육, 지식 및 기술 이전
능력을 겸비한 ETH 협회는 스위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 동력입니다.
협회는 마치 등대처럼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 생존 기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공동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학문은 협업과 아이디어
교환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합니다. 스위스의
개방성과 국제성은 우리가
우수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스위스의 연구 기관이
전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Michael O. Hengartner 교수
ETH 이사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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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 협회 수치
ETH 협회 수치

지식 및 기술 이전

66

스핀오프

217
특허

310
특허 출원

338
라이선스

직원 및 학생

소프트웨어
출원

32

887명

교수

23,472명

직원 (교수, 박사과정생,
학생 포함)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된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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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5명
학생 및 박사과정생

정보 및 수치 업데이트

ETH 협회 수치

전 세계 대학 순위

THE World

THE Europe

QS World

QS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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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43
ETH Zurich

순위

13

순위

14

순위

THE World

국제화지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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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국제화지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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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9

EPFL

전국 및 국제단위 주요 연구 시설

스위스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CSCS)

스위스 플라즈마 센터(SPC,
토카막 행융합로 소재)

모듈러 연구 및 혁신 허브(NEST)

스위스 광원(SLS)

스위스 X선 자유전자 레이저(Swiss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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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고 수준
과제 및 조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및 지식과 기술 이전!
이는 스위스 연방각의의 의뢰로 ETH 협회 소속
6개 기관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ETH 협회에는 2개 연방공과대학인 ETH
Zurich와 EPFL 및 4개 연구소 PSI(Paul
Scherrer Institut), WSL, Empa, Eawag가
속해 있습니다. ETH 이사회는 ETH 협회의
전략적 경영 및 감사 조직입니다.

여기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경제,
경영학도 포함됩니다. ETH 협회 소속 기관은
학문, 경제, 행정 분야에 수많은 전문 인력 및
리더를 배출,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합니다.

뛰어난 교육 및 훈련
ETH 협회 소속 기관은 공학, 자연과학, 건축,
수학, 응용 부문의 전문직 직원 및 관리자를
교육하고 심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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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 협회 개요

과제 및 조직

최고 수준의 연구
최고 수준의 기초 연구, 이를 보완하는 실용성
중심 연구, 기술 개발, 혁신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고 스위스 경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외에서 인류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식 및 기술의 효과적 이전
기술 및 학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위스 정부가
ETH 협회에 의뢰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효과적 학술 및 기술 이전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최종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며, 학문 및 연구 부문 주제와
결과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국제적 협력
학문 시스템에서는 ‘국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연구와 학문은 아이디어와 인력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ETH
협회 소속 기관은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전 세계 학생 및 연구자에게도
매력적입니다.
ETH 협회 소속 기관의 성공은 스위스의 정치적
안정성, 학문 시스템의 국제적 개방성, 안정적
재정지원, 자율성에 기반합니다.

ETH 협회 –
탁월한 교육,
연구 및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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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연구
전략 테마 및 프로젝트

ETH 협회는 디지털화,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즉, 협회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분야에 투자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및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진을 추가로 늘리고, 4개 연구소와 협력해
맞춤형 건강, 선진 제조 공법, 데이터 사이언스
부문을 강화합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 및 학계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ETH 협회의 연구는
기후변화가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중차대한 사회적 질문은 물론 천연 자원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보다 정확하고
심도있게 다룹니다.
에너지 부문과 2050 스위스 연방 에너지 전략
실천에 기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및 알프스의 자연재해 실태 조사

스위스 연방 산림, 눈, 자연지대 연구소(WSL)는 그라우뷘덴
(Graubuenden) 주와 협력하여 다보스에 'Climate Change, Extremes,
and Natural Hazards in Alpine Regions Research Center (CERC)'를
설립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기후변화, 극한 기후, 산악지대 위험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적 질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cerc.slf.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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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테마 및 프로젝트

SDSC

스위스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는
EPFL과 ETH
Zurich의 합작
벤처입니다.

datascience.ch

스위스 사이버 보안 지원센터

스위스 사이버 보안 지원센터(SSCC)는 EPFL과 ETH Zuric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SCC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정책,
정보보안, 디지털 신뢰와 같은 중대한 부문에서 정부, 지역사회, 산업에
상담, 교육, 지식 전달을 지원합니다.
sscc.ethz.ch

국제 연구
인프라에 참여

ETH 협회 소속 기관은 유럽 및 글로벌 차원에서 대형 연구 인프라와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TH Zurich는 EPOS (European Plate
Observing System) 연구 인프라에 참여 중입니다. 2020년 출범한
EBRAINS는 최첨단 인프라로 다학제(multidisciplinary) 뇌과학
연구에서 유럽의 위치를 강화하고, 뇌연구 부문 최신 실적 및 결과를 혁신,
산업, 의학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EPFL과 ETH Zurich는 프랑스 그르노블
(Grenoble)에 있는 유럽 싱크로트론 방사선 시설(ESRF) «스위스노르웨이 빔라인（Swiss-Norwegian Beamlin）»의 스위스 측 연구
기관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PFL은 2021년부터 스위스 측
연구 협의를 책임집니다. PSI는 스웨덴 룬드의 유럽파쇄중성자원(ESS)
현실화에 참여하며, 특히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ESTIA 반사계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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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테마 및 프로젝트

첨단 생산 공정으로 산업 현장 강화

ETH 협회는 최첨단 생산 공정 개발을 위해 산업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이에 따라 ETH 협회는 선진 제조 공법 기술 이전
센터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실험실의 연구와 실제 산업 현장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필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am-ttc.ch

의학의 지속적 발전

건강 보건 연구에서 자연과학 및 공학은 없어서는 안될 학문입니다. 핵심
연구 «맞춤형 건강 및 관련 기술(Personalized Health and Related
Technologies)» 관련, ETH 협회 소속 기관은 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환자 특성에 맞는 접근법에 기반한 치료는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회복 과정, 더 높은 삶의 질, 고령에서의
자율성, 새로운 난치병 치료 가능성은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며 보건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sfa-phrt.ch

ETH AI 센터

ETH Zurich의 ETH AI 센터는 인공지능 허브로서 인공지능
이론, 응용, 효과를 모든 분야에 걸쳐 다루는 연구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ai.ethz.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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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및 다양성
기회균등 및 다양성

2021-2024 젠더 전략

고정된 성역할 및 성별 편견 완화, 존중하는 행동 및
커뮤니케이션, 각계각층의 여성 커리어 개발, 일과 삶의
바람직한 균형 등 총 5개 핵심 부문을 포함한 ETH 협회
2021-2024 젠더 전략은 남녀 성 비율 균형과 양성
기회균등이 목표입니다.

ETH 협회 워킹그룹 «기회균등»은 ETH 협회 소속 기관 간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을 지원하며, 전략적 경영 및 감사
조직인 ETH는 그 역할에 맞게 ETH 협회 전체 남녀관계 및
남녀 기회균등을 모니터합니다.
www.ethrat.ch/en/genderstrategy2021_2024

다양성과 존중 의식의 증진

ETH 협회는 LGBTQIA+ 그룹, 기회균등 및 다양성(EQUAL) 기구와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2019년 초부터 집단 괴롭힘, (성적)괴롭힘,
차별을 담당하는 상담 및 조정 기구 «Respek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된 외부의 독립 상담 기구가 «Respekt» 행동강령의 일관된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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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 ZURICH
ETH 협회 소속 기관

www.ethz.ch

ETH Zurich는 선도적인 기술 및 자연과학 전문
대학교입니다. ETH Zurich는 탁월한 교육,
선도적인 기초연구,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산업계 이전으로 유명합니다. ETH Zurich는
연구진에게 영감을 자극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는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1855년에 설립된 ETH Zurich에는 현재
120개국 출신의 23,500명이 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500명 이상의 교수진이
자연과학, 공학, 건축, 수학, 시스템과학, 경영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TH Zurich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S
World Ranking에서는 6위, THE World
Ranking에서는 14위입니다. 유럽에서는 ETH
Zurich가 각각 2위와 4위입니다(QS Europe
Ranking & THE Europe Ranking). 2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ETH Zurich에서 수학했거나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했습니다. ETH Zurich의
혁신은 컴퓨터공학부터 마이크로 및 나노 기술,
첨단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미래 유망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총 500여 개의
스핀오프(Spin-offs) 기업, 매년 최대 100건의
특허 출원, 스위스 및 전 세계적으로 약
1,500건에 이르는 기업 제휴 등은 ETH Zurich의
연구 성과가 경제와 사회에 성공적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ETH Zurich –
미래가 탄생하는 곳

또한 ETH Zurich는 글로벌 과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ETH
Zurich는 사이버 보안 중심의 데이터과학, 신규
의학 학사과정(2017년부터)을 통한 보건 문제,
에너지 공급이나 세계 식량문제, 첨단 제조기술
등을 통한 지속 가능성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3,500명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연구원 1
12,800명 직원 1 /2
1
2

반올림한 수치
박사과정 연구원 포함 고용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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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2020년 새로 설립된 ETH AI 센터에서는 선도적인
학제간(interdisciplinary) 인공지능 과제를
연구하는 신세대 AI 연구자를 육성합니다."
ETHAI Center 책임자 Andreas Krause
교수(우측)와 데이터중심 컴퓨터공학 및 응용 의학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신임 Julia Vogt 교수.

초분자 나노재료 및 인터페이스
Francesco Stellacci 교수. EPFL 실험실 SuNMIL
책임자로 초분자 나노재료와 인터페이스 지식을
바이러스 연구에 적용. Stellacci 교수는 바이러스를
풍선과 같이 터질 때까지 점점 강하게 압박하는 약을
개발. 현재 임상 연구 예정.

EPFL
ETH 협회 소속 기관

www.epfl.ch

스위스연방공과대학교(EPFL)는 세계를
선도하는 젊은 공과대학교로서, 3가지 핵심
과제인 교육, 연구, 혁신에 전념합니다. 제네바
호숫가에 위치한 로잔(Lausanne)
캠퍼스에서는 120여 개국에서 온 12,000여
명의 학생 및 박사과정생과 370여 개 실험실의
소속 연구 인력이 재생에너지, 의료공학,
신경공학, 재료과학, 정보기술 같은 분야의 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PFL에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교육, 연구, 혁신
센터가 있습니다. 기초 및 응용 연구의 높은
수준은 EPFL 연구원들이 받은 주목할 많은 수의
ERC 장학금을 통해 입증됩니다. 또한 투명 염료
태양전지,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초고속
범선 Hydpoètre 같은 야심찬 과학 프로젝트와

EPFL – 하나의 대학,
5개의 캠퍼스

12,000명
6,300명
1
2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서도 EPFL은 지금까지 약 2백만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석한 온라인 공개수업
(MOOC)의 개척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는 데이터과학을 신규
석사과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신입생을 위한
기초 과정으로 «컴퓨터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강좌를 개설하여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69 설립된 이후 EPFL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 평가는 EPFL이 달성한
진보와 높은 수준을 증명합니다. 2010년 이래
EPFL은 QS World Ranking에서 18 단계
상승했으며, THE World Ranking에서도 10
단계 이상 상승했습니다.

EPFL의 학술적,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파트너십과 프로젝트는 EPFL의 또다른
역량입니다. EPFL 혁신단지는 스위스 최초의
혁신단지 중 하나로서 약 200개의 스타트업과
유망 기업의 연구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2020년에 EPFL은 25건의 스핀오프를
설립했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연구원 1
직원 1/2

반올림한 수치
박사과정 연구원 포함 고용 인력

보도 보기

15

폴 쉐러 연구소(PSI)
ETH 협회 소속 기관

www.psi.ch
폴 쉐러 연구소(PSI)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센터입니다.
PSI는 물질 및 재료, 에너지와 환경 및 인간과
건강에 관한 첨단 연구를 수행합니다.
1988년부터 PSI는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해
사회, 경제, 학문 분야의 주요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PSI는 스위스 파쇄 중성자원(SINQ), 스위스
광원(SLS), 스위스 뮤온 소스(SµS) 스위스 자유
전자 X선 레이저(SwissFEL) 등을 갖추고,
스위스에서 (일부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규모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00명이 넘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PSI를 찾습니다. PSI는 연구활동
외에도 스위스에서 유일하게 양성자를 이용해
특정 암을 치료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0명 이상의 PSI 직원 중 780명 이상이
과학자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청년 교육은 PSI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직원의 약 4분의 1이 박사
후 연구원, 박사과정생, 또는 학생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생용 실험실인 iLab에서
자연과학의 매력을 알게 되고, 전문가들은
PSI 교육센터에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받습니다.

PSI – 스위스 최대 규모의
자연과학, 공학 연구 센터

방문자 센터인 PSI 포럼에서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이들에게
PSI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100명	약 60개국 출신 직원 1 /2

2,500명	매년 대규모 연구 인프라를 이용하는 연구자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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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SLS 2.0
"PSI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전자빔의
빔 역학을 한층 더 잘 이해합니다. 이러한 것은 SLS
2.0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됩니다."
Mike Seidel(좌측) 교수(박사)와
Hans-Heinrich Braun(박사)

새로운 SLS 2.0의 스토리지 링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진 마그넷 배열로 인해 생성
싱크로트론 광원의 밝기가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에너지 체인지 임팩트' 연구 프로그램
WSL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Astrid Bjoernsen은
WSL과 Eawag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에너지
체인지 임팩트(Energy Change Impact)»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재생 에너지의
잠재력과 가용성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WSL
ETH 협회 소속 기관

www.wsl.ch | www.slf.ch
WSL은 지구 환경 변화 및 자연 서식지와
문화경관의 이용과 보호에 대해 연구합니다.
WSL은 산림, 경관, 생태계, 자연재해, 눈과 얼음
등의 상태와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학계와
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합니다.
비르멘스도르프(Birmensdorf), 다보스(Davos),
로잔(Lausanne), 카데나초(Cadenazzo),
지텐(Sion)에서 근무하는 560여 명의 직원 중

WSL – 최고의 육지환경
연구 역량

약 60%는 연구자로서, 이 중 약 70명이 박사과정
연구원, 50명이 박사 후 연구원입니다. 그 외 약
170명의 기술 직원과 60명의 행정 직원, 14명의
수습생 및 실습생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이 다보스에 있는 WSL의 눈 및 눈사태
연구소(SLF)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WSL의 토대는 성실한 연구입니다.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이 WSL 연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최근 종료된 프로그램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머지않아
«뉴노멀»이 될 극단적 기후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
프로젝트로는 기후변화가 알프스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60명	약 36개국 출신 직원 1/2

885건	출판물, 이 중 4분의 1은 실천 중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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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
ETH 협회 소속 기관

www.empa.ch

Empa의 특징은 ‘학제간’ ETH 협회의 재료공학
및 기술 연구 기관 입니다. Empa 연구원들은
나노급 재료, 에너지, 지속가능한 빌딩기술,
첨단 생산기술, 바이오 및 의학기술 분야의
산업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산업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스핀오프 기업을
통해 연구 결과를 시장성 있는 혁신 제품으로
구현함으로써 스위스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Empa는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방 관청을 대신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현재 Empa에는 38명의

교수, 약 220명의 박사과정 연구원, 40명의
수습생을 포함해 총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약 140명의 학사
및 석사 학생과 실습생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산학 프로젝트와 스위스국립과학재단(SNF),
이노스위스(Innosuisse),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약 260개의 프로젝트가
상시 진행 중입니다.

Empa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료 및 기술

1,000명 	약 50개국 출신 직원 1/2

600건	진행 중인 산학협력약정서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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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에너지 시스템
도시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모빌리티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Empa의 «도심 에너지 시스템(Urban Energy
Systems)» 분야 Kristina Orehounig 연구원은
필요한 복합 에너지 모델을 연구합니다.

다학제간 환경에서의 생물 다양성 연구
"Eawag에서는 전체 수중 생태계 및 수많은 유기체
그룹을 아우르는 생물 다양성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누적효과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Florian Altermatt 교수,
'블루 그린 생물다양성' 연구 이니셔티브 공동 지휘

EAWAG
ETH 협회 소속 기관

www.eawag.ch

Eawag는 세계 유수의 물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Eawag의 성과는 80년 이상 잘 다져진 연구,
교육, 심화 교육 및 상담의 시너지 덕분입니다.
자연과학, 공학 및 사회과학의 조합을 통해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하천부터
완전히 자동화된 폐수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연구 활동의 초점은 인간의 물 및 하천 이용과
수중 생태계의 회복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모색입니다. 34명의 교수진, 약
200명의 중견연구자, 150명 이상의 박사과정
연구원이 탁월한 연구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사회적 과제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할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학제간 연구, 정부기관 및 경제와 지역사회
이해집단으로의 지식 이전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대학교에서 5,200 시간 이상
강의, 최대 160개의 학사 및 석사 논문을
지도함으로써 Eawag는 스위스 수자원 분야의
젊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awag –
세계적
수자원 연구 기관
Eawag의 교육은 ETH 협회를 넘어서서 자체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특수 분야를
다루며, 다양한 물 사용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또한 Eawag는 대학 교육
외에도 현장 실무자의 심화 교육과 직업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520명	약 40개국 출신 직원 1/2

38건	응용과학대학과 공동 수행 중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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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두뇌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ETH 협회 소속 기관의
탁월함을 전하는 뉴스 플랫폼,
sciena.ch – Swiss Scienc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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