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센서는 전자기기의 감각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1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전달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품입니다.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센서 또한 단순 감지기능에 의사결정기능, 
통신기능 등이 부가되며 스마트센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센서는 클라우드 · 빅데이터 ·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바이오, 미래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가능케 합니다.

세계 센서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1,377억불이며 연평균 11%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베리타스는 2025년에 전 세계에 센서가 1조개가 설치될 ‘트릴리온(trillion) 센서 
시대’를 전망했습니다. 반면 국내 센서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53억불로 시장규모는 세계7위이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73% 수준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이러한 센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5년부터 ‘첨단센서고도화전문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센서, 바이오센서, 압력센서 등 10대 핵심센서 국산화 및 스마트기기, 
미래자동차, 헬스케어 등 6대 신산업 분야에 적용을 목표로, 원천 소자기술 확보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첨단센서 중심의 신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노력과 더불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센서기업의 연계 및 산·학·연 관계자들의 
기술교류를 위한 「제3회 첨단센서2025포럼」의 개최와 디렉토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디렉토리는 국내 센서기업들의 정보를 총망라하여 기업 간에 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번 포럼의 개최와 디렉토리 발간이 대한민국 차세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2017년 11월

첨단센서2025포럼 공동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  승  욱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오감(五感), 

첨단센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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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에 관하여 Sensing the Brain, Digital Senses 등의 technical community가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어 수천명의 연구자가 IoT, AI 등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의 기반기술이며 초연결시대의 
핵심기술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는 모바일, 자동차, 건강관리, 제조, 항공, 군수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센서산업의 육성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국내 센서산업의 점유율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다음의 세계 7위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내 센서 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원인은 국내 센서 관련 기술 축적과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서는 이미 단위 소자가 아니라 신호처리, 데이터 저장, 판단 등을 한 곳에 집적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업과 수요기업, 산 · 학 · 연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첨단센서2025포럼에서는 산학연 간 기술개발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센서 디렉토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센서 디렉토리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센서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환경이 구축되고, 한국이 센서 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디렉토리  원고  작성에  협조해  주신  포럼  위원님들을  위시한  센서분야  관계자와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첨단센서2025포럼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센서강국으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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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내 센서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 · 학 · 연 협력을 위한 
대표창구 마련 필요

 운영방향

•  센서 개발기업, 수요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주도 협력 포럼 운영

•  운영기간 : 2015년 11월 ~ 2021년 5월
•  포럼역할

-  센서분야 R&D 수요 및 산 · 학 · 연 협력사업 발굴

-  센서 개발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계 강화

-  국내외 시장/기술 정보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 수립지원

-  공동 활용 가능한 인프라 정보 공유

-  센서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정책건의

 추진체계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산 · 학 · 연 회원 등 약 180명으로 구성 

첨단센서2025포럼 개요

운영위원회
- (구성) 센서기업,학계, 연구소 등 분야별 위원 15인 내외
- 포럼 운영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수행

분과위원회 
- (구성) 대표 수요산업 중심 분과별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 
- 분과별 시장,기술 동향 분석 및 공유, R&D수요발굴

사무국 - 포럼의 전반적인 운영기획 및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 문승욱 실장, 전국진 교수)

사무국 (반도체연구조합)

분과위원회 

스마트기기

- 모바일, 가전
- 웨어러블
- IoT

자동차

- 자율주행
- 그린카

헬스케어

- 바이오
- 의료기기

스마트공장

- 로봇, 드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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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추진경과

• ’15년 11월 5일 발대식

• ’16년 5월 23일 자동차분과 기술세미나

•  ’16년 6월 8일  스마트기기/헬스케어분과  
기술세미나

• ’16년 6월 24일 스마트공장 분과 기술세미나

• ’16년 5월~6월 2017 센서 R&BD 발전전략 수립

• ’16년 6월 29일 센서기업 CEO/CTO 간담회

• ’16년 9월 30일 제2회 첨단센서2025포럼

• ’17년 4월 3일 센서기업협의체 발족

• ’17년 5월 23일 스마트공장/자동차분과 기술세미나

• ’17년 6월 20일  스마트기기/헬스케어분과 기술세미나

• ’17년 6월~7월 2018 센서 R&BD 발전전략 수립

• ’17년 6월 14일  센서개발기업-RIOC기업-대학 간  
기술교류회 

• ’17년 7월 17일 센서기업-공공팹기관* 교류회

     *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첨단센서
2025포럼

산 · 학 · 연 협력 네트워크 

- 센서산업 디렉토리를 통해 기관별 R&D 현황파악 및 교류활성화 지원

- 분야별 전문가 Pool 운영을 통해 기술/사업화 애로사항 지원

개발-수요기업 간 연계

- 기업 간 연계강화를 통한 R&D수요 및 협력사안 발굴

- 수요기업 초청 로드쇼, 세미나 등 통한 교류활성화 지원 

기술/시장 정보 공유

- 국내외 센서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정보 교류

- 해외기업/기관, 대기업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 

공공인프라 활용 지원

- 장비, 공정 · 기반시설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마련

- 공공인프라 기관-센서기업 간 교류 확대 지원

규제 및 정책건의

- 센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규제개선안 발굴

- 관련 산학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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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정연홍 설립일 1998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0층

회사소개
다믈멀티미디어주식회사는 1998년 설립되어, MP3 Decoder IC를 기반으로 하여 Audio & Video SoC, AP, Power & Actuator 
IC, Accelerometer & Gyro ROIC 등의 다양한 IC 개발을 통해 Analog & Digital Convergence의 선두로 도약하고 있음

주요연혁

- 1999  MP3 복원 반도체 설계 기술 산요반도체에게 기술 
라이센싱

- 2002  중소기업청 “Inno-Biz” 최우수등급(AA)선정,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04 정보통신부 “올해의 정보통신중소기업상” 수상
- 2005 삼성전자 “BEST PARTNER AWARD” 선정
- 2006  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 선정,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7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 과학기술부 
부총리상 수상

- 2010 자동차용반도체 국산화 사업 공동개발
- 2011 DAB & AP 신규사업 진출 및 현대모비스 양산 개시
- 2012 Touch IC 개발
- 2013 중국 자동차 Tier-1 업체 양산 개시
- 2015 Power IC 개발
- 2016 Sensor ROIC 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329 25,143 1,925 22,285 2,918 22,73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2 48 2 10 3 7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Audio SoC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 ARM7+DSP
- CD, USB, SD, BT, iPOD, DAB
- MP3/WMA/AAC/HEAAC/FLAC

홈오디오
카오디오

- Shinwa
- Visteon
- Delphi

AP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 ARM9+DSP (Connectivity Device)
- USB2.0, SD, Video/JPG Decoder
- iPOD, DAB, LCD & Camera I/F
- CarPlay, Android auto, Carlife…

자동차

Infotainment

- Alpine
- 대성엘텍
- Tinos
- HJ

다믈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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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HLLD

소자형

- Single Full Bridge Driver
- Capability up to 1.0A
- UVLO, OVP

자동차
전조등

- SL
- INO
- HYAC

HVAC

소자형
- High Side Switch Driver
- Capability up to 0.7A/5A
- OCP, OVP, SPI Interface

자동차
공조기

- ERAE
- Delphi
- JSTECH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4-axis Combo 
Sensor

소자형  세탁기 2017.06 - 2018.08
자체개발 : ROIC

외부기관 : MEMS 부문협력

Power Folder 
Motor IC

소자형  자동차 사이드미러 2017.05 - 2018.11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8 - 2018.07 9축 스마트 모션센서 핵심 요소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이름 이상협 직위 실장

연락처 031-380-6950(ext. 391) 이메일 spencer@tamu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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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서영우 설립일 1977. 05. 02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45

회사소개

조선/해양, 산업플랜트, 방위산업, 철도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조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일
반적인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북극과 같은 극저온의 특수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
고 있으며,군함과 잠수함 등 특수 선박의 유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ADICS, WIRAS, SDN을 생산하고 철도 및 조선/해양 
산업에 다양한 Power System을 제공합니다. 해양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TheSen이라는 상표로 다양한 센서 제품을 공
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선해양산업의 혹독한 환경에서 쌓은 경험은 우리의 센서를 기존 사업분야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주요연혁

- 1977.05 회사설립 DAEYANG Electric Co., Ltd.
- 1984.04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공장으로 확장 이전  

(현, 본사위치)
- 1986.06 조명등, 스위치류 UL인증획득
- 1988.12 부설기술연구소 설립
- 1990.11 방위산업체 선정
- 1996.12 ISO9001 인증획득
- 2003. 02 우수제조 기술연구소 지정(산업자원부)
- 2010.09 센서사업부 인천송도 제 3공장 준공
- 2010.11 3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1.07 코스닥 시장 상장
- 2012.01 한국특수전지㈜ 인수
- 2012.11  기술연구소 및 전기전자사업부 녹산으로 확장 

이전

- 2013.07  자동차용 압력센서 전용 설비 SET-UP 
(센서사업부)

- 2014.04  SQ 인증 취득[용접, 전기전자조립]- 
(센서사업부)

- 2014.12 ESC 압력센서 모듈 양산 (만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83,416 56,524 101,783 52,455 114,756 60,191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0 110 178 30 36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WIS

기상관측
시스템

●  WIS(Weather Information System) 개발
- 국내 최초 개발 및 상품화
-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대기압 실시
간 통신

- 기상청 검정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기상 정보 관측

기상청, 
환경보건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적용

선박용 조명

조명 선박용 각종 조명 선박 선박 회사

통합통신체계

통합통신체계
함내통신, 함외통신, 음성녹음, 방송 
및 경보 활성화를 위한 교환장치

선박 및 군함
선박 회사, 
방산 분야

대양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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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압력센서

압력센서
금속 박막형 압력센서의 원리를 이용
하고,고온, 고압에 사용 가능한 자동
차 ESC용 압력센서입니다.

압력센서
자동차, 
공조용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저전력 MEMs 환경센서 환경센서 공기질 측정 3년

-  30mW 급 국내 최초 개발 및 상품화
-  소형칩(2.2x2.2 mm^2)으로 다양한 
제품가능

-  CO, 포름알데히드(HCHO), Toluene
등 TVOC

Multi type 4in1 환경센서 개발 환경센서 공기질 측정 3년 - 4종류의 유해 물질 동시 감지
-  모바일 적용 및 App 연동을 통한 모니터

연료 전지용 압력센서 압력센서 자동차 3년 초고압용 압력센서 설계 및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2.11.01-2017.08.31 초소형 스마트 환경 센서 측정 모듈과 제어용 Chip 개발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지식경제부

2014.08.01-2017.09.30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를 위한 자율무인시스템 개발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2014.11.01-2017.08.31 Bulk MEMS 디바이스 및 디지털 SoC 기술을 이용한 ESC 시스템용 압력센서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12.01-2016.09.30 차량 안전 시스템용 센서 및 프로세서 SoC 상용화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06.01-2020.12.31
능동형 제동시스템용 redundant 기능의 직접화 MEMS 소자 및 2,000V(AC)  
내전압 특성의 지능형 압력측정 모듈 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유성호 직위 대리

연락처 032-830-5526 이메일 shyoo@daey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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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창식 설립일 1997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회사소개

DB하이텍은 0.35미크론급부터 90나노에 이르는 첨단 제조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시스템IC를 생산하는 시
스템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Analog, Power(BCDMOS), Embedded Flash, Display Driver IC, CMOS Image Sensor 등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최신 기술을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Power Device, HRS 
RF CMOS과 MEMS sensor (Microphone, Gas sensor, Baw filter…) 등의 신규 사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첨
단 반도체 공정기술과 풍부한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1997. 동부전자 설립(Fab1 부천 공장 완공)
- 2000. Fab2 상우 공장 완공
- 2001. 국내 최초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양산
- 2004. 0.13um 공정 파운드리 상업생산
- 2007. 동부하이텍으로 사명 변경
- 2008.  업계 최초 0.18um BCDMOS 공정개발 및  

양산·공급 LCD 구동칩 개발 및 양산
- 2010. 업계최초 0.11um Mixed-Signal 공정개발

- 2012. LCD 구동칩 매출 2억불 달성
- 2013. 0.13um eFlash(E-Tox) 공정개발
- 2014.  0.13um BCDMOS & 0.11um Precision Analog 

CMOS 공정개발
- 2016.  Analog & Power 웨이퍼 출하량 100만장 달성 

Advanced 0.18um BCDMOS 공정개발 
(The World Best)

- 2017. MEMS microphone 공정 개발 및 양산 공급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36,894 215,564 390,698 275,897 392,835 380,30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60 424 1346 88 201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EMS 
microphone

소자형

- Type :  Capacitive type MEMS microphone Sensor die
- SNR : 58dB@Top, 62~63dB@Bottom
-  Low end 시장에 적합한 제품으로 8인치 CMOS fab을 활
용한 원가 경쟁력 확보 하였으며 향후 High end target으
로 SNR >65dB 제품 개발 중

- 2015년 US 특허 출원 및 등록 예정

- Earset
- Smartphone
- AI Speaker

-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DB하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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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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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icro-heater 소자형 Gas sensor 1년 자체개발 

FBAR 소자형 RF filter 2년 외부기관 협력

Motion sensor 소자형 Smartphone Drone 3년 외부기관 협력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심천만 직위 부장

연락처 032-680-3341 이메일 shimnamwoo@dbhi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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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충국 설립일 1998. 01. 20

소재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448번길 182

회사소개
㈜래트론은 1998년 설립되어, NTC 서미스터  소재개발을 시작으로 온도센서, 초음파센서, 초음파진동자, 칩바리스
터, 전자파대책용 필터 등 세라믹 소재, 부품조립공정, 신뢰성 평가기술과 같은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신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1998. 01 ㈜래트론 설립, 8월 Bulk형 세라믹 제조라인 구축
- 2000. 03 NTC 서미스터 조립라인 구축
- 2000. 08 공장 확장이전 및 10월 적층형 세라믹 및 LTCC 제조라인 구축
- 2005. 01 중국(심천) 영업사무소 및 7월 중국(소주) 제조공장 설립
- 2012. 10 전장용 온도센서 제조라인 구축
- 2013. 10 TS16949 인증획득
- 2017. 09 온도센서 전용 스마트공장 구축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3,180 47,334 33,682 50,234 34,120 53,68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12 24 9 12 6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EV용 온도센서

모듈형

-  대형 및 중대형 배터리 팩용 온도센서 
-  ±0.3℃ 수준의 고정밀도
-  두께 1.0mm 이하부터 다양한 박형 구조
-  스프링, 버튼형 등 다양한 장착구조
-  밸런스와 온도센서 복합모듈 가능

중대용량
배터리

ESS
EV

UPS

고응답성 
온도센서

모듈형
열시정수 0.3초 수준으로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면서도 
양산이 용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도센서

순간온수
직수히터
자동차전장

커피드롭기
직수정수기

CTS

절연코팅형 
서미스터

소자형
수분에 강한 글라스형 서미스터의 표면을 절연재로 코팅
하여 취급상의 안정성과 내절연성을 확보한 전장용 온도
센서용 소자

자동차전장
WTS
MTS
BEQ

래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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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트
론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비접촉식 
온도센서

모듈형

-  측정물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온도센서

-  고온물질, 움직이는 물질, 접촉에 민감한 부분의 온도측
정에 적합

비접촉식
온도측정

프린터
롤러
설비진단

음향센서

시스템형
-  초음파 방식의 비파괴 진단용 센서로서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파/탄성파의 생성, 변화를 모니터링

-  움직이는 물체의 진동, 충격 등을 감지
비파괴 검사

누수탐지
방범창

초음파세척설비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IR형 온도센서 시스템형 재실감지 5년 -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DPF용 온도센서 모듈형 배기가스 7년 -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온도분포 상시진단용 센서 시스템형 산업시설 5년 -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고온용 초음파 센서 시스템형
ADAS
산업설비

5년 -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모터상태 진단용 복합센서 시스템형 산업설비 7년 -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08 - 2017. 08 무연압전세라믹을 적용한 친환경 자동차용 노킹센서 개발 중소기업청

2012. 06 - 2017. 05 그린환경 지원용 온도센서 기술개발 ATC/산업자원부

2014. 08 - 2015. 07 자동차엔진용 고신뢰성 온도센서 소자개발 중소기업청 

2012. 06 - 2013. 05
고에너지 밀링을 이용한 나노 압전세라믹 소재 및 응용부
품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09 - 2012. 04 스마트 단말기의 배터리용 박형 고신뢰성 온도센서 개발 광역경제권사업단

 담당자
이름 이원경 직위 수석연구원

연락처 042-935-8434 이메일 lwk67@lat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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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허승훈 설립일 2007. 07. 03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42(서초동, 한생빌딩)

회사소개

자체 Analog IP 와 ASIC을 설계 및 개발하여 고객사에 기술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FABLESS 기업입니다. 
(이하 보유기술)
- Analog IP : ADC, DAC, PLL, LDO, DCDC, LVDS, AFE, ROIC, etc
- Digital : 8Bit CPU (자체 보유), 32Bit (ARM Base), MCU 설계
- ASIC : 고객사 시스템 사양에 맞추어 Custom IC 개발

주요연혁

- 2007.07.03. 회사 설립
- 2008.12.16.  벤쳐기업인증  

(제 20080108492호,  ~ 2009.12.05.)
- 2009.03.1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제2009110423호)  

(명칭 : ㈜레오엘에스아이 아날로그 반도체 
연구소)

- 2012.12.05. 특허 2건 등록 
 -  용량성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 특허 

(제10-1210924호)

 -  노이즈를 감쇄시킬수 있는 신호발생기를 
포함하는 용량성 센서 인터페이스  
(제 10-1210936호)

2014.03.28.  특허 등록 전류제한 스위치 특허  
(제 10-1381376호)

2015. 03 MCU 8/32BIT 개시
2016. 05 복합환경 센서향 ROIC 샘플 제작 및 평가
2017. 08 CIS향 RAM CHIP 성능 평가 완료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20 1 23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CIS/CCD센서향 
Analog Front End 

소자형(IC)
-  16BIT ADC, 40MSPS, DNL= 2.8LSB, INL=16LSB
-  특허출원 / 양산중

복합기, 복사기,
스캐너, Bar code 

Reader
삼성전자

레오엘에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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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오
엘
에
스
아
이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CU (8Bit/32Bit) 소자형(IC)
-  80C51, Core-tex M0/M3 활용한 MCU 설계
-  ADC, DAC, PLL, OSC, LDO, LVD 등등의 직접 설계 및 검증
을 통한 고객 지원가능

각종 센서,
Home Appliance

한국, 중국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Sensor AFE/ROIC 반도체 설계 기술 소자형(IC) - 복합 환경센서 3년
자체개발중, 

외부기관 협력중 (기술자문)

HIC 소자형(IC) 물체감지 3년 자체개발중

보유기술 
ADC, DAC, PLL, LDO, LVDS, MCU

소자형(IC) 각종 센서 5년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0.06.01 - 2013.03.31
그린 IT 시스템을 위한 고전압 고성능 아날로그 소자 및 
공정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10.07.01 - 2012.04.30 차세대 고주파 통신 device를 위한 audio system IC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2015.11.05 - 2017.11.04 SCAN multi-channel CIS용 RAMchip 개발 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
이름 허승훈 직위 대표

연락처 이메일 iamtoto@leol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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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정빈 설립일 2000. 08. 30

소재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205번길 6-28

회사소개
레이트론주식회사는 2000년 설립되어, 국내 광반도체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조도센서, 칼라센서, 적외선 센서, 근접
센서 등 가전과 통신관련 광센서의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신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02 5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0 1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1 2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4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수상
- 2015 현대자동차 SQ 인증 취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5,302 28,736 13,121 26,900 13,994 31,994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6 12 150 7 2 17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칼라센서 & 조도센서 

소자형 
  

Red, Blue, Green, White, IR 등 5가
지 파장대역을 빛을 구분 감지하는 
Digital type의 센서입니다. 고화질 TV 
및 스마트폰의 화질등 주변광의 변화
를 감지하는 센서 

TV, 스마트폰
삼성전자, 
LG, TCL 

모듈형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일정거리
에 사람또는 물체가 있을 때 감지하
는 센서

화장실, 냉장고 일본, 중국

모듈형 액체의 탁도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세탁기 국내, 일본

레이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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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이
트
론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조도 및 칼라센서 와 리모콘 수신센
서를 일체형을 구축한 복합센서 

TV, 조명 국내, 중국

  

모듈형
고속 및 고정밀의 감지하는 Interruper형 
광센서 

ATM기, 냉장고 국내, 일본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라이더 센서 소자형 자동차 外 1년 자체개발 

에어감지 센서 소자형 공기청정기 1년 자체개발 

담배연기 감지센서 모듈형 환경분야 2년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7.12 - 2009.11 패키징몰딩과 다이접합소재 개발을 통한 센서 성능향상 기술사업 지식경제부

2013.11 - 2015.10 비전력 저감형 디스플레이용 복합광센서 중소기업청

2014.06 - 2016.05 미세패턴 유리렌즈기반 고출력 Omnidirectional WLED개발 중소기업청

2014.07 - 2016.09 고해상 광반도체 Array 초고정밀 packaging 및 평가 기술개발 중소기업청

2015.08 - 2018.04 높은 광안전성 및 색균일성을 갖는 LM-80 신뢰성이 확보된 LED 광원 및 조명 개발 산업자원부

 담당자

이름 이현영 직위   

연락처 070-8769-1765 이메일 leehy@raytr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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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석원 설립일 2005. 08. 08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2 101-1209

회사소개
- CCD/CIS 영상 소자 및 지문인식관련 제품 개발 및 솔루션 제공
-  Main application은 산업용 카메라(TDI, 고화소 Area sensor, Line Sensor), Medical X-ray, IR Security camera, 지문인식
센서 등을 개발함.

주요연혁

- 2006 Linear Image Sensor 개발
- 2007 VIPS(RGB+IR) for Security  센서개발
- 2007 ROIC for MEMS with Acceleration sensor 개발
- 2007 DSLR Auto Focus 센서개발  
- 2008 Medical color X-ray Image Sensor 개발
- 2009 Large touch panel sensor 개발
- 2010 Encoder for Industrial Servo Motor  센서개발
- 2011 CMOS X ray Sensor  for Mammography 개발
- 2012 UV & IrDA sensor for mobile 개발
- 2014 TDI & Machine vision  센서개발
- 2016 Finger printer sensor 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TDI 소자형  산업용 고속 카메라센서 산업용카메라 국내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마루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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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마
루
Ｌ
Ｓ
Ｉ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고화소 Area Sensor 소자형 산업용카메라 2년 자체개발 & 카메라업체 협력모델

광학식 지문인식 소자형 모바일 2년 자체개발 & 일부 파트너 협력모델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6 - 2008 지능형 로봇비전용 영상소자 연구 개발 및 시제품 개발 정보통신부

2008 - 2011 감시용 영상소자 개발 중소기업청 

2009 - 2011 차량용 주야간 영상소자 개발 중소기업청

2010 - 2014 의료용 영상소자 개발 지경부

2013 - 2016 모바일용 광학센서 개발 중소기업청

2015 - 2017 CMOS기반 CCD공정개발 선형영상소자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김 성 진 직위 상무

연락처 이메일 sjkim@marul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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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정학영 설립일 2001. 03. 24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8층

회사소개

㈜마이크로인피니티는 항법센서 및 항법시스템 전문기업입니다. 2001년 설립 이후 혁신적 기술개발로 가전, 산업, 자동
차,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 항법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고객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높은 신뢰
도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군수분야의 고정밀 MEMS센서 및 항법시스템을 국산화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창의적인 항법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센서부터 시
스템까지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진정한 항법 솔루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01. ㈜마이크로인피니티 법인 설립, 벤처기업 지정
- 2002.  부설연구소 설립, 무인항공기용 항법장치 개발, 

스마트무인기 개발과제 사업 참여 
(위성관성항법 센서 분야)

- 2004.  MEMS FAB 시설 확보 (MEMS센서-자이로/가속도
계 설계/제작)

- 2005.  자동차용 항법장치 (DR/GPS) 양산, 기술혁신형중
소기업(INNO-BIZ)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선정

- 2006.  로봇청소기 항법센서 양산, 품질환경경영시스템
(ISO9001/ISO14001)인증

  대한민국 u-로봇대상 수상 (부품부문 파이낸셜뉴
스사장상)

- 2007. 스마트 프리젠터용 동작인식장치 양산
  자동차용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TS16949)
- 2008.  사옥이전(수원 광교테크노밸리內 한국나노기술

원), 순정품향 DR/GPS 신제품 양산, 3D DR/GPS 개발

  ‘차량용 MEMS 관성센서 개발과제’ 수주 
(공동개발: 현대자동차外)

- 2009.  군수사업수주(MEMS가속도계, MEMS SAU 등),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선정

- 2011.  군수사업수주(무인기/수중무기사업 등),  
수입차(폭스바겐향) DR/GPS 양산

- 2012. 로봇청소기항법센서 누적생산량 100만개 돌파
- 2013.  3D-DR/GPS개발
  항공우주산업 유공자 포상(항공우주산업진흥협

회장상), 지능형로봇기술대상 수상(산업통산자원
부장관상)

- 2014.  군수사업수주(유도무기-관성측정장치, 무인기-항
법장치 등)

- 2015.  로봇청소기항법센서 누적생산 200만개 돌파,  
군수사업 양산(수중무기사업-자세측정장치),  
시스템칩(SoC) 사업 준비

- 2017. 군수사업 양산(무인기사업-항법장치)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7,606 67 6,192 15 4,458 3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0 35 - 2 - 4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청소로봇용
항법센서

모듈형

-  CruizCore 항법 알고리즘 탑재하여 정확한 각속도 측정으
로 효율적인 경로계획, 청소 시간 단축, 저전력 소모 구현

-  충격감지 기능으로, 범퍼 없이도 충격과 기울임을 감지
하며 10 °/h 이하의 낮은 바이어스 오차와 0.5%/FS 이하
의 정확한 환산계수(scales factor)오차를 갖음

청소로봇,
서비스로봇 등

삼성전자,
LG전자

차량용 항법센서

모듈형

-  DR(dead reckoning) 기술로 GPS navigation 기술의 단점
을 극복

-  DR/GPS는 어떤 환경(지하주차장과 터널, 고층빌딩 사이)
에서도 안정된 성능으로 자동차의 정확하고 연속적인 
Heading Information 제공

-  Position accuracy 3m CEP(SA off)
-  주행거리 5%의 DR 단독 항법 오차

카네비게이션
폭스바겐 코리아,
르노삼성 모터스,

GM코리아

마이크로인피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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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자세측정장치

시스템형

-  3축 가속도계(Accelerometer), 3축 자이로(Gyroscope), 3축 지
자기(Magnetic) 센서를 결합한(Integration) AHRS 항법장치

-  규격/사양
- Rate: ±200°sec , Acceleration: ±2G
- 침로오차: 4.0°(RMS)
- 레벨링오차: 3.0°(RMS)
- 정렬방식/시간: 자체정렬/2초 이내

무인기, 
잠수정 등 LIG넥스원

IMU

시스템형

-  MEMS 자이로 및 가속도계를 이용한 소형, 경량의 전술
급 관성측정기

-  규격/사양
-  자이로 바이어스 반복도 : 30deg/hr (1σ)
-  가속도계 바이어스 반복도 : 2mg (1σ)

유도탄 등 LIG넥스원

XNA150

시스템형

-  3축 가속도계(Accelerometer), 3축 자이로(Gyroscope), 3축 
지자기(Magnetic) 센서를 주요 구성으로한 GNSS/INS

-  규격/사양
- Rate: ±300°sec
- Acceleration: ±10G
- 위치오차: 2.0m (CEP, with GNSS)
- 속도오차: 0.5m/s (1σ, with GNSS)
- Roll, Pitch오차: 0.3°, 0.3° (1σ, with GNSS)
- Heading오차: 1.0° (1σ, with GNSS)

무인기 등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XNA200 / XNS200 시스템형 드론 물류로봇 2016.8 - 2017.1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3.12 - 2007.01 감시로봇용 초저조도 DSP Chip 및 소형저가 INS센서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04.03 - 2006.02 3차원 스마트 입력장치 정보통신부

2004.03 - 2007.02 고정밀 Positioning 부품개발 정보통신부

2003.11 - 2005.08 미세전자기계 시스템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용 위치자세측정 전자부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05.12 - 2008.08 중소형 무인항공기 고장허용 비행조종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04.12 - 2009.09 재난감시용 Hovering 로봇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04.09 - 2009.08 무인비행체용 소형항법장비 개발 지식경제부

2009.01 - 2009.12 차세대 차량 항법용 3D DR/DGPS 결합 항법 모듈 개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07 - 2010.06 시각인지·구동 핵심부품개발 및 감시로봇 통합시스템 구축 산업기술평가원

2002.11 - 2012.03 무인기위성관성항법장치개발 지식경제부

2008.12 - 2011.09 통합차체제어용6축MEMS스마트 관성측정 장치 개발 지식경제부

2010.10 - 2011.03 청소 로봇 일류화를 위한 공통 기반 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10.11 - 2012.05 MEMS 기반의 GPS+IMU 통합형 자동차 블랙박스 시스템 개발 지식경제부

 담당자
이름 김성중 직위 차장

연락처 031-546-7403 이메일 sjkim@minfi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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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홍석화 설립일 2009년

소재지 인천광역시 송도

회사소개

한라(韓)과 Hella(獨)의 합작 회사로 ECU, Sensor, ADAS 등의 안전, 보안과 관련된 차량용 전장품을 개발/생산한다. 
ISO26262, ASPICE, TS16949 등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최신 규격을 만족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 차량용 첨단 지능형, 
친환경 핵심 전자 기술로 Global OEM에 도전하고 있다. 자동차의 전장화 및 무인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연혁

- 2008.  (韓만도-獨Hella) Joint Venture Agreement 체결
- 2009.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한국 공장 설립(MHE) / 

ISO/TS16949 획득
- 2010.  MHE 양산 착수 / 디지털 타입 토크 & 앵글 센서 

국내 최초 개발 / ISO14001 획득
- 2011.  자동차 전자 안전 기준(ISO26262) 국내 최초 획득 

/ R-EPS용 Powerpack 국내 최초 개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중국 공장 설립(MHES) / 
OHSAS18001 획득

- 2012.  MHES 양산 착수
- 2013.  ASPICE CL2 국내 최초 획득
- 2015.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인도 공장 설립(MHEAI)
- 2017.  MHEAI 양산 착수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42,806 53,351 353,768 81,231 364,020 118,261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9 134 95 19 40 34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TAS

모듈형
운전자의 조향 의지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전자제어
장치에 전달 및 핸들의 각도 정보 전달

조향 시스템 HKMC

WSS

모듈형
자동차 4개의 휠에 장착되어 속도를 감지하고 전기적 신
호로 변환하여 ABS/ESC ECU에 전송

제동 시스템 HKMC

Yaw&G Sensor

시스템형
MEMS 가속도/각속도 소자를 활용한 차량움직임과 자세 
인식

차체 자세
제어장치

HKMC

SRR

시스템형
후방 좌우에 장착된 두 개의 24GHz 레이더센서를 활용한 
후방 물체 인식(근거리)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HKMC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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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FCM

시스템형
차량 전방에 장착된 CMOS 이미지 프로세싱 기반 센서로, 
획득한 data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보 및 편의 제공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SYMC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PTS

모듈형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 2017. 01 - 2020. 01 자체 개발

Biometric DMS 시스템형 운전자 상태 확인 시스템 2017. 09 - 2020. 09 자체 개발

Pressure sensor

모듈형 연료 및 각종 유체,기체 적용 장치 2016. 09 - 2019. 12 자체 개발

PET sensor

시스템형 인공지능 동물 상태분석 2016. 01 - 2019. 01 자체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8. 12. 01 - 2011. 09. 30 종횡방향 기반의 통합 능동안전시스템용 센서 융합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1. 10. 01 - 2014. 09. 30 지능형 주차보조시스템을 위한 장거리 초음파 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3. 06. 01 - 2018. 05. 31 운전 미숙자 지원을 위한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2015. 06. 01 - 2018. 05. 31 사각지대 정보제공을 위한 다기능 초음파 센서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유광호 직위 책임연구원

연락처 032-850-7186 이메일 kwangho.yoo@mandohe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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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민동진 설립일 2000년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

회사소개
당사는 10년 넘게 축적된 정전용량방식(Capacitive) 터치센싱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터치컨트롤러 IC, 터
치스크린 모듈 및 터치키 모듈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터치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주요연혁

- 2016. 08  강서연지집성전로유한공사 설립 
(중국 비메모리 반도체시장 진출)

- 2016. 08  고감도 터치 컨트롤러 IC ‘MMS-649’ 개발 
- 2016. 04  터치 컨트롤러 IC ‘TDDI Touch + DDI 통합 

Sensor’ 개발 
- 2016. 04  중대형 터치 컨트롤러 IC ‘MOS-50F’ 개발 
- 2016. 0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 2016. 01  일본 Pachi-slot 용 Curved 터치스크린 모듈 개발 
- 2015. 12  터치 컨트롤러 IC 'Touch sensor with Force 

touch sensor' 개발 
- 2015. 11  터치 컨트롤러 IC 'Hybrid sensor' 개발
- 2015. 08  터치스크린 모듈 'All ITO type 1-layer' 개발 

- 2015. 07  중국 합작회사(Liansi) 양산 개시
- 2015. 04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7억개 공급
- 2014. 11  중국 합작회사(Liansi) 설립
- 2014. 04  GF1 Type 1-layer 터치스크린 모듈 공급 개시
- 2014. 04  베트남 현지 양산 개시(동종업계 최초)
- 2014. 03  삼성전자 '2014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 2013. 12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3. 08  민동진 대표이사 취임
- 2013. 04  터치 컨트롤러 IC 누적 4억 개 공급
- 2013. 04  본사 이전(판교 테크노밸리)
- 2013. 03  삼성전자 '혁신우수사례 대상' 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54,230 217,646 54,081 89,764 56,821 26,50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7 68 21 16 - 121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MS-438

소자형

- 정전용량방식 터치 패널용 센서
- ARM M0+ Processor + DSP
- Support up to 4.3 inch touch panel
-  Support to thickness glove touch input
-  Immune to the display & power noise
- 5X5X0.5T QFN (48 Leads)

휴대폰 삼성

멜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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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
파
스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MS-449

소자형

- 정전용량방식 터치 패널용 센서
- ARM M0+ Processor + DSP
- Support up to 7.0 inch touch panel
-  Support to thickness glove touch input
-  Immune to the display & power noise
- 6X6X0.5T QFN (60 Leads)

휴대폰 삼성

MHS-204

소자형

- 정전용량방식 터치 패널용 센서
- ARM M0+ Processor + DSP
- Support up to 4 channel touch keys
-  Support to thickness glove touch input
- Immune to the RF & power noise
- 3X3X0.5T QFN (16 Leads)

휴대폰 삼성

MIT-410

소자형

- In-cell Touch Panel 용 MCU
- ARM M3 Processor + DSP
- I2C / SPI / USB interface 
- USB 2.0 High-speed 
-  Low power consumption : 67mW@60fps
- 5X9X0.75T QFN (60 Leads)

NBPC LGD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내부 정책에 의해 내용 공유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진행 이력이 없습니다.

 담당자
이름 이병준 직위 부장

연락처 070-4055-6366 이메일 Lee.bj@melf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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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남동욱 설립일 2013년

소재지 경기도 안양

회사소개
근적외선 전용센서 기술 및 초근접 접사 렌즈기술을 근간으로 접사광학 지문인식 센서를 개발하여 전면 디스플레이
에서 지문인식(생체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센서 개발 및 제조

주요연혁

- 소규모 Seed Money 투자 유치 : 대략 총 15억 규모(2015. 3 : 경북창조경제 삼성벤처 투자 3억 포함)
- ICT분야 유망기업(K-Global 300) 인증
- 벤처기업 등록 
- 지문인식관련 국내 24건, 국외 9건 특허 출원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0 142 100 16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3 1 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비욘드아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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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 06. 01 - 2016. 05. 31
고감도 근적외선 이미지센서 및 지정맥 패턴인식 방지의 휴대형 보안토큰 
기술 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임무성 직위 이사

연락처 010-9047-1854 이메일 jackie@beyond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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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상익 설립일 2000. 07. 0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회사소개

㈜삼영에스앤씨는 국내최초의 습도센서와 먼지센서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년간 연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센
서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본 사의 모토는 “Sensible Sensing Solution” “Smart Sensing Solution”입니
다. 급변하는 고객시장에 맞추어 민감하고 스마트하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며, 폴리머 기술을 바탕으로 한 
MEMS 기반의 온습도 센서와 광학방식을 적용한 먼지센서를 In-house process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16.10  LG VC 자동차용 먼지센서 협력사 선정
- 2016.08  PHILIPS 먼지센서 공급 계약 체결
- 2015.11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투자연계형)  

과제선정 및 투자유치
- 2015.04 차량용 미세먼지 감지센서 특허 출원
- 2014.03 MCU 타입 먼지센서 특허 출원
- 2013.09 벤처기업 인증 (벤처캐피탈협회)

- 2012.12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 (지식경제부)
- 2012.01  미국 GE(Amphenol) 인증 및 HumiChip ODM  

공급 계약 체결
- 2002.04 ISO/TS 16949 품질시스템 인증
- 2001.06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청)
- 2000.07 ㈜삼영에스앤씨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573 8,697 2,554 9,870 2,780 10,68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8 22 43 10 14 9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In-Car Sensor

모듈형

-  차량 내부의 온습도를 감지하여 
최소의 에너지 소비를 통한 최적의 
환경 구현

-  FORD 적용 테스트 결과 공조 구동 
에너지 효율 약 20% 개선 효과 확인

-  쾌적한 환경구현 및 연비 절감 효과

Automotive FORD

HumiChip Ⅱ
(온습도센서)

소자형

-  센서 내부 회로를 이용한 교정된 
온도와 습도 데이터 제공

-  Calibration 자동화 설비 운영
-  배터리 구동에 적합한 저전력 소모
-  I2C, PDM, PWM 다양한 출력 지원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IAQ)

KT
세스코
케이웨더

HCPV Series
(HumiChip Module)
(온습도센서 모듈)

모듈형
-  HumiChip 적용한 전압 출력 모듈
-  다양한 Application 활용 
-  고객사 Customized 구현 가능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IAQ)

삼성전자

Electrolux
오텍캐리어

삼영에스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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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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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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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Particle Sensor
(미세먼지감지센서)

모듈형

-  IR LED를 활용 광학 방식의 
미세먼지센서

-  PM2.5 미세먼지 감지 
-  소형 사이즈, MCU Control
-  PWM 출력 
-  장기적인 신뢰성 및 유지 보수 용이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IAQ)

LGE VC
LGE BdMS

KT
PHILIPS
오텍캐리어

Automotive Particle Sensor
(차량용 먼지센서)

모듈형

-  AEC-Q100/200 인증 부품
-  Automotive Grade 자재 사용
-  자동차 업체 기준 신뢰성시험 통과 

(GMW3097 : 2015)
-  고가의 정밀 계측 장비와 유사한 
성능 구현

Automotive LGE VC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고정밀
먼지센서

모듈형 가전/IoT 2015 - 2017 자체 연구 개발

차량용 먼지센서 모듈 모듈형 자동차 2016 - 2018 자체 연구 개발

HCPI (I2C 출력 온습도센서 모듈) 모듈형 가전 2017 - 2017 자체 연구 개발

ADS 모듈형 자동차 2017 - 2018 자체 연구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11 - 2018. 08
자동차 向 실내 부유 초미세먼지 감지센서 모듈 개발 및 
Calibration System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 09 - 2020. 08 MEMS 기반의 소형(30*40-15mm) 저전력 PM2.5 센서 공
동연구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이름 황재동 직위 대리

연락처 이메일 hjd@samyoungs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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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순철 설립일 1976년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82(효문동)

회사소개
세종공업㈜는 1976 창업 이후 자동차용 소음기와 컨버터 등 배기 시스템 생산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
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수소센서 등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부품 및 전장부품 개발을 통해 자
동차 친환경 융합기술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 

주요연혁

- 1976  세종공업㈜ 설립
- 1989 제2공장 준공
- 1995 연구소 설립
- 2002  중국 염성, 북경 법인 설립
- 2003 미국 알라바마 법인 설립/ 
- 2006  이앤이텍 설립
- 2008 미국 조지아, 러시아 법인 설립/ 
- 2011 중국 태창 법인 설립
- 2012 중국 연구소 설립/
- 2013 중국 사천세종, 중경진천세종 법인 설립
- 2014  Asentec 계열사 편입, 멕시코 법인 설립

수상

- 1988  철탑산업 훈장 대통령상 수상
- 1995 수출의 탑 5천만불 수상/ 
- 1997 금탑산업훈장 수상
- 2006 수출의 탑 5억불 수상
- 2009  그랜드 품질 5스타 달성
- 2014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25,000 225,000 231,000 231,000 216,000 216,0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05 110 420 15 5 80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자동차 배기시스템 시스템형 배기 매니폴드, 촉매장치, 머플러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세종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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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
공
업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수소센서 모듈형 연료전지자동차 수소가스 누설 감지 연료전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압력센서 모듈형 연료전지자동차 수소공급시스템 압력 감지 연료전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워터트랩 모듈형 연료전지자동차 응축수 관리 연료전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수소센서 모듈형 연료전지자동차 2006 - 정부과제 및 자체투자

압력센서 모듈형 연료전지자동차 2006 - 정부과제 및 자체투자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6.08.01 - 2009.07.31
초정밀 가공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 자동차용 수소누설검지시스템 및 상용
화 기술 개발

산업부

2008.12.01 - 2013.10.31 열물질전달 특성을 고려한 수소공급 시스템 개발 산업부

2011.07.01 - 2016.06.30 시스템 소형화를 위한 가변압력 PEMFC 핵심부품 개발 산업부

 담당자
이름 엄재현 직위 책임연구원

연락처 031-219-9931 이메일 mirinae@sjk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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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남정현 설립일 2015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회사소개
Sensohub는 첨단 이미지 센서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산업, 의료 및 고객 별 응용 분야에 혁신적인 이미지 센서를 제공
합니다. CCD 및 CMOS 이미지 센서 개발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미지 센서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탁월한 고품질을 제공합니다.

주요연혁

- 2015. 01 회사 설립
- 2015. 12 High Speed TDI 9K,12K,18K양산
- 2016. 07 High Speed TDI 23K 양산
- 2017. 07 Area Sensor 155M Eng’r Sample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87 1,43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1 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TDI Sensor 소자형
High-Sensitivity, High-Resolution, High-Speed, Low-Power 
Linear Image Sensors

검사용 Camera Vieworks

센소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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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소
허
브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Area Sensor 소자형 Ultra-Resolution, High-Speed Area Image Sensors 검사용 Camera Vieworks

Triple Color TDI 소자형
High-Sensitivity, High-Resolution, High-Speed, Low-Power 
Linear Image Sensors With Color

검사용 Camera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Color TDI 소자형 검사용 Camera 6개월 자체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전준호 직위 부장

연락처 070-7572-8710 이메일 junojeon@senso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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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하승철 설립일 2004. 12. 23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73

회사소개

주식회사 센코는 2004년 설립되어, 산소센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기화학식 유독가스센서(CO, H2S, NH3, NO, NO2, 
HCHO, H2 etc)에 대한 제품화를 통해 전기화학식 가스센서의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산기술을 축적하였으며, 동시
에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가스안전기기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함으로써 외국산 제품에 점유되어 있는 전
기화학식 가스센서 시장을 국산화 대체 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인 가스 안전기기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
며,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에도 전념을 다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2004. 11.  주식회사 센코 법인 설립
2005. 10.  신기술보유 예비벤처기업지정
2006. 03.  주식회사 센코 공장 등록
2006. 11.  대한민국 창업대전 우수상
2007. 01.  국내특허 등록(전기화학식 일산화탄소 가스센서)
2007. 02.  국내특허 등록(전기화학식 산소 가스센서)
  주식회사 센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 05.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지정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
2008. 03. 신기술제품인증(NEP) 확보

2011. 03. 녹색기술인증 확보
2011. 09. 소방산업기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12. 07.  경기도 오산시로 본사,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2013. 1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2013. 12. 경기 녹색산업대상
2014. 04. 경기도 e-프론티어 기업 선정
2014. 12. 대한민국 환경에너지대상 금상 수상
2015. 04. 중기청 녹색기술 인증서 획득
2016. 11. 한국센서학회 "기술진보상" 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5,973 1,099 7,102 1,017 8,740 1,302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8 18 13 13 5 5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소자형 

●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서술
-  감지가스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작동하는 전기화학 
방식의 가스센서로서 민감도, 선택성, 안정성 및 재현성
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며 저 전력 구동이 가능함

-  산소 가스센서 및 다양한 유독가스(CO, H2S, NO, NO2, H2, 
NH3, Alcohol, Formaldehyde etc)에 대한 센서 제품 보유

● 특이사항

-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관련 특허 다수 보유

산업안전
환경분야

삼성전자

LG전자
Hanwei

  
휴대용 단일
가스 검지기

모듈형

  

●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서술
-  산소 결핍이나 유독성 가스의 중독으로 인한 가스 관련 
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스 검지기로서 
감지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가능함

● 특이사항

-  IECEx 인증, 안전인증(Ex ia IIC T4) 등 보유

산업안전 Crowcon

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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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코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휴대용 복합
가스 검지기

모듈형

  

●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서술
-  4가지 가스(O2, CO, H2S, 가연성 가스)를 동시에 연속 측
정하여 농도를 표시하고 위험시 경보를 발생하는 휴대
용 복합가스 경보기

● 특이사항

-  방폭 안전인증(Ex iad II C T3/T4 IP67)

산업안전
포스코
현대제철

대우조선 해양

고정식 
가스 검지기

모듈형

●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서술
-  잠재적인 폭발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산소 
및 유독성 가스, 가연성 가스등을 측정하는 현장 고정식 
가스 감지기

● 특이사항

-  IECEx, 안전인증, 중국방폭 인증등 보유

산업안전
포스코
현대제철

대우조선 해양

악취 측정기

시스템형

●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서술
-  우수한 센서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황계열, 
아민계열, 그리고 VOC 계열의 가스들을 실시간으로 감
지하여 농도 및 복합악취(희석배수)를 표출

-  현장과 고개의 요구에 맞추어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선
택하여 시스템 구성

● 특이사항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정번호 : 2017048)

환경분야
에스오일
포스코

수도권매립지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소형화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소자형 IOT 제품, 모바일 제품 2018. 12. 자체개발

흡입식 가스 감지기 모듈형 화학, 반도체 공정 2018. 06. 자체개발

실내 공기질 측정기 모듈형 환경분야(B2C 시장) 2018. 12.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07. 23 - 2017. 07. 22.
가정용 CO 경보기 적용에 적합한 고체전해질 기반의 저가형 전기화학식 CO 
가스센서 제조기술 개발

중기청

2013. 12. 01 - 2016. 09. 30. 저압수소 사용시설의 안전관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3. 10. 01 - 2016. 09. 30.
산업현장 유해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누설여부 감지를 위한 전기화학식 가
스센서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2. 12. 01 - 2014. 11. 30.
밀폐공간 작업자의 가스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900mHz 대역 무선통신 기반
의 실시간 원격감시가 가능한 개인용 센서단말기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이인원 직위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070-8789-2615 이메일 iwlee@senk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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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유도준 설립일 1998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5번길 21-6(신촌동)

회사소개
㈜센텍코리아는 199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최초로 탄생한 벤처기업으로, 정확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반도체식 가
스센서의 대량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음주측정기, 가스경보기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음주측정기의 경우 대한민
국 경찰청 및 해외 4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중심형 기업입니다.

주요연혁

- ㈜센텍코리아 설립(1998년)
- 본사이전(2008년 – 경기도 파주시)
-  경찰청 음주단속장비 조달 공급 

(1998년 ~ 2017년 현재까지)
● 국내외인증

-  호주스탠다드(2006년) / 유럽스탠다드(2014년) / 
DOT(2007년) / FDA(2006년) / NET(2011년) / 
ISO9001(2009년) / ISO14001(2010년) /  
TS16949(2016년)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인정(2017년) / 
기술연구소 인정(2007년) / 유망중소기업인증(2015년) / 
세계일류상품인증(2012년)

● 수상경력

-  경북벤처대상(1999년) 
-  표창장 

(고양세무서장–2006년, 중부지방국세청장–2012년)
-  수출탑 수상 

(500백만불 – 2007년 / 1,000만불 – 2011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959 10,085 2,099 9,625 3,133 9,13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12 35 4 3 59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가스센서

소자형
- 반도체식 / 전기화학식 타입의 가스센서
- 빠른 응답속도와 고감도 및 정확성
- 특허 등록 6건

음주측정기
자체 음주측정기 
내에 장착

AQS용 가스센서

소자형

- 반도체식 타입의 가스센서
-  2in1 타입의 한 개의 칩에 2개의 센서 장착형. 차량용 
CO, NOx 감지용

- 특허 등록 1건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기청정기용 
가스센서

소자형
- 반도체식 타입의 가스센서
- 실내 환경 제어용으로 사용됨

공기청정기 삼영 S&C

센텍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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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텍
코
리
아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음주측정기

제품형

-  음주 여부를 신속히 확인가능, 수치로 정량화 하여 표시됨
- 센서타입에 따라 ±5% ~ 20% 내의 오차율
- CE, DOT, 호주스탠다드, 유럽스탠다드, FDA 등 규격 인증
- 특허 등록 8건

음주측정기
경찰청 /

해외 45개국 수출

가스 누설 경보기

모듈형
제품형

반도체식 타입의 가스센서 장착
불완전 연소 CO, LPG, LNG가스 감지
보일러 내장형으로 사용

가스누설 
경보기

롯데기공
대성셀틱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EMS타입
가스센서

소자형
실내공기 제어용
모바일용

2017. 01 - 2020. 12
마이크로 히터 개발

MEMS 플랫폼위 감지소재 증착 
패키징 방법 개발

음주측정기 제품형
저가형 음주측정기, 

Evidential 용 
음주측정기

2017. 01 - 2018. 12
센서 개발 

부품 검토/ 선정
음주측정기 회로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7.08.01 - 2009.07.31 레이저 미세가공을 이용한 기판일체형 AQS 센서 개발 (재)경기테크노파크

2008.12.01 - 2009.11.30 자동차 실내공기 제어용 혐오성 가스 감지센서 개발 중소기업청

2011.06.01 - 2013.05.31 연료전지형 알코올센서 및 자동차 제어용 음주측정기 개발 중소기업청

2011.09.01 - 2013.08.31 미세가공을 이용한 후막형 반도체식 가스센서 사업화 지식경제부

2013.06.01 - 2015.05.31 NDIR 타입 알코올 센서 및 휴대용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 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정종진 직위 책임연구원

연락처 031-8071-4400(내선 210) 이메일 jjjung@sen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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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송영기 설립일 2017년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유터워, A동 426호

회사소개
- 자율 주행 플랫폼 설계
- 자율 주행 보완 솔루션
- 자율 주행 시험 및 검증 장비

주요연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스프링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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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프
링
클
라
우
드

기업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스프링고 모델 1 시스템형 다중 센서 융합 자율 주행 플랫폼(운전자인지 및 전방 인지) 자율 주행 준비 중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스프링고 모델 X 시스템형 다중 센서 융합 자율 주행 플랫폼 2017 - 2019 자체 개발 진행 중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송 영 기 직위 대 표

연락처 이메일 ygsong@aspring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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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남용현 설립일 2015. 04. 02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85

회사소개
㈜시리우스는 2015년 설립되어, 비정질실리콘과 비정질탄소막을 이용한 차별화 기술을 통하여 열영상센서를 제조
하는 회사로, 셔터가 필요없는 초소형, 초저가 열영상 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적외선카메라 신시장 발굴
과 해외시장 개척을 준비 중임.

주요연혁

-  2015.04. ㈜시리우스 설립
-  2015.06.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with NNFC on 

ASL/ACLTM 기술실시
-  2015.09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with KAIST on 

WarmCellTM and MD-CDSTM 기술실시
-  2015.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 액셀러레이팅 국

책과제 수행
-  2015.10  중소기업청 TIPS프로그램 국책과제 수행

-  2016.0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6년 상반기 기술이
전사업화사업 국책과제 수행

-  2016.0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2016.08  자동자 부품 전문회사 SI유치
-  2016.03  SMF80(80*60), 35um 픽셀 사이즈, WLVP, 셔터

리스 시제품 개발 완성
-  2017.06  DLTM1), PLANARTM, ASL/SCLTM2) 기술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 - 0 0 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7 9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시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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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리
우
스

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SR8035M 소자형 IoT, 자동차(내부) 2017. 01 - 2017. 12 자체개발

SR3217D 소자형 IoT, 자동차(외부), 모바일 2017. 06 - 2018. 05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8.18 - 2016.04.20 모바일용 적외선 이미지 센서 모듈 및 보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10.01 - 2017.09.30 모바일 내장형 초저가 적외선 이미지 센서 카메라 양산 중소기업청

2016.04.08 - 2018.04.07 CMOS파운드리 위탁생산이 가능한 IoT용 열화상 센서 미래창조과학부

2016.05.01 - 2017.04.30 17um 픽셀 사이즈의 비냉각형 열영상센서 구현을 위한 
설계 및 공정기술 개발

중소기업청

2016.07.01 - 2017.12.31 모바일/IoT용 열영상 모듈 플랫폼 양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홍예림 직위 사원

연락처 042-612-5035 이메일 yelim0816@siriusi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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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장우 설립일 1995. 07. 06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 S비즈니스센터 10층

회사소개
㈜신성씨앤티는 수년 동안 모바일 장치 및 디스플레이 EMI, 방열 테이프 및 필름 등을 제작, 공급해오고 있음. 또한, 현
재 모션 센서, 음향 센서, 생체 및 환경 센서 등의 MEMS 센서 제품을 개발중임.

주요연혁

- 1995 신성공업 설립
- 1996 산업 Tape 자재용 생산 라인 Setup
- 1997  Penetrated into Mobile phone and Automotive 

industries
- 1999  차량용 PSA 개발  

(Continental Automotive Electronics에 공급)
- 2000 법인 전환
- 2001 고유방열기술 개발 (특허) ISO9001:2000
- 2002  Development of adhesive tape for Safety Indication 

1st Tier Business Partner Registration of LGE 

- 2004 신성 본사 이전
- 2006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협력사 등록
  구미 사무소 및 생산시설 확장
- 2007 이노비즈 인증
- 2009 중국 천진/신천 사무소 설립
- 2010 베트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협력사 등록
- 2011 삼성 전자 LED 사업부 1차 협력사 등록
- 2012 삼성 SDI 협력사 등록
- 2013 한국 구미 사무소 및 베트남 사무소 확장 이전
- 2014 신성중앙연구소 개설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48,733 63,951 125,878 49,710 72,095 35,25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 15 37 15 37 10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SS-MHS001
휴대폰에 적용되는 MAIN PCB 및 배터리용 방열 시트 및 
부자재

스마트폰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

SS-DHS001 휴대폰 및 중소형 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방열시트 LED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신성씨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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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
씨
앤
티

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3 Axis 
Accelerometer 
(SS3A100A)

소자형
IT 기기용,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게임기 등

2016. 06 - 현재
(개발 중)

MEMS 기반의 3축 가속도 관성 센싱
부 (자체)설계, 웨이퍼 레벨 MEMS 공
정, 패키지 및 테스트 기술 개발

6 Axis Gyro 
Combo Sensor
(SS6G100A)

소자형
IT 기기용,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게임기 등

2016. 06 - 현재
(개발 중)

MEMS 기반의 6축 가속도, 각속도 관성 
센싱부(자체)설계, 웨이퍼 레벨 MEMS 
공정, 패키지 및 테스트 기술 개발

MEMS 
Microphone
(SSMT100A)

소자형 + 
모듈형

스마트폰, 이어셋, 노트북, 드론, 
AI 음성인식 기기, TV 리모콘, 
카메라 등 음성인식 및 음성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2016. 07 - 현재
(개발 중)

신성씨앤티가 소유(특허사용권 보유) 
및 자체 개발한 MEMS마이크로폰 디
자인을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NNFC) 
및 해외 파운드리에서 공정개발 중 

Fake Fingerprint
Detector

(SSFF100A)
소자형

스마트폰, 스마트 카드, 
PC, 태블릿, 금융거래시스템 등

2017. 01월-현재
(개발중)

초음파 등 Wave신호로 피검체에서 반
사되는 파형을 이용하여 피검체의 지
문이 위변조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
는 장치 개발

SiNW Pressure 
Sensor

(SSPR200A)
소자형

가상현실시스템,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공장자동화, 의료분야 등

2017. 01- 현재 
(개발중)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을 
이용하여 고감도 압력센서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15.08.01 - 18.07.31 9축 스마트 모션센서 핵심요소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7.05.01 - 18.12.31 나노와이어 소자를 이용한 초고감도 MEMS 압력센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05.01 - 18.04.30 Poly-Silicon Wafer를 이용한 64dB 이상 신호대비 잡음비
(SNR) 성능의 MEMS 음향센서 소자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09.01 - 18.08.31
나노와이어와 압전소자를 이용한 70dB이상 신호대비잡
음비 성능의 MEMS 마이크로폰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이름 권수진 직위 사원

연락처 02-2135-1420 이메일 suujin@shinsungc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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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장광현, 장재혁 설립일 1973년

소재지 세종시 연서면 당산로507

회사소개
자동차용 세라믹 레지스터, 온도센서, 습도센서, 가전용 온/습도 센서, 먼지센서, 통신장비용 세라믹 필터 등을 디자
인,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연혁

- 1973 한국쌍신전기 설립
- 1982 LC필터 & Delay Line개발
- 1990 세라믹 연구소 설립
- 2000 패치 안테나 개발
- 2001 상해 공장 설립
- 2010 자동차용 세라믹 레지스터 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447 12,991 8,937 13,017 8,183 12,97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2 25 58 10 20 12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세라믹 레지스터

소자 / 모듈형 세라믹보드에 전극 및 레지스터 인쇄
자동차 연료
게이지

현대-기아 
자동차 외

온도센서

소자 / 모듈형 소자 직접 생산하여 ass’y형태로 공급 자동차 및 가전
삼성, 

LG위니아 등

쌍신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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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신
전
자
통
신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세라믹 필터

소자 / 모듈형 통신장비용 주파수 컨트롤 부품 통신장비 삼성 등

패치 안테나

소자 / 모듈형 자동차 안테나용 주파수 수신 안테나 자동차 안테나 현기차 등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LS 모듈형 자동차 2016.12~ 고객사 협력

세라믹 웨이브가이드 소자/모듈형 통신 2016~ 자체연구+전문기관 협력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02.01~2014.06.30 Connected / Networked Car 구현을 위한 V2X 통신 기술 고려대학교

2014.02.01~2014.06.30 차량 안전 및 자율 주행을 위한 자동차 센서 네트워크 기술 고려대학교

2014.07.01~2015.06.30 스마트 자동차 기술 구현을 위한 WAVE 기술 고려대학교

2016.07.01~2017.11.30 동영상제작 고려대학교

2016.07.01~2017.11.30 전시회 참석 고려대학교

 담당자
이름 이학진 직위 부장

연락처 이메일 jini@sangshin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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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임수빈, 김현종 설립일 2007. 07. 04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킨스타워 1001호

회사소개
주식회사 씨앤유글로벌은 2007년 설립되어 주력사업인 고속전력선통신 칩과 시스템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원격검침 
시장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적된 SoC 기술력으로 초미세먼지를 포함 환경센서와 연동하는 최적
의 칩을 개발하여 사업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16 - 2017 한전 저압AMI 사업의 고속전력선통신 기반 DCU 및 모뎀장치 납품
-  2016 - 2017 한전 고압AMI 사업의 LTE 기반 모뎀장치 납품
- 2015 - 2017 한국도로공사 터널등 제어시스템 납품
- 2014. 01 ㈜씨앤유글로벌 사명변경
- 2013. 12 ㈜유틸링크 합병
- 2013. 01 고속전력선통신 양산 칩 개발완료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4,259 20 4,430 0 8,704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17 2 1 2 24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먼지센서

ROIC

소자형 

-  칩 레벨의 고집적화로 사용부품 최소화
-  디지털신호처리로 감도, 안정성, 재현성 등의 한계극복
-  다수의 센서연동을 아날로그 Mux 및 16bit 이상의 고해
상도 ADC 내장

-  소비전력 최소화를 위한 전력관리 기능
-  제품의 환경변화에 의한 성능열화 보정
-  IoT 형태의 센서 시스템화 지원
● 특이사항

-  칩 내부에 DFT 탑재로 주파수정보 제공
-  특허 출원 2건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씨앤유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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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앤
유
글
로
벌

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먼지센서 모듈 모듈형 공기청정기, 에어콘 12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환경센서 모듈 시스템형 온습도, 가스 등 환경 모니터링 12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환경센서 
시스템

시스템형 온습도, 가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12개월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12. 01- 2017. 11. 30 초미세먼지 검출 광기반 저전력 먼지센서 SoC, 모듈개발 산업부

 담당자

이름 임수빈 직위 대표이사

연락처 031-698-3319 이메일 sbyim@cnu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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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정표 설립일 2006. 08. 16

소재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회사소개
씨자인은 다양한 고성능 저전력의 아날로그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나 센서 ROIC 관련 특화된 아날로그 IP를 통하
여 많은 고객의 센서 제품과 결합하여 고객의 제품 경쟁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주요연혁

- 2006.08 ㈜씨자인 회사 설립
- 2008.03 벤처기업 인증
- 2008.07 부설연구소 설립
- 2011.04 이노비즈 인증
- 국내 다양한 업체(센서업체 포함)와 반도체 제품 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14 - 1 - 1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EMS Microphone 용 ASIC 소자형 Low Noise Amplifier/16bit ADC/LDO 스마트폰 국내 센서 업체

IR 용 ROIC 소자형
Low Noise Amplifier/13bit ADC/LDO/
OCSC/POR/Digital Interface

CCTV/스마트폰 국내 센서 업체

Capacitive Sensor ROIC 소자형
Low Noise PGA/16bit ADC/One-Wire 
Interface/Temp Sensor/LDO/OSC/MCU 
Core

자동차 국내 센서 업체

Resistive Sensor ROIC 소자형
13bit ADC/12bit DAC/Low Noise PGA/
Temp Sensor/LDO/OSC/MCU Core

자동차 국내 센서 업체

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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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자
인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전력 미터링 IC 소자형
Low Noise PGA/24bit ADC/Temp 
Sensor/Calculation Engine

산업용 국내/외 업체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06.01 - 2016.05.31
비 절전 전자(가전)기기(Legacy Device)에 대한 에너지관
리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5.06.01 - 2016.09.30
음성 인식률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마이크로폰 ASIC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09.01 - 2019.08.31
높은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 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 모
듈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이름 김 정 표 직위 대 표 이 사

연락처 이메일 peppar.kim@c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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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류하영 설립일 1997. 04. 11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26-79

회사소개
아스텔㈜은 1997년 창업이래 숙련되고 축적된 인적/기술적 노하우 및 지속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영상/음성 압
축과 복원 알고리즘, ASIC설계, 시스템 응용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품의 개발/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주요연혁

 - 1997. 04 회사 설립  자본금 5,000만원
 - 1999. 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1. 11 대덕밸리 사옥 신축
 - 2004. 08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 2004. 08 기술형신(INNO-BIZ) 기업 선정
 - 2008. 06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 2009. 11 5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6. 12 자본증자  자본금 13.7억원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437 2,636 1,772 3,236 2,006 2,362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 18 2 1   2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아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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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
텔

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움직임 감지센서 소자형 
센서등
자동문

침입감지 등
2015 - 2018

외부기관 협력 공동개발
: Kaist, ㈜Teltron 협력 개발

미세움직임 감지센서 모듈형
User I/F

비접촉 심박측정
스마트워치 등

2016 - 2019
외부기관 협력 공동 개발 

: Kaist, ㈜Teltron 협력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4.01 - 2019.03.31 임펄스 레이다 기반 3차원 미세동작 인식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설기수 직위 선임연구원

연락처 이메일 ksseol@as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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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상구 설립일 1999년

소재지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45번길 22

회사소개

당사는 압전세라믹 소재보다 압전상수, 기계결합계수, 유전율 등의 특성이 우수한 압전 단결정 소재를 브릿지만 기법
으로 성장시키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PMN-PT 압전 단결정 신소재 및 이를 적용한 센서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외 민수용 초음파 센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군수용)에서 개발되는 각종 핵심기술 과제의 시제업체로 참여
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는 고품질의 압전단결정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압전 단결정을 응용한 군사용 수중음
향센서와 민수용 초음파 센서 등을 개발함으로써 소재회사에서 센서회사로 사업영역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요연혁

- 1999 아이블포토닉스 창업, 2000년 법인 전환
- 2000 아이블휴먼스캔 설립(현, 휴먼스캔, spin-off)
- 2001 3인치 단결정 시험 생산 성공
- 2006 대한민국기술대전 우수상 수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2009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용 압전 단결정 양산
- 2011 압전 단결정 적용 SONAR용 수중음향센서 국제공동연구 
- 2014 압전단결정 박막 이용한 자가발전 심장박동기 개발 (KAIST)
- 2016 한독상공회의소 선정 혁신기업 / 반도체 검사용 초음파 탐촉자 국산화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754 20 1.670 29 1,248 2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5 8 1 16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초음파 탐촉자

소자형

-  철강검사용 5MHz : 기존 압전세라믹 탐촉자 대비 감도 
12dB(약 5배), 대역폭 30% 증가

-  반도체 검사용 20MHz : 올림푸스 제품보다 밴드폭이 넓
고 펄스폭이 좁아 측면해상도와 축방향 해상도 우수

산업용 비파괴 검사
(항공/반도체)

초음파 검사업체

수중음향센서

소자형

-  기존 초음파 센서와 비교하여 고출력/고감도 성능은 물
론 운용주파수의 광대역으로 동일 성능을 기준으로 크
기나 중량을 1/3정도로 축소 가능 

-  잠수함이나 함정의 운용효과와 효율을 증대 

무인잠수정 
SONAR

구축함 SONAR
어뢰 SONAR

방산업체

적외선 센서

소자형
-  기존 LT기반 적외선센서보다 10배이상 감도(detectivity)
가 우수

가스 및 
불꽃 감지기

협의중

아이블포토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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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충격센서

소자형
-  기존 충격센서보다 2배이상 반응시간이 빠르고 선형/비
선형 구현이 가능함

군수용 신관 방산업체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스마트 IoT 센서 모듈형
치매노인 모니터링, 플랜트/전력설
비 무인 진단 (자가발전  적용)

3년 외부기관 협력: 공동연구개발

배열형 
초음파 탐촉자

소자형 철강/자동차 비파괴 검사 3년 외부기관 협력: 공동연구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0. 04 - 2013. 03
실시간 4D 심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서 및 미세조
직 정밀 진단시스템 개발

지식경제부

2010.10 - 2013. 09 다중 모드 생체 이미징 진단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03 - 2014. 02 녹색 환경을 위한 초소형 자가충전 전원 모듈 개발 중소기업청

2012. 09 - 2015. 08 
고감도 적외선 검출기용 <111> 3“ doped PIMNT 단결정 
소재 개발

지식경제부

2014. 06 - 2016. 06
반도체 내부 결함 탐지를 위한 압전단결정 응용 비파괴 
초음파 탐촉자 개발

방위사업청

 담당자

이름 권 명 주 직위 상무

연락처 032-851-2908 이메일 Soisoi77@ibu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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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용삼 설립일 2011년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한라시그마밸리 1403호

회사소개

주식회사 아이센랩은 2011년 9월 설립되어 이온빔 박막 증착기술을 기반으로 고감도 나노 가스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웨
이퍼 스케일 MEMS 소자 박막 증착기술을 바탕으로 저소비전력형 나노박막 가스센서 양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 개
발한 고감도 나노 가스센서를 이용하여 호기(呼氣)가스 분석기(Breath analyzer)를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 하였다. 최
근 웨이퍼 스케일 MEMS 가스센서 소자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주요연혁

 - 2011. 09 아이센랩 설립
 - 2011. 12 박막 가스센서 개발 및 호기가스분석기 출시
 - 2014. 04 KGMP: ISO 13485 인증획득
 - 2014. 05 TAIYO 社(일) 일본지역 총판 계약체결
 - 2015. 06 웨이퍼 스케일 MEMS 소자 박막 증착기술 개발
 - 2015. 03 일본 특허 등록
 - 2016. 01 국내 민간투자유치 (포스코)
 - 2016. 03 ㈜아이센랩 법인전환
 - 2016. 08 미국, 일본, 유럽 해외특허 출원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3 1 - - 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가스센서

소자형
- 소비전력 10~70 mW
- 악취, VOCs 센서

환경
바이오

국내 및 일본 환경/
바이오 관련 연구소 

및 기업

아이센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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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호기가스분석기

시스템형

-  측정시간 2분 30초(세계 최단 측정시간)
-  국내유일 구취성분 호기분석기(GMP 인증)
-  가스센서 자동교정 기능
-  정확하고 간편한 측정(원터치 자동 시스템)
-  KGMP Class II (A27110.01)
-  국내, 미국, 일본, 유럽 특허 출원/등록 (8건)

구취측정
질병진단

국내 및 
일본 대기업 연구소 
및 대학병원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고감도 호기가스센서 모듈형 바이오 2017.05 - 2018.06 공동연구개발

휴대용 스마트 호기가스 분석기 시스템형 체외진단 2017.05 - 2018.12 공동연구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7.01 - 2017.06.30
비선형 센서 출력 다구간 분할 교정을 위한 차세대 생체 
가스 분석기용 자동교정장치 개발

중소기업청

2016.09.01 - 2017.08.31 휴대형 스마트 호기가스 분석 시스템 개발 창업진흥원

 담당자

이름 남경덕 직위 선임연구원

연락처 031-609-7276 이메일 nkd@isen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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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차근식 설립일 2000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43 아이센스빌딩

회사소개

㈜아이센스는 2000년 설립되어, 혈당측정기 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법인 추가 설립 등 글로벌 진출
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기존사업 영역인 자가혈당측정기, 현장진단 POCT 라인업 강화 외 면역 진단, 
연속혈당측정기 개발 등 센서 기술 기반의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의료기기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
성이 기대되는 체외진단산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00. 아이센스 설립
- 2003.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국내 출시 
- 2004. 제3회 ‘100대 우수특허제품대상’ 선정
- 2006.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II 출시
- 2008.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POP, CareSens N 출시 

CareSens II, CareSens POP FDA 승인
- 2009.  CareSens N FDA 승인, 전해질 분석기 i-Smart 30 출시
- 2010. 미국법인 설립
- 2011. 유럽 지사 설립
- 2012.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N Mini,  

CareSens N POP, CareSens N Voice 
 전해질 분석기 i-Smart PRO 출시
- 2013. 코스닥 상장
 월드클래스300 대상 기업 선정
 산업 융합 선도기업 선정 
 무역의 날 기념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4.  동물용 혈당측정기 VetMate,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N NFC 출시

 중국법인 설립
- 2015.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N Premier
 당화혈색소 측정기 A1Care
 혈액가스 분석기 i-Smart 300 출시
 칠레법인, 인도법인 설립
- 2016.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PRO,  

CareSens Dual, CareSens Expert 출시
 독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설립
- 2017.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혈당측정기 부문 6년 연속 수상
 미국 CoaguSens사 인수
 올해의 브랜드 대상 혈당측정기 부문 5년 연속 수상
 CareSens Expert Plus 출시
 벤처천억기업 시상(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8,453 73,521 20,053 80,976 26,193 97,878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69 113 419 55 0 656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N

시스템형

코드 칩 삽입 및 코드 입력이 필요 없는 자동 코딩 시스템
으로, 0.5㎕ 의 적은 양의 혈액 검체로 20~600 mg/dL 범
위의 혈당을 측정하며, 5초의 짧은 측정 시간을 가짐. 
-  주요 생산 제품명: CareSens N, NoCoding 1 plus, 
CareSens PRO)

● 특이사항

- CE승인(ISO15197:2013 규격 만족)
- CareSens N, NoCoding 1 plus FDA승인

헬스케어

CareSens N: 
국내, 유럽, 북미 등
NoCoding 1 plus: 
국내, 인도, 아프리카 

미국 등
CareSens PRO: 

국내, 유럽, 중남미 등

자가혈당측정기

CareSens II

시스템형

-  한 번의 코드입력으로 코드 자동 저장되어, 0.5㎕의 적
은 양의 혈액 검체로 20~600 mg/dL 범위의 혈당을 측
정하며, 5초의 짧은 측정 시간을 가짐.

- 주요 생산 제품명: CareSens II)
● 특이사항

- CE(ISO15197:2013 규격 만족), FDA 승인

헬스케어 국내, 아시아 등

아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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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POCT(현장 진단)
혈액분석기

(전해질분석기/ 
혈액가스분석기)

시스템형

● 전해질분석기

-  소량의 검체로 Na+, K+, Cl- 등 측정하며, 센서, 시약 및 
기타 소모품들이 내장되어 있는 일체형 카트리지 사용
으로 간편화 됨.

-  제품명: i-Smart 30, i-Smart PRO
● 혈액가스분석기

-  소량의 혈액 검체로 pO2, pCO2, pH, Na+, K+, Ca2+, Cl-, 
적혈구용적률(Hematocrit)을 동시에 측정함.

-  제품명: i-Smart 300 Analyzer

헬스케어 국내

POCT(현장 진단)
전문가용 제품

(당화혈색소 분석기/ 
병원용 혈당측정기)

시스템형

● 당화혈색소 분석기
-  2.5㎕양의 혈액 검체로 일체형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1회 
측정으로 환자의 과거 3개월간의 평균 혈당 값 확인함.

-  제품명: A1care Analyzer
● 병원용 혈당측정기
-  병원 내 네트워킹 및 데이터 관리 기능 탑재로, 환자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용이함.

-  제품명: CareSens Expert

헬스케어 국내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연속혈당측정기)

시스템형 헬스케어 2011 - 

● 자체개발, 공동개발
-  2011년부터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
속적인 연구개발로 관련 특허 및 원
천기술 확보함.

-  2015년 미래부 주관 신시장 창조 차
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서강대학교, 광운대학교, 중앙대학
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중.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10.01 - 2018.06.30
자동 검 교정 기능을 갖춘 소형 신체 부착 형 연속 혈당측
정시스템의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4.09.01 - 2017.08.31
당뇨진단 가능 정확도 10% 이내를 가지는 병원용 혈당측
정시스템과 트로포닌 아이(cTnI)검출한계 0.01 ng/mL 인 
심혈관질환 진단기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08.31 - 2016.07.31 병원용 혈당 및 케톤체 측정 시스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12.09.01 - 2014.08.31
정확도가 향상된 일회용 혈당측정 시스템개발: 강화된 
ISO 15197 규정에 적합한 측정 시스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곽 승 민 직위 연구원

연락처 02-910-0518 이메일 smkwak@i-s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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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정 한 설립일 1998. 07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69  (관평동) 우:34014

회사소개

아이쓰리시스템은 1998년 창업하여 적외선 센서 및 관련 시스템 분야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국내 유일한 적외
선 센서 분야 방산업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09년부터 군 전력화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나로과학위성에 탑재되어 한반도 열 영상을 촬영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군용 적외선 센서 이외에도 의료용 X-Ray 센서와 민수용 적외선 센서를 지속 개발 국내, 해외 업
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는 수출입통제 대상인 전략 물자로서 국방과 의료, 민간 계측장비 분야
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선진
국과 동등한 수준의 고화질, 고성능 센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2016.11 수출 천만불탑 수상(대통령)
2016.06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표창(국방부장관)
2015.08 ISO 9001:2008 인증 획득(BSI GROUP)
2015.07 코스닥 증권 거래소 상장
2014.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12.12 경영혁신 분야 우수 방산업체상(국방부장관)
2011.12 연구개발 분야 우수 방산업체상(방위사업청장)
2010.07 방산업체 지정(지식경제부)
2009.12 적외선검출기 2종 방산물자 지정(방위사업청)
2001.04 벤처기업인증(중소기업청)
1998.07 한꿈엔지니어링㈜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0,359 555 34,173 4,807 37,340 13,77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6 150 153 4 0 343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 384x288, 17㎛ 또는 640x480, 17㎛
· 50mK 이하의 NETD(온도분해능) 보유
· 소형, 경량화 디자인 적용처 확대
· 군용 환경 조건 충족
· 보급형 가격으로 민수용으로도 활용

군용, 민수용 다수
국내외 방산업체, 
민수 업체

모듈형

· 384x288, 17㎛ 또는 640x480, 17㎛
· 50mK 이하의 NETD 보유
· 소형, 경량화 디자인 적용처 확대
· 셔터타입으로 고정형 감시카메라 권장
·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요구사항 충족

민수용

(보안)
국내외 보안 관련 
민수 업체

아이쓰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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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시스템형

· 384x288, 17㎛ 또는 640x480, 17㎛ 
· 50mK 이하의 NETD 보유
· 온도 측정 범위: -10℃~+250℃ 
· 온도 정확도: +/- 2℃ 
· 셔터리스타입 카메라
· 휴대폰(안드로이드), 노트북/테블릿 부착
· USB 디지털 인터페이스
· Frame rate 9Hz 이하로 수출허가 면제

민수용

(온도 계측, 보안)

네모테크
한국전력
미국, 유럽 등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12um 비냉각 검출기
소자형

12um 비냉각 센서
군용/민수용

30개월
(2017.07 - )

자체개발

야간 소형 카메라 코어
모듈형

17um적용 셔터리스 코어
군용/민수용

6개월
(2017.08 - )

자체개발

Stand- Alone 계측기
시스템형

Display 일체형 온도계측기
군용/민수용

6개월
(2017.08 - )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12 - 2017.09 - SWIR 대역 영상감지 센서용 InGaAs 기반
- 포토다이오드 배열 기술개발

국방과학연구소

2013.11 - 2016.05 VGA급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국방과학연구소

2013.06 - 2015.04 보안/감시용 적외선 영상 검출소자 개발 산업자원부

2009.09 - 2012.08 우주용 적외선 센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이름 이용우 직위 차장

연락처 042-360-2513 이메일 ywlee@i3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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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유갑상 설립일 1993. 04. 19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M동 3202호

회사소개
1993년도 수중음향센서 사업으로 창업하여 다양한 센서를 국산화하고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방용 
수중음향센서, 자동차용 초음파센서, 산업용 계측센서가 있으며, 현재는 시대 변화에 따라 IT기술과 융합하여 상수도 
스마트 검침 시스템과 수자원 스마트 물관리 솔루션등 센서로부터 시스템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연혁

 - 1993.  04.  ㈜신창설립
 - 1996.  07.  센서시스템 연구소 설립(과학기술처)
 - 1998.  09.  KT신기술 인증 획득
 - 2001.  05.  ISO9001 인증 획득
 - 2006.  01.  ISO/TS 16949/2002인증획득 
 - 2007.  04.   "자동수위측정기" 산업자원부 NEP 인증 획득
 - 2007.  12.  매출 100억원 돌파

 - 2008.  11.  GM Global Sourcing 업체등록(Tier 1)
 - 2010.  12.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신사옥 이전
 - 2012.  02   녹색기술 인증
 - 2012.  11   3백만불 수출탑 수상
 - 2014.  11   NET인증(초음파 유량측정기술)
 - 2015.  06   HKMC SQ인증획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2,936 1,716 10,482 1,597 12,578 2,462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9 25 33 14 14 9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수중음향
트랜스듀서

소자형 해군의 무기체제에 적용되는 각종 수중 음향센서
국방

(해군)
LIG Nex1
한화

계측센서

시스템형

다양한 수리시설(상하수처리장,정수장 등)의 수위 및 유
량을 측정하여 사용자들의 운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
며, 현재 많은 산업체, 지자체를 비롯하여 전 세계 25여개
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하수처리장

농어촌공사
지자체

스마트워터미터

시스템형
초음파센서 기반의 스마트워터미터는 미소유량측정이 
가능하며 압력손실이 거의 없고, 장기간 사용 시 에도 정
밀도가 유지됩니다.

수도계량기 지자체

아이에스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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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상수도 스마트 
검침시스템

시스템형
상수도통합원격시스템은 원격자동검침 및 부가 서비스
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상수관리 및 누수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상수도 지자체

스마트물
관리솔루션

시스템형

스마트물관리솔루션은 효과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실
시간 수위정보와 기상 및 영상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

(농업/상수)
농어촌공사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접촉 수로유량 계측기 시스템형 농업용수 1년 공동연구개발

원격수문시스템 시스템형 농업용수 2년 공동연구개발

스마트검침서비스 개발 시스템형 상수도 2년 자체개발

스마트 물관리 솔루션 개발 시스템형 농업용수 3년 공동연구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5.1 - 2017.04.30 고강도 집속초음파 출력용 고주파 압전세라믹 센서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05.15 - 2017.05.14 IoT기반의 초음파 수도미터용 통합관리 프로그램과 장수
명 압전세라믹 소재 및 유량센서 모듈 개발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

2013.11.01 - 2017.06.30
실내외 겸용 휴대용 스마트 초음파 유속계 및 표면영상 
유속계 시스템 개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2016.03.01 - 2018.12.31 저속주행 상황에서 위험대응 통합안전제어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이름 서승렬 직위 차장

연락처 032-850-2637 이메일 ssr@is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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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태윤 설립일 2000. 11. 25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23

회사소개
GE써모메트릭스코리아로 출발하여, 현재 암페놀센싱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 확장을 하고 있으며, 온도/압력
소자, 적외선센서, 압력/습도/가스센서 등을 개발하여 산업용과 가전용,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센서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업체임.

주요연혁

- 2014  암페놀센싱코리아 (사명변경)
- 2005  지이센싱코리아 (사명변경)
- 2004  TS 16949 & ISO 14001 인증 취득
- 200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2000   GE써모메트릭스테크놀러지 설립(LG전자 합작투
자 6인치 FAB)

- 1999   GE써모메트릭스코리아 설립(대우전자 합작투자)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4,700 13,500 14,200 12,700 15,100 15,0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17 94 7 123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온습도 복합센서

모듈형 온도 및 습도센서를 통한 차량 내부의 환경 및 이슬점 감지 자동차 현대기아, GM

적외선 비접촉 
온도센서

모듈형
MEMS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을 적용하여 사물 또는 
특정 위치의 온도를 측정함.

자동차, 가전
FCA, Hitachi, 

Midea

온도센서

모듈형
세라믹 기반의 온도센서를 통해 사물 또는 특정 위치의 
온도를 측정함.

자동차,
일반 산업

엘지화학,
삼성SDI, SKI

대기압 센서

소자형
MEMS 기반의 대기압 센서로 사용자 위치 (고도) 측정 및 
헬스케어 부문의 혈압 측정

모바일, 의료, 
자동차

Global

암페놀센싱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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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미션오일 압력센서

소자형
MEMS 기반에 내화학 패키지를 추가하여 구현한 센서로, 
트랜스 미션 내부의 오일 압력을 측정

자동차 및 중장비 Global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먼지센서 모듈형
자동차,
 가전

2019

레이저 광학방식의 센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미세 먼지만을 검출하고 
농도신호를 출력하는 센서 개발
-  Amphenol Group 내에서 확보한 선행 기술과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 
설계를 완료

-  온도와 습도를 고려한 실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특화된 전용 설비를 
구축하였고, 지속적으로 검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박막형 
온도센서

모듈형
자동차, 
산업용

2019

Compact한 구조 대비 강한 내구성, 빠른 응답속도를 가진 온도센서 개발
이 요구됨. 
-  온도 측정에 핵심인 소자 개발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코팅 기술을 보유.
-  선정된 소자와 부품으로 제품을 구현하여 신뢰성 검증 및 설계최적화를 
진행 중.

압력센서 모듈형

자동차 및 
중장비, 
가전, 
산업용

2018

일반 공기압, 유압, 및 특수물질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개발임.
최초의 국산화 개발이며, 향후 고압 측정용 센서와 온도를 추가한 온도 / 
압력 복합 센서로 연계가 가능함.
-   고객사의 가혹한 내구요구에 맞춰 Amphenol 방식의 압력센서 설계를 채
택하였음.

-  향후 양산 착수를 위한 전용 설비 구축을 검토 중.
-   개발과정에서 채택한 설계기법은 특허 출원 예정.

압력수분 
복합센서

모듈형
자동차 및
중장비, 
산업용

2019

연료분사 압력 및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모듈 장치 개발. 통합형 스마트
센서 (Integrated type Intelligence sensor)로서, 기존의 압력/ 수분 별도 감
지 기능을 일체화 하였음.
-  고객사 및 완성차 업체에 제안 완료.
-  개발 착수 예정이며, 설비투자 진행 중.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07 - 2017. 06. 고효율 열측정 센서 모듈의 신뢰성 향상 산업기술혁신사업

2015. 05 - 20016. 04 융합기술 기반 연소압력센서 일체형 글로우 플로그 시스템 기술 개발 경제 협력권 산업 육성사업

2012. 7 - 20014. 06 스마트 디바이스용 MEMS 마이크로폰의 신뢰성 향상 산업기술진흥원

2009. 05 - 2013. 04 Batteryless TPMS 구현을 위한 MEMS 기반 핵심 부품 기술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2009. 05 - 2011. 04 MEMS기술을 이용한 고감도 Thermopile 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담당자

이름 박수태 직위 이사 (연구소장 및 개발팀장)

연락처 이메일 Soo-tae.park@amphenol-sen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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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나규동 설립일 2004.06.02

소재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2길 20-6 성원빌딩 2층

회사소개
㈜에이치엔엘 주식회사는 2004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 신소재 축열물질을 이용한 난방기 개발을 시작으로 온도센서, 
가스센서, 환경계측센서 등 환경과 관련된 센서의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신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하여 이 분야
에서 세계적인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04. 06  ㈜ HNL 설립, PCM이용 농업용 저비용 전기보일러 상용화
- 2005. 벤처기업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2004~ 시설원예 및 농업에너지 관련 연구/상용화 
- 2008.12 2007’ 국가우수 100대 과제 선정 과학기술부총리상 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163 10 1,455 111 3,037 11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 2 1 1 2 9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환경계측센서

모듈형
실내공기오염물질 12종(오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라돈,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온, 습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
오염제어

◯◯자동차

IoT 통합형 센서 모듈형 작동 확률 99.999% 테스트 통과 IoT 부가서비스 ◯◯패널

ICT CO2 계측센서 시스템형 CO2 계측범위는 0-3,000ppm 이며, 0.1ppm단위 까지 계측 비닐하우스 ◯◯패널

VR/AR 자이로 센서 모듈형 360° 회전각에 따른 ±0.01° 오차범위를 갖음 재활병원 ◯◯패널

온습도 
제어 센서

시스템형

·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서술
-  실내 환경 제어에 실용적인 가격으로 대량 적용이 용이
한 제품으로 측정 가능한 온도 0~40℃ 상대습도 범위
는 0-99% RH 이며, ±0.2% RH의 오차범위를 갖음

● 특이사항

-  규격/인증 (적용규격, 범위, 인증기관)
-  특허 출원/등록 현황중

비닐하우스, 
식물공장

◯◯패널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에이치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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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환경계측센서 모듈형 환경부 24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IoT 통합형 센서 모듈형 산업부 24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ICT CO2 계측센서 시스템형 농림부 24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VR/AR 자이로 센서 모듈형 산업부 24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온습도 제어 센서 시스템형 농림부 24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9.01 - 2019.08.31(36개월)
차량 내외부 공기질 측정 IoT 응용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센서 
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09.05 - 2018.09.04(24개월) NFC 및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기술개발 농림식품기술평가관리원

2016.08.16 - 2017.01.31(5개월) 농가보급형 말사료용 TMF 배합장치 제어 시스템 개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015.10.23 - 2018.10.22(3년)
분리막 기술을 이용한 축산시설 CO2 포집 및 시설 하우스 공급 
장치 개발과 사업화

농림식품기술평가관리원

2014.07.01 - 2016.06.30(2년) 항산화양액이용 IoT 기반의 모듈형 소형식물공장 상용화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조만수 직위 연구소장

연락처 이메일 s100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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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병근 설립일 1999. 12. 06

소재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5로 87

회사소개
㈜오디텍(대표 박병근 www,od-tech.com)은 ‘1999년에 설립되어 비메모리 광반도체 칩과 광센서류를 전문으로 생산
하는 반도체 제조기업으로써 반도체 Chip, 광소자부품, 광센서모듈, LED 응용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주요연혁

- 1999 ㈜오디텍 법인설립
- 2002 우량기술기업 선정(제1660호)
- 2004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 2005 ISO 14001 인증획득(ESCO127)
- 2006 벤처기업대상 수상(중소기업청장 제4230호)
- 2007 코스닥 상장(자본금 22억)
- 2010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수출입은행)

- 2011 이노패스트 기업선정(딜로이트, 중앙일보)
- 2011 KIBO 성공기업(기술보증기금)
- 2012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기업선정(딜로이트)
- 2014  World Class 300 기업선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2015 KICOX 글로벌 선도기업(한국산업단지공단)
-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 공로상 수상(산업자원통상부)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3,180 47,334 33,682 50,234 34,120 53,68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 32 181 12 3 23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발광소자

소자형
-  자외선(UV), 가시광, 근적외선(IR) 등의 LED 소자
-  Metal Can type 구조로 고신뢰성 구현
-  지향각도 특성에 따른 Flat Lens, 구면 Lens,  
비구면 Lens 등의 패키지 구조 

산업용센서
의료장치

ATM

LG전자
노틸러스효성

 
실리콘디텍터

소자형

-  300nm~1100nm 대역의 높은 Sensitivity(900nm=0.6A/W)
-  1.06um 대역에서 특화된 검출기로 0.5A/W 이상 실현
-  COB(Chip On Board), Transfer Mold, Metal Can type 등의 
다양한 구조형태의 패키지 구성 

산업용센서
의료장치
자동차센서
미사일

삼성전자

CASCO
한화

 
먼지센서

모듈형

-  소형사이즈 구조로 설치가 용이(47.0*31.0*16.5mm)
-  낮은 소비전류(Max 20mA)
-  센싱감도 0.1mg/m3 변화량에 대한 아날로그 출력구조
● 특이사항

-  ROHS 기준준수(2002/95/EC)

공기청정기
에어컨

  
삼성전자

오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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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포토마이크로 센서

모듈형

-  초소형 및 소형 구조의 외형사이즈 보유
-  5종류 디자인 구비로 설치환경의 편의성
-  3가지의 보호장치 Built-in 

(과전류 보호, 역전압 보호, 오접속 보호)
-  Cable 인출형 및 Connector 구조
● 특이사항

-  S안전인증 및 유럽인증(CE) 보유

반도체설비
컨베이어
산업용센서

  

한화테크윈
팍스콘

 
엘리베이터센서

모듈형

-  엘리베이터 인체보호용 안전센서
-  기계식 스위치와 겸용으로 설치가능
-  32채널의 광축수(154 Cross beam)
-  설치환경에 따라 3종 구조형태의 제품 Line-up
● 특이사항

-  EN81-70 규격만족(유럽안전규격)
-  유럽인증(CE) 보유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공조센서 소자형 자동차 - 2018.09 자체개발

레인센서 모듈형 자동차 - 2018.12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비염치료기 모듈형 의료 - 2018.06 자체개발

산업용 포토센서 모듈형 공장자동화 - 2019.06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1 - 광부품 소형화를 위한 고감도 집적회로 및 그 응용 제품의 개발 중소기업청

2015.11 - 2016.10 1.06um대역에 최적화된 0.45AW 이상의 실리콘 검출기 개발 산업단지공단

2014.09 - 2015.08 LED표시기능을 접목시킨 하이엔드 멀티빔센서 제품개발 전북테크노파크

2014.07 - 2015.06 프린터용 집적회로 내장형 레이저 빔 수평동기신호 검출센서 개발 중소기업청

2012.06 - 2015.04 CDMOS공정기반 포토마이크로센서 및 응용시스템 개발 지식경제부

 담당자
이름 소 병 훈 직위 전 무

연락처 063-710-7266 이메일 bhso@od-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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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동현 설립일 1996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회사소개

혈액 진단 바이오센서의 개발에 전념해 온 오상헬스케어는 의료장비의 가전화를 지향하며, 모든 질병을 간단하게 측
정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는 “Technology for Everyone”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의 혈당 측
정 바이오센서, HbA1c 측정 바이오센서, 콜레스테롤 측정 바이오센서를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심장질
환진단센서, 암진단센서, 원격진단시스템 등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진단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요연혁

- 1996.04  ㈜인포피아 설립
- 1998.10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출시
- 1998.12  벤처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1999.04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1.11  INNO-BIZ기업 선정(중소기업청)
- 2003.08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경기도지사)
- 2006.11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산업자원부)
- 2007.10  벤처기업 대상 "동탑산업훈장" 수훈

- 2008.12   무역의 날 3,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1.05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지식경제부)
- 2012.12   '신성장 경영대상' 지경부장관 표창
- 2013.12   벤처활성화 유공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
- 2014.1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 2016.04   최대주주 변경(㈜오상)
- 2017.04   "㈜오상헬스케어"로 상호 변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622 44,198 8,652 41,452 10,453 48,621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4 54 152 35 29 29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혈당측정기 시스템형

-  당뇨환자가 채혈하여 혈당을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측정기
기 및 측정센서

- ISO15197:2013 규격 적용
- KFDA, CE, FDA, SFDA 인증

의료기기

오상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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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당화혈색소
측정기

시스템형
-  현장에서 당뇨환자의 3개월간 혈당 평균을 나타내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소형 POCT기기 및 측정카트리지

-  KFDA, CE, SFDA 인증
의료기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시스템형

-  총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고밀도콜레스테롤
(HDL)을 가정 또는 병원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측정센서

- KFDA, CE, FDA, SFDA 인증

의료기기

면역진단기 시스템형
-  심잘질환, 암, 갑상선질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측정센서

- KFDA, CE, SFDA 인증
의료기기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복합생화학측정기개발 시스템형
A1c, ACR, CRP 등 
멀티 측정기 개발

2018 - 202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1.08 - 2015.07 혈액분석 기반 진단기기 개발 및 통신 인터페이스 개발 중소기업청

2011.07 - 2013.06 맞춤형 POC진단기 및 고속다종 분자진단 플랫폼 개발 산업자원부

 담당자

이름 이규원 직위 부장

연락처 031-460-0387 이메일 kwlee@osangh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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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전진국 설립일 1998년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13 벽산선영테크노피아 501호

회사소개
오킨스주식회사는 1998년 설립되어 번인 소켓을 국산화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Test 
house를 set-up하여 2012년부터 국내 대기업과 Inertial sensor의 Test부분 사업에 참여 했으며 현재는 각종 sensor test 
및 Calibration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14 코스닥 상장
- 2012 센서 테스트/조립 서비스
- 2010 LED 테스트서비스
- 2008 중국 소주공장 설립
- 2006 반도체 사업부 설립
- 1999 하이닉스 번인소켓 납품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7,100 10,000 26,792 11,520 18,876 6,211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0 30 100 30 0 180

오킨스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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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켓 삼성, 하이닉스

포고핀 삼성, 하이틱스

센서테스트 센서 및 ASIC chip test공정 LG, 삼성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압력/온습도 Calibration 세탁기 1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8~2011 이너셜센서 개발 지식경제부

 담당자
이름 최지혁 직위 이사

연락처 이메일 jhchoi@ok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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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용진 설립일 1977. 06. 25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13번길 18

회사소개

오토닉스는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 모션 디바이스, 레이저 마킹시스템 등을 주력으로 생산, 판
매하는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1977년 국내 최초로 디지털 카운터 K 시리즈를 개발하며 불모지나 다름 없던 국내 산업 자동화 시장에 첫 발을 내디
딘 이후, 광화이버센서, 스테핑 모터 등 수많은 제품들의 국산화를 성공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제
품들을 개발해왔습니다. 
현재 오토닉스는 약 6,000여종의 산업용 제품을 제공하며 국내 산업 자동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총 12개국의 해외 
현지 법인/지사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을 알리며 전세계 산업 현장
의 믿음직한 자동화 파트너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1977  국제전자 설립[부산 중구]
- 1984  국내 최초 디지털 카운터 출시[K 시리즈]
- 1985  서울 사무소 개설[구로구 신도림동]
- 1988   오토닉스 상호 변경 및 본사/공장 신축 이전[부산 

반여동]
- 1990  정부 공인 부설 제어계측연구소 설립
- 1991  대구 사무소 개설
- 1996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일본 법인 설립
- 1998  양산공장 신축 준공, 이전 입주[경남 양산]
- 2000  ISO9001 인증 획득, 오토닉스 중앙연구소 설립

[경기 부천]
- 2001  미국 법인 설립
- 2002  중국 현지법인 설립
  남녀고용평등 우수상 수상
  제36회 납세자의 날 철탑산업훈장 수훈
- 2004  서울 사무소 이전[경기 부천]
- 2005  브라질 법인 설립, 베트남 법인 설립
  제42회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06  기술교육관 및 상설전시관 개관[경기 부천]
  인도 법인 설립
  남녀고용평등 대상 수상
  신기술 혁신상 대상 수상
- 2007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중국 가흥 공장 설립
- 2008  멕시코 법인 설립, 러시아 지사 설립
- 2009  터키 법인 설립
  중앙 연구소 완공 및 이전[인천 송도]
- 2010  제47회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1  중국 가흥시 10대 신(新)공업화 선도기업 선정
  제48회 무역의 날 3,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2  제46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벤처 천억 기업 신규 진입
- 2013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정부 지원 대상 기업선정
- 2014  본사 신사옥 신축 준공, 이전[부산 석대]
  2014 부산광역시 전략 산업 선도기업 선정
- 2015  신임 대표이사 박용진 사장 취임
  ‘2015 대한민국 행복기업 대상’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64,873 38,048 62,885 35,037 64,268 43,72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63명 145명 347명 79명 78명 812명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포토 센서

모듈형

-  광(光)을 매체로 응용한 무 접촉식 검출방식으로 물체의 
유무, 통과 여부 뿐만아니라 색상, 명암, 액면 레벨 등을 
검출하기 위한 제품

-  특이사항: IP67 보호구조(IEC 60529 규격), CE인증, UL인증
- 특허 출원/등록: 국내 2건

산업현장(F.A.)
승강기, 반도체, 
포장/가공

현대자동차
현대엘리베이터

오토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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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근접 센서

모듈형

-  기계적 접촉이 아닌 검출체와 근접시 검출 대상물체의 
유·무를 판별하는 무접촉 방식의 검출 제품

-  특이사항: IP67 보호구조(IEC 60529 규격), CE인증
-  특허 출원/등록: 국내 1건

산업현장(F.A.)
현대/기아자동차
성우하이텍

 
광화이버 센서

모듈형

-  포토센서에서 렌즈를 제거하고 광 화이버케이블을 조
합해 마크 검출, 초소형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제품
(협소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취부가능)

- 특이사항: IP40 보호구조(IEC60529), CE인증
- 특허 출원/등록: 국내 1건

 산업현장(F.A.)  삼성반도체

 
에리어 센서

모듈형

-  다수의 광원을 사용해 특정 영역(area)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특이사항: IP65 보호구조(IEC 60529 규격), CE인증
- 특허 출원/등록: 국내 5건, 해외 2건

산업현장(F.A.)
PSD

 LG Display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시스템형 건축, 토목 등 4년
-  자체개발: 기존 2D 레이저 스캔 기술 기반 응용
-  외부기관 협력: 산학협력(공동개발과제), 외국(독일)선진
기술 도입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7.03.01 - 2010.02.28 유비쿼터스용 CMOS 기반 MEMS 복합센서 정보통신부

2014.12.18 - 2016.12.17
열차자동제어장치(ATO)와 연동이 가능한 승강장 안전문
(PSD) 장애물 검지용 레이저스캐너 개발

중소기업청

2014.10.01 - 2018.05.31
광 시야각을 갖는 반송시간 측정 센서(TOF sensor)와 스테
레오 카메라를 융합한 저가형 로봇용 3차원 실내외 공간
인식 센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013.09.01 - 2017.08.31
비접촉 측정/검사를 위한 산업자동화용 640X480 해상도, 
1000fps의 고속 비전센서 및 ±0.5um 분해능, 100us의 
고속 변위센서 개발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담당자

이름 박재영 직위 차장

연락처 032-850-7816 이메일 jypark@aut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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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도영 설립일 2012년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20, 6층(삼평동)

회사소개
㈜옵토레인은 CMOS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직접 설계하고, 바이오센서를 탑재한 의료용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는 기업
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인력이 함께 연구개발하여 CMOS 바이오센서 on-chip에서 DNA 등의 유전자를 검출 및 분
석하고 그 정보를 의료진단에 활용하는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을 융합되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기술기업입니다.

주요연혁

- 2012. 12 ㈜옵토레인 설립. 
- 2014. 06 이도영 대표이사 취임
- 2014. 06 ㈜SK하이닉스로부터 바이오 사업부문 장비 및 IP 전체 인수
- 2014. 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5. 02 벤처기업인증(연구개발기업)
- 2015. 10 Series A 65억원 투자 (Venture Capital 등)
- 2017. 08 Series B 100억원 투자 (Venture Capital 등)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 - - - 7 101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8 27 2 3 2 4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qGB Analyzer

(동물 진단분석기)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  기술특징
-  시스템 내부의 광학시스템(CMOS Image Sensor)를 이용
하여 Test Line의 색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항원/항체의 
농도값으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진단분석기

반려동물(개, 고양
이)의 바이러스(홍
역, 코로나, 장염, 
인플루엔자 등등)
성 질병을 진단

㈜젠바디
중국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옵토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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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토
레
인

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Real-Time PCR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감염병 분자 진단
유전형 분석
암 진단 등

3년

● 자체개발

- CMOS기반 바이오융합센서 설계
-  바이오 융합센서와 바이오 MEMS 기술이 적용된 소모성 
진단 카트리지 설계 및 제작

-  분석기기(System) 자체 설계 및 제작
● 외부협력

-  국책과제를 통한 지원 (바이오 반도체 기반 분자진단기
기 개발)

 
Immunoassay 

Analyzer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대사질환 진단 2년

● 자체개발

-  CMOS기반 바이오융합센서 설계
-  바이오 융합센서와 바이오 MEMS 기술이 적용된 소모성 
진단 카트리지 설계 및 제작

-  분석기기(System) 자체 설계 및 제작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09 - 2016.09 유해가스 검지를 위한 광센서 무선 플랫폼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6.06 - 2019.05 하이드로젤 PCR방식 나노칩 약물유전체 진단기기 개발
(재)나노융합 2020사업단

(미래부/산자부)

2016.07 - 2017.12
바이오 반도체 기반 분자진단기기 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투자유도형)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황인중 직위 팀장

연락처 031-881-9609 이메일 joseph@optola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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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영수 설립일 2008. 06. 10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사업화지원동 218호

회사소개
옵토파워는 2008년 설립하여 전력용 수배전반 및 변압기 등에 적용할 온도센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광전류 센서 
및 광전압 센서 등을 개발 전력용 진단 시스템에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08. 05. 20  호남대 창업보육 센터 입주
- 2008, 06. 10  옵토파워㈜ 법인 설립(사업자 등록)
- 2008. 04. 10  광센서 개발 및 사업 시작 
- 2008. 05. 14  ㈜광명전기 광 온도 센서 사업제휴계약 체결
- 2008. 04. 01-12. 31
  산기평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사업  

수행(성공 판정 )
  “광섬유를 이용한 변압기 실시간  

온도감지 센서 개발”
- 2008. 12. 08  특허 출원 “광을 이용한 전류/온도  

측정장치” 출원번호 : 0124275
- 2009. 02.  러시아 NPE PROEL과 전력용  

광 Arc 센서 공동 연구 협약

- 2010. 01 -  정부과제 2건 진행, 특허출원 지원 
(특허청), 초기 홍보물제작지원, 

- 2010. 12.02-12.05
  201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전시회참가 

은상 수상(특허청장상)
- 2010.12.28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상수상 

(산학협력지원사업최우수상)
- 2010. 12.30  연구전담부서 설립인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1.   정부창업성장과제 1건, 산학공동 1건,  

산중과제 1건 수행중, 2011대한민국발명
대전 은상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595   1,573   1,756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3 1 1   6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시스템형

- 하루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감시 인력 불필요
- 동시에 최대 4 지점의 과열 진단 기능
- 위험 상황시 경보발생 기능 (경보계전기 출력 기능)
- 알람 상황 기록 기능(각 채널별 10회)
- 현재 시간 표시 기능
-  HMI 와의 연결을 통한 알람 EVENT 기록 전송 기능

(RS485 Modbus-RTU)

분전함,  
수배전반

  

옵토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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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토
파
워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시스템형
- 하루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감시 인력 불필요
- 레이저 포인터 적용으로 간편하게 측정 부위 확인 가능
- 위험 상황시 경보발생 기능 (경보계전기 출력 기능)

분전함, 
수배전반

  

 
광학식 과열 감지 
장치(비접촉식)

시스템형

비 접촉식 광 과열 감시 진단장치는 적외선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과열을 감지하는 광 온도 센서로 구성되어 있
다.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기의 과열을 유무선통
신을 이용하여 실시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장
치이다. 40℃에서 1차 경보신호음을 송출하며, 60℃에서 
2차 경보음을, 80℃에서는 3차 경보음 발생과 동시에 주
회로 차단 신호를 발생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과 대
규모 정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배전반   

 
저가형 적외선 
카메라모듈 

모듈형

- 태양광 화재감시
- 수배전반 화재감시
- 열화 감지기
- 온도제어기

분전함, 
수배전반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전력시스템 과열 진단 기술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변압기, 
배전 설비

2년~3년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송봉오 직위 연구원

연락처 062-975-7205 이메일 ysk002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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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장홍식 설립일 1997년(인수합병일)

소재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담기업7로 21

회사소개

30여 년간의 생산기술 Know-How (Gold fine lining 및 Through Hole Technology) 및 최고의 품질 시스템을 보유하여 우
량 HIC 전문 업체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HIC/Ceramic Filter/GPS Antenna 제품군으로 형성 되어 있으며 
Motorola, National, Philips 등과 1989년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양산을 해오고 있으며, 현
재는 Honeywell, Amphenol, SMI와 같이 세계유수의 센서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전체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수출
을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1997 동아제약 세라믹사업부를 인수합병 원익텔콤㈜로 사업시작 
- 1998 QS 9000 인증 
- 2000 세계일류중소기업선정(경상북도)
- 2002 영국 CorinTech사와 전략적 제휴(HIC 부문)
- 2003 전장용 Voltage Regulator 중국 Local업체 공급
- 2004 TS16949 인증
- 2005 ㈜위닉스로 사명 변경
- 2006 전장용 Voltage Regulator Chip 한국델파이 공급
- 2010 Honeywell China와 전략적 제휴
- 2011 GE Sensing USA(Amphenol로 매각)에 전장용 센서공급  
- 2012 특허등록(차압형 압력센서 Package관련)
- 2017 Excelitas Batam, Indonesia에 귀체온계용 인쇄 기판 공급개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760 9,750 2,684 12,315 2,962 12,223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 6 57 5 8 90

위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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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닉
스

기업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쎄라믹 인쇄기판 PCB 글로벌 센서 업체 OEM 국외

압력 센서 모듈형 Amplified pressure sensor 산업용(Air control) 국외

전압조정기 모듈형 자동차 발전기 전압조정기 차량용 국내

HIC
소자형
모듈형

Hybrid IC (고객 주문 제작형) 국내, 국외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전성일 직위 부장

연락처 070-7774-3150 이메일 suces@i-wi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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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우성훈 설립일 2010. 05. 12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35 2층

회사소개
웨어러블, u-Healthcare, 의료기기 연계형 생체신호 측정 반도체 칩 설계, 생체신호 처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소프
트웨어 플랫폼 개발 업체

주요연혁

- 2011.02. Zigbee 기반 심전도 패치 및 App.으로 MWC2011 참가(SKT 부스)
- 2011.03. SKT “SK U-health Platform” 개발 참여
- 2012.10. 벤처기업 지정 (기술보증기금)
- 2013.0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융합센서 기반 안전운전 플랫폼 개발 협약
- 2014.10. Nature’s Scientific Reports에 실시간 연속 혈압 측정기기 논문 게재
- 2015.10. ETRI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기업 인정 (의료소자연구실)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84 0 133 0 389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 3 3 4 4 9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개발중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유메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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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생체신호처리 IC

IC Healthcare 개발중
생체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는 IC설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Platform Healthcare 개발중
H/W, F/W, S/W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5.01 - 2018.04.31
패치형 헬스케어 7종 복합센서 소자 및 플랫폼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11.26 - 2015.11.26 스마트폰 연계형 연속 측정용 혈압기 중소기업청

2013.09.01 - 2014.11.30 융복합 센서 기반 차량 안전 운전 통합 모바일 플랫폼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이름 오영민 직위 선임연구원

연락처 010-7403-2220 이메일 ym.oh@umedi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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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한용희 설립일 2006. 06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424,425

회사소개

주식회사 유우일렉트로닉스는 2006년 설립이후 전략기술이며 국방 등 특수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고난이도, 고가
격인 기존의 비냉각 열영상 센서의 consumer market 적용을 위해, 고난이도 전략기술인 열영상 센서 기술과 더불어 
consumer market 적용을 위한 필수 기술인 웨이퍼 레벨 진공 패키징 및 웨이퍼 레벨 열영상 테스트 기술까지 개발하
여  저가격, 소형화 열영상 센서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음. 또한 2017년 열영상 센서 모듈, 온도알고리듬 포함한 
카메라 솔루션까지 개발 및 양산 체제를 갖추어 IoT, 무인자동차, 드론 등 열영상 기반 차세대 비전시스템이 필요한 전 
산업 분야에 센서부터 카메라 솔루션까지 일괄 자체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임.

주요연혁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품질경영시스템
 - 중진공 기술으뜸기업(2011년)
 - 중진공 패밀리기업(2011년)
 - 산업은행 파이오니어 투자기업(2012년)

 - 부품소재전문기업(2014년)
 - 수원시 IP FAMILY 대상 우수상 수상(2015년)
 - 녹색기술 인증 (2016년)
 - 누적 투자유치 금액 138억(2016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3,180 40 33 0 104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 9 10 1   23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80x60 열영상 센서

소자형 

- Uncooled α-VWOx Microbolometer
- Array format : 80 x 60 Pixels
- 35㎛ Pixel Pitch
- NETD : 150mK(F/1) 이하
- Filter : 5.5㎛ cut-off LWIR
- -20℃ ~ +60℃ Operating Temp.
●  특이사항
· 웨이퍼레벨 진공 패키징+PLCC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 등록

산업설비 유지 / 
모니터링

스마트 홈 / 빌딩
IoT

비접촉 온도계
모바일

SL
Sunny optical

 
80x60 열영상 
센서 모듈

모듈형

- Lens : Chalcogenide 52.5° x 40° FOV
- M12 Holder with Shutter
- Dimension : 29.5 x 17.8 x 13.5mm3
●  특이사항
- 센서+셔터+렌즈

산업설비 유지 / 
모니터링

스마트 홈/빌딩
IoT

비접촉 온도계

SL

유우일렉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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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형

- TIS 80 x 60 Pixels+ CIS VGA
- Hybrid Cam. (FOV 65도)
- -10℃ ~ +200℃ Object Temp Range 
- 100Mbps Ether Type
- EtherNet/IP, PoE
●  특이사항
- CIS + 열영상 Fusion
- 온도이상 알람 전송 기능

산업설비 유지 / 
모니터링

스마트 홈/빌딩
IoT

화재감지

  

 
열영상 카메라 
어레이 네트워크 
시스템

시스템형

- 80 x 60 Pixels – 4xTIS
- CIS VGA (FOV 120도)
- -10℃ ~ +200℃ Object Temp Range
- 100Mbps Ether Type
- EtherNet/IP, PoE
●  특이사항
- 열영상 카메라 4 set 어레이
- 개별 열영상 카메라 최대 4m 위치 이동
- 온도이상 알람 전송 기능

산업설비 유지 / 
모니터링

스마트 홈/빌딩
IoT

화재감지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웨이퍼레벨 진공 패키징 기반 
고해상도 열영상 센서

소자형 자동차, 드론, 보안 2년 자체개발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접촉 열영상 체온(온도)계 시스템형
의료, 스마트폰 
액세서리

1년 자체개발 또는 공동연구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 06.01 - 2017. 05. 31
액상공정을 이용한 열변화형 세라믹 박막 및 저온 진공 
게터 기술 개발 

산업부/KEIT

2014. 11. 01 - 2016. 08. 31 0.2℃ 분해능의 체온측정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용 비접촉 
온도센서 개발

산업부/KEIT

2012. 06. 01 - 2014. 05. 31 저가형 고감도 마이크로 볼로메타 적외선 센서 개발 중기청/TIPA

 담당자
이름 안 미 숙 직위 책임

연락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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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신동혁 설립일 1999.04.28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89(관평동 687번지)

회사소개

이엘케이 주식회사는 1999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 휴대폰의 새로운 입력장치인 터치스크린의 터치 센서 및 윈도우 
일체형 터치패널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자부품 전문기업입니다. Film 열처리 기술, 인쇄전자 기술, 합지 
기술, Direct bonding 기술, 도전막 Etching 기술 및 FPCB bonding 기술 등 터치센서의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산기
술을 오랜 기간 축적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주요연혁

 - 1999.04  이엘코리아(주)설립
 - 2000.  LCD backlight용 EL, 현대 LCD, 레인콤 납품
 - 2002.   유망중소기업 선정(대전시)
 - 2002.   ISO 9001:2000 인증
 - 2003.   휴대폰 Keypad backlight용 K-Flex 개발
 - 2005.   Motorola Vendor 등록
 - 2006.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7.   이엘케이(주)로 상호 변경
 - 2007.   Technology Fast 50 Korea 금상 수상
 - 2007.   코스닥증권시장 상장
 - 2007.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8.   LG전자 Vendor 등록

- 2009.   SONY Vendor 등록
- 2010.   중국 현지법인 설립
 - 2010.   일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1.   World Class 300 선정
 - 2011.   이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2.   삼성전자 Vendor 등록
 - 2012.   Hewlett Packard Vendor 등록
 - 2013.   Kyocera Vendor 등록
 - 2013.   KoFC Frontier Champ 기업 선정 

(한국정책금융공사)
 - 2014.   Smart Watch용 TSP 양산
 - 2015.   삼천억원 매출의 탑 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8,472 339,844 10,078 207,549 3,030 171,76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 46 211 16 132 41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Family hub 
냉장고용 
터치패널

모듈형

-  외곽 치수(㎜)
전장: 628±0.5㎜
전폭: 308±0.2㎜

-  인장력: 500gf/cm
●  특이사항
-  외관 결점 검사 환경과 외관 결점 기준(내부 기준)에 근
거하여 관리

-  광학적,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등은 승인된 내부 장비
를 통해 관리

냉장고 삼성전자

 
Tablet PC용 
터치패널

모듈형

-  외곽 치수(㎜)
전장: 132.94±0.05㎜
전폭: 203.41±0.05㎜

-  인장력: 500gf/cm
●  특이사항
-  외관 결점 검사 환경과 외관 결점 기준(내부 기준)에 근
거하여 관리

-  광학적,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등은 승인된 내부 장비
를 통해 관리

Tablet PC 삼성전자

이엘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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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Note book용 
터치패널

모듈형

-  외곽 치수(㎜) 
전장: 289.20±0.05㎜ / 전폭: 189.10±0.05㎜

-  인장력: 500gf/cm
●  특이사항
-  외관 결점 검사 환경과 외관 결점 기준(내부 기준)에 근
거하여 관리

-  광학적,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등은 승인된 내부 장비
를 통해 관리

Note book HP

 
Mobile phone용 
터치패널

모듈형

-  외곽 치수(㎜)
전장: 68.92±0.05㎜ / 전폭: 141.55±0.05㎜

-  인장력: 500gf/cm
●  특이사항
-  외관 결점 검사 환경과 외관 결점 기준(내부 기준)에 근
거하여 관리

-  광학적,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등은 승인된 내부 장비
를 통해 관리

Mobile phone 삼성전자

 
차량용 터치패널

모듈형

-  외곽 치수(㎜)
전장: 274.72±0.03㎜ / 전폭: 221.92±0.03㎜

-  인장력: 500gf/cm
●  특이사항: 차량용 터치패널 신뢰성자료 기준으로 스펙 
관리

Auto Motive 르노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obile용 터치패널 모듈형 Mobile phone 2017 - 2018 자체개발

Automotive 모듈형 차량용 터치패널 2015 - 2017 자체개발

Smart watch 모듈형 Wearable device 2015 - 2017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5.01 -
저저항 하이브리드 전극기반 고성능 스타일러스 펜 일체형 노트북용 터치
패널 상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10.11 - 하이브리드 나노전극을 활용한 초저가 대면적 단일전극층 터치패널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10.01 -
곡률만경 1mm에서 저항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30Ω/sq급 폴더블 은나노
와이어 투명전극필름 및 터치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05.01 -
900x1600 mm2급 대면적 1 nm이하 초박막 그래핀 합성기술 및 그래핀 유
연 터치패널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

2016.03.01 -
Cu/Ag 복합미립자 기반 3㎛급 선폭의 신축성 투명전극필름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용 터치패널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09.01 - 2016.08.31
구동 변위 10% 이상의 촉감과 3단계 이상의 질감 표현이 가능한 센싱과 구동 기능
의 멀티터치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2.06.01 - 2015.04.30 3D window용 Glass 가공 및 이를 이용한 터치센서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이덕영 직위 수석연구원

연락처 042-939-9552 이메일 dylee@e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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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정구용 설립일 1978년

소재지 경기 시흥

회사소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으로서, 국내외의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
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1978  공화금속공업㈜ 설립
- 1989  기술연구소 설립
- 2001  CI선포-인지컨트롤스 상호 변경
- 2006  인도법인 설립
- 2007  중국천진법인 설립
- 2009  알라바마법인 설립
- 2013  월드클래스300 선정
- 2014  중국소주법인 설립, 디트로이트 법인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403,700 181,900 435,100 210,900 415,900 226,3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7 106 608 31 66 83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온도 센서 모듈
써미스터 소자 적용한 센서 모듈
기능 : 냉각수 및 OIL 온도 센싱

엔진
냉각시스템

HMC
GM

MAP 센서 모듈
MEMS소자 적용한 센서 모듈
기능 : IN MANI 공기압 측정

엔진 흡기계
GM
쌍용

Knock 센서 모듈
Piezo 소자 적용한 센서 모듈
기능 : KNOCKING 감지 소자

엔진 블록 쌍용

인지컨트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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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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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롤
스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압력 센서 모듈
MEMS소자 적용한 센서 모듈
기능 : 윤활시스템 압력 감지

엔진
윤활시스템

GM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온도 센서 모듈 냉각시스템 2017.05 - 2019.11 써미스터 소자 구매 / 모듈 자체개발

MAP 센서 모듈 흡기계 - MEMS 압력소자 구매 / 모듈 자체개발

Knock 센서 모듈 Eng. Block 201501 - 2017.12 Piezo 소자 구매 / 모듈 자체개발

압력 센서 모듈 윤활시스템 2017.10 - 2019.1 MEMS 압력소자 구매 / v모듈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05.05.01 - 07.04.30
자기저항소자를 이용한 비접촉식 각위치(Angle Position) 
센서개발

산업자원부

04.10.01 - 07.09.30 전자 제어 AIR SUSPENSION용 AIR TEMPERATURE SENSOR 산업자원부

04.12.20 - 05.12.19 자동차 녹킹센서개발 민군겸용기술센터

03.07.01 - 05.06.30
자동차Knock Sensor용 압전세라믹 부품의 Pb-Free 대체소
재개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담당자
이름 이형주 직위 이사

연락처 031-310-5408 이메일 Hj.lee@inz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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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손종만 설립일 2000. 05. 02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19층

회사소개

지니틱스는 System IC 전문기업으로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Touch Controller, AF Driver, Haptic, 
Motor , Power Driver IC, 핀테크 IC 등 다양한 반도체를 개발, 양산 중 입니다. 생산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Note-PC, Home Appliance, Automotive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시장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
으며, 끊임없는 혁신과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해 최고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Global 
System IC Leader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15. 07. 월드클래스300기업선정
- 2014. 10. 반도체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 2014. 03. ㈜위더스비젼 합병
- 2013. 03. 국내 최초 GF1 TSP구조 방식 양산 승인 (삼성)
- 2012. 12. 삼성전자 1차 공급업체 등록
- 2012. 07. 중국 심천 지사 설립
- 2011. 02. 가전기구용 BLDC 모터구동 IC 양산
- 2010. 10. 정전용량방식 Touch Controller IC 양산

- 2009. 12. 나이스그룹 편입
- 2009. 09. 스마트폰 햅틱 구동 IC 양산
- 2009. 06. 휴대폰 Camera Module VCM AF Driver IC 양산
- 2005. 08. ISO 14001인증
- 2004. 11. LG전자 공급업체 등록
- 2003. 03. ISO 9001인증
- 2000. 05. 회사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6,926 35,521 11,570 39,877 3,823 43,591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5 49 0 15 0 89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Touch 

Controller IC

소자형 

-  터치로 변화된 커패시턴스양이 전류,전압으로 변환되
어 각 접촉 부문 을 인식하여 화면 동작 제어

●  특이사항
-  규격/인증:INNO-BIZ(중소기업청,2014), 첨단기술.제품

(지식경제부,2012),IBK기술 강소기업선정(IBK기업은행, 
2014)

-  특허현황: 등록 63건 / 출원 17건

스마트폰, 
냉장고 등

한국: 삼성전자
중국:  Garmin, BBK

지니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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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AF Driver IC

소자형 

-  카메라에서 피사체거리를 판별, 렌즈를 자동 구동하여 
이미지 초점 제어

●  특이사항
-  특허현황: 등록 7건/출원 6건

스마트폰
한국: 삼성전자
중국:  O-Film, BOE

 
Haptic Driver IC

소자형 

-  피부가 물체에 닿았을 때 느끼는 촉감을 응용하여 진동, 
충격 등 자극을 통해 운동감 전달.

●  특이사항
-  햅틱 원천 특허들 보유하고 있는 미국 Immersion사와 
협력 체제 구축중 

스마트폰, 
웨어러블

한국: 삼성전자
중국:  Garmin, BBK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저항타입 ROIC 센서
소자형 
시스템형 

수위센서
기압센서
온습도센서
습도센서
가스센서

2018 -

단일 또는 복합센서 등 다양한 센서 
모듈에 적용할 수 있는 저항타입 복합
센서 ROIC개발(독자 개발 및 공동연
구개발 진행예정)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5.01 - 2015.04.30
자동초점 및 흔들림 보정 카메라 액츄에이터용 70mA 출력 
홀센서 내장형 통합 구동 IC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3.08.01 - 2016.07.30 가전기기용 PMSM의 정현파 전류구동 Drive IC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09.01 - 2016.08.31 하이브리드 전극을 활용한 차세대 멀티터치 IC 및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박치훈 직위 과장

연락처 031-8065-6059 이메일 ch.park@zinit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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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인철 설립일 2001. 03 .03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10

회사소개
2001년에 설립된 지오씨주식회사는 광케이블 및 광센서 전문제조업체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의 경영을 
기본이념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광케이블, 광부품, 광 응용시스템 그리
고 이들의 융합제품군으로 나뉘고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01. 03  글로벌광통신㈜ 법인설립
- 2001. 10  ISO 9001 인증획득 / 우수벤처기업 등록
- 2002. 08  UL910 인증획득
- 2003. 06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 2004. 10  광기술연구소 설립 
- 2005. 06  ISO 14001 인증, INNOBIZ 기업인증
- 2007. 05  UL1651 인증 
- 2007. 06  광주 북구 대촌동 959-11 공장준공/입주
- 2007. 09  2007국제광산업전시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2008. 02  광주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제 1호 선정 

“DRY CORE CABLE"
- 2008. 03  GOST 인증 획득
- 2009. 09  2009년 광산업 매출실적 우수업체 최우수상 수상
- 2010. 12  지식경제부장관 지역전략산업육성 우수업체 표창
- 2011. 11  3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2. 04  신기술인증(근적외선 분광기, 지경부)

- 2012. 10  2012국제광산업전시회 “대통령상”수상
- 2012. 1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법인 설립 “GOC-I”
- 2012. 12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수상

- 2013. 03  인도네시아 반둥 현지법인 설립 “INTI-GOC"
- 2013. 08  중국 항주 현지법인 설립"HZ-GOC" 
- 2013. 12  5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4. 06  일하기좋은 으뜸기업 선정
- 2015. 01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 2015. 09  첨단 기술기업 지정
- 2015. 12  1,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5. 12  산업기술진흥 부문 “대통령 표창장” 수상
- 2015. 12  코넥스 상장
- 2016. 09  지오씨(주)로 상호변경
- 2017. 04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6,017 12,682 16,165 17,547 15,918 24,55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2 17 60 9 2 10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광학식 

용존산소센서

 
광학식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모듈형
시스템형

-  광학식 용존산소 센서는 상수원 수질감시, 관망관리, 환
경기초시설 모니터링, 해양 및 양식장 수질 모니터링 등
에 적용 가능.

-  기존 전극방식 수질센서의 문제점인 잦은 보정과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의 단점을 보완한 광학식 수질센서를 국산화함.

-  태양광  자가  발전에  의한  센서  운용이  가능하며 , 
WCDMA 무선 통신을 통해 수질 데이터를 웹이나 스마트 
폰 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함. 

-  용존산소 측정범위는 0~50 mg/L(ppm) 이며, ±0.1 mg/L 
의 오차범위를 가짐. 

●  특이사항:  특허출원 1건 / 특허등록 4건 

어장 및 양식장의 
용존산소량 측정,
하수처리장 
수질 모니터링,
산업용수 처리장 
수질 모니터링

양식장,
오·폐수 및 
하수처리장,

수질 관련 연구소 
및 기업

지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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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Spectrometer

모듈형
시스템형

-  분광기는 대상물체에 빛을 조사하여 반사되거나 투과
되는 빛의 파장별 세기를 측정하여 대상물질의 성분을 
검출하고 분석하는 계측기임.

-  당사에서 자체 개발한 분광기는 2차원 평판형 도파로
와 비등간격 실리콘 회절격자를 결합한 독창적인 구조
로 제품의 소형화, 고신뢰성, 저가격화를 실현함.

-  분광기를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내장하였
고, 스마트 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사용이 가능함.

-  분광학계의 종류에 따라 350~1700 nm까지 측정이 가
능하며, 분해능은 3~10 nm임

●  특이사항
-  특허등록 3건 

기초연구,
농업,
의료,
환경분야

연구소,
대학,
병원,
산업체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치아 측색기 시스템형 의료 2017.05 - 2018.12 자체개발 

수질 분석용 분광 센서 시스템형 해양환경 2016.06 - 2018.05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무채혈 혈당 센서 시스템형 의료 2013.01 - 2018.05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8. 12 - 2011. 09 바이오 센서용 초소형 근적외선 분광기 개발 지식경제부

2013. 06 - 2014. 01 광학식 DO, pH, 탁도 센서가 적용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식경제부

2014. 10 - 2017. 05 휴대 가능한 저가의 초소형 분광계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김 준 형 직위 이사

연락처 062-973-6114 이메일 jhkim@goc200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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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안건준, 김종빈 설립일 2001. 04. 20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2

회사소개
크루셜텍은 2001년도에 설립된 모바일 입력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초소형 입력장치 OTP(Optical Track Pad)를 3억 대 
양산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Global NO.1 모바일 지문통합 솔루션 Provider로서 전 세계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사
에 공급하고 있숩니다.(누적판매량 9천만 대)

주요연혁

- 2017. 03  모바일 지문인식모듈 누적판매량 9천만대 달성 
- 2017. 02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 제9대 벤처기업협회 회

장 취임
- 2015. 07  나노코리아 20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14. 12  세계일류상품 & 생산기업 선정(모바일 지문인

식모듈)
- 2014. 11  제14회 모바일 기술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상 수상
- 2014. 11  제4회 ICT 특허경영대상 특허청장상 수상
- 2014. 10  국제 온라인 인증 컨소시엄 ‘FIDO Alliance' 연총

회 개최

- 2014. 02  수원중앙연구소 이전 및 판교중앙연구소로 명
칭 변경

- 2012. 04 생생코스닥대상 히든챔피언상 수상
- 2011. 06 베트남 Crucialtec Vina 공장 준공
- 2011. 05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
- 2010. 08 KOTRA 월드챔프 프로젝트 기업 선정
- 2010. 07 KOSDAQ 상장
- 2009. 09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 수상
- 2001. 04 크루셜텍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0 80 - 20 20 14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지문인식센서 모듈형

-   오인식률 ≤ 0.01%,  
오거부률: ≤ 5.0%

●  특이사항
- 특허 출원/등록 약 400 건

스마트폰
HUAWEI

SONY
LG전자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크루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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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루
셜
텍

기업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지문인식센서 모듈형 스마트폰 2017 - 2018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12.01.- 2018.10.31 나노구조체를 적용한 언더글래스 방식의 지문인식모듈 사업화
나노융합2020사업단/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2017.06.01.- 2018.12.31
강화유리 적용과 초산비닐&실리콘 그라파이트 소재의 위조
지문 감별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용 지문인식 센서 모듈 개발 
및 사업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1.08.01.- 2015.07.31 Mobile Track Pad를 포함한 One Chip Solution TSP Module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2.12.01. - 2014.11.30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된 지문인식센서 솔루션 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2.12.01. - 2015.09.30
나노 하이브리드 투명 소재 기반 플렉시블 터치스크린 패널 
모듈 기술 개발

나노융합2020사업단/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2012.08.01. - 2015.04.30 3D 영상 구현이 가능한 초박형 TSP Module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유인혁 직위 과장

연락처 031-8060-3000 이메일 ihyoo@crucialt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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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춘식 설립일 1970. 08. 01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0

회사소개

태성전장은 Intelligent Battery Sensor, Battery Sensor, Sensor Cable, Wiring Haness등 자동차부품 사업부를 비롯하여, 
Pvc, Pe, Po, TPE compound 등의 소재 사업부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사업부가 ISO/TS16949, ISO14001 
및 6SIGMA를 기초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정착으로 불량률 “0”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 요구에 최고의 제품으로 부응
하기 위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초우량 기업 실현을 위해 전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2016. 06. 03 제16회 대한민국상품대상 기술혁신부문 수상 
2014. 12. 05 일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4. 10. 08 한국자동차 공학회 공로상 수상 
2013. 12. 19 신기술(광대역 고온센서)인증서 수상 
2011. 12. 12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1. 12. 01 법무부 장관상 수상 
2011. 10. 15 멕시코 공장 준공 
2011. 08. 01 노사협력 우수기업 인증 
2011. 04. 05 벤처 천억 기업 지정 
2010. 12. 27 멕시코 법인 설립 
2010. 12. 10 BS & IBS 본격 양산 
2010. 12. 10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2010. 10. 21 미국 법인 설립 

2008. 02. 01 중국위해공장 설립 
2007. 11. 30 2,000만불 수출의 탑 대통령상 수상 
2007. 05. 31 ISO 14001 인증 획득 
2006. 10. 27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정 - 산업자원부 장관 
2006. 07. 10 기술혁신형 INNO-BIZ "A" 등급인증 
2004. 12. 30 TS16949 인증 
2004. 12. 06 중국연대공장 설립 
1999. 05. 27 QS 9000 인증 획득 
1997. 08. 25 ISO 9001 인증 획득 
1994. 12. 28 천흥공단 2공장 준공 
1994. 06. 17 천안 본사공장 준공 
1970. 08. 01 태성건재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09,857   220,000   240,0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4 36 73 12 13 158

 주요 생산제품 (5개 이내)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BS

모듈형

·  Hal effect 소자(비접촉식, open loop)
· Magnetic core
·  전류측정 범위 : -100~100A
·  온도 측정 범위 : -40~105도
· Accuracy : ± 0.5A

자동차
배터리

현대자동차

태성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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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성
전
장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IiIBS

시스템형
- shunt type(접촉식)
-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측정후 SOC, 
SOH, SOF 판단

자동차
배터리

현대자동차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CSM_BJB

시스템형

-  HEV /EV 자동차 배터리
- shunt type
-  전류(±1,500A), 전압(±600V)
-  정확도 : 전류 ±0.7%, 전압 ±1%

2015 - 2017 자체개발 

CSM_Hybride

시스템형

- HEV /EV 자동차 배터리
- hall, shunt type 통합 형
- 전류범위 : ±1,500A
- 정확도 ±1%

2017 - 자체개발 

모듈형
- 인버터용 전류센서
- 비접촉식 

2017 - 자체개발 

DCSM

모듈형

- xEV배터리시스템
- 비접촉식
-  전류범위 : ± 350A
-  동작온도 : -40~85도
- 정확도 : ±3%

2016 -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08 - 2017. 07 차량용 션트저항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이종승 직위 대리

연락처 041-560-0967 이메일 yicjswo@tecst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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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재진 설립일 2000년

소재지 대전

회사소개
ETRI spin-off 기업, RF motion sensor, LED 센서등 3종, 전구형 LED 센서등, 전방감지 레이더, 실시간 세균측정기, 미세
먼지측정기

주요연혁

- 2000  03 ㈜텔트론 설립 
- 2003 05 정전방지용 다이오드 칩 출시, 위상변위기칩 출시
- 2004 10 12GHz 위성방송수신 차량용 안테나 출시 
- 2006 04 5.8 GHz SiGe BiCMOS ETC MMIC one 칩 개발
- 2007  06 마이크로웨이브 움직임 센서 모듈 개발 완료
- 2010 12 세균측정 단말기 출시
- 2012 06 국내특허 출원 51건, 등록: 24건, 상표등록: 3건, 디자인: 3건 출원
- 2013 06 휴대형 야채과일세정기 출시, LED 센서등 LH 납품 
- 2016 01 IoT 기반 LED 센서등 개발 중, 독소측정기 개발 중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560 118 1,444 57 1,334 14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7 2 4 0 1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Rf 센서

모듈형 10.525GHz 능동형 송수신 센서 움직임감지  약 30 업체 

 
Rf 모듈 

모듈형 10.525GHz 능동형 송수신 센서모듈
지하주차장
공용화장실

800여 기관

 
LED 센서등

모듈형 LED RF 센서등 주택 LH

텔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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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트
론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ATP 측정기

모듈형 실시간 세균 측정 위생분야 200여 기관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RF 센서칩 칩 보안/에너지절감 3 칩 디자인 수행 후 foundry 이용생산 

레이더 모듈 자동차추돌경보 2 자체 개발

화재경보 연동 LED 등 시스템 다세대주택 1 24.125 GHz 자체 개발

독소측정기 (물질중의 독소측정) 시스템 식품위생 2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11.01 - 2017.07.31 IoT기반 무선통신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LED 센서등 개발 산업통상부

2015.11.01 - 2016.10.30 침입감지용 초소형 마이크로파 센서칩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부

2015.12.01 - 2016.11.30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도 조절형 
재실감지 LED센서 전등 개발

중소기업부

2015.12.01 - 2017.11.30
금속 나노패턴 센서 기반 식품유해화학물질 현장 정량검
사기기 제품화 기술개발

산업통상부

 담당자

이름 정명희 직위 차장

연락처 042-360-2031 이메일 2031@tel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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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남용현 설립일 2006년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85

회사소개
센서 전문기업으로서 인쇄전자기술, 전자기응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적용되
는 엑셀, 브레이크 및 엔진에 적용되는 센서를 개발,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 자동차 전장 제어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ASIC)의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10.06 대한민국 창업대전 대통령상 수상
- 2010.09 유망중소기업 지정(대전광역시)
- 2010.11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10.12 오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 2012.06 ATC(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국책사업 지정

- 2012.12 제13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은상 수상
- 2013.08 첨단기술기업 지정(미래창조과학부)
- 2014.07 코스닥 상장 매매개시
- 2016.11 트루윈 테크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1,323 4,856 28,150 4,015 29,985 3,244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8 26 61 7 0 14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Acce & Brake & Clutch Pedal Sensor

모듈형
페달의 위치 감지 및 ECU로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

자동차
동희, 경창, 
만도, SL

Throttle Position Sensor

모듈형
Throttle Body에 장착하여 엔진의 공
기 유입량을 조절하는 부품

자동차 DPSK

트루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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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루
윈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Blower Fan Controller 모듈형
공조 장치 작동 시 모터 RPM 제어를 
통한 풍량 조절 기능을 하는 부품

자동차 한온시스템

Actuator

모듈형 전자식 솔레노이드 부품 자동차
DPSK, 말레,
한온시스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IPS 모듈형 자동차 2016 ~ 2018 사내 연구소 자체개발

EPS 모듈형 자동차 2018 ~ 2019 사내 연구소 자체개발

IR 카메라 모듈형 자동차 2017 ~ 2018 사내 연구소 자체개발

먼지센서 모듈형 자동차 2017 ~ 2018 사내 연구소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8.06 - 2010.05 무접점 스톱램프 스위치(SLS) 중소기업청

2008.06 - 2011.05 인덕티브 기반의 전자식 조향센서 모듈개발(SATS) 지식경제부

2008.12 - 2011.09 인덕턴스 기반의 능동형 현가장치용 차고센서(SHS) 지식경제부

2009.10 - 2011.09 차세대 자동차용 차륜속도센서(WSS) 중소기업청

2012.06 - 2014.05 브레이크 라이닝 감지를 위한 센서개발(LWS) 지식경제부

 담당자

이름 이초이 직위 사원

연락처 042-612-5414 이메일 wendt0324@tru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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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수영 설립일 2001.06.2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0로 12번길40

회사소개
㈜포스텍은 광통신 부품 전문 제작업체로 광통신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으로서, 초고속 광통신용 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 , 유럽, 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등 전세계 3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연혁

- 2001.06  ㈜포스텍 법인 설립 
- 2004.08  ISO 9001 인증 취득
- 2004.08  ISO 9001 인증 취득
- 2005.12  벤처기업 등록(중소기업청
- 2007.03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 선정
- 2009.10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 Main-Biz ) 선정(중기청)
- 2008.01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산업기술진흥협회)
- 2010.10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업체 지정(병무청) 
- 2015.0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일·학습병행제 기업선정
- 2015.1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 2009.10 제4회 전자·IT의 날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지식경제부)
- 2010.04 제43회 과학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교육과학기술부)
- 2010.11 제11회 벤처의 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중기청)
- 2011.10 시흥시 최고경영인상 수상(시흥시청)
- 2012.10 정보통신분야(IT) 산업포장 수상(행정안전부)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500 800 3,700 1,100 4,900 1,3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6 27 7 6 51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광커넥터 
소자형 
모듈형

광통신 네트웍에 적용되어 통신선로
간의 접속지점에 사용되는 다양한 타
입의 제품

통신선로 
통신네트워크

통신사업자
수출

포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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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텍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광케이블 어셈블리
소자형 
모듈형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비간 
통신을 위해서 광커넥터와 광케이블
이 조립된 상태의 다양한 제품 

통신선로 
통신네트워크

통신사업자
수출

광계측장비 시스템형
광통신 선로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광측정장비로 광소스와 파워미터로 
구성된 장비

통신선로,
야전용, 생산라인

통신사업자
수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음향센서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의료, 국방, 
플랜트

2018 -
자체개발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온도센서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플랜트, 
산업용

2018 -
자체개발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압력센서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플랜트
산업용

2018 -
자체개발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6.07.01 ~ 2007.06.30 MEMS에 의한 광음향 센서개발 중기청

 담당자
이름 권오덕 직위 상무

연락처 이메일 fostec9356@fos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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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영수 설립일 2015년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W1-1빌딩 1407호

회사소개

PSS는 박종욱교수가 KAIST에서 수행한 30년간의 가스센서 관련 연구결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5년에 탄생한 가
스 측정 관련 첨단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철학은 가스감지 분야에서 “New Technology, New Sensor, New Products”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의 모방을 지양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발견하여 문제
점을 해결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로 세라믹의 저항 변화를 읽는 가스감지
기술과 고체전해질을 이용한 전기화학 방식을 중심으로 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변전자 회로기술을 접목
하여 여러가지 가스센서 및 이를 이용한 각종 가스 측정 계측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50 0 75 1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1 1 3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GASENTEST 측정장치 가스센서를 검사하는 장비 가스센서 검사 학교, 연구소 기업

프리시젼 센서 시스템



107

프
리
시
젼

 센
서

 시
스
템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GASMIX 측정장치 가스를 혼합하여 적정 농도를 만들어 주는 장치   학교/ 기업

TRANSWATCH 측정장치 변압기 유중 가스 분석기 변압기 기업

AlproH 측정장치 알루미늄 용탕에서 수소를 측정하는 장치 주물 기업

이산화탄소 센서 센서모듈 이산화탄소 측정 센서 기업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자체개발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박 종욱 직위 이사

연락처 이메일 copark@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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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서규 설립일 2000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6층 (이의동, 경기알앤디비센터)

회사소개

주식회사 픽셀플러스는 이미지센서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Fabless 전문 업체입니다. 이미지센서 분야는 
보안, 자동차, 메디컬,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현재 주력 시
장은 보안, 감시 카메라 시장과 자동차 카메라 시장이며, 향후 메디컬 시장과 홈어플리케이션 시장 등에 진입하여 이
미지센서 기반 카메라 Total Solution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00.04  회사설립
- 2002.10  산업자원부 주관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03.05  휴대폰용 30만화소 single chip(PO1030) 제품 

개발 본격 양산
- 2003.12  휴대폰용 1.3M 센서(PO2130) 세계최초 개발 

및 삼성 휴대폰(일명 효리폰)에 채택
- 2004.10  벤처코리아 2004 

벤처기업대상"은탑산업훈장" 수상
- 2004.11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05.03  세계 최초 AF 내장형 200만 화소급 CIS 

세계최초 양산화 실현
- 2008.06  국내최초 보안 및 감시카메라용 ¼" NTSC/PAL 

(PC1030) Analog 센서 개발

- 2011.12  신규 Brand  소개 및 D1급 WDR이 내장된 
single chip solution 개발 완료(PX2089)

- 2012.04  지식경제부 주관 글로벌IT CEO상 수상
- 2012.06  한국수출입은행주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IBK기업은행지정 수출 강소기업 선정
  세계 최초 20bit parallel interface가 

내장된 single chip ⅓" HD급 
CMOS이미지센서(PH1100)개발

- 2012.12  세계 최초 ⅓" 960H NTSC/PAL Analog 
sensor(PC1099)개발

- 2013.09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
- 2013.12  무역의날 1억불 수출탑 수상
- 2014.06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2015.06  KOSDAQ 시장 상장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273 113,604 9,893 96,374 10,104 63,143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4 72 21 25 132

픽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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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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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PC9030K VGA SoC Sensor 1/4”, VGA, SoC type Image Sensor 자동차 카메라 삼성전기

PC7080S VGA SoC Sensor 1/4”, VGA, SoC type Image Sensor
보안 및 

자동차카메라
HaoTianJun(국외)

PV2109K 720p SoC Sensor 1/4”, HD, Tx embedded-SoC type Image Sensor 블랙박스 팅크웨어

PS3210K 1080p Bayer Sensor 1/3”, Full HD, Bayer type Image Sensor 블랙박스 충칭광따(국외)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차량용 1.3M HDR센서 소자형 Aotomotive 18개월 HDR(High Dynamic Range) 특허 IP 전
략 수립을 통한 자체 개발

Cost effective 2M Security 센서 소자형 Security 10개월
특성 개선을 통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글로
벌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센서 자체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1.05.01 - 2014.02.28 스마트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oC 플랫폼 개발 지식경제부

2017.06.01 - 2021.12.31 차량용 적응형 2메가픽셀급 카메라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이태영 직위 책임

연락처 031-888-5781 이메일 tylee@pixel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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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조돈엽 설립일 2014.03.01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

회사소개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2014년 설립되어, 반도체 및 자동차용 기판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SAW방식 광감
지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온도센서, 습도센서 등 환경과 관련된 센서의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신기술을 개발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

주요연혁

1984   SLF (Stamped Lead Frame) 사업 시작 (삼성전자에서 인수)
1990   ELF (Etched Lead Frame) 사업 시작
1994   LOC (Lead on Chip) Lead Frame & PPF 개발
1998   Flex Substrate 공장 준공 (µ-BGA, wBGA, TBGA, FBGA 等) 
2000   PPF 초박막(도금두께 0.5㎛ 이하) Ni/Pd도금기술 개발 (세계최초)
2001   PPF 기술/특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 (日, 스미토모社)
2003   LDI用 COF 사업 착수 (양산라인 준공)
2005   Reel BOC 전용공장 준공 및 양산 개시 (세계최초)
2010   가전用 Level Sensor 개발
2013   LED L/F 양산 개시
2014  해성디에스 법인 설립 (해성그룹 편입)
2015  대면적 그래핀 양산기술 개발, 광검출센서 개발
2016  유가증권 시장 (KOSPI) 상장 (‘16.6.24)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55,247 109,952, 83,670 162,343 70,806 205,38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39 31 401 33 178 78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반도체 및 자동차용 부품으로 MSL 레
벨1의 고신뢰성 표면처리 기술확보

반도체, 자동차 인피니언, NXP

해성디에스



111

해
성
디
에
스

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반도체용 부품으로 메모리용 기반으
로 고품질 및 대량양산을 위해 세계
유일하게 릴투릴 생산방식으로 생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유해화학물 감지센서 소자형 화학센서 3년
자체개발 및 외부기관 협력 : 

KETI 공동연구개발

자외선/가시광선/ 
적외선감지 복합센서

모듈형 광검출센서 3년
외부기관 협력 : 
KETI 라이센싱

온도센서기반의  스마트 전자체온계 시스템형 전자체온계 3년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4.01 - 2016.03.31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조도·근접 검출용 복합센서 개발 산자부

2017.06.01 - 2018.05.31 IOT向 스마트 체온패치 개발 산자부

 담당자

이름 이진우 직위 수석

연락처 070-4761-0072 / 010-3871-9760 이메일 aprillst.lee@haesungd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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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성민 설립일 2017. 02. 08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B동 307호

회사소개
2017년 매그나칩반도체의 센서 사업부가 분리되어 새로이 설립된, 반도체 센서 전문 fabless 회사입니다.
“産業保國, 技術保人”을 기치로, 산업의 핵심소재인 자기장 센서, 전자 나침반 IC, 환경 센서 IC를 개발 및 양산 공급하
며, 새로운 센서 기술과 그 응용 솔루션을 선도합니다.

주요연혁 - 2017. 02. 08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 10 3 1 1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XG3300 IC 3세대 전자 나침반 IC 스마트폰 중국/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MXM1120 IC 자기장 센서 스마트폰 중국/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MXM1120SO IC 자기장 센서 가전, 산업용 펌프 유럽 산업기기 제조사

MXH2101 IC 온도 습도 센서 IoT, 산업 유럽 산업/IoT 기기 제조사

해치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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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XH1100 IC 온도 습도 센서 가전, 산업, 의료 유럽/산업/ IoT 기기 제조사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XG4300 IC 스마트폰, 드론, 가상현실기기(AR) 2
내부 독자 개발 중 

(KIAT R&BD 과제로 진행 중)

MXM1160 IC 스마트폰, 웨어러블, 가전 3 내부 독자 개발 중

MXM1280 IC 산업, 자동차 3 내부 독자 개발 중

MXH3100 IC 자동차 2 자동차용, 온도 습도 센서 개발 기획 중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완료한 과제 없음. (1개 R&BD 과제 진행 중)

 담당자
이름 김은중 직위 마케팅 부장

연락처 이메일 eunjoong.kim@haechi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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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허염 설립일 2년 3개월

소재지 판교테크노벨리 유스페이스2 A동

회사소개
 ㈜햅트릭스는 2015년 설립되어, 모바일용 정전식 지문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 엔지니어 셈플, 2017년 3월 양
산버젼을 출시하였고, 2017년 하반기 중국에 첫 양산을 기대하고, 다수의 핵심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슴

주요연혁

- 2015. 06 Founding Haptrics Inc. as a Korea corporation
- 2016. 11 Engineering sample of Bezel type sensor ready 
- 2017. 03 Commercial version of Bezel type product ready
- 2017. 06 Engineering sample of Bezel. less product ready 
- 2017. 07 Plan to establish with AP/CP partners to secure on the reference design platform
- 2017. 11 Set. up Sales & Technical support infra at Shanghai/Shenzen
- 2018. 01 Expect first volume shipment to customers in China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HT1010

정전식
지문센서

635dpi 고해상도 지문센서 모바일, IOT 협의중

햅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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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HT2010
정전식 Bezel-less 
지문센서

508dpi 정전식 지문센서 모바일, IOT 협의중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HT1010 지문센서 모바일, IOT 12개월  Bezel type 정전식 지문센서

HT2010 지문센서 모바일, IOT 8개월  Bezel-less type 정전식지문센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직위

연락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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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이 강 설립일 1999.12.24

소재지 경기 시흥 군자천로81번길 59

회사소개
㈜화백엔지니어링은 1999년 설립되어, 국내외 최초 RGB컬러센서를 이용한 염화동 재생장치의 개발을 시작으로 
RGB컬러센서를 응용한 약품제어, 플라즈마 모니터링 등의 특허를 통한 센서의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신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하여 이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기업임.

주요연혁

- 2000.01 화백엔지니어링 법인설립
- 2001.03 시화공단으로 본사 및 사업장 이전
- 2001.09 ISO9001.ISO 14001 인증획등
- 2001.09 RGB 컬러센서 미국특허등록
- 2002.09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선정
- 2002.11 중기처으로부터 이노비즈기업 선정
- 2003.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4.08 안산에 무전해주석도금 2공장 신설
- 2005.07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2007.10 벤처기업 중기청장상 수상
- 2008.11 우수벤처기업 경기도지사상 수상
- 2011.04 KPCA 지경부 장관상 수상
- 2013.09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기청장상 수상
- 2014.09 안산에 2공장 신사옥 이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6,218 0 5,364 20 5,522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 9 12 2 2 29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시스템형

- Plasma 공정 모니터링 및 Arc Detection
- Plasma 공정 중 1st Wafer Effect Detection
- Plasma 공정 중 EPD Detection
- PECS Senor를 이용한 Arc Detection
- PECS Senor를 이용한 PM 주기 Optimize
- PECS Senor를 이용한 PM후 RUN시점 검출
- Gathering Time : 10Hz ~ 1MHz

Etcher
PE-CVD

PVD

하이닉스

ON-SEMI
TES

화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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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모듈형

- Optical Sensor를 View Port 부착형
- High Sensitivity : 0.5 cd 
- High Frequency Resolution: Ft-5MHz)
- 3CH Out
- 8ChH Out

Etcher
PE-CVD

PVD

하이닉스

ON-SEMI
TES

시스템형

(Opticla + VI)

- Plasma 공정 모니터링 및 Arc Detection
- Plasma 공정 중 1st Wafer Effect Detection
- Plasma 공정 중 EPD Detection
- Plasma 공정 중 Particle Datection
- PECS Senor를 이용한 Arc Detection
- PECS Senor를 이용한 PM 주기 Optimize
- PECS Senor를 이용한 PM후 RUN시점 검출
- Gathering Time : 10Hz ~ 1MHz

Etcher
PE-CVD

PVD

하이닉스

ON-SEMI
TES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구현), ② 모듈형(복수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HB-PSS-100 모듈형 반도체 공정(Etch, PE-CVD, PVD) 2008.09.01 - 2010.08.31 자체개발 

HB-PSS-160 시스템형 반도체 공정(Etch, PE-CVD, PVD) 2011.10.01 - 2012.09.30 자체개발 

HB-PSS-360 시스템형 반도체 공정(Etch, PE-CVD, PVD) 2011.11.01 - 2012.11.3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8.09.01 - 2010.08.31 반도체공정 모니터링(명지대 산학협력실 과제) 중기청

2009.07.01 - 2010.06.30 RGB컬러센서를 이용한 고정밀 마이크로 에칭컨트롤러 개발 중기청

2011.11.01 - 2012.11.30 (RGB컬러센서를 이용한)플라즈마 고속모니터링을 통한 Arc Detector 및  
진단시스템개발

중기청

2011.10.01 - 2012.09.30 Optical & V-I sensor의 고속모니터링 장치개발 중기청

 담당자
이름 이상열 직위 부장

연락처 이메일 sylee@hwabaek.co.kr





2017 SENSOR DIRECTORY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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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학린 연락처

연구실 053-950-7211

이메일 rineey@knu.ac.kr

주요연구분야 3차원 영상센서, Switchable lens, 플렉시블/스트레처블 센서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switchable lens를 이용한 3차원 광학식 영상센서 및 압전/마찰전기 기반 플렉시블/스트레처블 압
력센서 등의 센서관련 연구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외 차세대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양자물질 기반 디스플
레이 핵심소재 개발, OLED outcoupling, AR/VR용 홀로그래픽 grating 등 디스플레이/유기전자소자 관련 연구들을 진
행 중입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4 7 6 18

 연구분야 

내용   3차원 영상센서 적용처  카메라, 현미경, 자동차

● 3차원 정보 인식 영상 센서
- 3차원 물체의 표면 프로파일, 깊이감, 시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3차원 영상 센서 시스템 연구
- Refocusing 기능 및 directional view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카메라/현미경 시스템 연구  

내용  Switchable lens 적용처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카메라, 현미경

● Switchable lens를 적용한 3차원 디스플레이 및 이미징 소자
- 필름 기반 고속 switchable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소자 기술 연구 (On/off, 위치, 초점거리 가변)
- Switchable lens 기반 3차원 영상 해상도 및 viewing resolution 개선된 3차원 디스플레이 연구  
- Switchable lens 기반 3차원 이미징 소자의 심도 깊이/이미지 해상도 doubling 기술 연구

내용 플렉시블/스트레처블 센서 적용처  웨어러블 디바이스

● 압전/마찰전기 기반 압력센서
- 고성능 압전/마찰전기 기반 압력센서 소자 구현을 위한 소자구조 설계 및 공정기술 개발
- 압력센서 감도 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및 패터닝 기술 연구
- 인쇄공정 기반 고유연/고신축성 전극소자 제작 기술 연구

경북대학교
디스플레이/유기전자소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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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Electrical Broad Tuning of Plasmonic Color Filter Employing an Asymmetric-Lattice 
Nanohole Array of Metasurface Controlled by Polarization Rotator

ACS Photonics 2017.08

Bulk chirality effect for symmetric bistable switching of liquid crystals on topologically 
self-patterned degenerate anchoring surface

Optics Express 2017.06

A 3D Optical Surface Profilometer Using a Dual-Frequency Liquid Crystal-Based 
Dynamic Fringe Pattern Generator

Sensors 2016.01

Efficient exciton generation in atomic passivated CdSe/ZnS quantum dots light-
emitting devices

Scientific Reports 2016.09

Effect of surface energy and seed layer annealing temperature on ZnO seed layer 
formation and ZnO nanowire growth

Applied Surface Science 2016.01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Pattern generator using Liquid Crystal and method thereof 등록 미국 2015.10.13 9,158,161

광반사도가 감소된 금속 물질 기반의 투명 전극 및 인쇄 공정을 
이용한 상기 투명 전극의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08.17 10-1650393

점착 내구성 및 투과도 균일도가 향상된 스마트 윈도우 필름 및 
스마트 윈도우 필름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07.16 10-1538776

회절광 노이즈를 제거한 액정상 고분자 필름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07.07 10-1536225

편광 의존형 렌즈 구조체 및 그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02.16 10-1495758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6 - 2020.05 (참여)R/G/B 컬러 구현이 가능한 고감도 (30mJ/cm2이하) 3차원 
홀로그래피 재기록 소재 및 1 fps 이상의 화면 전환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2.07 - 2015.06 (참여) 무안경식 다시점 5인치급 3D 디스플레이용 편광제어
형 2D-3D 스위칭 렌즈 필름 개발

지식경제부

2012.05 - 2015.03 (참여)고속구동 동적 간섭패턴 생성기 기반의 3D 비전시스템 
초소형 모듈화 기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08.09 - 2015.02 (참여) 센싱 민감도 및 선택성 향상을 위한 센서 어레이 구현 
유기박막 패터닝 기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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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문병인 연락처

연구실 053-950-7580

이메일 bihmoon@knu.ac.kr

주요연구분야  스테레오 비전, 스테레오 매칭, 거리 측정, 물체 정보 인식, 하드웨어 가속기

연구실소개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거리 정보, 물체 정보 등의 3차원 주변 환경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및 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회로로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복잡한 연산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적당하게 분할(partitioning)하고 이를 SoC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하드웨어 가속기의 고속/저전력 특성과 소프트웨어 연산의 융통성을 모두 갖춘 스테레오 비전 
SoC의 연구 및 개발을 수행 중입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4 1 0 7

 연구분야 

내용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적용처  자동차, 로봇 등

-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거리 정보, 물체 정보, 차선 정보 등의 3차원 주변 환경 정보를 인
식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스마트 자율 주행 자동차, 
자율 이동 로봇 등의 주변 환경 인식에 활용 가능

내용 형상 인식 가속기 적용처  곡물 선별기

-  라인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곡물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속으로 떨어지는 곡물들의 형상을 인식하여 불량 곡물을 선별하는 하드웨
어 가속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미립과 같은 곡물들을 선별하는 기계에 활용 가능

  

경북대학교
시스템온칩연구실

← 떨어지는 곡물의 구분 및 형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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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simplified rectification method and its hardware architecture for embedded 
multimedia systems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2017.10

An accurate and cost-effective stereo matching algorithm and processor for real-time 
embedded multimedia systems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2017.09

A multi-level accumulation-based rectification method and its circuit implementation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2017.06

Modified adaptive support weight and disparity search range estimation schemes for 
stereo matching processors

Journal of Supercomputing
2017.04

(first online)

The impact of 3D stacking and technology scaling on the power and area of stereo 
matching processors

Sensors 2017.02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Method and apparatus for detecting line data based on hough transform 등록 미국 2016.05.17 9,342,750

Method for estimating disparity search range to which multi-level disparity 
image division is appled, and stereo image matching device using the same

출원 미국 2016.01.07 14/990,278

Rectification apparatus of stereo vision system and method thereof 출원 미국 2016.01.07 14/990,245

System for Real-Time Stereo Matching 등록 미국 2015.04.21 9,014,463

Disparity Computation Method Through Stereo Matching Based on 
Census Transform with Adaptive Support Weight and System Thereof

출원 미국 2014.12.31 14/587,620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6.01 - 2022.05.31 (주관) 스마트카의 실시간 상황인지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 교육부

2011.06.01 - 2016.12.31 (참여) 스마트 자동차를 위한 AUTOSAR 기반 차량 내외부 통신 
플랫폼 및 응용 기술

미래창조과학부

2015.06.01 - 2015.11.15 (위탁) 스테레오 비전 Depth Map FPGA 알고리즘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10.16 - 2014.06.15 (위탁) 차량용 고정밀 Depth 추출 알고리즘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1.05.01 - 2013.04.30 (주관) 지능형 로봇을 위한 3차원 시각정보 통합프로세싱  
모듈의 ASIC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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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신광호 연락처

연구실 051-663-5152 

이메일 khshin@ks.ac.kr

주요연구분야 자기센서, 자동차센서, , 국방용센서, 모바일센서, 정밀측정

연구실소개
MI센서, FG센서, OFG센서, GMR센서 다양한 정밀측정 (고주파 재료특성 측정), 미소변위측정,신호처리 (동기검파, 
Noise/Interference처리 및 제거)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4       5

 연구분야 

내용 모바일용 자기센서 적용처 스마트폰 

● 3축 자기센서
-  GMR(Giant Magnetoresistance), FG(Fluxgate), OFG(Orthogonal Fluxgate), MI(Magnetoimpedance) 등 다양한 작동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3축 자기센서 연구 

- Material개발, 센서 설계, 신호처리, 시험분석 등 종합적 연구 

내용 자동차용 센서 적용처 자동차

● 파워트레인 변위센서
- 자동차 파워트레인에서 사용되는 인덕턴스타입의 변위센서를 개발 
- 신뢰성, 열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개발 
- 개념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의 종합적 개발

경성대학교
마이크로디바이스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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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방용 자기센서 적용처 국방(수중 감시 체계) 

● 수중감시체계용 초고감도 자기센서 
- OFG/MI 융합메카니즘을 이용한 pT급 초고감도 자기센서
- Material/센서소자/구동회로의 종합적 최적화를 통한 초고감도 달성 
- 국방용, 의료용 등 초고감도 응용 가능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LC 공진소자를 이용한 비접촉 전류센서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2016.08

Displacement Sensor Fabricated with LC Resonators 한국자기학회지 2015.02

Magneto-inductive Wave in Periodic Chain of Ferrite Cores and Chip Capacitors 한국자기학회지 2015.02

Effects of lateral dimensions of the magnetic thin film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in-film type orthogonal fluxgate sensors 

THIN SOLID FILMS 2014.08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전류센서 및 그의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12.20 10-2016-0174394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8 - 2018.07 (참여) 스마트폰용 9축센서 산기평

2016.04 - 2019.12 (참여) 차량용 전류센서 산기평

2009.01 - 2014.12 (주관) 수중감시체계용 고감도 자기센서 방위사업청

2013.01 - 2014.12 (참여) 수중탐지용 벡터센서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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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종흔 연락처

연구실 02-3290-3282

이메일  jongheun@korea.ac.kr

주요연구분야 의료용 센서, 운전자 음주여부 감지 센서, 유해가스 감지 센서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은 산화물 반도체 나노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가스 감응 물질을 설계, 합성하여 새로운 가스를 감응하고, 가
스 감응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지를 
이용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센서, biomarker 가스 감응 이용한 질병진단용 날숨 센서, 에탄올 센서를 이용한 음주측
정 센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나노기공성 구조 설계를 통해 나노입자의 응집으로 인한 가스 감응 특성 저하문제 해결
- p-type 산화물 반도체를 활용한 고감도, 고선택적 가스 감응 물질 설계
- 산화물 반도체의 습도 피독에 의한 가스 감응 특성 저하 문제 해결
- 산화물 반도체 헤테로 나노구조 설계에 의한 새로운 가스 감응 방법 제안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4 8 2 15

 연구분야 

내용 유해가스 감지 센서 적용처 실내환경

-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sub-ppm 수준의 유기화합물 (자일렌, 톨루
엔, 벤젠)을 고감도, 고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감응 소재 개발

- 공기질 모니터링에 활용하여 새집 증후군, 새차 증후군 등을 예방 가능

내용  의료용 센서 적용처 질병 자가진단용 센서

-  날숨에 포함된 극미량의 biomarker 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선택성이 우수하고 습도변화에 무관
한 고신뢰성 가스센서를 연구하여 당뇨, 천식, 신부전,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병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센서 개발 및 설계

내용  운전자 음주여부 감지 센서 적용처 질병 자가진단용 센서

-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별도의 측정 없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자동차 시동 제어용 음주 측정 장치에 활용될 감응 물질을 개발함. 최적
화된 나노구조와 촉매 설계를 통해 고감도, 고선택성, 빠른 반응 및 회복속도 특성을 가진 에탄올 가스 감응 물질 개발

고려대학교
기능성 나노구조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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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NiO/NiWO4 composite yolk-shell spheres with nano-scale NiO outer layer for 
ultrasensitive and selective detection of sub-ppm-level p-xylene

ACS Appl. Mater. & Interfaces 2017.08.29

Ultra-selective detection of sub-ppm-level benzene using Pd-SnO2 yolk-shell micro-
reactors with a catalytic Co3O4 overlayer for monitoring air quality

J. Mater. Chem. A 2017.01.28

Trimodally porous SnO2 nanospheres with three-dimensional interconnectivity and 
Size tunability: A one-pot synthetic route and potential application as an extremely 
sensitive ethanol detector

NPG Asia Materials 2016.03.11

A new strategy for humidity independent oxide chemiresistors: Dynamic self-refreshing 
of In2O3 sensing surface assisted by layer-by-layer coated CeO2 nanoclusters

Small 2016.06.30

Pure and Pd-loaded Co3O4 hollow hierarchical nanostructures with giant and 
ultraselective chemiresistivity to xylene and toluene

Chem. Eur. J. 2015.02.2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크롬이 도핑된 산화니켈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메틸벤젠 가스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미국 2015.05.22 10-1491819

다층 감응막 구조를 이용한 벤젠 가스 센서 및 그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11.21 10-0155104

나노 기공, 메조 기공 및 마크로 기공이 3차원적으로 상호 연결된 
다공성 산화물 반도체, 그 제조방법 및 이를 가스감응물질로 포함
하는 가스센서

등록 대한민국, 미국 2015.07.23 10-1602561

습기의 영향이 배제된 고신뢰성 가스 검출용 복합체, 그 제조방법, 
상기 가스 검출용 복합체를 포함하는 가스 센서 및 그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미국 2016.07.08 10-0098788

팔라듐이 첨가된 산화코발트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메틸벤젠 가스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미국 2016.07.08 PCT/004765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11.01 - 2019.05.31 (주관) 질병 자가진단용 고신뢰성 날숨가스 감응 산화물 소재 설계 한국연구재단

2013.11.01 - .2019.08.31 (참여) 운전자 음주여부를 3초 이내로 감지하기 위한 반도체
식 가스센서 어레이 및 복합센서/모듈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03.01 - 2017.12.31 (참여) 산화물 비양론조성 제어를 통한 배기가스 센서의 백금 
대체 지능형 세라믹 전극 촉매 소재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12.01 - 2019.11.30.
(참여) Non Silicon 기반 AAO 세라믹 기판을 이용한 10mW급 
초소형 TVOC/Alcohol 듀얼 가스센서 및 모듈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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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주병권 연락처

연구실 02-3290-3237

이메일 yooji89@korea.ac.kr

주요연구분야 Wearable Silicon Devices, OLED, TFT 등

연구실소개
디스플레이(Display, OLED) 및 나노시스템(MEMS, Nano-materials)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연구분야인 OLED 이외에도 TFT 및 Nano-sensor를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 나노사이즈의 패터닝을 통한 
센서 효율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40 35 76

 연구분야 

내용  적외선 센서 적용처

● 적외선 센서 흡수향상층
-  근접센서의 오류는 주변의 노이즈에 의하여 적외선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적외선 감지 부분의 
면적을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센서 면적을 줄이면서 센
서오동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외선 감지 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적외선 흡수 향상 
기술을 연구중에 있음

내용  Flexible/Stretchable 센서 적용처 웨어러블기기

● Optical/strain 멀티 센서
-  하나의 소자로 optical과 strain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실리콘 기반의 멀
티센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

-  웨어러블 소자로써 필요한 조건 충족: 소형화, 저전력, 플렉서블, 스트레쳐
블, 무독성

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 및 나노시스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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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Localized-surface-plasmon-enhanced multifunction silicon nanomembrane Schottky 
diodes based on Au nanoparticles

Nanotechnology 2015.11

Transparent Resistive Switching Memory Using Aluminum Oxide on Flexible Substrate Nanotechnology 2016.01

Transparent Bipolar Resistive Switching Memory on Flexible Substrate with Indium-
Zinc-Oxide Electrode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2016.11

Enhanced field emission properties from carbon nanotube emitters on the 
nanopatterned substrate

Journal of Vacuum Science & 
Technology B

2017.01

Silver Nanowire/Colorless-Polyimide Composite Electrode: Application in Flexible and 
Transparent Resistive Switching Memory

Scientific Reports 2017.06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나노 화소 유기발광다이오드  
어레이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02.27 10-1499122

핵산으로 코팅된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계 전자 방출원 및 
이의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06.25 10-1533048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표면 플라즈모닉 컬러 필터의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08.28 10-1550008

마이크로 패턴 및 나노 패턴을 동시에 형성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03.29 10-1608717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8.01 - 2021.07.31 (참여)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인력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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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민남기 연락처

연구실 041-860-1442

이메일 nkmin@korea.ac.kr

주요연구분야  자동차용, 산업용, 가전용, 압력센서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오염과 인체 감염을 고감도, 고정밀로 측정하는 MEMS, Nano 기술 기
반의 센서를 연구하여 왔음. 현재는 산업 전분야에 걸쳐 계측, 제어에 활용되는 부품, 소재 기술이 집약된 압력센서를 
주로 연구하고 있음. 특히, 사용 환경을 고려한 온도, 진동, 외부의 충격, 전자기파, 높은 내전압 특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착형 Si 스트레인 게이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3

 연구분야 

내용  압력센서 적용처 자동차, 산업, 가전, 반도체

-  자동차, 산업, 가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압력 센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음. 저압, 중압, 고압에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사용환경을 
고려한 온도, 진동, 외부의 충격, 전자기파, 높은 내전압 특성을 갖는 부착형 Si 스트레인 게이지 설계 및 양산기술 확보. 실리콘 게이지
에 Glass 또는 Quartz 등 절연파괴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을 이종접합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를 제작함으로써 게이지의 감도 저하
는 최소화 하면서도, 절연파괴전압은 대폭 향상시키는 스트레인 게이지 제작 기술 확보

SUS 표면에 부착된 sensing element 모습과 이의 SEM image

고려대학교
마이크로 나노 바이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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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Electrochemical serotonin monitoring of poly(ethylenedioxythiophene):poly(sodi
um 4-styrenesulfonate)-modified fluorine-doped tin oxide by predeposition of self-
assembled 4-pyridylporphyrin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4.02

ZnO nanorod matrix based electrochemical immunosensors for sensitivity enhanced 
detection of Legionella pneumophila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4.09

Enhanced electrocatalytic activity of plasma functionaliz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entrapped poly(3,4-ethylendioxythiophene):poly(styrene sulfonate) photocathode

Electrochimica Acta 2014.11

Effect of oxygen plasma treatment on carbon nanotube-based sensor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4.11

Comparison of gas sensors based on oxygen plasma-treated carbon nanotube network 
films with different semiconducting contents

Journal of Electronic Materials 2015.0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스트레인 게이지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4.09.12. 10-1442426

 스트레인 게이지 모듈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11.04 10-1568101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10 - 2016.07 (참여) 자동차 연료펌프용 온도/압력 복합 검지 및 네트워크 
통신기능을 제공하는 센서 모듈 개발

산업통상부

2015.12 - 2017.08 (참여) AC 1,800V 내전압 특성을 갖는 MEMS 기술기반 20bar, 
50bar급 공조기용 압력센서 소자 및 측정모듈 개발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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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박재영 연락처
연구실 02-940-5113

이메일 jaepark@kw.ac.kr

주요연구분야
이식형 및 패치형 전기화학 센서 (당, 콜레스테롤, 면역, 도파민, 단백질, 암 진단, 미세먼지, 중금속 검출 등), 패치형  
생리학적 신호 검출 센서 (ECG, EEG, EMG 등), 고감도 압력 및 인장 센서, 웨어러블 센서, FET 기반 반도체 센서 등 개발

연구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2004년 9월에 설립되어, 박사 6명, 석사 20명을 배출하였으며, 130편이상의 SCI(E) 저널 게제, 110편이
상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75건 이상의 특허 출원 및 등록, 8건 이상의 국제표준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 
및 멤스 소자 제작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클림룸 및 측정실, 50종 이상의 공정 및 측정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5 11 18

 연구분야 
내용 당 검출 센서 적용처 사람

● 실시간 당 모니터링 센서
-  인체 내에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
기 위하여, 마이크로/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 이식형/패치형 무효소 바이오 센서
를 제작하고, 센서 위에 형성된 촉매 전극 상
에서의 혈당의 산화전류를 측정하여 체내 및 
소변에서 검출되는 당 수치를 장시간동안 연
속모니터링 하는 기술

내용 면역 센서 적용처 사람

● PSA 검출 나노센서
-  표면적이 극대화 된 환원 그래핀옥사이드

(reduced graphene oxide) 위에 Au, Pd, Pt 등
의 나노입자를 전기화학적으로 형성하고,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항체를 고정화
하여, differenential pulse voltammetry 분석 
방법을 통해 저농도의 PSA를 짧은 시간 안에 
검출하는 기술

내용 환경 센서 적용처 사람

● 중금속 검출 나노센서
-  표면적이 극대화 된 환원 그래핀옥사이드(reduced graphene oxide)와 카본 나노
튜브(carbon nanotube)를 혼합하여 센서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ex-situ 
및 in-situ 기반의 비스무스 입자를 이용하여, 물 또는 피, 땀과 같은 액체 내에 녹
아있는 저농도의 여러 종류의 중금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동시 측정하는 기술

내용 생리학적 신호 검출 센서 적용처 사람 

● ECG/EMG 모니터링 웨어러블 센서
-  신축성을 가지는 전도성 소재 및 표면 거칠
기를 증가시킨 소재를 활용하여 높은 정확
도를 가지고, 휴대가 가능한 웨어러블 ECG/
EMG 모니터링 기술

광운대학교
Micro and Nano Devices and Packaging Lab



133

광
운
대
학
교

대학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Trimetallic Pd@Au@Pt nanocomposites platform on -COOH terminated reduced 
graphene oxide for highly sensitive CEA and PSA biomarkers detection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Accepted

A flexible and highly sensitive capacitive pressure sensor based on conductive fiber 
with microporous dielectric for wearable electronic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Accepted

Gold Nanoparticles Assembled Chemically Functionalized Reduced Graphene Oxide 
Supported Electrochemical Immunosensor for Ultra-Sensitive Prostate Cancer Detection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2017.04

Plain to point network reduced graphene oxide-activated carbon composites 
decorated with platinum nanoparticles for urine glucose detection

Scientific Reports 2016.09

A Fully Integrated and Miniaturized Heavy-metal-detection Sensor Based on Micro-
patterned Reduced Graphene Oxide

Scientific Reports 2016.02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인체 삽입형 플렉시블 바이오센서, 및 그 제작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2.01 10-1703948

패치형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11.21 10-1679777

환원 그래핀옥사이드의 미세 패터닝 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11.10 10-2016-0149578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 및 이의 현탁액의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06.14 10-2016-0073631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뇨당 검출 장치 출원 대한민국 2016.05.02 10-2016-0054116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4.01 - 2022.03.31.
만성질환 자가 관리를 위한 비침습형 하이브리드 바이오센서 
기반이 웨어러블 스마트 패치 시스템 개발

미래부/한국연구재단

2012.06.01 - 2017.02.28.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체삽입형 생리기능 자동감시시스템 
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06.01 - 2016.05.31. 스마트 헬스케어용 블루투스 기반 뇨당 측정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산학연협회

2013.09.01 - 2016.02.28.
BK21 플러스사업-스마트융복합 센서 및 창의적 응용기술 미
래 인재양성 사업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3.07.01 - 2014.09.30.
마이크로/나노 융합 감지 기술을 이용한 무선기반 연속 혈당 
자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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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승기, 박재형 연락처

연구실  031-8005-3607 / 031-8005-3640

이메일
 skilee@dankook.ac.kr

 parkjae@dankook.ac.kr

주요연구분야  마이크로팁 기반 바이오센서, LSPR 바이오센서, LIDAR 시스템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MEMS 마이크로미러 기반의 고출력 광원 스캐닝 광학계를 이용한 원격 탐사 LIDAR , 세포 내/외 생
체 신호 동시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 탐침 기반 patch-on chip 어레이 플랫폼, 표면 플라즈몬 산란 현상을 이용한 생체
분자 다중 측정 기술 개발중에 있으며, 박테리아 분리 및 농축 마이크로 유체 소자 구현을 위한 미세 공정기술 연구하
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2 2 4 1 2 11

 연구분야 
내용   마이크로팁 어레이 적용처  바이오센서

● 마이크로팁 기반의 바이오센서 연구
- 개별 특성 동시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팁 전극 어레이 개발 연구
- EEG (electroencephalogram)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팁 전극 개발 연구   
- 마이크로 템플릿 및 전극 일체형 마이크로 패치 클램프 어레이 제작 연구
- 식중독 균 검출을 위한 고농축 미세유체 채널 연구

내용  LSPR 바이오센서 적용처  바이오센서

● 표면 플라즈몬 산란현상을 이용한 생체분자 다중측정 기술의 개발
- LSPR 및 SERS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SPS (surface plasmon scattering) 나노 프로브의 개발 및 다중검출 연구
- 대면적 측정을 위한 광섬유 측정시스템의 구현 및 체외 검출을 비롯한 세포수준 검출, 체내 검출 응용 연구

내용 LIDAR 적용처  원격 탐사

● 스캐닝 마이크로미러를 이용한 LIDAR 시스템 
- 고출력 광원 반사용 다층유전박막 마이크로미러 연구
- 마이크로미러 구동성능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웨이퍼 단위 패키징 기술

단국대학교
Nano and Micro Systems Group



135

단
국
대
학
교

대학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Superhydrophobic properties of a hierarchical structure using a silicon micro-tip array 
decorated with ZnO nanowires

Current applied physics 2014.05.01

High-density through-wafer copper via array in insulating glass mold using reflow proces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5.04.01

Fabrication and measurement of microtip electrode array with self-aligned integrated 
dual conductive electrode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6.01.15

Fabrication of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sensor based on optical fiber and 
micro fluidic channel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7.02.01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icro dissolved oxygen sensor-activated on 
demand using electrolysi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7.0.013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마이크로팁 구조물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4.03.12 10-1376012

마이크로 탐침 어레이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04.01 10-1610441

Microbial fuel cell comprising a microprobe array 등록 미국 2016.08.30 US 9,431,671 B2

정자기력 구동 스캐닝 마이크로미러 등록 대한민국 2016.12.05 10-1685249

용존산소 계측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1.20 10-1700478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0.06.01 - 2012.05.31
단일세포기반 고효율 자기유지형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환경부

2010.05.01 - 2013.04.30
웨이퍼 관통 연결구조를 이용한 저손실, 고신뢰성 초고주파 
RF MEMS 웨이퍼 단위 패키징 기술의 개발

교육부

2013.06.01 -  2016.05.31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WSN 기반 용존 산소량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부

2013.06.01 - 2016.05.31 3차원으로 배양된 세포들의 개별 특성 동시 측정을 위한 다단 
마이크로 탐침 전극 어레이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1.07.01 - 2017.02.28 표면 플라즈몬 산란 현상을 이용한 생체분자 다중측정 기술의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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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회준 연락처

연구실 053-785-6221

이메일 joonkim@dgist.ac.kr

주요연구분야 온도/열 센서, 레조네이터 센서, 자기장 센서, 환경 센서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은 미세 발열소자를 기반으로 한 초민감성 온도 및 열 센서와 압전 MEMS 레조네이터를 이용하여 자기장 및 
다기능 환경센서 개발을 목표로 하며, 또한, 기존 반도체 공정에 최적화된 나노소재 합성 및 공정법을 개발하여 나노
소재 기능 향상 및 융합소자 실용화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3

 연구분야 

내용 열감지 센서 적용처 물성 분석, 환경센서

● 미세발열체 기반 열감지 센서
-  도핑을 통해 실리콘 줄히터를 AFM 캔틸레버와 마이크로히터 형태로 구현하고, 뛰어난 열기능 (가열 및 냉각, 1ms 이내 1000도 이상 
가열가능)을 바탕으로 나노공정/패터닝, 신소재의 열 물성치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초민감성 열 및 온도 감지에 사용

내용 레조네이터 센서 적용처
물성 분석, 환경센 휴대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서

● 압전 레조네이터 센서
-  압전물질인 AlN을 기반으로 한 MEMS 레조네이터를 제작하며, 자성물질 융합을 통해 휴대기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
는 초소형, 초민감성 다축 자기장 센서 개발을 연구하고, 또한 레조네이터 표면처리를 통해 가스/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센서 개발을 
목표로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노소재 및 소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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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나노소재 융합센서 적용처 반도체, 환경센서

●  나노 다이아몬드, 그래핀, 나노와이어 등 다양한 나노소재의 합성 및 공정법 개발과 다양한 물성치 측정법 개발을 통해 다양한 응용분
야의 나노소재 융합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탐침이 탑재된 실리콘 AFM 캔틸레버, 그래핀 코팅 프로브 어레이 등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The Impact of Damping on Flicker Frequency Noise of AlN Piezoelectric MEMS Resonators JMEMS 2017

Temperature-Stable Piezoelectric MEMS Resonators using Integrated Ovens and 
Simple Resistive Feedback Circuits

JMEMS 2016

Three-Dimensional Integration of Graphene via Swelling, Shrinking and Adaptation Nano Letters 2015

Batch Fabrication of Transfer-Free Graphene Coated Microcantilevers IEEE Sensors Journal 2015

Parallelization of Thermochemical nanolithography Nanoscale 2014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0.01.01 - 2019.12.31 전기적 방법에 의한 뇌손상 재활 및 대체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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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현석 연락처

연구실 02-2260-3996

이메일 hyunseokk@dongguk.edu

주요연구분야  자외선 센서, 가스 센서, 열전 센서, 반도체 센서

연구실소개

미세공정 기술과 MEMS 기술과의 융합은 다양한 조합과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MEMS, 그리고 
나노 기술 기반의 고감도 센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높은 정밀도, 빠른 반응시간, 초소형화, 저전력화가 가능
한 다양한 센서 재료 및 구조 연구가 요구됩니다. 
메탈릭 입자 (quantum dots) 및 나노구조체 (nanorod, nano-needle, nano-flower, nanotube)를 이용한 미세공정법을 연
구하고, 열전, 압전, 가스, 자외선, 광전, 바이오, 화학 등이 탐지 가능한 고감도 고효율 저전력 다차원 반도체 소자 연구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3 4 3 1   11

 연구분야 

내용 자외선 센서 적용처 의료, 건강, 환경, 안전

-  차세대 광학적 생체조직 감지용 유연성 기판 기반 고감도 자외선 감지소
자를 연구 및 개발 중이며, 본 반도체 기반 센서 기술은 생체조직 검사 기술
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진단 기기로의 의료산업, 초기 화재 감지, 환경 감지 
모니터링, Skin health 모니터링, 수질 오염 관측 등에 활용 가능

내용 센서 신호 비동기화 적용처  환경 및 안전

● 센서신호 상호 작용 현상 분석를 통한 센서신호 decoupling
-  특정 물리/화학량 감지를 목적으로 하는 센서의 출력값이 다른 물리/화학
량 또는 환경 요인인 온도 및 습도에 의존하여 출력값이 변하며, 이러한 현
상을 보정하여 정확한 측정값 제공, Linear/Nonlinear 보정 알고리즘 설계 
및 정확도 분석을 수행

내용 반도체 센서 적용처 반도체 센서

●  다양한 나노구조체의 크기, 형상, 구조 분석을 통한 열전, 압전, 가스 센서 소
자 설계

-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광전소자, 나노로드를 이용한 스위칭/메모리/센서 소
자, Marco Shuttle 소자, Q-dot을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 및 고속 스위칭 소
자, 측정 분석을 통한 NDR 효과, Back gate FET를 이용한 나노안테나 효과, 다
양한 기판위에 나노구조체 형성 기술 및 미세공정법, Supercapacitor 제작을 
위한 나노입자 Oblique Angle 증착 공정 기술 등 나노구조체를 이용하여 고
감도 고성능 센서 소자/재료/공정/설계 원천기술 개발 진행 중

동국대학교
나노전자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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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n enhanced electrochemical and cycling properties of novel boronic Ionic liquid 
based ternary gel polymer electrolytes for rechargeable Li/LiCoO2 cells

Scientific Reports 2017.09.11

Growth Method-Dependent and Defect Density-Oriented Structural, Optical, 
Conductive, and Physical Properties of Solution-Grown ZnO Nanostructures

Nanomaterials 2017.09.10

A rapid one-pot synthesis of novel high-purity methacrylic phosphonic acid (PA)-based 
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 (POSS) frameworks via thiol-ene click reaction

Polymers 2017.05.27

Facile route to NiO nanostructured electrode grown by oblique angle deposition 
technique for supercapacitor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6.07.13

Microwave-assisted Facile and Ultrafast growth of ZnO Nanostructures and 
Proposition of Alternative Microwave-assisted Methods to Address Growth Stoppage

Scientific Reports 2016.04.22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자외선 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11.09 10-2016-0149043

자외선 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11.09 10-2016-0149045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4.01 - 2019.03.31 (주관) LIFS 차세대 광학적 생체검사용 유연기판 기반 ZnO  
나노구조 1000A/W급 고감도 자외선 감지소자 원천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10.01 - 2019.11.30 (참여) 오픈플랫폼을 고려한 지능형 멀티모달 처리 SoC 모듈 
서비스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06.01 - 2020.05.31 (주관) 메탈입자를 이용한 전자 이동 제어 다차원 나노전자기
계 트랜지스터 구조 및 미세공정 연구

교육부

2015.05.01 - 2016.04.30 (주관) 스마트 글래스용 생체기능 활성화 모듈개발 중소기업청

2015.04.01 - 2015.11.30 (주관) 산화아연 나노로드 구조 기반 열전 센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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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송민규 연락처

연구실 02-2260-3824

이메일 mksong@dongguk.edu

주요연구분야 CMOS 이미지센서, 이미지센서용 아날로그회로설계

연구실소개
이미지센서는 휴대폰이나 자동차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됩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미지센서의 아날로그파
트, 디지털 파트,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등 픽셀을 제외한 모든 회로를 설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 하이닉
스, 동부하이텍, LG 디스플레이등의 회사와 긴밀히 산학협력을 통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2 4 7 2 0 15

 연구분야 

내용 CMOS 이미지센서 적용처 휴대폰

● CMOS Image Sensor (이하 CIS)
-  센서 내부에는 픽셀에서 나온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어 주는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 가 필수적으로 삽입됨 기존의 
column-parallel ADC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single-slope ADC (이하 SS ADC)는 면적이 작고 저전력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나 SS ADC 는 
10-bit 이상의 해상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동작속도가 낮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two-step single-slope ADC (이하 TS SS ADC) 가 
사용되지만, 기존의 TS SS ADC 는 coarse ADC  와 fine ADC 간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큰 문제점을 갖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스
매칭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4-input comparator를 제안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하면 14-bit 이상의 해상도 구현 가능

동국대학교
시스템IC설계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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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국
대
학
교

대학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Multi-Resolution Mode CMOS Image Sensor with a Novel Two-Step Single-
Slope ADC for Intelligent Surveillance Systems

Sensors(IF : 2.66) 2017.07

Front end optimization for the monolithic active pixel sensor of the ALICE 
Inner Tracking System upgrade

Journal of Instrumentation(IF:1.2) 2016.02

A CMOS Current-Steering D/A Converter with Full-swing Output Voltage and 
a Quaternary Driver

IEEE Trans on CAS II(IF:1.4) 2015.05

A High Speed CMOS Image Sensor with a Novel Digital Correlated Double 
Sampling and a Differential Difference Amplifier”

Sensors(IF : 2.66) 2015.03

A Two-Step A/D Conversion and Column Self-Calibration Technique for Low 
Noise CMOS Image Sensors”

Sensors(IF : 2.66) 2014.07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IMAGE SENSORS, METHODS OF OPERATING THE SAME, 
AND IMAGE PROCESSING SYSTEMS INCLUDING THE SAME

등록 미국 2016.11.29 14/790,901

다중 모드 해상도를 갖는 CMOS 이미지 센서 등록 한국 2016.06.10 10-1631061 

가변 해상도를 갖는 저전력 CMOS 이미지 센서 등록 한국 2016.05.09 10-1621048

고해상도 씨모스 이미지센서 출원 한국 2017.07.12 10-2017-0088563

홍채인식을 위한 단일비트 CMOS 이미지센서 출원 한국 2016.08.04 10-2016-0099314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5 - 2016.04 (주관) 200dB 광대역을 갖는 14-bit 고해상도 CMOS Image Sensor 설계 교육부

2014.09 - 2016.08 (참여) 가변해상도 기능을 갖는 저전력 CMOS 이미지센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7.07 - 2019.12 (참여) 차세대 저전력 Always-On 이미지센서의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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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범진욱 연락처

연구실 02-716-1761

이메일 burm@sogang.ac.kr

주요연구분야 온도센서, 이미지센서, 방사능센서, 자동차용 센서

연구실소개 다양한 형태의 센서를 Si기반의 CMOS회로로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7 3 1 13

 연구분야 

내용  이미지 센서 적용처 핸드폰, 자동차

● 저전력 고속 이미지센서 
- 고속 이미지 센서로 WDR (wide dynamic range 구현 가능)
- 2Step 구조를 사용하여(Coarse, Fine) error correction 가능
- Frame rate : 320 fps, ADC Resolution : 12 bit, Dynamic Range : 75 dB

내용 온도센서 적용처 범용 

● Time domain 저전력 온도센서
- Time domain 구조 사용으로 저전력 & 저면적 온도센서 구현 가능
- Delta-Sigma TDC 구조로 OSR증가할수록 높은 온도 Resolution 가능
-  Power Consumption : 480nW, 온도 Resolution : 0.1 ℃,  
온도 Error : ±0.99 ℃(-20 ℃ ~ 80 ℃)

내용  방사능 및 단광자 센서 적용처  핸드폰 적용 및 범용

● Time domain 저전력 온도센서
-  미약한 광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Gieger mode에서 동작하는 SPADs 회로 
구현

- R-type, C-type Bias Quenching Circuits으로 Small Size 구현(Fill Factor 향상)
- dead time : 50ns ~ 10us(adjusting the bias voltage), area : 300㎛2

서강대학교
Microelectronic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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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학
교

대학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n Energy-Efficient Frequency Domain CMOS Temperature Sensor with Switched 
Vernier Time-to-Digital Conversion

IEEE　Sensors Journal 2017.05.15

High Frame Rate VGA CMOS Image Sensor using Non-Memory Capacitor Two-Step 
Single Slope ADCs

IEEE TCAS Ⅰ 2015.09.01

High Frame Rate VGA CMOS Image Sensor using Three Step Single Slope Column-
Parallel ADCs

JSTS 2015.02.28

Improved Cirsuits for Single-photon Avalanche Photodiode Detectors JSTS 2014.12.30

A 13.5-mW 10-Gb/s 4-PAM Serial Link Transmitter in 0.13-µm CMOS Technology IEEE TCAS Ⅱ 2014.09.01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메모리 커패시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 센서용 2 단 싱글 슬로
프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High Frame-Rate VGA CMOS Image 
Sensor using Non-Memory Capacitor Two-Step Single-Slope ADCs

등록 대한민국 2017.06.19 1.0175E+12

커패시터 통신에서의 수신단 구조(Receiver structure for though-
capacitor communication)

등록 대한민국 2017.05.02 1.01734E+12

램프신호 발생기, 이를 구비한 A/D 컨버터 및 이미지 센서(RAMP 
GENERATOR, A/D CONVERTER AND IMAGE SENSOR THEREWITH)

등록 대한민국 2017.03.31 1.01724E+12

커패시티브 통신에서 M-PHY의 모든 신호레벨을 전달하기 위
한 시스템(System for transferring all M-PHY signals in capacitive 
communication)

출원 대한민국 2015.08.07 1.02015E+12

온도 센서 보정 장치, 온도 센서 및 온도 센서 보정 방법
(Temperature sensor correcting device, temperature sensor, and 
temperature sensor correcting method)

출원 대한민국 2014.11.24 1.02014E+12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7 - 2021.12 (주관) 고속 응답/고속 스위칭 DC-DC Converter 설계 기술개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04 - 2018.12 (참여) 스마트 카 및 디바이스를 위한 Hall Effect 센서 반도체 개발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6 - 2017.05 (참여)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위한 융합형 전력 관리 플
랫폼 및 솔루션 개발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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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임신일 연락처
연구실 02-940-7746

이메일 silim@skuniv.ac.kr

주요연구분야 데이터 변환기, 선형 정류기(LDO), 저 잡음 증폭기, 센서 접속 회로

연구실소개
제 4차산업의 주요기술인 IoT의 등장 및 CMOS 공정의 미세화로 인한 저 전력 및 저 면적을 갖는 회로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는 고성능 저 전력 SoC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저 전력 데이터 
변환기, 고성능 선형 정류기, 저 잡음 증폭기 및 센서 접속 회로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2     4

 연구분야 
내용  Biochemical sensor interface 적용처 혈당측정센서, 산소포화도측정센서

● 생화학센서 접속 회로
-  기존의 생화학센서 접속 회로는 다수의 수동소자 및 다수의 연산증폭기를 
포함하며, 이로 인한 소자 간 부정합, 회로의 안정도 문제가 발생함. 또한, 
전력 소모 및 비교적 큰 면적을 차지함. 본 연구실에서는 하나의 차동차이
증폭기를 이용하여 센서 접속 회로를 구성하여 기존에 발생했던 소자간의 
부정합과 회로의 안정도를 향상시켰고, 저 전력 및 저 면적으로 설계함

내용 센서 접속 회로용 ADC 적용처
 생체신호용 센서 접속 회로,  
온도 습도 센서 접속 회로

● 저 전력 저 면적 증가형 데이터변환기
-  센서 접속 회로 및 고 해상도를 요구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사용되는 
시그마-델타 ADC는 Noise shaping을 위한 디지털 필터의 규모가 매우 커 
칩 내부에서 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본 연구실에서는 디지털 필
터를 간단한 누산기로 대체 가능한 시그마-델타 ADC 기반의 저 전력 저 면
적 증가형 14b ADC를 설계함

내용 센서 접속을 위한 저 잡음 증폭기 적용처
 생체신호용 센서 접속 회로, 
환경 센서 접속 회로

-  미세한 센서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증폭기의 저역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
한 초퍼-안정화 기법을 적용한 정전 결합 구조의 계측 증폭기를 설계함. 생
체 신호 측정을 위한 입력 오프셋 제거 루프 및 입력 저항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정궤환 루프를 적용함. 또한 큰 저항을 저 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모스 
소자를 이용한 슈도 저항을 사용하였고, SoC를 위해 하이-폴리 저항을 이
용한 칩 내 저역 필터를 구현함

서경대학교
집적회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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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CMOS 소자로만 구성된 1V 이하 저전압 저전력 기준전압 발생기 전기전자학회 2016.06

A 12-bit 100kS/s SAR ADC for Biomedical Applications IJUNESST 2016.08

An External Capacitor-Less High PSRR Low-Dropout Regulator with Enhaced Transient Response IJCA 2016.08

내장 필터를 갖는 15b 고해상도 혼합형 A/D 변환기 센서학회(JSST) 2017.09

생체 신호 측정용 저 잡음 저 전력 용량성 계측 증폭기 센서학회(JSST) 2017.09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전압-전압 가변 이득 증폭기 등록 대한민국 2016.08.02 10-1646760

CMOS 기준전압발생기 출원 대한민국 2016.11.24 10-2016-0157687

차동 차이 증폭기를 이용한 직류 파라메터 측정 유닛 등록 대한민국 2016.12.26 10-1691520

이중 샘플링 기법과 적은 에너지 소모 스위칭 기법을 이용한 연속
근사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등록 대한민국 2016.11.28 10-1681942

연속근사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의 변환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03.10 10-1603892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06.01 - 2017.05.31 (주관) 사물인터넷 기반 영상보안용 초저전력 SoC 핵심 IP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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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종호 연락처

연구실 02-880-1727

이메일 jhl@snu.ac.kr

주요연구분야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 센서 어레이 및 회로, 뉴로모픽 기술의 융합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초소형, 저전력, 고신뢰성의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2 4 0 7

 연구분야 

내용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 적용처 IoT, 산업체

-  제어전극과 수평방향으로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를 가져 비휘발성 메모리 기능을 가지므로 센서의 보정이 가능하고, 제어전극과 플로
팅 전극 사이에 감지물질을 형성해 다양한 감지물질을 실리콘 채널의 오염없이 적용 가능

-  CMOS 공정을 통해 5장의 마스크만을 이용하여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 제작이 가능하고, 동일공정을 사용하여 같은 기판 상에 다양한 
감지기구 (일함수형, 용량형, 저항형)의 융합을 통해 고 신뢰성의 센서를 제작 가능

-  초소형 히터를 내장하여 감지 물질 주변만 가열이 가능한 초소형 초저전력 히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펄스 측정방식을 이용
하여 전력소모를 줄이고, 감지 특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중임

내용 센서 어레이 및 회로 적용처 IoT, 산업체

- 별도의 마스크 추가 없이 감지 재료 및 감지 기구를 융합하여 어레이를 제작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신뢰성 높은 다중가스 검출
- 일반적으로 FET형 가스센서의 출력 값이 전류로 얻어지게 되는데 전압으로 바꿔주는 증폭기를 동시에 제작이 가능함 
- 수 pbb 수준의 극미량의 가스를 검출하기 위해 외부 노이즈를 줄이는 회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서울대학교
반도체 재료 및 소자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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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뉴로모픽 기술 융합연구 적용처 IoT

-  IoT 시대에는 많은 모바일 기기들에 센서가 내장되어야 하고 저전력, 소형화가 필수인데, 학습 기능까지 담기 위해서는 뉴로모픽 기술
과의 융합이 꼭 필요함

-  인간의 신경망도 시각 및 후각 등의 감각 센서 신호를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센서와 뉴로모픽,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의 
융합은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센서와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 뉴로모픽 소자, 그리고 디지털 컨트롤러를 하나로 통합하여 뉴로모픽 기반 초저전력 인기 가스센서의 
플랫폼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중임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Wide Detection Range Mercury Ion Sensor Using Si MOSFET Having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as a Sensing Layer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2017.07

Pulse Biasing Scheme for the Fast Recovery of FET-Type Gas Sensors for Reducing Gases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2017.07

Effect of a pre-bias on the adsorption and desorption of oxidizing gases in FET-type sensor Sensors and Actuators B 2017.01

Highly Improved Response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of Si FET-type Gas Sensor 
Using Pre-bias

2016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2016.12

Highly selective ZnO gas sensor based on MOSFET having a horizontalfloating-gate Sensors and Actuators B 2016.04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FET-type sensor array 출원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06.02 US 15 612,440 

Pulse Method for FET-type Sensor Having Horizontal Floating Gate 출원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06.02 US 15 612,384

FET형 가스센서 어레이 출원 대한민국 2017.06.01 10-2017-0068247

수평형 플로티이 게이트를 갖는 FET형 센서의 펄스 구동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7.06.01 10-2017-0068246

수평형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3차원 핀펫형 가스 감지소자 등록 대한민국 2015.02 10-1495627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6 - 2021.05 뉴로모픽 기반 초저전력 인지 가스센서 플랫폼 한국연구재단

2011.09 - 2016.06 초저전력 초소형 나노소자 및 재구성 가능 3차원 집적 시스템 한국연구재단

2008.09 - 2015.02 기능성 소재 기반의 가스 감지 소자 제조 및 집적 공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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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박태현 연락처
연구실 02-880-8020

이메일 thpark@snu.c.kr

주요연구분야
질병진단용 바이오전자코, 독가스 및 환경오염 감지용 바이오전자코, 식품오염 및 신선도 감지 바이오전자코, 단맛 
및 쓴맛 감지 바이오전자혀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인간의 후각과 미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고 후각 및 미각 수
용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냄새분자 및 맛 물질들에 대한 구별능력과 감도가 뛰
어나고 휴대 가능한 다양한 바이오전자코와 바이오전자혀의 개발을 하고 있습
니다. 바이오전자 코와혀는 1차 신호전달자로 생물학적 소자인 인간의 후각 수
용체와 미각 수용체를 사용하여 감지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구별능력을 극
대화 하였고 2차 신호전달자로 다양한 나노소자를 사용하여 민감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시켜서 질병진단. 
환경오염 모니터링, 식품산업, 공공안전 및 군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바이오센서인 바이오전자코와 바이오전자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7 7 5 20

 연구분야 
내용 질병진단용 바이오전자코 적용처 질병진단

-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특이적으로 감지하는 질병 진단용 바이오전자코로 특히 
암, 당뇨병, 심장질환, 결핵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센서 개발중

- 휴대가능한 형태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반인이나 환자가 손쉽게 질병의 유무를 자가 진단

질병 진단용 바이오전자코

내용 식품 오염 및 신선도 바이오전자코 적용처 실생활 및 식품산업

-  본 연구실의 식품 오염 및 신선도를 측정하는 바이오전자코는 실생활에서 가공식품, 농·축·수
산물의 오염, 부패 및 신선도를 측정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안전도를 직접 측정하여 가족의 건
강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산업에서 제조된 식품의 quality control에도 사용

식품 오염 및 신선도 측정용 바이오전자코

내용 환경오염 모니터링용 바이오전자코 적용처 수질 및 대기 오염 모니터링

-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특히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미세먼
지 포함)과 같은 인류의 건강 및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오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수질 및 
대기의 질을 조기에 분석함으로써 심각한 오염에 대한 예방 및 조치가 가능

환경오염 모니터링용 바이오전자코

서울대학교
세포 및 미생물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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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Bioelectronic nose : An emerging tool for odor standardization Trends in Biotechnology 2017.04.01

Duplex bioelectronic tongue for sensing umami and sweet tastes based on human 
taste receptor nanovesicles

ACS Nano 2016.08.23

Bioelectronic nose using odorant binding protein-derived peptide and carbon nanotube 
field-effect transistor for the rapid assessment of salmonella contamination in food

Analytical Chemistry 2016.12.06

Real-time monitoring of geosmin and 2-methylisoborneol, representative odor 
compounds in water pollution using bioelectronic nose with human-like performance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5.12.15

Coupling of olfactory receptor and ion channel for rapid and sensitive visualization of 
odorant response

Acta Biomaterialia 2015.08.01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이종이합체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포함하는 나노베지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기반 미각 센서, 
이의 제조 방법

출원 미국 2016.08.11 US2016/0231316A1

미각 수용체 기능화된 탄소 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기반 
미각센서 및 이를 포함한 고선택성 바이오 전자혀

등록 대한민국 2016.12.01 10-1684620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포함하는 나노베시클이 고정화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이를 포함하는 수질 측정용 바이오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6.07.01 10-1637530 

이종이합체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포함하는 나노베지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기반 미각 센서, 
이의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10.01 10-1558470 

후각 수용체 및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기반 암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5.02.06 10-1493065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11.01 - 2017.10.31
후각 메커니즘에 기초한 센싱 시스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후
각 표준화 시스템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2009.05.01 - 2014.02.28 인간 후각 수용체에 기반한 나노 후각 시스템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2009.07.10 - 2014.06.30 진단용 후각/미각 수용체 제조 및 수용체 기반 센서용 나노융합구조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0.08.16 - 2015.07.31 인간의 후각/미각 수용체를 이용한 식품의 오염도 검출기술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4.03.01 - 2016.12.31 파장 구분이 가능한 다종 광수용체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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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장호원 연락처

연구실 02-880-1720

이메일 hwjang@snu.ac.kr

주요연구분야 가스센서, 물분해, 멤리스터, 광센서, 나노전자소자, 에너지소자, 스마트윈도우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은 금속 산화물과 2D 물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하여 나노구조체화, 촉매 장식, 이종 접합 형성 등을 통
해 각 물질의 특성을 극대화 및 최적화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스센서, 물분해 광전극, 광센서, 멤리스터 등에 적용하
여 뛰어난 디바이스 성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7 20 2 30

 연구분야 
내용 금속 산화물 나노 구조체 기반 반도체식 가스센서 적용처 IoT

-  여러 구조체 (대나무, 산호, 돔, 튜브)를 형성하여 가스 센싱이 보다 민감하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조체 형성
과 더불어 표면 촉매 장식을 통해 각종 가스에 고감도 고선택성 가스 센서를 제작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 차세대 기술인 IoT, 착용가능
한 디바이스 등에 적용될 수 있음

내용 2D 물질 기반 반도체식 가스센서 적용처 IoT

-  2D 물질의 특성인 단일 원자층 구조를 이용해서 가스 분자들의 흡착과 탈착을 용이하게 만들어 저온에서의 가스를 측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대표적인 물질로는 그래핀과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가 있으며 그래핀은 가스 흡착성이 좋고 투명성, 유연성이 있고 전
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는 적당한 밴드갭 에너지의 존재와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음

서울대학교
Oxide Nanostructures & Nanoelectronics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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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Vertically ordered SnO2 nanobamboos for substantially improved detection of 
volatile reducing gase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2015.07.13

Self-Activated Transparent All-Graphene Gas Sensor with Endurance to 
Humidity and Mechanical Bending

ACS Nano 2015.08.30

Ultrasensitive reversible oxygen sensing by using liquid-exfoliated MoS2 
nanoparticle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2016.03.20

Synergetically Selective Toluene Sensing in Hematite-Decorated Nickel Oxide 
Nanocorals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2016.12.22

Chemically Fluorinated Graphene Oxide for Room Temperature Ammonia 
Detection Capability at ppb Level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2017.08.1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High-sensitivity transparent gas senso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등록 미국 2014.07.22 8,785,924

상온에서 구동 가능한 가스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4.07.29 10-2014-0096599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가스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4.07.29 10-2014-0096600

불소 원자가 결합된 그래핀 산화물을 포함하는 가스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4.10.29 10-2014-0148680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한 유연 투명 화학 센서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5.05.14 10-1500671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6.01 - 2016.05.31 산화물 2차원 전자가스 기반 고점멸비 소자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4.09.01 - 2016.06.30
모바일 실시간 환경모니터링용 2차원 나노물질 기반 고감도·
고신뢰성·저소비전력 화학 센서 어레이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5.08.01 - 2017.07.31 TMC물질 기반 저소비 전력 센서 어레이 제작 기술 LG디스플레이

2016.06.01 - 2017.02.28 기능성 그래핀 산화물 및 그래핀 기반 응용 소자 기술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7.04.01 - 2026.03.31 2차원 소재 기반 후·미각 센서 어레이 제작 및 시각화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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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전국진 연락처

연구실 02-880-1811

이메일 kchun@snu.ac.kr

주요연구분야 실시간 거리 측정 센서, 미세먼지측정 센서, 그래핀을 이용한 열 배출

연구실소개

초소형 모듈의 제작에 요구 되는 마이크로 센서 및 엑츄에이터, MEMS 소자, 나노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MEMS 기술
을 사용한 각종 센서 및 RF 시스템, 생체 시스템, 패키지 기술등을 연구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용 실시간 거리 측정 센서, 미세 먼지 물질 검출 센서, 노드 전원 공급용 진동 에너지 하베스터, 삼차원 
집적회로의 열 배출을 위한 패키지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3

 연구분야 

내용  실시간 거리 측정 센서 적용처 자동차

-  단일 카메라에 가변조리개를 이용한 ADAS용 영상 및 거리 동시 측정 센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의 충돌방지경고, 사각
지역 검출, 비상정지, 보행자 검출 및 거리인식, 전후방 자동차검출, 주차 보조, 자동주차 및 자율주행에 활용 가능

내용 미세 먼지 측정 센서 적용처 자동차

● 미세먼지측정 센서
-  100nm 이하의 미세 입자인 PM은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전체 발생량 중 65% 가량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실의 PM센서
는 히터와 일체화된 전하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감도를 향상 시키고 재생성을 높임 

서울대학교
초미세기술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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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래핀을 이용한 열 배출 적용처 반도체 소자 

-  반도체 소자 열 배출을 위한 graphene 전사 및 열적 연구, Si위에 니켈을 증착 후, 그래핀을 성장시키고  온도센서를 형성한 구조로써 높
은 열전도도를 갖는 두꺼운 그래핀이 온도센서 구조 내에서 in-situ 쿨링과 온도 센싱을 동시 수행 가능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Cantilever arrayed blood pressure sensor for arterial applanation tonometry Nanobiotechnolog, IET 2014.03

In-Situ Heat Cooling using Thick Graphene and Temperature Monitoring with Single Mask Process
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2015.05

MEMS Tunable Aperture Driven by Electro-thermal Actuators IEEE SAS 2016 2016.04

Tunable Aperture controlled by Liquid Crystal Optical Switch ITC-CSCC 2016 2016.07

상용 PCB 공정을 이용한 RF MEMS 스위치와 DC-DC 컨버터의 이종 통합에 관한 연구 대한전자공학회지 2017.06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PARTICULATE MATTER SENSOR UNIT 등록 미국 2016.07.25 9494508

입자상 물질 센서유닛 등록 한국 2015.03.03 10-1500373

Partikelsensoreinheit 출원 독일 2013.12.18 DE102013114295

顆粒物質傳感器單元 출원 중국 2013.12.23 2.01311E+11

전자 제어 가능한 조리개 및 이를 이용한 전자 장치 출원 한국 2015.05.28 10-2015-0075297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6 - 2019.05 (주관) 가변조리개를 포함한 실시간 거리 측정용 초소형 MEMS 카메
라 센서 시스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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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혁재 연락처

연구실 02-880-1825

이메일 hjlee@capp.snu.ac.kr

주요연구분야 자동차용 물체 검출 센서, 물체 검출 알고리즘, 심도 센서, 영상 인식 센서

연구실소개

자율 주행 자동차 연구에서 주변 물체를 인식하는 연구는 필수적이고, 이를 다양하고 저렴한 센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여 기존의 LiDAR 센서를 활용한 물체 인식을 연구하여 카메라 센서와 합쳐 움직이는 물체를 검출하는 연
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영상 인식을 위한 영상 인식 센서와 이를 하드웨어 가속을 할 수 있도록 FPGA를 통해 구
현하고 실시간으로 고화질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2 0 15 16 1 34

 연구분야 

내용 자동차 LiDAR 센서 활용 적용처 자율주행 자동차

-  LiDAR 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ADAS용 움직이는 물체 검출(Moving Object Detection-MOD) 알
고리즘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 검출 및 거리인식, 전후방 자동차 검출 및 
거리인식, 주·야간 자율주행에 활용 가능 

내용 영상 인식 센서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적용처 자동차 영상처리

-  본 연구실에서는 Bayer pattern을 입력받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
발하여 1920x1080 해상도를 60fps에 처리할 수 있도록 FPGA로 구현하였음

 

내용 심도 이미지 추출 적용처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 주행 자동차를 위해 물체와의 거리 계산은 필수적이므로, LiDAR, Stereo camera 등의 센서를 활용하여 심도 이미지를 추출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음

서울대학교
컴퓨터 구조 및 병렬처리 연구실



155

서
울
대
학
교

대학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Complexity Reduction by Modified Scale-Space Construction in SIFT Generation 
Optimized for a Mobile GPU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Accepted

A hardware architecture for the affine-invariant extension of SIFT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Accepted

A Novel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Lucas-Kanade Optical Flow for Reduced Frame 
Memory Access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2016.06

Merge Mode Estimation for a Hardware-based HEVC Encoder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2016.01

Anomalous Trajectory Detection in Surveillance Systems Using Pedestrian and 
Surrounding Information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and Computing

2016.08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가우시안 스케일 공간 생성 단순화를 기반으로 한 특징점 추출  방법 및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6.26 10-1752742

병합 모드를 기반으로 한 영상 부호화 방법 및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5.08 10-1735798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4.01 - 2017.12.31 센서융합 기반 차량용 비전인식 신호처리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7.03.01 - 2017.12.31 3D 센싱 카메라 모듈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연구 중소기업청

2017.03.01 - 2018.02.28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7.01.01 - 2017.12.31
가전기기용 인식률 95%, 거절률 99% 이상의 음성인식 및  
전처리 ASIC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01.01 - 2017.11.30 Computational Imaging용 병렬처리 기술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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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내응 연락처

연구실 031-290-7398

이메일 nelee@skku.edu

주요연구분야
신체 모니터링 센서, 웨어러블 센서, 스마트 바이오 전자소자, 신축성 물리 및 생화학센서, 약물스크린닝용 센서 플랫
폼, 모바일진단 및 환경 모니터링

연구실소개
헬스케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웨어러블&스마트 바이오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
성능의 전기화학 및 광학 바이오센서 연구와 나노물질 기반의 신축성 물리, 화학, 생체 센서 연구를 통하여 약물스크린
닝용 센서 플랫폼, 모바일 진단,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한 웨어러블 및 스마트 바이오 집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2   4 15 1 22

 연구분야 

내용  부착형 신축성 물리 센서 적용처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 투명한 신축성 온도 및 변형률 감지 센서 
-  압저항 및 압전 나노복합체 기반의 신축성 투명 변형 감응 센서를 개발하여 피부의 변형 및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적 변화를 분
석해 신체의 움직임, 얼굴의 표정 변화, 눈동자의 움직임 또한 감지할 수 있는 피부착형 플랫폼을 개발함 

-  용액 공정을 이용하여 피부 온도에 높은 반응성을 갖는 신축성 온도 감지 센서를 제작하여, 변형률 센서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작하
고, 피부에서 도출되는 온도와 변형을 동시에 감지 및 분석함. 이는 앞으로의 헬스 케어, 로봇, 인터페이스, 전자피부 등의 기술 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신축성 광학소자 
-  다양한 검출·발광파장을 가지는 신축성 광검출기·발광다이오드 개발 및 외력에 의한 기계적 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자의 전
기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웨어러블 메디칼 센서에 적용하고자 함. 

● 신축성 터치패널 
-  터치와 압력에 따른 입력 신호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신축성 다기능 터치 패널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친화적인 정보 디스
플레이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구현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내용  신축성 바이오 센서 및 시스템 적용처  신체 부착형 의료진단 기기

● 신축성 바이오센서
-  생화학적 특정인자 (단백질, 기질, 이온, 세균 등)에 대한 감응도가 뛰어난 물질을 감지영역에 
기능화 및 고정함으로써 특이도 및 민감도가 향상된 신축성 바이오 센서 구현하고, 신축성 샘
플링 장치 등과 결합하여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신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 부착형 시스템의 
응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스마트 헬스 개념도

● 센서집적 바이오 시스템
-  신체의 다양한 변수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센서, 세포배양, 미세유체소자와 같
은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서 랩온어칩 및 micro-TAS (micro-total analysis systems)의 구현
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경성 또는 신축성 바이오센서 어레이, 미세유체소자에 대한 구현 및 
이를 패키징화 하는 연구를 진행함.

-  이와 같은 센서집적 바이오 시스템은 약물 스크린닝, 생체의료진단, 식품안전, 환경모니터링
과 같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음. 피부부착형 소자 어레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나노시스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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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 유해물질의 고정확성 다중검출 IoT 시스템 개발 적용처 식품 안전 검사

-  형광 증폭형 나노소재가 접목된 저가형 일회용 고정확성/초고감도 플라스틱 형광리포터 어레이칩 
기반 다중검출용 센서 카트리지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품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유해물
질(유해균 3종 및 유해화학물 3종)의 현장검출이 가능한 IoT 기반 휴대형 형광센서 시스템을 개발

-  IoT 시스템은 센서 카트리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소형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집적
된 형광리더기 광학계, 이미지 데이터처리 및 자동화 운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임베디드
된 컴퓨팅 보드 그리고 제어기기 송수신용 IoT 통신시스템의 핵심요소 기술 및 부품이 결합된 
stand-alone 휴대기기 형태로 개발

-  이종 타겟 물질이 동시에 검출 될 수 있도록, 이종 유해균에 대하여는 각각의 유해균에 특이적인 앱타머가 고정된 자성나노입자와 형광비
드를 동시에 사용하여 유해균 및 유해화학물질의 다중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검출기술 및 IOT 검출장치의 개발을 진행 중임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Stretchable, Transparent, Ultrasensitive, and Patchable Strain Sensor for Human-Machine 
Interfaces Comprising a Nanohybrid of Carbon Nanotubes and Conductive Elastomers ACS Nano 2015.04

Transparent Stretchable Self-Powered Patchable Sensor Platform with Ultrasensitive 
Recognition of Human Activities ACS Nano 2015.08

An All-Elastomeric Transparent and Stretchable Temperature Sensor for Body-
Attachable Wearable Electronics Advanced Materials 2016.01

Flexible and Stretchable Physical Sensor Integrated Platforms for Wearable Human-
Activity Monitoring and Personal Healthcare Advanced Materials 2016.06

An Omnidirectionally Stretchable Piezoelectric Nanogenerator Based on Hybrid 
Nanofibers and Carbon Electrodes for Multimodal Straining and Human Kinematics 
Energy Harvesting

Advanced Energy Materials 2017.09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고정확도 생화학물질 검출용 기판 및 양방향 시소 형광검출법 출원 대한민국 2017.02.02 10-2017-0014843

신축성 소자용 기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출원 미국 2016.09.07 US 15/258,329

압력과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형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5.09.04 10-1552461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2.02 10-1704901

마이크로 구조체를 포함하는 플렉서블 바이모달 센서 출원 미국 2016.07.01 US 15/200,293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8.01 - 2019.02.28
형광 디지털 이미징 기반 식품유해물질의 고정확성 다중검출 
IoT 시스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2016.06.01 - 2019.05.31
선택적 자극감응 증폭형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기반 고기능성-
다기능성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검지소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2017.03.01 - 2017.12.31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용 신축성 광학소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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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재준 연락처
연구실 052-217-2126

이메일 -

주요연구분야 집적회로, 센서 인터페이스, 헬스케어& 바이오 IC, 유무선 통신시스템

연구실소개
우리의 미래 라이프 스타일은 칩에 구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의 다양한 기술 동향을 연구했
습니다. 현재의 연구 주제에는 스마트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 의료 회로 / 시스템,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다중 가스 검출 회
로 / 시스템, 터치 / 지문 센서 인터페이스, 무선 트랜시버 및 데이터 컨버터를 포함한 다양한 아날로그 집적 회로입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4 6 12

 연구분야
내용 바이오메디컬 & 헬스케어 적용처 의료장비 및 신호처리IC

● 인체신호감지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신호처리 집적회로를 이용한 ECG,EMG/Body composition/ 
Temperature/Respiration/Motion sensing 에 대한 감지 인터페이스 설계 및 
감지기술 보유

내용 환경센서 적용처 자동차 및 방재시스템

● 가스감지 시스템
-  자체 개발한 ADC 및 RDC/CDC를 이용한 가스 및 온습도 감지인터페이스IP 
보유, 시스템 개발

울산과학기술원
Convergence Semiconductor Design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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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wireless ExG interface for patch-type ECG holter and EMG-controlled robot hand Sensors 2017.08

A Reconfigurable Readout Integrated Circuit for Heterogeneous Display-based Multi-
Sensor Systems

Sensors 2017.04

A Multi-Sensor Mobile Interface for Industrial Environment and Healthcare Monitoring
IEEE Transactions on
Industial Electronics

2017.03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멀티 센싱 리드아웃 회로 출원 대한민국 2017.07.20 10-2017-0091809 

차동모드로의 변환을 통한 고성능 저항 감지기 출원 대한민국 2017.04.19 10-2017-0050260

다중채널 저항형 가스센서 시스템 출원 대한민국 2017.01.17 10-2017-0008084

생체신호 보정장치 및 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10.11 10-2016-0131237

복합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02.05 10-2016-0015140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7 - 2019.06
공중부유형 다종 나노소자 기반 초소형 유해가스 센서 시스템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04 - 2019.03 패치형 헬스케어 7종 복합센서 소자 및 플랫폼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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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고현협 연락처

연구실 052-217-2532

이메일 hyunhko@unist.ac.kr

주요연구분야 촉각 센서, 온도 센서, 진동 센서, 화학 센서

연구실소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금속 나노와이어, Ⅲ-Ⅴ 화합물 반도체와 같은 무기 소재와 점탄성 고분자, 기능성 고분자 등의 유
기 소재를 생체모사 구조 및 마이크로, 나노구조로 제어하여 각종 센서 및 트랜지스터 소자, 광학, 의료 기기로 활용하는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 손의 구조 및 기능을 모사한 다기능성 촉각 센서, 벌집 구조를 모사한 전방향 감지의 광 센서, 문어 빨판의 
기능과 구조를 모사한 스마트 접착 패드 및 압전 및 마찰 전기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3 4 11 3 22

 연구분야 

내용  촉각 센서 적용처 인공 전자 피부, 착용형헬스케어 기기

● 동적/정적 촉각, 온도 및 질감 센서
-  다양한 촉각 자극을 민감하게 구분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손가락의 피부를 모사하여 압전, 압저항, 초저항의 다양한 구동 방식으로 동
적/정적 촉각 및 온도를 구분 감지할 수 있는 촉각 센서를 개발함. 본 연구에서는 사람 손가락의 기능 뿐 아니라 진피-표피 맞물림 구조
를 모사하여 매우 높은 민감도를 구현하였으며, 손가락의 지문 패턴 구조를 모사하여 질감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 센서를 개발함. 이 
촉각 센서는 인공 전자 피부, 인공 보철, 착용형 헬스케어 기기에 활용 가능함

내용 광 센서 적용처 착용형 헬스케어 기기

-  벌집 구조를 모사하여 각도에 상관없이 전방향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광 센서를 개발함. 본 연
구에서 개발된 광 센서는 굽힌 상태에서도 민감도가 유지되고 UV 및 가시광선의 빛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UV 감지용 웨어러블 센서, 인공 망막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울산과학기술원
기능성 나노소재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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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Bioinspired interlocked and hierarchical design of ZnO nanowire arrays for static and 
dynamic pressure-sensitive electronic skins

Adv. Funct. Mater. 2015.04.07

Fingertip skin-inspired microstructured ferroelectric skins discriminate static/dynamic 
pressure and temperature stimuli

Sci. Adv. 2015.10.30

High-performance MoS2/CuO nanosheet-on-one-dimensional heterojunction 
photodetectors

ACS Appl. Mater. Interfaces 2016.11.21

Broad band omnidirectional light detection in flexible and hierarchical ZnO/Si 
heterojunction photodiodes

Nano Res. 2016.08.26

Large area cross-aligned silver nanowire electrodes for flexible, transparent, and force-
sensitive mechanochromic touch screen

ACS Nano 2017.04.11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생체모사 기반 압력센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
해 제조된 압력센서

출원 대한민국 2015.03.23 10-2015-0040004

강유전성 복합 소재 기반 인공 전자 피부 출원 대한민국 2015.09.07 10-2015-0126515

광 검출소자 및 그의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05.24 10-2016-0063631

전도성 마이크로돔 구조 기반의 촉각센서 및 센서모듈, 
센서모듈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11.08 10-1675807

터치스크린 패널 및 그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7.04.03 10-2017-0043130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3.01 – 2016.02.28 (주관) ZnO 나노와이어 및 전도성 고무필름 기반 촉감센서용 
인공피부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1.05.01 – 2016.04.30 (주관) 생체모사 스마트 프린팅 기반 이종집적 III-V 화합물  
반도체 트랜지스터 및 플렉시블 전자피부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6. 04. 01 – 2019. 03. 31 (주관) 패치형 헬스케어 7종 복합센서 소자 및 플랫폼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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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지창현 연락처

연구실 02-3277-3895 

이메일 cji@ewha.ac.kr

주요연구분야  레이저 스캐너, 에너지 하베스터, 광프로브

연구실소개
Micromachining 및 nanofabrication 기술을 이용한 액츄에이터, MEMS 소자 및 패키징 기술 등을 연구하여 왔습니다.
현재 인체 진동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터, 피코 프로젝터 및 LIDAR 센서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스캐너, 광유전학용 
프로브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1(포닥) 4

 연구분야 

내용  자동차용 센서 적용처 자동차

● 초소형 LIDAR 시스템용 레이저 스캐너
-  모터 기반의 기존 스캐닝 LIDAR 시스템(TOF 센서)을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 
LIDAR에 적용 가능한 2축 구동 MEMS 레이저 스캐너 개발 중

2축 구동 MEMS 스캐너로 형성한  레이저 스캔 패턴

내용 에너지 하베스터 적용처  무선 센서 네트워크 wearable device

● 진동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
-  인체 진동과 같은 저주파수 진동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진동형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 중

- 간접 충격 방식 압전 하베스터를 개발하여 1mW에 근사한 출력 달성

간접 충격 방식 에너비 하베스터: (좌) 윗면, (우) 아랫면

내용 광프로브 적용처 광유전학, 뇌과학

● MEMS 기반 다채널 이식형 광프로브 어레이
- 빛을 이용하여 뇌신경을 자극 또는 억제할 수 있는 광프로브 개발 중
-  뇌에 삽입되는 광섬유 어레이와 광효율 증대를 위한 마이크로렌즈가 집적
되어 있음

-  선택 가능한 2가지 파장의 LED 광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광프로브 교
체가 가능함

다채널 이식형 광프로브 어레이

이화여자대학교
마이크로나노시스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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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Electromagnetic biaxial vector scanner using radial magnetic field Optics Express 2016.07.11

Electromagnetic biaxial microscanner with mechanical amplification at resonance Optics Express 2015.06.17

Macro fiber composite-based low frequency vibration energy harvester Sensor and Actuators A: Physical 2015.03.04

Low-frequency vibration energy harvester using a spherical permanent magnet with 
controlled mass distribution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015.05.13

A low frequency vibration energy harvester using magnetoelectric laminate composite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013.10.24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전력 발생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9.06 10-1777953

스캐닝 마이크로미러 등록 대한민국 2016.06.21 10-1633988

신경 탐침부 및 그를 구비한 신경 탐침 인터페이스 등록 대한민국 2017.05.24 10-1741533

에너지 하베스트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5.03.23 10-1506817

전자식 액츄에이터 (電磁式 アクチュエータ) 등록 일본 2015.01.16 P5681759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3.01 - 2020.02.29 (주관) 차세대 레이저 스캐너 원천 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5.09.01 - 2020.08.31 (참여) 스마트 브레인 센서 네트워크 한국연구재단

2014.11.01 - 2017.04.30 (주관) 스캐닝 LIDAR 센서용 2축 구동 마이크로 미러 원천 
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3.11.01 - 2016.10.31 (참여) 3D HD급 영상을 위한 스마트 피코 프로젝터 부품 및 
엔진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03.01 - 2016.02.29 (참여) 가변 환경 적응형 통합 에너지 수확 모듈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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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윤준보 연락처

연구실 042-350-3476 

이메일 jbyoon@kaist.ac.kr

주요연구분야 가스 센서, 압력 센서, 나노 공정 기술

연구실소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고성능 센서를 높은 수율과 신뢰성으로 재현성 있게 생산하는 기술이 필수
적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Nano 크기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물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고성능 전자 소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적의 거대 종횡비를 가지는 나노와이어 어레이를 개발함으로써, 최근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는 다양한 가스, 압력, 적외선 센서 및 에너지 수확 소자를 산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4 7   12

 연구분야 

내용 가스 센서 적용처 휴대용 기기

● 유해가스 감지 센서
-  나노 소재의 우수한 열 특이성을 활용하여, 초저전력으로 동작 가능한 반
도체식 가스 센서 개발

-  초저전력 특성을 바탕으로 휴대용 기기에 적용되어 실시간으로 대기 공기 
질을 측정하며, 유해가스에 노출 시 알람을 울림으로써 인명 피해를 사전
에 예방하는데 활용 가능

내용 압력 센서 적용처 스마트폰, 웨어러블 센서, 로봇 

● 고성능 투명 유연 압력 센서 
-  나노 구조의 기계적, 광학적 특이성과 전극 구조 변화를 활용하여, 구부림 
상황에서도 센서의 성능 변화 없이 안정적이게 구동이 가능한 고민감도의 
투명 유연 압력센서 개발

-  기존 압력 센서의 유연성, 민감도, 투과도 사이의 Trade-off 문제를 해결하
여 플렉서블 모바일 기기의 포스 센서와 전자 피부와 같은 웨어러블 센서 
등 압력 센서의 활용 분야 확장을 선도 

내용  나노 공정 기술 적용처  반도체식 유연 나노 소자

●  고성능의 유연한 반도체식 센서 개발과 대량 생산을 위한 신뢰적 나노 공정 
기술 개발

-  휘거나 입을 수 있는 고성능 전자 센서 소자의 구현을 위한 나노와이어 전사 
기술 개발

-  NEMS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된 전사 공정 기술은 고품질의 반도체 나노
와이어를 유연 기판 위에 정렬하여 제작 가능, 다양한 재료의 나노와이어를 
유연 기판 위에 정렬하여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고성능 센서 구현에 활용

한국과학기술원
3DMN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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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Versatile Transfer of an Ultralong and Seamless Nanowires Array Crystallized at High 
Temperature for use in High Performance Flexible Devices

ACS Nano 2017

Performance-enhanc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enabled by wafer-scale nanogrates 
of multistep pattern downscaling

Nano Energy 2017

Realization of large-scale sub-10 nm nanogratings using a repetitive wet-chemical 
oxidation and etching technique

Micro and Nano Systems Letters 2017

Nanomechanical Encoding Method Using Enhanced Thermal Concentration on a 
Metallic Nanobridge

ACS Nano 2017

A simple breathing rate-sensing method exploiting a temporarily condensed water 
layer formed on an oxidized surface

Applied Physics Letters 201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공중부유형 나노와이어 어레이 및 이의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8.22 10-1772071

METHOD FOR FABRICATING LARGE-AREA NANOSCALE PATTERN 등록 미국 2017.02.17 8,956,962 B2

나노와이어 어레이 압전소자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05.27 10-1626955

SUSPENDED TYPE NANOWIRE ARRAY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출원 미국 2016.02.17 15045769

계층적 나노 구조체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6.01.22 10-2016-
0008252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1.09.01 - 2016.08.31 (주관) 대면적 나노그리드 개발과 이를 이용한 나노 복합 소재 
및 소자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7.03.01 - 2017.12.31 (주관) 굽히거나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구현을 위한 5.5인치 
투명 유연 나노-포스 터치 센서 모듈 상용화 

나노종합기술원

2017.03.01 - 2020.02.29 (주관) 신 물질 구조 “Nanolene”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이를 
이용한 혁신 소자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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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홍성철 연락처
연구실 042-350-3449

이메일 schong@ee.kaist.ac.kr

주요연구분야
CMOS RF IC, 79GHz 차량용 거리 및 속도 측정 레이다 센서, 생체 신호(심박) 검출  레이다 센서, 60GHz 모션인식 레이
다 센서, 94GHz CMOS 이미지 센서

연구실소개
CMOS power amplifier 기반의 CMOS RF IC 설계 기술 등을 연구해 왔음.
5G communication system 및 IOT의 기반이 될 저전력 저비용의 CMOS RF IC를 연구함.
현재는 차량용 레이다 센서, 생체 신호 검출 레이다 센서, 모션 인식 센서, 이미지 센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7 14 1 23

 연구분야 
내용 79GHz 자동차용 센서 적용처 자동차

●  2차원 거리 및 방향 정보 측정 센서
-  차량용 79GHz 대역 초절전형 W-band UWB pulse compression 레이더 
CMOS chip 및 이를 이용한 모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높은 거리 분해능과 
거리 정확도를 가지는 레이더 센서 시스템을 구현함

-  상기 개발한 레이더 front-end의 배열을 이용하여 2차원의 거리 및 방향 정
보 검출 가능한 Beamforming 레이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음. 자동차의 
충돌방지경고, 사각지역 검출 및 자율주행에 활용 가능하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함

내용 60GHz 모션 인식 센서 적용처 모션 인식

● 모션 인식 센서
-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와는 다른 방식인 레이다 기반의 모션 인식 센서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거리에서의 손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
록 짧은 측정 가능 거리 및 정밀도가 높은 레이다 시스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 수행 중. 일반 모션 인식 센서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CMOS 기반의 RF, analog, digital integrated sensor on a chip (SOAC) 구현 연
구 진행 중

내용 94GHz 이미지 레이다 센서 적용처 국방/보안

-  94 GHz 레이더는 대기중의 안개, 먼지 등의 시야 방해 요소를 잘 투과하는 
성질 때문에 수동 이미징의 매체로 적합하며, 플라스틱과 의류와 같은 유
전체를 투과하는 성질 또한 가지고 있어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숨겨진 무
기를 탐지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음

*References
- R. Appleby, "Passive millimetre-wave imaging and how it differs from terahertz imaging"
- Courtesy of Quintiq, URL: "http://www.vision4thefuture.org/s4_resources/3_security.htm"
-  Douglas T. Petkie, et al. "Active and passive imaging in the THz spectral region: 
phenomenology, dynamic range, modes, and illumination"

한국과학기술원
W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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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5-GHz WLAN RF CMOS Power Amplifier With a Parallel-Cascoded Configuration and 
an Active Feedback Linearizer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2017.09

A Highly Linear and Efficient CMOS Power Amplifier With Cascode–Cascade 
Configuration,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2017.06

A Quasi-Doherty SOI CMOS Power Amplifier With Folded Combining Transformer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2016.08

A Multi-Band CMOS Power Amplifier Using Reconfigurable Adaptive Power Cell 
Technique”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2016.08

A 79-GHz Adaptive-Gain and Low-Noise UWB Radar Receiver Front-End in 65-nm CMOS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2016.03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6포트 RF 신호 변조기 및 그 제어 방법(6 Port RF Modulator and 
Management Method of the Same)

등록 대한민국 2017.07.27 10-1764292-
0000

서로 다른 신호를 이용하는 차동 레이더 시스템(Differential Radar 
System using two different signals)

등록 대한민국 2017.05.12 10-1737486-
0000

무선 주파수용 전력 증폭기(POWER AMPLIFIER FOR RADIO 
FREQUENCY)

등록 대한민국 2017.04.11 10-1727610-
0000

커플러의 분리단을 이용한 신호 검출 장치(Apparatus for detecting 
signal using isolated port of coupler)

등록 대한민국 2016.10.31 10-1672797-
0000

고주파 펄스 빔포밍 레이더(HIGH-FREQUENCY PULSE BEAM-
FORMING RADAR)

등록 대한민국 2016.04.18 10-1614815-
0000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7.01 - 2020.08.31 (참여) CMOS 기반 초절전 bi-static W-band UWB Radar Sensor 
on a Chip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6.04.01 - 2019.03.31 (주관) 임펄스 레이다 기반 3차원 미세동작 인식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2012.03.01 - 2017.02.28 (참여) 플라즈마파 트랜지스터기반 테라헤르츠 집적회로 
기술 연구

한국연구재단

2009.05.01 - 2014.04.30 (주관) 초소형 다중 입출력 레이더 3차원 이미지 센서 시스템 한국연구재단

2011.04.01 - 2014.03.31 (참여) 유헬스 모니터링 CMOS 테라헤르츠 센서 연구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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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박인규 연락처

연구실 042-350-3240 

이메일 inkyu@kaist.ac.kr

주요연구분야 MEMS 기반 초소형 환경 센서, 의료용 센서, 신축성/착용형 물리 센서

연구실소개

초미세 트랜스듀서 연구실 (Micro/Nano Transducer Lab)은 MEMS 및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화학적 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초정밀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실 입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 (1) 저전력 마이크로/나노 히터, 나노와이어 
감지 물질 등을 이용한 저전력/고효율의 가스 센서를 개발하는 환경 센서팀, (2) 의료 시술/수술 중 생체 조직의 특성 
및 조직 내부 환경을 감지하는 의료용 센서팀, 그리고 (3) 고성능의 유연, 신축성 소자를 이용하여 신체 움직임 및 오
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신축성/착용형 물리 센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첨단 센서 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5 9 4 19

 연구분야 
내용  MEMS 기반 초소형 환경 센서 적용처 모바일 디바이스

● 초저전력/초소형 대기 환경 센서
-  대기 중의 유해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ZnO, TiO2, SnO2 와 같은 금
속 산화물 계열의 센싱 물질을 이용하여 대기 환경 센서를 제작중임. 센서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센싱 물질의 활용과 더불어 초저전력으로 구동 
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나노 히터를 설계하는 등 다양한 원천 및 응용 기술
을 연구, 개발하고 있음

D.Yang et al. “Focused energy field (FEF) method for the localized synthesis 
and direct integration of 1D nanomaterials on microelectronic devices”, 
Advanced Materials 27, (2015) (front cover article)

내용 의료용 센서 적용처 의료시술 중 실시간 생체조직검사

● 스마트 니들 제작을 위한 바이오 메디컬 센서
-  생체조직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늘 끝에 전극 및 센싱 물
질을 집적하여 정상조직과 비 정상조직을 실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
는 스마트 니들 제작을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임피던스, 글루코스, pH 등 다
양한 물리/화학적 요소를 측정하는 통합 모듈을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중임

S. Kim et al. “Direct metal micropatterning on needle-type structures towards 
bioimpedance and chemical sensing applications”,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5 (2014)

내용 신축성/착용형 물리 센서 적용처 웨어러블 디바이스

● 휴먼 모션 모니터링을 위한 유연/고감도 모션 센서
-  인체의 움직임 및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유연/고감도 물리 센서를 제
작. 센서 구조의 변형에 따른 은나노선,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나노 물질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센싱 원리로 활용하여 손가락/손목의 굽힘과 같은 인
장을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인 센서와 더불어 맥박과 같은 미세한 신호까
지도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의 압력 센서를 개발하고 있음 D.Kwon et al., “Highly Sensitive, Flexible and Wearable Pressure Sensor 

Based on a Giant Piezocapacitive Effect of Three-Dimensional Microporous 
Elastomeric Dielectric Layer”,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6)

한국과학기술원
초미세트랜스듀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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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Focused energy field (FEF) method for the localized synthesis and direct integration of 
1D nanomaterials on microelectronic devices(Front Cover Paper)

Advanced Materials 2015.02

Rapid, high-throughput and direct molecular beacon delivery to human cancer cells using a 
nanowire-incorporated and pneumatic pressure-driven microdevice (Inside Front Cover Paper)

Small 2015.01

Highly Sensitive, Flexible and Wearable Pressure Sensor Based on a Giant 
Piezocapacitive Effect of Three-Dimensional Microporous Elastomeric Dielectric Layer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2016.06

3D Continuous Conductive Nanostructure for Highly Sensitive and Stretchable Strain 
Sensor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2017.04

Stretchable, skin-mountable, and wearable strain sensors and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A review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6.03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다공성 탄성중합체 유전층을 구비하는 정전용량형 압력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7.04.21 10-1731173

전기수력학 프린팅을 이용한 센서 소재 미세패턴 어레이 제작  
방법 및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가스 센서 어레이

등록 대한민국 2017.02.21 10-1710587

태양 전지를 이용한 자가발전 가스측정 장치 출원 대한민국 2017.06.02 10-2017-
0068881

PIEZOCAPACITIVE TYPE PRESSURE SENSOR WITH POROUS 
DIELECTRIC LAYER

출원 해외(US) 2016.01.08 14990838

전극 배열을 갖는 조직 생검술용 바늘 및 이의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2.17 10-1707564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8.01 - 2014.12.31 나노복합소재에 기반한 유연 인장/촉각 센서 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2014.01.01 - 2015.12.31
신축성 전극 소재 및 동작감지 전극 구조체의 기계전기적 
특성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2014.06.01 - 2016.05.31
나노선 배열 소자의 멀티피직스 기반 차세대 생체물질 조작/
검지 플랫폼(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NRF

미래창조과학부

2015.09.01 - 2017.04.30 환경 센서 시스텝(글로벌 프론티어) 미래창조과학부

2016.11.01 - 2017.08.31
나노융합2020(나노유연센서를 이용한 생체조직 내압 측정 및 
고주파 소작 시스템

나노융합 2020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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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윤상원 연락처

연구실 02-2220-2891

이메일 swyoon@hanyang.ac.kr

주요연구분야 자동차용 센서, 스마트카 센서, 그린카 센서, 전력전자 센서, 센서융합, 가혹환경 

연구실소개
지속동력(sustainable mobility) 실현을 위한 전기전자/기계/재료공학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스마트·그린카와 같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기술에의 적용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하베스터를 통한 자립형 시스템, IoT,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응용분야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6 4 0 11

 연구분야 
내용  센서융합을 통한 최적센서 조합 연구 적용처 차량자세제어,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IoT

●  응용분야에 따라, 최적센서 조합을 정의하고 이종센서 센서 신호를 센서
융합하여 대상의 움직임 추적, 자세 계측/예측, 상태 파악 등에 응용 

-  가속도/각속도/지자기 센서의 신호를 칼만필터 등 신호처리 기법을 활용하
여 센서융합하고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 주요 
분야는 (1) 차량자세제어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등), (2) 디지털맵 기반 
경로생성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제어, (3) 정밀 자세 추적을 통한 자
율주차 시스템, (4) 스마트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5) 사용자 맞춤형 인체
자세 예측 및 교정 시스템, (6) 움직임 추적을 통한 IoT에의 활용 등이 있음

내용 전력변환 시스템 용 온도 센서 적용처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배터리 제어, 스마트 그리드

●  고전력 전력변환 시스템에서는 손실에 의한 고온 및 스위칭 동작에 의한 
급속한 온도변화 등 다양한 열적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
하기 위한 신개념 전력변환 시스템용 온도센서 개발

-  기존 고전력 시스템의 온도 센서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매커니즘을 
차용한 소형 온도센서를 개발하고 실증함. 기존 고전력용 온도 센서보다 
최대 동작온도가 높으면서도 (최대 250°C) 우수한 선형성(R2 > 0.96)과 반
복 재현성, 그리고 소형 제작 가능성 등 우수함. 이러한 특성은 silicon 전력
소자 뿐 아니라 silicon carbide나 gallium nitride 전력소자에서도 사용 가능
함

내용 가혹환경에서 센서 신뢰도 분석 및 해결 방안  적용처 국방, 자동차

●  자동차/국방용 센서를 비롯한 차량용 전장부품과 국방용 전장부품은 다
양한 가혹환경(열/고전력/진동/충격 등)에 빈번히 노출됨. 가혹환경에서 
센서 신뢰도를 예측하고 분석하며 해결하고 있음

-  열 (최대 300°C), 고전력 (kW 단위), 진동 (10-50 g), 충격 (2500g 이상) 등 다
양한 가혹조건에 노출된 센서의 성능저하와 파손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방지 기술을 개발하며 또한 수명예측을 통한 신뢰도 평가 방식을 
정랍하는 연구를 진행 중

한양대학교
지속동력 전기전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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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Distributed scheduling using belief propagation for internet-of-things (IoT) networks
Peer-to-Peer Networking and 

Applications
Accepted

Numerical Study and Design Optimization of Electromagnetic Energy Harvesters 
Integrated with Flexible Magnetic Materials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7.05

A Simple Method for Identifying Mechanical Parameters Based on Integral Calculation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2016.07

Optimization of Magnet and Back Iron Topologies in Electromagnetic Vibration Energy Harvesters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2015.06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센서를 이용하는 인터페이싱 방법,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사용자 단말 등록 대한민국 2017.07.13 10-
17598290000

센서 패키징 및 그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11.21 10-
16797360000

압전 소자를 이용한 전력 소자 온도 계측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6.09.05 10-
16563780000

차량의 요레이트 및 요각 추정 방법 및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6.07.06 10-1638886

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process for double sided power modules 등록 미국 2015.06.02 9,044,822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3 - 2019.02
(주관) 건강한 백세시대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웨어러블 센서 
시스템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자세 불균형 계측 및 ICT 기반 
교정 기법 연구

미래창조부

2014.11 - 2017.04 (주관) 친환경 자동차용 능동제어형 전력모듈을 위한 ICT기반 
계측 및 제어 기술

교육부 

2015.11 - 2016.10 (주관) 정현파 및 비정현파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전용 IC 회로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2017.03 - 2022.02 (참여) 미래형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R&D 인력양성 및 산학연
계형 생태계 구축

산업통산자원부

2014.01 - 2017.12 (참여) 스마트카 Connected Safety 제어를 위한 공통 알고리즘 
플랫폼 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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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유창식 연락처

연구실 02-2297-3361

이메일 csyoo@hanyang.ac.kr

주요연구분야 센서 Readout IC, Power management IC, High speed interface IC

연구실소개

센서 module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read-out IC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 연구 내용은 BW 20-KHz부터 20-MHz 다양한 target을 놓고 IC 개발 진행. Prototype IC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nergy harvest 관련하여 solar cell로부터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buck-boost converter를 이용하여 DC level로 변환
하고 charging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6 7 14

 연구분야 

내용 센서 Readout-IC 적용처 Mobile IoT

-  각종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사용. 이러한 
Readout-IC는 다양한 신호를 디지털 처리를 함으로써 보다 사용자 환경에 
친숙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점이 있음

-  본 연구실에서는 Delta-sigma modulator ADC / DAC (Class-D amplifier)와 
SAR ADC를 각각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BW는 20-KHz와 20-MHz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내용 Power management IC 적용처 Mobile IoT

-  Wearable device를 위한 무선 충전 회로 설계
-  mobile용 고효율 배터리 충전 회로 설계
-  고속 응답속도를 갖는 DC-DC 변환 회로 설계
-  시간영역에서 제어하는 고주파수 DC-DC 변환 회로 설계
-  Photovoltaic 소자를 이용한 energy harvesting

내용 High speed Interface IC 적용처 Mobile IoT

-  전류모드 드라이버를 이용한 송신단 설계
-  위상 회전 PLL을 이용한 클록 데이터 복원장치 설계
-  높은 대역폭을 갖는 PLL
-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를 위한 duty-cycle and multi-phase spacing error 
compensation 회로 설계

한양대학교
집적회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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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Switching Battery Charger Integrated Circuit for Mobile Devices in a 130-nm BCDMOS 
Process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2016.11

Quasi-Resonant(QR) Controller with Adaptive Switching Frequency Reduction Scheme 
for Flyback Converter

IEEE Transaction on Industrial 
Electronics

2016.06

Variation-Tolerant Sensing Circuit for Spin-Transfer Torque MRAM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I
2015.12

Multiphase Synchronous Buck Converter With a Fully Integrated Current Balancing Scheme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2015.09

A 100-kS/s 8.3-ENOB 1.7-uW Time-Domain Analog-to-Digital Converter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I
2014.06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기준 전압 스와핑을 이용한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 변환기 등록 대한민국 2017.02 10-1711326

시간 영역에서 제어되는 DC-DC 컨버터 및 이에 사용되는 스위칭 
제어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2 10-1709875

빠른 응답 특성과 정확한 출력 전압을 갖는 SIMO 컨버터 등록 대한민국 2017.05 10-1737263

자기 저항 메모리 장치의 감지 회로 및 이에 있어서 감지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3.12 10-1691715

Data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and method and solid 
state drive including the same

등록 미국 2015.03 US8983379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6 - 2018.12 (참여) 하베스트 에너지 기반 IoT 디바이스를 위한 지능형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07 - 2018.01 (주관) IOT를 위한 고효율 전력 관리 기술 연구 (재)한국연구재단

2016.04 - 2019.03 (주관)모바일 기기용 스마트 센서를 위한 초정밀/초저전력 
아날로그 회로 IP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06 - 2018.05 (참여) 10nm 급 STT-MRAM의 MTJ 신뢰성 모델링 및 신뢰성 
불량에 강인한 회로 기술 연구

한국사업기술평가관리원

2015.06 - 2016.05 (주관) 초소형/인체삽입형 의료기기 및 바이오 센서를 위한 
무선 전력 전송 및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

(재)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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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한승오 연락처

연구실 041-360-4867

이메일 sohan@hoseo.edu

주요연구분야 MEMS Sensor, Smart Sensor, MEMS/NEMS modeling & simulation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IoT, 로봇,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 인지기술이 요구되는 새로운 응용분야들을 위해 초소형화되고 
지능화된 센서 기술을 연구합니다. 이를 위한 기반기술로 MEMS/NEMS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센서 요소
기술들 가운데 모델링과 설계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기술인 MEMS/NEMS 기술의 응용을 통해 다
양한 MEMS/NEMS 소자들의 설계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5 1     7

 연구분야 

내용 관성 센서 적용처 IT

-  MEMS 기술을 이용하여 smart-phone을 비롯한 다양한 IT 제품용 관성 센서(가속도계 및 각속도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관성 
센서의 설계 최적화를 위해 sensing element 자체에 대한 모델링 및 각종 모의해석은 물론 ROIC와의 동시 설계를 위한 통합 모델링을 
수행함. 나아가 관성 센서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 noise 분석과 과도응답 특성 해석 또한 진행하고 있음

내용 MEMS Microphone 적용처 IT

-  MEMS microphone은 지난 수년간 smart-phone에서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크게 부각된 소자로써, 본 연구실에서는 capacitive와 
piezoelectric 등 여러 가지 변환원리와 corrugated membrane 등 구조적 다양성에 따른 성능 변화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성공적
인 상용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신뢰성 분석과 같이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지향함

내용 Resonator 적용처 IT

-  MEMS/NEMS 기술을 이용한 micro- 및 nano-resonator는 gyroscope, 초정밀 sensor, oscillato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본 요소임. 
본 연구실에서는 resonator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 동작을 위해 핵심 성능인자인 Q factor를 모델링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특
히, 극한 환경인 liquid-immersed와 vacuum-packaged resonator에서의 Q factor 분석과 물리적 한계인 Akhiezer damping 등을 중점적으
로 연구함

호서대학교
i-Senso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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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Deterministic multi-step rotation of magnetic single-domain state in Nickel nanodisks 
using multiferroic magnetoelastic coupling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2017

Static and transient modeling of fast moving ball actuator as a display device SPIE 2016

CMOS image sensor-based ELISA detector using lens-free shadowimaging platform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4

Analytical model for the electro-thermal feedback effect in a microbolometer infrared 
focal plane array

Optical Engineering 2014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주차위치 자동 안내시스템 등록 대한민국 2016 10-1682281

대칭형 z축 멤스 자이로스코프 등록 대한민국 2016 10-1679592

z축 멤스 가속도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6 10-1679594

거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원격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 10-1654609

은평면렌즈를 갖는 마스크리스 나노리소그래피 시스템 등록 대한민국 2016 10-1470974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 2018 (참여) 9축 스마트 모션센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 - 2017 (참여) 고성능 자세센서 기반 4K급 항공촬영용 짐벌 시스템  
장비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2 - 2016 (참여) 주야간 겸용 TFT Free 능동구동 Color 전자종이 원천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3 - 2016 (참여) 3D HD급 영상을 위한 스마트 피코 프로젝터 부품 및 엔진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1 - 2014 (주관) 플라즈모닉 렌즈를 이용한 마스크리스 나노리소그래피 기술 한국연구재단





2017 SENSOR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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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석수영 연락처
사무실 053-245-5021

이메일 sysuk@gitc.or.kr

주요연구분야 자율주행차, 센서 신호처리, TOF 센서, TAS 모듈

연구실소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목 받고 있으며, 이에 개발에 필요한 스마트센서를 연구/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자율주행차용 센서 신호처리 적용처 자동차 

-  ADAS 센서 신호처리 :  도로 표지판, 신호등, 차선, 차량, 보행자 등의 주행
환경 인식 센서 신호처리기술, 이종 퓨전센서 정보 융복합 기술, 센서 실차 
성능평가 플랫폼 기술 

내용 TOF 센서 원천기술 적용처 자동차, 드론

-  객체거리측정 및 인식 센서 :  특정 파장 대역의 펄스신호를 이용하여 물체
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왕복 비행시간(Time of Flight)을 측정하여 물
체까지의 거리와 물체의 형태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기술

내용 자동차용 센서 적용처 자동차

-  TAS 모듈 : 차량용 조향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 자기식 비접촉 신호검출을 
통해 토크와 회전각을 측정하는 홀(Hall) 센서 기반 모듈 기술로 향후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적용가능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미래연구개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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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스마트 시동이 가능한 보안용 패턴 인식기술

관련특허 패턴 입력형 시크릿 스마트 시동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 (특허번호 10-1595339, 한국)

기술명 영상 이미지 마스크 정의를 통한 자기 차로 인식기술

관련특허 주행도로 영상에 정의된 마스크를 이용한 자기 차로 인식 시스템 (특허번호 10-1327348, 한국)

기술명 의복 부착형 촬영 모듈을 이용한 영상데이터 무선 송수신 기술

관련특허 영상 시스템이 구비된 경호 장비 (특허번호 10-1366349, 한국)

기술명 차량용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운전환경 인식기술

관련특허 센서를 이용한 운전안내 시스템 (특허번호 10-1281629, 한국)

기술명 원격 혈압 측정 기술

관련특허 원격 혈압 측정 방법 (특허번호 10-1335024, 한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광시야각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돔스 
(SMART Drive Omnidirectional Monitoring and Sensing) 통합시스템 개발

아진산업㈜

공동기술개발 Binary CDMA 기반 무선 통신이 가능한 스포츠 고글 개발 ㈜에프나인

공동기술개발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센서 통신 네트워크 개발 ㈜유비테크

공동기술개발 다파장 광스캐닝을 통한 건강상태 진단분석 시스템 개발 ㈜나인원

공동기술개발 레이더 및 비전 센서를 이용한 Anti-Fogging 시스템 개발 ㈜화신

공동기술개발 도심형 Stop&Go 지원을 위한 근거리 LiDAR 센서 개발 ㈜평화이엔지

공동기술개발 스마트키(FOB)를 이용한 차량정보 확인 및 제어시스템 개발 대우전자부품㈜ 

공동기술개발 LabVIEW 기반 FPGA를 적용한 멀티파렛시스템 개발 ㈜티에스티

공동기술개발 거리 오차율 5% 이하의 HD급 차량용 스테레오 카메라 센서 개발 아진산업㈜

공동기술개발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 연동 혈당측정센서 개발 ㈜더바이오

애로기술자문 각도 분해능 0.08o 급 TAS(Torque Angle Sensor)용 회로기판개발 한국SKF씰㈜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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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김희연 연락처
사무실 042-366-1524

이메일 hyeounkim@nnfc.re.kr

주요연구분야  MEMS 센서, 유연 하이브리드 소자, 웨이퍼레벨 패키지

연구실소개
나노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나노구조소재 기술, 정보통신 및 IoT 산업에 활용 가능한 나노구조센서 공정기술, 각종 
첨단센서에 적용 가능한 2.5D, 3D 패키징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관성 센서 적용처 군수용, 스마트폰용

- 8인치 기반의 고진공 패키징용 getter 제작공정 기술
- Wafer-to-wafer 접합기술을 이용한 wafer 레벨 고진공 패키징 기술

내용 마이크로폰 센서 적용처 마이크로폰, 스피커

- 8인치 기반의 Poly-Si wafer를 이용한 MEMS 마이크로폰 공정기술
- Low stress nitride 박막 공정을 개발하여 Stress-free 멤브레인 개발 
- Si wafer를 Deep RIE하여 마이크로폰의 Back chamber 개발

나노종합기술원
나노구조기술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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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정밀 타이밍 센서 적용처 군수용, 통신용, 계측용

- 8인치 기반의 분광용 증기셀 제작 기술
- 3차원 다중물리 센서 집적 패키징 기술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관련특허

기술명

관련특허

기술명

관련특허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애로기술 지원 웨이퍼레벨의 고진공 패키지 기술 개발 유비트로닉스

애로기술 지원 센서테스트 소켓용 초미세 probe pin 개발 오킨스전자

애로기술 지원 고가의 SOI wafer 대체용 Poly-Si 공정 개발 ㈜ SDK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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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연규봉 연락처
사무실 041-559-3168

이메일 kbyeon@katech.re.kr

주요연구분야 자동차용 지능형 센서, ADAS 센서, AEB 시스템,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연구실소개
ADAS를 위한 자동차용 반도체 기반 센서 및 제어용 ECU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시스템 레벨의 공동협력 기술개발과 
ISO26262 기능안전 및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자동차용 지능형 센서 적용처 자동차

-  ADAS용 지능형 센서 기술 개발 : 주행환경 인식 센서융합 기술, ADAS 차량제어 기술,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내용 자동차용 고안전 시험평가 적용처 자동차

-  차량 고안전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 : ADAS용 AEB 시스템 등의 시스템 레벨의 고안전 기술 개발 및 ISO26262 대응을 
위한 기능안전 지원 기술 개발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운전제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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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자동차용 타이어 공기압 센서 기술

관련특허 타이어 위치 검출 장치 (특허번호 1013496440000, 한국)

기술명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충돌 회피 장치 및 방법

관련특허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충돌 회피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1020170077314, 한국)

기술명 네비게이션과 연계한 스마트센서 융합 기술

관련특허 네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한 충돌 회피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1020170040604, 한국)

기술명 AEB 시스템 제어를 위한 보행자 검지 기술 및 방법

관련특허 보행자 감지 및 충돌 회피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1014898360000, 한국)

기술명 AEB 시스템을 위한 이종 센서 융합 기술

관련특허 AEB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 (특허번호 1020170077317, 한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자동차용 고정밀 전류센서 기술 개발 태성전장

공동기술개발 77GHz 차량용 지능형 레이더 센서 시스템 기술 개발 만도

공동기술개발 지능형 타이어 공기압 센서 시스템 기술 개발 GE Sensing Korea

공동기술개발 자동차용 MEMS 마이크로폰 센서 기술 개발 평화이엔지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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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오원석 연락처
사무실 031-789-7312

이메일 oseok@keti.re.kr

주요연구분야 광-화학 센서, 리드아웃 집적회로, 센서 보정회로, 센싱 스트립

연구실소개
바이오-메디컬 및 스마트 센서 분야에서 자가 의료진단, 산업응용, 공기 및 수질 센싱을 위한 광화학센서의 고도화를 
위해 SoC 기반의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광-화학 센서 적용처 자가 의료진단 기기

-  자가 의료진단용 광-화학 센서 기술 : 소변내 아질산염 등 자가 의료진단의 
바이오마커를 광신호의 흡광도(Photo Absorption) 변화로 감지하고 정밀한 
리드아웃 SoC를 통해 심플하게 센싱가능한 광-화학 센서 기술

내용 센서 리드아웃 IC 적용처 광-화학 센서

-  센서 리드아웃 IC :  다양한 응용의 광-화학센서에 대해 정확도, 전력소모, 반응속도, 주파수 등에 따라 최적의 리드아웃 회로 기술

<아날로그 Passive 방식> <아날로그 Active 방식> <디지털 PWM 방식>

전자부품연구원
SoC플랫폼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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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학 센싱 스트립 적용처 Bio-Medical 센서

-  화학 센싱 스트립 : 센서 바이오마커에 따른 하이드로(다공성)젤을 이용한 
고감도 화학 센싱 스트립 기술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광-화학 센서용 SoC 기반 리드아웃 기술

관련특허 펄스폭 변조 기반의 센서 리드아웃 장치(특허번호 2016-10-0085268)

기술명 광-화학 센서 정확도 향상을 위한 Calibration 기술

관련특허 분리형 광검출부를 이용한 광화학센서 및 이를 이용한 측정방법(특허번호 2016-10-0088337)

기술명 광-화학 센서 리드아웃용 SoC 원천 기술

관련특허
광-화학 센서 리드아웃을 위한 아날로그 연산증폭기 기반 펄스폭변조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광화학센서 시스템  
(특허번호 2016-10-0136192)

기술명 광-화학 센서용 센싱 Strip 제작 기술

관련특허 하이드로젤을 포함하는 부착형 화학 센서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2017-10-0009302)

기술명 센서 리드아웃 IC 고집적화 기술

관련특허 부가 기반 전류원을 이용한 링 발진기(특허번호 2017-10-0108381)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자가 의료진단용 초박형 광화학센서 구조설계 ㈜오피트

애로기술자문 Photosensitive Glass를 이용한 광화학센서 소재기술 ㈜오피트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186

 연구실 현황

부서장 이대성 연락처
사무실 031-789-7266

이메일 leeds@keti.re.kr

주요연구분야 IoT/스마트센서, 스마트 UI/UX, 환경/바이오센서, 집적광학센서

연구실소개
MEMS/Nano, Bio 기술을 기반으로 센서 및 스마트센서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IoT 센서, UI/UX 센서, 환경/
바이오센서, 집적광학센서, 자립형 무선센서용 무선전력 송신 및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IoT/스마트 센서 적용처 공장자동화 

- IoT용 초소형 센서 및 모듈
- 스마트카용 센서 및 모듈 
- 스마트팩토리용 제어/ 에너지 관리 센서  및 시스템
- 스마트홈/스마트팜 센서 및 시스템

내용 스마트 UI/UX 적용처 모바일, 웨어러블/Flexible 기기

- 플렉서블 3D UI 모듈
- 감성인식 스마트 UI/UX 
- Wearable flexible 센서 
- 모바일 융복합 센서

내용 바이오/환경센서 적용처 BIO/환경분야 

- 환경감시 기능성 소재 및 센서 소자 
- 수질 감시 센서 시스템
- 스마트 팩토리 환경 센서 
- 유해균/식품안전 센서

내용 집적광학센서 기술 적용처 자동차, 로봇

- 안전/보안/군수용
- IR/THz/mmw 센서
- 고정밀 광학분석 센서  
- Laser 기반 물체인식센서
- 재난대응 네트워크 센서

전자부품연구원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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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Application Specific MEMS Pressure Sensor

관련특허 압저항형 세라믹 압력센서(특허번호 1015733670000)

관련특허 압력센서(특허번호 1020130169039)

관련특허 정전용량형 압력센서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번호 1011975700000 / 1012159190000 / 1012159220000)

기술명 Multi-touch/Multi-force Input Device (3D TSP)

관련특허 촉각터치스크린 장치(특허번호 2013-009744810-1460772)

관련특허 내츄럴 햅틱 피드백을 위한 터치스크린 레이어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2013-009904610-1437454)

관련특허 멀티 포인트 터치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특허번호 US14/655,242)

관련특허 터치 센서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압력 센싱 방법(특허번호 2016-0086586)

기술명 Cutting Edge Small LiDAR

관련특허 레이저를 이용한 객체인식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객체 인식 방법(특허번호 2016-0045904)

관련특허 라이다 장치(특허번호 2016-0169889)

관련특허 신호크기에 의한 측정오차를 저감하는 장치 및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라이더센서 시스템(특허번호 2016-0165178)

관련특허 라이다 기판 및 라이다 장치(특허번호 2017-0053911)

기술명 High Speed Structured Light Projection for 3D Camera

관련특허 3차원 형상측정 시스템 및 방법(특허번호 10-2012-0063480)

관련특허 구조광 패턴 기반의 3차원 형성측정 시스템(특허번호 10-2013-0088751)

관련특허 회절광학소자 제조 방법(특허번호 10-2013-0088752)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3D 자기공진 안테나 기반 IoT 센서 무선충전 기술 C

기술이전 스마트밴드 무선충전을 위한 입체형 자기공진 송수신 안테나 기술 M

기술이전 유연 온도센서 기술 S

기술이전 파장 분할 광검출 기술 B

기술이전 레이저 펜스 기술 M

기술이전 이종 RI 값을 갖는 불순물 감별 센서 제작 기술 K

기술이전 실시간 세포 추적 기술을 이용한 효력 테스트 P

기술이전 유비쿼터스용 마이크로 온습도 복합센서 기술 I

기술이전 고전압 배전반용 Hot Spot 무선 온도센서 기술 S

기술이전 압저항형 세라믹 압력센서 기술 S

기술이전 SAW 기반 복합센서 기술 H

기술이전 플렉서블 멀티모달 압력센서 기술 D

기술이전 초소형 MEMS 압력센서 기술 S

기술이전 초소형 LIDAR 기술 H

기술이전 MEMS 가스센서 기술 S

기술이전 MEMS 유속/풍속센서 기술 N

애로기술지원 IoT/MEMS/SoC 센서분야 설계/공정/평가 기술 지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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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성우경 연락처
사무실 031-789-7540

이메일 seong@keti.re.kr

주요연구분야 바이오 센서, 생체신호 측정, 웨어러블 센서

연구실소개
혈액, 배뇨, 호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진단 바이오 마커를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와 체온, 호흡수, ECG, 뇌파 등의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를 연구하여 바이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바이오 센서 적용처 의료기기

-   전기화학식, 광학식, FET반도체식 바이오 센서 : 암, 당뇨 등을 현장에서 신속진단하는 POCT 기술, 가정에서 스스로 검사하는 비침습 자
가진단기기 기술, 질병진단을 위한 다양한 바이오 센서 기술, 체외진단기기 시스템 기술

내용 생체신호 측정 센서 적용처 헬스케어

-   생체신호 측정 웨어러블 센서 :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피부 부착형, 밴드 착용형 등의 웨어러블 센서 디바이스 기술, 생체신호 데이
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기술, 건강관리 서비스 시스템 기술, 생체인식 웨어러블 센서

전자부품연구원
휴먼케어시스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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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다중 생체신호 취득 및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관련특허 고감도 다중 생체신호 취득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건강관리 방법 (특허번호 2017-0063297, 한국)

기술명 형광광학계를 활용한 바이오 센서 기술 

관련특허 바이오센서용 형광광학계 (특허번호 10-1761128, 한국)

기술명 생체인식 웨어러블 센서의 성능 향상 기술

관련특허 MSP 기반 생체인식 장치의 착용 위치 보정 방법 (특허번호 10-1757592, 한국)

기술명 색변화 기반 바이오 센서 성능 향상 기술

관련특허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색변화를 이용한 생화학센서 (특허번호 2016-0148832, 한국)

기술명 전자직물 웨어러블 센서 기술

관련특허 전자직물 구조에서의 생체환경정보 측정 및 보정 방법 (특허번호 2016-0177489, 한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3D 구강 스캐너 기술 D사

기술이전 웰니스케어 바이오신호 융합 DxR 플랫폼 및 통합기술 W사

기술이전 실리콘 나노와이어 바이오센서 플랫폼 제조기술 I사

기술이전 Iontophoresis를 이용한 다한증 치료기기 및 전기화장품 응용기술 K사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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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강지윤 연락처
사무실 02-958-6727

이메일 jykang@kist.re.kr

주요연구분야 질병진단 바이오센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센서, 광산화증폭 형광센서

연구실소개 극미량의 생체물질을 감지 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질병진단 바이오센서 적용처 질병진단

●   고감도 면역분석용 초미세 전기화학 임피던스 바이오센서
- 0.1 pg/mL 이하의 초저농도 측정 가능. 혈액내의 엑소좀 분리 기술
- 혈액기반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응집단백질 분석 기술

내용 치매진단용 형광증폭 센서 적용처 질병진단

●   고감도 면역분석용 광산화 형광증폭 바이오센서
- 초저농도(< 0.1 pg/mL)  측정 가능. 기존의 ELSIA 분석 기술과 호환
- 혈액기반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엑소좀 내의 아밀로이드 베타 분석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미세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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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고감도 전기화학 임피던스 바이오센서

관련특허 비드를 이용한 초고감도 전기화학 바이오 센서 (특허번호 1753839, 한국)

기술명 혈액기반 알츠하이머병 진단용 아밀로이드베타 측정 바이오센서

관련특허 신경퇴행성 장애의 진단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 (특허번호 2017-0023470, 한국)

기술명 고감도 전기화학 임피던스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응집단백질 측정 분석 방법

관련특허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응집 또는 미스폴딩 단백질과 관련된 질환 또는 질병 단백질의 올리고머 분석 및 
진단 방법 (특허번호 PCT/KR2016/005278)

기술명

관련특허
응집 단백질의 고감도 광산화 증폭 면역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방법
(특허번호 15/4911849, 미국) (특허번호 2016-0048235,한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형광증폭기술 기반의 단백질 농도분석 기술 인텍플러스

기술이전 캔틸레버 센서 아이쓰리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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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노병섭 연락처
사무실 062-605-9220

이메일 kalparho@kopti.re.kr

주요연구분야  광학센서 모듈 및 시스템, 광섬유 분포형 센서, 광학센서용 신호처리

연구실소개
광학센서용 광 송수신부 플랫폼 기술(광원, 광전회로, 광능동제어), 광학센서 성능평가용 장비 인프라, 광학센서 소자 
패키징, 기구물 설계, 신호처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고감도 광수신 모듈 적용처 산업용 계측 센서

- 65dBm급 감도를 갖는 광학센서용 광수신 모듈 기술 
- TIA (Trans-Impedance Amplifier) 기반 저잡음 증폭회로 적용

내용 광섬유 기반 방사선센서 적용처 발전소, 의료기기

- 휴대가 가능한 센서 프로브용 전광식 집적 광회로 설계 (Plug-in 및 Badge type)
- 광 손실을 이용한 방사선 센서 특성평가 기술
- 방사선 프로브 신호 검출용 광 송수신 모듈 기술

한국광기술원
스마트광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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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액낙하감지 센서 적용처 의료기기

- 수액 감지용 광학계 구조 및 기구물 최적화 설계 기술
- LED 광원 및 수신모듈 구동회로 집적화 기술
- 수액 주입속도 모니터링용 신호분석 알고리즘 기술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광섬유 기반 방사선 센서 기술

관련특허 광섬유 분포형 방사선 검출기 및 검출방법 (특허번호 10-2017-0021705)

기술명

관련특허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높은 광전변환율을 갖는 광학센서용 광수신 모듈 개발 ㈜셀로직

공동기술개발 특수광섬유을 이용한 Plug-in 및 Badge형 방사선 센서 개발 ㈜엑사토

공동기술개발 수액의 주입속도 측정 및 모니터링용 광학센서 개발 ㈜옵토원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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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이성규 연락처
사무실 042-860-5907

이메일 hermann@etri.re.kr

주요연구분야   MEMS 센서 소자, CMOS ROIC 칩, 복합센서 모듈 

연구실소개

융복합센서연구그룹은 MEMS 센서 소자, CMOS ROIC(Read-Out IC) 칩 및 센싱/전원/통신/제어 기능을 통합한 복합센
서 모듈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공동연구/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TRI의 다른 연구실에서도 일부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ICT소재부품연구소 광융합부품연구그룹 및 고속신호처리연
구그룹에서 자동차용 라이다 및 레이더 시스템을, SW기반기술연구소 바이오의료IT연구본부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의료 센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TRI의 기술이전 대상/예고 기술 등의 기술사업화 정보는 https://techbiz.etri.
re.kr/kor/main/main.etri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MEMS 센서 소자 적용처 소비가전, IoT 등

- MEMS 음향센서 : 정전용량형 MEMS 음향센서 설계/공정/칩-레벨 특성평가 기술 보유
- MEMS 가스센서 : 반도체식 폼알데하이드(HCHO) 및 전기화학식 이산화탄소(CO2) 가스센서 관련 감지 소재/센서소자/특성평가 기술 보유

<MEMS 음향센서> <반도체식 HCHO 가스센서> <전기화학식 CO2 가스센서>

내용  CMOS ROIC 칩 적용처 소비가전, IoT 등

- MEMS 마이크로폰용 ROIC 칩 : 정전용량형 MEMS 음향센서의 입·출력 신호처리용 ROIC 설계/칩-레벨 특성평가 기술 보유
-  복합환경센서용 통합 ROIC 칩 : 습도/가스센서의 정전용량/전압/저항 아날로그 출력신호 동시 처리하고, 자체 CMOS 온도센서를 내장
하고 있으면서 및 디지털 변환/보정연산 가능한 ROIC 설계/칩-레벨 특성평가 기술 보유

<MEMS 마이크로폰용 ROIC> <복합환경센서용 통합 ROIC>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CT소재부품연구소 융복합센서연구그룹



195

연구소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원

내용 복합센서 모듈 적용처 소비가전, IoT 등

- 초소형·저전력 복합환경 센서모듈 : 온도/습도/가스(HCHO, CO2) 복합환경 감지 4칩 1패키지형 센서모듈 설계/제조/특성평가 기술 보유 
-  IoT 복합환경 센서모듈 :  내장형 온습도/산소 및 외장형 먼지센서, 근거리용 BLE  및 원거리용 LoRa 무선통신, 이차전지 등으로 구성된 IoT 센

서모듈 설계/제조/특성평가 기술 보유

<초소형·저전력 복합환경 센서모듈> <IoT 복합환경 센서모듈>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MEMS 음향센서 소자 최적화 기술

관련특허 감지박막 이중 고정핀을 갖는 멤스 마이크로폰(특허번호 10-2017-0040273, 한국)

기술명 MEMS 마이크로폰용 디지털 High-SNR ROIC 칩 기술

관련특허 마이크로폰 구동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디지털 마이크로폰(특허번호 10-2017-0040285, 한국)

기술명 복합환경센서용 통합 ROIC 칩 기술

관련특허
SENSOR SIGNAL PROCESSING DEVICE AND READOUT INTEGRATED CIRCUIT INCLUDING THE SAME 
(특허번호 9,395,213 ,미국)

기술명 HCHO, CO2 가스 감지소재 및 MEMS 센서소자 최적화 기술

관련특허 이산화탄소 가스 센서 (특허번호 10-2015-0018033, 한국)

기술명 IoT 복합환경 센서모듈 기술

관련특허 -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 MEMS 음향센서 핵심기술
- MEMS 마이크로폰용 아날로그 ROIC 기술
- 복합환경센서용 통합 ROIC IP 기술
- HCHO, CO2 가스 감지소재 및 MEMS 센서소자 핵심기술
- IoT 복합환경 센서모듈 기술

B사, A사, L사, S사, R사, I사 

공동기술개발 기술 상용화 위해 기술이전업체와 다수 정부과제 공동수행 B사, A사, L사, S사, I사

애로기술자문 기술 상용화 후속지원 위해 기술이전업체의 애로기술자문 수시 수행 B사, L사, R사, I사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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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박종문 연락처
사무실 042-860-6273

이메일 jmpark@etri.re.kr

주요연구분야  실리콘 광센서, 실리콘 방사선 디텍터, 실리콘/SiC 반도체 소자(전력소자, 센서 등)

연구실소개

당 센터에서는 CMOS Full 공정이 가능한 6인치 반도체실험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25여년간
에 걸쳐 융합부품소재 관련 다양한 국책 연구개발과제 지원 및 산.학.연(중소기업, 학계, 연구소)에 요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기술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그동안 축척 보유한 다양한 반도체 소자제작 기술(Si/SiC 기반 센
서 및 전력소자)을 바탕으로 국책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연의 지원은 단순 장비지원이 아닌 애
로기술, 시제품 개발 및 제작등,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고효율, 고속 Si 광센서 적용처 자동차/항공/드론/방산

 -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높은 광감응도 및 빠른 반응속도를 갖는 Multi-Cell Si 광센서 
 - Human-Eye 및 Near IR 일체형 광센서 
 - 충돌방지 센서,  Laser Guidance, Pulsed Near-IRSensor, 고속 Photometry 등

내용 실리콘 방사선 디텍터 적용처 의료/입자가속기/물류검색/원자력발전소

 - 의료용 검사장비, 방사능 검사, 비파괴검사, 공항 등의 물류검색용 X-선 Detector
 - 고에너지 입자가속기 등의 입자 위치 및 에너지 감지용 센서, 방사선 영상장치  
 - 원자력발전소 등의 이동식 방사선 누출 경보 장치, 토양·환경 오염 감지 장치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부품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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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1060nm 파장대역 Multi-Cell 실리콘 포토디텍터 기술

관련특허 해당없음

기술명 고내구성 패치형 실리콘 X-선 검출센서 기술

관련특허 해당없음

기술명 고성능 실리콘-PIN 다이오드 제조기술

관련특허 해당없음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고내구성 패치형 실리콘 X-선 검출센서 기술 ㈜제이피아이

기술이전 1060nm 파장대역 Multi-Cell 실리콘 포토디텍터 기술
㈜오디텍
㈜시티기어

애로기술자문 자동차 자율주행 제어 센서용 실리콘 APD(Avalanche Photodiode) 개발 지원 ㈜오디텍

애로기술자문 정전기제거장치용 X-선 검출센서(PIN Diode) 제작 ㈜브이에스아이

애로기술자문 XRF 생산에 필요한 Silicon PIN Detector 기술의 소자설계 및 제작기술 지원 ㈜아이에스피

애로기술자문 Laser Tracker 용 Silicon Detector 시제품 개발 ㈜오디텍

애로기술자문 Human-eye 및 IR(Infrared) 일체형 Si Photodiode 시제품 개발 ㈜오디텍

애로기술자문
광자 계수 방식(Photon Counting Mode)의 디지털 X-선 검출기용 2차원 실리
콘 센서 개발

㈜룩센테크놀로지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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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현황

부서장 이혁교 연락처

사무실 042-868-5814

이메일 hrhee@kriss.re.kr

주요연구분야 질병진단용 바이오센서, 신약테스트용 센서, 심근경색 센서

연구실소개
급성심근경색, 유행성 감염병 등의 신속한 질병진단을 위한 실시간 바이오 센서 및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저분자 
신약후보물질 접합동특성 측정 센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내용 실시간 질병진단 센서 적용처 질병진단

 - 질병진단 센서기술 : 급성심근경색, 유행성 감염병 등의 신속한 질병진단을 위한 실시간 바이오 센서 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



199

연구소

한
국
표
준
과
학
연
구
원

내용 신약테스트용 센서 적용처 신약검색

 - 신약검색 센서 : 신약개발용 저분자 신약후보물질 접합동특성 측정을 위한 고감도 센서 기술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질병진단용 실리콘 기반 고감도 바이오 센서 기술

관련특허 분자 흡착 및 해리 동특성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특허번호 10-1105328, 한국)

기술명 신약후보물질 접합동특성 측정용 고감도 바이오센서 기술

관련특허 분자접합특성 및 완충용액 굴절률 동시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특허번호 10-1383652, 한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심근경색진단 센서 개발 ㈜디엠에스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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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센서2025포럼 및 센서기업협의체 회원 모집공고

 첨단센서2025포럼

첨단센서2025포럼 사무국에서는 산 · 학 · 연 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한 센서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첨단센서2025포럼 회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국내 센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주실 분야별 센서 개발기업과 수요기업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대    상 : 센서 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

•  가입비 : 무료

 센서기업협의체

기업 간 교류 ·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센서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센서기업협의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센서기업, 팹리스 등 관련분야 기업 CEO/CTO 중 협의체 참여희망자 (現 50개 기업 참여 중)
•  운    영 :  분기별 1회 모임을 통해  기업 대표간 친목도모/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 협력 지원

•  가입비 : 무료

•  문의처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시스템반도체  R&D 지원팀 이동은 주임 
02-570-5216, Leede@ksia.or.kr  

개발
기업

팹리스
기업

수요
기업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사무국)

센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정부지원 정책 수립 지원

테스트/
패키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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