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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에 관하여 Sensing the Brain, DIgitaI Senses 등의 technical community가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어 수천명의 연구자가 lo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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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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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럭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2018년 9월

첨단센서2025포럼 공동위원장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센서 강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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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센서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정보 교류

-  센서분야 R&D 수요 및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  센서 개발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계 강화

-  국내 인프라 공동 활용 정보교류 및 산·학 인력연계 지원

-  센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및 규제개선안 발굴

 추진체계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산·학·연 회원 등 약 200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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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산업혁신성장 실장, 전국진 서울대 교수)

사무국 (반도체연구조합)

분과위원회 

스마트기기

- 모바일, 가전
- 웨어러블
- IoT 등

자동차

- 자율주행
- 그린카 등

헬스케어

- 바이오
- 의료기기 등

스마트공장

- 로봇
- 드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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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추진경과

• ’15. 11. 05 첨단센서2025포럼 발대식

• ’16. 05. 06 분과별 기술세미나

•  ’16. 05. 06 2017 센서 R&BD 발전전략 수립

•  ’16. 09. 30 제2회 첨단센서2025포럼

•  ’17. 04. 03 센서기업협의체 발족

• ’17. 05. 06 분과별 기술세미나

• ’17. 06. 07 2018 센서 R&BD 발전전략 수립

• ’17. 06. 14 센서/팹리스기업-대학 간 기술교류회 
• ’17. 07. 17 센서기업-공공팹기관* 교류회

•  ’17. 11. 09 제3회 첨단센서2025포럼

•  ’17. 11. 14 센서-시스템반도체 전문가 간담회

•  ’18. 04. 11 제5회 센서기업협의체 
•  ’18. 04. 27 스마트기기/헬스케어분과 기술교류회

•  ’18. 05. 15 자동차/스마트공장분과 기술교류회

•  ’18. 06. 12 제6회 센서기업협의체

•  ’18. 07. 09 2019 센서 R&BD 발전전략  
•  ’18. 08  첨단센서2025포럼 홈페이지 오픈

•  ’18. 09. 11 제4회 첨단센서 2025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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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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창식 설립일 1997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회사소개

DB하이텍은 0.35미크론급부터 90나노에 이르는 첨단 제조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시스템IC를 생산하는 
시스템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Analog, Power(BCDMOS), Embedded Flash, Display Driver IC, CMOS Image Sensor 등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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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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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91,500 275,095 394,111 379,029 210,356 469,382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44 382 1,316 95 1,93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EMS microphone

소자형

•주요특징

-  Type :  Capacitive type MEMS 
microphone Sensor die

-  SNR :  58~59dB@Top, 62~65dB@
Bottom

-  Low end - High end 시장까지 모든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sensor를 8인치로 생산할 수 있음

-  CMOS fab을 활용한 원가 경쟁력 확
보 하였으며 SNR >67dB 제품 개발 
중

-  2015년 US 특허 출원 및 등록 예정

- Earset
- Smartphone
- Notebook
- AI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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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Ｄ
Ｂ
하
이
텍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icro-heater

소자형

•주요특징

-  Chip size : 1x1mm2
-  소비 전력 : <45mA @300oC
-  구동 온도 : 200~400oC
-  Heater : 텅스텐 사용

-  CO2, VOCs 등 
측정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icro-heater 소자형 Gas sensor 1년 ①자체개발 

Micro-bolometer 소자형 열화상 센서 2년 ②외부기관 협력

FBAR 소자형 RF filter 2년 ②외부기관 협력

Motion sensor 소자형 Smartphone Drone 3년 ②외부기관 협력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심천만 직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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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왕성호 설립일 2017.10.16

소재지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313호(가정동, ETRI융합기술센터)

회사소개

스마트 아날로그 설계 기술과 아날로그와 머신 러닝의 결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는 안정적인 성능의 시스템온
칩을 빠르게 개발해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인터페이스와 머신러닝 기술등 검증된 관련 특
허 기술등을 보유 및 상용화 진행 중이며, 미리 확보한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물 인터넷 센서의 수율 저하, 악성 재고, 보정으로 인한 개발 기간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사와 더불
어 성장하는 기업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센서 신호처리 분야의 선두 기업이 될 것입니다. 

주요연혁

- 2017.10 네메시스 주식회사 설립
- 2017.11 네메시스 ㈜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 한국 산업기술 진흥 협회
- 2018.01 중소기업부 Biz Challenge 지원업체 최종 선정 - 경기 창조경제 혁신 센터
- 2018.01 벤처기업 확인 - 기술보증 기금
- 2018.01 기술보증 기금 보증 기업 선정 - 기술보증 기금
- 2018.07 캡스톤 파트너스 투자 유치 (5억원) - TIPS 주관사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0 0 0 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4 1 1(기술 고문) 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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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네
메
시
스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DSM based Converter
Bioelectrical 
Impedance

Smart Weight-Scale, Environment, 2년 CMOS Processor 

Impedance Analyzer SoC Proximity Robot 3년 CMOS Processor

CDC SoC Force/Torque Automotive 3년 CMOS Processor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8.01.01. - 2018.5.31 IoT용 센서 인터페이스 반도체 개발 중소기업부

2018.04.01. - 2020.12.31 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피부형 근접 센싱 기술 개발 산업부

2018.05. - 2022.12. 센서 SoC기술을 적용한 협동로봇용 다중센서 개발 산업부

 담당자

이름 최현무 직위 부사장

연락처 010.5022.0606 이메일 Eric.choi@neme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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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텍

 일반현황

대표자명 정후민 설립일 2015.12.16

소재지 (13112)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18번길 9-2 102호 (복정동)

회사소개
아날로그적 사고는 디지털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요소이며 아날로그적 행태가 디지털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는 인식 아래 인간적인 정감과 추억이 깃든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함.

주요연혁

- 2015.12  창업
- 2016.05  소규모 투자 유지 
- 2016.10  연구전담부서 설립
- 2016.11  벤처기업 인증
- 2016.12  중기청 구매조건부 과제 진행 
- 2017.06  산자부 미래성장 과제 진행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 - 15300 - 2700 -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3 - 1 - 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토양 수분 센서 시스템형 토양 내의 수분량을 측정하는 모듈 농업, 임업 나래트랜드

임피던스 측정센서 시스템형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한 센서 모듈

스마트 유량계 시스템형 디지털 저전력 유량계 농업,산업,가전

염분 측정센서 시스템형 염부 측정 모듈 가전,수산업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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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다
모
아
텍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토양 EC 
측정센서

시스템형 농업 임업 3개월 자체 개발 칩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

동작인식 센서 시스템형 전분야 4개월 자체 개발 칩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

수위측정센서 시스템형 전분야 3개월 자체 개발 칩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

양액 EC 
측정센서

시스템형 농업,임업 3개월 자체 개발 칩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9.26 - 2017.06.25 차량용 인덕티브 센서 신호 처리를 위한 ROIC 개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2016.11.01 - 2018.10.31 차량용 압력센서를 위한 FM방식을 사용한 인덕티브 신호처리용 ROIC 개발 중소기업청

2017.06.01 - 2018.12.31
강화유리 적용과 초산비닐 & 실리콘 그라파이트 소재의 위조지문 감별이 가
능한 모바일 기기용 지문인식 센서 모듈 개발 및 사업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담당자

이름 정후민 직위 대표

연락처 010-2886-8425 이메일 hmjung@damoa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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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인더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덕배 설립일 2012.09.01

소재지 (34027)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284 3층 (탑립동)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12. 09 주식회사 다인인더스 법인설립 
-  2014. 12 반도체 SOC 사업 참여(TTI Logger) 
-  2015. 04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2015. 07 벤처기업 인증 획득 
-  2015. 09 창의 모바일 사업 참여(스마트 지팡이) 
-  2015.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스마트 태그 

개발) 
-  2016. 09  산업자원부 센서 고도화 사업 참여(LiDAR 개발) 

-  2017. 07  2017. 07 웅지전자와 전략적 제휴
-  2017. 08  TTI Logger납품 (TAPS International과 베트남 진

출) 
-  2017. 10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참여(로봇 청소기 

무선충전 스테이션 개발) 
-  2018. 06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지중 매설물 정

밀 측위 센서 모듈 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0 1,127 0 1,698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8 20 2 0 31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초경량 저가형 
라이다 센서 모듈

시스템형

드론, AGV, 로봇청소기 등의 소형 무인기기의 충돌방지
나 3D 맵핑 등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라이다(LiDAR) 센
서 모듈로 소자의 절감과 MCU 통합 모듈을 구성하고 회
전 광학계를 개발하여 기존의 회전형 라이다 센서의 기계
적 구조와 진동 등을 최소화해 소형화, 초경량, 저가화, 저
전력의 라이다 센서 모듈을 개발.

드론, AGV, 
로봇청소기 등의 
소형 무인기기

웅지전자, 
하우웰EMS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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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다
인
인
더
스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지중 매설물 위치변화 감지를 위한 정밀 측위 센서 모듈 모듈형
지중 각종 

도관 등의 매설물
2018년 - 2019년 공동개발

신선식품 배달용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서비스 IoT 태그 
및 리더기

모듈형
신선식품 

배달용 패키지
2018년 - 2018년 자체개발

초경량 저가형 라이다 센서 모듈 시스템형 소형 무인기기 2016년 - 2019년 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9 - 2019.08 초경량 저가형 라이다 (LiDAR) 센서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8.06 - 2019.05
지중 매설물 위치변화 감지를 위한 정밀 측위 센서 모듈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이름 유상재 직위 대리

연락처 010-9165-5126 이메일 sj.yu@dainind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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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노텍

 일반현황

대표자명 조경진, 조형근 설립일 2012.04.18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로 1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회사소개

당사 주요 매출은 자동차부품 제조이며, 신설된 신사업 부문에서 스마트센서 및 바이오 분석 시스템 (세포대사분석 
통합시스템)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센서 사업부는 MEMS음향센서, 세포대사분석 통합시
스템에 필요한 광센서(자체), 전기화학식 센서(공동연구) 및 통합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당사 홈페이
지(www.dkinnotech.co.kr)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주요연혁

- 2018       광학센서 및 실시간 세포대사분석통합시스템 상용화 추진 중
- 2016       신사업부문 (스마트센서사업부 신설, 광교)
- 2015. 07 KAIST, 고려대, 경희대, 분당서울대병원 산학공동과제 시작
             01 전남대 산학공동과제 수행 (광학기반 측정시스템)
- 2014.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 2012. 04 동국이노텍 설립,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시작
※ 2010. 01 실시간세포대사분석기 개발 착수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42,764 40,276 32,48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17 2 2 26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Cytesens

시스템형

실시간 광학기반 세포대사분석기

구분
주요사항

수동 자동

O2 
측정

 해상도
±0.15% O2
 at 21% O2

±0.15% O2
 at 21% O2

 정확도
±0.50% O2 

at 21% O2
±0.50% O2 

at 21% O2

pH 
측정

 해상도
±0.07pH 
at pH = 7

±0.07pH 
at pH = 7

 정확도
±0.15pH 
at pH = 7

±0.15pH 
at pH = 7

약물주입 수동주입
4 유형의 시약 

설정 및 자동주입

측정 연속반복측정
연속 반복 측정, 마이크
로 플레이트 커버 자동

개폐

바이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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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동
국
이
노
텍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복합센서 모듈형 pH, O2 센서 바이오 예정

광바이오센서

소자형 스마트폰 및 바이오용 센서
스마트폰
바이오

진행 중

EGR Pipe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포드, 현대, 기아, 
쌍용, 코렌스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복합센서 모듈형 바이오 2018.10 - 2020.10
실시간 세포대사분석 관찰 가능한 광-바이오 복합센서 
(pH, O2, 이미지센서) 및 Cell Plate 일체형 모듈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8.01 - 2018.07.31 1000개 이하 세포샘플의 다변수(pH, 용존산소, 열량) 동
시분석이 가능한 대사량 측정시스템 개발

산업자원부

 담당자

이름 이명진 직위 상무

연락처 010-6503-9483 이메일 mjle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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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트론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충국 설립일 1998.01.20

소재지 (34324)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82 ㈜래트론 (신일동, ㈜래트론)

회사소개
래트론은 전자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온도센서, 초음파 디바이스, 바리스터 등을 상품화하는 업체로서, 세라믹 소재기
술, 전자부품 조립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SDI와 LG화학 등에 공급하고 있음. 특히 배터리용 온도센서에 있어서 당
사는 삼성SDI와 LG화학에 핵심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주요연혁

-1998.01 회사설립 
-1998.06 선도소재연구소 등록 
-2000.08 본사 및 공장 신축이전 
-2005.01 중국 심천 사무소 설립 
-2005.07 중국 소주 공장설립 

-2012.08 본사공장 증설 
-2017.07 센서 전용공장 설립 
-2018.01 SQ 인증획득 
-2018.04 중국공장 증설이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6,567 2,857 6,119 4,051 8,128 5,414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6 9 35 9 7 66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발란스 모듈 모듈형
ESS 또는 전기자동차 증 고용량 배터리의 효율 증대를 위
한 부품

배터리
LG화학, SDI 등
BYD, Simplo 등

온도센서 모듈형
빠른 응답속도, 고온용 등 용도에 최적화된 고신뢰성 온
도센서 솔루션

자동차
배터리

GM, 현대기아 등
LG화학, SDI 등

압전디바이스 모듈형
- 초음파 진동자 : 무화기, 하베스트
- 초음파 센서 : 진동, 가속도, 음향

가전
산업용

가습기, 미용기
방범, 세척기

바리스터 소자형
- 정전기 제거기능 등의 고용량 소자
- 정전기와 전자파 제거용 복합부품

회로보호 휴대단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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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래
트
론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필름형 히터 모듈형
- 유연한 필름형 구조의 히터
- 저온에서 300°C 까지 사용
- 박형 히팅모듈 제공

가전용
산업용

비데, 냉장고, 
배터리, 매트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전기자동차용 발란스센서 모듈형 전기자동차 2018 - 2020 공동개발

직수가열용 표면히터 모듈형 순간가열 2016 - 2019 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10 - 2017.09
저화소 마이크로볼로미터를 이용한 적외선 온도센서 기
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09 - 2017.08 무연압전세라믹을 적용한 친환경 자동차용 노킹센서 개발 중소기업청

2012.06 - 2017.05 그린환경지원용 온도센서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1.09 - 2017. 04 스마트 단말기의 배터리용 박형 고신뢰성 온도센서 개발 충청광역경제권

 담당자

이름 김수연 직위 계장 

연락처 042-935-8433 이메일 sue2232@lat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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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엘에스아이

 일반현황

대표자명 허승훈 설립일 2007.07.03

소재지 (06728) 서울 서초구 효령로 414 1층 (서초동, 정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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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ROIC, MCU(8,32Bit), 산업용 IC, 의료용 IC, PMIC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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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5 한국무역협회 회원가입 (무역업고유번호 : 30713949)
- 2014.03.28 특허 등록 전류제한 스위치 특허 (제 10-1381376호)
- 2015.03 MCU 8/32BIT 사업개시
- 2016.05 복합환경 센서향 ROIC 샘플 제작 및 평가
- 2017.08  CIS향 RAM CHIP 성능 평가 완료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0 0 0 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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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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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
오
엘
에
스
아
이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센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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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국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Analog AFE/ROIC 반도체 설계 기술 소자형(IC)
복합 환경센서
Mobile (MEMS)

3년
자체개발중, 

외부기관 협력중 (기술자문)

HIC 소자형(IC) 물체감지 3년 자체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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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하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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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하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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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LSI

 담당자

이름 배기관 직위 이사

연락처 010-4123-1210 이메일 Kikwan.bae@leol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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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론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정빈 설립일 2000.08

소재지 (34104)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1205번길 6-28 레이트론㈜ (자운동)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10.11 1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1.11 2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14.04 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 2015.07 현대자동차 SQ인증 취득 
- 2015.12 신규사옥 이전 
- 2017.11 철탑 산업훈장 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5,000 25,000 18,000 20,000 13,000 22,0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0 20 150 13 5 19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일체형 
광센서

소자형
칼라 센서 및 리모콘 수광 소자와 발광 소자가 일체형 구
조로 되어있는 수신 및 발신용 복합 소자

가전 국내 및 해외

포토 인터럽터 모듈형 산업용 포토 인터럽터 산업용, 가전용 국내, 해외

Photo IC 소자형 Photo IC 가전 해외

Photo Diode IC 소자형 Optical Disc Driver Pick up ODD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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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
이
트
론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탁도센서 모듈형 수질의 탁한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가전 / 산업 국내 , 해외

분리형 
Interrupter

모듈형 ATM기기 에 적용 및 자판기의 화폐 감지용 센서 가전, 산업 해외

음성전송모듈 모듈형 광통신 방식으로 음성신호 전송용 모듈 음향기기 및 TV 국내, 해외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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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영 직위 담당

연락처 042-863-2840 이메일 leehy@raytr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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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LSI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석원 설립일 2005.08.08

소재지 (1668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1-1209 (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회사소개
- 산업용 고화소카메라 이미지센서 설계 
- 광학식 지문인식 이미지센서 설계 
- IR Security용 이미지센서 설계

주요연혁

- 2007년 특허청 주최 반도체 설계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가시광/적외선 영상 동시 감지 영상소자)
- 2014년 산업용 TDI 이미지센서 개발
- 2017년 산업용 고화소(155M) 이미지센서 개발
- 2016 - 18년 광학식 지문인식 이미지센서 설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N/A N/A N/A N/A N/A N/A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10 0 1 0 1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이미지센서     소자형  산업용 고화소카메라 이미지센서  Display검사기     -

이미지센서     소자형 광학식 지문인식 이미지센서 모바일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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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마
루
Ｌ
Ｓ
Ｉ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이미지센서     소자형 산업용 TDI용 이미지센서 Display검사기 -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고화소 이미지센서     소자형  산업용  - 2020    용역개발/공동개발

지문인식 이미지센서     소자형  모바일폰  - 2019    용역개발/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 2017 CMOS기반 CCD공정개발 및 12K급 선형영상소자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김성진 직위 상무

연락처 010-7450-2267 이메일 sjkim@marul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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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인피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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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군수분야의 고정밀 MEMS센서 및 항법시스템을 국산화 하고 있
습니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창의적인 항법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센서부터 시스
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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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6,192 15 4,458 37 5,055 2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9 34 1 44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청소로봇용
항법센서

모듈형

-  6축 Cruizcore 항법알고리즘 탑재하여 Roll, pitch, Yaw 각
도, 보상된 3축 가속도, 3축 각속도 데이터 출력으로 효율
적인 경로계획, 청소시간 단축, 저전력 소모 구현

-  10deg/hr의 낮은 바이어스 오차와 0.3% FS의 정확한 환
산계수(scale factor) 오차를 가짐

청소로봇,
서비스로봇 등

삼성전자,
LG전자

차량용 항법센서

모듈형

-   6축 센서와 차속정보, GNSS를 결합한 DR/GNSS 항법 모듈 
-  6축센서: 3축 자이로스코프(Gyroscope) +3축 가속도계
(Accelerometer)

-  GNSS: GPS+GLONASS or GPS+BeiDou
-  차속정보: Pulse or Serial 입력

-  DR/GNSS는 어떤 환경(지하주차장, 터널 및 고층빌딩 사
이)에서도 안정된 성능으로 자동차의 정확하고 연속적
인 Heading Information 제공

-  Position accuracy 2 m CEP(SA off)
-  주행거리 5 % 의 DR 단독항법 오차

카네비게이션
폭스바겐 코리아,
르노삼성 모터스,

GM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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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마
이
크
로
인
피
니
티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자세측정장치

시스템형

-  3축 자이로스코프, 3축 가속도계, 3축 지자계(Magnetic) 센
서를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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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로스코프 및 가속도계를 이용한 소형, 경량
의 전술급 관성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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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탄 등 LIG넥스원

XNS100

시스템형

-  3축 자이로스코프, 3축 가속도계, 3축 지자계센서를 주요 
구성으로 한 GNSS/INS

-  규격/사양
- Rate: ±450/1000/2000°/sec
- Acceleration: ±10/30/100 g
- 위치오차: 2.0m (CEP, with GNSS)
- 속도오차: 0.1m/sec (with GNSS)
- Roll, Pitch: 0.2°(with GNSS, 1σ)
- Heading: 0.5°(with GNSS, 1σ)

무인기 등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고성능 가속도계 모듈형 자율주행로봇, 드론, UAV 등 2018.1 - 2019.1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3.12 - 2007.01 감시로봇용 초저조도 DSP Chip및 소형저가 INS센서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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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위성관성 항법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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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 2016.11 왕복엔진 기반 대형 드론의 운용 요구를 만족하는 항법 장치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윤영채 직위 사원

연락처 031-546-7404 이메일 ycyoon@minfinity.com



32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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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韓만도-獨Hella) Joint Venture Agreement 체결
2009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한국 공장 설립 (MHE) / ISO/TS16949 획득
2010年  MHE 양산 착수 / 디지털 타입 토크&앵글 센서 국내 최초 개발 / ISO14001 획득
2011年  자동차 전자 안전 기준 (ISO26262) 국내 최초 획득 / R-EPS용 Powerpack 국내 최초 개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중국 공장 설립 (MHES) / OHSAS18001 획득
2012年  MHES 양산 착수
2013年  ASPICE CL2 국내 최초 획득
2015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인도 공장 설립 (MHEAI)
2017年  MHEAI 양산 착수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53,768 81,231 364,020 118,261 350,800 76,783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0 134 487 21 69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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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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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만
도
헬
라
일
렉
트
로
닉
스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S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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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HKMC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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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SYMC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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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8.12.01 - 2011.09.30 종횡방향 기반의 통합 능동안전시스템용 센서 융합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1.10.01 - 2014.09.30 지능형 주차보조시스템을 위한 장거리 초음파 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06.01 - 2018.05.31 운전 미숙자 지원을 위한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06.01 - 2018.05.31 사각지대 정보제공을 위한 다기능 초음파 센서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이름 유광호 직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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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민동진 설립일 2000.02.02

소재지 (1349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주식회사 멜파스 (삼평동)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00.02 ㈜멜파스 설립 
- 2003.03 지문인식센서칩 ‘MFCS.1000’ 개발완료 
- 2004.11 Touch Sensing Platform 개발완료 
- 2006.01 ISO14001 인증 
- 2006.02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등록 
- 2006.02 터치키모듈 공급 개시 
- 2006.03 터치컨트롤러 IC ‘MCS-2000’ 개발완료 
- 2006.11 터치컨트롤러 IC ‘MCS-3000’ 개발완료 
- 2007.09 터치컨트롤러 IC ‘MCS-5000’ 개발완료 
- 2007.11 ‘3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08.02 ‘IR52 장영실상’ 수상 
- 2008.02 터치키모듈 누적 2천만개 공급 
- 2008.06 정전용량방식 터치스크린모듈 공급 개시 
- 2008.10 2008 벤처코리아 대통령 표창 
- 2009.01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3천만개 공급 
- 2009.02 터치컨트롤러 IC ‘MCS-6000’ 개발완료 
- 2009.04 LG전자 1차 협력업체 등록 
- 2009.05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4천만개 공급 
- 2009.11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5천만개 공급 
- 2009.11 ‘7000만불 수출탑’ 수상 
- 2009.12 코스닥 상장 
- 2010.01 삼성전자 Anycall 부품품질대상’ 수상 
- 2010.06 터치컨트롤러 IC ‘MCS-7000’ 개발완료 
- 2010.07 DPW(Direct Patterned Window) 모듈 공급 
- 2010.08 Tablet PC용 7' 터치스크린 모듈 공급 개시 
- 2015.04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7억개 공급 
- 2015.07 중국 합작회사 (Liansi) 양산 개시 
- 2015.08 터치스크린 모듈 'All ITO type 1-layer' 개발 
- 2015.11 터치 컨트롤러 IC 'Hybrid sensor' 개발 
- 2015.12  터치 컨트롤러 IC 'Touch sensor with Force touch 

sensor' 개발 
- 2016.01  일본 Pachi-slot 용 Curved 터치스크린 모듈 개발 
- 2016.0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 2016.04 중대형 터치 컨트롤러 IC ‘MOS-50F’ 개발 

- 2016.04  터치 컨트롤러 IC ‘TDDI Touch + DDI 통합 Sensor’ 개발 
- 2016.08  고감도 터치 컨트롤러 IC ‘MMS-649’ 개발 
- 2016.08  강서연지집성전로유한공사 설립 (중국 비메모

리 반도체시장 진출) 
- 2010.09 무상증자 200% 실시 
- 2010.10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8천만개 공급 
- 2010.10 전자, IT의 날 유공자 지경부장관 표창 수상 
- 2010.11 ’1억불 수출탑’ 수상 
- 2010.12 터치컨트롤러 IC ‘MCS-7000’ 개발완료 
- 2010.12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9천만개 공급 
- 2011.01 DPW(G1F) 공급 개시 
- 2011.02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1억개 공급 
- 2011.02 사상 최대 실적 달성(2,517억) 
- 2011.03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국세청장 표창 수상 
- 2011.03 공시유공자 표창 (한국거래소) 
- 2011.04 생생코스닥 대상 수상(지식경제부 장관상) 
- 2011.04 ’코스닥 히든 챔피언’ 수상 
- 2011.06  ’Korea KOSDAQ Grand Prize-Best Management’수상 
- 2011.09 Tablet PC용 8.9” 터치스크린 모듈 공급 개시 
- 2011.12 ’Deloitte Asia pacific Fast 500’ 수상 
- 2012.03 DPW(G1) 공급개시 
- 2012.04 삼성전자 Global 강소기업 육성업체 선정 
- 2012.11 2012 대한민국 세종 나눔봉사대상 수상 
- 2012.12 터치컨트롤러 IC 누적 3억개 공급 
- 2013.03 삼성전자 '혁신우수사례 대상' 수상 
- 2013.04 본사 이전 (판교 테크노밸리) 
- 2013.04 터치 컨트롤러 IC 누적 4억 개 공급 
- 2013.08 민동진 대표이사 취임 
- 2013.12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4.03 삼성전자 '2014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 2014.04 베트남 현지 양산 개시 (동종업계 최초) 
- 2014.04 GF1 Type 1-layer 터치스크린 모듈 공급 개시 
- 2014.11 중국 합작회사 (Liansi)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53,745 90,100 56,821 26,505 34,522 21,31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2 43 23 16 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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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멜
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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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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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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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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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내부 정책에 의한 공개 불가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이병준 직위 부장

연락처 070-4055-6366 이메일 Lee.bj@melf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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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아이즈

 일반현황

대표자명 남동욱 설립일 2013.11.06

소재지 (14057)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602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13.11 회사설립 
- 2016.09 Fir초박형 지문인식 센서 개발- under Cover Glass Solution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0 0 167 0 0 51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6 0 1 0 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초박형지문인식센서 모바일기기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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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
욘
드
아
이
즈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광학방식의 지문인식센서/정맥인식센서 소자형, 모듈형
모바일기기/
보안기기

1년 - 2년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12 - 2016.11
고감도 근적외선 이미지센서및 지정맥패턴인식 방지의 
휴대형 보안토큰 기술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정준철 직위 이사

연락처 010-6608-731 이메일 joon@beyond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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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에스앤씨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상익 설립일 2000.07.01

소재지 (13229)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6 둔촌대로 446 (상대원동 5436-1) (상대원동)

회사소개

주요연혁

2000-07 ㈜삼영에스앤씨 설립 
2002-04 ISO/TS 16949 품질시스템 인증 
2009-07 반도체형 온습도센서 HumChip 개발 
2010-02 Ford 자동차 In-Car 온습도 센서 승인 
2012-01  미국GE(Amphenol) 인증 및 HumiChip ODM 공급 

계약 체결 
2012-12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지식경제부) 
2013-12 차세대일류상품인증(KOTRA) 
2014-03 MCU 타입 먼지센서 특허출원 

2015-04 차량용 미세먼지 감지센서 특허 출원 
2015-11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투자연계형) 과제선정 

및 투자유치 
2016-08 PHILIPS 먼지센서 공급 계약 체결 
2016-10 LGE VC 자동차용 먼지센서 협력사 선정 
2016-12 먼지센서 생산라인 확장 
2017-07  제4차 한독 공동 R&D Project(소형화, 저전력 

PM2.5 센서 개발) 
2018-03 습도센서(HumiChip) AEC-Q100 Standard 인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465 8,956 4,203 9,236 5,268 9,33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1 24 45 10 2 9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In-Car Sensor 모듈형

-  차량 내부의 온습도 감지  후 최소의 에너지 소비로 최적
의 환경 구현

-  FORD 적용 결과 공조 구동 에너지 효율 약 20% 개선 
-  쾌적한 환경구현 및 연비 절감 효과

Automotive Ford

Humi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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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환경에서의 센서 신뢰성 확보 (±0.2°C for -20~60°C)
- AEC-Q100 STANDARD 인증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

KT, CESCO, 
케이웨더

HCPV 모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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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

삼성전자,
Electrolux,
오텍캐리어

PM10
Particle Sensor

모듈형

- IR LED를 활용 광학 방식의 미세먼지 감지 센서
- PM10 미세먼지 감지
- 소형 사이즈, MCU Control
- PWM 출력
- 장기적인 신뢰성 및 유지 보수 용이

생활가전

HVAC
IoT Device

LG BdMS
KT

PHILIPS
오텍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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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삼
영
에
스
앤
씨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Automotive 
Particle Sensor

모듈형

- IR LED를 활용 광학 방식의 미세먼지 감지 센서
- AEC-Q100/200 인증 부품
- Automotive Grade 자재 사용
- 자동차 업체 기준 신뢰성시험 통과 (GWM3097 : 2015)
- 고가의 정밀 계측 장비와 유사한 성능 구현

Automotive LGE VC

PM2.5/PM1.0 
Particle Sensor

모듈형

- 초미세먼지 영역 감지 (≥0.3㎛)
-> Real-time PM2.5/PM1.0
- UART 출력 (㎍/㎥) / PWM출력(Low Pulse Occupancy)
- 우수한 정확도 
- 개별 센서 정밀 교정 시스템 
- 시장 검증된 신뢰성 및 내구성

생활가전

HVAC
IoT Device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차세대 먼지센서 모듈형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 2018 - 2019 자체개발

차세대 복합센서 모듈형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 2018 - 2019 자체개발

ADS 모듈형 Automotive 2018 - 2018 자체개발

차세대 습도센서 모듈형 Automotive, 생활가전, HVAC, IoT Device 2018 - 2019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1.09 - 2005.07 대용량 Super Capacitor 개발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06.03 - 2010.05 유비쿼터스용 CMOS 기반 MEMS 복합센서기술개발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0.11 - 2013.10 Nano Pore 구조를 이용한 정전 용량 3㎌(±3%)급, 50㎜×
50㎜×5㎜ 크기의 박막 적층 캐패시터 개발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11 - 2018.08
자동차향 실내 부유 초미세먼지 감지센서모듈 개발 및 
Calibration 시스템 개발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09 - 2020.08 MEMS 기반의 소형(30x40x15mm), 저전력 PM2.5 센서 
공동연구개발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이름 황재동 직위 과장

연락처 010-8688-1846 이메일 hjd@samyoungs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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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업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순철, 박정길, 김기홍 설립일 1976.07.01

소재지 (44252) 울산 북구 효자로 82 세종공업㈜ (효문동, 세종공업㈜)

회사소개

주요연혁

1970's 세종공업㈜ 설립(1976) 
1980's 철탑산업 훈장 대통령상 수상(1988), 제2공장 준공(1989) 
1990's 세종연구소 설립(1995), 금탑산업 훈장 수상(1997) 
2000's 중국 염성,북경 법인 설립(2002), 미국 알라바마 법인 설립(2003) 
2000's 세움㈜ 설립(2006), 체코슬로박 법인 설립(2006) 
2000's 광교연구소 설립(2008), 미국 조지아/러시아 법인 설립(2008) 
2010's 중국 태창 법인 설립(2011), 중국 연구소 설립(2012) 
2010's 중국 사천,중경진천 법인 설립(2013), Asentec 계열사 편입(2014) 
2010's 멕시코 법인 설립(2014),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2014)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461,830 737,235 432,800 721,586 392,039 643,87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00 100 400 50 50 80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배기시스템 시스템형

주행중인 자동차엔진에서 연소된 고온고압의 배기가스
는 배기시스템의 촉매정화장치(Catalytic Converter)를 통
과하면서 촉매 화학반응을 통해 무해한 가스로 정화되며, 
정화된 가스는 소음기(Muffler)를 통과하며 소음과 진동
이 감쇠되고 최종적으로 최적의 음질을 가진 배기가스로 
변환되어 배출됩니다.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모듈형

세종공업㈜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에 대비하여 핵심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존의 배기 
시스템 기술에 전장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기술은 물론 
지능형 스마트카 관련 기술 개발과 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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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
종
공
업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휠스피드 센서 모듈형

휠 속도 센서(Wheel Speed Sensor)는 자동차의 바퀴에 설치
되어 바퀴의 회전속도를 자력선 변화로 감지하여 시스템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ABS(Anti-Lock Braking System), 
속도계, EPS(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 등과도 연계되
어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수소센서 모듈형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2010년 - 2014년 자체개발

압력센서 모듈형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2010년 - 2014년 자체개발

워터트랩 모듈형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2010년 - 2014년 자체개발

휠 속도 센서 모듈형 자동차 2010년 - 0년 자체개발

Urea-SCR 시스템 시스템형 디젤자동차 2015년 - 0년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8 - 2017.07
수소인프라용 고농도 수소센서 및 실시간 수소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07 - 2018.06 실증단지용 보급형 수소센서 개발 및 모니터링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04 - 2019.03 차량용 고체 전해질 기반 전기화학식 수소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12 - 2016.09 차량 안전 시스템용 센서 및 프로세서 SoC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07 - 2016.06 시스템 소형화를 위한 가변압력 PEMFC 핵심부품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0.07 - 2013.04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고성능 수소센서류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엄재현 직위 책임연구원

연락처 031-219-9931 이메일 mirinae@sjk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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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소허브

 일반현황

대표자명 남정현 설립일 2015.01.02

소재지 (14055)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411호 (관양동, 대명 글로벌 비즈스퀘어)

회사소개

주요연혁
2015-1 회사 설립 
2016-1 CMOS기반 CCD형 TDI 선형 센서 개발 완료 
2018-2 155M 화소 초고해상도 머신비전용 영상소자 개발 완료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86 0 1,435 0 1,395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2 0 0 0 3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Hybrid TDI Line 
Sensor

모듈형
세계 최초로 양산된 CMOS/CCD 결합 Hybrid TDI 선형 영
상 센서

머신비전 비전 카메라 업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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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센
소
허
브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PPC 모듈형 의료기기 2018.03 - 2018.12 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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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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코

 일반현황

대표자명 하승철 설립일 2004.12.23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15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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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시에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가스안전기기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함으로써 외국산 제품에 점유되어 있
는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시장을 국산화 대체 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기존의 전통적인 가스 안전기기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에도 전념을 다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고 있음 

주요연혁

2004 11 주식회사 센코 법인 설립
2005 10 신기술보유 예비벤처기업지정
2006 3 주식회사 센코 공장 등록
 11 대한민국 창업대전 우수상
2007 1  국내특허 등록  

(전기화학식 일산화탄소 가스센서)
 2 국내특허 등록 (전기화학식 산소 가스센서)
 2 주식회사 센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5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지정
 5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

2008 3 신기술제품인증(NEP) 확보
2011 3 녹색기술인증 확보
 9 소방산업기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12 7  경기도 오산시로 본사,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

소 이전
2013 1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12 경기 녹색산업대상
2014 4 경기도 e-프론티어 기업 선정
 12 대한민국 환경에너지대상 금상 수상
2015 4 중기청 녹색기술 인증서 획득
2016 11 한국센서학회 "기술진보상" 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7,102 1,017 8,740 1,302 11,227 1,86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8 22 16 13 7 7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소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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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관련 특허 다수 보유

산업안전
환경분야

삼성전자,
LG전자,
Hanwei

휴대용 단일
가스 검지기

 모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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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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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센
코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휴대용 복합
가스 검지기

모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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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고정식 
가스 검지기

모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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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악취 측정기

시스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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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매립지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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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5. 01 - 2021. 12. 31
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을 위한 높이 3mm 이하 슬림구조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및 복합 가스 환경내 가스 분별 기술

산업부

 담당자

이름 이인원 직위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070-8789-2615 이메일 iwlee@senk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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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텍코리아

 일반현황

대표자명 유도준 설립일 1998.07.29

소재지 (10880) 경기 파주시 지목로75번길 21-6 센텍코리아 (신촌동, ㈜센텍코리아)

회사소개

주요연혁

- 1998-07 센텍코리아 법인 설립 (1998년 7월) / 벤처기업 선정 (2002년 ) 
- 1998 경찰청 음주단속장비(음주감지기) 조달공급 
- 2013 경찰청 음주단속장비(음주측정기) 조달 공급 
- 2002 EM 마크 인증 획득 / 조달청 우수조달물자 선정 (산업자원부/ 조달청) 
- 2011-11 수출 1,000만불 탑 수상 
- 2012-06 해외지사 설립 – 독일 프랑크푸르트 
- 2014-07 AEO(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획득 
- 2015-03 TS16949(AQS센서) 인증 획득 
- 해외 인증 현황 : 
- 국내 인증 현황 :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099 9,625 3,133 9,137 3,633 10,606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12 35 5 3 6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가스센서 소자형 반도체식 가스센서 가스센서 LG 전자, 삼영S&C

음주측정기 시스템형 음주측정기 개인휴대용, 탁상형 음주측정기
경찰청, 버스운수조합 
관공서, 국외 업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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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센
텍
코
리
아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EMS 타입 가스센서 모듈형 가스센서 2018 - 2020 자체개발

MEMS형 음주측정기 시스템형 음주측정기 2018 - 202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11 - 2016.10
-  핵심소재개발사업2단계 
-  운전자 음주여부를 3초 이내로 감지하기 위한 반도체식 가스센서 어레이 및 
복합센서모듈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2016.09 - 2019.12
-  핵심소재개발사업3단계 
-  운전자 음주여부를 3초 이내로 감지하기 위한 반도체식 가스센서 어레이 및 
복합센서모듈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2016.07 - 2018.06
-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  경찰청 규격에 부합하는 비분산 적외선(NDIR) 센서모듈을 이용한 휴대용 
Evidential 음주측정기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2017.04 - 2022.03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ATC 분야
-  Transdermal Analyte(Acetone, Alcohol) Concentratioin (TAC) monitoring을 위
한 ROIC 내장 반도체식 MEMS센서 및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2011.04 - 2013.03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  연료전지형 알코올센서 및 자동차 제어용 음주측정기 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정종진 직위 책임연구원

연락처 010-2212-7893 이메일 jjjung@sen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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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형규 설립일 2015.07.24

소재지 (169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용인테크노밸리 C동 907호 (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회사소개
•Analog IC 설계, 제조 Fabless company

- 현재 Target Application : Sensor signal conditioner (ROIC), Sensor IC
- 기타 Business model : Analog IC ASIC

주요연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0 0 150 0 12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2 0 1 0 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압력, 습도, 온도 센서용 ROIC 개발중
MEMS Microphone 용 ROIC 개발중

첨단센서 미정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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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슈
가
스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센서 Processor 시스템형 스마트 복합센서 제어 2019 - 2020 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이형규 직위 대표이사

연락처 010-3548-1610 이메일 mark_lee@suga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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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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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   ㈜트루윈에 합병(피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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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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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
리
우
스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SR8035M 소자형
IoT 

자동차(내부)
2017-1월
2017-12월

자체개발

SR3217D 소자형
IoT 자동차(외부)
모바일

2017-6월
2018-5월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8.18 - 2016.04.20 모바일용 적외선 이미지 센서 모듈 및 보정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대덕연구
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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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8 - 2018.04.07 CMOS파운드리 위탁생산이 가능한 IoT용 열화상 센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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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2017.12.31 모바일/IoT용 열영상 모듈 플랫폼 양산
산업통상자원부/

KIAT

 담당자

이름 김성태 / 윤이한 직위 부장 / 대리

연락처 010-4210-5810 / 010-5163-1144 이메일 kst@truwin.co.kr / yhyoon@tru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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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솔지주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우규 설립일 2013.07.24

소재지 (13449)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창업존 835호 (시흥동,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회사소개  NFC 솔루션 개발회사로 시작하여 IoT 모듈, 무전원 지문인식 카드, 조립형 멀티 결제단말기등을 개발/판매함

주요연혁

- 2013.07 ㈜시솔 설립
- 2014.09 SMPP  개발완료
- 2014.11 SMCP 개발완료
- 2015.06 SMCP II 개발완료
- 2015.06 PayCo 공급자 계약
- 2015.12 PayCo 납품
- 2016.06 SMCP III 개발 완료 및 EMVCo L1 인증
- 2016.09 BLE/WiFi 개발 완료
- 2017.12 중국 경제 사절단
- 2018.07 무전원 지문인식 카드 샘플 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77 0 840 0 54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6 0 1 0 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SMCP II 모듈형 NFC 모듈 결제, 인증 P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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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
솔
지
주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SMCP III 모듈형 NFC 모듈 결제, 인증 Payco

SMCP IV 모듈형 NFC 모듈 결제, 인증 PNE

LEGO 시스템형 NFC 터미널 결제, 인증 VAN사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무전원지문인식카드 시스템형 신용 결제, 인증 2019.1 - 2020.12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8.06 - 2019.05 NFC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근거리 보안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11 - 2018.10
출입보안 및 FIDO인증을 위한 무전원지문인증 카드 및 
NFC 리더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5.08 - 2016.08 국산NFC IC를 이용한 EMV 인증 비접촉 결제 모듈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

이름 정상욱 직위 수석

연락처 02-508-5656 이메일 shane.jung@sis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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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트로닉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심규환 설립일 2018.01.25

소재지 (55314)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97 시지트로닉스 (장구리)

회사소개

㈜시지트로닉스는 2008년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Si, SiGe, 화합물 반도체를 활용하여 제너 다이오드(Zener Diode), 순
간 전압 억제 소자(TVS: Transient Voltage Suppressor), Power-MOSFET, ESD/EMI Filter 등 특수 반도체 소자 및 재료를 개
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공장 증축 이전 후 대량 양산 라인을 구축하여 
연평균 100% 이상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18.10 완주군 봉동읍 FAB-II 증축
- 2018.03 MOU 체결(전라북도, 완주군)
- 2017.10 투자유치(코오롱 등, 30억원)
- 2017.07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중소기업청)
- 2017.05 소재·부품전문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
- 2017.02 기술이전(KANC, GaN FET)
- 2016.10 첨단기술기업 지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16.05 GaN SBD&HEMT 개발
- 2016.01 Rhoto Transistor 개발
- 2015.12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본사 이전
- 2015.06 완주군 봉동읍 FAB-II 신축
- 2014.08 자본금 증자(증자후 11.2억원)

- 2013.05 ULC-TVS 개발(국내 유일)
- 2013.04 고전압-고성능 FRD 개발(국내 유일)
- 2012.07 LC-type ESD/EMI Filter 개발
- 2012.02 Low 커패시턴스 TVS 개발
- 2011.10 이노비즈 인증(중소기업청)
- 2010.10 RC-type ESD/EMI Filter 개발
- 2010.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9.04 Zener 개발(국내 특허줄원 1건, 등록 1건, PCT 1건)
- 2009.03 ISO9001: 2008(ISO Korea 경영연구소) 취득
- 2008.12 기술이전 (ETRI, LN NHEMT 소자)
- 2008.05 기술이전 (ETRI, 고주파용 Sige HBT 소자)
- 2008.02 벤처인증
- 2008.01 발기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001 239 4,995 2,748 5,515 5,148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1 5 35 2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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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
지
트
로
닉
스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습도센서소자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서술
-  실내 환경 제어에 실용적인 가격으로 대량 적용이 용
이한 제품으로 측정 가능한 상대습도 범위는 20-90% 
RH 이며, ±2% RH의 오차범위를 갖음

• 특이사항
-  규격/인증 (적용규격, 범위, 인증기관)
-  특허 출원/등록 현황

에어컨,
냉장고 등

삼성전자,
Beco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Photo sensor 소자형 LiDAR 2018 - 202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 05. 01.  ~  2020. 12. 31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저 다이오드 및 전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한 저가형 LIDAR 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김정남 직위 대리

연락처 063-262-4653 이메일 kjn0707@sigetr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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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씨앤티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용국, 이민우 설립일 1995.07.06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 S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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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과 트랙인치 등 센서를 적용한 IoT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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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협력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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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축 스마트 모션센서 핵심요소 기술개발 주관기

관 선정
2017  압력센서, MEMS 음향센서 소재 개발 

10축 복합항법시스템개발 과제 주관기관선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25,878 49,710 72,095 35,259 54,078 117,58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 22 37 15 2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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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Inch C100 모션센서를 활용한 도난방지 및 위치추적용 디바이스
Motorcycle, 

농업, 통신기지국, 
장애인 등

베트남 
Motorcycle 
업체 등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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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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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
성
씨
앤
티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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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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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Inch C100 시스템형
Motorcycle 도난방지, 위치추적 
기반의 어린이/장애인 보호장치

2017.06 - 2018.09

GSM, GPS, Bluetooth 통신 솔루션을 적
용한 이동형 모듈 제품으로 Google 지
도 기반의 Android와 IOS App에서 실시
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하는 IoT 장치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8.01 - 2018.07.31 9축 스마트 모션센서 핵심요소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KEIT

2017.05.01 - 2018.12.31 나노와이어 소자를 이용한 초고감도 MEMS 압력센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

2017.05.01 - 2018.04.30 Poly-Silicon Wafer를 이용한 64dB 이상 신호대비 잡음비
(SNR) 성능의 MEMS 음향센서 소자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ITP

2017.09.01 - 2018.08.31
나노와이어와 압전소자를 이용한 70dB이상 신호대비잡
음비 성능의 MEMS 마이크로폰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ITP

2017.10.01 - 2021.12.31
유/무인항공기용 고신뢰성 IMU 및 GNSS, 지자계, 고도계
를 통합한 IMU Embedded 6축, 10축 복합항법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KEIT

2018.07.01 - 2020.12.31 IoT 응용을 위한 변압기 절연유 상태 실시간 감지 시스템 
개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담당자

이름 권수진 직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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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기원 설립일 1993.01.27

소재지 (18529) 경기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41 ㈜신우전자 본사 (구장리, 신우세라믹)

회사소개

주요연혁

- 1989 회사 설립
- 1990 가스경보차단장치 개발
- 1991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 개발
- 1992 공업용 가스누설경보기 개발
- 1993 ㈜신우전자 법인설립
- 1996 자동식소화기 개발
- 1997 부설연구소 설립 및 승인
- 1997 유망중소기업 선정
- 2003 대한민국 가스산업대상 수상
- 2004  홈 네트워크 기반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자동식소

화기 개발
- 2004 가정용 폐음식물처리기 개발
- 2006 초음파 살균 세척기 개발

- 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2009 친환경 '클린 세탁볼' 개발
- 2010  가스센서용 MEMS 마이크로플랫폼 제조 기술이전
- 2011 자동식소화기 신제품 개발
- 2012 가스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실증 연구 과제 수행
- 2013  가스연료차량용 저소비전력형 접촉연소식 가스센

서모듈 연구 과제 수행
- 2014 가정용,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 신제품 개발
- 2014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기 개발
- 2015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개발
- 2015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개발
- 2016 독성용 가스누설경보기 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7,054 0 7,614 0 8,102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 5 9 6 2 2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ND-102D 가정용 가스누설경보기 가스 경보기 가정용 국내

ND-210 공업용 가스누설경보기 가스 경보기 공업용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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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
우
전
자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GSV-102W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가스 경보&
차단 장치

가정용 국내

IST-100HC 가스 센서 가스 센서 센서 국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ND-400 독성용 경보기 독성 가스 경보 2016년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1.05.01 - 2013.04.30
건축물의 붕괴 징후 탐지 센서 제조 및 복합 적용 기술 개
발 연구

행정자치부

2011.07.01 - 2013.06.30 고주파 방전 기술을 이용한 폐납축전지 재제조 시스템 개발 에너지기술평가원

2013.05.01 - 2016.04.30
센서 기술을 이용한 지하공동구의 이상 상태 검출 및 제
어 기술 개발

행정자치부

2014.06.01 - 2017.05.31 그린환경용 온도센서 개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이름 이동범 직위 연구원

연락처 010-6292-2673 이메일 dlehdqja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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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신전자통신

 일반현황

대표자명 장광현, 장재혁 설립일 1973년

소재지 세종시 연서면 당산로507

회사소개
자동차용 세라믹 레지스터, 온도센서, 습도센서, 가전용 온/습도 센서, 먼지센서, 통신장비용 세라믹 필터, 안테나 등
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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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베트남 공장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8,937 13,017 8,183 12,979 8,987 16,66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9 18 35 7 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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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현대-기아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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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쌍
신
전
자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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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 
자동차 등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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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1 - 현재 전시종합홍보지원-센서카다로그, 배너 제작 고려대학교

 담당자

이름 이학진 직위 이사

연락처 010-3781-4684 이메일 jini@sangshin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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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유글로벌

 일반현황

대표자명 임수빈, 김현종 설립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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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주식회사 씨앤유글로벌은 주력사업인 고속전력선통신 칩과 시스템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원격검침 시장의 시장점유
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적된 SoC 기술력으로 초미세먼지를 포함 환경센서와 연동하는 최적의 칩을 개발하여 
사업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주요연혁

 - 한전 저압AMI 사업의 고속전력선통신 기반 DCU 및 모뎀장치 납품(2016~2018)
 - 한전 고압AMI 사업의 LTE 기반 모뎀장치 납품(2016~2017)
 - 한국도로공사 터널등 제어시스템 납품(2015~2017)
 - ㈜씨앤유글로벌 사명변경(2014.01)
 - ㈜유틸링크 합병(2013.12)
 - 고속전력선통신 양산 칩 개발완료(2013.01)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4,430 0 8,704 0 27,932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 19 2 2 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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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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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씨
앤
유
글
로
벌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먼지센서 모듈 모듈형 공기청정기, 에어콘 12개월
②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환경센서 모듈 시스템형 온습도, 가스 등 환경 모니터링 12개월
②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환경센서 
시스템

시스템형 온습도, 가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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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이름 임수빈 직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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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정표 설립일 2006.08.16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182

회사소개 씨자인은 센서 신호 처리 반도체 IC 개발을 다수의 국내 업체와 진행하여 양산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연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0 0 0 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14 0 1 1 1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미공개 반도체 IC MEMS Microphone 신호 처리 IC 스마트폰 국내 모듈업체

미공개 반도체 IC 지자기 센서 신호 처리 IC 스마트폰 국내 모듈업체

미공개 반도체 IC IR 센서 신호 처리 IC 스마트폰 등 국내 센서업체

미공개 반도체 IC MEMS Mirror 신호 처리 IC 스마트폰 등 국내 센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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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씨
자
인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미공개 반도체 IC Hall 센서 신호 처리 IC 자동차 등 국내 모듈업체

미공개 반도체 IC CT 센서 신호처리 IC 가전기기등 국내업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미공개 반도체 IC 가속도 및 자이로 신호처리 IC 2018 - 2019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9.01 - 2019.08.31
높은 신호대 잡은비를 갖는 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 모
듈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이름 김정표 직위 대표이사

연락처 이메일 peppar.kim@c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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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블포토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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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음향
센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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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670 29 1,248 200 1,33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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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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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적외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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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및 
불꽃 감지기

협의중

충격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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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용 신관 방산업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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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협력진흥원

 담당자

이름 양대준 직위 상무

연락처 032-851-2908 이메일 yangdj@ibu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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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센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차근식 설립일 2000년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3

회사소개
2000년 설립되었으며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스트립, 혈액분석기와 같은 화학 및 바이오센서 등을 개발, 제조 및 판
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00 - 2010  자체 브랜드 케어센스 개발 (회사설립, 케어센스 개발 및 출시, 원주공장 준공, 중국지사 및 미국 법인 
설립)

-  2011 - 2014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송도 공장 준공, KOSDAQ 상장, 중국법인 설립)
-  2015 -           신 성장동력 확보 (제품 라인업 확대, 중국 공장 준공, 해외법인 추가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0,053 80,976 26,193 97,878 31,482 105,35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82 117 420 56 - 67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CareSens N 자가혈당측정기 및 시험지 시스템 형 - 국내, 유럽, 북미 등

CareSens PRO 자가혈당측정기 및 시험지 시스템 형 - 국내, 유럽, 중남미 등

A1Care 당화혈색소 분석기 및 카트리지 시스템 형 - 국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i-Smart 30 전해질 분석기 및 카트리지 시스템 형 - 국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i-Smart 300 혈액가스 분석기 시스템 형 - 국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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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연속혈당
측정기

연속혈당
측정기

- 2011 -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제를 통하여, 2015년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의 신시장 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
발사업에 참여하여 제품화 개발 중.

심혈관질환
진단기

면역센서
카트리지
측정기

2014 - 
2014년 중소기업청 주관 WC300프로젝트지원(R&D) 사
업에 참여하여 2018년 임상 시험 준비, 2019년 임상 시험 
및 등록 계획.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10.01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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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문 환 직위 수석연구원

연락처 02)910-0521 이메일 mhkim@i-s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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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쓰리시스템

 일반현황

대표자명 정 한 설립일 199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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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4,173 4,807 37,340 13,770 49,804 19,803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7 130 141 7 0 35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 1024x768 or 640x480, 12㎛
· 384x288 or 640x480, 17㎛
· micro-bolometer 방식
· 50mK 이하의 NETD(온도분해능) 보유
· 소형, 경량화 디자인 적용
· 군용 환경 조건 충족
· 보급형 가격으로 민수용으로도 활용

군용, 
민수용 다수

국내외 
방산업체, 
민수 업체

모듈형

· 384x288 or 640x480, 17㎛/12㎛
· 50mK 이하의 NETD 보유
· 소형, 경량화 디자인 적용 확대
· 셔터타입으로 고정형 감시카메라 권장
·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요구사항 충족

민수용

(보안)
국내외 보안 관련 
민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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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시스템형

· 384x288, 17㎛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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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야간 소형 카메라 코어
모듈형

 셔터리스 소형 카메라 코어
군용/민수용

6개월
(2018.08 - )

①자체개발

Stand- Alone 계측기
시스템형

 Display 일체형 온도계측기
군용/민수용

6개월
(2018.10 - )

①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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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연락처 070-4944-7740 이메일 ywlee@i3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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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테크놀로지

 일반현황

대표자명 유갑상 설립일 1993.04.19

소재지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M동 1601호~1603호, 3202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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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초음파 수도미터 영종도 시범사업
 - 2017.          IoT 상용화 개발, 남양주시 및  

부천시 원격검침 시범사업
 - 2018.          서울시 원격검침 시범사업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482 1,597 12,578 2,462 20,599 1,04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8 17 27 14 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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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도 정
밀도가 유지됩니다.

수도계량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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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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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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물관리 솔루션

시스템형

스마트 물관리 솔루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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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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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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에스랩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상엽 설립일 2014.02.14

소재지
(본사)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103-3호 (가정동,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에이팩시티 1001호 (영천동)

회사소개
㈜알앤에스랩은 풍부한 회로 설계 기술과 반도체 센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IoT 기술의 핵심인 RF와 센서를 개
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종류의 MEMS 기반 초소형, 저전력 환경 센서 및 
RFIP의 개발, 융합을 통하여 total sensor solution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14.02 ㈜알앤에스랩 설립
 - 2014. 10 연구소기업 등록, 본점 이전 (대전)
 - 2015. 04  벤처기업인증 (제20150103132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2015111856호)

- 2015. 12 LG전자 벤더 등록
                   BMW Korea 벤더 등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71   19   15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7 - - 1 1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황화수소 센서
(RSM421)

소자형 
모듈형

• High sensitivity : Over 40% of resistance change for 2 
ppm @30%RH 
•Detection range : 0.2 ppm - 10 ppm 
•  Low power consumption : Less than 20 mW @ 1 V supply 
•Small size 

- MEMS-based semiconductor process 
- 5 mm ⅹ 5 mm 

•Good durability : Over 30,000 cycles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아이센랩

포름알데히드 
센서(RSM431)

소자형 
모듈형

• High sensitivity : Over 14% of resistance change for 2 ppm 
•Detection range : 50 ppb - 300 ppb 
• Low power consumption : Less than 36 mW @ 1.5 V supply 
•Small size 

 - MEMS-based semiconductor process 
 - 5 mm ⅹ 5 mm 
•Good durability : Over 30,000 cycles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리드아웃 
집적회로

(ROIC)

소자형 
모듈형

•Highly integrated multi-channel ROIC 
 - 4-channel inputs 
 - Internal 16-bit ADC 
 - OTP 
•Multi-mode sensing operations 

 -  Unified sensing modes for voltage, current, resistance, 
and capacitance 

•Power control and calibration functions 
 - Embedded power control for sensors 
 - Baseline/sensitivity calibrations 
•Low power consumption : Less than 20 mW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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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가스센서+ROIC

소자형 
모듈형

•환경 가스센서와 전용 ROIC를 집적화
 -  센서의 경우 chip-scale package (CSP)개발 완료하여 
초소형, 저전력 동작 가능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퍼스타

복합환경센서 모듈

시스템형
다양한 종류의 유해 가스 (CO, NOx, 온습도, 먼지)를 검출 
가능하며 이를 근거리 무선통신 (BT)을 이용하여 주변 공
기의 질을 모니터링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퍼스타
테크코드
㈜현대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온습도 센서 소자형, 모듈형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스마트 팜

 - 2018 자체개발 및 외부기관 협력

조도 센서 소자형, 모듈형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스마트 팜

 - 2018 자체개발 및 외부기관 협력

VOC 소자형, 모듈형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스마트 홈/팩토리
 - 2018 자체개발 및 외부기관 협력

BTEX 소자형, 모듈형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스마트 홈/팩토리
 - 2019 자체개발 및 외부기관 협력

먼지센서 소자형, 모듈형
공기청정기, 차량용 전장부품, 

웨어러블 IoT 기기, 스마트 홈/팩토리
 - 2019 자체개발 및 외부기관 협력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09.01 - 2023.12.31 (102개월)
칼코지나이드계 나노소재 기반 고성능 가스센서 상용화 
기술 개발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06.01 - 2019.05.31 (12개월)
- IoT 불꽃감지용 ROIC 내장 CMOS-MEMS
- 표면가공기반 초소형 적외선 검출기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09.01 - 2019.08.31 (36개월) 먼지 탈착 기능을 가진 MEMS 기반 초소형 미세먼지 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06.01 - 2018.05.31 (36개월)
차량내 비접촉식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고속탐지 신
호처리 Chip 및 플랫폼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12.01 - 2017.11.30 (24개월)
무선전력선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선택성 고반응성 다
중가스센서 개발

중소기업청

2014.11.13 - 2016.11.12 (24개월)
이산화탄소 센서의 감지소재 기술을 활용한 On Chip 다
중가스 센서 사업화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담당자

이름 신수환 직위 이사

연락처 031-5183-5131 이메일 ssh1219@r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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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놀센싱코리아 유한회사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태윤 설립일 2000.11.25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23

회사소개
GE써모메트릭스코리아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암페놀센싱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여 사업 확장을 하고 있으며, 온도/
압력소자, 적외선센서, 압력/습도/가스센서 등을 개발하여 산업용과 가전용,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센서사업을 선도하
는 글로벌 제조 업체임.

주요연혁

- 2014 암페놀센싱코리아 (사명변경)
- 2005 지이센싱코리아 (사명변경)
- 2004 TS 16949 & ISO 14001 인증 취득
- 200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2000 GE써모메트릭스테크놀러지 설립 (LG전자 합작투자 6인치 FAB)
- 1999 GE써모메트릭스코리아 설립 (대우전자 합작투자)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내수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4,200 15,100 15,100 12,700 15,691 18,613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17 81 7 2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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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식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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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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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암
페
놀
센
싱
코
리
아

 유
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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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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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검증자료 확보를 확보하고 있음.

박막형 
온도센서

모듈형
자동차, 
산업용

 - 2019
Compact한 구조 대비 강한 내구성, 빠른 응답속도를 가진 온도센서 개발이 요구됨. 
-  온도 측정에 핵심인 소자 개발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코팅 기술을 보유.
-  선정된 소자와 부품으로 제품을 구현하여 신뢰성 검증 완료하였고, 시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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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하였음.
-  양산 착수를 위한 전용 설비 구축 완료 및 추가 설비 검토 중.
-  개발과정에서 채택한 설계기법은 특허 등록 완료.

압력수분 
복합센서

모듈형
자동차 및
중장비, 
산업용

 - 2019

연료분사 압력 및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모듈 장치 개발. 통합형 스마트센서
(Integrated type Intelligence sensor)로서, 기존의 압력/ 수분 별도 감지 기능을 일체화 
하였음.
-  고객사 및 완성차 업체의 기술검토 승인 완료.
-  개발 착수 예정이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 진행 중.
-  개발과정에서 채택한 설계기법은 특허 출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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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템 기술 개발 

경제 협력권 산업 육성사업

2012. 07 - 20014. 06 스마트 디바이스용 MEMS 마이크로폰의 신뢰성 향상 산업기술진흥원

2009. 05 - 2013. 04 Batteryless TPMS 구현을 위한 MEMS 기반 핵심 부품 기술
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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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름 박수태 직위 이사 (연구소장 및 개발팀장)

연락처 010-4057-7276 이메일 Soo-tae.park@amphenol-sen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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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브반도체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　원 설립일 2016.01.11

소재지 (0617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8층 어보브반도체 (대치동, 총회회관)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06   어보브반도체㈜ 설립 
- 2009   코스닥 상장 
- 2011   이타칩스 인수 합병 
- 2012   NextChip Touch 사업부 인수 
- 2014   Pulsus Technologies 인수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55,000 30,000 55,000 35,000 60,000 40,0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0 100 60 20 10 20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CU 가전
삼성/LG 

Midea/Haier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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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어
보
브
반
도
체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EMS MIC Sensor 모듈형 음성인식 2018 - 202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김창민 직위 이사

연락처 010-5097-7546 이메일 changmin.kim@abo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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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엘

 일반현황

대표자명 주흥로 설립일 1999.11.03

소재지 (3411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26-103 엑스엘 (장동, ㈜엑스엘)

회사소개

1999.11월 설립, 자체 연구소와 제조시설(FAB, 광소자 조립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통신용 광소자 부품 및 광통신
용 모듈의 제조 가공을 주요 품목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체 입니다. 최근 CCTV 및 방송용 카메라 광컨버터를 개발하여 
제조, 국내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미세먼지 측정
기 및 활용 시스템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1999.10 ETRI 연구원 3인 ㈜엑스엘광통신 설립
2000.04 벤처기업인증 및 부설광전자연구소 설립
2002.05 사옥신축/CHIP 생산 FAB 완공 및 생산사업장 통합이전
2003.10 ISO9001:2000/KSA9001:2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5.08 ISO14001:2004/KSA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6.04 사명변경 ㈜엑스엘광통신-> ㈜엑스엘 
2007.11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11.11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13.06 사옥증축/연구소
2017.10 유망중소기업인증(대전광역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02 2,274 316 2,886 396 3,32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 9 13 2 2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  155/622M~10G APD/PIN 
photodiode chip & Rx Module

-  155/622M~2.5G DFB/FP Laser 
Diode Module

- HD/3G~SDI 신호 전송용 광모듈

소자형, 
모듈형

정보통신용 광소자 부품 및 광통신용 
모듈의 제조가공 판매

ARRIS, EVERTZ,
AC Photonics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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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엑
스
엘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 CCTV 용 광컨버터
- 방송용 카메라 광컨버터

시스템형 광컨버터 제조 판매
솔텍외

(내수)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스마트폰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미세먼지 측정기 및 활
용 시스템 개발

시스템형 17.6.1 - 18.12.31

4K 영상 방송 카메라용 광전송 어댑터 시스템 개발 시스템형 17.6.19 - 19.6.18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11.01 - 2015.10.31 Triple CWDM용 Bidi형 SFP 트랜시버 개발 중소기업청

2012.08.01 - 2015.04.30 HD-SDI 신호전송을 위한 유무선 솔루션 개발 대전지역사업평가단

2014.06.01 - 2017.05.31 Nm급 위치변위 측정용 레이저 간섭계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06.01 - 2018.12.31
스마트폰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미세먼지 측정기 및 활용 
시스템 개발

대전지역사업평가단

2017.06.19 - 2019.06.18 4K 영상 방송 카메라용 광전송 어댑터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담당자

이름 최선희 직위 차장

연락처 042-360-0122 이메일 shchoi@xlp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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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아이디에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황학인 설립일 2000.08.09

소재지 (132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9 611호 (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00.08.09 법인 설립 ㈜ 니즈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1,200 100 3,900 200 3,97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 6 15 3 2 31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먼지-가스센서

모듈형
IR LED방식 미세먼지센서, Laser 방식 
PM2.1 입자감지센서

공기청정기

Dyson 
Media, Yadu 

SK magic 
Winix 
carrier 
교원 등

소자형 가스센서(TVOC, CO, NOx, HCHO)
공기청정기  

Air quality monitor
Carrier 등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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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엔
아
이
디
에
스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바이오가스센서 모듈형 바이오진단 2018 - 2019 공동개발

IoT 센서네트웍 시스템형 공기질관리 2018 - 2019 공동개발

환경측정 SOC chip 소자형 환경측정 2019 - 2020 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6 - 2019.05 꽃가루 감지및 미세먼지측선 센서 개발 중기청

2018.07 - 2020.06 나노복합 환경센서 산업자원부

 담당자

이름 황학인 직위 대표

연락처 010-4705-6394 이메일 ceo@ni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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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센

 일반현황

대표자명 박지만 설립일 2015.04.06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13동 401호 

회사소개

㈜엘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 창업기업으로, IoT 센서 디바이스 및 센서 칩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엘센은 IoT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디바이스 및 제품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작 및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 공의, 정직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모토이자 지켜나가야 할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엘센은 앞으로 IoT 스마트 센서 분야의 큰 나무가 되어 나눔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요연혁

- 2015-04 ㈜엘센 법인 창업
- 2015-04 벤처인증기업 등록 - 2015-08 중기청 산학연 첫걸음사업 선정
- 2015-10 창업진흥원 창업맞춤형 사업 선정
- 2015-12 K-Global 300 선정
- 2016-04 ㈜엘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2016-05 자사브랜드 '미나엘' 개발
- 2017-02 와디즈 크라우드 '스마트 온습도계 미나엘' 펀딩 성공
- 2017-08 ISO 9001 인증 획득
- 2017-12 가족친화인증서 획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47 0 125 0 275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3 0 1 0 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피버케어 시스템형 스마트 체온계 : 체온 모니터링 헬스케어

체온-맥박기 모듈형 스마트 체온-맥박 센서 모듈 : 체온-맥박 모니터링 헬스케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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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엘
센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고신뢰 압력 센서 기반의 IoT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맥박 센서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헬스케어, 드론, 
자동차, 

통신/모바일, 
스포츠용, 의료

1년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09.01 - 2016.08.31 Io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용 온도 및 심전도 센서 IC 개발 중기청

2017.10.30 - 2018.10.29
바이탈 케어 서비스를 위한 WPTS(Wearable Pulse   body-
Temperature Sensor) 모듈 기술개발

중기청

 담당자

이름 이승연 직위 주임

연락처 010-4261-9461 이메일 leesy@elssen.kr



86

오상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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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 2017.10   K-Brain Power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8,652 41,452 10,453 48,621 8,175 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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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기기 및 측정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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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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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
상
헬
스
케
어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당화혈색소
측정기

시스템형
-  현장에서 당뇨환자의 3개월간 혈당 평균을 나타내는 정
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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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질환, 암, 갑상선질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측정센서

- KFDA, CE, SFDA 인증
의료기기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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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체개발

고감도면역진단시스템 개발 시스템형 CRP, TnI 등 측정 면역진단기기 개발 2018 - 202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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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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킨스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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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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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
킨
스
전
자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수위/진동복합센서 모듈 가전 1년 모듈 PKG 개발

온습도복합센서 모듈 가전 1년 모듈 PKG 개발

UVC센서 모듈 가전 1년 모듈 PKG 개발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소켓 삼성, 하이닉스

포고핀 삼성, 하이틱스

센서테스트 센서 및 ASIC chip test공정 LG, 삼성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8 - 2011 이너셜센서 개발 지식경제부

 담당자

이름 최지혁 직위 이사

연락처 010-6328-7056 이메일 jhchoi@ok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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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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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 수상 
 TUV라인란드 공인시험소 인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62,885 35,037 64,268 43,725 78,604 45,72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66 150 346 76 81 81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포토 센서

모듈형

-  빛을 이용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센서. IP67G의 
보호구조를 실현하여 절삭유 및 윤활유 등이 사용되는 
자동차, 공작 기계 등의 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유형 포토센서 제품.

-  특이사항: IP67 보호구조(IEC60529규격),  IP67G 보호구
조(JEM규격), CE인증

산업현장(F.A.)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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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
토
닉
스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근접 센서

모듈형

-  자기장을 매체로 응용한 무 접촉식 검출 방식으로 검출 
물체의 유무를 판별.

-  금속물체만 검지하여 분진/오일/고습 등의 열악한 환경
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

-  Full Metal Body로 구성되어 강한 내구성(내충격/내마모
성)을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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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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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 영 직위 그룹장

연락처 032-850-7816 / 010-2649-1741 이메일 jypark@aut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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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레인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도영 설립일 2012.12.04

소재지 (1349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6층 (삼평동)

회사소개
㈜옵토레인은 CMOS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직접 설계하고, 바이오센서를 탑재한 의료용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는 기업
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인력이 함께 연구개발하여 CMOS 바이오센서 on-chip에서 DNA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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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Series B-Bridge 120억원 투자 (자산운용사 등)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 - 7 101 470 -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8 32 7 3 2 5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Real-Time PCR

 
 카트리지 

 
분석기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  기술특징: 분자진단에 사용하는 Real-Time PCR을 CMOS
기반 바이오융합센서를 이용하여 환자의 유전자(DNA,  
RNA)의 형광발현 양을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함.

-  CMOS기반의 유체공학 카트리지(Cartridge)와 분석기
(Analyzer)로 구성 됨. 

-  반도체 소자의 특징으로 빠른 진단 및 다중(Multiplex)진
단의 확정성이 높음

감염병 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모기매개 
바이러스, 
성매개

바이러스 등

중남미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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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옵
토
레
인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DIgital PCR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암 진단
액체생검

변이 유전자 검출
병원성 

미생물 검출

3년

① 자체개발: 
-  CMOS기반 바이오융합센서 설계
-  바이오 융합센서와 바이오 MEMS 기술이 적용된 소모
성 진단 카트리지 설계 및 제작

- 분석기기(System) 자체 설계 및 제작

 
Immunoassay 

Analyzer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대사질환 진단 2년

①자체개발: 
- CMOS기반 바이오융합센서 설계
-  바이오 융합센서와 바이오 MEMS 기술이 적용된 소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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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712-4316 이메일 joseph@optolane.com



94

옵토파워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영수 설립일 2008.06.10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사업화지원동 218호

회사소개
옵토파워㈜는 2008년에 설립되어,  광섬유 센서 전문 연구 개발 및 제조업체로 광전류 센서 및 광전압 센서 등을 개발 
전력용 진단 시스템에 상용화를 진행하고 잇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08. 05. 20  호남대 창업보육 센터 입주
- 2008. 06. 10  옵토파워㈜ 법인 설립(사업자 등록)
- 2010.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은상 수상(특허청장상)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상수상(산학협력지원사업최우상수상)
  연구전담부서 설립인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1. 12  대한민국발명대전은상수상
- 2013. 11  한국 상표 우수 공모전 동상 수상 (한국특허정보원)
- 2014.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기술혁신부문)
- 2017. 03  광주광역시장 표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573 0 1756 0 2,01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3 1 1 0 6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시스템형

-  하루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감시 인력 불필요
- 동시에 최대 4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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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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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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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광학식 과열 
감지 장치
(비접촉식)

시스템형

비접촉식 광 과열 감시 진단장치는 적외선 온도센서를 이
용하여 과열을 감지하는 광 온도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기의 과열을 유무선통신
을 이용하여 실시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이다. 40도에서 1차 경보신호음을 송출하며, 60도에서 2
차 경보음을 80도에서는 3차 경보음 발생과 동시에 주회
로 차단 신호를 발생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과 대규
모 정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배전반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모듈형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는 비접촉 온도측정이 가능하고 
넓은 면적을 스캔 가능하여 건물, 기계, 전기, 시설과 설
비의 문제점과 결함을 즉시 화면을 통하여 확인 가능

-  고정밀 센서를 사용하여 정확한 온도 측정 
경제적인 가격으로 장비의 외관의 온도분포를 신속하
게 정확하게 스캔하여 시각화

-  32비트 고성능 CPU를 탑재하여 데이터 영상처리
-  무선 통신인터페이스 적용으로 설치 용이 

분전함, 
수배전반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①자체개발 
②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라이센싱, 기술자문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7.01 - 2018.12.31
전력 설비용 스마트 광센서 모듈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안
전진단 관리시스템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2018-05.01 - 2020.12.31 600V, 2.5kA급 저압 직류 양방향 전자식 차단기 개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18.07.01 - 2020.12.31 전기구동 CUV용 Core less GMR 전류센서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이름 송봉오 직위 연구원(팀장)

연락처 010-3905-5780 이메일 songbb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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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산전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상훈 설립일 1965.12.10

소재지 (0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 W center 19층 (가산동, 가산 더블유센터)

회사소개

주요연혁

- 1963 창립 
- 1965 우진계기공업 주식회사 법인 전환 
- 1982 품질1등급 공장 지정(공업진흥청) 
- 1982 우량중소기업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 1986 기술연구소 설립 
- 1994 ISO9001 : 1994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 1995 세계일류화 육성대상 계량계측기 업체 선정(공업진흥청) 
- 2000 ㈜와이즈콘트롤로 상호변경 
- 2003 ISO9001 : 2000 품질시스템 전환 인증획득 
- 2007 ㈜와이즈산전으로 상호변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37,451 9,363 36,479 3,120 37,746 9,436

인력현황

19 18 86 25 75 223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EMS Gas 
Sensor

소자형
모듈형

- MEMS 형 산화물반도체식 가스센서
- ROIC 내장으로 공장교정
- 주위온도에 따라 센서온도 자동제어
- I2C 디지털 출력
- 저소비전력(15mW)
- 초소형 크기(3x3x1mm)

IoT
석유화학공장
가전

OCI
진로하이트
동서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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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와
이
즈
산
전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EMS Infrared 
sensor

소자형
모듈형

- MEMS형 Thermopile 적외선 센서
- ROIC 내장으로 공장교정
- I2C 디지털 출력
- 초소형 크기(2.8x3.4x1.2mm)

IoT
석유화학공장
가전

한국전력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무선 적외선 열감지 시스템 시스템형 석유화학공장, 한국전력 2018 - 2019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6.01 - 2016.05.31 상거래용 초음파유량계 개발 중소기업청(가스공사)

2013.06.01 - 2015.04.30 스마트 모바일용 IR MEMS Sensor 기술 및 응용 제품 개발 지식경제부(대경산업평가원)

2013.06.01 - 2016.05.31 전력구 감시진단 시스템 지식경제부(에너지기술평가원)

2014.12.01 - 2017.09.30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가스누출 검지 기술 지식경제부(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이름 황하룡 직위 소장

연락처 010-2062-5110 이메일 goldrag@wisecontrol.com



98

위닉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장홍식 설립일 1997년(인수합병일)

소재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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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684 12,315 2,995 13,180 2,810 15,44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4 6 57 5 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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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
닉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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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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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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일렉트로닉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한용희 설립일 2006.06.19

소재지 (1622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424-425호 (이의동)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18.06 산업용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열화상카메라 벤처창업조달혁시제품 선정 
- 2017.11 산업용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열화상 카메라 우수발명품 우선추천구매 선정 
- 2016.09 누적투자유치금액 138억 달성 
- 2016.06 웨이퍼레벨 진공패키징 열화상 센서 녹색기술 인증 
- 2015.12 수원시 IP FAMILY 대상 우수상 수장 
- 2014.12 부품소재전문기업, 이노즈비기업, 벤처기업, 중진공 기술으뜸기업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0 0 0 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 6 10 1 0 2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S4140 소자형

The UE S4140 is based on UelecMEMSTM Micro-
bolometer technology. The key to UE S4140’s smaller size 
and lower cost is Uelectronics’ unique Wafer Level Vacuum 
Package(WLVP) technology. The result of this advanced 
production capability is IR sensor arrays with wider 
applications for smart thermal Imagery.
- Technology : α-VWOX Micro-bolometer
- Active array size : 80x60
- Pixel size : 35㎛ 
- Spectral response : 8~14㎛
- Pixel operability : Over 99.5%
- Thermal time constant : <21.19msec
- NETD : 150mK(F/1, 30Hz, FOV52°)
- Frame Rate : 9Hz~30Hz
- Operating temperature : -20℃~60℃
- Package dimension
: PLCC 10.16mm(W) x 10.16mm(H) x 1.775mm(T)
- Vacuum integrity : Over 9 years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스마트팩토리,
인체감지센서,
개인휴대
열화상카메라,
열화상체온계 등

국내외 
모듈업체

M4140 모듈형

열화상센서+셔터+렌즈 모듈
- Technology: α-VWOx Microbolometer
- Active array size: 80x60
- Pixel size: 35㎛ 
- Filter : 5.5㎛ Cut-off Longwave Infrared
- Pixel operability: Over 99%
- Thermal time constant: <22msec
- Lens Chalcogenide,52.5°x40° FOV(f/1)
- M12 Holder with Shutter 
- NETD: 200mK(F/1, 30Hz) 
- Frame rate: normal 30Hz(max. 60Hz)
- Internal NUC
- Output: digital 12bit ADC
-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 Module Dimension
- 29.5(W)mm x 17.8(H)mm x 13.5(T)mm

산업 
모니터링용

현대일렉트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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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
우
일
렉
트
로
닉
스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NH4 시스템형

- 네트웍 하이브리드 열화상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내장
- 이미지 옵션 : 
- 열화상
- 실화상
- 열화상과 실화상 결합
- Ethernet/IP, Modbus/TCP
- PoE
- Motion JPEG
- Size : 68㎜ x109㎜ x 30㎜

산업용 설비, 
공장 과열/화재 
안전 모니터링재

현대일렉트릭외

MH4S 시스템형

•열화상+실화상 네트워크 멀티 카메라 시스템
1. 1-Server Camera 
- 실영상 촬영(VGA급, FOV 75°)
- Server 역할(4대 열영상 자료 모으기)
실영상+열영상 자료 송출(Ethernet/IP, Modbus/TCP)

- 최대 4대 카메라 연결(USB 방식)

2. 4개의 열영상+실영상 하이브리드 Camera 
- 열영상 촬영(80x60 Pixels, FOV 63.3°)
- 실영상 촬영(VGA급, FOV 75°)
- 서버카메라와 최대 4미터 연결
- 서버 카메라로부터 전원 공급

산업용 설비, 
공장 과열/화재 
안전 모니터링

현대일렉트릭외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스마트에어컨용 열화상 센서 모듈 솔루션 모듈형
스마트에어컨, 
스마트조명, 

스마트침입자감지
2018 - 2019 자체 또는 공동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7.09 - 2012.06 공간/바이오 융합센서 및 융합정보처리 DxP개발 지식경제부

2013.06 - 2017.05
액상공정을 이용한 열변화형 세라믹 박막 및 저온 진공 
박막 게터 기술 개발

산업부

 담당자

이름 안미숙 직위 책임

연락처 010-8787-1649 이메일 misookahn@ue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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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시스템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재훈 설립일 2001.01.02

소재지 (08506)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903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회사소개
2000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용 시스템-레벨 테스트 토탈 솔
루션을 제공하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주요연혁

- 2018-07 ISO9001:2015 인증 취득(ITQA) 
- 2017-01 Network O&S 체감품질 측정 검증 
- 2016-04 Micron Technology 협력 업체 등록 
- 2016-03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협력 업체 등록 
- 2016-02 TOSHIBA 협력 업체 등록 
- 2016-01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사)한국센서학회 부회장 임명 
- 2015-12 Mobile Handset R&D Center Award - LG전자㈜ 
- 2015-07 SKT E2E서비스팀 키즈폰 DB수집을 위한 PcellMoa 측위 용역 
- 2015-01 SKT N/W CEM팀 체감품질 측정 및 분석 
- 2014-10 국토부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 개발 
- 2014-05 SKHynics 협력 업체 등록 
- 2014-01 우수 협력 업체 부문 표창 - LG전자㈜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9,140 0 8,133 0 15,125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6 42 34 3 0 85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YJ-AP8098-8Para
Universal 

Memory Tester
시스템형

-  Qualcomm AP8098 기반 8-Para Memory 실장 Tester
-  LPDDR4X, UFS, eMMC Memory Test

Memory 
System-Level Test

SKHynics㈜

YJ-AP8098 
Memory Tester

시스템형
-  Qualcomm AP8098 기반 Memory 실장 Tester
-  LPDDR4X, UFS, eMMC Memory Test

Memory 
System-Level Test

SKHynics㈜
TOSHIBA
Mi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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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
정
시
스
템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YJ-U300-DI 시스템형

-  Qualcomm AP8098 기반 128-Para UFS Mass Tester
-  UFS2.1 Gear3 2-Lane Support
-  접촉식 챔버 일체형
-  디바이스 표면 온도: - 40℃ - 125℃

UFS Memory 
System-Level Test

SKHynics㈜

YJ-SkyLake-
Memory Tester

시스템형
-  Intel SkyLake 기반 Memory 실장 Tester
-  LPDDR3 Memory Test

LPDDR3 Memory 
System-Level Test

SKHynics㈜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4종(ECG, GSR, 호흡, SGF) 생체신호 기반 운전자 상태 인
식 시스템

시스템형
화물차 운전자 
상태 인식 분야

2014 - 2020 공동개발

웨어러블 생체센서 모듈 개발(PPG센서, GSR센서, SKT센
서, FSR호흡 센서)

모듈형
웨어러블 헬스 
케어 디바이스

2014 - 202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10 - 2018.07 -  주관과제명: 사업용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
-  과제명: 생체신호 기반 운전자 상태 인식모듈 및 통합 ECU 개발

국토교통부

2013.10 - 2017.09 -  운전자 상태와 주행 환경 분석을 통해 언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Connectivity 
기반의 개인 맞춤 지능형 통합 Cockpit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최준석 직위 부장

연락처 010-3010-1447 이메일 jschoi@yjs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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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센서

 일반현황

대표자명 강문식 설립일 2015.06.19

소재지 (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127번길 30 POSTECH NINT 301호 (지곡동, 포스플렉스, 포항공대체육관)

회사소개

- 2015.06 ㈜이너센서 창업 
- 2015.12 엘지전자 협력사 등록 
- 2016.06 마이크로 니들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 
- 2016.07 피에조형 반도체 압력 센서 - 특허등록 
- 2016.11 약액 누설감지 센서 - 특허출원 
- 2016.12 전도성 고분자와 나노꽃이 결합된 전기화학전극 ... - 특허출원 
- 2017.01 생산기술연구원 - 파트너기업지정 
- 2017.08 POSCO Global Star Venture 기업선정 
- 2017.08 POSCO 협력사 등록 
- 2017.11 약액 누설 감지 센서 - PCT 출원 
- 2018.01 스마트 공장용 Thickness gauge 개발성공 
- 2018.04 전계 효과를 이용한 압력 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주요연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7 0 195 0 183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3 0 0 0 4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ISEN-P10K 모듈형
압저항형 압력센서를 이용한 세라믹 패키지 디지털모듈.
차압센서 구동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위, 고이/유체 
흐름량, 필터교체주기 감지 등의 활용처를 갖음.

수위감지
흐름감지
막힘감지

중국, 
유럽업체 
영업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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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
너
센
서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ISEN-H1D 모듈형
정전용량형 온/습도디지털 모듈로 전세계 최고 수준의 
응답속도를 갖고 있으며, 정밀도 별로 판매 예정임.

가전
공장자동화
산업용

중국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산업용 두께측정기 및 시스템 시스템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정밀제어 2017 - 2019 공동개발

화학 누설감지 센서 모듈 모듈형 화학약품 취급 공장 2017 - 2019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강문식 직위 대표이사

연락처 010-8597-7476 이메일 hughkang@innersens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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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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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업임. Film 열처리 기술, 인쇄전자 기술, 합지 기술, 
Direct bonding 기술, 도전막 Etching 기술 및 FPCB bonding 기술 등 터치센서의 핵심 원천기술과 공정 및 양산기술을 
오랜 기간 축적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함

주요연혁

 - 1999.04  이엘코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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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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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0,078 210,419 3,336 171,459 13,612 235,994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 47 191 16 113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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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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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
엘
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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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ompany
H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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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ompany
R사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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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위원

연락처 042-939-9552(010-2310-5295) 이메일 dylee@e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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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컴

 일반현황

대표자명 손정환 설립일 2000.07.01

소재지 (34036) 대전 유성구 배울1로 273 ㈜제니컴 (탑립동)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00-07 회사 설립 
- 2004-05 제조업 추가 
- 2014-10 본사 이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300 500 2,500 500 2,000 6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8 15 2 3 3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소자형 UVA, UVB, UVC감지 부품 UV curing, UV index, UV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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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
니
컴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시스템형 UVA, UVB, UVC 감지기 UV살균, UV curing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VUV sensor 소자형 UV살균 2018 - 202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7 - 2019.12 불꽃감지센서용 질화물기반의 아발란치 포토다이오드 산업통산자원부

 담당자

이름 진주 직위 연구소장

연락처 010-3200-7674 이메일 jinjoo@geni-u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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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손종만 설립일 2000.05.02

소재지 (16954)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19층 지니틱스 (영덕동, 흥덕IT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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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 회사설립
- 2003.03 ISO9001인증
- 2005.08 ISO14001인증
- 2009.06 AF Driver IC 양산
- 2009.09 스마트폰 햅틱구동 IC 양산
- 2010.10 정전용량방식 Touch Controller IC 양산
- 2011.02 가전기구용 BLCD 모터구동 IC 양산
- 2012.07 중국 심천 지사 설립

- 2012.12 삼성전자 1차 공급업체 등록
- 2013.03 국내 최초 GF1 TSP 구조방식 양산 승인(삼성)
- 2014.03 (주) 위더스비젼 합병
- 2014.09 삼성디스플레이 1차 공급업체 등록
- 2014.10 반도체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07 월드클래스300기업 선정
- 2016.01 AF Driver IC LGE 공급업체 등록
- 2017.12 터치/드라이버 IC 제품 누적 10억개 생산 돌파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1,570 39,877 3,710 43,591 3,036 44,87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4 49 0 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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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지식경제부, 2012), IBK기술강소기업선정(IBK기업
은행, 2014)

-  특허현황: 등록 63건 / 출원 17건

스마트폰
냉장고 등

- 한국: 삼성전자
- 중국:  Garmin, 

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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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
니
틱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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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동, 충격 등 자극을 통해 운동감 전달.
• 특이사항 : 햅틱 원천 특허들 보유하고 있는 미국 

Immersion사와 협력 체제 구축중 

스마트폰
웨어러블

- 한국: 삼성전자
-  중국:  Garmin, 

BBK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센서 ROIC 소자형 산업용 디바이스 2018 - 2020 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5.01 - 2015.04.30
자동초점 및 흔들림 보정 카메라 액츄에이터용 70mA 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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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1 - 2019.12.31
고정밀 레이저 방식의 PM1.0 이하 초미세 먼지센서 SoC 
및 모듈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박치훈 직위 과장

연락처 031-8065-6059 이메일 ch.park@zinit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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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병환 설립일 2009.02.20

소재지 (12989) 경기 하남시 초광로 46번길 113 2층 (광암동)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09-04 벤처기업 지정 
- 2009-07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 2015-05 고성장기업 지정 
- 2015-06 이노비즈 기업 지정 
- 2016-12 500만불 수출탑 수상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674 7,481 2,602 3,489 1,889 1,115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10 1 2 1 16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CMOS Image 
Sensor

소자형
감시 카메라 및 차량용 블랙박스에 적합한 CMOS Image 
Sensor(WDR)

감시카메라/
차량용

한국 및 
중국 카메라 업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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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
안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ZN150 - 1/4inch 720p 소자형 감시카메라 및 차량용 블랙박스 2016 - 2017 자체개발

ZN220 - 1/2.7inch 1080p 소자형 감시카메라 및 차량용 블랙박스 2015 - 2016 자체개발

ZN240 - 1/2.7inch 1080p, WDR 소자형 감시카메라 및 차량용 블랙박스 2015 - 2017 자체개발

ZN410 - 1/2.7inch 1440p 소자형 감시카메라 및 차량용 블랙박스 2016 - 2018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3.06 - 2014.05 30 FPS Full HD (1080p) SoC 타입 CMOS 이미지센서 및 
DSP 칩을 제거한 HDSDI 카메라 개발

중소기업청

2015.10 - 2017.09
차세대 지능형 감시 및 자동차 응용을 위한 Full HD WDR 
SoC 영상센서 및 카메라 개발

중소기업청

2017.07 - 2019.12
다양한 조도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웨어러블용 저전력, 초
소형 3D 깊이 카메라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최병환 직위 대표이사

연락처 010-8119-0966 이메일 braham@zeea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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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비컴

 일반현황

대표자명 정종택 설립일 2001.01.05

소재지 (21440)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90 카네비컴 (십정동)

회사소개

㈜카네비컴은 다가올 미래 자동차 세상을 위해 오랜 세월 자동차 전장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향한 도전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전장 부품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용 센서 및 통신 
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네비컴은 모두가 꿈꾸는 미래 자동차 세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인간존중, 윤리경영, 소통과 협력, 창의적 사
고, 사회공헌’ 이라는 5대 핵심가치를 전 임직원과 공유하고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
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요연혁

- 2018 뷰게라 월매출 3만대 돌파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기초연구 사업 수주(진행중)
 어선LTE사업 통신장비 지원 사업 수주(진행중)
 마린 모바일 리프트 납품(양양군 수산항)
- 2017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당항포 마린랜드 법인인구(구상레저 및 요트면허시험장 운영)
 마린 모바일 리프트 제작
- 2016 LiDAR 블랙 박스 개발 완료
 인천 유망중소기업 선정
 이탈리아 전자정보통신연구소(IEIIT) WAVE통신 기능 공동 개발 협약
- 2015 전자부품연 광주본부, ㈜카네비컴 연구소 유치
 뷰게라 VG-피카소 블랙 박스 홈앤쇼핑 통해 론칭
 ‘센서산업고도화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국책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국책과제 수행 협약 체결
 ITS 관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카네비컴 & 전자부품연구원
- 2001 ㈜카네비컴 법인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47,451 0 43,626 0 40,986 18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1 36 47 71 9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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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카
네
비
컴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ulti-purpose 
LiDAR

모듈형
LiDAR sensor for general-purposed use such as ADAS, 
collision avoidance, object profiling and identification.

LiDAR Dashcam 모듈형 LiDAR sensor including Dashcam

Vehicle LiDAR 모듈형 LiDAR sensor for vehicle

V2X 
communication 

OBU
모듈형

V2X communication OBU for vehicle using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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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3 - 2017.11.02
전방 추돌 회피 및 영상 손실 방지를 위한 LiDAR 블랙박스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5.08.01 - 2018.07.31 자율주행 자동차용 8채널 15f/s급 스캐닝 라이다 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윤재준 직위 수석연구원

연락처 010-4307-1236 이메일 ewave1236@carnav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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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트로닉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보균 설립일 1983.10.13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배일길 31

회사소개
켐트로닉스는 1983년 화학유통 사업을 시작으로 1997년 IT 사업을 확장하였음. 전장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14
년부터 자율주행용 V2X, SVM Solution을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여 핵심 기술을 내재화 완료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Smart City 사업 및 해외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주요연혁

 - 1983. 10   신영화학 설림
 - 2000. 11   ㈜ 켐트로닉스 상호 변경
 - 2004. 05   화학사업 평택1사업장 완공
 - 2007. 01   코스닥 상장
 - 2007. 09   무선충전사업 설립
 - 2014. 08   V2X/SVM 연구를 위한 ICT연구소 설립
 - 2015. 02   삼성전자 강소기업 선정
 - 2017. 12   V2X 판교제로시티 사업 수주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내수 수출 내수

122,859 142,763 127,428 122,859 142,763 127,428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138 57 98 138 57 9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V2X 차량용 
단말기

모듈형 WAVE + LTE가 결합된 하이브리 구조의 단일 모듈
자율주행용 첨단 

Smart City 및 도로
KT

Surrounding 
Monitoring 

System
모듈형

HD 4CH 카메라를 활용하여 2D/3D SVM 알고리즘이 내장
된 ECU  

자동차
중국 OEM
국내 Ti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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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켐
트
로
닉
스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무선 충전 모듈형 차량용 핸드폰 충전을 위한 무선 충전 모듈 자동차, 스마트폰 국내 OEM, IT 업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C-V2X 모듈형 자동차 2019.01 - 2020.12
기존 보유한 V2X SW 를 기반으로 C-V2X 에 대한 기술 개
발 반도체 업체와 협력 개발

Camera Based 
ADAS 모듈

모듈형 자동차 2018.08 - 2019. 12 Camera 기반의 Blind Spot Detection, Land Departure 
Warning System, Moving Object Detection 기능 자체 개발

V2X Security 모듈형 자동차 2018.09 - 2019.12 V2X의 1609.2 를 만족하는 Security 를 전문업체와 협력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 08.01 - 2017.07.31 V2V 서비스 지원을 위한 WAVE·Cellular 통신기반 통합형 
OBU 개발

충남지역사업평가단

2015.11.01 - 2017.10.31 차량용 SVM 기반 통합 ADAS 기술 및 모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10.01 - 2016.12.31
차량용 IoT 구현을 위한 WAVE 기술 기반의 5.9GHz 대역
모뎀 SoC 및 지능형 ASAS 융합 플랫폼의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이름 조윤희 직위 이사

연락처 010-5011-0607 이메일 Yunhee.cho@chemtron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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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버모티브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동원 설립일 2016.02.23

소재지 (1349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317호 (야탑동, 야탑리더스)

회사소개
㈜큐버모티브는 경력 10년 이상의 개발 엔지니어 5명이 시스템 반도체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갖고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반도체설계 기반 fabless 회사이며, 현재는 중대형 터치스크린 및 
Flexible Display용 터치스크린 일체형 센서 I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16.02.23   법인설립
- 2016.03.02   사업개시
- 2016.09.13   벤처기업 인증
- 2017.04.14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 2017.04.21   특허 1건 등록
- 2017.06.02   디자인 4건 등록
- 2017.11.21   특허 1건 등록
- 2018.05.0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사업 선정
- 2018.07.18   특허 1건 등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 - 229 - 303 -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 6 - 1 1 9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CMT126 시스템형 중대형터치스크린 콘트롤 IC
2018.05.01 - 
2020.04.30

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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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큐
버
모
티
브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CMT060 모듈형
삼성디스플레이 Y-OCTA 향 터치일체형 플렉셔블 디스플
레이 터치 IC

2018.05.01. - 
2020.04.30

자체개발

CMT024 모듈형 스마트 가전 및 산업용 터치센서 컨트롤러 IC
2018.07.01. - 
2019.06.31

자체개발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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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2020.04.30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  20인치 급의 중대형 터치스크린을 위한 126채널 터치
센서 컨트롤러 IC와 다수 개의 컨트롤러 IC를 이용한 40
인치 이상의 대형 터치스크린센서 솔루션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8.05.01 - 2020.04.3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터치스크린 일체형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60
채널 급 고감도 정전용량방식 터치센서 컨트롤러 IC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이름 송봉섭 직위 연구소장

연락처 010-4577-8211 이메일 brandon@cubermo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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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트론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재진 설립일 2000.03.31

소재지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41, 2층 (ITPlex빌딩)

회사소개

㈜텔트론은 고주파 반도체설계기술을 근간으로 2000년 3월에 설립하여 RF분야의 IC, Module, System을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GHz 및 24GHz대역으로 움직임 감지센서, 조명절전 제어모듈등 고주파대역의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또한 IT-BT 융합기술을 적용한 주택용 IoT기반의 센서등, 실시간 세균측정기, 독소측정기를 개
발 보급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기술 선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 2000. 03.31 전자통신연구원 SPIN-OFF 
- 2002. 04.05 고주파 반도체 설계제작
  무선통신/이동통신/위성통신용 송수신 반

도체 
 2GHz, 5.8GHz, Ku, Ka-band MMIC/
 12GHz Phase Shifter
- 2007. 05.28 RF module /system 제작
 10.525GHz  움직임센서, 보안침입감지 센서
- 2008. 03.21  ISO9001, ISO14001, 
 10.525GHz 주파수 할당 받음

- 2009. 12.31 RF 센서 모듈 시스템개발
- 2010. 07.01 체외진단기 개발 시작
- 2011. 08.30 위생 모니터링 단말기 출시
- 2012. 10.20 과채류  세정기 출시
- 2014. 11.20 동파방지 열선, LED센서 전등 출시
- 2015. 10.28 다기능 플래시, 주차 유도등 출시
- 2016. 11.30 현관센서등, 거실센서등 출시
- 2017. 10.20 IoT 조명센서등 개발, 미세먼지측정기개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379 65 1,286 16 1,705 7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2 6 2 5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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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텔
트
론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10GHz RF 센서 모듈형 10.525GHz Doppler Sensor 14dBm 조명제어   

10GHz RF 
센서모듈

모듈형 10.525GHz, 1.2KW부하제어 지하주차장, 조명제어, 화장실 조명제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IoT 모듈 모듈형 조명제어 2017 - 2019 자체개발 

24GHz Single Chip 소자형 Motion Detection 2018 - 2020 공동개발

원격 심박센서 시스템형 원격심박측정 2019 - 2020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11.01 - 2017.07.31 IOT기반 무선통신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LED센서등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이재진 직위 대표

연락처 042-360-2000 이메일 jjlee@tel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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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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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 ㈜시리우스 인수 및 합병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8,150 4,015 29,985 3,244 31,188 4,2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59 29 95 5 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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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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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트
루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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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형 전자식 스탑 램프 스위치 자동차 동희, 경창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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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 윤이한 직위 부장 / 대리

연락처 010-4210-5810 / 010-5163-1144 이메일 kst@truwin.co.kr / yhyoon@tru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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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아테크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남걸 설립일 2007.03.20

소재지 (13201)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B동 1914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07-03 ㈜팝코아테크 설립 
- 2007-03 SMIC IP License Agreement 체결 
- 2007-03 매그나칩반도체 IP Prtnership program Agreement 체결 
- 2008-07 Chartered Semiconductor IP License Agreement 체결 
- 2010-08 Proximity Sensor IC 개발 완료 
- 2017-08 Photo Sensor IC 개발완료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00 20 200 10 250 1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0 3 0 1 0 4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P1 소자형

- Inductive Proximity Sensor IC
- 3-wire NPN, PNP & 2-wire NPN application
- Wide supply range and low power consumption
- Short circuit protection
- Small size package 16QFN(3x3x0.75)

공장 자동화
산업용 센서 모듈 
생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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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팝
코
아
테
크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P2 소자형

- Photo Sensor IC
- Transmission, Reflectoin mode
- Wide supply range
- Short circuit protection
- Open circuit detection
- 24 Clear QFN package (4x4x0.65)

공장자동화
신업용 센서 모듈 
생산 업체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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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걸 직위 대표

연락처 010-5090-9646 이메일 knk@popcoretech.com



126

포스텍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수영 설립일 2001.06.22

소재지 (1565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0로12번길 40 포스텍빌딩 (성곡동)

회사소개

포스텍은 2001년 창립이래 18년 동안 광통신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그 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INNO 
BIZ , MAIN BIZ,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수벤처기업 등 회사의 우수한 기술과 경영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주력제품인 비접촉커넥터 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
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3명의 직원으로 약 90억원을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2020년 매출 200억원을 목표
로 성장 예정입니다.

주요연혁

- 2001.06 법인설립 
- 2005.12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벤처기업 지정  ,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정
- 2010.1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지정,  INNO BIZ 기업지정 , MAN BIZ 기업지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8. 현재     직무발명 우수기업지정, 방위사업 참여,  신사옥 준공 이전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800 600 5,100 1,100 5,800 1,80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 6 30 6 5 54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광점퍼코드 모듈형
광섬유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광커넥터와 광케이블 조
립체

통신용, 
센서용 케이블 등

통신사업자, 
공사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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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포
스
텍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광접속 및 
분배장치

모듈형
광신호 또는 광케이블 접속 및 분배용으로 함체나 모듈형
태 기구물

통신용, 
센서용 케이블 등

통신사업자, 
공사업체 등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MEMS에 의한 광음향센서 모듈형
의료용, 군사용, 
플랜트용

2019 - 2020 공동개발

구조물헬스모니터링용 광섬유 스트레인센서 시스템형
대형 구조물, 
건축물

2019 - 2022 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6.07 - 2007.06 MEMS에 의한 광음향 센서개발 중기청

 담당자

이름 권오덕 직위 상무

연락처 070-4355-5467 이메일 fostec9356@fos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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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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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보안, 감시 카메라 시장과 자동차 카메라 시장이며, 향후 메디컬 시장과 홈어플리케이션 시장 등에 
진입하여 이미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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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9,894 96,321 10,107 63,338 8,850 46,014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5 73 19 25 132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PC9030K 소자형 1/4”, VGA, SoC type Image Sensor 후방 카메라 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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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픽
셀
플
러
스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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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4210K 소자형 1/3”, Full HD Bayer Image Sensor 블랙박스
팅크웨어/
Shengtai

PS7100K 소자형 1/4” HD Bayer Image Sensor 후방 카메라
팅크웨어/
Cheshen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Cost Effective 차량용 1.3M HDR센서 소자형 Aotomotive 10개월
자체 HDR(High Dynamic Range) 

기술 개발

SVM(Surround View Monitoring)용 ISP 칩 소자형 Automotive 18개월
자체 SVM 기술 개발을 통한 
차량용 ISP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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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06.01 - 2019.02.28 신뢰성바우처사업(상생형)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이름 이태영 직위 책임

연락처 031-888-5781 이메일 tylee@pixel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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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서연구소

 일반현황

대표자명 이수민 설립일 2010.01.07

소재지 (34141)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 804호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용 인공위성 부품 중이온 조사시험 
- 2018 와이즈산전 가스센서 성능 시험 
- 20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스센서 성능 시험 
- 20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외선센서 1/f Noise 시험 
- 2018 국방기술품질원 덕트팬 환경 시험 
- 2018 나노종합기술원 적외선센서 성능 시험 
- 2018 DB하이텍 Wafer 1/f Noise 시험 
- 2018 효성중공업 가스센서 성능 시험 
- 2018 한국과학기술원 센서 성능 시험 
- 2017 SK Hynix System IC WLR 시험 분석 
- 20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용 인공위성 부품의 전기적 시험 분석 
- 2017 동운아나텍 이미지센서 성능 시험 
- 2017 LG Display 반도체 성능 분석 
- 2017 SK하이닉스 반도체 성능 분석 
- 20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성능 시험 
- 2017 고려대학교 센서 성능 시험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0 0 0 0 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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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한
국
센
서
연
구
소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형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센서
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제품까지 성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을 하는 기업입니다. Wafer level 신뢰성으
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첨단 센서 및 반도
체 소자 R&D 및 불량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센서 및 
반도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대학교, 
연구기관 등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가스센서 소자형, 모듈형 민간, 국방 2017 - 2023 공동개발

GOODSEN 시스템형 민간, 국방 2015 - 2018 자체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7 - 2023.12
칼코지나이드계 나노소재 기반 고성능 가스센서 상용화 
기술 개발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이름 문옥식 직위 과장

연락처 010-2976-5361 이메일 mos@ksens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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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디에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조돈엽 설립일 2014.03.01

소재지 (0617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8층 (대치동, 해성2빌딩)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14.06 삼성테크윈으로 부터 독립(회사설립) 
- 2016.06 유가시장 상장 
- 2018.06 인체부착형 스마트 체온계 'T.ONBAND' 출시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83,700 162,344 70,806 205,389 8,062 316,999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70 40 640 40 120 910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리드프레임 소자형
반도체 및 자동차용 부품으로 MSL레벨1의 고신뢰성 표
면처리 기술확보

반도체 
자동차

인피니언 
NXP

BGA Substrate 소자형
반도체용 부품으로 메모리용 기반으로 고품질 및 대량양
산을 위해 세계유일하게 릴투릴 생산방식으로 생산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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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
성
디
에
스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그래핀 소자형
대면적 그래핀(Graphene) 
- CVD그래핀, GO(Graphene Oxide), rGO

디스플레이 等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감지 복합센서 모듈형 스마트기기 2015 - 2019 공동개발

유해화학물 감지센서 소자형 스마트팩토리 2015 - 2018 공동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4 - 2019.03 -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ㆍ조도ㆍ근접 검출용 복합센서 개발

산자부(KEIT)

2017.06 - 2018.05 -  2017년 R&D개발 프로젝트
-  IoT向 스마트 체온패치 개발

산자부(KIAT)

 담당자

이름 이진우 직위 수석

연락처 010-3871-9760 이메일 aprillst.lee@haesungd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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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텍

 일반현황

대표자명 최성민 설립일 2017.02.08

소재지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B-307호 (양청리, 충북테크노파크)

회사소개

주요연혁 - 2017-02-08 회사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0 0 0 0 0 670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3 11 0 2 2 18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XG4300 소자형

-  4세대 전자 나침반 IC
-  업계 최소형 Wafer-Level-Chip-Scale-Package (0.76mm X 
0.76mm X 0.5mm)

-  16bit delta-sigma ADC, Ultra Low Noise Amplifier 내장
-  고정밀 보정 알고리즘, 9축 복합 보정 알고리즘, 3축 자
이로 에뮬레이션 알고리즘 제공

스마트폰
중국/대만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MXM1280 소자형

-  실리콘 홀 스위치
-  -40도씨 - +150도씨 동작 온도 지원
-  +40V over-voltage-protection, -40V reverse-voltage-
protection 기능 내장

-  over-current-protection 기능 내장
-  동작 특성 파라미터를 프로그램 가능
-  TO92, SOT23 패키지

모터 제어 국내 모터 제조사

MXM1120/
MXM1161

소자형

-  디지탈 홀 센서 IC
-  자기장 세기를 측정하여 디지털 데이터 통신
-  자석의 수직 회전, 수평 회전, 선형 위치 측정 및 3차원 
공간 상의 자석 움직임 추적

-  자석의 편차, 열화, 주변 자기장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 
제공

-  MXM1120 (WLCSP, SOP), MXM1161 (WLCSP, SOP, DFN) 
패키지

스마트폰 
산업용 

포지션 센서

유럽 가전사/
산업 기기 제조사 
중국/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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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
치
텍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MXH1100/
MXH210/
MXH1130

소자형

-  디지털 대기 온도 및 상대습도 센서 IC
-  고신뢰성 (85도씨, 85% 상대 습도 환경에서 1,008시간 
장기 보관 가능)

-  자기 진당 기능으로, fault-tolerance 보강
-  I2C 통신, PWM, PDM 출력 지원, DAC 아날로그 출력지
원(MXH1100, MXH1130)

-  2.8mm X 3.6mm X 0.8mm open-cavity DFN 특수 패키지

가전, 
산업, 
의료, 
IoT

유럽 산업 
기기 제조사/ 
한국 가전사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산업용 고신뢰성 고정밀 전류 센서 (홀 센서) 소자형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2018 - 2020 자체 개발

3.3V 홀 스위치 소자형 모터 제어 2018 - 2019 자체 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송미화 직위 과장

연락처 010-9989-9602 이메일 mihwa.song@haechi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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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트릭스

 일반현황

대표자명 허　염 설립일 3년 2개월

소재지 판교테크노벨리 유스페이스1 A동 715호

회사소개
 ㈜햅트릭스는 2015년 설립되어, 모바일용 정전식 지문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 엔지니어 셈플, 2017년 3월 양
산 버전 IP를 확보였고, 201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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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Cost-down Commercial version product ready
- 2019. 03 Expect first volume shipment to customers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HT1010 Bezel type 
지문센서

 635dpi 고밀도 정전식 지문센서 모바일, IOT Not yet

HT2010 Bezel-less 
지문센서

 508dpi 보급형 정전식 지문센서 모바일, IOT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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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햅
트
릭
스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HT3010 측면센서  508dpi 보급형 측면 지문센서  모바일, IOT   협의중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HT1010 지문센서 모바일, IOT 18개월  Bezel type 정전식 지문센서

HT2010 지문센서 모바일, IOT 10개월  Bezel-less type 정전식지문센서

HT3010 지문센서 모바일, IOT 10개월  보급형 측면 지문센서

HT4010
인증카드 대응 
지문센서

 신용카드 
인증카드

6개월 생체인증카드 대응 지문센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담당자

이름 서영호 직위 상무이사

연락처 이메일 steve.seo@haptr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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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

 일반현황

대표자명 김명영, 곽태승 설립일 1985.03.02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149

회사소개

-  ㈜현보는 1985년 설립되어, ㈜현보전자에서 출발하여 차량용 모터부품, 전자부품, 전장부품 등 자동차의 핵심부품
을 ㈜현보만의 생산 기술과 Know-How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성장함. ㈜현보는 자동 그리스 주유 장치를 국산화시켜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초음파 응용제품 개발 및 초음파센서 모듈을 연간 700만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TAS(Torque Angle Sensor)는 연간 300
만개, Window Brush Holder는 전 세계의 8%(연간 2,600만개)생산을 점유하고 있음

-  SQ 인증, ISO/TS16949, ISO14001,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싱글 PPM 품질인증, 가족친화 인증획득
-  자동차 부품 환경에 적합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있음
- SMT : 무연납 대응                                 - 조립 : 자동화설비                                 - 물류 : MES 적용

-  생산 및 마케팅을 글로벌화 하여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음
- 중국 소주, 멕시코 케레따로

-  글로벌 고객사 확보 : Bosch, Continental, Vodafone, Denso 등

주요연혁

-  2017.0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2016.05 우수기업인상 수상(국무총리)
-  2016.03 중국공장 증설(B동 –SMT/전자조립)
-  2015.11 수원IT연구소 설립
-  2014.05 멕시코공장 설립
-  2013.12 가족친화인증 취득(여성가족부장관)
-  2012.05 천안공장 본관 준공 SQ인증서 취득(용접부문)
-  2012.03 모범납세자상 수상(기획재정부장관)
-  2011.12 Bosch 최우수 등급 협력사 선정
-  2009.01 유공압 사업부 신설(Hebonilube)

-  2007.05 ISO14001 인증 획득
-  2007.03 Siemens 1등급 협력사 선정
-  2005.04 연구소 설립
-  2004.11 중국공장설립
-  2002.12 ISO/TS 16949 획득
-  2002.11 Siemens VDO Halla Ltd. 1등급 협력사 선정
-  2001.12 SQ 인증서 취득(조립부문, 사출부문)
-  1995.03 천안공장 설립
-  1990.04 서울 현보 빌딩 준공(서울사무소)
-  1988.01 Mando 1등급 협력사 선정
-  1985.03 ㈜현보 설립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65,789 4,803 65,424 8,128 65,111 8,594

인력현황
경영/관리 연구개발 생산 영업 기타 합계

16 11 168 6 46 247

 주요 생산제품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TAS : Torque Angle Sensor

모듈형

차량의 핸들 부분에 사용되는 전자 
조향용 센서로 방향 조절 시 핸들에 
가하는 힘에 따라 조향 각도를 검출
하여 EPS(Electric Power Steering) 모
터에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품

자동차 LG이노텍

EPS Cover

모듈형
Torque Angle Sensor와 EPS를 위한 
Cover Assy

자동차 만도브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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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
보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PAS : Parking Assist System

모듈형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은 차량의 전
후방에 달려 있는 초음파 센서로 일
정거리 이내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하여 경보음으로 운전자에게 장
애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제품

자동차 Vodafone

Electric Compressor Control Inverter

모듈형
전기 자동차 에어컨의 에어 컴프레셔
의 모터를 컨트롤 하는 기능

자동차 한온시스템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

제품명 제품유형 적용분야 개발기간 개발방법

PAS&BSD 공용 초음파센서 모듈형 자동차 36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자기 인식을 가지는 장거리 초음파센서 모듈형 자동차 51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머신 러닝 공간 탐색 알고리즘 및 전후방 제동이 가능한 
자동 주차 시스템 개발

시스템 자동차 24개월
외부기관 협력 : 
공동연구개발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51개월(2017.04.01 - 2021.12.31)
스마트 자동차용 감지범위 향상을 위한 압전소재 및 자기인
식 초음파센서 개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4개월(2015.06.16 - 2017.06.15)
승용차 도어 오픈시 도어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50kHz 
대역 초음파센서 기반 안전거리 20cm를 확보하는 Door 
Open System 기술개발

중소기업청

36개월(2015.06.01 - 2018.05.31) 사각지대 정보제공을 위한 다기능 초음파센서 모듈 개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개월(2015.12.01 - 2016.11.30)
자동차 기능 안정성 국제 표준 대응 전동식 파워 스티어
링(MDPS)용 토크앵글센서(TAS) 개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개월(2014.12.01 - 2015.11.30)
전동식 파워스티어링(Electric Power Steering) 용 모터 위
치 센서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이름 안현경 직위 주임

연락처 041-410-8617 이메일 hkan@hyun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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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엔지니어링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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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5,364 20 5,522 0 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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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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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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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화
백
엔
지
니
어
링

제품명 제품유형* 주요내용 적용분야 주요납품처(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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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형태 :  ① 소자형(단일 칩 형태로 고유의 기능 구현), ② 모듈형(복수 소자를 조립한 형태), ③ 시스템형(복수센서, 입출력장치, 제어장치 등이 결합한 형태)

 특허

Title Apply date Territory Status

Apparatus for  plasma monitoring and monitoring method Oct 31. 2008 Korea Registration

Apparatus for Detecting Arc and Method Mar 1. 2010 Korea Registration

Apparatus for Detecting Arc Oct 15. 2009 Korea Registration

Plasma detection system &Method Apr 0. 2010 Korea Registration

Apparatus for plasma detection with Photo-TR May-10 Korea Registration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Arcs

Mar 1. 2010 Taiwan Registration

Mar 19. 2010 German Registration

Mar 23. 2010 Japan Registration

May 3. 2010 U.S Registration

Apparatus for Detecting Arcs

Mar 1. 2010 Taiwan Registration

Mar 19. 2010 German Registration

Mar 18. 2010 Japan Registration

Dec 12. 2012 U.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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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시스템개발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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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름 이상열 직위 부장

연락처 010-3308-2555 이메일 sylee@hwaba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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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디스플레이/유기전자소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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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음. 그 외 차세대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양자물질 기반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개발, OLED outcoupling, AR/VR용 홀로그래픽 grating 등 디스플레이/유기전자소자 관련 연구들을 진행 중
임.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6 5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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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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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
북
대
학
교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Influence of substrate surface energy and surfactant on crystalline morphology and 
surface defect density in hydrothermally-grown ZnO nanowires

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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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S Photonics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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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S 2016.10.27

Tilted Orientation of Photochromic Dyes with Guest-Host Effect of Liquid Crystalline 
Polymer Matrix for Electrical UV Sensing

SENSORS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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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ED SURFACE SCIENCE 2015.11.2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입사광에 대한 편광 의존성을 가지는 집광 패턴 가변 광소자 등록 미국 2018.01.16 9869806

배향막, 배향막 형성 방법, 액정 배향 조절 방법, 그리고 액정 표시 
장치

등록 미국 2017.10.17 9791741

편광 의존형 렌즈 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미국 2017.05.09 9645407

배향막, 배향막 형성 방법, 액정 배향 조절 방법, 그리고 액정 표시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6.11.04 10-1675017-
00-00

액정을 이용한 동적 간섭무늬 생성 장치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미국 2015.10.13 9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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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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시스템온칩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문병인 연락처

전화번호 053-950-7580

이메일

주요연구분야  스테레오 비전, 물체 및 거리 정보 인식, 얼굴 검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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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며, 머신러닝 기반 얼굴 검출 하드웨어 가속기 및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하드웨어 가
속기의 연구 및 개발을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4 1 0 8

 연구분야 

내용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적용처  자동차, 로봇 등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거리 정보, 물체 정보, 차선 정보 등의 3차
원 주변 환경 정보를 인식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이 기술은 스마트 자율 주행 자동차, 자율 이동 로봇 등의 주
변 환경 인식에 활용 가능

내용 얼굴 검출 및 인식 가속기 적용처  현장용 신원확인 처리기

•얼굴 검출 및 인식 가속기
-  비전 기술 중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얼굴 검출 방법과 딥러닝을 기반
으로 한 얼굴 인식 방법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바
탕으로 얼굴 검출 및 인식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 회로를 개발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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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
북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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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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tification apparatus of stereo vision system and method thereof 등록 미국 2018.01.09 9,866,821

Disparity computation method through stereo matching based on 
census transform with adaptive support weight and system thereof

등록 미국 2017.10.10 9,78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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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미국 2017.10.10 9,785,825

Disparity correcting device in stereo vision and method thereof 등록 미국 2017.08.29 9,749,620

Method and apparatus for detecting line data based on hough 
transform 

등록 미국 2016.05.17 9,342,750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8.07.23 - 2023.07.22 (참여) 현장출동 요원용 신원확인 정보처리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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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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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 및 나노시스템 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주병권 연락처

모바일 02-3290-3671

이메일 yooji89@korea.ac.kr

주요연구분야 Wearable Silicon Devices, OLED, TFT 등

연구실소개

고려대학교 주병권 교수님의 지도아래 디스플레이(Display, OLED) 및 나노시스템(MEMS, Nano-materials)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나노 구조로 이루어진 플라즈모닉 분야의 전문가로써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OLED 광추출, color filter 제작 외
에도 광센서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을 향상시킴.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40 35 76

 연구분야 

내용 적외선 센서 적용처 의료기기, 군사 분야 등

● 적외선 센서 흡수향상층
-  근접센서의 오류는 주변의 노이즈에 의하여 적외선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센서 면적을 줄이면서 센서오동작을 줄이
기 위해서는 적외선 감지 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표면 플라즈몬 
공명(SPR)효과를 통한 적외선 대역 파장 변조 및 증폭을 연구.

-  플라즈모닉 기술은 나노구조체의 패턴 모양 및 크기, 주기성이나 높이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그 효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광학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최적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공
정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 [플라즈모닉 공명 효과를 위한 나노구조체의 SEM 이미지

(좌)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electric field distribution 관측(우)]

내용 Flexible/Stretchable 센서 적용처 웨어러블기기

● Optical/strain 멀티 센서
-  웨어러블 기기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기위해 많은 수의 센서가 들어가는
데 이러한 센서를 통합한 소형화, 저전력의 멀티센서의 필요성 증가

-  하나의 소자로 optical과 strain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멀티센서에 대
한 연구를 진행

-  Ag nanowire와 wavy기판을 이용해 스트레쳐블 전극 제작
-  Rigid한 소자를 array구조로 제작하여 스트레쳐블 속성을 부여
-  웨어러블 소자로써 필요한 조건 충족: 소형화, 저전력, 플렉서블, 스트레
쳐블, 무독성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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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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smonic Periodic Nanodot Arrays via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for Organic 
Photovoltaic Cells with >10% Efficiency

ACS Nano 2016.11

Wide-gamut Plasmonic Color Filters using a Complementary Design Method Scientific Reports 2017.01

Flexible Plasmonic Color Filters Fabricated via Nanotranfer Printing with Nanoimprint-
Based Planarization

ACS Appl. Mater. Inter. 2017.08

Felxible and Transparent Organic Phototransistors on Biodegradable Cellulose 
Nanofibrillated Fiber Substrates

Adv. Opt. Mater. 2018.02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나노 화소 유기발광다이오드 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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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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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2018.03.31 (참여)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 조도, 근접검출용 복합센
서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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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마이크로 나노 바이오센서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민남기 연락처
모바일 010 9419 2320

이메일 nkmin@korea.ac.kr

주요연구분야  MEMS 기반 실리콘 센서, 나노 바이오 센서

연구실소개  MEMS, Nano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자동차용, 의료용 센서를 연구 개발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3

 연구분야 

내용  압력센서 적용처  산업용, 자동차용 압력센서

•산업용 압력센서 : Si MEMS 기술에 기반을 둔 높은 내전압 특성과 사용자 친화형 Si 스트레인 게이지 설계 및 양산기술 확보.

SUS 표면에 부착된 Si gage(glass substrate)의 모습과 이의 SEM image.

•자동차용 압력센서 : 일반 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탑재용 고압 압력센서 설계 및 양산기술 확보. 

SUS 표면에 부착된 Si gage의 모습과 이의 확대 사진

•나노 바이오센서 : 집적화된 CNT 삼전극 시스템에 기반한 진단용 바이오 센서 연구.

CD4, 3전극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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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Single cytosine-based electrochemical biosensor for low-cost detection of silver ions Sensors and Actuators B 2017.06

Single wall carbon nanotube electrode system capable of quantitative detection of 
CD4+ T cells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7.04

In-plane impedancemetric ammonia sensing of solution-deposited, highly 
semiconductor-enriched single-wall carbon nanotube submonolayer network gas 
sensors

Sensors and Actuators B 2015.12

A model-based comparative study of HCl and HBr plasma chemistries for dry etching 
purposes

Plasma Chemistry and 
Plasma Processing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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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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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2016.07.31 (참여) 자동차 연료펌프용 온도/압력 복합 검지 및 네트워크 
통신기능을 제공하는 센서 모듈 개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평가원

2015.12.01 - 2017.08.31 (참여) AC 1,800V 내전압 특성을 갖는 MEMS 기술기반 20bar, 
50bar급 공조기용 압력센서 소자 및 측정모듈 개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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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Micro and Nano Devices and Packag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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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석사 23명을 배출하였으며, 130편이상의 SCI(E) 저널 게제, 180편이
상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95건 이상의 특허 출원 및 등록, 8건 이상의 국제표준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 
및 멤스 소자 제작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클림룸 및 측정실, 55종 이상의 공정 및 측정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5 12 1 20

 연구분야 

내용 웨어러블 센서 적용처 사람

•연속 혈당 모니터링 웨어러블 센서
-  인체 내에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 이식형/패치형 
무효소 바이오 센서를 제작하고, 센서 위에 형성된 촉매 
전극 상에서의 혈당의 산화전류를 측정하여 체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연속모니터링 하는 기술

<이식형 혈당 센서 개념도> <패치형 혈당센서 개념도>

•ECG/EMG 모니터링 웨어러블 센서
-  신축성을 가지는 전도성 소재 및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
킨 소재를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휴대가 가능
한 웨어러블 ECG/EMG 모니터링 기술

<ECG/EMG 모니터링 센서 개념도>

내용 면역 센서 적용처 사람

•PSA 검출 나노센서
-  표면적이 극대화 된 환원 그래핀옥사이드(reduced 
graphene oxide) 위에 Au, Pd, Pt 등의 나노입자를 전기화
학적으로 형성하고,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항체를 
고정화하여, differenential pulse voltammetry 분석 방법
을 통해 저농도의 PSA를 짧은 시간 안에 검출하는 기술 <PSA 면역센서 개념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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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환경 센서 적용처 수질, 사람

•중금속 검출 나노센서
-  표면적이 극대화 된 환원 그래핀옥사이드(reduced 
graphene oxide)와 카본 나노튜브(carbon nanotube)를 혼
합하여 센서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ex-situ 및 in-
situ 기반의 비스무스 입자를 이용하여, 물 또는 피, 땀과 
같은 액체 내에 녹아있는 저농도의 여러 종류의 중금속
을 빠르고 정확하게 동시 측정하는 기술 <중금속 센서 이미지>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flexible and highly sensitive capacitive pressure sensor based on conductive fiber 
with microporous dielectric for wearable electronic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2017.09

A human locomotion inspired hybrid nanogenerator for wrist-wearable electronic 
device and sensor applications

Nano Energy 2018.04

Wearable, robust, non-enzymatic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and its in vivo investigation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8.01

A Highly stretchable and conductive 3D porous graphene metal nanocomposite based 
electrochemical-physiological hybrid biosensor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Accepted

A Fully Enclosed, 3D Printed, Hybridized Nanogenerator with Flexible Flux 
Concentrator for Harvesting Diverse Human Biomechanical Energy 

Nano Energy Accepted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재사용이 가능한 생체정보 측정용 비침습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원 대한민국 2017.09.18 10-2017-0119504

환원 그래핀옥사이드의 미세 패터닝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12.22 10-2017-0140907

다공성 나노 멤브레인 기반의 생체신호 측정용 건식 전극 및 
그 제조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8.05.31 10-2018-0062980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 및 이의 현탁액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8.06.26 10-1873338

복합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멀티센서 기반 유연 패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복합 생체 신호 측정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8.07.03 10-2018-0077263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8.07.01 - 2022.12.31
비혈액 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
신기술 개발

산업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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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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바이오전자&센서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정훈 연락처

모바일 010-9221-7375

이메일 jhlee@kw.ac.kr

주요연구분야  (키워드 중심) 바이오전자, 현장진단센서, 압력(포스)센서, 가스센서(전자코)

연구실소개

IoT와의 결합을 위한 현장진단센서, 압력(포스)센서, 가스센서(전자코)와 같은 바이오전자관련 센서 연구를 진행중임. 
이를 위해 마이크로 기술 기반 센서 및 나노 소재를 이용한 각종 센서를 연구함. 
 현재는 현장진단용 센서, 특히 래피드킷과 관련된 독감 및 플루 바이러스 검출 및 전자코 기술의 IoT기술의 접목과 관
련된 연구를 진행중이며, 환경모니터링 관련된 미세먼지 및 웰니스 관련 센서개발중임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1 3 1 8

 연구분야 

내용  현장진단용 래피드킷 (rapid kit) 적용처  바이오 

•lateral flow assay의 감도 및 선택성을 증진시킨 래피드킷 제작 
- 플루진단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 등과 같은 현장진단이 절실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현장진단용 면역기반 LFA 센서 개발 



155

대학

광
운
대
학
교

 

내용  현장진단용 가스센서 및 전자코 시스템  적용처  가스센서/전자코 

• 폭발물(DNT) 및 수소가스(H2)의 감지를 위한 캔틸레버 및 멤스 히터 일체
화 플렛폼 개발 
-  본 연구실은 가스센서와 멤스 플렛폼 기술을 보유중이며, 휴대폰 일체
화를 위한 저전력 플렛폼 및 가스센싱의 선택성을 극대화하는 표면물질
(aptamer) 기술을 보유중임 

내용 압전기반 압력/포스센서 적용처  압력/포스센서

•압력검출 및 힘검출을 위한 압전기반 센싱 플렛폼 보유 
-  본 연구실은 압력/힘 검출을 위한 센싱 기술을 보유중이며 특히 압전/나
노물질 적용 및 디자인에 관련된 기술 보유중/ 의료용 압력센서 개발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https://www.micronanos.com/publications 참조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https://www.micronanos.com/patent 참조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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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Nano and Micro System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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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유체 시스템

연구실소개

•주요 연구 분야
- 세포 내/외 생체 신호 동시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 탐침 기반 patch-on chip 어레이 플랫폼 개발
- 표면 플라즈몬 산란 현상을 이용한 생체분자 다중 측정 기술의 개발
- 박테리아 분리 및 농축 마이크로 유체 소자 구현을 위한 미세 공정기술 연구
- 진공 실장된 MEMS 마이크로미러 기반 고출력 광원 스캐닝 광학계를 이용한 원격 탐사 LIDAR 연구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2 2 3 2 5 14

 연구분야 

내용  마이크로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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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 현상을 이용한 생체분자 다중 측정 기술의 개발
- 광섬유 광학계를 기반으로 인터페론 감마 및 전립선 특이항원의 실시간 비표지 면역 반응 측정
- 표면 플라즈몬 산란 프로브와 미세 유체 소자를 결합하여 연속적 유체 환경에서 면역 반응 측정
- 간편한 구조의 기판 기반 광섬유 측정 시스템 구현 및 마이크로 탐침 기반 대면적 측정이 가능한 표면 플라즈몬 산란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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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
대
학
교

내용  미세 입자 분리 및 농축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 적용처  바이오센서 플랫폼

● 미세 입자 분리 및 농축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
- 나선 유체 채널의 관성 이송과 2차 유동을 이용하여 미세 입자의 크기 기반 분리 연구
- 3D 실리콘 몰드를 이용한 PDMS 멤브레인 나노 필터 제작 및 미세 입자 농축 시스템 구축
- Dielectrophoresis(DEP)를 이용한 미세입자 포집 시스템 개발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High-density through-wafer copper via array in insulating glass mold using reflow proces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5.03

Fabrication and measurement of microtip electrode array with self-aligned integrated 
dual conductive electrode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6.12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icro dissolved oxygen sensor-activated on 
demand using electrolysi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7.03

Fabrication and measurement of microtip-array-based LSPR sensor using bundle fiber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2018.03

Real-time detection of prostate-specific antigens using a highly reliable fiber-optic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sensor combined with micro fluidic channel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8.11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마이크로 탐침 어레이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04 10-1610441

Microbial fuel cell comprising a microprobe array 등록 미국 2016.08 9431671

정자기력 구동 스캐닝 마이크로 미러 등록 대한민국 2016.12 10-1685249

용존산소 계측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1 10-1700478

나노 필터 및 유체 소자 제조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8.04 10-1849017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2.07 - 2015.05 광합성 세포 전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 실용화 기술 개발 환경부

2013.06 - 2016.05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WSN 기반 용존 산소량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부

2013.06 - 2016.05 3차원으로 배양된 세포들의 개별 특성 동시 측정을 위한 다단 
마이크로 탐침 전극 어레이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1.07 - 2017.02 표면 플라즈몬 산란 현상을 이용한 생체분자 다중 측정 기술의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09 - 2018.08 병원균 검출용 자가 발광 무기인공항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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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나노전자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현석 연락처
연구실 02-2260-3996

이메일 hyunseokk@dongguk.edu

주요연구분야 자외선 센서, 열전 센서, 압전 센서, 가스 센서, 환경 센서

연구실소개

미세공정 기술과 MEMS 기술과의 융합은 다양한 조합과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함. 반도체, MEMS, 그리고 나노 기술 
기반의 고감도 센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높은 정밀도, 빠른 반응시간, 초소형화, 저전력화가 가능한 다양
한 센서 재료 및 구조 연구가 요구됨. 메탈릭 입자 (quantum dots) 및 나노구조체 (nanorod, nano-needle, nano-flower, 
nanotube)를 이용한 미세공정법을 연구하고, 열전, 압전, 가스, 자외선, 광전, 바이오, 화학 등이 탐지 가능한 고감도 고
효율 저전력 다차원 반도체 소자 연구 진행 중.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3 4 4 1 0 12

 연구분야 

내용 자외선 센서 적용처 의료, 환경, 건강, IoT

차세대 광학적 생체조직 감지용 유연성 기판 기반 고감도 자외선 감지소자를 연구 및 개발 중이며, 본 반도체 기반 센서 기술은 생체조
직 검사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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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산업체

특정 물리/화학량 감지를 목적으로 하는 센서의 출력값이 다른 물리/화학량 또는 환경 요인인 온도 및 습도에 의존하여 출력값이 변하
며, 이러한 현상을 보정하여 정확한 측정값 제공, Linear/Nonlinear 보정 알고리즘 설계 및 정확도 분석을 수행.

내용 반도체 센서 적용처 IoT, 산업체, 연구소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광전소자, 나노로드를 이용한 스위칭/메모리/센서 소자, Marco Shuttle 소자, Q-dot을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 및 
고속 스위칭 소자, 측정 분석을 통한 NDR 효과, Back gate FET를 이용한 나노안테나 효과, 다양한 기판위에 나노구조체 형성 기술 및 미
세공정법, Supercapacitor 제작을 위한 나노입자 Oblique Angle 증착 공정 기술 등 나노구조체를 이용하여 고감도 고성능 센서 소자/재
료/공정/설계 원천기술 개발 진행 중.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Surface Acoustic Wave Propagation Properties with ZnO Thin Film for Thermo-Electric 
Sensor Application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6.10.01

Transition Between ZnO Nanorods and ZnO Nanotubes with Their Antithetical 
Propertie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6.10.01

Ultraviolet Photonic Response of AlGaNGaN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Based 
Sensor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6.10.01

Effects of fluorine doping on structural,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spray 
deposited CdO thin films

Superlattices and 
Microstructures

2016.12.14

Facile fabrication of n-ZnO nanorods/p-Cu2O heterojunction and its photodiode property Optical Materials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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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aling induced p-type conversion and substrate dependent effect of n-ZnO/p-Si 
heterostructure

Materials Letters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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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ZnO-morphology-dependent effects on the photovoltaic performance for inverted 
polymer solar cells

Solar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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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pot facile methodology to synthesize chitosan-ZnO-graphene oxide hybrid 
composites for better dye adsorption and antibacterial activity

Nanomaterials 2017.11.02

Structural, optical, electr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of different concentration sol-
gel ZnO seeds and consanguineous ZnO nanostructured growth dependence on seed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2017.12.30

Fabrication of arrayed metal oxide structures by electrochemical local oxidation using 
metallic tip with electric field and humidity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2018.02.01

In vitro cytotoxicity activity of novel Schiff base ligand-lanthanide complexes Scientific reports 2018.02.14

NH4OH-Oriented and pH-Dependent Growth of ZnO Nanostructures via Microwave-
Assisted Growth Method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8.03.01

High-Speed Growth of ZnO Nanorods in Preheating Condition Using Microwave-
Assisted Growth Method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8.03.01

Evaluation of the physical,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SnO2: F thin films 
prepared by nebulized spray pyrolysis for optoelectronic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Materials in Electronics

2018.03.01

High-Power Microwave-Assisted Ga Doping, an Effective Method to Tailor n-ZnO/p-Si 
Heterostructure Optoelectronic Characteristics

Physica Status Solidi A: 
Applications and Materials Science

2018.03.07

Facile and cost-effective methodology to fabricate MoS2 counter electrode for efficient 
dye-sensitized solar cells

Dyes and Pigments 2018.04.01

Maskless patterned growth of ZnO nanorod arrays using tip based electrolithography
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2018.04.01

Transient Current Response for ZnO Nanorod-Based Doubly Transparent UV Sensor 
Fabricated on Flexible Substrate

Physica Status Solidi (RRL) - 
Rapid Research Letters

2018.05.15

Improved Hydrogen Evolution Reaction Performance using MoS2-WS2 
Heterostructures by Physicochemical Process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2018.07.02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자외선 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출원 한국 2016.11.09 10-2016-0149043

자외선 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출원 한국 2016.11.09 10-2016-0149045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11 - 2017.04
메탈입자를 이용한 전자 이동 제어 다차원 나노전자기계 트랜지스터 구조 및 
미세공정 연구

교육부

2016.04 - 2019.03 LIFS 차세대 광학적 생체검사용 유연기판 기반 ZnO 나노구조 1000A/W급 고감
도 자외선 감지소자 원천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06 - 2020.05 [후속]메탈입자를 이용한 전자 이동 제어 다차원 나노전자기계 트랜지스터 구
조 및 미세공정 연구

교육부

2015.05 - 2016.04 스마트 글래스용 생체기능 활성화 모듈개발 중소기업청

2016.12 - 2019.11 오픈플랫폼을 고려한 지능형 멀티모달 처리 SoC 모듈 서비스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60

부산외국어대학교
FODNO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응수 연락처
연구실

이메일

주요연구분야 바이오헬스용 센서, 환경센서, 미세먼지측정 센서, 자동차용 센서

연구실소개

초소형 모듈의 제작이 요구되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마이크로 센서 및 엑츄에이터, MEMS 소자, 나노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MEMS 기술을 사용한 각종 센서 및 RF 시스템, 생체 시스템, 패키지 기술등을 연구하여 왔음
현재는 미세 먼지 물질 검출 센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노드 전원 공급용 진동 에너지 하베스터, 삼차원 
집적회로의 열 배출을 위한 패키지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3 1 1 6

 연구분야 

내용  환경분야 적용처  자동차, 조선, 건물, 환경

● 미세입자 및 화재감지 센서
-  광산란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큰 화재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본 연구의 내용은 요즘 관심많은 미세입자 검출에도 적용가능함 

내용 바이오헬스 적용처  신발, 의료, 바이오헬스

● 스마트 신발
-  사람의 걸음걸이는 신체건강에 중요함. 그래서 걸음걸이 측정, 운동량측
정, 만보기,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스마트신발을 개발함.

-  에너지하베스팅기능이 있어 배터리교환없어도 됨
-  스마트폰과 연동되므로 치매환자등의 위치추적 및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가능  

내용 바이오헬스, 자동차 적용처

● 스마트 시트
-  시트에 광센서를 장착하여 승용차에 사람의 유무 측정가능하며, 생체신호
를 측정하여 건강상태 점검이 가능하며, 차량에 적용시 운전상태를 확인
하여 안전한 운전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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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Easy-to-Fabricate and High-Sensitivity LSPR Type Specific Protein Detection Sensor 
Using AAO Nano-Pore Size Control

Sensors 2017

Simple pressure sensor for a vehicle seat using a woven polymer optical-fiber sheet JKPS 2015

Smart Shoes for the Monitoring of Gait Type and Calorie Expenditure Sensor Lett 2015

Robust Disaster Prevention System Using Optical Sensors Sensor Lett 2015

15mA Bidirectional Laser Triggering in Two-Terminal Microdevices Based on Vanadium 
Dioxide Thin Films

Sensors and Materials 201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컴퓨터를 포함하는 스마트 신발 시스템 및 이의 구현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8.07.09 10-1878254 

낙하산 겸용 우산 등록 대한민국 2016.11.01 10—1673760 

전기 이동수단용 충전 시스템 등록 대한민국 2016.02.26 10—1600197 

안경형 전자 기기의 전원 공급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4.10.28 10—1457533

에너지 전송장치 및 그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3.07.07 10—1274905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6.01 - 2016.11.30 (주관)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03 - 2016.12 (참여) 드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사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5.08 - 2017.07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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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디스플레이/유기전자소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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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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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한 소자 간 부정합, 회로의 안정도 문제가 발생함. 또한, 전력 소모 및 비교적 큰 면적을 차지함. 
본 연구실에서는 하나의 차동차이증폭기를 이용하여 센서 접속 회로를 구성하여 기존에 발생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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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를 간단한 누산기로 대체 가능한 시그마-델타 ADC 기반의 
저 전력 저 면적 증가형 14b ADC를 설계함.

내용 센서 접속을 위한 저 잡음 증폭기 적용처
 생체신호용 센서 접속 회로, 
환경 센서 접속 회로

● 센서 접속용 저 잡음 증폭기
-  미세한 센서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증폭기의 저역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초퍼-안정화 기법
을 적용한 정전 결합 구조의 계측 증폭기를 설계함.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한 입력 오프셋 제거 
루프 및 입력 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궤환 루프를 적용함. 또한 큰 저항을 저 면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모스 소자를 이용한 슈도 저항을 사용하였고, SoC를 위해 하이-폴리 저항을 이용한 
칩 내 저역 필터를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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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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대한민국 2018.05.29 10-1864131

차동 차이 증폭기를 이용한 직류 파라메터 측정 유닛 등록 대한민국 2016.12.26 10-1691520

이중 샘플링 기법과 적은 에너지 소모 스위칭 기법을 이용한 
연속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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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서경대학교 산학 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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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제어 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조동일 연락처

연구실

이메일 taeyupk@snu.ac.kr

주요연구분야 MEMS, 이온트랩, 센서 및 플랫폼, 생체모방형 로봇, 서보제어, SLAM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지난 20여년간 MEMS 공정 및 응용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고종횡비 구조물 제작이 가능한 고유의 
공정을 포함하여 MEMS 관련 80 건 (해외 23건)의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팹 시설에 
일괄 공정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양자정보처리 장치 구현을 위한 이온트랩 칩 개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생체모방형 위치/거동 센서 개발 등 MEMS 기술 응용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8 7 1 17

 연구분야 

내용 스마트센서 공정플랫폼 적용처 센서 플랫폼

● 스마트센서를 위한 벌크실리콘 SOLID NEMS 공정 플랫폼 개발
-  반도체 공정 서비스 (파운드리) 제공을 위한 벌크실리콘 공정플랫폼 개발한다. 본 공정플랫폼은 해외 특허 침해 문제가 없고 간단하면
서도 유연하며 100 nm 대 tolerance 확보 가능한 제조 혁신 개발 방법이다. 대면적 벌크 실리콘 SOLID NEMS 공정 프로세스 확립하고 
국내인프라에 일괄 공정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이 플랫폼들은 수원 한국나노기술원, 대전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사용 가능하다.

내용 MEMS 센서 적용처 모바일, 로봇

●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MEMS 센서 개발
-  우수한 압저항 효과를 가진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MEMS 센서를 개발한다.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센서에 적용하기 위해 압저
항 효과의 원리를 모델 기반으로 해석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나노와이어와 센서 구조체와의 통합이 가능한 공정 기술을 개
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센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우수한 압저항 효과를 적용하여 고민감도 센서 구현, 센서의 소
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Neuron Stimulation Device Integrated with Silicon Nanowire-based Photodetection 
Circuit on a Flexible Substrate+R32:T34 Sensors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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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Flexible field-effect transistors using top-down fabrication of (111)-silicon nanowires 
and wafer-level transfer process for neural prostheses

Microelectronic Engineering 2017.05.05

A New Localization System for Indoor Service Robots in Low Luminance and Slippery 
Indoor Environment Using Afocal Optical Flow Sensor Based Sensor Fusion

Sensors 2018.01.10

Top-Down Fabrication of Silicon Nanowires Using Thermal Oxidation and Wet Etching 
for Inertial Sensor Applications (Accepted)

Sensors and Materials 2018.03.05

Review of High-Resolution Retinal Prosthetic System for Vision Rehabilitation: Our 
Perspective Based on 18 Years Research

Sensors and Materials 2018.07.27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Retinal Prosthesis System Using Nanowire Light Detector,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등록 미국 2016.05.24 9345568B2

Drug Delivery System Including Laminated Structure 등록 미국 2016.05.31 9351924

Digital Opto-Electric Pulse Application Method for Correcting Bit 
Error of Vernier-Type Optical Encoder

등록 미국 2016.06.21 9372100

Retinal Prosthesis System Using Nanowire Light Detector,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등록 미국 2017.10.24 9795787

System and Method of Controlling Vision Device for Tracking Target 
Based on Motion Command

등록 미국 2018.01.12 9996084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11월 - 2022.12월 (참여) 인간중심 소프트로봇기술 연구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2015.10월 - 2019.12월 (참여) 선행공정 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 스마트센서용 초
소형 NEMS 공정플랫폼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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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초미세기술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전국진 연락처

연구실 02-880-1811

이메일 kchun@snu.ac.kr

주요연구분야
자동차용 실시간 거리 측정센서, 미세먼지 물질 검출 센서, 

노드전원공급용 진동 에너지 하베스터, 삼차원 집적회로의 열배출을 위한 패키지 기술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술을 활용한 초소형 센서 또는 엑츄에이터, MEMS 소
자, 나노구조의 설계 및 제작 등이 주요 연구분야이다. 초소형 모듈의 제작에 요구되는 마이크로센서 및 엑츄에이터, 
MEMS 소자, 나노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MEMS 기술을 사용한 각종센서 및 RF 시스템, 생체시스템, 패키지기술 등을 
연구하여 왔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0 4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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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내용 미세 먼지 측정 센서 적용처 자동차

100nm 이하의 미세 입자인 PM은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전체 발생량 중 65% 가량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실의 PM센서
는 히터와 일체화된 전하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감도를 향상 시키고 재생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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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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할 수 있다.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In-Situ Heat Cooling using Thick Graphene and Temperature Monitoring with Single 
Mask Process

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2015.05.26

Very High Displacement to Voltage Ratio MEMS Thermal Actuator IEEE SENSORS 2015 2015.11.02

Tunable Aperture controlled by Liquid Crystal Optical Switch ITC-CSCC 2016 2016.07.12

상용 PCB 공정을 이용한 RF MEMS 스위치와 DC-DC 컨버터의 이종 통합에 관한 연구 대한전자공학회지 2017.06.30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입자상 물질 센서유닛 등록 한국 2015.03.03 10-1500373

PARTICULATE MATTER SENSOR UNIT 등록 미국 2016.07.25 9494508

顆粒物質傳感器單元 등록 중국 2017.12.12 ZL201210224438.9

Partikelsensoreinheit 출원 독일 2013.12.18 DE102013114295

전자 제어 가능한 조리개 및 이를 이용한 전자 장치 출원 한국 2015.05.28 10-2015-0075297

 스트레인 게이지 모듈 및 그 제조방법 등록 한국 2015.11.04 10-1568101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06 - 2019.05
가변조리개를 포함한 실시간 거리 측정용 초소형 MEMS 카메
라 센서 시스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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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컴퓨터 구조 및 병렬처리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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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음. 또한 영상 인식을 위한 영상 인식 센서와 이를 하드웨어 가속을 할 수 있도록 FPGA를 통해 구현하
고 실시간으로 고화질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연구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2 0 15 16 1 34

 연구분야 

내용 자동차 LiDAR 센서 활용 적용처 자율주행 자동차

● LiDAR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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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처리 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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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DAR, Stereo camera 등을 활용한 심도 이미지 추출
-  자율 주행 자동차를 위해 물체와의 거리 계산은 필수적이므로, LiDAR, Stereo camera 등의 센서를 활용하여 심도 이미지를 추출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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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High-Definition LIDAR System Based on Two-Mirror Deflection Scanners IEEE Sensors Journal 2018.01

Complexity Reduction by Modified Scale-Space Construction in SIFT Generation 
Optimized for a Mobile GPU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2017.01

Evaluation of Recurrent Neural Network Variants for Person Re-identification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 Computing

2017.06

Fast Hand and Finger Detection Algorithm for Interaction on Smart Display Displays accepted

A hardware architecture for the affine-invariant extension of SIFT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accepted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고속으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장치 출원 대한민국 2018.02 10-2018-
0013719

실시간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TDC 출원 대한민국 2017.11 10-2017-
0161553

가우시안 스케일 공간 생성 단순화를 기반으로 한 특징점 추출 
방법 및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6 10-1752742

병합 모드를 기반으로 한 영상 부호화 방법 및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7.05 10-1735798

Display Device and Driving Method thereof 등록 USA 2016.08 US940625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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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처리 ASIC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01.01 - 2017.11.30 Computational Imaging용 병렬처리 기술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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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반도체 재료 및 소자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종호 연락처

연구실 02-880-1727

이메일 jhl@snu.ac.kr

주요연구분야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 기압/온도센서, 센서 어레이, 회로 및 뉴로모픽 기술의 융합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초소형, 저전력, 고신뢰성의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 및 기압/ 온도센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2 4 0 7

 연구분야 

내용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 적용처 IoT, 산업체

● 가스 센서
-  제어전극과 수평방향으로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를 가져 비휘발성 메모리 기능을 가지므로 센서의 보정이 가능하고, 제어전극과 플로팅 
전극 사이에 감지물질을 형성해 다양한 감지물질을 실리콘 채널의 오염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CMOS 공정을 통해 5장의 마스크만을 이
용하여 실리콘 FET형 가스센서 제작이 가능하고, 동일공정을 사용하여 같은 기판 상에 다양한 감지기구 (일함수형, 용량형, 저항형)의 융
합을 통해 고 신뢰성의 센서를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초소형 히터를 내장하여 감지 물질 주변만 가열이 가능한 초소형 초저전력 히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펄스 측정방식을 이용하여 전력소모를 줄이고, 감지 특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용 센서 어레이 및 회로 적용처 IoT, 산업체

● 센서 어레이 및 회로
-  별도의 마스크 추가 없이 감지 재료 및 감지 기구를 융합하여 어레이를 제작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신뢰성 높은 다중가스 검출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ET형 가스센서의 출력 값이 전류로 얻어지게 되는데 전압으로 바꿔주는 증폭기를 동시에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수 
pbb 수준의 극미량의 가스를 검출하기 위해 외부 노이즈를 줄이는 회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뉴로모픽 기술 융합
-  IoT 시대에는 많은 모바일 기기들에 센서가 내장되어야 하고 저전력, 소형화가 필수인데, 학습 기능까지 담기 위해서는 뉴로모픽 기술
과의 융합이 꼭 필요하다. 인간의 신경망도 시각 및 후각 등의 감각 센서 신호를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센서와 뉴로모픽,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의 융합은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와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 뉴로모픽 소자, 그리고 디지털 컨트
롤러를 하나로 통합하여 뉴로모픽 기반 초저전력 인기 가스센서의 플랫폼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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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압센서 및 온도센서 적용처  IoT, 산업체

● 기압센서 및 온도센서
-  Poly Silicon의 Positive TCR 특성 및 Piezoresistive 특성을 이용하여 기압센서 및 온도센서를 구현 할 수 있다. Silicon 기판에 동공(Cavity)
를 형성하고 그 위에 Poly Silicon 전극을 형성한다. 외부압력의 변화에 따른 Strain변화를 Poly Silicon의 저항변화로 감지할 수 있다. 또
한, Poly Silicon 전극은 외부온도에 따른 저항변화도 읽을 수도 있다. CMOS공정을 통하여 5개의 마스크만을 이용하여 제작가능하며, 
CMOS회로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다. 기압센서, 온도센서, 구동회로까지 하나의 칩 위에 제작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n accurate and stable humidity sensing characteristic of Si FET-type humidity sensor 
with MoS2 as a sensing layer by pulse measurement

Sensors and Actuators B 2018.04

An FET-type gas sensor with a sodium ion conducting solid electrolyte for CO2 detection Sensors and Actuators B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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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자체 온도감지가 가능한 마이크로 히터, 상기 마이크로 히터의 제
조 방법 및 구동 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8.06.19 10-2018-
0070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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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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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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반도체나노시스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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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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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연구분야 

내용 부착형 신축성 물리 센서 적용처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  다방향 신축성 소자용 기판 : 외부의 응력을 흡수 할 수 있도록 다방향 배열의 3차원 모굴형상 신축성 기판을 제작하여 신축 방향과 상
관없이 안정한 검지 성능을 확보함. 또한 본 형상의 역상을 마스터 몰드로 제작하여 소프트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단시간, 저비용으
로 제작이 가능함

●  신축성 투명 온도 감지 센서 : 용액 공정을 이용하여 사람의 피부 및 물체의 표면에 간편하게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이는 최대 70%
까지 인장이 가능하고 피부 온도에 높은 반응성을 갖으며, 변형센서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작하여 피부에서 도출되는 온도와 변형
을 동시에 감지 및 분석함. 이는 앞으로의 헬스 케어, 로봇, 인터페이스, 전자피부 등의 기술 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신축성 변형센서 : 압저항 및 압전 재료를 이용하여 나노복합체 기반의 신축성 투명 변형 감응 센서를 개발. 이는 피부의 변형 및 근육
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적 변화를 분석해 신체의 움직임, 얼굴의 표정 변화, 눈동자의 움직임 또한 감지할 수 있음. 또한 초기길이의 
100%까지 인장이 가능하고 피부 부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휴먼-로봇 인터페이스 기술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신축성 광학소자 : 다양한 검출·발광파장을 가지는 신축성 광검출기·발광다이오드 개발 및 외력에 의한 기계적 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
록 하여 소자의 전기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또한 맥박, 근육 수축 및 동맥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패치나 반지 
형태의 인체에 부착하거나 입힐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신축성 광검출기와 발광다이오드를 직접화하고자 함. 이는 앞으로의 웨
어러블 메디칼 센서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축성 터치패널 : 터치와 압력에 따른 입력 신호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신축성 다기능 터치 패널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친화적인 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구현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내용 신축성 바이오 센서 및 시스템 적용처  신체 부착형 의료진단 기기

 ●  신축성 바이오센서
-  피부에 부착하여 신체의 다양한 생화학적인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
는 기능과 함께 신체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체부착형 시스템 구현

-  생화학적 특정인자 (단백질, 기질, 이온, 세균 등)에 대한 감응도가 뛰어난 
물질을 감지영역에 기능화 및 고정함으로써 특이도 및 민감도가 향상된 
바이오 센서 구현

-  인체로부터 분비되는 이온, 혈당, 락테이트 또는 박테리아 등의 다양한 생
물학적 인자에 대한 신호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신체 부착형 시스템의 기
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스마트 헬스 개념도

●  센서집적 웨어러블 바이오 시스템
-  신체의 다양한 변수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신축성 바이오센서, 샘
플링, 미세유체소자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서 스킨온어칩 
(Skin-on-a-chip) 개념의 구현이 필요함

-  실시간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신축성 전기화학 및 형광 바이오센
서를 미세유체소자 및 신호처리회로와 결합하여 웨어러블 부착형 바이오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함

-  이를 위해서는, 신축성 바이오센서 및 미세유체소자의 집적화 및 이를 패
키징화 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구현해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

피부부착형 검지소자 어레이용 
실시간 전기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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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 유해물질의 고정확성 다중검출 IoT 시스템 개발 적용처 식품 안전 검사

 ●  형광 증폭형 나노소재가 접목된 저가형 일회용 고정확성/초고감도 플라스
틱 형광리포터 어레이칩 기반 다중검출용 센서 카트리지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품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유해물질(유해균 3종 및 유해화
학물 3종)의 현장검출이 가능한 IoT 기반 휴대형 형광센서 시스템을 개발

 ●  oT 시스템은 센서 카트리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소형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집적된 형광리더기 광학계, 이미지 데이터처리 및 자동화 
운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임베디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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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비드를 동시에 사용하여 유해균 별 이미징 및 계수를 하기 위한 자기력 영향의 이미징 영역을, 유해화학물질 들에 대하여는 다
중 프로브가 고정된 형광 신호증폭 플라스틱 기판 상에 마이크로 어레이 기판을 카트리지 내 한 시야범위(Field of View, FOV)에 집적
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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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sensiti-
ve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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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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마이크로시스템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양상식 연락처

모바일 010-3005-2481

이메일 ssyang@ajou.ac.kr

주요연구분야  SAW 기반 센서, 초소형 질량분석기, 랩온어칩(Lab-on-a-chip)

연구실소개
MEMS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센서를 개발함. 특히 표면탄성파(SAW)에 기반을 둔 자이로스코프와 UV센서, 변형 및 
압력 센서를 개발하고 초소형 질량분석기와 랩온어칩 등을 제작함. 또 센서 개발 연구 외에도 MEMS 공정을 이용한 
의료 및 미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상압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를 개발하고 시작품을 제작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1 3

 연구분야 

내용  SAW 기반 센서 적용처  군수용, 우주항공, 상업용

● 자이로스코프, UV 센서, 압력 센서
-  표면탄성파를 이용한 다양한 유무선 센서를 개발함. 자이로스코프는 유도포탄, 전자지능탄과 같은 고충격 지능화 탄약체계의 관성항
법시스템에 활용 가능하고, 무선 압력센서는 타이어압력 측정에 적용 가능함

내용  질량분석기 적용처 가스검출, 우주, 환경, 의약

● 초소형 질량분석기 
-  CNT를 이용한 3극전계방출소자와 전자충돌이온화기, 이온분리기 등을 MEMS기술로 집적하여 질량분석기를 초소형화함으로써 인공
위성이나 우주공간에서 물질의 검출 및 분석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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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랩온어칩 적용처 헬스케어, 질병의 현장진단

● 랩온어칩
-  휴대용검사기기에 적합하고 미량의 액체로 면역반응이 가능한 다양한 랩온어칩을 제작하여 생명공학과 연구실과 협력하여 골관절
염이나 심근경색, 유방암 등과 같은 질환 검사에 활용함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Sensitivity improvement of the surface acoustic wave ultraviolet sensor based on zinc 
oxide nanoparticle layer with an ultrathin gold layer

Sensors and Actuators A 2014.04

Gyroscopes based on surface acoustic waves Micro and Nano Systems Letters 2015.02

Performance comparison of Rayleigh and STW modes on quartz crystal for strain 
sensor application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16.07

Simple fabrication of Micro Time-of-Flight Mass Spectrometer using a carbon nanotube 
ionizer

Sensors and Actuators B 2016.12

Detection of CTX-II in serum and urine to diagnose osteoarthritis by using a fluoro-
microbeads guiding chip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5.0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다중채널을 갖는 바이오센서칩의 채널제어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5.07.09 10-1537171

POWER-FREE GYROSCOPE USING SURFACE ACOUSTIC WAVE, AND 
WIRED/WIRELESS METHOD FOR MEASURING ANGULAR VELOCITY

등록 미국 2016.12.27 US 9,528,832

WIRELESS MEASUREMENT DEVICE USING SURFACE ACOUSTIC 
WAVE (SAW)-BASED MICRO SENSOR AND METHOD OF USING THE 
SAW-BASED MICRO SENSOR

등록 미국 2015.08.25 US 9,116,034

Atmospheric low-temperature micro plasma jet device for bio-
medical application

등록 유럽 2015.10.21 EP 2401896

마이크로 플라즈마 분사 소자, 적층형 마이크로 플라즈마 분사 
모듈 및 플라즈마 분사 소자의 제작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6.02.05 10-1594464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09.05.01 - 2014.02.28 표면탄성파 기반 고내충격 고기동용 자이로스코프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2.11.01 - 2017.10.31
의용-생체 적합한 저온 대기압 마이크로 플라즈마 멀티 플랫
폼 개발 

한국연구재단



176

연세대학교
나노소자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우영 연락처

모바일 010-8877-5428

이메일 wooyoung@yonsei.ac.kr

주요연구분야  호기 및 환경 가스 센서, 수소 센서, 열전 재료, 영구자석

연구실소개

-  본 연구실은 나노소자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NT-IT 및 NT-BT의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나노소자의 개
발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료 개발, 소자디자인, 소자제작 및 특성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인체 및 환경 가스의 선택적 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센서 개발, 수소에너지의 실용
화를 위해 필수적인 나노구조물 기반 초 고감도 수소 센서 개발, 그리고 나노구조에서의 스핀전도현상 및 열전 현상
과 같은 초임계 수송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5 4 5 15

 연구분야 

내용  호기 분석용 센서 적용처  의료 및 헬스케어

● 호기 분석 장치
-  호기에는 250 종이상의 다양한 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특정한 VOC 
가스는 인체의 신진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바이오 마커로 활용됨. 호기 바
이오 마커를 선택적인 검지 및 분석함으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본 연구실에서는 고성능의 VOC 가스 검지 센서 물질의 제조 기술을 보유 
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초 고감도 센서를 제작하고 이와 호기 중 바이오
마커를 선택적으로 검지 할 수 있는 분리 장치를 결합하여 호기 중 바이오
마커를 선택적으로 실시간 검지가 가능한 호기 분석 장치를 개발함. 

-  호기 분석 장치는 극 소량(1ml)의 호기를 이용하여 단시간 (2분)내에 분석
이 가능하며, 바이오마커에 대한 높은 선택성과 감도로 실시간 신체 에너
지 대사 모니터링이 가능함.

-  기존의 호기 분석 장치로 활용되는 PTR-MS, GC-MS, 및 센서 어레이 등의 
한계를 극복한 소형 호기 분석 장치로 질병 진단 및 대기 질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함. 호기 분석 장지 개략도

내용 수소 센서 적용처  산업 안전

● 고성능 수소 센서
-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소는 친환경적이며, 높은 활용 가능
성과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그와 함께 취급상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그 이
용에 한계를 가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에너지의 사용에 있어 저렴하고 높은 민감도를 
가진 수소검지센서 개발이 필수적임.

-  본 연구실에서는 나노갭을 이용한 수소 센서의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나노갭 센서
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대면적의  나노갭을 손쉽게 제작 
가능함.

-  또한 비표면적이 극대화된 나노선 어레이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극저농도의 수소를 효율적으로 검지가 가능한 수소 센서를 개발함.

-  본 고성능 수소 센서는 산업 환경에서의 수소 검지 뿐 아니라 변압기 유중의 수소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함. 고성능 수소 검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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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스 센서 적용처  대기 환경 모니터링

● 초미세 나노입자 기반 환경 센서
-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유해환경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개인별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검지하여 물질적인 피해
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호기의 성분을 파악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 

-  본 연구실에서는 wet-chemical 방법을 기반으로한 초미세 나노입자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에 다양한 원소를 도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초미세 나노입자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
이 매우 커 가스의 흡/탈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작은 크기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변
화를 야기함. 이러한 특성의 초미세 나노물질을 활용하여 환경 유해가스에 대하여 우수한 검
지능력을 갖는 센서를 개발함.

-  환경 유해가스 검지 센서는 대기 환경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및 전장 (화학작용제 검
지) 상황에 활용이 가능함.

초미세 나노입자 기반 환경센서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Highly selective real-time detection of breath acetone by using ZnO quantum dots 
with a miniaturized gas chromatographic column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8.08

High sensitivity in Al-doped ZnO nanoparticles for detection of acetaldehyde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8.03

High-performance hydrogen sensing properties and sensing mechanism in Pd-coated 
p-type Si nanowire array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7.10

Nanogap-controlled Pd Coating for Hydrogen Sensitive Switches and Hydrogen Sensor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7.09

Highly selective detection of dimethyl methylphosphonate (DMMP) using a CuO nano 
particle/ ZnO flower heterojunction sensor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6.09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수소 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8.31 10-1775825

수소 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8.01 10-1766114

수소 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7.31 10-1765412

호기 가스 분석 장치 출원 대한민국 2018.04.02 10-2018-0038313

산화아연 양자점 기반 가스 감지 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가스 감지 시스템

출원 대한민국 2018.01.30 10-2018-0011347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8.07.01 - 2020.12.31 (주관) IoT 응용을 위한 변압기 절연유 상태 실시간 감지 시스
템 개발

과학기술일자리지흥원

2017.05.01 - 2022.03.31 (주관) 개인 맞춤형 생애 전주기 비만 모니터링 모바일 호기 분
석 시스템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6.09.01 - 2016.12.31 (주관) IoT 응용서비스를 위한 변압기 절연유 상태 실시간 감
지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08.01 - 2016.07.31 (주관)엔진오일 상태 실시간 감지 센서 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08.01 - 2017.07.31 (참여) 화학저항(Chemiresistor) 기반 나노선을 이용한 질소계 
유해물 검출소자 실용 기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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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Nano Transducers Laboratory(NTL)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종백 연락처
연구실 010-4575-2812

이메일 kimjb@yonsei.ac.kr

주요연구분야 MEMS/NEMS 구동기, 촉각/압력 센서, 유연/투명 광센서, 저차원 소재 기반 센서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MEMS/NEMS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나노 단위에서 관찰되는 미시적 현상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소형 에너지 변환 소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onfined self-adjusted 
CNT(carbon nanotube) 등 독자적 공정법을 응용한 압력 센서, 마이크로 구동기 및 스위치 등 고성능 MEMS/NEMS 소
자를 제작하였고 저차원 감지 소재 기반의 다양한 가스 센서 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인체에 적용을 위한 유연 센서 및 
에너지 하베스터/자가 구동 센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7 7 3 18

 연구분야 

내용 촉각/압력 센서 적용처 모바일 기기, 터치 스크린, 햅틱 인터페이스

● 투명 촉각 센서 어레이 : 그래핀 등 투명 소재를 활용한 정전형 촉각 센서 어레이 제작 기술 보유
●  다방향 촉각 센서 : 탄소나노튜브-폴리머 복합체를 활용하여 3축의 촉각 자극 감지가 가능한 다방향 촉각 센서 제작 및 특성평가 기술 보유 

<투명 촉각 센서 어레이> <다방향 촉각 센서>

내용 광 센서 적용처  유연 전자기기, 자동차

● MEMS 광 센서: 나노소재가 통합된 고감도 MEMS 광센서 제작 및 특성평가 기술 보유 
● 유연/투명 광센서: 다양한 저차원 나노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고감도, 유연, 투명) 광 센서 제작 및 특성평가 기술 보유

<MEMS 광센서>  <1D/2D 나노소재 기반 가시광/자외선 센서>

내용 가스 센서 적용처 소비가전, IoT 

● MEMS 플랫폼 기반 가스 센서: 반도체 및 화학기계식 가스센서 기반 VOC, NO2, H2 등 유해가스 검출 소자 제작 및 특성평가 기술 보유
● 저차원 감지 소재 기반 가스 센서: 금속산화물 나노선,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MoS2 기반 가스센서 제작 및 특성평가 기술 보유

<반도체식 VOC 가스 센서> <화학기계식 H2 가스 센서>  <나노선 기반 H2 가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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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highly sensitive flexible strain sensor based on the contact resistance change of 
carbon nanotube bundles

Nanotechnology 2016.04.02

Heterogeneous integration of carbon-nanotube—graphene for high-performance, 
flexible, and transparent photodetectors

Small 2017.07.13

Flexible, Transparent, Sensitive, and Crosstalk-Free Capacitive Tactile Sensor Array 
Based on Graphene Electrodes and Air Dielectric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 2018.01.10

Suspended CoPP-ZnO Nanorods Integrated with Micro-Heaters for Highly Sensitive 
VOC Detection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8.07.01

Simple Fabrication Method of Silicon/Tungsten Oxide Nanowires Heterojunction for 
NO2 Gase Sensor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8.07.15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APPARATUS AND METHOD FOR MEASURING TACTILE INFORMATION 등록 미국 2017.02.14 US 9,568,379 B2

휘발성 유기화합물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7.03.22 10-1720572

Coffee-Ring Effect를 활용할 수 있는 가스 센서 플랫폼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10.11 10-1786803

광전도체를 이용한 전기 자극 햅틱 디스플레이 등록 대한민국 2017.12.01 10-1806375

탄소나노튜브 집적 초소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등록 대한민국 2018.06.05 10-1867088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04.01 - 2016.03.31 (주관) 개인 환경의 초미세먼지(PM2.5)와 TVOC 동시 분석 센
서모듈 개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2015.09.01 - 2018.02.28 (참여) 대량생산 가능한 저전력 초소형 VOC 센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2015.08.01 - 2019.07.31 (참여) 공중부유형 다중 나노소자 기반 초소형 유해가스 센서 
시스템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09.01 - 2019.08.31 (참여) 주변 환경 유해인자 기체 감지 및 필터링 복합기능 스마
트센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06.01 - 2020.02.28 (주관) 다중모드 햅틱 인터페이스 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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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Convergence Semiconductor Design labs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재준 연락처
연구실 052-217-2126

이메일 jaejoon@unist.ac.kr

주요연구분야 집적회로, 센서 인터페이스, 헬스케어&바이오 IC, 유무선 통신시스템

연구실소개

우리의 미래 라이프 스타일은 칩에 구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물인터넷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집적회로 기
반의 센서 기술들을 연구하였습니다. 현재는 헬스케어 집적회로 및 시스템, 다종 가스 검출 집적회로 및 시스템을 연
구하고 센서 인터페이스의 집적화를 위한 데이터 컨버터, 전력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PC로의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일체화된 스마트 센서 인터페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3 8 0 12

 연구분야 

내용 Biomedical & Healthcare 적용처 의료장비 및 신호처리IC

● 인체신호감지 인터페이스
-  심전도, 근전도, 체성분 분석, 체온(온도), 맥파, 혈압 등의 복
합 생체신호 감지가 가능한 아날로그신호처리 집적회로 설
계 및 센서 인터페이스 개발

내용 환경센서 적용처 자동차 및 방재시스템

● 가스감지 시스템
-  자체 개발한 ADC 및 RDC/CDC를 이용한 다종 가스 및 온습
도 감지인터페이스IP 보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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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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riple-Mode Flexible E-Skin Sensor Interface for Multi-Purpose Wearable Applications Sensors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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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 2019.06.30
공중부유형 다종 나노소자 기반 초소형 유해가스 센서 시스템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04.01 - 2019.03.31 패치형 헬스케어 7종 복합센서 소자 및 플랫폼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12.20 - 2022.01.19
태양전지-이차전지 모노리틱 전원 및 이를 이용한 올인원 융
합소자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01 - 2021.12.31 Disposable IoT 환경 및 생체신호 나노센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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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기능성 나노소재 및 소자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고현협 연락처
모바일 052-217-2532

이메일 hyunhko@unist.ac.kr

주요연구분야 촉각 센서, 온도 센서, 진동 센서, 소리 센서, 화학 센서

연구실소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금속 나노와이어, Ⅲ-Ⅴ 화합물 반도체와 같은 무기 소재와 점탄성 고분자, 기능성 고분자 등의 
유기 소재를 생체모사 구조 및 마이크로, 나노구조로 제어하여 각종 센서 및 트랜지스터 소자, 광학, 의료 기기로 활용
하는 기술 등을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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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성 나노멤브레인 기반 웨어러블 소
리 센서 및 마찰 전기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4 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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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정적 촉각 및 
온도를 구분 감지할 수 있는 촉각 센서를 개발함. 본 연구에서는 사람 손가
락의 기능 뿐 아니라 진피-표피 맞물림 구조를 모사하여 매우 높은 민감도
를 구현하였으며, 손가락의 지문 패턴 구조를 모사하여 질감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 센서를 개발함. 이 촉각 센서는 인공 전자 피부, 인공 보철, 착용
형 헬스케어 기기에 활용 가능함.

내용 광 센서 적용처 착용형 헬스케어 기기

● 광대역 광 센서
-  벌집 구조를 모사하여 각도에 상관없이 전방향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광 
센서를 개발함.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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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소리 센서 적용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마이크로폰

● 웨어러블 소리 센서
-  11- 100 nm 두께의 매우 얇은 투명 전도성 나노멤브레인을 제조하여 피부
에 붙여서 사람의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소리 센서를 개발함.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소리 센서는 마찰전기방식을 이용하여 배터리가 필요없는 자가
구동형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고민감도를 가져 사람의 음성 패턴까지 감
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음성인식센서임. 본 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 전자 
피부, 로보틱스 산업 등에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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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Fingertip skin-inspired microstructured ferroelectric skins discriminate static/dynamic 
pressure and temperature stimuli

Sci. Adv. 2015.10.30

Large area cross-aligned silver nanowire electrodes for flexible, transparent, and force-
sensitive mechanochromic touch screen

ACS Nano 2017.04.11

Skin-Inspired Hierarchical Polymer Architectures with Gradient Stiffness for Spacer-
Free, Ultrathin, and Highly Sensitive Triboelectric Sensors

ACS Nano 2018.04.05

Flexible Ferroelectric Sensors with Ultrahigh Pressure Sensitivity and Linear Response 
over Exceptionally Broad Pressure Range

ACS Nano 2018.04.12

Transparent and conductive nanomembranes with orthogonal silver nanowire arrays 
for skin-attachable loudspeakers and microphones

Sci. Adv. 2018.08.03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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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나노와이어 필름 및 그 제조방법, 터치스크린 패널 및 그 제조방법 출원 국제 2017.07.27 PCT/
KR2017/00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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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모사 스마트 프린팅 기반 이종집적 III-V 화합물 반도체 트
랜지스터 및 플렉시블 전자피부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6.04.01 – 2019.03.31 패치형 헬스케어 7종 복합센서 소자 및 플랫폼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12.20 – 2019.01.19
태양전지-이차전지 모노리틱 전원 기반 저전력 올인원 센서 
인터페이스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11.01 – 2018.10.31 지문패턴 whisker 어레이 기반 촉각인지 인터페이스 소자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09.15 – 2017.08.31 적층구조 피부형 촉각/온도 감지 센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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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마이크로나노시스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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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음
현재 인체 진동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터, 피코 프로젝터 및 LIDAR 센서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스캐너, 광유전학용 
프로브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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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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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Disposable MEMS optrode array integrated with single LED for neurostimulation Sensor and Actuators A: Physical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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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광 자극을 위한 신경 탐침 모듈 및 그를 구비한 신경 탐침 시스템 등록 대한민국 2018.02.05 10-182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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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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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3.11.01 - 2016.10.31 (참여) 3D HD급 영상을 위한 스마트 피코 프로젝터 부품 및 엔
진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03.01 - 2016.02.29 (참여) 가변 환경 적응형 통합 에너지 수확 모듈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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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나노박막재료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상섭 연락처
모바일 010-9885-6182

이메일 sangsub@inha.ac.kr

주요연구분야  산화물 반도체 가스센서, 나노선 가스센서, 나노섬유 가스센서

연구실소개

전기적, 화학적으로 안정한 SnO2, ZnO 등을 이용한 산화물 반도체 나노선, 나노섬유 구조의 가스센서를 제작 및 연구
해왔음. 현재는 이종계면 형성을 통한 극미량의 가스검출이 가능한 복합나노재료 가스센서, 나노구조 센서의 표면에 
Pd, Au, Pt 등의 귀금속 입자를 형성하여 수소, 벤젠, 톨루엔 등에 선택성을 갖는 가스센서, 2차원 구조 기반의 가스센
서 제작 및 연구를 수행중임.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5 3 9

 연구분야 

내용  수소가스 검출 센서 적용처  수송분야, 이동기기

● Membrane 기능화된 나노선 센서
- ZnO 표면에 ZIF-8 membrane 기능화하여 수소가스 검출에 우수한 성능을 갖는 센서 개발
- SIM-1 membrane의 ZnO 나노선 표면에 기능화하여 수소가스에 선택성을 갖는 센서 개발

<ZIF-8 기능화된 ZnO 나노선 센서> <SIM-1 기능화된 ZnO 나노선 센서>

내용 VOCs 센서 적용처  환경모니터링

● 극미량 VOCs 검출 가스센서
-  극미량 VOCs 검출을 위한 Pd, Pt, Au 금속입자 기능화된 나노선 가스센서 
개발

<Pd, Pt, Au 금속입자 기능화된 SnO2 나노선 가스센서>

내용 저전력 소모 상온가스센서 적용처 이동기기 

● 상온에서 작동가능한 저전력 소모 가스센서 개발
- 저전력을 소모하여 상온에서 극미량의 CO가스 검출가능한 가스센서 개발

<저전력을 이용한 Au 금속입자 기능화된  
코어-쉘 구조 가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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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Converting the Conducting Behavior of Graphene Oxides from n-Type to p-Type via 
Electron-Beam Irradiation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8.02.05

Microwave-Assisted Synthesis of Graphene-SnO2 Nanocomposites and Their 
Applications in Gas Sensor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7.08.28

Selective Improvement of NO2 Gas Sensing Behavior in SnO2 Nanowires by Ion-Beam 
Irradiation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6.05.11

MOF-Based Membrane Encapsulated ZnO Nanowires for Enhanced Gas Sensor 
Selectivity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6.03.22

Highly Selective Sensing of CO, C6H6, and C7H8 Gases by Catalytic Functionalization 
with Metal Nanoparticle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6.03.07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코어-쉘(core-shell)구조를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 나노로드
(nanorod)를 포함하는 감마선 검출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7.10.17 10-1789176

코어-쉘 나노 구조체를 포함하는 센서,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미국 2017.09.26 US02580-02

수소 검출용 가스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7.05.11 10-1736795

벤젠 검출용 가스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7.03.23 10-1721119

무가열 자기 활성 나노 와이어 가스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7.01.26 10-1702616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6.11.01 - 2018.10.31
산화아연 나노섬유소재의 이종계면 형성에 의한 수소 감응성 
증진 연구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013.05.01 - 2014.04.30 코어-셀 나노섬유 기반 고감도 환원성 가스 센서소재 개발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013.05.01 - 2014.04.30
전기방사(Electrospinning)와 원자층 증착(Atomic Layer 
Deposition)을 결합한 나노섬유 센서 소재 개발

한-프랑스 협력기반조성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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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집적회로설계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고형호 연락처
모바일 010-9473-9087

이메일 hhko@cnu.ac.kr

주요연구분야 ROIC (Readout Integrated Circuit), capacitive sensor, resistive sensor, biomedical sensor

연구실소개
각종 초소형 센서 용 신호 검출 회로(readout integrated circuit, ROIC) 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관성 센서, 습도 
센서, 바이오 센서 등 다양한 transducer의 V/I/R/C 신호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신호 검출용 아날
로그 프론트엔드(analog frontend, AFE)의 저잡음화/저전력화/초소형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3 1 5

 연구분야 

내용 용량형 센서 ROIC 적용처 모바일/컨슈머

● Capacitive sensor 용 아날로그/디지털 혼성 모드 용량형 ROIC
- 저잡음 (sub-aF), 저전력 (sub-mW), 고해상도 (12~16 bit)

내용 V/I/R/C 센서용 reconfigurable AFE 적용처 모바일/컨슈머

● 재구성 가능한 센서용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IC
-  본 V/I/R/C 용 각종 트랜스듀서와 아날로그 전처리 회로, ADC 및 디지털 회
로가 결합된 완전 집적형 AFE. 필요에 따라 회로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유연하게 다종의 트랜스듀서 특성에 대응

내용 바이오메디컬 회로 적용처 모바일/컨슈머

● 바이오메디컬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IC
- 다수의 생체 신호 계측 (심전도, 심박, 혈압, 혈당, 체지방 등) 을 위한 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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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충
남
대
학
교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Reconfigurable Sensor Analog Front-End Using Low-Noise Chopper-Stabilized Delta-
Sigma Capacitance-to-Digital Converter

Micromachines 2018.07

Capacitive Analog Front-End Circuit with Dual-Mode Automatic Parasitic Cancellation 
Loop

Microsystem Technologies 2017.02

Reconfigurable Multiparameter Biosignal Acquisition SoC for Low Power Wearable 
Platform

Sensors 2016.09

Low-Power and Low-Noise Capacitive Sensing IC Using Opamp Sharing Technique IEEE Sensors Journal 2016.11

Ultra Low Power Bioimpedance IC with Intermediate Frequency Shifting Chopper IEEE TCAS-II 2015.12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생체신호 측정 센서의 오프셋과 전압이득 보정 회로 및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8.01.30 10-1825622

Apparatus and method of measuring bio impedance 등록 미국 2017.09.19 9763595

Apparatus and method for processing signal 등록 미국 2017.09.12 9762227

생체전극 부착 상태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8.22 10-1772202

Signal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 등록 미국 2016.12.27 9,531,346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5.10.01 - 2020.06.30 (위탁) 나노 실리콘 센서용 Sensor MAGIC (Multi-mode 
Acquisition Generic IC) 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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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3차원 마이크로-나노 구조체 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윤준보 연락처
모바일  010-8912-7290

이메일  jbyoon@kaist.ac.kr

주요연구분야 가스 센서, 압력 센서, 나노 공정 기술

연구실소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실현을 위해서는 각 종 고성능 센서를 높은 수율과 신뢰성으로 재현성 있게 생산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Nano 크기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물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고성능 전자 소자를 개발하
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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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 후 연구원 합계

1 5 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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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와이어를 유연 기판 위에 정렬하여 제작 가능, 다양한 재
료의 나노와이어를 유연 기판 위에 정렬하여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고성능 센서 구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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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한
국
과
학
기
술
원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Material-Independent Nano-Transfer onto a Flexible Substrate Using Mechanical-
Interlocking Structure

ACS Nano 2018

>1000-Fold Lifetime Extension of Nickel Electromechanical Contact Device via 
Graphene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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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mechanical Encoding Method Using Enhanced Thermal Concentration on a 
Metallic Nanobridge

ACS Nano 2017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Humidity Sensor, Humidity Sensing Method and Transistor Therefor 등록 미국 2017.05.30 9,664,630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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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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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2017.03.0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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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한 혁신 소자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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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advanced nanomaterias and energy lab.(advnano)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김일두 연락처
모바일 010-3162-6714

이메일 idkim@kaist.ac.kr

주요연구분야  유해기체 감지 가스센서, 호기센서, 색변화 가스센서

연구실소개

본 연구 그룹은 화학 가스 센싱 플랫폼 개발을 위한 다양한 나노 물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노 구조 및 촉매 기
능화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우수한 화학 가스 감지 층을 구축했음. 특히, 전기방사기반의 일차원 금속 산화물은 큰 
표면 대 부피비, 높은 다공성 및 향상된 가스 투과성과 같은 이상적인 가스 센싱 특성 때문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
음. 본 연구 그룹은 또한 가스 센싱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나노촉매를 개발하여, ppm 이하 농도의 가스들을 감
지하는 감소재를 개발함. 본 연구그룹에서 개발된 고감도 감지소재는 저농도 (sub ppm 농도) 부터 고농도 (% 농도)의 
기체감지가 가능하여, 공기질 모니터링센서, 질병진단을 위한 호기센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또한, 나노섬유 표면
에 색염료를 기능화하여 저농도의 기체를 색의 변화를 통해 감지하는 색변화 센서도 연구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2 6 10 6 25

 연구분야 

내용  날숨센서 및 환경센서 적용처  질병진단 및 공기질 모니터링

● 날숨센서
-  사람의 날숨 속에는 특정 질병들과 연관된 생체지표 기체들이 1 ppm 이하의 농도로 날숨을 통해 배출됨. 날숨을 통해 배출되는 생체지
표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여 조기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음. 

-  본 연구팀에서는 금속 나노입자 촉매가 결착된 금속산화물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사람의 날숨속 생체지표 기체를 감지하는 초고감도 
가스센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고감도 및 고선택성 나노섬유 감지소재는 공기중에 유해기체를 감지하여, 공기질 모니터링 감지센서로도 이용
되고 있음.

내용 색변화센서 적용처  입냄새 진단

● 색변화 센서
-  납 아세테이트는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색이 노랗게 변하는 물질특성을 
가지고 있음. 황화수소는 구취 환자에게 발생하는 날숨 생체지표 기체임.

-  본 연구팀에서는 납 아세테이트가 결착된 폴리머 나노섬유를 색변화 센서
로 개발하여, 약 1ppm 이하의 황화수소도 감지 할 수 있는 색변화 멤브레
인을 개발하여, 구취환자 모니터링 색변화 센서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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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Exceptional High-Performance of Pt Based Bimetallic Catalysts for Exclusive Detection 
of Exhaled Biomarkers 

Advanced Materials 2017

Metal Organic Framework-templated Chemiresistor: Sensing Type Transition from 
P-to-N Using Metal oxide polyhedron via Galvanic Replac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7

Heterogeneous Sensitization of Metal–organic Framework Driven Metal@ Metal 
Oxide Complex Catalysts on an Oxide NanofiberScaffold Toward Superior Gas Sensor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6

Innovative nanosensor for disease diagnosis Innovative Nanosensor for Disease Diagnosis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2017

Mesoporous WO3 Nanofibers with Protein-Templated Nanoscale Catalysts for 
Detection of Trace Biomarkers in Exhaled Breath

ACS Nano 2016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광소결을 통해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한 가스 감지층과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가스 센서

등록 대한민국 2017.08.10 10-1769210

미세기공과 거대기공이 금속산화물 반도체 튜브 벽에 형성된 
가스센서용 부재, 가스센서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03.09 10-1716966

은 나노선이 내장된 투명 폴리이미드 히터 상에 광학적으로 개질된 
그래핀 산화물 감지체, 이를 사용하는 웨어러블 가스 

등록 대한민국 2017.08.04 10-1767341

나노입자 촉매와 메조 및 메크로 기공이 포함된 다공성 금속산화물 
마이크로 벨트를 이용한 가스센서용 부재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8.05.14 10-1859851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4.08.01 - 2015.07.31 유해환경 및 구취/체지방 모니터링 스마트 웨어러블 센서 개발 코오롱 중앙기술원 

2016.08.01 - 2017.07.31 
나노섬유를 이용한 구취, 당뇨병 조기진단용 센서소재 개발 
및 제작

동우화인캠

2014.12.01 - 2015.11.30 스마트기기용 날숨진단 센서 개발 Intel Corporation 

2015.05.01 - 2017.04.30 나노섬유 감지체를 이용한 MEMS VOCs 가스센서 및 적용품 개발 ㈜세주엔지니어링

2014.09.01 - 2015.08.31 환경센서 글로벌프론티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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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미세유체 바이오센서 연구실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이원희 연락처
모바일 010-4562-3085

이메일 whlee153@kaist.ac.kr

주요연구분야  MEMS 열량센서, 세포대사열 측정, 유연미세유체시스템

연구실소개

Parylenene 박막 미세유체 시스템은 높은 내화학성과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PDMS미세유체 시스템이 가지지 못하
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 이를 이용하여 유연 미세유체 시스템, 내화학성 미세유체 반응기 등의 새로운 미세유
체 시스템을 제작하는 연구와 박막미세유체 시스템을 진공단열에 적용하여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미세유체 열량계 
센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1 8 1 11

 연구분야 

내용  미세유체 열량계 적용처  세포대사측정

● 대사에너지 센서
-  Vanadium oxide thermistor기반의 온도센서와 열량계 제작 및 측정기술을 기반으로 상온에서 10-6 °C 수준의 아주 작은 온도변화를 감
지할 수 있는 고민감도 온도센서와 박막 미세유체 MEMS 구조를 통한 고민감도 열에너지 측정 디바이스를 구현. 

-  세포, 조직의 대사열 측정 센서로 활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여, Biofuel 성장 모니터링, 세포대사율 측정을 통한 항암제 
efficacy assay, 비만, 당뇨등 대사질환 치료제 efficacy Assay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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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Rollable Microfluidic Systems with Microscale Bending Radius and Tuning of Device 
Function with Reconfigurable 3D Channel Geometry

ACS Appl. Mater. Interfaces 2017.03.07

Inertial focusing in non-rectangular cross-section microchannels and manipulation of 
accessible focusing positions

Lab Chip 2016.01.23

Nanofluidic Chip for Liquid TEM Cell Fabricated by Parylene and Silicon Nitride Direct Bonding Nanotechnology 2017.08.21

Direct transfer of multilayer graphene gown on a rough metal surface using PDMS 
adhesion engineering

Nanotechnology 2016.08.01

High-sensitivity chip calorimeter platform for sub-nano watt thermalmeasurement Sens. Actuators, A 2016.02.01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방사선 흡수체를 집적한 방사선량계 및 그 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8.05.23 10-1862223-
0000

세포의 대사열 변화량 측정용 초정밀 항온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8.07.02 10-1875702-
0000

동축류에서의 관성 집중 현상을 이용한 입자 분리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10.16 10-1788956-
0000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8.03 - 2019.02 단일세포 레벨의 대사열 측정을 통한 암세포 센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08 - 2018.07 절대 방사선량 측정을 위한 고민감도 미세유체 열량계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5.08 - 2018.07 1000개 이하 세포샘플의 다변수(pH, 용존산소, 열량) 동시분
석이 가능한 대사량 측정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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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집적회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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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구체적인 연
구 내용은 BW 20-KHz부터 20-MHz 다양한 target을 놓고 IC 개발 진행. Prototype IC를 가지고 있음. 또한 energy harvest 
관련하여 solar cell로부터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buck-boost converter를 이용하여 DC level로 변환하고 charging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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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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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A 12-Gb/s HDMI 2.1 quarter-rate transmitter in 28-nm bulk CMOS process
Analog integrated circuits and 

signal processing
2018.08

A Non-Volatile Ternary Content-Addressable Memory Cell for Low-Power and 
Variation-Toleration Operation

IEEE Trans. on Magnetics 2018.02

A stochastic flash analog-to-digital converter linearized by reference swapping IEEE Access 2017.01

Duty-cycle and phase spacing error correction circuit for high-speed serial link IEICE Electronics express 2017.06

Variation-tolerant non-volatile ternary content addressable memory with magnetic 
tunnel junction

J.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2017.06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시간 영역 기반의 오피 앰프 및 이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필터 등록 대한민국 2018.06 10-1874207

신호 전송 장치 및 방법과, 신호 수신 장치 등록 대한민국 2018.01 10-1825301

외부 클록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을 실현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및 이를 제어하는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7.12 10-1807990

자기 저항 메모리 장치 및 이에 있어서 메모리 셀 불량 검사 방법 출원 대한민국 2018.01 10-2018-5483

신호의 이중 에지의 샘플링을 통해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위상 고
정 루프

출원 대한민국 2017.09 10-2017-
115936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7.07 - 2021.12 (주관) 8K/4K 디스플레이를 위한 interface 표준화 및 IP 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04 - 2019.03 (주관) 모바일 기기용 스마트 센서를 위한 초정밀/초저전력 아
날로그 회로 IP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06 - 2023.12 (참여) 하베스트 에너지 기반 IoT 디바이스를 위한 지능형 반
도체 핵심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02 - 2018.11 (주관) 청각보조의료기기를 위한 Class-D 오디오 증폭회로 한국전기연구원

2016.11 - 2019.01 (주관) IoT (Internet-of-Things)를 위한 고효율 전력 관리 기술 
연구

(재)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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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회로 및 시스템

 연구실 현황

담당교수 박상규 연락처

연구실 02-2220-0375

이메일 sanggyu@hanyang.ac.kr

주요연구분야 음성 센서, 초정밀/초저전력 Soc, 자율주행자동차 센서

연구실소개

음성 센서를 위한 초정밀 초저전력 아날로그 IP설계를 만들고 사용되는 각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전력효율을 개선
을 하고 높은 SNR을 확보하여 전력효율과 정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설계를 하여 해당 IP의 이
점을 높게 향상 시키는 연구를 하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차
량용 레이다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프로트 엔드 설계를 하며 많은 기술 들을 접합시켜 연구 중에 있으며, 많은 발전을 
위해 차량용 레이다 신호처리 SoC 석박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해당 교육과 학과 수업을 통해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http://cas.hanyang.ac.kr 을 방문해 주십시오.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4 2 7

 연구분야 

내용  Discrete_time_delta_sigma_ADC 적용처  보청기

●  음향 
-  음성 센서를 위한 초정밀/초저전력 아날로그 회로 IP를 만들고 소형 기구
인 보청기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Delta-sigma 
ADC를 제작.

내용 Continuous_time_delta sigma ADC 적용처

●  음성 센서를 위한 초정밀/초저전력 아날로그 회로 IP(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  Continuous-time delta-sigma ADC 전력 소모를 0.5-mW 수준으로 줄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MEMS 음성 센서를 위한 아날로그 회로 IP를 확보



199

대학

한
양
대
학
교

내용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적용처

-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다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프로트 엔드 설계
-  차량용 레이다 신호처리 SoC 석박사 인력 양성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Thermal noise analysis of switched-capacitor integrators with correlated double 
sampling

Inter. J. Circuit Theory and 
Applications

Dec-16

A 154-µW 80-dB SNDR analog-to-digital front-end for digital hearing aids
Analog Integrated Circuits and 

Signal Processing
Nov-16

 특허출원/등록

특  허  명 출원/등록 출원/등록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작은 피크 전류를 실현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및 이의 동작 
방법

등록 한국 2018.07.31 10-1888303

출력 스윙이 향상된 연속 시간 델타 시그마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 사용되는 알씨 적분기

출원 한국 2017.12.21 10-2017-
0177261

 센서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연구기간(시작-종료일) 과   제   명 시행부처

2018.02.01 - 2018.11.30
스마트 청각보조 의료기기를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프론
트엔드 연구

한국전기연구원

2017.09.01 - 2018.08.31 저전력 음성 대역 코덱 개발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2018.01.01 - 2019.03.31
모바일 기기용 스마트 센서를 위한 초정밀/초저전력 아날로그 
회로 IP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03.01 - 2021.02.28 지능형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 (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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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동력 전기전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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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래자동차의 핵심 부품기술에의 적용을 연구함. 또한, 에너지 하베스터를 통한 자립형 시스템, IoT,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응용분야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0 4 5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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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하여 센서융합하고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 주
요 분야는 (1) 차량자세제어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등), (2) 디지털맵 기
반 경로생성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제어, (3) 정밀 자세 추적을 통한 
자율주차 시스템, (4) 스마트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5) 사용자 맞춤형 인
체자세 예측 및 교정 시스템, (6) 외란저감 알고리즘 개발 등이 있음.           

PCB Substrate

Arduino UNO

Sup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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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 동작온도가 높으면서도 (최대 250°C) 우수한 선형성(R2 > 0.99)과 반복 
재현성, 그리고 소형 제작 가능성 등 우수함. 이러한 특성은 silicon 전력소자 
뿐 아니라 silicon carbide나 gallium nitride 전력소자에서도 사용 가능함. 

내용 가혹환경에서 센서 신뢰도 분석 및 해결 방안 적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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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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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Miniature Piezoelectric Sensor for In-situ Temperature Monitoring of Silicon and Silicon 
Carbide Power Modules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s

IEEE Transactions on Industry 
Applications

2018.03

Distributed scheduling using belief propagation for internet-of-things (IoT) networks
Peer-to-Peer Networking and 

Applications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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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소자 모듈 및 전력 소자 모듈의 전류 밸런싱을 위한 전류 측정 방법 등록 대한민국 2018.03.02 10-18365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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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388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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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 - 2022.04 (참여) 스마트 센서의 독립전원을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 
및 모듈 개발

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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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i-Senso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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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함. 이를 위한 기반기술로 MEMS/NEMS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센서 요소기
술들 가운데 모델링과 설계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기반기술인 MEMS/NEMS 기술의 응용을 통해 다양한 
MEMS/NEMS 소자들의 설계기술을 연구함.

구성원

교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 합계

1 4 1 6

 연구분야 

내용  관성 센서 적용처  IT

●  관성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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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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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n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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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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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최근 3년 간)

 논문

논문명 학술지 게재일

Fabrication of truly 3D microfluidic channel using 3D-printed soluble mold Biomicro-fluidic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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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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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20 (참여) 유/무인항공기용 고신뢰성 IMU 및 GNSS, 지자계, 고도
계를 통합한 IMU Embedded 6축, 10축 복합항법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 - 2018 (참여) 9축 스마트 모션센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 - 2017 (참여) 고성능 자세센서 기반 4K급 항공촬영용 짐벌 시스템 장
비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2 - 2016 (참여) 주야간 겸용 TFT Free 능동구동 Color 전자종이 원천기
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3 - 2016 (참여) 3D HD급 영상을 위한 스마트 피코 프로젝터 부품 및 엔
진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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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정보기술원
스마트디바이스연구센터

 연구실 현황

부서장 한동철 연락처
연구실 054-479-2162

이메일 cataegu07@geri.re.kr

주요연구분야 적외선센서, 자외선센서, 온도센서, 압력센서, 스트레인게이지, pH센서, 가스센서

연구실소개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은 지역의 부족한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혁신 지원기관입니다. GERI는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모바일, 디스플레이, 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형 국
책사업을 유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시험, 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인력양성, 마케팅, 애로기술해결 등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실리콘 자외선센서 적용처 생활환경/보안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상에 표준 LSI 공정에 의해 제작된 자외선(UVA)센서로, N*N 배열의 라인스캔 테스트결과 라인스캐너 및 이미지화 
가능

② 주요 연구분야 접촉식 실리콘 온도센서 적용처

제벡효과(Seebeck effect)와 물질의 열전도율의 차를 이용한 온도센서로서, 열전방식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센서 자체에서의 기전
력이 증가하는 원리. 센서 내부의 열적 분리(thermal isolation)를 위해 XeF2 식각을 통한 마이크로브릿지 구조 채택

③ 주요 연구분야 플렉서블 온도센서 적용처 IoT, 농업

종이, 필름 등의 유연성 기판위에 전도성 고분자 잉크로 센서 패턴 직접 인쇄. 온도에 따른 전기적 저항변화를 이용한 온도감지 소자.

④ 주요 연구분야 스트레인게이지 적용처 IoT, 자동차, 생활환경, 의류

PET/Acrylic 필름 위에 전도성 고분자 잉크를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적용하여 변형 감지체를 인쇄하여, 스트레인의 변화에 대해 변형 감
지체의 저항변화. 스트레인게이지의 휨의 방향을 인지 가능.

⑤ 주요 연구분야 플라스틱 힘센서 적용처 IoT, 헬스케어, 자동차

PET 필름 위에 전도성 고분자 잉크를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적용하여 변형 감지체를 인쇄하고, Push-pull gauge를 이용한 상부로부터의 
압력(힘)에 대한 변형 감지체의 저항변화를 통해 선형성 99%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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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요 연구분야 패치형 온도센서 적용처 IoT, 헬스케어, 농업, 생활/환경

양면접착필름의 한쪽 면에 온도감지체를 전사하고, 보호층을 형성하여 다른 쪽 접착면을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는 온도센서. 원하는 위
치에 설치가 가능하여 응용이 광범위

⑦ 주요 연구분야 섬유형 온도센서 적용처 IoT, 헬스케어, 의류

일반 섬유에 dip-dyeing 기법을 이용하여 전도성 고분자 잉크와 보호층의 코팅을 통해 외부 영향을 차단하여 온도에 반응하는 온도센서
로서, 섬유 자체가 센서로 동작하므로 직조 및 바느질에 의한 센서패턴의 형성이 가능하여 스마트 의류, 스마트 시트, 스마트 패드 등 다
양한 적용성을 가짐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플렉서블/웨어러블 온도센서

관련특허
플렉서블 온도센서 및 그 제조방법(10-1669537, 대한민국)
패치형 웨어러블 온도센서 제조 방법(10-1786531, 대한민국)
섬유형 온도센서 제조방법(10-1654025, 대한민국)

기술명 전자부품용 발진회로

관련특허 저전력 전압제어발진기(10-1640470, 대한민국)

기술명 전자/통신부품용 패치안테나

관련특허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안테나(10-1744886, 대한민국)

기술명 적외선센서

관련특허 열전형 적외선 센서 및 그의 제조 방법(10-1410689, 대한민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필름위에 잉크젯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전도성 고분자를 인쇄하여 제작된 
플렉서블 온도센서기술

해성디에스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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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종합기술원
나노구조기술개발부

 연구실 현황

부서장 김희연 연락처
모바일 010-2585-9828

이메일 hyeounkim@nnfc.re.kr

주요연구분야  MEMS 센서, 유연 하이브리드 소자, 웨이퍼레벨 패키지

연구실소개
- 나노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나노구조소재 기술 개발
- 정보통신 및 IoT 산업에 활용 가능한 나노구조센서 공정기술 개발
- 각종 첨단센서에 적용 가능한 2.5D, 3D 패키징 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관성 센서 적용처 군수용, 스마트폰용

- 8인치 기반의 고진공 패키징용 getter 제작공정 기술

- Wafer-to-wafer 접합기술을 이용한 wafer 레벨 고진공 패키징 기술

②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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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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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연구분야 고정밀 타이밍 센서 적용처 군수용, 통신용, 계측용

- 8인치 기반의 분광용 증기셀 제작 기술

- 3차원 다중물리 센서 집적 패키징 기술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없음

관련특허

기술명

관련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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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킨스 전자

애로기술 지원 고가의 SOI wafer 대체용 Poly-Si 공정 개발 신성CNT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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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운전제어연구센터

 연구실 현황

부서장 연규봉 연락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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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자동차용 지능형 센서 적용처  자동차

•ADAS용 지능형 센서 기술 개발
-  주행환경 인식 센서융합 기술, ADAS 차량제어 기술,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②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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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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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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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연구실 현황

부서장 이대성 연락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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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바이오센서, 집적광학센서, 자립형 무선센서용 무선전력 송신 및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음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IoT/스마트 센서 적용처 모바일, 자동차, 공장자동화

• IoT용 초소형 센서 및 모듈
• 스마트카용 센서 및 모듈 
• 스마트팩토리용 제어/ 에너지 관리 센서 및 시스템
• 스마트홈/스마트팜 센서 및 시스템

② 주요 연구분야  스마트 UI/UX 적용처 모바일, UI/UX

• 플렉서블 3D UI 모듈
• 감성인식 스마트 UI/UX 
• Wearable flexible 센서 
• 모바일 융복합 센서

③ 주요 연구분야 바이오/환경센서 적용처 환경분야 

• 환경감시 기능성 소재 및 센서 소자 
• 수질 감시 센서 시스템
• 스마트 팩토리 환경 센서 
• 유해균/식품안전 센서

④ 주요 연구분야 집적광학센서 기술 적용처 로봇, 드론, 보안/안전/군수

• 안전/보안/군수용  
• IR/THz/mmw 센서
• 고정밀 광학분석 센서  
• Laser 기반 물체인식센서
• 재난대응 네트워크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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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Application Specific MEMS Pressure Sensor

관련특허
압저항형 세라믹 압력센서(특허번호 1015733670000)
압력센서(특허번호 1020130169039)
정전용량형 압력센서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번호 1011975700000, 1012159190000, 1012159220000)

기술명 Multi-touch/Multi-force Input Device (3D TSP)

관련특허

촉각터치스크린 장치(특허번호 2013-0097448, 10-1460772)
내츄럴 햅틱 피드백을 위한 터치스크린 레이어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2013-0099046, 10-1437454)
가상의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터치스크린 및 그를 갖는 단말(특허번호 2014-0106979)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 패널(특허번호 2014-0094625)
멀티 포인트 터치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특허번호 US14/655,242)
터치 센서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압력 센싱 방법(특허번호 2016-0086586)
압력 센싱이 가능한 정전용량식 터치 센서 모듈(특허번호 2016-0112021)

기술명 Cutting Edge Small LiDAR

관련특허

레이저를 이용한 객체인식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객체 인식 방법(특허번호 2016-0045904)
라이다 장치(특허번호 2016-0169889)
신호크기에 의한 측정오차를 저감하는 장치 및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라이더센서 시스템(특허번호 2016-0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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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광 패턴 기반의 3차원 형성측정 시스템(특허번호 10-2013-0088751)
회절광학소자 제조 방법(특허번호 10-2013-0088752)

기술명 Magnetic Sensor & Current Sensor

관련특허
전류센서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번호 10-2016-0174394)
센서 외란 및 옵셋 보정 방법(특허번호 10-2016-017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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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토크/각도 센서 기술 D
애로기술지원 IoT/MEMS/SoC 센서분야 설계/공정/평가 기술 지원 다수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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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
휴먼케어시스템연구센터

 연구실 현황

부서장 성우경 연락처
전화번호 031-789-7540

이메일 seong@keti.re.kr

주요연구분야 바이오 센서, 생체신호 측정,센서, 바이오 데이터 분석 기술

연구실소개
혈액, 배뇨, 호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진단 바이오 마커를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와 체온, 호흡수, ECG, 뇌파 
등의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를 연구하고 바이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함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바이오 센서 적용처  의료기기

•전기화학식, 광학식, FET반도체식 바이오 센서
-  암, 당뇨 등을 현장에서 신속진단하는 POCT 기술, 가정에서 스스로 검사하는 비침습 자가진단기기 기술, 질병진단을 위한 다양한 바
이오 센서 기술, 체외진단기기 시스템 기술 

② 주요 연구분야  생체신호 측정 센서 적용처  헬스케어

•생체신호 측정 웨어러블 센서
-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피부 부착형, 밴드 착용형 등의 웨어러블 센서 디바이스 기술, 생체신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기
술, 건강관리 서비스 시스템 기술, 생체인식 웨어러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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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암 예후관리를 위한 비침습 자가검사 기술

관련특허 소변 내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특허번호 2018-0100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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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학식 바이오 센서 성능 향상 기술

관련특허 전기화학센서 전극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번호 2017-100066(한국))

기술명 전자직물 웨어러블 센서 기술

관련특허 전자직물 구조에서의 생체환경정보 측정 및 보정 방법(특허번호 2016-0177489(한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피부상태 측정 기술 M사

기술이전 3D 구강 스캐너 기술 D사

기술이전 웰니스케어 바이오신호 융합 DxR 플랫폼 및 통합기술 W사

기술이전 실리콘 나노와이어 바이오센서 플랫폼 제조기술 I사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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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
SoC플랫폼연구센터

 연구실 현황

부서장 오원석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031-789-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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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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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
게 센싱가능한 광-화학 센서 기술

 

②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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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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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Passive 방식> <아날로그 Active 방식> <디지털 PWM 방식>

③ 주요 연구분야 Folding 센서모듈 구조 적용처  Bio-Medical 센서

• LED-PD를 이용한 초박형 센서모듈 구조
- Folding 구조 및 Flexible PCB 기술을 이용한 초박형 센서모듈 기술

<Folding 타입 센서모듈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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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센서 리드아웃 IC 고집적화 기술

관련특허 펄스폭변조 기반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특허번호 2017-10-0111313)

기술명 광-화학 센서용 SoC 기반 리드아웃 기술

관련특허 펄스폭변조 기반 센서 리드아웃 장치(특허번호 2016-10-0085268)

기술명 광-화학 센서 리드아웃용 SoC 원천 기술

관련특허
광-화학 센서 리드아웃을 위한 아날로그 연산증폭기 기반 펄스폭변조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광화학센서 시스템(특
허번호 10-1800205(등록))

기술명 광-화학 센서 정확도 향상을 위한 Calibration 기술

관련특허 바이오 메디컬 광화학 센서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10-1797461(등록))

기술명 광-화학 센서용 센싱 Strip 제작 기술

관련특허 하이드로젤을 포함하는 부착형 화학 센서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2017-10-0009302)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자가 의료진단용 초박형 광화학센서 구조설계 ㈜오피트

애로기술자문 Photosensitive Glass를 이용한 광화학센서 소재기술 ㈜오피트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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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미세유체

 연구실 현황

부서장 강지윤 연락처
전화번호 02-958-6727

이메일 jykang@kist.re.kr

주요연구분야 질병진단 바이오센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센서, 광산화증폭 형광센서

연구실소개 극미량의 생체물질을 감지 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연구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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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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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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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고감도 전기화학 임피던스 바이오센서

관련특허 비드를 이용한 초고감도 전기화학 바이오 센서 (1753839 (한국특허등록) / 14/994389 (미국특허출원))

기술명 혈액기반 알츠하이머병 진단용 아밀로이드베타 측정 바이오센서

관련특허 신경퇴행성 장애의 진단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2017-0023470 (한국특허출원) / 15/878351 (미국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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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KR2016/005278 / 10-1807285 (한국특허등록))

기술명 광산화 증폭을 이용한 응집단백질 측정방법

관련특허
응집 단백질의 고감도 광산화 증폭 면역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방법(15/4911849(미국특허출원) / 10-1871895 (한국
특허등록))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기술이전 형광증폭기술 기반의 단백질 농도분석 기술 인텍플러스

기술이전 캔틸레버 센서 아이쓰리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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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기술원
스마트광전연구센터

 연구실 현황

부서장 노병섭 연락처
모바일 010-3410-9578

이메일 kalparho@kopti.re.kr

주요연구분야 광학센서 모듈 및 시스템, 광섬유 분포형 센서, 광학센서용 신호처리

연구실소개
•광학센서용 광 송수신부 플랫폼 기술 보유 (광원, 광전회로, 광능동제어)
•광학센서 성능평가용 장비 인프라 보유
•광학센서 소자 패키징, 기구물 설계, 신호처리 전문인력 보유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고감도 광수신 모듈 적용처 산업용 계측 센서

- -70dBm급 감도를 갖는 광학센서용 광수신 모듈 기술 
- 다단 TIA 증폭기 설계 및 잡음 제거용 밸런스 검출 회로 기술 지원

② 주요 연구분야 광섬유 기반 방사선센서 적용처 발전소, 의료기기

- 10dB/kGy 이상의 고민감성 방사선 검출기 프로브 설계 및 제작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광 손실 측정을 위한 고안정성 광원 모듈 설계 및 제작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센서 시제품 성능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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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연구분야 수액낙하감지 센서 적용처 의료기기

- 수액 감지용 광학계 구조 및 기구물 최적화 설계 기술
- 수액 감지센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무선 모니터링을 위한 ZIGBEE 기반 무선 송수신부 적용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광섬유 기반 방사선 센서 기술

관련특허 광섬유 분포형 방사선 검출기 및 검출방법(특허번호 10-2017-0021705)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높은 광전변환율을 갖는 광학센서용 광수신 모듈 개발 지투파워㈜

공동기술개발 특수광섬유을 이용한 방사선 센서 개발 ㈜엑사토

공동기술개발 수액의 주입속도 측정 및 모니터링용 광학센서 개발 ㈜메디유케어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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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
소자기술개발본부

 연구실 현황

부서장 박경호 연락처
모바일 010-2573-1994

이메일 kyungho.park@kanc.re.kr

주요연구분야  센서플랫폼, 자기 Hall 센서, HEMT 센서, 가스센서, 반도체센서  

연구실소개
화합물반도체 기반 센서연구 지원을 위하여, AlGaN/GaN HEMT 센서 플랫폼 개발 보급 및 GaAs 기반 고감도 자기 Hall 
센서 제작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가스센서 적용처  가전 및 모바일

•AlGaN/GaN HEMT 센서 플랫폼  
- AlGaN/GaN HEMT 기반 센서플랫폼을 개발 산학연이 플랫폼 소자를 기반으로 센서 개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자 및 기술 지원  
- AlGaN/GaN HEMT 기반의 복합유해가스 센서 개발

<4“ HEMT 센서플랫폼 웨이퍼> <AlGaN/GaN HEMT 수소 센서 소자 및 동작 예> 

② 주요 연구분야  자기 Hall 센서 적용처  모바일용 OIS 등  

•모바일 OIS용 고감도 GaAs 기반 자기 Hall 센서 
- 고감도 초소형 GaAs 기반 자기센서 제작 공정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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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대상기술 

기술명 AlGaN/GaN HEMT 센서 제조 기술  

관련특허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지는 센서의 제조방법(특허번호 10-1762907(한국))

기술명 AlGaN/GaN HEMT 센서 제조 기술  

관련특허 마이크로 히터를 구비한 센서 제조 방법(특허번호 10-1862076(한국))

기술명 AlGaN/GaN HEMT 센서 제조 기술  

관련특허 진공증착에 의한 나노구조체 패턴 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센서 소자(특허번호 10-1886056(한국))

기술명 AlGaN/GaN HEMT 센서 제조 기술  

관련특허 감지막의 면적 증대를 통한 고감도 센서와 그 센서의 제조방법(특허번호 10-1808683(한국))

기술명 자기센서 제조방법

관련특허 초박형 홀 센서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10-1808679(한국))

 기업지원 실적

구분* 주요내용 기업명

공동기술개발 모발일용 자기센서 오킨스전자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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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부품기술센터

 연구실 현황

부서장 박종문 연락처
전화번호 042-860-6273

이메일 jmpark@etri.re.kr

주요연구분야  실리콘 광센서, 실리콘 방사선 디텍터, 실리콘 반도체 소자 (전력소자, 센서/MEMS 등) 

연구실소개
CMOS Full 공정이 가능한 6인치 반도체시험실 운영과 이를 이용한 국책과제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지원, 센서/멤스, 
전력반도체 등 중소기업, 학계,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애로기술이나 융합부품 시제품 공동 개발 
및 제작지원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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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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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장치  

 -  원자력발전소 등의 이동식 방사선 누출 경보 장치, 토양·환경 오염 감지 장
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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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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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소재부품연구소 융복합센서연구그룹

 연구실 현황

부서장 김혜진 연락처
모바일 010-2910-2090

이메일 nolawara@etri.re.kr

주요연구분야  (키워드 중심) MEMS 센서 소자, CMOS ROIC 칩, 복합센서 모듈, 음장 보안센서, 유연 압력센서, 터치센서 

연구실소개

-  융복합센서연구그룹은 MEMS 센서 소자, CMOS ROIC(Read-Out IC) 칩 및 센싱/전원/통신/제어 기능을 통합한 복합센
서 모듈, 지능형 음장보안센서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연 디스플레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응용
이 가능한 유연 압력센서 및 터치센서 등 핵심 소재 및 디바이스 기술도 확보 중에 있어, 산업체와 공동연구/기술이
전을 통한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ETRI의 다른 연구실에서도 일부 센서를 개발하고 있음. ICT소재부품연구소 광융합부품연구그룹 및 고속신호처리연
구그룹에서 자동차용 라이다 및 레이더 시스템을, SW기반기술연구소 바이오의료IT연구본부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의료 센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음

- ETRI의 기술이전 대상/예고 기술 등의 기술사업화 정보는 https://techbiz.etri.re.kr/kor/main/main.etri 참조 요망 

 연구분야 소개 

①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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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소재/센서소자/특성평가 기술 보유

<MEMS 음향센서> <반도체식 HCHO 가스센서> <전기화학식 CO2 가스센서>

②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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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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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모듈 설계/제조/특성평가 기술 보유

<초소형·저전력 복합환경 센서모듈> <IoT 복합환경 센서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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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요 연구분야 유연 압력센서 및 투명 터치센서 적용처 웨어러블디바이스, 디스플레이, IoT 등

- 압전 나노복합체 기반 유연 압력센서 필름 : 압전 나노복합체 기반 유연 압력센서 필름 핵심 소재 기술 및 신호처리, 특성평가 기술 보유
-  투명 디스플레이 터치센서 : 터치센서용 저저항 투명전극 소재기술, 단일전극층 터치센서 설계기술 및 스타일러스펜 일체형 터치센서 
기술, 터치센서용 제조장치 및 특성평가 기술 보유 

<유연 압전복합체 기반 압력센서 필름> <단일전극층 대면적 터치센서>

④ 주요 연구분야 음장 보안 센서 적용처 스마트홈, IoT 보안센서

-  음장 보안 센서 기술 : 음장 스펙트럼 변화 기반의 지능형 음장 보안 센서 
: 스피커에서 발생된 멀티톤 주파수의 음파의 분포가 움직임 및 온도변화
(화재)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마이크가 감지하여 침입 및 화재를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감지하는 보안센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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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10-2017-004028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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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전 나노복합체 필름 기반 유연 압력센서 기술

관련특허 유연 압전 콤포지트 및 이를 포함하는 압전 장치(특허번호 2016-0029711(한국))

기술명 음장 스펙트럼 기반 음장보안 센서 기술

관련특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통한 보안 시스템/방법 (특허번호 1471990(한국등록))
음장변화 감지 기반의 화재감시 벙법/시스템(특허번호 1725119(한국등록))
보안감시 시스템 및 보안감시 방법(특허번호 1765053(한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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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 나노복합체 필름 기반 유연 압력센서 기술 
- 음장스펙트럼 기반 음장 보안 센서

BS사, A사, L사, S사, R사, 
I사, W사, BJ사, M사

공동기술개발 기술 상용화 위해 기술이전업체와 다수 정부과제 공동수행 BS사, A사, L사, S사, I사, W사, M사

애로기술자문 기술 상용화 후속지원 위해 기술이전업체의 애로기술자문 수시 수행 B사, L사, R사, I사

* 구분 :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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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울산과학기술원

참여기관 연세대, 센텍코리아

협력기관 KIST, 세종공업, 맥스포

과제책임자 이윤식

사업기간 2015. 8. 01. ~  2019. 7. 31.

사업목표
• 다종의 복합가스환경에서 유해가스 5종(NOx, SOx, CO, CH4, H2)의 감지와 tVOC 4종  (Benzene, Toluene, Xylene, 

Ethanol))을 검출할 수 있는 반도체식 센서 소자, 소재 및 시스템을 개발
• 다종 복합 나노 소자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 센서 양산을 위한 일괄공정기술과 피독제어 신뢰성 기술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센서 디바이스 소자와 구조 개발: 기존 기판부착형 대비 감도 
67%향상과 저집적 기술인 마이크로패터닝으로 구현 가능 

• 고감도 감지용 소재 개발 : 수열법을 이용한 목표가스 감지가 가
능한 5종의 금속산화물 소재(TiO2, SnO2, WO3, ZnO, CuO 등)의 적
용으로 목표가스 감도 구현 

•  복합가스 감지를 위한 기술과 선택도 기술 개발 : 5종 유해가스
감지와 4종의 tVOC 감지를 위한 어레이구조, 디바이스 구조, 복
합가스 환경의 목표가스 감도 감지를 위한 선택도 기술개발

• 가스감지 신뢰성확보를 위한 소재/필터
-  피독 물질 효과 감소를 위한 필터, 촉매, 및 패키징 기술, 다종 
나노 물질 기반 센서 어레이 집적 및 신호 분석 기술, 선택적 
물질 검지위한 저잡음 고감도 전기적 신호측정기술

• 가스센싱용 ROIC 칩 개발
-  다종 센서에 대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통합 칩(ROIC), 저전
력(RDC)모드와 고성능용 모드용 ADC개발과 적용으로 다양한 
응용가능, 실시간 다종 센서 모니터링 및 스마트폰 연동이 가
능한 센서 시스템 기술, 센싱모듈 및 센싱플랫폼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디바이스 소자 
•복합가스, 멀티모드센서 ROIC 칩
•선택도향상을 위한 소재/필터기술
•빅데이터 처리용 인공지능 기술
• 휴대용 가스센서
• 가전용 유해가스 센서 부품과 모듈
• 자동차 실내용 가스감지
• 산업용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기술적 성과
•반도체식 유해가스 센서 기술 및 제품

-  기존의 전기화학식, 광학식대비의 소형화/저전력 구현 가능
-  저가로 MEMS공정을 이용한 양산가능

•복합가스감지가 가능한 기술/제품
-  다종의 복합가스 감지가 가능한 온/습도 일체형 센서
-  소자/디바이스 구조를 이용한 다종가스 감지와 높은 선택도 
가능

•양산성/고감도/신뢰성을 보유한 나노크기의 센서 제품
-  MEMS공정을 이용한 소자 구현
-  마이크로급 패터닝기술로 나노소자 구현

• ROIC칩의 개발과 센서소자와의 접목으로 IoT등 다양한 응용분
야 가능
-  저전력/고성능 모드의 센싱 기능 구현
-  ROIC 칩의 개발로 센서소자와 모듈구현 가능/SW와의 연동으
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플랫폼 구현

• 온/습도 환경과 인공지능기술의 접목으로 복합가스/실환경 복
합가스 감지
-  습도, 온도 변화감지 가능한 일체형 센서
-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으로 복합가스환경 및 빅데이터처리로 
목표가스 감지

경제사회적 성과
• 국산화로 수입대체

-  센서부품은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태를 타계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반 제공

• 소형화로 경쟁력 확보
-  반도체식 센서기술은 소형화 및 양산성, 전력소모가 적음. 본 
기술과 시제품이 반도체식 문제 해결 가능의 소자/소재/칩/모
듈기술 개발로 경쟁력 확보

• 지능화 등  
-  복합가스환경 및 동적인 가스측정환경은 빅데이터 처리, 인
공지능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동 과제에서 CNN기반의 
인공지능기술과 PCA분석을 통하여 지능화 구현/성능 개선 중

공중부유형 다종 나노소자 기반 초소형 유해가스 
센서 시스템 기술개발



231

 과제개요

주관기관 ㈜신성씨앤티

참여기관 다믈멀티미디어㈜, 호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려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종대학교, 경성대학교

과제책임자 김용국 대표이사

사업기간 2015. 08. 01~ 2018. 07. 31  

사업목표
•9축 스마트 모션센서의 파일롯 규모 시제품 개발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용도의 3축 가속도 센서, 6축 자이로콤보 센서, 9축 모션센서 등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
체 산업기반 구축

 주요 연구내용

• MMEMS 기반의 6축 단일칩 가속도/각속도 관성 센싱부의 설계 기술
• 3축 지자기 센싱부의 설계 기술
• 스마트 신호처리 SoC의 설계 기술, 웨이퍼레벨 MEMS 공정, 웨이퍼레벌 패키지 및 웨이퍼레벨 테스트 기술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6축 관성센서
① 가속도 동적범위: ≥ ±16g(tunable), nonlinearity error ≤ 0.2% ② 각속도 동적범위: ≥ ±2,000dps(tunable), nonlinearity error ≤ 0.1% 
③ 가속도 noise: X축 = 1.77, Y축 = 3.73, Z축 = 10.62 mg/√Hz, ④ 각속도 noise: X축 = 7.79, Y축 = 3.51, Z축 = 0.73 dps/√Hz ⑤ 콤
보 소비전류(가속도+각속도): 4.06 (PWR 0.33+가속도 1.14 + 각속도 2.60) mA at 500Hz, ⑥6축 관성센서 패키지 크기: 20pin-LGA, 
3.5x3.5x1.2mm (MEMS 1.875x2.1x0.4mm, ASIC 2.120x2.534x0.1 mm)), ⑦ 온도사이클 시험: Pass(변화율 ≤ ±20), ⑧ 온도충격 시험: 
Pass(변화율 ≤ ±20), ⑨ 전자파내성(EMS) 시험: Pass
• 3축 지자기센서 ;

1)자기센서 감도: X 1.8, Y 1.9, Z 7.1 mV/G at 0.3mA, 2)자기센서 감도 온도 계수: X/Y 0.01, Z 0.13 %/°C, 3)자기출력 잡음: X/Y 1.1, Z 11 
mG, 4)자기센서 측정대역 범위: X/Y ±2G, ±4G, Z ±2G, ±4G, ±8G, ±12G, 5)자기센서 소모전류: X/Y/Z 0.3 mA at 8Hz, 6)자기센서 
패키지 크기: 4.0x4.0x1.0 mm 
•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
•소비자 가전
•자동차
• 항공
•개인 항법
•게임 등 관성센서 응용 분야

기술적 성과
• 3축 자이로센서, 6축 콤보 관성센서 및 9축 콤보 모션센서의 설계, 제조 및 테스트 등 원천 기술과 양산 기술 모두를 확보
• 현재 선진 관성센서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원천 특허와 차별화 된 독창적인 특허를 국내 업체가 확보

경제사회적 성과
• 3축 자이로센서, 6축 콤보 관성센서 및 9축 콤보 모션센서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및 큰 폭의 수출증대 
• 국산 콤보 관성센서 공급 확대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고용 증대 
• 국내 첫 멤즈(MEMS) 센서 사업 성공사례로, 향후 멤즈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지 업체들과 상부상조 가능한 국내 멤즈 센서산업의 
상생 생태계 형성 

9축 스마트 모션센서 핵심요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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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한국광기술원

참여기관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에이티맥스, ㈜소암컨설턴트

과제책임자 노병섭

사업기간 2015. 08. 01~ 2018. 07. 31 

사업목표
10만 측정 유효점 (측정거리: 1 km, 위치분해능: 10 mm)으로 온도, 변형률에 대한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OFDR (Optical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분포형 센서를 구성하는 광소자, 제어 모듈, 신호처리 모듈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광섬유 길이 방향으로 온도/변형 계측이 가능한 OFDR 광센서 
개발
• 하나의 광케이블 라인을 통해 최대 10만개 측정점을 갖는 분포
형 계측용 센서 
• 기존 센서 대비 최대 측정거리가 2배 향상된 OFDR 센서 관련 핵
심기술 확보

• 주파수 영역 계측기술 기반 온도 및 변형률 분리 및 동시 계측 방법 
개발 
• 외산 성능에 비교우위를 갖는 국내 원천기술 기반 OFDR 센서 장비
화 기술 확보
• OFDR 센서를 활용한 교량, 철로, 파이프라인 등 안전진단용 적용 
테스트 수행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주파수 가변 광원 모듈, 광수신모듈, 광학계 모듈, 신호처리 모듈 등 주파수 영역 광계측 센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개발
• 사업 목표 (100k급 측정점)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한 OFDR 센서 시스템 시제품 개발
• 레일리-브릴루앙 산란을 동시에 활용하는 온도-변형률 동시 측정용 하이브리드 OFDR 시스템 세계최초 개발
• 안전진단이 필요한 전력, 가스, 화학산업 시설물 및 다리, 터털 등 구조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 개발

-  본 사업 수행 전 OFDR 센서는 해외 선진기업 (LUNA, LIOS 등)이 원천특허를 독점한 상태로서 상용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
-  본 사업 수행을 통해 OFDR 센서를 구성하는 광센서 모듈 및 시스템에 대한 원천 특허/논문 및 기술을 확보함으로 기존 제품과 사업
화 경쟁 가능

• 기존 기술 대비 성능 향상
-  OFDR 센서는 mm급 고분해능 분포형 계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비하여 최대 측정거리가 짧은 단점 (1 km 이하)으로 인하여 적용에 
제한이 발생

-  측정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상변조 기법을 적용한 원천 기술을 개발함으로 기존 OFDR 센서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인 성과 창출

• 사업화를 위한 분포형 센서의 한계 극복
-  기존 분포형 센서는 온도 및 변형률에 대한 분리 계측이 불가능하여 사업화에 한계 발생
-  하나의 케이블 라인을 이용한 온도 및 변형률 동시 계측이 가능한 OFDR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적용분야에 사업화 가능

경제사회적 성과
• 해외 기술의 의존도를 탈피함으로써 시장 진입 밑거름 마련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OFDR 분포형 센서에 대한 수입대체 및 수출전환 계기
• 광센서 기반 안전 진단분야 산업 활성화,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 플랜트, 방산, 건설 등 타 분야 안전 모니터링에 의한 산업 가동률 증대에 따른 산업 생산성 향상 기여
• 광, 센서, 주력 융합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 OFDR 관련 국내 원천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진입장벽 해소
• OFDR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핵심 부품 단위의 요소 기술을 확보하여 자체 제품 생 능력 확보
• 안전 진단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선점 가능
• 안전진단 분야의 최신 기술 선도 및 유사 산업과 연계 기술 개발 및 파급효과 확산

100k급 측정 유효점을 갖는 분포형 광 역산란 
계측센서용 주파수 영역 기반 핵심소자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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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참여기관 한국광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과제책임자 차철웅

사업기간 2015. 08. 01~ 2021. 07. 31  

사업목표
사물인터넷, 스마트 공장, 안전산업 등 신시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첨단센서의 설계, 공정, 시험평가, 지능형센서전
원, 광학센서 분야의 기업참여 제품화 기술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센서 양산 테스트 기술 개발
• 센서 –SoC 기술 개발
• 지능형 센서전원 기술 개발
• 센서 전문 기업 사용화 애로기술 개발

• 광센서 구성 플랫폼 기술 개발
• IoT, 안전 제품화 기술 개발
• 대면적 MEMS센서 설계·공정 기술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전자부품연구원
-  스마트센서 반도체의 웨이퍼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고성능 수직형 프로브 카드 기술 개발
-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센서의 자립형 전원 기술
-  치매환자 배회탐지기(스마트 밴드)의 생체정보 모니터링 심박, 가속도 센서의 자립형 전원 기술

• 한국광기술원
-  고감도 광 수신 모듈(발전설비 안전진단을 위한 광섬유 센서용 고감도 저잡음 광수신용 회로 및 모듈 개발)
-  광섬유 기반 방사선 검출기(방사선 조사에 따른 높은 손실 특성을 갖는 특수광섬유를 이용한 방사선 센서 모듈 개발)
-  IV Infusion Drop 감지센서(수액 감지용 광 송수신부 설계 및 낙하속도 감지용 모니터 기술 개발)

• 나노종합기술원
-  MEMS 자이로센서(MEMS Gyroscope 산업화 (국산화, 고도화) 기술개발)
-  MEMS microphone sensor (Polysilicon base MEMS microphone sensor 산업화(국산화, 고도화)기술개발)
-  MEMS형 초미세 probe pin(센서 테스트 소켓용 MEMS형 초미세 probe pin 공정기술개발)

• IoT/IoE, 스마트공장, 웨어러블, 안전산업  등 기반산업 및 신성장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 센서의 단기 제품화 기술 개발
-  첨단센서 성능평가 기반기술은 주로 자기, 압력, 영상, 레이더 센서 뿐만 아니라 센서의 성능평가와 관련된 요소기술개발을 통해 
전산업분야에 적용

-  MEMS센서의 주요 응용분야인 자동차, 스마트 홈, 모바일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기타 에너지, 환경 분야 응용을 목표로 Surface 
Micromachining공정 기반의 Thin MEMS플랫폼을 활용한 적외선 영상, 온도 센서와 Bulk Micromachining공정기반의 유량, 가스, 압
력, 관성 센서에 대한 설계·공정·패키징 기술을 개발

기술적 성과
•기업참여 제품화 애로기술 개발
•중점 분야 별 기술추세 및 수요분석
• 기관별 보유 기술 및 인프라 보완 방안 수립과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단기 및 중장기 기업지원 사업추진
•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아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one point 기술지원 및 개발

경제사회적 성과
• 기 보유 인프라/기술 업그레이드
• 단기적, 부분적 기업참여 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센서 제품 개발 수요 대응 극대화
• 6건의 기술이전과 1건의 사업화 실적 

사물인터넷/스마트공장/안전산업 수요대응 첨단센서 
활성화를 위한 고신뢰/지능화/공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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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카네비컴

참여기관 ㈜정상라이다, 전자부품연구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영남대학교

과제책임자 정 종 택

사업기간 2015.08.01. ~ 2018.07.31. 

사업목표

•145° 수평 시야각을 갖는 8채널 스캐닝 라이다 센서 개발
•3차원 영상처리 기반의 지형맵핑, 전방 물체 탐색 기술개발
•-40℃ ~ +85℃ 온도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센서 개발
•차량장착이 용이한 소형화(160×90×80㎣) 구조 개발
• 차량 외부장착이 가능한 IP68 급의 방수 방진 구조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자동차의 자율 주행 지원을 위한 3차원 공간 영상 정보 탐색용 레이저센서
• 8개의 레이저 빔을 적용하여 4-beam 은 주행로의 형상 이미지 정보를 탐색하고, 4-beam 은 전방의 차량, 보행자, 이륜차등의 물체를 
탐지하여 이미지화 하는 기술
• 획득된 3차원 영상을 기반으로 물체인식, 상대속도, 위험예측을 지원하는 센서
• Camera 센서, RADAR 센서와 융합하여 전후방, 측방 등에 대한 공간정보와 주행경로 설정 정보 제공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8채널 스캔 광학계 및 제어 모듈
• 8채널 고출력 레이저 및 수광 신호 고속 병렬 처리 시스템
• 고속 스캔영상 처리용 임베디드 시스템
• 정지 혹은 이동객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영상처리 SW
• 차량장착 및 환경운영이 가능한 8채널 스캐닝 라이다 시제품
• 자동차
•철도
•보안
•로봇
•드론
•산업안전 등

기술적 성과
•자율주행 자동차용 최초 국내 개발 LiDAR 센서
•다채널(8채널) 스캐닝 라이다 센싱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외부 장착이 가능한 소형화 및 방수방진 구조

경제사회적 성과
•국산화로 수입대체 : 자율주행 자동차용 LiDAR센서 분야 100% 대체가능(적용가능 국산제품 전무)
•소형화 : 수입대비 90% 사이즈로 소형화
•저전력 : 차량의 디지털화에 따른 6W이하의 성능
•지능화 : LiDAR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객체인식

자율주행 자동차용 8채널 15f/s급 
스캐닝 라이다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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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동국이노텍

참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과제책임자 이 명 진 

사업기간 2015.08.01 ~ 2018.07.31

사업목표
바이오 멤스(Bio MEMS)의 미세유체(Microfluidic) 기술로 고감도의 pH, 용존산소, 및 열량센서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포 에너지 대사의 기능 지표인 pH, 용존산소, 및 열량을 동시 측정하는 세포 대사 측정 다변수 바이오 센
서 시스템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최초 세포대사 측정센서 통합체계 시제품 개발
• 세포 에너지 대사 과정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센서 모듈 및 통합체계 기술개발
  - 세포대사 측정용 전기화학식 고감도 멀티나노 (O2, pH)바이오 센서 및 모듈 개발
  - 세포대사측정용 고감도 전기화학식 열량센서 및 모듈 개발
  - 세포대사측정용 마이크로플레이트기반 다변수 측정 바이오센서 통합체계 개발
  - 유효성 평가기준 정립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세포대사 측정용 전기화학식 고감도 멀티나노 (O2, pH) 바이오 센서 및 모듈
• 세포대사측정용 고감도 전기화학식 열량센서 및 모듈
• 세포대사측정용 마이크로플레이트 기반 다변수 측정 바이오센서 통합체계
• 암/간기능/심혈관계 질병연구
• 비만, 당뇨 등 대사질환 연구
• 신경퇴화 제어 연구
• 줄기세포 생물학, 세포생리학, 면역학, 톡성학 연구
• 환경영향 평가
• 신약 물질의 독성/효능 연구
• 미생물연구 및 배양상태 모니터링
•기초연구 - 학계 및 연구벤처에서 실시하는 연구활동 
•약동력학시험(ADME) -  비임상 단계에서 필수적인 평가요소. 신약개발 실패율 감소를 위한 시험활동
•신약발굴 - 동물 임상시험 대체, 타켓 검증, 선도물질 프로 파일링 등

기술적 성과
•pH, O2 측정기술:

- 본 기술의 전기화학식 다변수(pH, O2) 측정체계는 유일함
- Seahorse社는 광학방식, Oroboros Instruments, Hansatech Instruments社 제품은 산소측정으로 국한

•열량 측정기술: 
- 세포대사 열량측정은 세포 10^4 이하 샘플 및 사용시약 Volume (200uL)으로 대사량을 측정할 수 있음 
- 경쟁사 Symcel사의 제품은 세포 10^4 이상이고, 상응하는 시약, 조작/측정 중 Live 세포유지에 불편한 단점이 있음

경제사회적 성과
• 국내 최초 세포대사 측정센서 통합체계 시제품이며, 수입대체 효과 있음
• 세포 에너지 대사 과정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디바이스는 MEMS 및 마이크로 유체역학 기술로 개발되어있어, 향후 상응하는 

ROIC 개발이 수반되면 소형화, 저전력화가 추가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지능화 및 초연결성의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와 연관해 바이
오산업 뿐만아니라 기타 산업생태환경 확장/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의 렙온어칩 기술의 우수성과 의료기술의 성장으로 국내 상용화 제품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1000개 이하 세포샘플의 다변수(pH, 용존산소, 열량) 
동시분석이 가능한 대사량 측정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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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태성전장㈜

참여기관 민영산업㈜, 자동차부품연구원

과제책임자 박종민

사업기간 2015. 08. 01~ 2017. 07. 31  

사업목표
•션트저항 국산화 소재 기반 응용 기술 개발
•국산화션트저항 기반 용접기술 개발
•저전압, 고전압 고정밀 전류센서 모듈 개발

 주요 연구내용

•차량용 션트저항 국산화 기술 개발
-  망간동 공정 설계 및 최적 조건 개발을 통해 인장강도 420Mpa 이상, 항복강도 243Mpa 이상, 연신율 33% 이상의 망간동 제작
-  전자빔 용접 기술 개발을 통한 고유저항 43.01µΩ㎝, TCR 29ppm, 저항값 99.08µΩ의 션트저항 제작   

•차량용 전류센서 모듈 개발 
-  전류, 전압 측정 정확도 1% 이내, SOC 정확도 10% 이내의 저전압 전류센서 모듈 개발
-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진단기능(절연파괴, 릴레이 융착)을 갖는 고전압 전류센서 모듈 개발
-  ISO26262 기능안전 적용 기술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션트저항
•저전압 전류센서
•고전압 전류센서
• 차량용 배터리 센서, ESS, HEV/EV 배터리 센서

기술적 성과
•션트저항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하여, 해외 선진제품(독일, 이사벨렌훼테)대비 동등 수준의 션트 저항 제작
• 자동차 산업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인 ISO26262 기능안전을 적용한 세계 최초 고전압 배터리 전류센서 모듈 개발 

경제사회적 성과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션트저항체 국산화로 수입 대체
• 기술개발 제품의 경우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단품부터 어셈블리인 전류센서 모듈 개발의 기술을 완성함에 따라 향후 시장 석권에 우월
한 위치에 있음.
• 고전압 전류센서의 경우 수주전제 기술개발 착수 중임

- 2017년 중국 자동차(G社) 납품 배터리업체 요구사항 접수: 1개 차종, 평균 100,000대/년, 4년간
- G 社를 기반으로 중국시장 진입 기준 개발 완료
- 2017년  N사  고전압 전류센서 A 샘플 납품

• 저전압 전류센서 : 중국 합작회사 설립
- 중국내 5개사 요구사항 접수 개발 진행 중

차량용 션트저항 전류센서 모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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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참여기관 ㈜오피트

과제책임자 오원석

사업기간 2015. 12. 01~ 2018. 11. 30   

사업목표

자가 의료진단을 위한 소변내 아질산염 (Nitrites) 검출용 Bio-medical 센서
- 아질산염 검출용 Bio-medical 광화학센서 개발
- 초저전력 센서 Readout IC 개발
- 초박형 아질산염 검출용 광화학센서 모듈 개발

 주요 연구내용

소변내 아질산염 등 자가 의료진단의 바이오마커를 광신호의 흡광도(Photo Absorption) 변화로 감지하고, 정밀한 리드아웃 IC를 통해 간
단하게 센싱 가능한 광-화학 센서의 연구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센서 모듈의 최종목표인 2mm 두께를 달성하기 위해 Flexible Substrate로 구현하였으며, 3차년도 20mm × 20mm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Folding 타입의 구조로 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센서구조와 응용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특허로 등록하였음.
• 자가의료진단기기 (Point-of-Care Tester)
•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및 패치, 밴드, 기저귀
• 산업용 스마트 모니터링 (가축, 식품, 수질, 가스, 토양) 등에 가능함.
• 스마트 U-헬스플랫폼에 적용가능

기술적 성과
• 본 제안 기술의 차별성은 소변내 아질산염 농도에 따라 색채의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이용한 색채 (Colorimetric) 센싱 기법과 
그 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LED 기반의 광-반도체 기술, 그리고 저전력 Readout SoC 및 정확도 보정 (Calibration) 기술을 융합한 
Bio-medical 센서 개발에 있음.
• (스틱 방식의 편의성 및 저가격) + (랩-테스트 방식의 정확도 및 신뢰도)

경제사회적 성과
•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요로감염증(Urinary Tract Infection, UTI)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간 약 800만 명이 UTI로 인해 병
원을 찾고 있음.
• 이러한 UTI는 비뇨 계통의 감염성 질환으로 초기 발견시 치료율이 95% 이상으로 손쉽게 판별 가능한 자가진단 Bio-medical 센서 개
발이 중요함.
•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스틱방식과 랩-테스트방식의 장점을 융합한 Bio-medical 센서 (소형, 저전력, 고정확도) 기술을 확보함.
• 개발 센서의 소형화 (Form Factor=20X20X2 (Width x Length x Height)) 개발을 통해 POCT 기기 및 스마트 U-헬스 플랫폼 등 적용시 유
리함.
• 또한, 초저전력 (2mW 이하)의 센서 구조를 설계하여 해당 응용분야 적용시 유리하며, 이를 위하여 ‘Power Adjustable CMOS Optical 

Receiver’ 및 ‘펄스폭 변조기반의 리드아웃 장치’ 등 논문발표/특허등록 등을 완료하였음.
• CMOS 리드아웃 IC의 설계 개발을 통하여 해당 센서의 LOD (Limit of Detection)을 5mg/L 이하로 달성함으로써, 기존 랩-테스트 방식에 
준하는 정확도 수준을 달성함.

자가 의료진단을 위한 소변내 아질산염(Nitrites) 
검출용 Bio-medical 센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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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참여기관 해성디에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고려대 산학협력단, ㈜넥스트랩

과제책임자 김건년

사업기간 2016. 04. 01    ~  2019. 03. 31   

사업목표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조도·근접 검출용 스마트 복합센서 및 ROIC 개발
- AE (Acousto Electric) 효과와 2D 물질 구조체 기반 자외선·조도·근접 복합센서 핵심 기술 개발 
- 복합센서 패키징 및 저전력 센서 ROIC 개발

 주요 연구내용

1.  압전 기판 기반의 자외선·조도 검출용 AE 소자 개발 및 최적조건 도출
-  표면탄성파 기반의 자외선·조도·온도 검출용 센서 설계 및 제작
- 자외선 감지물질 ZnO 및 조도 감지물질 CdS 공정조건 도출

2.  Si 기판을 이용한 압전박막 기반 자외선·조도 검출용 AE 소자 설계 및 제작

3.  2차원 평면 물질(그래핀, MoS2)을 사용한 적외선 & 근접센서 개발

4. 적외선 흡수 향상을 위한 나노 구조체 구조 설계 및 제작

5.  AE기반 센서소자, 2D 물질 기반의 센서소자 및 구동 IC를 탑재한 복합 시스템 패키지 (Multi Senor System-in-Package ) 개발

6. 저전력 복합센서용 ROIC 개발
-  자외선, 조도, 온도 및 근접 까지 포함된 복합 sensor 신호처리용 ROIC 설계 및 제작 (ROIC ver. 2 진행중)
- 동작 전압에 따른 ROIC 출력 특성 평가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압전 기판 기반의 자외선 자외선·조도·온도 sensor 모듈 

• 자외선·조도·온도 sensor ROIC의 Proto type (ver. 1)
- SAW+ROIC를 통합한 SIP(System-in-Package) : 5mm x 4mm
-  SAW+IR센서+IR광원+ROIC를 통합한 SIP(System-in-Package) : 
패키지 사이즈 변경 (7mm x 7mm) 진행 중 

• 스마트폰과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워치, 손목밴드, 
키홀더 등)에 적용가능, 환경정보와 사용자 정보 센싱 

• 기존의 스마트폰에 개별 센서로 탑재되어있는 자외선센서, 조
도센서, 온도센서, 근접 센서를 단일 ROIC 소자로 대체 가능

기술적 성과
•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 개발

-  기존의 SAW 기반의 센서 복합화를 통해 자외선, 조도, 온도를 동
시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은 최초임

• 2차원 물질인 그래핀 및 MoS2를 통한 IR 센서의 원천성 확보
-  그래핀의 경우, Far IR(1µm ~ 14µm)까지의 빛을 흡수할 수 있고 
MoS2의 경우 또한 근적외선 (1033nm)까지의 빛 흡수 가능성
을 확인함

-  그래핀(MoS2)/절연막/금속 이종접합 구조를 통한 높은 빛 반응도 
검출

• 적외선 흡수 향상층 개발
-  기존의 플라즈모닉 효과는 UV 영역에서 넓게는 NIR 영역(~2㎛)
까지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본 과제를 통하여 MIR 영역까지의 
플라즈모닉 효과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광흡수도를 측정함.

• 저전력 복합센서용 ROIC 개발 
-  개발하고 있는 ROIC는 경쟁사와 같은 다이오드 구동 방식이 아
니므로 낮은 전원 전압에서 동작이 가능하여 제품의 전력 소비
를 줄일 수 있음

-  자외선, 조도 센서에서 발생하는 출력 주파수를 비교하는 차동 
주파수 방식 사용 및 샘플링 주파수 조절을 통해 Active mode일 
때 상대적으로 전류 소모가 낮아 웨어러블 시장에서 필요로 하
는 낮은 전력 소모의 제품 경쟁력을 갖춤

• 자외선·조도·온도 센서 + IR센서 + IR광원 + ROIC를 통합한 단일 
패키징 기반의 복합센서용 ROIC 모듈은 최초로 개발중임

경제사회적 성과
• 기존의 휴대폰에 탑재되고 있는 개별 자외선센서, 조도센서, 온도
센서, 근접 센서를 단일 패키징내에 탑재함으로써 소형화가 가능

• SAW 기술기반의 센서 모듈은 기존의 광다이오드 구동 방식과 
달리 저전력 구동 가능

• 이차원 물질 기반의 근접 센서의 경우 2전극 트랜지스터 방식으
로 기존 3전극 방식에 비해 저전력 구동가능

• 개발기술은 순수 국산 기술로써 스마트디바이스에 탑재되는 대
부분의 수입 센서모듈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ㆍ조도ㆍ근접 검출용 
복합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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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센소니아

참여기관 ㈜티엘아이,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제책임자 홍 순 원

사업기간 2016. 04. 01  ~  2019. 03. 31     

사업목표
•제스쳐/포스쳐 인식을 위한 섬유형 멀티모달 압력 센서 및 인식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구현
•융합 기술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랫폼에의 응용

 주요 연구내용

• 섬유형 고성능 멀티모달 압력센서 어레이용 ROIC 설계 및 칩 개발
• 섬유형 압력센서 어레이, ROIC, 무선통신모듈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모듈 개발 및 최적화
•멀티모달 센서 기반 제스처/포스쳐 인식 알고리즘 개발
•사용자용 서비스 Application 개발
•고성능 전도성 섬유 제조 기술 개발
•섬유형 고성능 고해상도 멀티모달 압력센서 어레이 개발
• 섬유형 멀티모달 압력센서와 섬유형 인터커넥터 간 최적 연결 기술 개발
• 생체모사 기반 미세 구조의 표면 구조 형성을 통한 고성능 전도성 섬유 기술 개발
•외부 자극에 대한 섬유형 센서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고성능 전도성 섬유 기반 멀티모달 어레이 센서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섬유형 고성능 멀티모달 압력센서 개발
• 섬유형 고성능 멀티모달 압력센서 어레이용 ROIC 개발
• 섬유형 압력센서 어레이와 외부 회로와의 연결 기술 개발
• 센서 어레이, ROIC, 무선통신 기능을 포함한 모듈 개발
• 제스쳐/포스쳐 인식 알고리즘 개발 
•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 스마트 장갑 (사용자 제스쳐 인식)
- 스마트 인솔 (압력 센싱 신발)

• 의료 및 스포츠 분야
- 재활 보조 또는 피트니스 기기

기술적 성과
• 멀티모달 센싱의 한계 극복: 정확한 제스쳐 인식 가능
• 기계적 자극에 대한 안정성 한계극복: 높은 내구성 및 안정성 증가
• 착용감 저하 극복: 센서부와 모듈의 소형화 가능

경제사회적 성과
• 스포츠, 자동차, 신발,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 적용 가능
• 신규 시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웨어러블 헬스케어, 피트니스 기기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의 감소 효과
• 건강검진 프로그램, 보험, 빅데이터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연계 및 협력 가능

제스쳐/포스쳐 인식용 웨어러블 기기 구현을 위한 섬유형 
유연 멀티모달 압력센서 및 인식 알고리즘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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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참여기관 동국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과제책임자 주병권 교수(고려대)

사업기간 2016. 04. 01. ~ 2019. 03. 31. 

사업목표 대학에서 기업수요를 반영한 원천기술을 개발한 후 기업에 연계하여 국내 센서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세부과제

① LIFS 차세대 광학적 생체검사용 유연기판 기반 ZnO 나노구조 1000 A/W급 고감도 자외선 감지소자 원천기술 개발

주관기관 동국대학교

참여기관 유앤아이텍㈜

과제책임자 김현석

사업목표
PEN (Polyethylene Naphthalate) 또는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와 같은 유연기판 또는 반도체기판 상에 ZnO 나
노로드를 감지구조로 이용한 LIFS 생체조직 감지용 고성능 자외선 감지 센서 기술 설계 및 공정 구현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PEN 또는 PET와 같은 유연 기판 상에 ZnO 나노로드를 감지구조로 이용한 LIFS 생체조직 감지용 초고성능 UV 감지 
센서 설계·소자·재료 및 공정 기술
• 광대한 표면적을 갖는 ZnO 나노로드 센서 전극체를 이용하여 고감도 고감지 속도의 센서 특성 구현
• 개발된 센서 소자의 UV 감지 특성 및 감지 성능의 신뢰도 측정
•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온성이 보장되는 패키징 개발
• 세포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조직 감지 특성 분석
• 의료분야 차세대 광학적 생체검사
• 초기 화재 감지
• Pollution map 및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수질 오염 관측
• Skin health 모니터링
• 기밀 우주(space) 통신

과제성과 
• 기술적 성과

-  광학적 생체검사법은 실시간 미세조직 Imaging이 가능하고, 비파괴 수직 단층관찰을 통해 관찰자 의학전문성 없
이 진단할 수 있음

-  선진기업이 선점한 OCT(Optical Biopsy)와 다르게 차세대 광학적 생체검사 기술인 LIFS(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의 선행 연구를 통해 선진국형 차세대 의료진단용 고성능 자외선 센서 원천기술을 획득

산업체 수요연계형 스마트센서 핵심 원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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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패치형 헬스케어 7종 복합센서 소자 및 플랫폼 기술개발

주관기관 울산과학기술원

참여기관 유메딕스

과제책임자 김민수

사업목표
웨어러블 헬스케어를 위한 패치형 7종 복합센서 소자 및 플랫폼 원천기술을 확보를 위해 다기능성 E-skin과 capillary 
프린팅 기반 은나노와이어 플렉서블 전극을 개발 및 집적화하여 부착형 스마트 패치를 제작하고, 다종신호감지 재구
성형 신호처리칩과 패치형 센서모듈 및 플랫폼을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사용자의 착용을 고려한 플랙서블 패치형 센서모듈을 제작
• 스마트 패치와의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센서모듈을 제작, 다종 생체신호 감지를 위한 재구성형 신호처리회로와 디
지털 프로세싱, 무선통신 및 전원부를 집적화하여 웨어러블 플랫폼 구성을 위한 최적화된 구조를 설계함
• 생체신호및 신체움직임을 감지하는 다양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응용분야, 특히 혈압과 같은 고차원적인 헬스케어 
정보 획득 가능
• 스마트패치(센서소자)와 신호처리칩을 결합한 복합 센서시스템은 노이즈 저감 및 정확도 향상 기술들을 포함한 
복합 센서시스템 설계 분야에 응용 가능
• 센서 플랫폼 집적화 기술은 모든 스마트센서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기술 구현에 활용

과제성과 
• 기존 압력센서 대비 초고민감도 압력센서 개발 (0.6 Pa)
• 저전력의 소형화된 센서모듈의 설계가 가능하고 칩의 생산 및 설계 비용을 크게 절감 가능
• 자가발전을 통한 전력소모의 최소화 및 재구성형 구조와 융합허브 플랫폼을 통한 전력소모의 최소화
• 외국 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센서 및 인터페이스 플랫폼 시장 점유율 확보

③ 모바일 기기용 스마트 센서를 위한 초정밀/초저전력 아날로그 회로 IP 개발

주관기관 한양대학교

참여기관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알파솔루션즈

과제책임자 유창식

사업목표 모바일 기기용 스마트 센서를 위한 초정밀/초저전력 아날로그 회로 IP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9축 모션센서 readout IC chip 및 측정용 보드
• MEMS 음성센서 readout IC chip 및 측정용 보드
• 터치 센서 readout IC 및 측정용 보드 
• 모바일 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에 사용되는 센서를 위한 readout IC
• 센서에서 출력하는 전기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 IP
• 개발 IP를 다양한 센서에 결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

과제성과 
• 해외 선도기업 제품과 비교하여 해상도 및 전력 소모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제품을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 다양한 센서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readout IC 엔지니어 양성
• 다양한 국내 센서 개발 업체에서 보다 손쉽게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IP 개발
•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I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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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여기관 나노종합기술원, ㈜디엠에스

과제책임자 조현모

사업기간 2016. 04. 01˜ 2020. 03. 31   ( 48 개월)

사업목표 신약테스트 및 다중 바이오마커 동시측정용 실리콘 기반 다채널 광화학 바이오센서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고감도(1 pg/mL 이하) 수직, 프리즘 입사형 SIS 광화학센서 개발
-   수직, 프리즘 입사구조 SIS 유로구조 제작(특허등록: 국내 1건, 해외 1건, 출원: 5건)
-  급성심근경색 바이오마커 측정기술 개발(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논문게재)
-  B형간염 바이러스 측정기술 개발(1 pg/mL, Biointerphases 논문게재)
-  저분자 신약후보물질 및 초저분자 폐암진단 물질 측정 

• SIS 2-4 채널 미세유체 디바이스 설계 및 개발
-  플라스틱 사출성형방식을 이용한 병렬 2채널 미세유체 디바이스 제작
-  신약테스트용 SIS 미세유체 디바이스 개발 및 밸브 제어기술 개발

•SIS 실리콘 센서칩 표면 개질기술 개발
-  실리콘 기반 Dextran SAM 개발
-  고신뢰도 SAM 제작을 위한 공정조건 개선 및 새로운 공정조건 개발
-  PTP(protein tyrosine phosphatase) MBP(maltose binding protein)-SHP2( 결합 분자량 약 102 kDa) 효소칩  제작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고감도(1 pg/mL 이하) 수직, 프리즘 입사형 SIS 광화학센서 개발
• 회전검광자형 SIS 타원계측기 시작품 제작
• 급성심근경색, B형간염, 신약테스트용 SIS 센서 기술 개발
• 2-4채널 미세유체 디바이스 설계 및 개발
• 실리콘 기반 SAM 및 급성심근경색 센서칩 개발
• 급성심근경색, B형간염 등 면역진단을 신속하게 측정
• 초저분자의 고감도 접합동특성 측정을 통한 신약테스트
• 초고감도 측정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기술 개발

기술적 성과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IS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진단방법은 표지 없이 실시간으로 면역반응 측정이 가능하고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사용하는 2차 항체, 효소, 나노입자, 발광물질 등이 필요 없는 초고감도 신개념 진단기술임
•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SIS 센서는 완충용액의 굴절률을 보정할 필요가 없이 SPR 방법보다 더욱 고감도 측정이 가능하여 신약검색에
서 요구하는 초저분자 fragment 측정이 가능함. 현재 사용되는 250 Da - 500 Da 보다 더 작은 200 Da 이하의 초저분자를 이용할 경우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할 수 있어 천문학적인 약물검색과정의 비용절감이 가능함

경제사회적 성과
• 기존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신기술로 실시간 면역진단 및 약물검색 시장의 핵심장비 개발
•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고부가 센서 기술개발
• 실시간 소형화 POC(현장진단장비) 개발로 신속한 질병진단

액침 실리콘 기반 광화학 다채널 바이오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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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평화이엔지

참여기관 아센텍㈜, 한국과학기술원

과제책임자 박 건 욱

사업기간 2016. 04. 01~ 2019. 03. 31 

사업목표 수소 및 연료전지 차량의 수소량을 측정하는 감지소자(Sensing Element) 및 모듈 개발

 주요 연구내용

•수소량 측정을 위한 감지 소자 기술 개발
-  Hetero-junction 공기 기준 수소 센서의 공기 분위기 작동원리 규명
- 직렬소자 figure of merit 도출
- 고체 전해질, 히터, 신호선, 감지전극 인쇄 기술 개발
- 고체전해질 기반 전기화학식 수소 감지 소자 제조 공정 개발
- 세라믹 패키징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수소 센서 모듈 개발
- 열차단 패키지 설계 기술 개발
- Calibration 및 측정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개발
- 센서 모듈 회로 설계 및 제작
- 센서 적용 분야에 따른 센서 외부하우징 개발
- 차량용 수소센서 내구 신뢰성 확보
- 살수 내구 신뢰성 확보 : HMC ES-95400 기준 만족
- 전자파 신뢰성 확보 : HMC ES96200 기준 만족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수소센서 감지 소자
• 수소센서 모듈
• 연료전지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수소 센서 공급, 수소 센서 공급 업체에 칩 또는 모듈로 공급
• 수소 저장: 수소 저장 스테이션 운영 업체에 수소 안전 시스템 및 수소 센서 공급
• 수소 생산/발전/수송: 수소 생산/발전 업체 및 수소 수송 트레일러 업체에 수소 안전 시스템 및 수소 센서 공급
• 가정용: 연료전지 제품의 OEM으로 공급

기술적 성과
• 고체전해질을 이용한 전기화학식 수소 가스센서: 

-  수소 이온전도체로 이루어진 고체전해질 양면에 각각 기준전극 및 감지전극을 배치하고, 기준전극과 감지전극 사이의 기전력을 측
정하여 수소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 수소이온전도체(CZI) 및 산소이온전도체(YSZ)의 이종접합 구조의 고체전해질을 활용: 
-  기준전극을 외부 공기와 직접 연통되도록 하여 외부 공기를 기준가스로 이용

경제사회적 성과
• 수소 센서는 친환경 차량인 연료전지 차량의 보급과 함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수소 누출시 폭발하는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
소 안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임
• 대상기술은 전기화학식 센서로서, 경쟁제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접촉연소식에 비해 응답성, 고감도, 가스선택성, 안정성, 재연성 등에
서 우수함
• 해외에는 유수의 전문기업들이 많으나, 국내는 소수의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와 기술 부족으로 센서칩을 수입해 모듈
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개발 중인 수소센서가 개발 완료되면 센서칩을 국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품종·소량 생산으로 응용분야에 따라 재료기술, 설계기술, 공정기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인 수요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중요한 분야

차량용 고체 전해질 기반 전기화학식 수소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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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씨자인

참여기관 ㈜싸니코전자(김대현), 전자부품연구원(황태호), 서울시립대학교(최중호), 포항공과대학교(문원규)

과제책임자 이수형

사업기간 2016. 09. 01  ~  2019. 08. 31  (36개월)

사업목표
•무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 음향 패키지 기술개발 
•무지향셩 High-SNR MEMS 마이크로폰 소자기술 개발
•무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 

 주요 연구내용

• 무지향성 MEMS 디지털 마이크로폰용 ASIC 설계 개발 및 제작

• 무지향성 MEMS 디지털 마이크 제작 및 제작 공정 개발

• MEMS 마이크로폰 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선
-  듀얼 MEMS 마이크로폰 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 연구 및 성능개선

• MEMS 마이크로폰 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 하드웨어 IP 및 플랫폼 개발
-  제안된 신호처리 알고리즘 하드웨어 구조 기반으로 FPGA 플랫폼 개발 및 검증
-  듀얼 MEMS 마이크로폰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 하드웨어IP 제작

• MEMS 소자 개발 – FET 기반의 에너지 변환 기술 개발 및 단위공정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MEMS 소자 (POSTECH) + Interface(UOS) : 원천 설계 기술 
• CMOS ROIC (Cesign) : 사용 제품
• Mic. 패키지 설계 및 공정 기술(Sanico) : 상용 제품 모듈 
• 지향성 Mic. Signal Processor(KETI) + 모듈(KETI, Sanico, Cesign) : H/W 플랫폼 
• 스마트폰, 이어폰, 핸드셋, 오토모티브, AI스피커 등 IoT 등

기술적 성과
• 디지털 마이크로폰 시장은 기술개발 미비로 인해 국내 제품이 시장 집입하지 못하고 있음
• 본 과제를 통하여 아날로그 MEMS 마이크로폰 제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마이크로폰 제품 상용화를 이루어 기술 해외 의존도
를 낮추고 자체 개발추진 예정
• AI스피커등 음향 센서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초가 되는 센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 및 하드웨어 플랫폼은 개발이 미진하기 때
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솔루션 개발 및 이를 확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경제사회적 성과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  지향성 모듈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로 인공 지능 부품 모듈의 국산화 진행 및 응용 제품의 확대 다변화 가능
•  제품의 고성능화로 인한 시장 다양성 기회 제공

높은 신호대잡음비를 갖는 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 모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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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알앤에스랩

참여기관 멤스솔루션,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과제책임자 신수환

사업기간   2016. 09. 01. ~  2019. 08. 31

사업목표

• 초소형/저전력/저가의 미세먼지 센서의 상용화
-  MEMS Piezo 공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센서의 구현
-  저주파 공진을 이용한 착상 먼지의 탈착 방법 개발
-  먼지센서의 신호를 처리 가능한 전용 칩 플랫폼 (ROIC)의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알앤에스랩
-  MEMS 마이크로 히터 제작
-  MEMS 센서와 마이크로히터 MCP
• ㈜멤스솔루션

-  MEMS 센서 제작
-  MEMS 미세먼지 센서 공정 개발 및 최적화

• KAIST & UNIST
-  ROIC 회로 block들의 설계, 구현 및 검증

• 서울과기대
-  MEMS 센서 검증 및 저주파 발진기의 안정화 및 시스템 최적화
-  오염흡착방지 코팅 두께 최적화 및 양산을 위한 공정 수립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MEMS Micro-heater 및 resonator

-  MEMS 마이크로 히터 제작 및 먼지 무게에 의한 resonator의 공진 주파수 변화 검증
• Cantilever

-  Cantilever의 공진주파수 근처에서 전압 인가에 의한 먼지 탈착 및 제거 측정
• ROIC and Evaluation board

-  CMOS 공정을 이용하여 oscillator-based ROIC 구현 및 먼지센서와 연동 테스트 진행
• 실내 환경 모니터링 IoT 기기, 가전 및 자동차, 빌딩 공조 시스템 등

기술적 성과
• 기존의 광학 기반 미세먼지 센서는 광산란 방식을 사용하므로 광학계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공간으로 인해 크기를 소형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용되는 소자의 가격과 전력소모 때문에 저가화와 저전력화에 한계를 가짐
•  기존의 MEMS 기반의 미세먼지 센서는 MEMS 소자 상에 부착되는 먼지 입자를 제거할 수 없어 기술의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MEMS 기반 Piezo 발진기 구조와 먼지입자 제거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소형화되고 저전력을 소모하는 저가의 미세
먼지 센서를 개발하고자 함

경제사회적 성과
•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예정인 MEMS 미세먼지 센서의 경우 공기청정기 또는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청정실의 공조기등의 감지기로 
적용이 가능하며 저가 저전력 소형의 제품이 개발될 경우 휴대용 공기질 감지기로도 적용이 가능하여 생활 주변 환경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
•  기존 고가의 먼지 센서의 대체로 비용 절감과 해외와의 환경센서 분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센서 분야에서 기술
적 우위를 통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
•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부터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개
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먼지 탈착 기능을 가진 MEMS 기반 
초소형 미세먼지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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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빅오이

참여기관 에코트로닉스㈜

과제책임자 주진성

사업기간 2016. 09. 01~ 2019. 08. 31   ( 36 개월)

사업목표

반려동물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멀티 모달 센서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1. 반려동물 활동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 반려동물 멀티 모달 센서 시제품 개발
- 웨어러블 목줄센서 기구 개발
- 홈 스테이션(게이트웨이) 개발

2. 반려동물의 등록, 활동추적 등 생애기간 관리 프로그램 개발
- 모바일 APP 기반의 반려동물 관리 기능 개발
- 활동측정센서를 기반으로 활동량, 활동강도, 상태 등 데이터 저장/분석

3. 서비스 플랫폼 확보 및 사업화 
- PaaS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SW개발

 주요 연구내용

• 가속도센서, 자이로센서, 온도센서, 조도센서를 적용한 반려견 목줄센서 기구 및 HW 설계 연구시제품 개발
• 반려견 행동판단 및 활동량 측정을 위한 SW 연구시제품 개발
• 반려견 스마트케어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기획 및 연구시제품 개발
•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서버 플랫폼 연구 및 연구시제품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반려견 목줄센서 연구시제품
• 반려동물 촬영을 위한 카메라 시제품
• 안드로이드 모바일 APP
• 반려동물 스마트케어 분야
• 사회적 약자 활동 모니터링 분야

기술적 성과
• 반려동물의 활동량(걸음수)을 측정하던 기존기술 대비 반려동물의 실제움직임을 분석하여 활동강도, 활동량, 상태(모션) 등 다양한 
형태의 반려견 행동을 분석
• 데이터를 축적하여 패턴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생활 활동 분석
• 반려동물의 짖음 분석을 통한 상태분류 제공
• 반려견에 특화된 활동추적 제품

경제사회적 성과
• 글로벌 대비 국내 반려견 웨어러블 활동수집 디바이스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과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소형화, 저전력(14일 구동)
의 반려견 전용 디바이스 개발 기대
• 반려동물 프로필에 다른 지능화된 양육관리 정보제공 등 활동 및 양육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활성화 기대 
•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 활동기록 등의 익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연구 활동 기대
• 반려동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민의식 및 반려동물문화 개선 기대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멀티모달센서 
시스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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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참여기관 ㈜수도프리미엄 엔지니어링, 연세대학교

과제책임자 김일두

사업기간 2016. 09. 01~ 2019. 08. 31   

사업목표
본 연구에서는 대기환경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기체 중 6종의 주요 유해기체 NH3, NO2, CO, H2S, 톨루엔, 오존에 대
하여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유해기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6종의 유해기체를 제거시킬 수 
있는 저감시스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나노섬유 기반 초고감도 가스센서 개발
-   (단백질 (Apoferritin) 입자 촉매 기능화를 통한 고선택성 센서감지 소재 개발 [Advanced Materials (IF: 19.7), 29, 36, 2017 Front cover 
게재 및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IF: 20.2), 50, 7, 2017 Front Cover 게재]

-   고감도 센서소재 합성 원천기술 확보 및 국내 최고 나노섬유 응용기술 전문가 (51회 발명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   금속산화물 기반 가스센서의 한계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낮은 선택성을 극복하기 위한, MEMS 센서 어레이화 기술 달성
-   ppb 이하급의 극미량 유독 기체 검출을 통한 질병 조기 진단 플랫폼 센싱 기술 완성 (날숨 속 특정 기체의 선택적 검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나노섬유 기반 고감도 센서 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제 1호 연구소 기업인 ㈜지디센트론 탄생에 기여함
으로써 가스센서의 국산화 개발 발판 마련에 크게 기여
• 기존 센서기술의 한계점을 넘는 첨단 센서소재 개발을 통하여, 금속산화물 기반 나노섬유 가스센서기술 국산화 성공 및 상용화 선도 
• 국내 가스센서시장의 경우 90 %이상 수입 (일본, 미국, 영국) 제품에 의존하는데, 가스센서 제품의 국산화 기반 마련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추가 확립

기술적 성과
• 자기조립 유기체를 이용한 초소형 고분산성 촉매 개발 

-  자기조립 유기체 촉매를 활용할 경우, 1-3 nm 크기의 초소형 촉매입자를 균일하게 합성할 수 있음
-  촉매를 감싸고 있는 유기소재로 인하여 촉매입자 간의 응집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산화물 감지소재와 결합할 경우 매우 
우수한 가스감지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차별성을 가짐.

-  세계 최초 자기조립 유기체를 이용한 신개념 이종금속 촉매입자 합성 및 세계 최고 성능의 센서소재 개발 
-  유기체 단백질을 활용하여 2종 이상의 금속을 손쉽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다종의 이종금속 촉매입자 라이브러리를 구
축함. 이종금속 촉매입자가 결착된 금속산화물 나노섬유 합성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우수한 감지소재를 개발하고 원천 특허 기
술을 확보함.

경제사회적 성과
• 나노섬유 기반 초고감도 가스센서 개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및 기술자립화 기여

-  기존 금속산화물 기반 가스센서로 적용이 어려웠던 유해환경 가스센서, 질병진단용 날숨진단기,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수소센서, 
마약 검출 가스센서, 음식물 신성도 측정기, 유독 물질 검출 센서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자가조립 유기체 복합 촉매 소재 기반 초고감
도 감지소재 개발

-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가스센서 산업의 기술자립화를 위하여, MEMS 플렛폼 기술 및 가스센서 어레이 개발을 통한 저가격, 저전력 초
고성능 가스센서 개발 

주변 환경 유해인자 기체 감지 및 
필터링 복합기능 스마트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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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참여기관 DGIST, 경성대학교, ㈜진영

과제책임자 이대성

사업기간 2016. 4. 1. ~  2020. 3. 31. 

사업목표
본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는 CMOS 공정과 호환이 가능한 자기 감지 소자를 이용한 0.1%급 정밀도를 갖는 저전력 전
류 센서 및 모듈 개발임. 자기 박막 전류 센싱부, 스마트 신호 처리 ROIC 및 전류 센서 패키지 개발을 통한 차량용 전류 
센서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임.

 주요 연구내용

• 고성능 ROIC 1차 칩 개발 및 성능 평가
• PHR 센서와 ROIC 결합 칩 개발 및 성능 평가
• 온도/옵셋/왜란/비선형 보정 알고리즘 1차 구현 및 검증
• 고장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 및 구현

- Conetic (NiFeMo) 재료를 이용한 자기감도 향상 기술 개발
- 전류 감지를 위한 dynamic range 최적화 및 비선형선 개선
- 칩 제작을 위한 자기센서 신뢰성 확보

-  전류센서용 single & differential mode 자기센서 칩 제작 및 성
능평가

- 1A/10A/100A 전류센서 구조 설계 및 최적화
- 전류/자기 변환계수 향상 및 외란감소 연구
- 센서-ROIC Hybrid 타입 패키지 시제품 제작 및 특성평가
- PHR센서가 패터닝된 ROIC ASIC chip의 패키지 시제품 제작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PHR 방식의 자기장 센서 제작 기술 
• POST CMOS 공정 기술 
• 왜란의 자기장 영향을 최소화 시킨 ROIC 기술
• 전류 감지 구조 설계 
• 전류 센서 패키지 설계 및 제작 
• 전류 센서 시제품 제작 
• 전류센서 IC 응용 전장품 : EPB, Engine cooling fan, ESP, Wiper system, Door closer system, HVAC 등
• 전장품 : OBC(On Board Charger)
• 전장품 : PTC Heater
• 전장품 : PRA(Power Relay Assembly)

기술적 성과
• 기존 홀센서를 대체하여 최소 10배 이상의 감도를 가지는 다층박막 자기저항 센서  방식을 적용한 고감도 전류센서 
• 원천특허 기술의 수평 자계 감지 PHR(Planer Hall Resistive) 휘스톤브릿지 구조의 센서방식은 온도 드리프트를 최소화
• 차동 자계감지를 통한 외란 자계의 간섭 및 잡음 영향의 최소화
• 자기박막센서 PHR공정이 CMOS ROIC 칩상에 후공정으로 제작되는 일체형 전류센서
• 1/10/100A 다양한 전류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센서구조 설계 및 제작 기술 확보
• 자동차 및 제어 계측용 고성능 전류센서(0.1%급), IoT용 저전력 전류센서(소모전류 0.5mA급) 개발

경제사회적 성과
•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장 부품의 분석을 개발하고자 하는 센서의  기술적 특성 및 사업화 측면에서 기존 제품 대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MPW로 제작된 ROIC기판의 post CMOS 제작 공정을 확립 및 제작 
• 온도/옵셋/외란/비선형 보정 알고리즘에서 ±100G에서 오차율 :5.7%)와 ±50G 에서오차율 :1.9%를 구현하였고 기존 센서와 유사한 
크기의 센서를 개발함 
• 당해연도에는 4mA를 소모 하는 전류 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최종 목표에서는 0.5mA급의 센서를 개발할 예정임 
• 고장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에서 감지 전류의 상태가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조건에서 고장 진단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차량용 0.1%급의 정밀도를 갖는 
저전력 전류 센서 및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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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참여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한남대 산학협력단, ㈜코리센

과제책임자 이 성 철

사업기간 2016. 12. 01~ 2019. 09. 30 ( 34 개월)

사업목표
피하의 지정맥 혈관을 이미징할 수 있는 고분해능, 고투과성을 갖는 초음파 변환소자 어레이를 개발하고, 지정맥의 
3D 이미징 및 패턴인식을 할 수 있는 초소형, 저전력 초음파 지정맥 인식 센서모듈 기술개발

 주요 연구내용

• 기술 개발내용
-  MEMS 기술기반 2D 어레이 초음파 소자 어레이 공정기술 고
도화

-  초음파 3D 지정맥 인식 2D 초음파 소자 어레이 개발
-  초음파 신호처리 소자 설계 및 제조기술개발
-  초음파 지정맥 3D 이미징 신호처리 기술개발
-  고분해능 지정맥 인식 센서 모듈개발
-  지정맥 이미지의 인식률(FAR, FRR) 성능평가 기술개발

• 주요연구 성과
-  MEMS 기반 미세 초음파 센서 소자 어레이 공정 및 센터 소자 
기술 확보

-  반도체 기반 3D 초음파 회로기술 및 지정맥 알고리즘 확보
-  3D 지정맥 인식모듈 개발을 통한 고성능 생체보안 기술 확보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500dpi급 고분해능 초음파 3D 지정맥인식 초소형 센서인식 모듈

- 500dp급 고분해능 변환소자 어레이
- 고속 초음파 신호처리 ASIC
- 지정맥 3D 이미지 패턴 고속 인식 알고리즘
• 모바일 보안, 핀테크 및 IoT 적용
• 출입통제 보안, 은행 보안, 공항 보안, 자동차 보안
• 바이오 헬스케어 및 초음파 의료기기

기술적 성과
• 초음파 소자 어레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정맥 3D 영상 획득
• 전기용량식의 모바일 지문인식 기술대비 지정맥 영상을 3D 패턴 신호처리하여 홍채 수준의 높은 위변조 방지 및 사용환경에 따른 인
식률 저하 방지
•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 생체 표면이 아닌 생체내 데이터 기반이므로 개인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으며 사용이 편리함
• 광학식 정맥인식에 비해 소형화 및 저전력화가 가능함

경제사회적 성과
• 차세대 모바일 결재 및 인증시장 확대
•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핵심부품 역할
• 산업활성화에 따른 전후방 고용 창출
• New IT 수출경쟁력 우위 확보  

500 dpi급 고분해능 초음파 3D 지정맥인식 
초소형 센서모듈(15㎜x20㎜이하)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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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다인인더스

참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그린광학, ㈜켐에쎈

과제책임자 이덕배

사업기간 2016. 09. 01~ 2019. 08. 31   ( 36 개월)

사업목표 소형 무인기기 산업에서의 LiDAR 기술 상용화가 가능한 360° 스캐닝 LiDAR 센서 모듈을 개발하는 사업

 주요 연구내용

• 무게 820g, 측정거리 25m, FOV 360°, 데이터 처리속도 초당 0.5K 이상, 충돌회피 인식시간 3초 이내의 스펙으로 대형 옥토콥터 드론
에 장착하여 시험비행 및 테스트 중
• 추후 80x80x50mm3의 사이즈에 500g 이하의 무게와 5w의 전력소모, 40m의 측정거리와 초당 2k의 점군데이터 처리속도 및 3.6도의 
각도분해능으로 1초 이내의 충돌회피 인식시간을 갖는 라이다 센서 구현 예정 
• 360°스캔이 가능하도록 하는 Mirror Mounted Gear 및 회전 광학계 구조를 개발하여 기존의 회전형 라이다 센서에 필요한 기계적 구
조와 진동 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일정 범위만을 감지하는 중저가형 라이다에 비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라이다 모듈을 위한 저전력·
저잡음 전원부를 개발하여 전력소모를 감소시켰으며, 발광·수광·제어부의 통합 MCU 모듈을 구현함으로써 소형화를 이루어 초경량 
저가형 라이다 (LiDAR) 센서 모듈을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초경량 저가형 LiDAR 기술개발을 위해 소형, 경량화된 라이다 통합모듈을 구현하고 탑재기기의 전력 소모 부담 절감 및 소형 패키징을 
통해 탑재기기의 장착성을 향상. 광학계의 비기계식 방식을 통해 진동감소 및 내구성을 향상하고 고감도 광 검출 기술을 통해 광 잡음
을 제거하여 산란광의 효과적인 수광이 가능한 동시에 레이저 펄스 폭의 최적화를 통해 저전력 소모를 실현. 광학계 구조 단순화로 저
가시스템에 유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요 구성부의 모듈화와 집적화를 통하여 소자 수를 최소화하여 가격 절감 및 소형화를 동시에 
추구.
• 드론, 로봇청소기, AGV 등의 소형 무인기기에의 장착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으로써 기존의 고가 및 대형 라이다 센서를 적용하기 힘
든 소형 무인기기에 특화하여 초경량 저가형 라이다 센서 모듈을 개발해 해당 기기들의 충돌방지, 3D 맵핑, 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구
현함.

기술적 성과
• 기존의 라이다 센서들이 주로 자율주행차량을 타겟으로 하여 고성능을 추구하는 관계로 고가의 가격과 무게 및 크기로 인한 소형 무
인기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
• 기 과제로 개발한 초경량 저가형 라이다 센서는 기존 제품들과 비교할 때 측정거리는 40m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Mirror Mounted 

Gear 및 회전 광학계 구조를 개발하여 한 개의 센서모듈로 전방위를 커버하는 360°의 Field of View를 가지고, 초당 2k의 점군 데이터 
처리속도와 3.6°의 각도분해능이 가능해 기존의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 센서보다는 낮으나 소형 무인기기라는 적용 대상의 운용에
는 충분한 성능을 지니고 있음.
• 위와 같이 주 타겟 시장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저가형이라는 타이틀에 알맞도록 통합 MCU 모듈을 구성하여 
소자를 줄이고 기존의 회전형 라이다 센서에 필요한 기계적 구조를 최소화해 대당 20만원 이하의 판매가를 구성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였음.

경제사회적 성과
• 대부분의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고가형 라이다 센서가 아닌 드론과 로봇청소기 등에 장비할 저가형 라이다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외산제품의 독점적 점유와 고가의 가격문제를 해결하고 소형 무인 이동체 자율비행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를 가능케 할 수 있음.
• 저전력 및 저잡음 전원부를 개발하고 발광·수광·제어부의 통합 MCU 모듈을 구현하고 회전 광학계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소형화를 이
루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면서도 장착 시의 무게와 배터리의 한계로 인한 소형 무인기기의 가동시한을 확장할 수 있음.

초경량 저가형 라이다 (LiDAR) 센서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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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주관기관 ㈜신우전자

참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과제책임자 한상도

사업기간 2017. 04. 01~ 2019. 12. 31   (33 개월)

사업목표

• nanoFET 기반 소자로 소형/경량/저전력/고감도 가스/이온/온도/습도/유속센서를 통합한 스마트센서 및 IoT 응용 시
스템(IAQ 및 공장자동화 적용) 개발
-  가스/이온 검출이 가능한 nanoFET 반도체 NEMS/MEMS 소자 설계/공정 기술개발 및 온도, 습도, 유속을 통합한 스
마트센서 개발

-  3종(CO/CH4/VOC 등) 이상의 유해가스를 1ppm까지 검출하기 위한 micro-pore 촉매기술 및 가스 선택성 확보를 위
한 센서 어레이 및 패턴 인식 알고리즘 개발

 주요 연구내용

• nanoFET 소자를 이용하여 고감도로 이온 혹은 가스를 검출하는 센싱 소자 개발 및 동작 알고리즘을 구현한 스마트 센서 시스템 개발
• 가스 센서의 검출 선택성 향상을 위해 복수 개의 감지소재를 확장 전극으로 하는 nanoFET Sensor Array 개발
• IoT 시스템 연동을 통한 스마트 환경 센서 시스템 개발

 연구성과 및 의의

기술개발 결과물 및 적용분야
• 가스검출 IoT 스마트 환경 센서 : 적용 예) KETI 실험실 이온 검출 

http://52.78.93.192/keti_web_ver1/janux/ion.html  (KETI 실험실 이온 검출)

기술적 성과
• 기존의 반도체식 가스 센서는 가스흡착 후 감지소재인 금속산화물 박막의 전도성 변화를 읽는 방식이므로 감도 향상이 어려움
• nanoFET 가스 센서는 확장 게이트 전극에 가스 감지막을 형성하므로 가스 센서의 제작이 간단
• Read-out이 간단하므로 저전력 센서로 구현이 가능

경제사회적 성과
• nanoFET 기반의 지능형 가스 센서는 동작 원리를 확인하고 센싱 특성을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개발 성공 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산화로 수입 대체 : 해외 기술을 이 연구 과제에 기반한 국내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음.
- 소형화 및 저전력 : nano-size이므로 소형이며, 소비전력도 매우 낮아 소형화가 용이함.
- 지능화 : nanoFET 센서의 동작 알고리즘은 나노 채널의 전도성변화를 읽는 방식이므로 스마트 센서로의 구현 난이도는 매우 낮음.

nanoFET 기반 IoT용 스마트센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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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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 기업 참여 중)
•  운    영 :  분기별 1회 모임을 통해  기업 대표간 친목도모/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 협력 지원

•  가입비 : 무료

개발
기업

팹리스
기업

수요
기업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사무국)

센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정부지원 정책 수립 지원

테스트/
패키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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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센서2025포럼 홈페이지 가입안내

첨단센서2025포럼은 센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센서 개발기업, 수요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포럼입니다. 

센서분야 산·학·연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단센서2025포럼 홈페이지는?

•  산·학·연 기관정보 및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센서기술 및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술협력 파트너를 발굴 할 수 있습니다. 

•  센서 분야 사업공고 확인 및 신규 R&D 수요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에 대해 건의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에 불편한 점은 담당자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픈 초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파악 중에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담장자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시스템반도체  R&D 지원팀 이동은 주임 
02-570-5216, Leede@k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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