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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의 여러 조직 가운데 Emerging technology를 관장하는 Future Directions Committee는 

Blockchain, Brain, DigitalReality, Future Network, Quantum technology, Rebooting Computing의 
여섯 가지 기술을 선정하여 각 분야에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online상에서 활발한 기술교류를 하고 
있고 Big Data, Cloud Computing, IOT, Cyber Security, Smart Cities 등 10 가지 기술들은 이미 많은 
진척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기본 요소 중 센서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센서는 종래의 stand alone 형태에서 AI,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을 활용한 시스템화 
하고 있으며, 5G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가격과 성능 면에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개별 주문형 
서비스(Personalization)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과 내부에 센서가 
장착되어 AR/VR과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연결되고 Flexible/Printable system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상용화 될 것 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우리나라에도 성공 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첨단센서2025포럼이 5년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후원으로 발족되어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의 여러 사업 중의 하나인 본 SENSOR DIRECTORY는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센서 기업에 
홍보 효과를 돋보일 수 있게 하였고 이 디렉토리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파트너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기술 논의가 가능한 담당자의 연락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 디렉토리를 많이 활용하여 전문가들 간의 Network와 협력이 강화되어 센서 산업 4대강국으로 
도약하기를 희망하며 제작에 참여하신 산업체, 기관 및 학계의 연구자, 포럼 위원,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간사

2020년 4월

첨단센서2025포럼 공동위원장

전 국 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센서 강국으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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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내 센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 · 학 · 연 · 관의 기술교류,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창구 마련

 추진경과

•  센서 개발기업, 수요기업, 대학 ·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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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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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센서2025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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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 ’15 11 05 제1회 첨단센서2025포럼 및 발대식
• ’16 05 06 분과별 기술세미나
• ’16 05 06 2017 센서 R&BD 발전전략 수립
• ’16 09 30 제2회 첨단센서2025포럼
• ’17 03 09 제1회 센서기업협의체 발족
• ’17 04 03 제2회 센서기업협의체
• ’17 05 06 분과별 기술세미나
• ’17 06 07 2018 센서 R&BD 발전전략 수립
• ’17 06 14 제3회 센서기업협의체

    센서/팹리스기업-대학 간 기술교류회
• ’17 07 17 제4회 센서기업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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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0 31 제7회 센서기업협의체
• ’19 01 23 제8회 센서기업협의체
• ’19 03 28 제9회 센서기업협의체
• ’19 05 08 스마트기기/헬스케어분과/ 
    자동차/스마트공장분과 기술교류회
• ’19 06 13 첨단센서 워크숍
• ’19 07 24 제10회 센서기업협의체
• ’19 09 18 제11회 센서기업협의체
• ’19 10 28 제5회 첨단센서 2025 포럼
• ’20 01 14 제12회 센서기업협의체
• ’20 04~05 첨단센서 분과별 온라인 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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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요 및 협력사안 발굴

- 과제 우수 기업 데모전시 및 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교류 활성화 지원

기술/시장 정보 공유

- 국내외 센서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정보 교류

- 국내 · 외 센서 시장/산업 분석 보고서 제작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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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  S E N S O R  D I R E C T O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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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래트론
LATTRON

 회사소개
전자기능소재를 이용하여 열의 발생, 진단, 관
리 등 열을 지능화하는 부품과 솔루션을 공급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마이크로모빌러티, 대
용량 배터리, 스마트 가전, 설비진단 등의 분
야에서 고객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정밀 온도센서, 필름형 히터/모듈, 전장용 
하네스, 초음파센서, 서미스터가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8.01 회사 설립
1998.06  선도소재연구소 등록
2000.08  본사 신축이전
2005.01  중국 심천사무소 설립
2005.07  중국 소주공장 설립
2012.08  본사 증설
2017.07  센서공장 설립
2018.01  SQ 인증 획득
2018.04  중국공장 증설이전
2019.11  히터공장 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고응답성 온도센서
- UL인증 NTC 서미스터
- 필름형 히터(~300℃)
- 전장용 와이어 하네스
- 배터리용 발란스모듈
- 초음파 센서
- 초음파 무화기모듈
- 칩 바리스터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충국 / C.K Lee

본 사
(34324)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448번길 182

TEL 042-935-8432 FAX 042-935-3024

공 장 (34324) 대덕구 신일동로 33번길 31

연 구 소 (34324)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448번길 182

해외지사 (SUZHOU) 86-512-6593-8852, (SHENZHEN) 755-8204-5822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8,128 5,414 13,542 14,000 4,901 18,901 10,843 5,559 16,402

센서 6,925 4,816 11,741 7,659 3,866 11,525 5,819 5,138 10,957

R&D 투자 1,225 836     1,012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75 8 67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이만식 팀장 931-8827 mslee7512
@lattron.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온도센서, NTC 서미스터, 초음파센서

기타 필름히터, 하네스, 초음파모듈

주요

납품처

국내 SDI, LG화학, 현대자동차

국외 Haier, GM, VW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8.01.2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lattron.com

ESS용 Balance 
Module

필름형 히터 Film 
Heater

전장용 온도센서 
T Sensor for 
Automobile

NTC 서미스터 
NTC (A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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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
치를 증대할 수 있는 융복합 Sensor 솔루션을 
제공하는 Start-up 기업입니다.
Impedance ROIC를 활용한 Force Touch Sensor, 
Soil Monitoring Sensor를 주 사업 모델로 하여 
자동차, 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5.12.  창립
2016.05.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선정
2016.12.  구매조건부 과제 선정
2017.06.  미래성장동력사업 선정
2017.12.  Impedance ROIC 개발
2018.06.  차량용 Force Touch Sensor 개발
2018.06.  Soil Moisture Sensor 개발
2019.04.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확산 사업 선정
2019.06.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정후민 / Jung, Hu Min

본 사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25, 창업동101호

TEL 070-4369-0904 FAX 031-696-9974

공 장

연 구 소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25 창업동101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30 0 30 120 0 120 400 0 400

센서 5 5 10 10

R&D 투자 250 359 219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5 4 1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정후민 대표 hmjung@damoatech.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모듈형(○), 시스템(○)

생산품목
센서관련 Impedance ROIC, Force Touch Sensor, Soil Monitoring Sensor

기타 Water Flow Sensor, Water Level Sensor 등

주요

납품처

국내 모바일, 자동차, 스마트팜, 가전 등

국외 모바일, 자동차, 스마트팜, 가전 등

㈜다모아텍
DamaoTech Co,.Ltd.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5.12.16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 )
www.damoatech.com

Impedance ROIC

Impedance ROIC 
Design Kit

Soil Monitoring Sensor

Force Touch Sens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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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두광엠에프지
DK MFG CO.,LTD.

 회사소개
주식회사 두광엠에프지는 1993년 3월 설립
된 이래 철강, 석유화학, 식품, 제약, 반도체 등 
다양한 공정에 걸쳐 저희 제품을 성공적으로 
납품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동시에 계측기 분야와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자재 수입 및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5 주식회사 두광엠에프지 법인 전환
2009  온도센서 내구성 향상 효과 단자대  

실용실안 출원
2011  광명시 정책 지원 시설  

광명테크노파크로 확장 이전
2012  선박용온도센서한국선급취득

(INC277863AE001), 연구개발전담부
서 설립(제2012151160호), ISO9001: 
2008, Revison(Q370812)

2013  방폭형 온도센서 KC 안전인증 취득 
(제20-BO-0161호)

2018  필드게이지 생산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윤상 / KIM YOONSANG

본 사
(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광명테크노파크, 소하동) A동 303/304/305호

TEL 02-2635-4502 FAX 02-2635-4503

공 장 상동

연 구 소 상동

해외지사 없음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0 4 16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남궁현 상무 02-2635-4502 hyun@
dksensor.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온도센서, 온도게이지, 압력게이지

기타 써머웰

주요

납품처

국내 LG화학, LG MMA, 현대오일뱅크,인천석유화학 외

국외 베트남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3.03.2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dksensor.com

TEMPERATURE 
ELEMENT 

PRSSURE GAUGE

TEMPERATURE 
GAUGE

MULTI TEMPERAT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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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설　립:  1999년 7월 8일
품　목: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고객사: LG Display, BOE 등
사업장: 경기도 용인(본사)
 중국 웨이하이(공장)
직원수: 200명(한국)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  세계최초 고집적 세정장비(HDC) 개발
2004  코스닥(KOSDAQ)상장
2005  중국 생산법인 설립
2010  OLED LTPS 장비개발
2012  Flexible OLED 고점도 coater 개발
2014  중국 첨단기술기업 인증
2016  세계 최초 10.5세대 양산장비 납품
2018  수출2억불 탑 수상 
2019  의료장비사 비올 인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1.  세정장비: 기판 위 이물질 제거
2.  현상장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 노광 
안 된 부분의 감광액 제거

3.  식각장비: 현상 후 노광된 부분의 감광액 
패턴대로 식각

4.  박리장비: 약액 사용하여 노광 부분의 감광
액 모두 제거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9. 07. 08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http://www.dms21.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박용석 / Yong suk Park

본 사
(169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U타워

TEL 031-8031-1114 FAX 031-211-4990

공 장

연 구 소 (169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U타워 501호 DMS 연구소

해외지사 (264205) 山东省威海市經濟技術開發區貝卡爾特路 88-1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3분기)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71,526 197,206 268,732 56,992 241,726 298,718 11,500 133,100 144,700

센서

R&D 투자 9,326 10,509 5,32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93 31 16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신사업개발
부문 BioM팀

이종관 팀장
010-5730-

2342
ljk3003

@dms21.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체액 기반 AD 검사 시스템 개발 중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LGD

국외 BOE, CSOT, TIANMA, HKC

㈜디엠에스

세정장비

식각장비

현상장비

박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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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나노스
NANOS

 회사소개
나노스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모듈에 사용되
는 IR Cut-off 필터와 손떨림방지(OIS) 모듈에 
사용되는 홀센서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4년 삼성전기에서 분사 
2006년 IR Cut off Filter 사업 시작 
2013년 홀센서 사업 인수
2014년 손떨림방지용 홀센서 개발 
2017년 쌍방울 그룹에서 인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양선길

본 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4

TEL 031-240-3900 FAX

공 장  상동

연 구 소 (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310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김성우 부장 010-9038-8506 swkino@nanosm.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홀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카메라모듈, 정밀모터 업체

국외 카메라모듈, 정밀모터 업체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4.12.02
KOSPI(  ) KOSDAQ( ○ )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nanosm.com

손떨림 방지용 홀센서

Brushless Motor구동용 홀센서

IR Cut-off Filter



15

센서기업 

 회사소개
자체 Analog IP및 ASIC을 개발하여 고객사에 
기술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Fabless 기업입니
다.
- Analog IP : ADC, DAC, PLL, LDO, LVDS, AFE
- 8bit/32bit MCU, 환경 센서 ROIC
- Photo IC : Encoder, Interrupter 
- ASIC : 고객 요구 사양에 맞추어 개발 공급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9년 삼성 IP Partner 등록
2009년 MFP CIS/CCD AFE 개발
2011년 MFP LVDS Receiver 개발
2015년 8/32bit MCU 사업 개시
2016년 복합환경센서 ROIC개발
2016년 Photo Encoder, Interrupter
2017년 CIS향 RAM Chip 개발
2017년 32bit MCU 개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7. 07. 03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leolsi.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허승훈 / Huh Seou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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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581-5510 FAX 02-581-5509

공 장

연 구 소 (06728) 서울 서초구 효령로 414, 1층(서초동, 정성빌딩)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35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영업팀 배기관 상무
010-4123-

1210
kikwan.bae
@leolsi.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복합환경 센서(습도, 가스, 온도) ROIC, Photo IC

기타 8bit/32bit MCU, LVDS Receiver, Analog IP 개발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레오엘에스아이
LeoLSI

복합환경 센서향 
ROIC

광변조 Rx Photo IC

직류수광 Photo 
Interrupter   

Photo Encoder 
(4pair/7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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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레이트론㈜
RAYTRON Co.,Ltd. 

 회사소개
광반도체 및 센서전문업체임
국내가전업체 및 해외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
하고 있슴
고유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다수 보유하
고 있슴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 8월 설립
2003 해외공장 설립 
2010 1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1 2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2 3in1광센서 개발 
20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수상
2015 현대자동차 SQ인증취득 
 본사 사옥 신축 이전 
2016 5CH 칼라센서 개발 
2017 와이드주파수 수광센서개발 
2018 인체감지센서 개발 /
 TWS용 근접센서 개발
2019 IATF16949인증 취득
 압력센서 모듈개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정빈 /  Kim, Jung Bin

본 사
(34104)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205번길 6-28

TEL 042-863-2840 FAX 042-861-0843

공 장 上同

연 구 소 上同

해외지사 Japan /  HongKong / Chin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2,099 18,148 30,247 7,800 18,200 26,000 11,200 16,800 28,000

센서 8,470 12,704 21,174 3,900 12,740 16,640 6,720 13,440 20,160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5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획 이현영 임원 042-863-2840 leehy@ 
raytron.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광센서 및 모듈형센서

기타 조명용 LED

주요

납품처

국내 S / L 전자 外

국외 일본 / 중국 / 베트남/ 브라질 外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 10. 0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raytron.co.kr

IR Receiver module 

Turbidity Sensor

3in1 sensor 
Ambient Light Sensor+LED+IR or Color 

sensor+LED+IR

Optical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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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마이크로인피니티는 항법센서 및 항법시스
템 전문기업입니다. 2001년 설립 이후 혁신적 
기술개발로 가전, 산업, 자동차,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 항법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고객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높
은 신뢰도의 제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군수분야의 고정밀 MEMS
센서 및 항법시스템을 국산화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창의적인 항법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센서부터 시스템까지 최고의 제품을 제
공하여 여러분의 진정한 항법 솔루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  ㈜마이크로인피니티 법인 설립, 
벤처기업 지정

2002  무인항공기용 항법시스템 개발
(MEMS/GPS/INS 복합항법시스템)

2004  MEMS FAB 시설 확보(MEMS센
서, 자이로/가속도계 설계/제작)

2005~2006  자동차용 항법장치(DR/GPS), 로
봇청소기용 항법센서 양산

2008  사옥이전(수원 광교테크노밸리內 
한국나노기술원), MEMS fab 확장

2009~2011  군수사업수주(MEMS가속도계, MEMS 
SAU, 무인기, 수중무기사업 등)

2012  로봇청소기용 항법센서 누적생
산량 100만개 돌파

2014  군수사업수주(유도무기 관성측
정장치, 무인기 항법장치 등)

2015  로봇청소기용 항법센서 누적생
산량 200만개 돌파

2018~2019  핵심부품 국산화 및 무기체계 
개발 사업자 선정(감지기조립
체, 관성측정장치 등)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1.03.24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min�nity.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정학영

본 사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8층

TEL 031-546-7400 FAX 031-546-7409

공 장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 구 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8층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031 24 5,055 2,721 185 2,906 1,742 359 2,101

센서 1,419 24 1,443 863 185 1,048 459 359 818

R&D 투자 915 - 915 799 - 799 645 - 645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34 24 1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영업 유윤희 주임 031-546-7408 yhyoo@
minfinity.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청소로봇용 / 차량용 항법센서

기타 무기체계용 항법시스템(MEMS IMU/AHRS 등)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LIG넥스원 등

국외 중국(Fmart, cnnewbot 등)

마이크로인피니티 
Microinfinity Co., Ltd.

XNI50

XND100

XNA10

AHRS 자세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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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Mando-Hella Electronics

 회사소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만도와 Hella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첨단 자동차 전자
부품 회사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8.11  법인설립
2010.04  양산개시(ABS/ESC/Yaw&G/WSS)
2011.07  MHES(중국 법인) 설립
2011.08  ISO26262 인증(Steering Sensor)
2012.11  MHES 양산 개시
2014.12  Front Radar (77Ghz) 양산
2015.05  MHEI (인도 법인) 설립
2015.12  7천만불 수출의 탑 달성
2017.07  MHEI 양산 개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심상덕 / Sim, Sang-Deok

본 사
(220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24

TEL 032-850-7114 FAX 032-850-7114

공 장 (220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24

연 구 소 (220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24

해외지사
(215153) No. 160 Kunlunshan Road Suzhou District P.R. China
(600001) Kancheepuram Dist 602 105 Vallam Vadagal, Sriperumbudur Plot G 
58-60, SIPCOT Industrial Park CHENNAI, Tamil Nadu, Indi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23,444 573,743 651,259

센서

R&D 투자 4,605 5,866 2,774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17 142 675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PU3 유광호 책임연구원 032-850-7186
kwangho.yoo 
@mandohella.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차량용 레이다/카메라
(내부: DMS/ROA 외부: LRR/MRR/SRR/Front Camera)

기타 ECU(ABS/ESC/EPS), AVAS

주요

납품처

국내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국외 Plastic Omnium, Youfin, NEVS, Mahindra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8.11.26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mandohella.com

TAS(Torque & Angle Sensor)
핸들의 조타각도를 측정하여 운전자의 조향 
의지를 검출하는 센서

DMS(Driver Monitoring System)
카메라와 레이다로 운전자의 시선, 눈 깜빡
임, 심박 및 호흡 등을 감지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

Pressure Sensor
차량 내 특정 유체의 압력을 검출하고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치
(ESC, SCR, Water injection 용 개발 중) 

ROA(Rear Occupant Alert)
후석 내 생명체 유무를 감지하여 유아 방치로 인
한 열사병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레이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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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당사는 Charge transfer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
자의 입력을 감지하는 Touch IC, 자기유도방
식을 기반으로 무선고속충전IC를 설계 및 판
매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사의 원천기술 
및 국제 인증(WPC)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전자제품 업체에 터치 컨트롤러 IC, 무선충전 
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2.02 ㈜멜파스 설립
2006.02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2007.11 삼천만불 수출의 탑
2008.02 IR52 장영실상
2008.10 벤처코리아 대통령 표창
2009.12 코스닥 상장
2010.11 1억불 수출의 탑
2013.12 5억불 수출의 탑
2014.11 중국 합작회사 Liansi설립
2016.08 중국 합작회사 Celfras설립
2019.01 터치 IC/ MSS100양산개시
2019.07 고속 무선충전IC양산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2.02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melfas.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민동진/ Min Dong Jin

본 사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TEL 031-707-2280 FAX 031-707-8826

공 장

연 구 소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3 505 558 44 463 507 104 608 712

센서 53 505 558 25 301 326 27 408 435

R&D 투자 61 44 2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50 27 23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술본부 이병준 부장
010-9550-

1370
bj.lee@

melfas.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Touch IC, Wireless charge IC

기타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 LG

국외 기타

㈜멜파스
Melfas Inc.

터치 컨트롤러 IC
- 터치 컨트롤러 IC, 19년 개발/양산
- 주요 고객사의 전략 휴대폰에 적용 중

무선충전 IC
- 자기 유도방식의 고속충전 IC, 18년 개발/양산
-  Qi 인증 및 WPC (Wireless Power 
Consortium) Worldwide EP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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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명성인스트루먼트
Myungsung instrument.

Co.,LTD.

 회사소개
㈜명성인스트루먼트는 수입에 의존 해왔던 IT
장비용 내화학성 압력 및 온도트랜스미터, 전
자식 기록계를 자체 개발, 국내 반도체 및 LCD
장비 부품의 수입대체효과에 일익 공헌하였
으며 압력센서 전문메이커로서 지속적인 신
제품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산업 측정의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7.03  명성계전 설립, 압력기록계 생산 
(국내 최초)

1996.09  ㈜명성인스트루먼트 법인 설립
2008.01  상표등록 “TRATOM” 

(특허청 제40-0734818호)
2008.03  CE Marking 인증 
2008.0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10.07  내압방폭인증 Ex d IIB T4
2018.05  중국 방폭(NEPSI) 인증
2019.07  본질안전방폭 Ex ia IIC T6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철구 / Chul-Gu KIM

본 사
(08513)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TEL 02-2082-4333 FAX 02-6499-3345

공 장 (08513)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연 구 소 (08513)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800 - 2,800 3,100 12 3,112 2,811 29 2,840

센서 2,000 - 2,000 2,400 12 2,412 2,011 29 2,040

R&D 투자 300 - 300 400 - 400 350 - 35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4 3 -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술영업 김영준 차장 02-2082-4331
yjkim79@

msinstrument.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압력 & 온도센서

기타 기밀시험기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세메즈

국외 -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6.09.13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msinstrument.com

MSP-102
일반 산업용
압력전송기

MSP-502
내압방폭인증 
압력전송기

MSP-2000
내산성 압력전송기

MSP-5000
본질안전방폭인증 
압력전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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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모루기술은 소음진동 측정장비 제조 및 엔지
니어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세계 최
고 수준의 내구수명이 확보된 정밀형 DC가속
도센서를 국산화하였으며, 무선통신기술을 
융합한 무선진동계측시스템을 개발하여 기계
설비의 고장진단분야, 층진진동 계측분야 및 
지진계측분야로 사업화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4 모루기술㈜ 법인설립
 벤처기업 및 기술연구소설립
2015 공동대표이사변경(김혜진, 서종철)
2016  소재부품전문기업,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등록, 가족친화인증기업 등록
 벤처창업대전 산자부장관상
 카이스트 최우수기업 선정
20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모루기술 사옥 준공 및 본사이전   
2018 글로벌IP 스타기업선정
 울산시장 표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2014. 01. 03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moru.kr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혜진, 서종철 / Kim Hyejin, Seo Jongcheol

본 사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 벤처타운 308호

TEL (042)863-2571 FAX (042)934-2579

공 장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 벤처타운 308호

연 구 소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 벤처타운 308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577 - 2,577 1,811 - 1,811 1,900 - 1,900

센서 570 - 570 655 - 655 800 - 800

R&D 투자 186 - 186 160 - 160 175 - 175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0 6 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경영관리 김혜진 CEO 863-2571 admin@moru.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정밀형가속도센서, 무선진동센서, 층간진동계측센서, 
보급형진동센서, 무선토크센서

기타 무선토크센서, 무선압력센서 모듈

주요

납품처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연구소, 대기업 연구소 

국외 계측장비업체

모루기술㈜
MORU ENGINEERING Co.,Ltd

정밀형가속도센서 

무선진동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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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바이오루츠
Bioroots

 회사소개
바이오루츠는 바코드 미세 입자 기반 다중 분
석/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다중 분석/진단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
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이오루츠의 역
할이자 미션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8.08. 법인설립 
2018.10. 기술혁신형 과제 선정
2019.02.  인코딩 입자 분석 자동 형광 스캐너 

시제품 완료
2019.0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선정
2019.05.   중기청 디딤돌 과제 선정
 핵산마커 다중 진단 분석 특허출원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장대호 / DaeHo Jang

본 사
(1312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IT대학 B205호

TEL 031-759-4576 FAX 031-759-4577

공 장

연 구 소 (1312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IT대학 B205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0 0 0 74 0 74

센서 0 0 0 0 0 0

R&D 투자 0 0 0 0 0 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 4 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시스템개발팀 서창덕 과장
010-3311-

4048
tjckdejr1@
gmail.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FS100(다중 분석 장치)

기타 인코딩 입자, Microchamber chip, 소프트웨어

주요

납품처

국내 대학 및 기업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8.08.15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maximultix.com

인코딩 입자(소재)

Microchamber chip

다중 분석 장치
/분석시스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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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2017년 설립한 회사로서, 2002년부터 10년
간 VITonet 와 미국 디트로이트 소재 Delphi사
와 세계최초로 공동개발한 파워 도어용 비접
촉 센서시스템 [Anti-pinch sensor system for 
power door]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한 Power Window, Power Sliding Door, Power 
Lift Gate, Power Tail Gate, Power Sun-roof 의 
세계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 안
전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서 인류공
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해 끊임
없이 도전해 나갈 것 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7년 6월 1일 : 설립
2018년 7월 : S/strip 및 센서회로개발
2019년 10월 : 특허출원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1. sensor strip for Anti-pinch
2.   Control Module for Anti-pinch system [Power 

Window & Slide Door, Tailgate]
3.   Autonomous parts
4.   RF Antenna and System with 5G comm for 

car

2017.06.0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vitonetap.co.kr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윤영표 / YOON YOUNG PYO 

본 사
(3101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161 

TEL 041-585-0325 FAX 041-585-0326

공 장  상동

연 구 소  상동

해외지사 Tokyo Office: 2-1,21-806, Kameido, Koto-ku, Tokyo 136-0071 Japan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50 150

센서 150 150

R&D 투자 500 700 500 1,7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7 5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송원철 연구소장/고문
010-5406-

5447
analogian@
gmail.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센서 스트립 / Sensor Control Module

기타 Autonomous parts

주요

납품처

국내 현대기아/도요다, 혼다_Auto Tech [일본]/테슬라

국외

㈜비토넷에이피
VITonet ap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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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삼영에스앤씨
SAMYOUNG S&C Co., Ltd.

 회사소개
칩형 온습도센서와 초미세먼지센서를 생산
하는 회사로서, 기초소자를 만드는 반도체 공
정부터 모듈 패키징, 트랜스미터 완제품에 이
르는 일괄 공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
서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ISO/TS 14001과 IATF16949를 준수
하여 합리적인 센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환경
센서전문 기업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  기업설립
2003  In-House FAB. 준공
2006  Honewell 습도센서ODM 계약
2009  HumiChip® 개발/양산
2010   FORD MOTORS向 온습도센서 모듈 납품
2012  Amphenol(舊 GE) 온습도센서 ODM 계약
2013  삼성전자, Electrolux向 온습도센서 모듈 

공급

2014  초미세먼지센서 개발/양산
2016  Philips向 먼지센서 납품
2017  LGE VC 차량용 먼지센서 납품
2018  AEC-Q100 인증 획득
2019  IATF16949 인증 획득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박상익 / Sangick Park

본 사
(13229)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6 

TEL 031-741-1830 FAX 031-741-1821

공 장 (132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번길 16

연 구 소 (13229)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6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2,332 2,266 14,598 13,242 1,565 14,807 13,481 1,197 14,678

센서 8,518 2,266 10,784 8,578 1,565 10,143 7,993 1,197 9,189

R&D 투자 1,696 1,285 1,512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77 18 5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전략기획팀 이민철 팀장 031-780-9977
lmc@

samyoungsnc.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칩형 온습도센서, 초미세먼지센서, 습도 및 결로센서

기타 복합 공기질 감지기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캐리어, 세스코, LGE, 코웨이, KT

국외 FORD, Amphenol, Philips, Electrolux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7.0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amyoungsnc.com

HumiChip®
AEC-Q100 Standard 
인증의 칩형 
온습도센서

자동화 Calibration 
설비 생산

초미세먼지센서

(PM1.0, PM2.5, 
PM10)

자동화 Calibration 
설비 생산

HumiChip®기반의 
전압출력 모듈
I2C, Voltage 등 
다양한 출력 지원

복합 공기질 감지기
유무선 통신 및 Data 
Storage 기능 탑재
환경부 성능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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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세미로드는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 경기
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력 생산품은 인
라인 다성분 농도계와 공정웨이퍼 생산입니
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00mm 파운드리 공
정서비스를 진행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분해능을 자랑하는 다성분 농도계를 자체 개
발하여 국내 대기업 및 해외 LCD 대기업에 제
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7. 01  ㈜세미로드 설립
2007. 06  벤처 기업 확인
2007. 07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자 

선정

2009. 0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선정 
(지식 경제부)

2009. 11  MEMS Fab. 구축(파주)
2011. 11  창업성장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2012. 09  실시간 농도계 개발
2013. 03  농도계 LG디스플레이 판매
2014. 02  농도계 중국 BOE 판매
2015. 05  반도체용 3성분 농도계 삼성전자 

양산 라인 진입
2016. 03  본사 사옥 준공
2017. 12  동탄 사무소 개소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단성분 농도계
- 다성분 농도계
- 공정 웨이퍼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7.01.03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emiroad.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홍성 / Kim Hong Seong

본 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86번길 95

TEL 031-940-2590, 1592 FAX 031-949-1594

공 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86번길 95 

동탄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SH타임스퀘어 811호

FAB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86번길 48-65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4,790 4,157 3,500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5 5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김정용 부장
010-2888-

8254
fait4444@

semiroad.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농도계(흡광도 센서, 초음파 센서)

기타 공정 웨이퍼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국외 BOE, CSOT, TIANMA 

세미로드

농도계: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1~3가지 성분의 화학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초음파 센서:
용액 내 초음파 이동속
도를 측정하는 센서

흡광도 센서:
용액으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정도를 
계측하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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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세종공업㈜
Sejong Industrial CO.,Ltd.

 회사소개
세종공업은 창사이래 40년이상 자동차용 배
기시스템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센서를 위주로 한 전장아이템 연구개발을 본
격 추진하였습니다. 회사 제품 라인업을 강화
하고, 고객 확대를 통해 미래 지속 성장의 기
반을 곤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76  회사 설립
1993  기술연구소 설립
1995  ISO9001인증
2002  중국공장 설립(북경, 염성)
2004 ISO14001/TS16949 인증
2006  ㈜세움 설립 / 유럽 공장 설립
2008  북미공장 / 러시아 공장 설립
2009  전장연구소 설립
2012  중국연구소 설립
2014 ㈜아센텍 계열사 편입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기홍 /  Kim Gi Hong

본 사
(44252)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82 (효문동)

TEL 052-219-1699 FAX 052-283-2211

공 장 (44252)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82 (효문동)

연 구 소 (169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20 U타워 31층

해외지사 (36032) 450 Old Fort Road, Fort Deposit, Alabama, US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72,000 864,000 1,036,000 205,000 894,000 1,099,000 300,000 800,000 1,100,000

센서 59,700 19,000 78,700 66,000 4,300 70,300 52,000 28,000 90,000

R&D 투자 - - 25,300 - - 26,500 - - 27,0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35 12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센서전장팀 장지상 수석연구원 031-219-9874 jsjang
@sjku.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휠스피드센서, 압력센서, 수소센서, 수위센서

기타 배기시스템(배기정화장치, Muffler)

주요

납품처

국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두원공조

국외 VW, GM, GEELY, SAIC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76.06.10
KOSPI(○)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sjku.co.kr 

수소센서 및 휴대용 
수소누설검지기

에어컨 냉매 
압력센서

수소 압력센서

휠 스피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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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Sensohub는 하이엔드 이미지 센서 솔루션 공
급업체로 산업용, 의료용 및 고객 전용의 혁
신적인 이미지 센서를 제공하며, 당사의 이미
지 센서는 CCD 및 CMOS 이미지 센서 개발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탁월한 고화질을 제공한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5.01 회사 설립
2015.09 18K/12K/9K
 TDI Line Sensor 양산 
2016.06 23K/16K/6K/4K/3K
 TDI Line Sensor 양산
2018.10 초고해상도 90M/155M
 Area Sensor 양산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산업용 Hybrid TDI Line Sensors
- 6K ~ 23K resolution
- 80 ~ 200kHz Max. line rate

산업용 초고해상도 Area Sensors
- 90M, 155M resolution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5.01.02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ensohub.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남정현 / Junghyun Nam

본 사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7, 411호

TEL 070-7572-8710 FAX 0507-0335-7047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395 1,395 3,047 3,047 4,789 4,789

센서 1,395 1,395 3,047 3,047 4,789 4,789

R&D 투자 196 196 820 820 533 533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6 4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SCM 전준호 이사
070-7572-

8710
sensohub@

sensohub.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산업용 초고해상도 영상소자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뷰웍스

국외

㈜센소허브
SensoHub Co., Ltd.

6K/4K/3K Hybrid TDI 
Line Sensor

23K/16K/12K Hybrid 
TDI Line Sensor

18K/12K/9K Hybrid 
TDI Line Sensor

155M 초고해상도 
Area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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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센텍코리아
Sentech Korea Corp.

 회사소개
㈜센텍코리아는 1998년 포항 산업과학연구
원 최초로 탄생한 벤처기업으로, 정확도와 내
구성이 우수한 반도체식 가스센서의 대량생
산 기술을 기반으로 음주측정기, 가스경보기
의 사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음주측정기의 경
우 대한민국 경찰청 및 해외 45개국에 수출하
고 있는 수출 중심형 기업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8.07 센텍코리아 법인 설립 
1998  경찰청 음주감지기 조달 공급
2002  EM 마크 인증 
2011  수출 1,000만불 탑 수상 
2012  해외지사 설립 - 독일 
2013 경찰청 음주측정기 조달 공급 
2014  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
2015  TS16949인증 획득 

인증현황 INNI-BIZ, ISO, NET, AEO
 DOT,NF, EN15964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가스센서
- 음주측정기
- 가스 누설 경보기
- 산업현장 제어용 음주 측정 시스템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유도준 / Yoo Do Joon

본 사
(10880)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5번길 21-6(신촌동)

TEL 031-8071-4400 FAX 031-8071-4411

공 장 (10880)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5번길 21-6(신촌동)

연 구 소 (10880)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5번길 21-6(신촌동)

해외지사
Germany office: Am Kronberger Hang 2, Schwalbach Am Taunus, 65824 
Germany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3,602 10,638 14,240 3,460 11,221 14,681 5,893 14,536 20,429

센서 648 1,382 2,030 761 1,458 2,219 1,060 1,744 2,804

R&D 투자 1,500 1,890 2,02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62 13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술연구소 정종진 책임연구원
010-2212-

7893

jjjung@
sentechkorea.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1 ), 모듈형( 2 ), 시스템( 1 )

생산품목
센서관련 가스센서, 음주측정기, 가스누설 경보기

기타 산업현장 제어용 음주측정 시스템

주요

납품처

국내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영S&C

국외 일본, 미국, 독일등 전세계 45개국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8. 07. 29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entechkorea.com

가스센서 :
반도체식/ 전기화학
식 타입의 가스센서, 
빠른응답속도, 고감
도 및 정확성

가설누설 경보기 :
반도체식 타입의 가
스센서 장착, 불완전 
연소 CO, LPG, LNG 
가스감지, 보일러 내
장형으로 사용

음주측정기 :
음주여부를 신속히 
확인가능, 10%내의 
높은 오차율 확보

산업현장 제어용 
음주측정 시스템 :
산업현장 입출입용 
음주측정시스템, 전
기화학식 센서 장착, 
빠른응답속도, 높은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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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소나테크㈜는 지난 20년 동안 해양장비 및 전
자통신 분야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
내 최초로 수중음향 기술을 이용한 해양관련 
장비를 독자적 기술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
습니다. 현재는 수중음향 기술뿐만 아니라 음
파, 통신을 복합적으로 응용한 분야, 해양 레
저장비 분야, 로봇 분야 등 영역을 조금씩 확
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소나테크㈜는 수
중음향, 전자통신 및 제어계측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개발 최고의 리더가 되기 최선
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10 소나테크㈜ 설립
2002.  측량장비 3종 개발 판매
2002.10 공장 등록
2003.  소나기술연구소 설립
2010.10  사업장 이전 

(부산 영도구 절영로 523 KT동삼5층)
2015.04  사옥 완공 및 이전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53번길 
9-37)

2015.08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업” 업종 추가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10.3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onartech.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박승수 / Seungsoo Park

본 사
(48428)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53번길 9-37

TEL 051-403-7797 FAX 051-403-7706

공 장 (48428)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53번길 9-37, 2층

연 구 소 (48428)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53번길 9-37, 3층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4,900 300 5,200 7,650 750 8,400 7,900 1,300 9,200

센서 1,470 90 1,560 2,295 225 2,520 2,220 360 2,580

R&D 투자 - - 1,300 - - 2,100 - - 2,15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39 19 2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술지원과 이주은 과장
070-4285-

4899
Webmaster@
sonartech.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수중음향센서, 소나센서, 수중측정센서

기타 수중탐색시스템, 소나장비, 수중계측장비

주요

납품처

국내 해군, 방사청, 방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국외 해군, 대리점

소나테크㈜
SonarTech Co.,Ltd.

멀티빔에코사운더

잠수함측심기

통합소나모듈

선체부착형
수중 탐색 음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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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스마트지오텍
Smart Geotech

 회사소개
당사에서는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
템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사
면의 변형을 계측하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
라 변위속도 기준치에 도달할 경우 경보를 발
령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최첨단 IoT 기반 
기술로 현대인의 삶을 보다 더 안전하도록 하
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7.10.30 법인 설립
17.11.23 사업자등록
18.01.1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8.01.19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8.07.26  벤처기업 등록 
18.09.28  서울지점 개소
19.01.2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연희 / Kim Younhi

본 사
(2420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81-10 바이오융합관 210호

TEL 033-250-6463 FAX 033-251-6463

공 장 (05855)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6길 7(문정동651-14) 송파 유탑테크밸리 803호

연 구 소 (05855)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6길 7(문정동651-14) 송파 유탑테크밸리 803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35 135 140 140

센서 135 135 140 140

R&D 투자 300 300 300 3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6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 김용성 부사장
010-2435-

3721

yskim@
smartgeotech.

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7.10.3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http://smartgeotech.co.kr

게이트웨이

GFRP변형률 센서 
(암반사면)

IoT 클라이언트

사면붕괴 변형률 
센서 (토사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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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Si, SiGe, 복합 반도체 등을 활용하여 특화 반
도체 소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Sigetronics 
입니다. Sensor(PD, APD, Photo TR) 외에도 
IT(Zener, TVS, Flip Chip), Power, Foundry를 포
함한 Si Resistor, Jumpur Chip 등 다양한 제품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8  Founded Sigetronics, Inc. 
2009  Mass production of Zener(ETRI)
2010  Start R&D Institute(FAB-I)
2012  Development of ESD filter
2013  Development of FRD&ULC-TVS
2014  Flip chip TVS sale start
2015 FAB-II construction
2016 Development of Photo-TR
2017 Contract for LiDAR project
2018 APD/Photo-TR development
2019 FAB-III mass production
 E-GaN FET development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8.01.25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igetronics.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심규환 / Shim Kyu-Hwan

본 사
(5531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97

TEL 063-262-4652~3 FAX 063-262-4660

공 장 (5531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97

연 구 소 (5489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반도체물성연구소 416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017 5,646 10,663 4,432 7,818 12,250 4,585 8,089 12,674

센서 - - - - - - 10 34 44

R&D 투자 443 - 443 531 - 531 546 - 57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75 8 67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경영지원팀 김정남 대리 063-262-4653
Kjn0707@
sigetronics.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Photo-TR, APD, Photodiode

기타 Zener, TVS, Power FET, FRD, SBD, Resistor, GaN HEMT, GaN SBD

주요

납품처

국내 예스티 등

국외 SUNMOON SEMI Etc.

시지트로닉스
SIGETRONICS

APD Wafer

Zener

APD Package

TVS

GaN HEMT

GaN SBD

Power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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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신성씨앤티
SHINSUNG CNT

 회사소개
㈜신성씨앤티는 수년 동안 모바일 장치 및 디
스플레이용 EMI, 방열 테이프 및 필름, 각종 
특수 부자재 등을 제작, 공급해오고 있음. 또
한 현재 모션 센서, 음향 센서, 생체 및 환경 센
서 등의 MEMS 센서 제품을 개발중임.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5  신성공업 설립
1996  산업 Tape 자재용 생산 라인 set up 
2001  고유방열기술 개발 
 (특허 ISO9001: 2000)
2002  LG전자 1차협력사 등록
2006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
 협력사 등록
2010  베트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1차 협력사 등록
2013  한국 구미 및 베트남 사무소 확장
2014  신성중앙연구소 개설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민우, 김용국 / LEE MIN WOO, KIM YONG KOOK

본 사
(0859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11 S비즈니스센터

TEL 02-2175-2400 FAX 02-2135-1640

공 장 (3917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27-13

연 구 소 (0859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11 S비즈니스센터

해외지사 Lot B1, Song khe-Noi hoang TP, Bac Giang City, Bac giang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4,079 117,587 171,666 18,051 66,212 84,263 20,075 40,790 60,865

센서 - - - -

R&D 투자 1,179 - 1,179 2,125 - 2,125 1,351 1,351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26 15 -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미래사업부 변나영 사원 02-2135-2453
nypyon@

shinsungcnt.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

기타 SS-MHS001, SS-DHS001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

국외 -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5.07.06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hinsungcnt.com

휴대폰에 적용되는 MAIN PCB 및 배터리용 방
열 시트 및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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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쌍신전자통신㈜는 1973년 설립한 회사로, 
Color TV 등에 국산화 부품을 공급하면서 시
작이 되었으며, 90년대 세라믹사업에 진출하
여, NTC 온도센서, 이동통신에 Filter와 ANT, 
환경 이슈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73  한국쌍신전기 설립
1990 세라믹사업 시작
1995  HKMC용 F/Sensor 공급
2002  습도센서 개발
2003  사명 변경
2007  SQ 인증 획득
2009  HKMC용 세라믹 공급
2015  먼지센서 공급
2016  이온나이저 공급
2018  IATF 인증 획득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73.11.14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anshinec.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장재혁 / CHANG JAE HYUK

본 사
(30049) 세종시 연서면 당산로 507

TEL 044-865-9000 FAX 044-865-9339

공 장 상동

연 구 소 상동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00 30 7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영업 이학진 이사
010-3781-

4684

jini@
sangshinec.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차량용 위치 센서 & 환경 센서(온도/습도/먼지 등)

기타 통신용 부품

주요

납품처

국내 HKMC 등

국외 BMW 등

쌍신전자통신㈜
SDANGSHIN 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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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씨자인
CESIGN Inc.

 회사소개
씨자인은 국내 다양한 센서 업체와 협업을 통
하여 여러 분야의 센서 신호 처리용 반도체 IC
를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센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고객사의 경쟁력 향
상에 기여 하기를 희망합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6.08 회사 설립
2012.02 분당구 소재 본사 이전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IC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정표 / KIM, JEONG PYO

본 사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2 (구미동, 보명프라자)

TEL 070-4353-5852 FAX 031-716-6606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0 18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총괄 김정표 대표이사
010-9567-

7388
peppar.kim@
cesign.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MEMS 마이크 ROIC, 지자기센서 ROIC, 가속도/자이로 ROIC, 
MEMS Mirror Driver IC, Stylus Pen ROIC, IR 센서 ROIC 등 

센서신호 처리 IC

기타 Class-D Audio Amp, Energy Metering IC, Customer ASIC 등

주요

납품처

국내 센서 Module 업체, 시스템 업체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6.08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c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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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아이센스는 첨단 바이오센서 기술과 전기
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건강에 도움을 주
는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바이
오 회사입니다. ㈜아이센스는 수년간 기술개
발 경험, 특허와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선도적
이고 편리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출시
하여 글로벌 진단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
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   ㈜아이센스 창립 
2002   ㈜아이센스 부설연구소 준공
2008   혈당측정기 ‘케어센스® II’,  

‘케어센스® 팝’ FDA 승인 
2010   ‘케어센스® N’ 중국 CFDA 인증
2013   코스닥(KOSDAQ) 상장
2017  제품품질혁신부문 국가품질혁신상 수상
2018  혈당측정기 ‘케어센스®S Fit’ FDA 허가 

완료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5.04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http://i-sens.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차근식

본 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43 아이센스빌딩 (서초동 1556-2)

TEL 02-916-6191 FAX 02-942-2514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37,419 149,179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676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cs1

@i-sens.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혈당측정기, 당화혈색소 분석기, 전해질분석기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아이센스
i-SENS, Inc.

자가혈당측정시스템 
케토센스(KetoSens)

당화혈색소 분석기 
A1Care® 분석기

동물용 
혈당측정시스템
벳메이트TM 

(VetMate)

전해질분석기 
i-Smar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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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아이쓰리시스템은 1998년 창업하여 적외선 
센서 및 관련 시스템 분야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국내 유일한 적외선 센서 분야 방산
업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09년부터 군 전력화를 하였으며, 2013년
에는 나로과학위성에 탑재되어 한반도 열 영
상을 촬영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
습니다. 군용 적외선 센서 이외에도 의료용 
X-Ray 센서와 민수용 적외선 센서를 지속 개
발 국내, 해외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는 수출입통제 대상인 전략 
물자로서 국방과 의료, 민간 계측장비 분야에
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산화가 반
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고
화질, 고성능 센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쉼 없
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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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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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정 한 / Han Chung

본 사
(340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69 (관평동)

TEL 070-7784-2506 FAX 042-931-2555

장동연구소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2 (장동)

문지동사업장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35 (문지동)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49,805 19,803 69,608 54,223 14,942 69,165 41,607 10,255 51,862

센서 44,697 19,803 64,500 49,120 14,942 64,062 40,219 10,255 50,474

R&D 투자 - - 1,003 - - 2,022 - - 3,469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368 86 28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사업관리 이용우 팀장
070-4944-

7740
ywlee@

i3system.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적외선 검출기, 적외선 카메라 & 카메라 모듈

기타 시뮬레이터, 카메라 전자부 등

주요

납품처

국내 국내 방산업체 및 보안관련 민수 업체

국외 해외 방산업체 및 보안관련 업체

아이쓰리시스템㈜
i3system, Inc.

적외선 검출기
(소자형)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형)

적외선 카메라 엔진 
(모듈형)

치과용 
디지털 X선 검출기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8.07.11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i3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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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아이에스테크놀로지㈜
IS TECHNOLOGIES

 회사소개
초음파 센서 전문기업으로 창업한 아이에스
테크놀로지㈜는 현재 해군용 소나(Sonar) 소
자, 의료용 초음파(Hifu)소자, 수문센서(비접
촉식 수위·수량) 및 스마트 수도미터(초음파
식) 등 전문 센서를 국산화하여 전 세계에 공
급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9 원격검침 사업 본격화
 (서울시, 강릉시, 울진외 지자체)  
2017 IoT 상용화 개발 사업
2015 강원테크노파크 소재공장 설립
2012 300만불 수출 탑 수상
2007 NEP 인증(자동수위측정기)
 LIG NEX1 QAS방산품질 획득
2006 ISO/TS16949 인증
2002 QS9000인증, ISO9001:2000 인증
1996 센서시스템 연구소 설립
1993 ㈜신창 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유갑상 /  YOO GAB SANG

본 사
(21984)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M동 1603호

TEL 032-850-2600 FAX 032-850-2612

공 장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B동 510호,521호,217호

연 구 소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동 1602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0,135 1,040 21,175 8,917 1,726 10,643 9,610 597 10,207

센서 1,904 1,904 3,730 3,730 3,570 3,570

R&D 투자 1,182 1,182 1,355 1,355 1,216 1,216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46 14 3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소재부품 배덕현 과장
010-2975-

1707
bdh@istec.

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고출력 음향센서, 레벨센서, 하이드로폰

기타 HIFU용 트랜듀서, 안마용 초음파패드

주요

납품처

국내 LIG NEX1, 한화, KORUST 등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3.04.14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
1993.04.14

고출력 음향센서
-   수중에서 쓰이는 고출력, 고 내수압용 송수
신 초음파 트랜듀서(백상어, 청상어/홍상어, 
중어뢰용 음향센서)

HIFU용 트랜듀서
-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때 
초점에서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라고 한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피부 리프팅과 종양제거 시술이다. 

레벨센서

-   공기중 거리센서 
(수위계)

하이드로폰

-   수중 Hydrophone 
고감도 내수압
용 전 방향(Omni-
direction)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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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2. 11. 22.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http://alpha-holdings.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구희도 / KOO HEEDO, 김영선 / KIM YOUNGSUN

본 사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TEL 070-4600-0000 FAX 070-4600-0096

공 장  

연 구 소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3,454 16,220 69,674 55,257 27,784 83,031 49,963 20,121 70,084

센서 - - - - - - - 125 125

R&D 투자 1,996 2,294 3,029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96 3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개발본부 이성권 수석 043-230-8070 sklee@alpha-
holdings.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IR Receiver 용 Pre-Amp IC, MEMS Mic용 ROIC

기타 LED Key driver IC, Security/Multimedia/Communication IC

주요

납품처

국내 레이트론㈜, ㈜원광전자, 광전자㈜ 등

국외 EVERLIGHT, XIAMEN HUALIAN, GOODTAKE 등

 회사소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문화된 반도
체 설계기반의 IT기술력과 차세대 바이오 기
술에 대한 R&D 투자를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질 높은 삶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고객과 종업
원이 모두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9.11 알파플러스칩 흡수합병
2019.11 세계일류상품 선정
 (IR-Receiver Pre-amp IC)
2019.12 에이디텍 흡수합병
2016.11 알파머티리얼즈 설립
2016.10 알파솔루션즈 물적분할
2016.08 알파바이오랩스 설립
2016.08 알파홀딩스 사명변경
2010.09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2003.11 삼성전자 Design Partner 지정
2002.11 알파칩스 법인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알파홀딩스
Alpha Holdings, Inc.

IR Receiver용 Pre-Amp IC
가전  제품내에  위치하
며 사용자의 리모컨으로
부터 적외선 제어 신호

를 수신하는 IR Receiver에서 적외선 신호를 
증폭시켜 Main Board에 위치한 MCU (Micro 
Controller Unit)가 해석 가능한 LOGIC신호 형
태로 전달을 해주는 Pre-Amp IC. 
-   주요 Application : TV, STB, 에어컨 등 

LED Key Driver IC
가전제품의 Front Panel 
후면에 위치하여 사용자
가 선택한 Key로 부터 받

은 정보를 이용하여 Panel 전면의 특정 LED를 
구동 하는 역할
-   주요 Application : 냉장고, 세탁기, 주방기기 

MEMS Mic용 ROIC
MEMS Mic.에서 MEMS
센서로 부터 발생되는 가
변 Capacitance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CODEC으로 전달
-   주요 Application : 휴대폰, 이어폰, Al 스피커 등

Total IC Design solution
ASIC & Design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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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태윤

본 사
(17792)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23

TEL 031-680-0600 FAX 031-683-2037

공 장 (17792)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23

연 구 소
주)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연구소 14층
부) (17792)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23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6,000 19,000 35,000 18,000 19,000 37,000 18,000 32,000 50,000

센서 16,000 19,000 35,000 18,000 19,000 37,000 18,000 32,000 50,000

R&D 투자 2,500 3,300 5,6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60 25 133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Technology 박수태 상무 031-680-0686
soo-tae.park@

amphenol-
sensors.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온도센서, 압력센서, 먼지센서, 적외선센서

기타 온 · 습도 복합센서, 수위센서, 가스센서

주요

납품처

국내 현대기아, 엘지, 삼성, SK

국외 GM, Geely, FCA, Ford, Edwards, Global Medical company

2000.11.25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amphenol-sensors.co.kr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암페놀센싱코리아

Amphenol Sensing Korea

 회사소개
암페놀센싱코리아는 온/습도 · 압력 · 가스 · 먼
지 · 적외선센서 · MEMS 센서 및 복합센서 등
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 산업
용 · 가전 등 다양한 시장에 센서를 공급하며, 
전체 매출의 65%를 수출하는 글로벌 센서 제
조 업체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7 IATF 16949 인증 
2014 암페놀센싱코리아(사명변경)
2005 지이센싱코리아(100% 지분)
2004 TS 16949 & ISO 14001 인증 
20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00  GE써모메트릭스테크놀러지 
 설립(LG전자 합작투자)
1999 GE써모메트릭스코리아 설립 
 (대우/LG전자 합작투자)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온도센서

적외선센서

먼지센서

압력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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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어보브반도체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 다양
한 종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MCU) 뿐만 아
니라 Sensor 및 Bluetooth Low Energy의 경쟁
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어보브반도체는 LG반도체 부터 매그나칩까
지 쭉 이어온 연혁으로 2006년에 매그나칩에
서 분사했으며, Analog IP, Digital IP 및 응용, 
Tool 관련 Totol solution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기술 주도의 회사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6.01 어보브반도체 법인 및 홍콩 설립
2006.03 중국 심천사무소 개설
2006.06 국제표준규격(ISO) 품질방침 인증
2007.05 수출유망기업 선정
2009.03 중국 상해사무소 개설
2009.06 코스닥 상장
2010.11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선정
2012.01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2013.12  제 50회 무역의 날  

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4.06 World Class 300 선정
2019.12 Intelligent SAR Sensor 기술 대상
2019.12 블루투스 칩 설계 기술 신기술 인증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광센서(Heartrate Sensor/Under Display Proximity)
- 먼지센서 ROIC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6.01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abovsemi.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최원 / Won Choi 

본 사
(281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3

TEL 02-2193-2200 FAX 02-508-6903

공 장 (281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3

연 구 소 (06177)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대치동 총회회관 7, 8, 9층

해외지사 Room 1401, Youse Building, No. 6013 ShenNan Road, Shenzhen, Chin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7,572 48,252 105,824 67,521 42,022 109,543 71,914 54,892 126,806

센서 5,559 5,488 27,000

R&D 투자 21,455 18,751 21,282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00 12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개발 서영진 수석 02-2193-2211 youngjin.seo
@abov.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광센서, 터치센서, 먼지센서

기타 MCU(Micro Controller Unit) 및 Sensor, BLE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등 

국외 Midea, HUAWEI, PHILIPS, Xiaomi, SONY 등

어보브반도체㈜
ABOV Semiconductor Co., Ltd

조도센서 터치 센서



41

센서기업 

㈜에스앤에이
SNA CO.,LTD

 회사소개
당사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가치제공”의 경
영이념을 가지고 2010년에 창립하였습니다.
세계 아날로그 IC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열
정과 다양한 제품의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고
객이 만족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을 개발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0   ㈜에스앤에이 설립
20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
2012   벤처기업 인증
2013  중소기업청 우수기업인상 수상
  경기도청 유망중소기업 인증
2014   본점 이전
  산자부 신기술 인증
20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ISO 9001, 14001 인증
2016  이노비즈 인증
2017   중국심천 World IT Expo참가
2018   한국전자전 참가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권경수 / Kwon Kyoung Soo

본 사
(16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타워동 2007호

TEL 031-253-2077 FAX 070-8866-8846

공 장

연 구 소 본사 내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928 1,854 2,228

센서 2,816 1,494 2,192

R&D 투자 440 564 49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2 8 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BLDC 진동모터IC, DVD용 PDIC 등

기타 광센서 및 피에조 구동 IC

주요

납품처

국내 YJM게임즈, 오토닉스, 외

국외 IM Digital Phil Inc., 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0.03.19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na-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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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SL-1

TL-3

GL-3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6.06.22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oslab.co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정지성 / Jeong Ji Seong 

본 사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GIST B동 101호

TEL 062-973-5051 FAX 062-973-5052

공 장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GIST B동 106호

연 구 소 (13449)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204호

해외지사 3003 N 1st St.#333, San Jose CA95134, US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59 427 359

센서

R&D 투자 436 934 2,535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43 31 1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R&D 윤희선 이사
010-9810-

3768
hyoon

@soslab.co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SL, GL, TL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자동차부품, 반도체공장, 대학연구소, 연구기관

국외

 회사소개
에스오에스랩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자율주행차량, 산업현장로봇, 자동화기기, 보
안 및 드론등 첨단기기들의 '눈(Eye) 역할'을 
담당하는 라이다(LiDAR, 사물의 형태 및 거리
정보를 2D 및 3D로 제공하는 레이저거리센서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임. 또한 라이다 센서
를 통해 취득한 데이타를 통해 물체인식, 감
지, 측정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함.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6.06 (주)에스오에스랩 설립 
2017.10  2017한국전자전 KES Innovation 

Awards, “Best New Product”
2017.11  KSME-SEMES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대상
2018.07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 

(SVIIF) 금상 수상
2018.09  KIC 중국 인큐베이터프로그램  

우승1등상 수상
2018.09 시리즈 A투자유치 (만도 외 9개사)
2018.10  2018한국전자전 KES Innovation 

Awards, “Best New Product” 수상
2018.11  북경대 창계미래 창업대회 2등상 

수상

2019.02  “LAB Start-up”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2019.06  2019 CES ASIA 참여 / SL-1 Vehicle 
부분 우수 제품 수상

2019.07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 1기 선정
2019.10  2019한국전자전 KES Innovation 

Awards, “Best New Product” 수상
2019.10 소재 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인증 획득
2019.12 지식재산경영인증서 획득
2019.12 A+투자유치 (55억, KDB외 2개사)
2020.01  2020년 CES 2020 전시회 참가 

(CES2018년부터 전시회 참가)
2020.01 On Semiconductor와 MOU 체결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에스오에스랩
SOS LAB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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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에스팩솔루션
S-Package Solution Co., Ltd

 회사소개
㈜에스팩솔루션은 반도체 관련 기술기업으
로서, 특히 후공정 분야에 차별화되고 특화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패키징 
Solution을 고객들에게 제공할수 있으며, 최
첨단 장비를 통한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벤처기업입니다. 
2002년 11월 창업한 이후 반도체, 센서,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를 포함한 각
종 센서를 개발 및 양산하고 있으며, 패키징 관
련 핵심 요소기술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최첨단 센서 패키지 전문기업으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향 센서 및 
센서 모듈개발과 양산능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센서기술 전문기업으로서 초소형 · 융복합센서 
및 스마트센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3.07 벤처기업 인증
2006.06  이노비즈 인증
2009.03  자동차용 반도체 압력센서 패키지 

개발 및 양산
2009.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1.03  디지털 온습도센서 양산
2011.12  대구테크노파크원장 표창
2016.03  MEMS Sensor 패키지 개발 및 양산
2017.12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표창
2018.01  ISO 90012015 인증
2019.10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2019.12  경북대학교테크노파크 스타기업 선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원오 / Wonoh Lee

본 사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B114

TEL 053) 953-1319~20 FAX 053) 953-1318

공 장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B111

연 구 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B114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121 1,121 1,000 1,000 1,050 1,050

센서 884 884 879 879 800 800

R&D 투자 165 165 165 165 200 2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0 4 6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경영 이원오 대표 053)953-1319 lwo@
spackage.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온습도센서, 압력센서, 포토센서, MEMS센서, 
Hall 센서, 가스센서

기타 MEMS 마이크로폰, 특수LED

주요

납품처

국내
㈜삼영에스앤씨, ㈜티에스이, 엘에스메카피온㈜, 

DB하이텍, ㈜원익, ㈜해동엔지니어링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2.11.18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spackage.co.kr

반도체형 센서 및 센서 패키지
(온습도센서, 압력센서, 포토센서, MEMS센서)

특수LED센서 및 Custom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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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에프비지코리아의 광섬유격자 응용센서
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 변형의 종류(변위, 
각도, 진동, 변형, 압력, 온도 등)에 따라 다양
한 제품이 있음. 광섬유격자센서는 전자기적 
영향을 받지 않아 측정 정확도가 높고, 낙뢰
나 누전, 합선 등의 염려가 없으며, 고유한 반
사 파장 값을 가지고 있어 상시 계측을 하지 
않아도 일정 주기 정기점검을 통해 장기 누적 
변형 관리가 가능함. 건물, 터널, 교량, 댐, 발
전소, 지하 공동구 등의 시설물과 선박, 항공
기 등 대형 운송수단의 안전진단을 위한 실시
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활용 되고 있음.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9  ㈜에프비지코리아 법인 설립
2012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2  이순신대교 광섬유센서 설치
2013  북미, 유럽 등MOU체결
2013  서울지하철 9호선 광섬유센서 시공
2014  광주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선정
2015  기술혁신형(Inno-Biz)인증 획득
2015   제1회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무총

리표창 수상
2018  한전중부발전 SILO 구조변형모니터링 

시스템 수주 및 포스코 포항제철 구조
물 변형감지 시스템 수주

2019  국내 14건 해외 4건 지식재산권 획득 
및 다수 출원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9.05.22.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fbg.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금석 / GEUM SUK LEE

본 사
(340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416호

TEL 042-933-5438 FAX 042-933-5477

공 장 (340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416호

연 구 소 (340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416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871 10 1,881 2,471 79 2,550 2,795 34 2,829

센서 1,871 10 1,881 2,471 79 2,550 2,795 34 2,829

R&D 투자 487 - 487 452 - 487 408 - 408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4 5 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개발부 김민재 연구원 042-933-5438 fbg277
@naver.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광섬유격자센서 및 응용제품

기타 광섬유센서 계측 시스템

주요

납품처

국내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케이티 등

국외 프랑스SCAIME, 헝가리 ATL

㈜에프비지코리아
FBG KOREA, Inc

광섬유격자 각도센서

광섬유격자 온도센서

광섬유격자 변형률
센서(외부부착형)

광섬유격자 
가속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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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에프티랩
FTLAB

 회사소개
㈜에프티랩은 전자물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본위의 연구개발 전문 회사로 2001년 설
립하였다. 고도의 정밀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장비 공급 기업에서 2014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사능, UV, 전자파 등 스마트 체커를 
개발하였고, 2015년 실시간 라돈센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센서 사업을 시작하였
다. 2016년 1월에는 본 라돈센서를 이용한 라
돈측정기가 국산 최초로 환경부 형식승인 획
득이 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실시간 라
돈 센서를 이용한 각종 융합제품, 실내공기질 
IOT사업 등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분야에 다
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05  ㈜에프티랩 설립
2008.08  ㈜에프티랩 기술연구소 설립
2015~2016  라돈측정기 NET 신기술 인증, 국

내 최초 형식승인 인증
2016.12  한국환경공단 표창장 수상 
2017.10  라돈측정기 중소벤처기업부 성능

인증

2017.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7.12  라돈측정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2018.11  라돈아이 프로(모델명:RD200P)  

미국 AARST 전문가용장비 인증 획득
2019.10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2019.11  환경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 경기도 유망환경
기업 지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고재준 / Jae Jun, Ko

본 사
(154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330번길 8, 503호

TEL 070-4906-4702 FAX 031-270-7916

공 장 (154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330번길 8, 503호

연 구 소 (1622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1006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6 1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획 유용순 차장
070-4906-

4702
sales

@ftlab.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라돈센서(RS9A, RD200M), 미세먼지 측정모듈, 

방사능/UV/TVOC 스마트 체커

기타
라돈측정기(FRD), 미세먼지 간이측정기(DSM101),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

납품처

국내 공기청정기, IAQ 모니터, 자동환기시스템 관련

국외 Ecosense(미국), RadonTec(독일)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1.05.18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ftlab.co.kr

RD200MRS9A

DSM101라돈아이, 라돈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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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8.09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nids.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본 사
(132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14, 7F

TEL 031-742-8200 FAX 031-748-4081

공 장 (132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14, 7F

연 구 소 (132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14, 7F

해외지사 (China) DongGuan, Chin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99 3,757 3,956 1,184 2,105 3,289 4,467 1,961 6,428

센서 199 3,757 3,956 984 2,105 3,089 4,361 1,961 6,322

R&D 투자 391 450 5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45 11 3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경영기획 김덕구 이사
010-3714-

5019
dkkim

@nids.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미세먼지센서, 가스센서, 센서IoT모듈

기타 측정기

주요

납품처

국내 위닉스, 쿠쿠, SK매직, 경동, 캐리어 등

국외 Dyson 등

㈜엔아이디에스
NIDS CO., LTD.

 회사소개
엔아이디에스는 환경분야 혁신적인 센서 제
품들인 미세먼지센서 및 각종 유해가스를 측
정할 수 있는 가스센서 제품들을 개발공급하
는 환경센서전문회사입니다. 2000년 설립이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 등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개발된 제품들은 글로벌시장
에 대한 수출과 내수시장 확대로 지속적인 성
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
2019  사옥이전(성남센트럴비즈타워)
2019  먼지센서누적수출 천만불달성
2018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2018  투자유치
2016  먼지센서 dyson 공급자선정
2015  먼지센서 출시
2015  먼지 센서 특허 취득
2007  현대자동차 AQS 공급
2005  digital 센서 특허 취득
2000  회사 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IR Dust Sensor
- Laser Particle Sensor
- CO2 Sensor
- VOCs Sensor
- 온도/습도 센서
- IoT Module

Laser Particle Sensor

온도/습도 센서 모듈

IR Dust Sensor

CO2 Sensor, TVO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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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영일랩스
Young Il Labs Co.,Ltd.

 회사소개
2005년에 설립되어 자동차용 EPS 및 e-comp
등의 시험장비를 개발하여 현대모비스, ZF-
TRW 및 한온시스템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플
렉시블한 진동센서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음. 가장 까다로운 과제를 해
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5  영일랩스 설립
2006  현대모비스 C-EPS시험기납품
2010  TRW R-EPS 시험기 납품
2011  기술연구소 설립
2013  시험기 수출
2014  본사 대구이전
2015  TRW에 C-EPS 시험기 납품
2015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16  현대모비스에 R-EPS 시험기
2017  한온시스템에 e-comp 시험기
2018  진동센서 개발
2018  랩뷰기반 제어시스템 구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정덕연 / Jeung Deug Yeun

본 사
(429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8길 40

TEL 053-588-1741 FAX 053-588-1743

공 장 (429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8길 40

연 구 소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광명SK테크노파트 C동 512,513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196 4,846 7,042 7,573 2,801 10,374 7,000 3,000 10,000

센서

R&D 투자 312 737 1,0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34 10 2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진동센서

기타 EPS, e-comp 시험기

주요

납품처

국내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발레오

국외 ZF-TRW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5. 01. 1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yila.co.kr

PVDF 진동센서

Brake 조립 및 
검사시스템

e-comp 조립시스템

EPS 조립 및 검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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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오킨스주식회사는 번인 소켓을 국산화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Wafer & 
PKG Test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과 Inertial sensor의 Test부분 사업에 참여 했
으며 현재는 각종 sensor test 및Calibration 환
경을 구축하고 있음.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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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소켓, 포고핀, 홀센서, 수위센서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8.04.13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okins.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전진국 / Jun Jin Kook

본 사
(16072)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13, 벽산선영케크노 501

TEL 031-460-3500 FAX 031-460-3588

공 장 (16072)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벽산선영테크노 605

연 구 소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산 19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37,111 4,237 41,348 31,857 4,793 36,650 35,000 4,793 39,793

센서

R&D 투자 1,900 1,900 2,000 2,000 3,0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19 5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반도체 최지혁 사업부장
010-9328-

7056
jhchoi

@okins.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홀센서, 수위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오킨스전자
Okins Electronics Co.,L TD.

수위 & 진동 복합센서로 물의양을 측정하여 
제아하고 진동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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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오투컴㈜
OTWOCOM

 회사소개
QCM(Quartz Crystal Microbalance) sensor 전
문 개발/생산업체, 특히 OLED 증착기 전용 
Sensor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외 반도체, 
광학용증착, LED 분야를 망라하여 증착기전
용 QCM sensor를 국산화하여, 국내 대기업에 
공급 및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Bio 응용 QCM 
sensor도 생산 중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9  회사설립
2012  OLED용 QCM sensor 개발
2013  OLED용 QCM 판매개시
2015  LED, 광학, 반도체용 QCM 공급
2016  OLED 전용 QCM 공동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6  부설연구소 설립
2017  소재부품전문기업(제16464호)
2018  QCM Sensor 성능혁신과제수행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박인실 / Park Insill

본 사
(1664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8

TEL 031-227-5302 FAX 031-227-5308

공 장 (1664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8

연 구 소 (1664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8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2,136 5 2,141 2,756 244 3,000

R&D 투자 272 15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1 5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총괄 박무근 부사장
010-4369-

6810

Mookeunpark
@otwocom.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QCM Sensor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국외 Tianma, BOE, Visionox 등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9.11.3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otwo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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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온습도,CO2 등 환경센서를 시작으로 하여, 가
스센서, 압력센서, IR 센서등 각종 센서들을 해
외에서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고객에 요
청에 희한 OEM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0~2019 에코나래(개인사업자)
2018 주식회사 올센싱(법인전환)
2019 BLE+CO2 모듈 개발(OEM)
2020 사업장이전 (용인시 기흥구)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8.10.08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allsensing.com
(www.econarae.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한만욱 / HAN MAN UK

본 사
(1709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A동 2214호(영덕동, 기흥힉스유타워)

TEL 070-4285-4020 FAX 02-6280-7851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2 12 150 150

센서 12 12 150 150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 0 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센서-먼지, 온습도, CO2, 산소, 가스, 압력, IR 외

기타 CO2트랜스미터, 공기질모니터, 가스측정장치

주요

납품처

국내 코웨이, 세스코 외

국외

㈜올센싱
allsensing Co.,Ltd.

광학식(형광소광) 
기술의 디지털 산소 센서

버섯재배를 위한 CO2, 
온습도 트랜스미터

IR LED에 기반한 
초저전력 NDIR CO2 센서

LASER 방식의 
초미세 먼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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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옵토레인
OPTOLANE Technologies Inc.

 회사소개
㈜옵토레인은 CMOS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직
접 설계하고, 바이오센서를 탑재한 의료용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반도
체와 바이오 기술인력이 함께 연구개발하여 
CMOS 바이오센서 on-chip에서 DNA등의 유
전자를 검출 및 분석하고 그 정보를 의료진단
에 활용하는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을 융합되
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기술기업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2.12  ㈜옵토레인 설립.
2015.10  Series A 65억원 투자
2017.08  Series B 100억원 투자 
2018.07  용인공장 설립
2018.08  Series B-1 120억원 투자
2019.04 GMP인증(체외진단기기)
2019.04  ISO 13485 인증 
2019.04  MDSAP (브라질) 인증
2019.07  PCR시스템 의료기기 인증
2019.12  Series C 120억원 투자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질병진단용 유전자분석기와 CMOS바이오
융합센서가 내장된 카트리지

-   카트리지에 환자의 검체를 주입한후 분석기
를 통해 질병을 진단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도영 / Do Young Lee

본 사
(13494)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41번길 20, 6층

TEL 031-737-7841 FAX 031-737-7849

공 장 (169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556 용인테크노밸리 A301-304

연 구 소 (13494)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41번길 20, 6층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470 470 21 4 25 16 212 228

센서 100 100 11 4 15 12 195 207

R&D 투자 2,591 2,591 4,914 4,914 5,745 5,745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78 47 31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경영관리본부 황인중 본부장 031-737-7841 Joseph@
optolane.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CMOS 포토센서 기반의 바이오융합센서

기타 진단 카트리지 및 유전자분석기

주요

납품처

국내 대학병원, 생명공학연구소

국외 암(종양)연구소, 국가별 질병관리본부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2.12. 05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optolane.com 

· 유전자 진단분석기
-   카트리지의 PCR을 제어하고 형광 data를 분
석하여 결과를 출력

-   Multiplex Real-Time PCR과 Digital Real-Time 
PCR 모두 가능

·   CMOS-Bio 융합센서가 내장된 분자진단  
카트리지

-   DNA 또는 RNA의 염기서열을 증폭하는 
Real-Time PCR방법으로 감염성 질환, 유전
형, 유전자 발현, 암 등의 질환 진단

-   CMOS 센서와 Bio-MEMS , 바이오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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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옵토웰은  2000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VCSEL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써 세계 몇몇 기
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VCSEL 광부품시장에
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VCSEL 
제조 기업입니다. III-V 화합물 Epi Wafer, CHIP 
Package 등을 20년동안 전 세계업체에 공급
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데이터 통신 및 고감도 
센서 시장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전 
세계 3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05  ㈜옵토웰 설립 
2000.10  850nm VCSEL 웨이퍼 및 칩 개발
2001.12  ISO9001 인증획득
2002.09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은상 수상 

(산업자원부장관상)
2002.12   세계일류상품 인증(산업자원부)
2002.12   우량기술기업 선정 

(기술신용보증기금)
2004.03   High Power 제품생산(10mW, 20mW)
2005.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전국경진대회 은상 수상
2006.12   세계일류상품 인증(산업자원부)
2007.07   ISO14001인증획득
2007.08   기술혁신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2008.01   ISO13486 인증획득
2008.02   CE인증획득
2012   센서용 850/940nm 고출력 
2018  ㈜ 옵토웰 신사옥 이전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5.1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optowell.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양계모 / Yang Gyemo

본 사
(54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42

TEL 063-214-1186 FAX 063-214-1137

공 장 (54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42

연 구 소 (54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42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57 11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소순영 과장
010-5093-

8809 
ssy@

optowell.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Epi Wafer, CHIP, PKG

기타 AOC, CWDM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 LG, LB루셈, 옵티시스

국외 OPTEK, SHARP, MURATA

㈜옵토웰
OPTOWELL CO.,LTD

광 센 서 로  응 용 되 는 
CHIP제품으로  파장은 
850/940nm 종류가 있으
며 1mW에서 2W까지 제
품이 있습니다. CHIP 단품
이 아닌 TO-CAN 및 OSA
로 Package제품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최신 VCSEL / PD 
diode 제품으로 만들어져 
장거리에 오디오 / 비디오 
신호를 고품질로 보낼 수 
있는 광소자를 사용한 광
연장기 제품입니다.

RCLED CHIP으로 파장은 
650/850nm 종류가 있으
며 주로 Dot Sight에 응용
이 되고 있습니다.

670/830nm 다중파장레이
저를 사용하여 코통증 완화
에 도움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COEVCSE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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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옵토파워㈜
Optopower CO.,LTD.

 회사소개
옵토파워㈜는 광섬유 센서의 개발, 에너지의 
저장장치 및 위험한 환경 분야에 적용할 있는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업체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8.6.26~28  International Optical 
Convergence EXPO2018 전시회

2018.11 특허출원(10-2018-0151254) 
2018.11  특허출원(10-2018-0146336)
2018.10  2018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전시회 참여 
2019.8.26~28  2019년 광 융합  

비즈니어페어 전시회 참여 
2019.10  특허출원(10-2019-0122906)
2019.11.6-8  빛가라마 국제전력 기술전시회 

참여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영수 / Kim Young Soo

본 사
(61011) 광주 첨단과기로 226, 사업화지원동 218호 

TEL 062)975-7205 FAX 062)975-7206

공 장

연 구 소 (61011) 광주 첨단과기로 226, 사업화지원동 218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010 - 2,010 2,564 - 2,564 2,200 - 2,200

센서 2,010 - 2,010 2,564 - 2,564 2,200 - 2,200

R&D 투자 10 - 10 10 - 10 10 - 1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 3 5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부서 송봉오 팀장
010-3905-

5780
songbboo@
hanmail.net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다지점과열감지시스템,적외선화재경보기,열화상카메라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배전반업체, 공공기관 등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8.06.1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optopower.kr

-   하루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감시 인력 
불필요

-   동시에 최대 4지점의 과열 진단 기능 
-   위험상황시 경보발생 기능(경보계전기 출력 기능)

-   하루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감시 인력 
불필요

-   레이저 포인터 적용으로 간편하게 측정 부위 확
인 가능 

-   위험 상황시 경보발생 기능(경보계전기 출력)

비접촉식 광 과열 감시 
진단장치는 적외선 온
도센서를 이용하여 과
열을 감지하는 광 온도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는 비접촉 온도측정
이 가능하고 넓은 면
적을 스캔 가능하여 
건물, 기계, 전기, 시설
과 설비의 문제점과 
결함을 즉시 화면을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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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저희 와이즈산전은 50년간 산업용 계측기 분
야에서 기술혁신 및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60여개의 대리점을 보유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제품은 철강, 조선, 발전, 석유화학, 반도
체, 식음료, 제약 및 생명공학 등 전 산업 공정
의 압력, 온도, 가스, 유량 및 레벨 측정 및 제
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63  창립
1965  우진계기공업㈜ 법인 전환
1982  품질1등급 공장 지정
1982  우량중소기업선정
1986  기술연구소 설립
1994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1997  코스닥 상장(KOSDAQ)
1998  벤처기업선정(경기중소기업청)
2000  ㈜와이즈콘트롤로 상호변경
2007  ㈜와이즈산전으로 상호변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65.12.1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wisecontrol.com
www.gamsensor.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상훈 / LEE SANG HOON

본 사
(0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19층

TEL 02-300-2300 FAX 02-300-2301

공 장 (1709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

연 구 소 (0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19층

해외지사 (201100) 중국 상해시 민항구 우중로 1081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45,462 5,720 47,182 42,264 6,380 44,644 38,584 5,718 44,302

센서 100 0 100 200 20 220 500 100 600

R&D 투자 450 350 2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50 18 23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황하룡 소장 02-300-2471
goldrag

@wisecontrol.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가스센서, 적외선센서

기타 산업용 계측기기

주요

납품처

국내 엔지니어링(EPC)사

국외 AMETEK 등

㈜와이즈산전
WISE Control Inc.

누액감지기

적외선센서

산업용 계측기기

가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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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우주
WOO JU. CO., LTD

 회사소개
1999년 우주센서를 창업하여 오직온도센서
와 관련 제어분야만 고집하며 끊임없이 연구
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온
도제어기술을 예측하여 다양한 온도와 관련
된 제품을 개발또는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온
도센서제작 전문업체로서 한 발 앞서가는 신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Sensor Technorigy를 구
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8. 10  우주센서 창업
1999. 11  ㈜우주 법인변경
2002  온도센서 제조공장 등록
2005   벽걸이용 온습도 표시기 개발판내
2006  선박용 엔진센서 개발
20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내최초 100톤 

기둥재하 가열시험장비 구축공사 수주
2011   한국조산해양기자재연구원 국내최초 

Jet-Fire 시험장비 구축공사 수주
2017  삼성전기 RHK 소성로 Project 참여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신광우 / Shin Kwangwoo

본 사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D동 501, 501호(광명SK테크노파크)

TEL 02-805-6171 FAX 02-805-6177

공 장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D동 501, 501호(광명SK테크노파크)

연 구 소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D동 501, 501호(광명SK테크노파크)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성홍기 이사
010-3754-

8207
Wooju6177
@naver.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9.11.1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woojusens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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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1997년 Hybrid IC 전문생산업체로 시작하여,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장부
문, 센서부문, RF통신부문으로 확장하여 현
재 다양한 압력센서 제품을 SMI, ALL SENSOR, 
HONEYWELL 등 세계 굴지의 여러 회사에 제
공하는 부품소재전문회사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8  동아제약 세라믹사업부(HIC)
1997  원익텔콤㈜ 인수합병
1998  QS 9000 인증
2000  세계일류 중소기업 선정(경북)
2002  CorinTech사와 제휴(HIC)
2004  TS16949 인증
2006  Regulator Chip 한국 델파이
2010  Honeywell CH 제휴
2017  공장이전(첨단기업7로 21)
2018  미네박스 흡수합병
2019  태양광발전소 한전 계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83. 10. 31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wonik.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장홍식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TEL 031-8038-9000 FAX

공 장 (39165)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21

연 구 소 (39165)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21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3,865 16,283 40,149 23,680 16,658 40,338 23,330 16,783 40,113 

센서 1,529 11,522 13,052 1,538 12,457 13,994 1,023 12,438 13,460 

R&D 투자 331 331 368 368 362 362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02 6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개발 전성일 부장
010-3544-

6375
 suces

@wonik.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센서용 세라믹기판, 압력센서 oem, 센서모듈

기타 세라믹회로기판, SMT

주요

납품처

국내 트루윈, 한중ncs 등

국외 Amphenol, Honeywell 등

㈜원익
WONIK Corporation

PRESSURE SENSOR OEM
-   세라믹 기판 또는 PCB를 이용하여 부품 

MOUNT, MEMS DIE MOUNT, WIRE BONDING, 
CAP ATTACH 공정 가능함

Thick film Hybrid Integrated Circuit
-   세라믹 기판위에 도체를 인쇄, 열처리하여 
회로기판을 제작 제품 

-   열적 특성이 우수하여 전장, POWER 모듈에 
응용되고 있고, COB 가능, 센서 PACKAGE로 
사용되고 있음

PRESSURE SENSOR MODULE ODM
- 가스계량기용
- 자동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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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한용희 / HAN YONGHEE

본 사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센터 424

TEL 031-888-5601 FAX 031-888-5600

공 장 (16642)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40 907호

연 구 소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센터 425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87 38 100

센서

R&D 투자 800 400 4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5 6 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이준섭 이사
010-3350-

1845
jslee

@uelec.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적외선 센서/모듈/카메라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내 H, J, N사 등

국외

㈜유우일렉트로닉스
U electronics

 회사소개
2006년 설립이후 전략기술이며 국방 등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고난이도, 고가격인 기
존의 비냉각 열영상 센서의 consumer market 
적용을 위해, 고난이도 전략기술인 열영상 센
서 기술과 더불어 consumer market 적용을 위
한 필수 기술인 웨이퍼 레벨 진공 패키징 및 
웨이퍼 레벨 열영상 테스트 기술까지 개발
하여 저가격, 소형화 열영상 센서의 대량 생
산 체제를 갖추었음. 또한 2017년 열영상 센
서 모듈, 온도알고리듬 포함한 카메라 솔루션
까지 개발 및 양산 체제를 갖추어 IoT, 무인자
동차, 드론 등 열영상 기반 차세대 비전시스
템이 필요한 전 산업 분야에 센서부터 카메라 
솔루션까지 일괄 자체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
의 업체임.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품질경영시스템
- 중진공 기술으뜸기업(2011년)
- 중진공 패밀리기업(2011년)
- 산업은행 파이오니어 투자기업(2012년)
- 부품소재전문기업(2014년)
- 수원시 IP FAMILY 대상 우수상 수상(2015년)
- 녹색기술 인증 (2016년)
- 누적 투자유치 금액 138억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저화소 열화상 센서 칩

열화상 모듈

산업용 모니터링 
카메라

스마트폰 엑세서리 
열화상 카메라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6. 06. 19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ue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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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2004년 가스분석 전문기업으로 시작한 이엘
은 현재 분석업무를 포함한 반도체/디스플
레이 공정진단용 QMS가스분석시스템, TOF-
Mass 및 가스희석장치, 진공관련 sub item의 
제작과 관련 컨설팅분야까지 가스에 관한 다
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4.01  주식회사 이엘설립, 기술지도자문
계약(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9.05  중소기업청 주관 09년 기업부설  
연구소 업그레이드사업 선정 
(2년/총사업비 5억)

2010.04  CDM 시스템사업자 선정 
(삼성 엔지니어링)

2015.03  삼성전자/페어차일드 코리아 온실가
스 저감시설 효율측정사업자 선정

2018.05  온실가스 저감시설 효율측정 
(삼성전자,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2019.10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사
업수행(중소벤처기업부)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4.01.3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elanalysis.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윤석래 / Yoon, Seokrae

본 사
(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504호

TEL 042-861-0110 FAX 042-367-6938

공 장

연 구 소 (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503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7 5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4 )

생산품목
센서관련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진단용 QMS

기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진단용 TOF-Mass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국외

㈜이엘
el, Inc.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진단용 QMS시스템
(온실가스 저감시설 효율측정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실시간 공정진단용 
TOF-Mass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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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제니컴은 자외선 감지 분야의 전문적인 기
업으로 자외선 감지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지
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솔루션 서비스를 구현
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질화물기반의 반
도체 소자 기술인 InAlGaN 소재를 기반으로 다
양하고 독자적인 자외선 감지 기술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외선 지수 
모니터링, 자외선 수살균, 자외선 공기정화, 자
외선 경화 등 자외선 탐지를 위한 다양한 제품
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07 “주식회사 제니컴” 설립
2004.05 자외선센서 사업 시작
2004.11 ISO9001 인증 획득
2004.12 Agilent 자외선 센서 공급
2005.05 LG전자 자외선 센서 공급
2006.02 ISO14001 인증 획득
2012.07 글로벌 우수기업 지정
2013.10 Microsoft자외선 센서공급
2014.10 신 사옥 이전 및 설비증설
2016.12 가족친화인증서
2019.12 스마트폰 기반UV미터개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1. 자외선 부품
- 다양한 자외선 감지파장 및 패키지

2. 수처리/공기정화/경화용 프로브
- 사용환경에 최적화된 자외선 감지기 

3. 휴대용 자외선 미터
- 다양한 감지 파장 자외선 미터

4. 고온용 자외선 감지
- 고온환경에 적용 가능한 감지제품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7.0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geni-uv.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손정환 / John Son

본 사
(340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273

TEL 042-862-3982 FAX 042-862-2982

공 장 (340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273

연 구 소 (340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273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090 610 2,700 2,800 600 3,400 2,150 850 3,200

센서 400 610 1,010 600 600 1,200 500 850 1,350

R&D 투자 53 53 133 133 150 15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8 15 13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센서연구소 임성묵 연구소장 042-862-3982 lsshms
@geni-uv.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자외선센서), 프로브모듈형(프로브), 시스템(자외선 감지기)

생산품목
센서관련 자외선 센서, 자외선 감지기, 휴대용 미터

기타 자외선 LED, 자외선 응용제품

주요

납품처

국내 HS社, D社, M社

국외 WLC, WT, VR

㈜제니컴
Genicom Co.,Ltd.

다양한 자외선 감지 
파장대의 자외선 센서

SMD / TO CAN type/ 
Hybrid type UV sensor 

component

휴대용 자외선 미터

수처리용 방수타입 / 
공기정화 / 경화용 
자외선 센서 프로브

고온 측정 환경에 적합
한 자외선 센서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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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주은에스에스㈜
JuEunSS Co.,Ltd

 회사소개
당사는 오일류, 산/알칼리물질, 유기 용제 등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해 물질
의 누유/누출을 즉시 감지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 조치하기 위한 전문 센서 제작 업체로
서 다양한 특허 및 납품 실적과 함께 고객의 
Needs에 부합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최상의 제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9   현대제철, 한화케미칼, 
 영흥화력발전소 등 납품 및 설치
2018  한국남부발전㈜ 기술사용 계약 
  한화케미칼, 일진, SK가스, 
 한국원자력발전 등 납품 및 설치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GS칼텍스 협력업체 등록 
2017  SK이노베이션 협력업체 등록 
  방폭안전인증(누유감지센서 2종)
2015   산성, 알칼리성, OIL, 유기용제 
  전용센서 개발완료 
2012  누액감지센서 개발 시작(특허출원)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산성, 알칼리 누액감지센서 
- 산성, 알칼리 재사용 감지센서 
- 누유 감지센서 
- 맞춤형 부착 누유 감지센서 
- 비산방지 Flange Band 
- 누유 및 누액 Detecto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최기환 / Choi Ki Howan

본 사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31번길 13

TEL 031-353-7667 FAX 031-353-4114

공 장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31번길 13

연 구 소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31번길 13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18 518 302 302 774 774

센서 220 220 128 128 340 340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 3 5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최기환 대표
010-8351-

0078
Papa1920

@naver.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누유감지센서, 산알칼리 누액센서

기타 Flange Band, 누유 및 누액 Detector

주요

납품처

국내 각종 발전소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5.11.1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jueun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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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지니틱스는 System IC 전문기업으로 지속적
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Touch Controller,AF 
Driver, Haptic, 핀테크 IC 등 다양한 반도체
를 개발, 양산 중 입니다. 생산 제품은 스마
트폰,태블릿 등 모바일기기, Note-PC, Home 
Appliance, 웨어러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어 시장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시장을 선도하
는 기술을 개발해 최고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 System IC 
Leader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9.07  코스닥 상장
2018.10  화웨이, 샤오미 스마트워치  

터치IC 공급
2017.12  누적 10억개 IC칩 출하
2015.07  월드클래스300기업선정
2014.10  3천만불 수출탑 수상,  

반도체의날 대통령 표창 
2014.03  ㈜위더스비젼 합병
2012.12  삼성전자 1차 업체 등록
2009.12  나이스그룹 편입
2005.08  ISO 9001, 14001 인증
2000.05  회사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5.2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zinitix.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호경근 / Kenny Ho, 박정권 / Joung kwon Park

본 사
(16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19층

TEL 031-8065-6000 FAX 031-8065-6006

공 장

연 구 소 상동

해외지사
(518053) #2501A, Building A, Dachong Business Center, Nanshan District,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 Chin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3,035 44,879 47,914 3,297 43,270 46,567 2,601 52,344 54,945

센서 3,035 44,879 47,914 3,297 43,270 46,567 2,601 52,344 54,945

R&D 투자 - - 6,623 - - 5,880 - - 6,96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6 55 31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경영지원실 박치훈 차장
010-8544-

0088
ch.park

@zinitix.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터치컨트롤러, 오토포커스 IC, 햅틱, 모터,
파워 드라이버 IC, 핀테크 IC 등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국외 화웨이, 샤오미, 비비케이

㈜ 지니틱스
ZINITIX

터치IC:
터치로 변화된 커패시
턴스양이 전류, 전압으
로 변환되어 각 접촉 
부문을 인식하여 화면 
동작 제어

카메라자동초점IC:
카메라에서 피사체
거리를 판별, 렌즈
를  자동  구동하여 
이미지 초점 제어

햅틱IC:
피부가 물체에 닿았을 때 
느끼는 촉감을 응용하여 
진동,충격 등 자극을 통해 
운동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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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지안
ZeeAnn Co.,Ltd.

 회사소개
㈜지안의 사명에는 지혜로울 지(智), 눈안(眼)
의 의미를 담았으며, Full HD 급 이미지 센서에
서 세계 최초로 센서 내에 ISP를 포함한 보안 
감시용 SoC와 여기에 WDR기술까지 포함시
킨 차량용 제품이 주력입니다. 모바일 기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진
보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감시카메라, 차량
용 블랙박스, 산업용 카메라, 로봇, 완 구, 바이
오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고객 어플리케이션의 
가치를 높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9 회사설립, 벤처기업등록,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 
2012 ZA03W10(D1, WDR, ISP SoC)
2014 ZA20S10(FHD, ISP SoC)
2015 고성장기업, INNO-BiZ기업
 오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6 ZN220/ZN230 출시
 (FHD, ISP SoC & Raw Bayer)
2017 ZN240(FHD, WDR, ISP SoC) 
2018 Mobile용 Fingerprint센서개발
2020 ZN160(HD, WDR, ISP SoC)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최병환 / Braham Choi

본 사
(12989)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46번길 113, 2층

TEL 070-8224-4582 FAX 02-482-0088

공 장  

연 구 소 (12989)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46번길 113, 2층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174 967 3,141 994 1,019 2,013 1,613 944 2,557

센서 2,119 967 3,086 647 518 1,165 1,127 943 2,070

R&D 투자 861 747 778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4 9 5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획 마케팅 유근호 상무이사
070-8224

-4500
sales

@zeeann.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ZN150, ZN160, ZN220, ZN230, ZN240 외

기타 Wafer, Board류, 개발용역

주요

납품처

국내 ㈜코텍세미컴

국외 Pacific World Industrial Ltd.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9.2.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zeeann.com

ZA03W10
1/3” D1 WDR SoC 

CMOS Image Sensor

ZN230
1/2.7” 1080p Raw Bayer 

CMOS Image Sensor

ZN220
1/2.7” 1080p SoC 

CMOS Image Sensor

ZN240
1/2.7” 1080p WDR SoC 

CMOS Imag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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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지엔피컴퍼니는 연구개발 및 마케팅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3.10.22 ㈜지엔피컴퍼니 창립
2016.08.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01.18 벤처기업인정
2018 기업부설연구소 서울 이전
 ADAS 매출 30억 목표
 OBD2 HUB + DTG 제품 개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3.10.22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gnpc.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영로 / Kim Young Ro

본 사
(14985) 경기도 시흥시 남왕길 40, 푸르벨라프라자 601호

TEL 02-715-7990 FAX 02-715-7991

공 장

연 구 소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2001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3,182 3,182 2,789 2,789 1,455 1,455

센서 2,210 2,210 1,667 49 1,716 508 508

R&D 투자 89 89 254 254 324 324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 5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현예림 연구원
010-7468-

9798
hyun

@gnpc.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OBD2 MULTI HUB 및 DTG & 고장진단시스템, 
i-SENSOR(전계감지 비접촉 근접센서)

기타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주요

납품처

국내 동양고속

국외 Mio Corporation

㈜지엔피컴퍼니
GNP Company

OBD2 MULTI HUB 및 DTG & 고장진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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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지오씨㈜
GOC Co., Ltd.

 회사소개
2001년에 설립된 지오씨주식회사는 광케이
블 및 광센서 전문제조업체로 고객을 위한 가
치창조, 인간존중의 경영을 기본이념으로 고
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광케이블, 광부품, 광응용센
서 그리고 이들의 융합제품군으로 나뉘고 기
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03.  글로벌광통신㈜ 법인설립 
2004.10.  광기술연구소 설립
2012.04.  신기술인증(NIR 분광기, 지경부)
2015.09.  첨단기술기업 지정
2015.12.  산업기술진흥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15.12.  코넥스 상장
2016.09.  지오씨㈜ 상호 변경
2017.04.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2018.12.  3000만불 수출탑 수상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Optical Cable : 통신용 광케이블 및 특수 목
적용(해킹 방지용, 원자력발전소용, 국방용 
등) 광케이블 

-   Spectrometer : 2차원 평판형 도파로 기반의 
초소형 분광기

-   Water Quality Monitoring Sensor System : 수
질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용존산소, 수온 등)

-   FFR Sensor System : 관상동맥 혈관내 압력 
측정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박인철 / Park In-Chul

본 사
(61009)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10

TEL 062-973-6114 FAX 062-973-3325

공 장 (61009)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10

연 구 소 (61009)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10

해외지사
인도네시아(PT.INTI-GOC, PT.GOC-I), 중국(HZ-GOC), 프랑스(TELGO), 
우즈베키스탄(GOCUZB)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5,460 28,655 44,115 18,633 34,855 53,488 19,058 33,958 53,016

센서 175 175 280 280

R&D 투자 2,623 3,031 2,753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52 18 13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광기술연구소 김준형 연구소장 062-973-6114 jhkim@
goc2001.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Spectrometer, Optical DO Sensor, Water Quality Monitoring 
Sensor System, FFR Sensor System

기타 Optical Cable & Accessory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1.03.02
KOSPI(  ) KOSDAQ(  ) KONEX(○) 
NASDAQ(  ) 비상장(  )
www.goc2001.com

해킹 방지용 IB 
(Infrared Blocking) 
광섬유케이블

수질환경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블루투스 
초소형 분광기

FASS™ FFR SYSTEM

G-Line™ Pressure Guide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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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자동차 전장품 전문 개발
사로, 자율주행 자동차용 다채널 스캐닝 라이
다(LiDAR)와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산업용 
라이다와 함께 V2X 통신용 단말기와 기지국, 
이를 이용한 관제 플랫폼 등을 개발 하고 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  창립

2012  VUGERA 브랜드 런칭
2015~2018 8ch 라이다 개발
2015~2020 V2X 통신 시스템 개발
2015~2018 유럽향 V2X 통신 시스템 개발
2017~2020 16채널 라이다 국산화
2019  SMT Line 도입
2019~2021 서비스로봇용 3차원 라이다 개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1.01.05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carnavi.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정종택 / Jong-Taek Chong

본 사
(21984)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25

TEL 032-517-4614 FAX 032-528-0407

공 장 (21984)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25

연 구 소 (21984)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25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40,969 18 40,987 53,451 309 53,760 54,043 145 54,188

센서 - - - 54 - 54 30 - 30

R&D 투자 1,408 - 1,408 2,371 - 2,371 3,251 - 3,251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02 54 148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개발1팀 윤재준 팀장 -
ewave1236

@carnavi.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라이다(LiDAR) 센서

기타 블랙박스, 하이패스, V2X통신단말기, 해양 내비게이션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카네비컴
Carnavicom Co., Ltd.

16채널 스캐닝 라이다

1채널 270° 스캐닝 라이다

1채널 LRF(Lase Range 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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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큐버모티브
Cubermotive Co., Ltd.

 회사소개
㈜큐버모티브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팹리스 
업체로서, 터치스크린 IC를 위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
다. 향후 전류센서 및 수질센서 등 다양한 분
야의 센서 반도체를 개발/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9.08 CMT126 제품 출시
2019.03 신보 퍼스트 펭귄형 창업기업 선정
2018.12 신보 Start-Up 데모데이 대상 수상
2018.07 특허등록 1건
2017.11 특허등록 1건
2017.06 디자인등록 4건
2017.04 특허등록 1건
2017.0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16.09 벤처기업인증
2016.02 법인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동원

본 사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42, 214호

TEL 031-706-3707 FAX 031-706-3708

공 장

연 구 소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42, 215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303 303 496 10 506 559 18 577

센서 10 10 75 18 93

R&D 투자 304 304 445 445 500 5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2 8 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송봉섭 연구소장
010-4577-

8211

brandon
@cubermotive.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터치센서 IC, 전류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B社, L社, S社

국외 A*D社, T*T社, Z*C社, L*Y社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6. 02. 23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cubermotive.com

개발제품 활용범위

전후방 산업

개발제품 터치스크린 제품 형태

최종 제품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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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큐알티는 종합 반도체 신뢰성 전문기업으로써 
다양한 신뢰성 검사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
재 사업 영역은 수명/환경/전기적/물리 등을 기
반으로 한 불량 분석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화 부분으로는 전장부품인증, HALT 및 반도
체 소프트에러 평가 및 분석 입니다. 산업 전반
적으로 센서를 사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 
되고 있으나, 품질 확보에 필요한 신뢰성평가 
및 불량 분석 기술 서비스 분야는 매우 열악하
여 많은 기업이 센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큐알티는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센
서 신뢰성 향상과 품질발전에 기여하여 국내 
센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2 ISO 9001 인증
2004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 JEDEC(산업용반도체평가규격)
2009 인정 범위 확대
 → AEC-Q100(차량용반도체평가규격)
2014 큐알티 주식회사 설립
 → SK 하이닉스 계열 분리
2015 광교캠퍼스 설립
 → 종합분석 및 정전기 특성평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2016 벤처기업 인증
2017 중국법인(우시) 설립
 중소혁신기업 인증
2018 Smart Lab. 구축, 인정 범위 확대
 → MIL-STD(군용반도체평가규격)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4.04.0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qrtkr.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영부 / Kim Young Boo

본 사
(1733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TEL 031-8094-8211 FAX 031-8094-8239

공 장

연 구 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해외지사 K5 & K6 Plot,New District Comprehensive Free Trade Zone Wuxi, Jiangsu, Chin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8,635 164 28,799 43,982 460 44,442 45,419 1,127 46,546

센서 - - - - - - - - -

R&D 투자 476 627 448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05 1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술연구소 강윤호 선임
010-9833-

5918
yunho.kang
@qrtkr.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신뢰성( ○ )

생산품목
센서관련 각종 Application 센서, MEMS 등

기타 메모리, 비 메모리, 고주파 소자 등

주요

납품처

국내 반도체 단품, 모듈, 시스템 단위 제조사 및 팹리스

국외 반도체 단품, 모듈, 시스템 단위 제조사 및 팹리스

큐알티㈜
QRT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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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태성에스엔이
TAE SUNG S&E

 회사소개
태성에스엔이(TNSE)는 1988년 설립 이후 국
내 CAE의 확산에 집중해온 기술력 위주의 
CAE전문 기업입니다. CAE 분야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서 오랜 노하우를 담아 실무에 도
움이 되는 자체 솔루션 개발하고 지속 성장중
인 가능한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그 기술력
을 바탕으로 센서 및 그 시스템을 개발을 통
해 성장 가능성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8.12 태성엔지니어링㈜ 설립
1997.03 주식회사 전환
1999.07  부설연구소 등록
2001.08  벤처기업 등록
2007.07  대전사무소 설립
2009.04  ISO 9001 인증 획득
2009.06  저작권협회 회원사 등록
2012.09  서울연구소 설립
2013.03  성실납세자 장관상 수상
2016.01  창원사무소 설립
2016.11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2018.12  eTSNE Portal 런칭
2019.07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100 선정/대통령상 수상
2019.1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국무총리상수상

2020.01 DfAM 연구소 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반도체 Multi-Function 유독 가스센서 및  
관련 Module(ROIC 포함) 센서 시스템 개발

-   Portable Sensor 측정 시스템 개발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지용 / KIM CHI YONG

본 사
(0478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2차

대표 02-3431-2442 담당 02-2117-069

공 장

연 구 소 (0478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10층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2차)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1,696 52,163 50,174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32 7 -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SnC Lab 정원영 연구소장
010-6313-

0178

wonyoung.
jung

@tsne.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반도체 유독가스센서 및 Bio-Sensor

기타 관련 ROIC/Module 및 Sensor 시스템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97.03.06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http://www.ts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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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텔트론은 2000년 ETRI Spin-off한 벤처기업
입니다. 반도체 최근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움
직임감지센서를 칩 형태로부터 모듈, 시스템, 
서비스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발하는 IT전문기
업으로 칩 센서, IoT연동LED등, 위치기반 화재
감지 연동등을 제품으로 출시하였으며, 고독
사감지, 졸음감지, 치매예방 분야도 연구개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03  회사설립
2000.07 통신회로연구소 설립
2002.10  우수전자부품 ‘개발상’ 수상
2005.12  ISO14001 인증 획득
2006.12  ISO9001 인증 획득
2009.02  디지털 이노베이션 ‘우수상’
2010.12  실시간세균측정기 개발
2013.09  휴대용 야채과일 세정기 출시
2014.01  RF센서를 탑재한 LED센서등 출시
2015.10  군용후레쉬, 잔류농약측정기 개발
2016.01  IoT 연동 모듈 개발
2017.10  미세먼지측정기, 전구형센서등 개발
2019.04  화재감지연동 LED등 개발
2019.10  KS인증획득(KS C 7653, KS C 7657)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3.3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teltron.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재진 / LEE Jaejin 

본 사
(3411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26-41, 202호(장동, 아이티플렉스빌딩)

TEL 042-360-2000 FAX 042-360-2010

공 장 (3411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26-41, 201호(장동, 아이티플렉스빌딩)

연 구 소 (3411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26-41, 201호(장동, 아이티플렉스빌딩)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705 7 1,712 2,282 0 2,282 2,480 0 2,480

센서 1,074 0 1,074 1,065 0 1,065 1,338 0 1,338

R&D 투자 555 0 555 491 0 491 645 0 645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6 5 11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김민건 부사장 042-360-2021 kmg
@teltron.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RF센서, 레이더센서 모듈, LED센서등

기타 실시간세균측정기

주요

납품처

국내 공사 및 시설관리처, 조명업체, 관공서 및 학교

국외

㈜텔트론
TELTRON.Inc

RF 센서(칩-모듈 시스템) 

IoT LED 센서등
(움직임감지, 화재감지)

레이더 센서 모듈

실시간 ATP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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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템퍼스
TEMPUS Inc.

 회사소개
자체 MEMS FAB.을 보유하고 있는 FAB.기반 
소자기업으로서, 독자적 화합물 박막 “마이크
로써모파일”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하
여 기존의 실리콘써모파일 소자의 한계를 극
복한 적외선 센서 소자를 개발함. 자체 적외
선센서 소자를 기반으로 디지털 온도센서 모
듈, 인체감지용 적외선센서 모듈과 공기청정
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NDIR 가
스센서 모듈을 생산중임. 적외선센서 관련 국
내등록 특허 28건 등 보유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2.09  템퍼스 설립
2013.07  벤처기업 확인(기보)
2014.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5.01  양산시설 구축
2016.06  적외선센서 양산
2018.07  NDIR 가스센서 양산
2018.12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2019.02  ISO14001/9001 획득
2019.06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2019.09  이노비즈인증 획득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신백규/ Shin, Baek Kyu

본 사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서울테크노파크 1207호

TEL 02-944-6513 FAX 02-944-6522

공 장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서울테크노파크 F106

연 구 소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서울테크노파크 1202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 483 485 320 136 456 126 299 425

센서 2 483 485 308 136 444 123 275 398

R&D 투자 752 1,216 1,23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5 17 8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획팀 김상길 차장 02-944-6513
sgkim@

tempuselec.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적외선센서 소자, 인체감지, 온도, 가스 측정 센서 모듈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 LG, 쿠쿠, 쿠첸, 웅진코웨이, 하츠 등

국외 Haier, Hisense, Huijie, Xiaoxun 등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2.09.07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tempuselec.com

CO2 가스센서

디지털온도센서

인체감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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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엔지니어링 재료 및 광전자 부품의 글로벌 리
더 인 II-VI Incorporated는 수직 통합 제조 회
사로서 통신, 재료 처리, 항공 우주 및 방위, 반
도체 자본 장비, 생명 과학, 가전 및 자동차 분
야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
을 개발합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4.11.03   투식스 한국지사 설립
2015.04.01   국내 광학기기 및  

파이버레이저 영업 개시
2018.11.01   국내 반도체레이저 영업 개시 및 

S대기업 납품 
2020.01.08 투식스 판교 이전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4.11.03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비상장(  )
www.ii-vi.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메리제인 레인몬즈 / Mary Jane Raymond

본 사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5, 2층

TEL 02-6242-2626 FAX 02-6242-2627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PA16056) II-VI, 375 Saxonburg Blvd, Saxonburg, US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000 5,000 10,000 10,000 12,000 12,000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0 1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개발 이중기 이사
010-9530-

5712
Jungkee.lee
@ii-vi.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반도체레이저, 포토다이오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옵토마인드, S대기업, LB루셈, 이오테크닉스

국외

투식스코리아
II-VI Korea

850nm 10Gb/s Multimode VCSEL Chip
3D sensing, Datacom, 근접센서용 반도체 레이저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Fiber-Coupled Single Mode Seed 1.5W at 1060nm
파이버레이저 및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시스템을 위한 Pump & Seed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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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팝코아테크
POPcoreTech Co., LTD

 회사소개
당사는 ASIC IC 및 IP를 개발하는 아날로그 반
도체 회사입니다. 풍부한 아날로그 기술을 바
탕으로 산업용 시장에 센서 IC를 제공하며, 
Sigma-Delta Modulation 기술로 고해상도의 
Data Converter IP를 제공합니다. 아날로그 기
술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고객에 비용 효율적
인 IC및 I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7  ㈜팝코아테크 설립
2007  벤처회사인증
2007  sigma-delta voice codec IP
2008  sigma-delta audio codec IP
2009  산업용 근접센서 IC 개발
2010  Video AFE IP
2013  측정용sigma-delta AFE IP
2015  Sigma-delta audio DAC IP
2017  산업용 포토센서 IC 개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산업용 근접센서 IC
- 산업용 포토센서 IC
- Sigma-Delta A/D, D/A IP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남걸 / KIM NAM KURL

본 사
(132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B-1914

TEL 031-750-0240~1 FAX 031-750-0242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pop

@popcoretech.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근접센서 IC, 포토센서 IC

기타 아날로그 IP Providing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7.03.06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popcore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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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포스텍은 2001년 창립이래 19년간 광통신 
분야에서 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
업, INNOBIZ, MAINBIZ, 유망중소기업, 수출유
망 중소기업, 우수벤처기업 등 회사의 우수한 
기술과 경영분야에서 인정 받고 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주력제품인 비접촉커넥터 분
야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 
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06  법인설립
2005.12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벤처기업 

지정,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정
2010.1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지정 INNOBIZ, 

MANBIZ 기업지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0.01  직무발명 우수기업지정,  
방위사업 참여, 신사옥 준공 이전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1.06.2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fostec.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수영/ Lee Soo Young

본 사
(156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앰티브이 20로 12번길 40

TEL 031-318-9350 FAX 031-318-9352

공 장  상동

연 구 소  상동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800 1,800 7,600 4,560 2,119 6,679 5,072 1,168 6,240

센서 - - - - - - 200 - 200

R&D 투자 775 615 3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56 6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영업본부 권오덕 본부장
070-4355-

5467
fostec9356

@fostec.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유체감지센서, 광케이블모니터링, 

기타
고밀도 광커넥터, 악천후 환경용 광커넥터, 

광케이블 조립 및 분배장치류

주요

납품처

국내 통신사업자, 통신공사업체, 방송국, 국방

국외 통신사업자, 통신공사업체, 방송국, 국방

㈜포스텍
Fostec. Inc.

유체감지센서
광섬유를 이용 악천후 환경에서 

구조물의 안전진단

Expanded Beam Connector
 악천후 환경에서 광통신선로의

 접속을 해주는 비접촉 방식의  광커넥터

OTDR
광케이블의 손실상태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시스템

MPO Connector
좁은 공간에서 다수개의 광케이블 연결시 공간
절약 및 설치가 용이한 광케이블 접속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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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프라임테크놀러지㈜
PRIME TECHNOLOGY CO., Ltd.

 회사소개
당사는 반도체/산업용 온도센서 제조/판매 업
체로서, 30년간에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
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국가인증 교정기관을 운영했던 노
하우가 정밀 · 정확한 제품을 만드는데 밑거름
이 되어왔습니다.
더불어 S전자를 포함 국내외 대기업들과 오랜 
거래를 해왔으며, 이에 발맞춰서 품질과 기술
력을 강화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
적이고 경제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신속한 
납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2.03  프라임엔지니어링 설립
1997.10  T/C WAFER 국산화 성공
2004.10  반도체 부품 및 센서 제조업 파트 분사 

– 프라임테크놀러지 설립
2008.07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Diffusion 설

비 온도 기준용 Profile T/C 납품계약 체결
2015.12   ISO 9001 인증 획득, 반도체 TC 생산라

인 증설
2017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RTD WAFER 개발, LAMP HEATING 형 장

비전용 T/C WAFER 개발
2018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2019  생산라인 증설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서렬 / KIM SEO-RYOL

본 사
(132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303호

TEL 031-748-1854 FAX 031-745-8010

공 장 (132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303호

연 구 소 (132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303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9 4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관리팀 김명준 차장
010-2450-

1854
kim.mj@

primetech.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열전대, RTD SENSOR, 등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국외 Applied Materials, ON semiconductor, PTI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4.10.06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http://primetech.co.kr

T/C PROFILE 

T/C SHEATH (METAL T/C) T/C WAFER 

Special order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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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PSS는 KAIST에서의 30년간의 가스센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립된 기술 창업회사
입니다. New Technology, New Sensor, New 
Products의 철학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개척
정신으로 가스센서 관련 산업을 리드하고져 
합니다. 기존 제품의 모방을 지양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발견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4.11.30   KAIST교원창업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5.1.15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psskorea.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박종욱/ Chong Ook PARK

본 사
(34141)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W1-1빌딩 1407호

TEL 042-350-4218 FAX 042-350-3310

공 장 (34141)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W1-1빌딩 1406호

연 구 소 (34141)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W1-1빌딩 1406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8억 12억 15억

센서 0.5억 1억 2억

R&D 투자 5억 3.5억 2.5억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5 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총무 이혜정 과장
010-5209-

2380
hje2380

@naver.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수소 측정기, 가스센서 검사기, 수소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한전 국립연구소 학교

국외 ABB

PSS㈜
Precision Sensor System

GASENTEST(가스센서 검사(테스팅) 장치)

GASMIX(programmable gas mixing machine)

AlproH Palm
(알루미늄 용탕 내 용존 수소측정기)

수소가스누출감지 센서 및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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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피앤피네트워크㈜
PnpNetWork Technologies, Inc.

 회사소개
2000년 10월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 
전세계디지털 라디오 수신 SoC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자율주행차의 방·
통융합에 사용될 리모트 라디오 모니터(R2M)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촉하고 있음.
센서 SoC는  RF방식의 비 접촉 물오염센서 원
천기술을 확보한 시스템 업체와 SoC을 개발
하고 있으며 지능형 센서 SoC 개발예정임.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2005 STB용 방송수신칩
 1) DVB-S/DVB-T/DVB-C복조 칩 
 2) 오백만불 수출의 탑
2005~2009 mTV 방송수신칩 
 1) T-DMB/1-seg/Full-seg 
 2) 천만불 수출의 탑
2009~2013 DAB수신 SoC
2014~2017 DRM/HD Radio수신 SoC
2018~ 각종 SoC개발 및 사업화
 1) 전세계 라디오 SDR SoC  
 2) PD3.0(THOR) Dual port SoC  
 3) 비접촉 RF물오염센서 SoC
 4) 지능형 센서 SoC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용훈 / Kim Yong Hoon

본 사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41 파인벤처빌딩 3층

TEL 02-2240-0900 FAX 02-2240-0801

공 장

연 구 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41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9,200 9,200 5,700 5,700 6,200 6,200

센서

R&D 투자 1,200 1,200 1,700 1,700 1,200 1,2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5 2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SM 김용훈 대표
010-4340-

3768

alex@
pnpnetwork.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비접촉 물오염 센서 SoC

기타 자동차용 디지털라디오 수신칩

주요

납품처

국내 심스바이오닉스

국외 하만베커 / 비스테온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10.20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pnpnetwork.com

DAB(유럽)
수신칩

자동차용 전세계 라디오 수신 칩(SoC)

RF방식의 비 접촉 물오염센서 모듈

RF비접촉방식 물 오염 센서

HD Radio(북미)
수신칩

DRM(인도)
수신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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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픽셀플러스는 이미지센서를 전문으로 연
구개발하고 생산하는 Fabless 전문 업체입니
다. 이미지센서 분야는 보안, 자동차, 메디컬,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현재 주
력 시장은 보안, 감시 카메라 시장과 자동차 
카메라 시장이며, 향후 메디컬 시장과 홈어플
리케이션 시장 등에 진입하여 이미지센서 기
반 카메라 Total Solution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3.09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  
(이노비즈협회)

2013.10  글로벌 전문기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013.12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달성  
(무역협회)

2014.06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 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15.06  코스닥시장 상장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4.12
KOSPI(  ) KOSDAQ(○) KONEX(  ) 
NASDAQ(  ) 비상장(  )
www.pixelplus.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서규 / LEE SEO KYU

본 사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TEL 031-888-5300 FAX 031-888-5399

영문주소
6th Floor, Gyeonggi R&DB Center, 105, Gwanggyo-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16229, Republic of Korea

연 구 소

해외지사
Room 9C, JinRun Building, No. 6019 Shen Nam Road, Fu Tian District, 
ShenZhen, 518040, Chin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8,850 46,013 54,863 7,199 30,651 37,850

센서 7,850 45,054 52,904 6,382 27,045 33,427

R&D 투자 12,950 12,081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14 67 47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신정훈 책임
010-3145-

4073
sjhooni@

pixelplus.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VGA, HD, FHD CMOS Image Sensor

기타 ISP chip, SVM SOC

주요

납품처

국내 BlackBox, CCTV, 전장 모듈업체

국외 BlackBox, CCTV, IP CAM, 전장 모듈업체

㈜픽셀플러스
Pixelplus. Co., Ltd.

PV3109K
1/4”, 720p SDR 1Chip 
CMOS Image Sensor

PC7090K
1/4.5”, 480p VGA 

1Chip CMOS image 
Sensor

PK3130K
1/4”, 960p HDR Bayer 

Sensor

  PCB030K 
1/4”, 480p VGA 1chip 
CMOS Imag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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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한국무라타전자
Korea Murata Electronics 

Co.,Ltd.

 회사소개
동사는 2001년01월에 설립된 19년의 업력을 
지닌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
업]산업 영위업체로서, 동사의 대표자는 [요
시오카켄이치]이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21층, 22층]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01.01 한국무라타전자㈜설립
2002.04.01 상품수입전매 실시
2011.07.07 서초동, 지티타워로 본사 이전
2014.01.01  수원지점 설립, 청년친화강소기

업 선정(14년~20년)
2017.12.01  가족친화인증,  

일자리 창출유공 정부 포상
2018.03.21  상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9.09.2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요시오카 켄이치/ YOSHIOKA KENICHI

본 사
(0661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21층, 22층

TEL 02-561-2347 FAX 02-501-3097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억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1,774 1,680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89 29 16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NTC Thermistor, Digital 3-axis Accelerometer, High Performance 
3-axis Inclinometer, Pyroelectric Infrared Sensor

기타 세라믹 콘덴서, EMI필터, SAW 필터, RF 모듈 등

주요

납품처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아성테크노

국외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1.01.01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murata.com

NTC Thermistor

Digital 3-axis Accelerometer

High Performance 3-axis Inclinometer

pyroelectric infrared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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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변위센서(L.V.D.T), 신호처리기 & Module, 
Software(Measuring, SPC), 비 접촉 치수 측정기, 
측정 System 각 분야 최고의 기술진이 최고의 
Solution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8.04 한세통상㈜ 설립 
1994.08 Solartron Sole Agent 
2001.09 Profile 측정기  
2003.02 CD/DVD deck 평탄도 측정기 
2004.10 Bearing 측정기 
2006.02 Data Gathering Sever 
2009.04 신호처리기 CE인증 및 수출 
2010.04 Auto glass 전용 측정 Program 
2012.06 센서 통합 신호처리기 
2017.03 DATA LOG Unit 
2019.12 비접촉 치수 측정 시스템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 변위센서(L.V.D.T)
- Gauge
- 비 접촉 변위 센서
- Measuring Software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4.01.02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hsps.co.kr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동협 / Lee dong hyup

본 사
(16073) 경기도 의왕시 한밭들2길 14

TEL 031-477-6400 FAX 031-477-6404

공 장 (16073) 경기도 의왕시 한밭들2길 14

연 구 소 (16073) 경기도 의왕시 한밭들2길 14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9 2 7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기술개발 임일수 팀장
010-2720-

5190
dlftn007 

@hsps.co.kr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접촉식 , 비접촉식 변위센서 및 신호처리기,  
Measuring Software

기타 자동/반자동/수동 측정 System

주요

납품처

국내 현대, 기아, 삼성, LG 등

국외 Solartron

한세프리시젼㈜
Hanse Precisi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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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한영넉스
HANYOUNG NUX

 회사소개
1972년 설립된 한영넉스는 산업분야에 필요
한 자동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 생산을 위한 기획부터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으
며,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향
상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산업 현장에 
제공하여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72   한영전자 설립
1988   국내 최초 온도조절계 2개 품목  

KS 허가 획득
1990   품질 경쟁력 우수 50대 기업 선정
1994   기술 혁신 금상 수상
1996   품질 경영 100선 기업 선정
1997   생산 혁신 최우수상 수상
2000   품질 경영 금탑 산업훈장 수상
2003   중국 법인 설립
2011   인도네시아 공장/법인 설립
2012   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2016   베트남 법인 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한영수, 한상민 / Han Sang Min

본 사
(221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71번길 28 (주안동)

TEL 1577-1047 FAX 032-868-5899

공 장 (221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71번길 28 (주안동)

연 구 소 (221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71번길 28 (주안동)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00 40 16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연구소 성민석 연구원 032-870-7828 Sungqkqh25
@hynux.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근접센서, 포토센서, 광화이버센서, 에어리어 센서, 엔코더

기타
온도컨트롤러, 카운터/타이머, 패널미터, 전력조정기, 무접점릴
레이, 산업용스위치, 경광등, 사인타워 등 공장자동화기기

수행실적
1. 근접센서 전용 지능형 셀프 트리밍 IC 기반 센서 개발 (2018.11~진행 중)
2. Cpk 1.5이상의 근접센서의 레이저 트리밍 프로세스 기술개발(2018.11~진행 중)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72.10.17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hynux.com

포토센서:
빛을 이용하여 물체
를 검출하는 비접촉
식 센서

에어리어 센서:
다수의 광축을 이용
하여, 일정 영역의 사
물을 검출하는 비접
촉식 센서

근접센서:
캐패시던스와 인덕턴스
의 변화를 이용하여, 금
속 및 비금속 물체를 검
출하는 비접촉식 센서

광화이버 센서:
광섬유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좁은 장소
에도 설치가 용이한 
비접촉식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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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수입에만 의존하던 제풍들을 국산화함으로
써 원가절감, 품질향상, 납기준수, 그리고 신
속하고 원활한 사후처리를 통해 이 분야에
서 일대 혁신과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를 계
기로 조선업계에도 국산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에 높은 자긍심을 느끼면서 
오늘도 Temperature, Weather, Automobile, 
Environment제품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에 전
념하고 있는 건강하고 젊은 기업입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을 바탕
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이 
연구 개발과 제품 개발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제품의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전
담팀을 구성하여 선주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품질 보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0.06  ㈜해리아나 설립
2003.03  ISO 9001 인증
2009.01  병력특례업체 지정
2009.04  INNO-BIZ 인증
2009.12  싱글PPM 품질인증
2010.04  Heriana R&D Center 설립
2011.03  부산 화전산업공단 입주
2013.05  기상사업 등록(기상청)
2013.07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정
2015.05  벤처기업선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00.06.08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heriana.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성수경 / Sookyung Sung

본 사
(46738)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2로 73

TEL 051-313-6690 FAX 051-313-6693

공 장 (46738)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2로 73

연 구 소 (46738)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2로 73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5,446 140 5,586 6,393 195 6,588 8,119 251 8,370

센서 4,961 140 5,101 5,821 195 6,016 7,392 251 7,643

R&D 투자 552 320 67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48 8 4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영업부 문상준 과장
051-313-6690

010-5052-
3273

sjmoon@
heriana.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온도센서 및 트랜스미터류, 풍향풍속계, 
염도계, 항해장비, Switch 류

기타 DAQ, Iots 등

주요

납품처

국내
현대중공업, DSME, 삼성중공업, 

HSD엔진, 두산인프라코어, 효성중공업 외

국외
해외에이전트 

(중국, 그리스, 싱가폴, 네델란드, 대만, 일본, 홍콩, 영국 등)

㈜해리아나
HERIANA Co., LTD

Ship Industrial 
Temp Sensor

Conductivity Sensor

Automobile 
Temp Sensor

Flow Level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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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주식회사 해치텍
HAECHITECH CORPORATION

 회사소개
반도체 센서 IC 주력의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7.02.08 주식회사 해치텍 법인 설립 
2019  디지털 자기 센서 IC 단일  

제품의 누적 판매 1억개 돌파
2019  산업용 자기 센서 IC 제품의  

자동차 향 AEC-Q100 인증 획득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1.   3차원 지구 자기장 측정용, 반도체 전자  
나침반 IC 제품군(2세대, 3세대, 4세대 제품)

2.   디지털 자기장 센서 IC 제품군
3.   극소형, 저전력, 프로그래머블 Hall switch 제품군
4.   온도 및 상대습도 센서 IC 제품군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최성민 / Seongmin Choe

본 사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B동(스타기업관)  307호

TEL 043-715-9920 FAX 02-6919-2729

공 장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B동(스타기업관) 307호

연 구 소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B동(스타기업관) 206호, 307호

해외지사
Office 2003A 20 Floor,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ower, Fuhua 3 
Road, Futian, Shenzhen, China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20 659 679 671 4,915 5,586 129 10,969 11,097

센서 20 659 679 671 4,915 5,586 129 10,969 11,097

R&D 투자 532 532 683 683 1,400 1,200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30(한국 25, 해외 5) 19 11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전사관리팀 송미화 차장 043-715-9034
mihwa.song
@haechitech.

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생산품목
센서관련 전자나침반 IC, 온도 습도 센서 IC, 자기센서 IC

기타 없음

주요

납품처

국내 가전제품 제조사, 산업용 기기/헬스케어 제조사

국외 가전제품 제조사, 산업용 기기/헬스케어 제조사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2017.02.08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haechitech.com

MXM1400 Digital 3D angular Hall Sensor
-   3차원 자기장 세기 측정
-   자기장 또는 자석의 회전 각도 및 회전 속도 측정
-   회전각의 A/B, PWM 출력 지원
-   I2C, SPI 디지털 인터페이스
-   저전력 모드 (10uA @ 5Hz 동작)
-   SOP, DFN, WLCSP 패키지

MXG4300 4세대 3차원 전자나침반(지자기 센서) IC
-   3차원 지구 자기장 세기 측정
-   0.76mm x 0.76mm 크기의 WLCSP 초소형
-   자기 측정 범위: ±4914uT
-   대기 전류: 1uA
-   오프셋 보정 알고리즘 제공

MXH1130 Temperature Humidity Sensor
-   온도 및 상대습도 측정
-   2.8mm X 3.6mm Open-Cavity DFN 패키지
-   I2C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PWM, PDM 출력 지원
-   센싱 소자의 표면 코팅으로 신뢰성 강화
-   습도 오차: Typ. ±2.0%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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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업 

 회사소개
현보는 34년 경력의 자동자 부품 전문 연구 
개발 제조 회사이며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경
험과 국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특화된 센서
와 제어 시스템을 개발, 생산, 관리하는 종합 
솔루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5.05  현보 설립
2004.11  중국 법인 설립
2005.03  R&D 설립
2014.05  멕시코 법인 설립
2015.03  수원 R&D 설립
2019.03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19.08  멕시코 자가공장 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상장등록

홈페이지

1985.03.02
KOSPI(  ) KOSDAQ(  ) KONEX(  ) 
NASDAQ(  ) 비상장(○)
www.hyunbo.com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명영, 곽태승 / KIM MYONGYOUNG, KWAK TAESEUNG

본 사
(31250) 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수신면 149

TEL 041 410 8914 FAX

공 장 (31250) 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수신면 149

연 구 소 (16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Complex동 1115호

해외지사

(215134) 12-1, Chuangxin Industrial Park, Weitang, Xiangcheng, Suzhou-City, 
China
(76240) Calle Borbollon Lote # 18. Parque industrial La Noria,Municipio el 
Marquez, Queretaro Mexico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65,111 7,662 72,773 68,777 4,937 73,714 81,300 81,300

센서 27,183 - 27,183 22,518 22,518 12,289 12,289

R&D 투자 1,424 1,424 1,480 1,480 1,333 1,333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240 12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총괄 R&D 고성로 연구소장
010-6801-

1367
Sungro.go

@hyunbo.com

 생산품목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 시스템( ○ )

생산품목
센서관련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센서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주차 제어기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현보 
Hyunbo Corp



SENSOR
DIRECTORY

2020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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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이종흔 / Jong-Heun Lee

연 구 실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공학관

TEL 02-3290-3715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15 9 5 1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이종흔 교수
jongheun 

@korea.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산화물 나노구조 설계 및 반도체 가스센서 응용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이종흔 교수는 나노구조(나노선, 나노시트, 
나노큐브 등)와 이들 나노구조가 규칙적으로 
조립된 산화물 나노계층구조 및 중공구조를 
이용한 고감도 쾌속응답 가스센서, p-형 산화
물 반도체를 이용한 고선택성 실내환경센서, 
호흡기를 이용한 in-situ 질병진단 센서 설계
에 대한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한다. 또한 산화
물 반도체의 헤테로 나노구조, 감응소재, 촉매
물질 설계 등을 통하여 가스 선택성, 감도 등
을 조절 및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이외에도 산화물기반 광전기화학식 물분
해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과, 
공학사

198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과, 
공학석사

199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과, 
공학박사

1999 삼성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
2003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BK 연구교수
현재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3.09.
http://fnml.korea.ac.kr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기능성나노구조 연구실

가스센서 소자 및 다양한 산화물 
반도체 나노구조 설계를 통한 신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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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주병권 / Byeong-Kwon Ju

연 구 실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공학관 241호

TEL 02-3290-3671 FAX 02-3290-3791

공 장

연 구 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신공학관 524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20 58 39 19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주병권 교수 02-3290-3237 bkju@korea.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Wearable Devices,Touch sensor, 

Gas sensor, IR sensor, Photodetector

기타
Flexible and Stretchable Transparent for Display(OLEDs),  

OLED light extraction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DIANA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속
한 디스플레이 및 나노시스템 연구실(DIsplay 
And Nanosystem Lab.)의 애칭으로, 디스플레
이(OLED) 및 나노시스템(Nano Devices and 
Process)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고려
대학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로 디스플레이 
와 나노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5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
2005 LG디스플레이-고려대학교 연구소
2007 국가지정 연구실(NRL) 선정
2007  학국센서학회 서울·경인지부 총무이사
2008 WCU(World Class Univerity)사업 선정
2009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11  삼성디스플레이-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주병권 교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5.03.01
https://diana.korea.ac.kr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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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박재영 / Jae Yeong Park 

연 구 실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비마관 609호

TEL 02-940-5113 FAX 02-942-1502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21 11 5 5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박재영 교수 010-8767-4550 jaepark@kw.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바이오 센서, Physical 센서, 중금속 센서

기타 수퍼 커패시터,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MEMS 소자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저희 연구실은 2004년 9월에 설립되어, 박사 
10명, 석사 23명을 배출하였으며, 220편 이상
의 SCI(E) 저널 게재, 230편 이상의 국제학술
대회 발표, 100건 이상의 특허 출원 및 등록, 8
건 이상의 국제표준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
으며, 각종 센서 및 멤스 소자 제작 공정을 수
행할 수 있는 클림룸 및 측정실, 55종 이상의 
공정 및 측정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2~현재 광운대학교 교수
2019~현재  광운대학교 중점연구센터, 휴먼 IoT 

연구센터 센터장
2017~현재  IEC TC124 (웨어러블 전자기기 및 

기술) 국제표준간사
2017~2019 서울지역 산학연 협회장
2014~2019 광운대 산학연센터장
1999~2004  LG전자 소자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1997~1999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연구 과학자 II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4.09.
http://micronano.kw.ac.kr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Micro/Nano Devices and 

Packaging Lab.

패치형 혈당 센서
인체 내에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
기 위하여, 마이크로/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 패치형 무효소 바이오 센서를 제작하
고, 센서 위에 형성된 촉매 전극 상에서의 혈
당의 산화 전류를 측정하여 체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

손목 착용형 에너지 하베스터
3D 프린팅 기반 PLA(폴리에틱 애시드) 구조물
과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유사 나
노 와이어 구조체, FeSiCr/PDMS 자속 집중 유
연소재를 이용한 팔찌 모양의 고출력 웨어러
블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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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장수환 / Soohwan Jang

연 구 실

(1689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3공학관 224호 반도체소
자공정연구실

TEL 031-8005-3577 FAX 031-8021-7216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5 1 2 2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장수환 교수 031-8005-3623 jangmountain
@dankook.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화합물반도체 기반 가스센서

기타 수소, 암모니아, 에탄올,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가스센서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   화합물반도체(GaN, Ga2O3, ZnO, La2O3 등) 
기반 가스센서

-   화합물반도체 기반 전력소자
-   산화물반도체 (ZnO, CdO, MgO) 기반 
발광다이오드

-   나노소재 합성 (Pt, Pd, Au, Ag, ZnO, Ga2O3, 
La2O,NiO 등)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20 한국센서학회 국제협력 이사
2018  Electrochemical Society Electronics and 

Photonics Division 총무이사
2009 단국대학교 제직
2007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 memory 

PA 책임연구원
2007  University of Florida, 박사학위 취득
2003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졸업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9.03.01
https://sites.google.com/ 
site/dkujanglab/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반도체소자공정연구실

-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소가스 센서
-   Pt 나노구조의 감지물질이 적용된 초고감도 
수소센서

-   ZnO 감지물질 적용 고감도 암모니아 센서
- Ag 나노물질 적용 에탄올 센서
-   고온 환경에서 안정한 이산화탄소 센서
-   Ga2O3 기반 고내구성의 수소센서

AlGaN/GaN HEMT  
기반 수소센서

건조 및 고습 
수소가스에 대한 
동일 반응성

나노사이즈의 감지물
질이 적용된 유연소자

나노구조 감지물질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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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이종호 / Jong-Ho Lee

연 구 실
(00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82-2-880-7279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7 4 3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이종호 정교수 02-880-1727 Jhl@snu.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FET형 가스 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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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9  기능성 소재 기반의 가스 감지소자 
제조 및 집적 공정 개발

2011  초전력 초소형 나노소자 및 재구성 
가능 3차원 집적 시스템

2015  수평형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3차원 
핀펫형 가스 감지소자 특허

2016  뉴로모픽 기반 초전력 인지 가스센서 
플랫폼 

2017  FET-type sensor array 특허
2018  자체온도감지가 가능한 마이크로 

히터, 상기 마이크로 히터의 제조 방법 
및 구동 방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9.03.01
www.smdl.snu.ac.kr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반도체 재료 및 소자연구실

실리콘 FET형 가스 센서

센서 어레이 및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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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이혁재 / HYUK-JAE LEE

연 구 실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1302 FAX 02-871-3284

공 장

연 구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40 22 18 2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이혁재 교수, 학부장 02-880-1825 hjlee
@capp.snu.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센서융합 기반 차량용 비전인식, 3D 센싱 카메라 모듈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컴퓨터 구조, 병렬처리 및 영상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구조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다. 스마트 기기용 프로세서는 응용프로그램
에 최적화되면서도 저가, 저전력 소비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마트 기기용 프로세서 구조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상 압축이나 영상
내 객체 인식과 같은 응용에 최적화 된 프로
세서 구조, SOC 및 하드웨어 IP 최적화 기법 
등을 연구한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7.0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9.0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96.02  Purdue University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박사
1996~1998 Louisiana 공과대학 조교수
1998~2001 Intel corp. 선임연구원
2001~현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1.03
capp.snu.ac.kr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uter Architecture & 

Parallel Processing Lab(CAPP)

LiDAR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Moving Object Detection 수행

입력받은 영상 1920x1080 해상도를 
60fps에 처리할 수 있는 FPGA 구현

LiDAR, Stereo camera 등을 활용한 
심도 이미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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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전국진 / Kukjin Chun

연 구 실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301동 1014호

TEL 070-5089-2048 FAX 02-882-4658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4 4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김유미 박사과정 070-5089-2048 yumeekim 
@snu.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실시간 거리 측정 센서, 미세먼지측정 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초소형 모듈의 제작에 요구 되는 마이크로 센
서 및 엑츄에이터, MEMS 소자, 나노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MEMS 기술을 사용한 각종 센
서 및 RF 시스템, 생체 시스템, 패키지 기술 등
을 연구하여 으며 현재는 자동차용 실시간 거
리 측정 센서, 미세 먼지 물질 검출 센서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9.06~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
부 교수

2020.01~2020.12 IEEE 부회장
1997.01~2002.12  서울대학교 마이크로시스

템기술센터 센터장
2000.12~2010.08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단장

2003.09~2006.01  서울대학교 의용생체공학
협동과정 전공주임

2005.01~2005.12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
구소 소장

2006.09~2010.08  서울대학교 지능형마이크
로시스템개발사업단 운영
위원장

2009.09~2011.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부장

2009.09~2011.08  서울대학교 BK21정보기
술사업단 단장

2017.01~2018.12 IEEE Region10 회장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단일 카메라에 가변조리개를 이용한 ADAS용 
영상 및 거리 동시 측정 센서 

설 립 일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초미세기술연구실

실시간 거리 측정 센서

미세 먼지 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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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조동일 / Dong il “Dan” Cho

연 구 실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33동 408호

TEL 02-880-6488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17 11 5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조동일 교수 02-880-6488 dicho@snu.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실리콘 나노와이어, 관성센서, 마이크로폰/압력센서

기타 이온트랩칩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지난 30년간 MEMS 공정 및 
응용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고종횡비 구조
물 제작이 가능한 고유의 공정법을 포함하여 
총 147건(해외 45건)의 특허를 등록 또는 출
원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팹 시설
에 일괄 공정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SBM공법, 실리콘 나노와이어 공법, 실
리콘 나노와이어 기반의 관성센서 및 마이크
로폰, 양자정보처리 장치 구현을 위한 이온트
랩 칩 개발 등 MEMS 기술 응용이 가능한 다
양한 분야의 연구도 진행중이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88.2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박사 

1987.9~1993.8  미국 Princeton University, 교수 
1993.8~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 교수
2003.8~2007.6  (법인) 한국MEMS기술연구

조합, 이사장 
2004.1~2010.2  SML 전자, 대표이사
2018.12.  대한민국 로봇대상 국무총

리상 수상 
2012~현재  Senior Editor, IEEE Journal 

of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2017~현재  Senior Editor, IFAC Mechatronics
2020~2023 세계 자동제어연맹, 차기회장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1993. 8. 26
nml.snu.ac.kr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제어 연구실 

Surface/Bulk Micromachining(SBM) 공정법 개발

MEMS 공정 기반 평면 이온트랩 개발

Silicon Nanowire(SiNW) 공정법 및 이를 활용한 
관성센서/마이크로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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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양상식 / Yang Sang Sik

연 구 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원천관 434호

TEL 031-219-2488 FAX 031-212-9531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1 1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양상식 교수 031-219-2481 ssyang@ajou.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SAW 기반 센서, 질량분석기, Lab-on-a-chip

기타 상압 플라즈마 장치

주요

납품처

국내 ㈜아메드 - 기술이전, ㈜MCI - 기술이전

국외

 연구실소개 

마이크로 센서 및 MEMS 소자, 나노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MEMS 기술을 사용한 각종 센
서 및 RF 시스템, 생체 시스템,패키지 기술 등
을 연구하여 왔음 표면탄성파(SAW)를 이용
한 자이로스코프와 UV, 변형 및 압력 센서를 
개발하였으며 Lab-on-a-chip을 제작함 현재는 
MEMS 공정을 이용한 상압 플라즈마 장치를 
제작하여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적용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 중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연구조교수
· University of Cincinnati 방문교수
·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 학부장
·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학장
· IEEE Sensor Regional Co-Chair
· APCOT Conference Steering Committee Member
· Micro and Nano Systems Letters, Editor-in-Chief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1973.03.15
http://www.ajou.ac.kr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Lab

Lab-on-a-chip

표면탄성파를 이용한 자이로스코프 센서

MEMS 공정을 이용한 상압 플라즈마 장치



95

대학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김종백 / Jongbaeg Kim

연 구 실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제 3공학관 427호

TEL 02-2123-2812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20 13 5 2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김종백 정교수 02-2123-2812 kimjb@yonsei.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촉각/압력 센서, 유연/투명 광센서, 가스 센서

기타 MEMS/NEMS 구동기, 에너지 하베스터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MEMS/NEMS 기술 기반 초소
형 에너지 변환 소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노소재를 활용하는 독자적 공정법을 응용
한 촉각 센서, 광센서, 마이크로 구동기 및 스
위치 등 고성능 MEMS/NEMS 소자를 개발하였
고 저차원 감지 소재 기반의 다양한 가스 센서 
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인체에 적용이 가능한 
유연 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및 자가 구동 센
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 MEMS Design Engineer, DiCon Fiberoptics 
(2004-2005)
• Professor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Yonsei Univ. (2005–Present)
• 마이크로나노시스템 학회 프로그램 위원 /  
운영위원 및 이사 / 부회장 
(2009/2011/2018–Present)
• 한국정밀공학회 나노마이크로부문 이사 / 
부회장 (2011/2018–Present)
• 대한기계학회 마이크로나노부문 이사 

(2013–Present)
•한국센서학회 이사 (2015–Present)
• Editor-in-chief of Micro and Nano Systems 

Letters (2018–Present)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5.09.01
ntl.yonsei.ac.kr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Nano Transducers Lab.

유연 촉각 센서 어레이

현수형 나노선 및 MEMS 플랫폼 기반 가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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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이우영/ Wooyoung Lee

연 구 실
(03722)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324, 327, 328호

TEL 02-2123-2834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19 4 3 12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이우영 교수 010-8877-5428 wooyoung
@yonsei.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 시스템( ○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Pd-기반 센서, Si-기반 센서, 금속산화물 기반 센서

기타 벌크/나노 열전재료 및 소자, 희토류/비희토류 영구자석

주요

납품처

국내 ㈜신성씨앤티, ㈜아이센랩

국외

 연구실소개 

대면적 연성기판을 이용하여 나노갭을 손쉽
게 제작하는 기술, 비표면적이 극대화된 나노
선 어레이를 제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
의 감지능력을 갖는 수소센서를 개발하고 이
를 활용하여 변압기 절연유중 발생가스를 감
지할 수 있는 절연유 진단 가스분석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나노물질
을 기반으로 고성능 환경 유해가스센서 및 인
체 호기가스 센서를 개발 중에 있음. 특히, 나
노센서와 소형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를 활용
하여 극저농도의 호기VOC가스를 선택적으로 
검지 가능한 소형 호기분석장치를 개발하였
고, 이를 활용하여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세브
란스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연구를 진
행 중임.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18~현재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학부장
2018~현재  Brain Korea21 플러스 사업단, 단장 
2018~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2008~2019  연세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소장
2013~2015 융합기술연구원, 원장 
2003~현재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정교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3.01.01
http://spintronics.yonsei.ac.kr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Nano 

Device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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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담당교수 윤준보 / Jun-Bo Yoon

연 구 실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 523호

TEL 042-350-5476 FAX 042-350-8565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기타

2019 13 6 6 1

구분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교수 윤준보 정교수 042-350-5476 jbyoon@kaist.ac.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가스센서, 압력센서, 수광센서

기타 나노 공정, MEMS 공정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연구실소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고성능 센서를 높은 수율과 신뢰성으로 재현
성 있게 생산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연
구실에서는 Nano 크기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물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고성능 전자 소자
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
면적의 거대 종횡비를 가지는 나노와이어 어
레이를 개발함으로써,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다양한 가스, 압력, 적외선 센서 및 에너
지 수확 소자를 산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09.2000~10.2002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Dept.of EE, KAIST

11.2002~02.2005  Assistant Professor, Dept.
of EE, KAIST

03.2005~02.2012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E, KAIST

03.2012~Present  Professor with tenure, 
school of EE, KAIST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2.11
http://mems.kr

한국과학기술원 
(KAIST)

3차원 마이크로-나노구조체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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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장세용 / Se-Yong Jang

본 사
(39171)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TEL 054-479-2002 FAX 054-479-2020

공 장 (39253)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56 119 37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실감미디어
연구센터

구정식 센터장 054-460-9050 jskoo
@geri.re.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반도체 및 유연성 광(UV, IR), 온도, 압력센서

기타 패치안테나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실감미디어연구센터는 VR/AR, 홀로그램, 영화
(3D-4D), TV 등 차세대 실감미디어의 구현을 
위한 센서, 디스플레이 응용소자/기기, 콘텐츠 
S/W 등의 융합 기술연구를 위해, SW/콘텐츠, 
디스플레이 응용소자, 센서 및 플랫폼 연구그
룹으로 구성된 연구센터입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통합 법인 설립
2011  지역특화센터 경영실적 평가 최우수 

등급(A) 획득
2014  KOLAS 인정 획득
2015  독일 통상협력사무소개소
2016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개소
2017  중소기업융합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2018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개소
2019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선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3. 07. 21
www.geri.re.kr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실감미디어연구센터

Sensors (UV/Acid/Tem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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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설 립 일
홈페이지

2004.05.04
www.nnfc.re.kr나노종합기술원

융합센서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조원

본 사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TEL 042-366-1500 FAX 042-366-1990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융합센서부 김희연 042-366-1524 hyeounkim
@nnfc.re.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기타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애로기술자문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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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2.07  나노종합FAB시설구축사업 협약
2005.03  준공식 및 서비스 개시
2010.03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 

지정고시(교육과학기술부)
2013.01  나노종합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2015.07  KOLAS 인증
2017.11  스마트 센서Fab 구축
2018.08  나노바이오 센서칩 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개소
2019.12  국가연구시설 (N-Facility) 지정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관성센서 마이크로폰 센서

고정밀 타이밍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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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영삼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전자부품연구원

TEL 031-789-7000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차철웅 센터장 031-789-7270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IoT/스마트 센서, 스마트 UI/UX, 

바이오/환경센서, 집적광학센서 기술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스마트센서연구센터 
MEMS/Nano, Bio 기술을 기반으로 센서 및 스
마트센서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
근 IoT 센서, UI/UX 센서, 환경/바이오센서, 집
적광학센서, 자립형 무선센서용 무선전력 송신 
및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음.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1.08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1997.08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
2005.02  연구원 본원 분당이전
2010.04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서 지정
2019.10 동남권지역본부 설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전자부품연구원

융합시스템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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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영삼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전자부품연구원

TEL 031-789-7000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휴먼IT융합
연구센터 

조영창 센터장 031-789-7544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바이오 센서, 생체신호 측정,센서, 바이오 데이터 분석 기술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휴먼IT융합연구센터  
혈액, 배뇨, 호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
진단 바이오 마커를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와 
체온, 호흡수, ECG, 뇌파 등의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를 연구하고 바이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함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1.08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1997.08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
2005.02  연구원 본원 분당이전
2010.04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서 지정
2019.10 동남권지역본부 설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전자부품연구원

융합시스템연구본부

바이오센서

생체신호 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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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김영삼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전자부품연구원

TEL 031-789-7000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SoC플랫폼
연구센터

황태호 센터장 031-789-7313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광-화학 센서, 리드아웃 집적회로, 센서 보정회로, 센싱 스트립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SoC플랫폼연구센터 
바이오-메디컬 및 스마트 센서 분야에서 자가 
의료진단, 산업응용, 공기 및 수질 센싱을 위한 
광화학센서의 고도화를 위해 SoC 기반의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1.08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1997.08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
2005.02  연구원 본원 분당이전
2010.04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서 지정
2019.10 동남권지역본부 설치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전자부품연구원

융합시스템연구본부

광-화학 센서

Folding 센서모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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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병권

본 사
(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TEL 02-958-5114 FAX 02-958-5478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강지윤 02-958-6727 jykang
@kist.re.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질병진단 바이오센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센서, 

광산화증폭 형광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극미량의 생체물질을 감지 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연구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66.0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1981.01  KIST와 한국과학원(KAIS)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통합
1989.0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리
1996.02   KIST 유럽연구소 설치
1999.03   국무총리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2003.05   KIST 강릉분원 설치
2008.01   KIST 전북분원 설치
2014.03   이병권 원장 취임
201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1966.2.10
www.kist.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미세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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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신용진

본 사
(61007)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TEL 062-605-9114 FAX 062-605-9200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광융합센서
연구본부

노병섭 본부장 062-605-9220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광학센서 모듈 및 시스템, 광섬유 분포형 센서, 

광학센서용 신호처리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   광학센서용 광 송수신부 플랫폼 기술 보유 
(광원, 광전회로, 광능동제어)

-   광학센서 성능평가용 장비 인프라 보유
-   광학센서 소자 패키징, 기구물 설계, 신호처리 
전문인력 보유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1.04 한국광기술원 개원
2005.09  시험생산센터1동 준공
2007.12  시험생산센터2동 준공
2010.06  특허기술상 수상
2015.10  LED웅힙산업종합정보망 개통
2017.01  전자파 시험동 준공
2019.03  제2호 연구소기업 ㈜웰트 

등록(태양광/열기반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사업화)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2001.04
www.kopti.re.kr한국광기술원

광융합센서연구본부

고감도 광수신 모듈

수액낙하감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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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이윤덕

본 사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이의동, 한국나노기술원)

TEL 031-546-6000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센서플랫폼, 자기 Hall 센서, HEMT 센서, 가스센서, 반도체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화합물반도체 기반 센서연구 지원을 위하여, 
AlGaN/GaN HEMT 센서 플랫폼 개발 보급 및 
GaAs 기반 고감도 자기 Hall 센서 제작 기술 연
구/개발을 진행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2003.03   재단법인 설립
2008.08  나노소자특화팹센서 구축사업완료
2009.09   지식경제부 광교 LED융합기술지원

센터 지정
2010.10   교육과학기술부 나노기술인력 양성

센터 지정  
2011.11   조명용 LED 칩 제조기술 중소기업 기

술이전
2012.12  한국나노기술원 기관명칭 변경
2014.0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한국나노기술원 

소자기술개발본부

가스센서

자기 Hall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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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허남용 / NamYong Her

본 사
(312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TEL 041-559-3114 FAX 041-559-3068

공 장  

연 구 소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
센터 216호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13본부, 28센터, 19실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시스템반도체

팀
연규봉 팀장 031-606-9011 kbyeon@

katech.re.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자이로, 전류센서 등

기타 자율주행/ADAS/EV 시스템용 센서/반도체 등

주요

납품처

국내

국외

 센터소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
성을 위해 정부와 업체가 힘을 모아 설립하였
으며,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용 첨단센서 분야와 관련
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90  상공부민간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취득
1995   연구원 준공(천안소재 본원)
1996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
2001   산업자원부 신뢰성평가센터지정
2008  르노삼성자동차 EMC 시험소 지정
2010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립
2011  광주전남지역본부 설립
2013  영상사고기록장치 측정기관 지정
2014  현대 EMC 시험소 지정
2015  GM EMC 시험소 지정
2018  차로이탈경고장치 측정기관 지정
2019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관명 변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설 립 일
홈페이지

1990.09.04
www.katech.re.kr한국자동차연구원

시스템반도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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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일반현황 General information

대 표 자 박현민

본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TEL 042-868-5819 FAX

공 장

연 구 소

해외지사

 경영현황 Status Management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매
출

전체

센서

R&D 투자

 인력현황 Status of workforces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연구개발 기타

2019 800 600 200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E-mail

담당자 부서장
반도체측정
장비팀

김동형 선임
010-6639-

5611

Donghyung.
kim

@kriss.re.kr

 연구분야 및 주요납품처 Production Items & Major Partners

제조형태 소자형(      ), 모듈형(      ), 시스템(      )

주요

연구분야

센서관련 액침실리콘 타원계측기술 기반 바이오센서

기타

주요

납품처

국내 ㈜디엠에스

국외

 센터소개 

반도체측정장비분야는 반도체 공정장비 및 계
측장비의 융복합 장비(integrated metrology 
장비)의 개발을 위해 고정밀 실시간 공정진단 
센서 및 광측정 기술 기반 계측·분석 장비의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반도체 및 관련 산업체(소자, 장비, 센서, 
framework 업체 등), 학계, 연구기관과의 유기
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발히 교류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Company profile 

1975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1978  국가교정업무 시행
199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관명칭 변경
1999  ‘국가표준기본법’에 국가측정표준 대

표기관 명문화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가과학기

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으로 변경

 주요생산품 Major products 

액침실리콘 바이오센서는 반도체분야의 고정
밀 타원계측기술을 기반으로 항원-항체 면역
반응에서 유발된 센서칩 표면 두께변화를 민감
하게 측정하는 초고감도 기술로서, p-파 무반
사 조건에서 실리콘과 바이오 물질의 큰 굴절
률 차이를 이용한 광학적인 신호증폭 현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측정한 것임. 액침실리콘 측
정기술은 기존 ELISA 기술에서 사용하는 여러 
단계의 증폭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원-항체 결
합을 직접측정(Direct Assay)하여 신속하게 진
단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주변환경에 의한 굴
절률 변화에 무관하게 고감도로 면역반응 신
호만 측정할 수 있어 1pg/mL 이하의 초저농도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센서임.

설 립 일
홈페이지

1975. 12. 24
www.kriss.re.kr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반도체측정장비팀

액침실리콘 타원
계측기 3차원 구조도

액침실리콘 미세유로 
센서구조

실리콘 센서칩/프리즘 
일체형 모듈

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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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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기업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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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0  S E N S O R  D I R E C T O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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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sensor2025.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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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시스템반도체  R&D 지원팀 이동은 주임 
02-570-5216, Leede@ksia.or.kr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시스템반도체  R&D 지원팀 박건태 주임 
02-570-5283, ryanpark@k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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