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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센서는 컴퓨터가 갖는 우수한 데이터 처리, 판단 기능, 메모리 기능, 통신 기능 등을

스마트센서 기술의 정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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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하고 있어 종래의 센서에는 볼 수 없는 많은 장점 보유
▶ 스마트 센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예가 스마트폰 이외에도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

1. 기술의 정의
▧ 스마트센서 기술의 정의

홈시스템, 웨어러블 전자기기, 원격진료 시스템, 대규모의 환경감시시스템, 사물인터넷 등으로
영역을 확대 중

<표 1> 스마트센서 기술의 정의
정의

등장 배경

1)

● 스마트센서 는 스마트한 제조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업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똑똑한 센서를 의미
● 스마트 센서는 기능이 단순하고 정밀도가 낮으며 사용이 불편한 이전의 센서에 비해 센싱소자와
신호처리가 결합하여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형, 경량,

•기존 센서에 논리. 판단. 통신. 정보저장 기능이 결합되어
데이터 처리, 자동 보정, 자가 진단,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를 의미
•스마트 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중앙 처리 장치)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

•1980년대 이후 급속 성장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머시닝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초경량,
초미세, 초전력 구조를 실리콘 기판 상에 구현

고성능, 다기능, 고편의성, 고부가가치의 센서’를 의미
▶ 스마트 센서는 기존의 센서가 발전하여 지능화된 센서(intelligent sensor)로 측정 대상
물의 물리·화학적 정보를 감지하는 일반 센서기술에 나노기술 또는 MEMS2)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통신 등의 신호처리 기능을 내장
▶ 주변환경 정보를 전기적 정보로 전환하는 변환원리에 따라 압력 및 가속도 등의 물리 센서,

● 센서산업은 센서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완성품의 기능과 성능을 결정하고, 타 산업에 적용되어
기술들 간 융합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를 첨단화하고

이미지, 적외선, 조도 등의 광 센서, CO2와 NOx, PH 등의 화학 센서, DNA와 단백질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

바이오 센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

▶ 최신 스마트폰에는 이미지센서, 터치센서, 마이크로폰, GPS, 모션센서, 지자기센서,
조도센서, 근접센서, 지문센서 등 10종 이상 20개의 센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30종 이상
160개의 다양한 센서가 사용

<그림 1> 스마트 센서의 구성 및 역할
<그림 2> 스마트폰 센서(현재 5종 이상 적용)

1) 센서란 ‘주변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정보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모든 장치(Device)’를 의미함
2) MEMS 기술이란,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의 약자로, 반도체 공정을 통해 미세 전자 기계 소자를 만드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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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배경

● MCU 내장, 나노·MEMS 기반 4세대 스마트 센서로 진화

스마트센서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1세대 Discrete Sensor → 2세대 Integrated Sensor → 3세대 Digital Sensor→ 4세대
Smart Sensor로 진화

● 센서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검출기(Detector)로서

▶ MEMS, 나노기술, 반도체 집적 기술의 진보로 센서의 소형화, 지능화, 무선화가 가능

존재하여 각종 전기회로나 제어 장치에 사용되어 왔음
▶ ‘똑똑하다’, ‘현명하다’라는 의미의 영어단어 ‘SMART’는 주로 지능화된 장비 또는 로봇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반도체 IC 기술이 보편화되고 마이크로센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표 2> 세대별 센서 특징 및 특성

센서에도 ‘SMART’가 사용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은 종래의 크고 무거운 조립식 센서를
반도체 IC3)와 같이 실리콘 기판에서 집적하여 스마트 기능을 가능케 함
▶ 증폭회로, ADC(Analog to Digital Conversion)/DAC(Digital to Analog Conversion),

구분

특징

특성

1세대

Discrete
Sensor

온도, 압력, 가속도, 변위 등의 물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의 센싱 소자와 증폭,
보정, 보상의 신호처리 회로가 별개로 분리

2세대

Integrated
Sensor

센서의 잡음성능을 높이고 소형화하기 위해 센서와 신호처리 회로가 결합된 형태로 제작,
MEMS 기술이 도입

3세대

Digital
Sensor

CMOS 기술의 발전으로 아날로그 회로에 디지털 회로가 집적되면서 센서의 이득, 오프셋,
비선형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정하고 보정 데이터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

4세대

Smart
Sensor

MCU가 센서에 내장되고 SoC 기술이 접목, MCU의 제어, 판단, 저장, 통신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센서의 성능 향상과 다중센서, 네트워크센서, IoT 센서로 진화

MCU(Microprocessor Control Unit) 등의 반도체회로와 결합한 형태로 개발
▶ 또한 스마트 센서는 마이크로 센서 기술에 반도체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기술을
결합하여 컴퓨터가 갖는 데이터 처리 능력, 판단 기능, 메모리 기능, 통신 기능 등을 보유

※ 출처: 스마트센서 R&D 동향 분석, IT R&D 정책동향(2012-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림 3> 센서 산업의 진화 방향

▧ 구조 및 운영방식
Industry Megatrend
Mobility
Only

수동 → 능동, 안전
편의 사양 증대
배기가스 규제

Intelligent
Vehicle

Mobile Phone

Telecom
Only

사용 편의성 향상
Entertainment
절전 기능 강화

Like a Pc

Industrial
Machinery

Programmed
Machinery

Consumer
Electronics

Display
Only

절전 기능 강화
사용 편의성 향상
일방 → 양방향 통신

Smart Home App.

Medical
Industry

In Hospital

Visiting → Calling
치료 → 관리, 예방
병원 → 환자 중심

u-Healthcare

Automotive

생산성 향상
안전 기능 강화
자율 작업 수행

● 센서의 구성은 변환부와 신호처리부, 인터페이싱으로 구분되며, 센서의 운영방식은 센서의
외부환경을 검지하는 변환부와 신호처리부 그리고 자동차, 모바일 등 시스템 요구에 맞게
인터페이싱하여 구동하는 방식

Process Automation
Intelligent Robot

<그림 4> 센서의 구조 및 운영방식

※ 출처: 스마트센서 R&D 동향 분석, IT R&D 정책동향(2012-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집적회로(IC)란,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 다수의 능동소자 (트랜지스터, 진공관등)와 수동수자 (저항, 콘덴서, 저항기등)를
초소형으로 집적,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든 완전한 회로기능을 갖춘 기능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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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범위

2.2 적용범위

스마트센서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스마트센서 기술의 활용방안
2.1 기술의 분류
● 스마트센서는 IT 융합과 초연결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센서는 감지대상별, 감지방식별, 적용분야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사용 분야도 자동차용,
모바일용, 가정용, 환경용, 의료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적용 분야 및 사용 범위가

▶ 미래 지능형 산업, 초연결 시대를 열어갈 최첨단 소자로서 제조, 환경, 모바일,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우주, 항공, 군수 등 다양한 응용 산업에 적용
▶ 나노·MEMS, SoC 기술, 비접촉·무선화, 기능화·자동화, 소형화·저가격화, 소재 다변화 등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확대 중

기술이 접목 되면서 초소형, 고성능, 다기능(지능형) 센서로 발전하고 있어, IoT(Internet of
Things)의 핵심 기반

<표 3> 센서의 분류
분야별

센서의 종류

감지대상별

물리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감지방식별

저항형센서, 용량형센서, 광학식센서, 자기식센서

집적도별

단순센서, 전자식센서, 디지털센서, 지능형센서

구현기술별

반도체센서, MEMS센서, 나노센서, 융복합센서

적용분야별

자동차용, 모바일용, 가전용, 환경용, 의료용, 스마트제조 등

<그림 6> 스마트 센서 적용 도메인
센서기반 u-Health

스마트 기기
의료/보건

※ 출처: 전자부품연구원, 유진투자증권
지능형 교통
자동차/교통

생활

SMART
SENSOR

● 스마트센서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기술은 MEMS 기술, SoC(System-on-Chip,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모아 만든 비메모리 반도체)기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이 있음

건축현장 관리

건축/토목

보안
안면 인식

▶ 센서 융합기술은 반도체, MEMS, 나노 등의 결합을 통해 활용
환경

제조
디지털 제조

무인 환경감시

<그림 5> 센서기술의 분류
※ 출처: ZDNet, 미래부,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11개 과제 선정, 2014. 05. 18

•각속도(Gyro)

•온/습도 센서

•TPMS
•가속고(Air-Bag)

•CIS
•조도센서

반도체

iMEMS

● 차량조기경보, 무인자동차, 자동주차, 보행자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거리 및 공간 스캔 기능을

Nano-SoC

갖는 센서를 융·복합화하여 3차원 공간을 정밀 스캐닝하며, 높은 거리 분해능력을 가지는 광학

NEMS-SoC
MEMS
•CNT 바이오센서
•셀기반 나노모터
•DNA Chip

NEMS

시스템 설계 기술, 그리고 장애물 검출을 위한 고속 영상처리 기술 등의 융합 기술이 집적된

Nano
•Nano-FET 바이오센서
•Nano-FET 가스 센서

첨단 센서를 사용
▶ 스마트 모바일 기기용 UI 인터페이스, 게임 등의 분야에서는 모바일 기기용 복합 모션 감지가
가능한 10축(3축 가속도·자이로·지자계 + 1축 압력)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콤보 센서로
최근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인터페이스 구현의 핵심 센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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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마트센서 기술 적용 예
적용 분야

서비스

주요특징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
(이미지 출처: 르노삼성자동차
공식 블로그)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의 시장 성장률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많이 발생한 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
타이어 압력 이외에 이 센서는 타이어 온도 및 센서 모듈의
배터리 전압을 측정한다. 가속 센서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휴지 상태의 물리적 동작을 보고함

자동차

모바일 핸드폰, 자동차 자세 제어, 로봇, 군수(미사일),
우주항공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 게임, 스마트폰 등에서
폭발적으로 수량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13년부터
자동차에 ESC(자세 제어)가 의무 장착됨에 따라 시장 확대
(국내 1,000만 대/년)가 예상

모바일/게임
디바이스
모션 센서, 항법(IMU) 센서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센서

보안

생체인식

생체정보인식, 환자 상태 실시간 센싱 등에 활동되고 있
으며, 최근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성장성에 기대를 걸고 관련 기술개발과 서비스에 집중하
고 있음.
2017년 전세계적으로 1억 6,950만개의 웨어러블기기가
판매되고, 그 중 헬스케어 관련기기가 50%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ABI리서치)하고 있고, 국내 헬스케어 시장규모
는 3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보건산업진흥원)

소형화된 스마트 센서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기의 개발이
가능
바이오·나노 기술과의 융합은 센서의 민감도(sensitivity) 및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반도체 및 MEMS 기술의
도입으로 초소형의, 독자적 판단력을 지닌 제품 개발이 가능

기술트렌드 및 산업기술 동향
1. 시장 및 주요기업의 동향과 전망
2.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및 전망
3. 정책 및 투자 동향
4. 글로벌 트렌드 요약
5.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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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S센서, CIS(contact image sensor), 레이더 SoC 등의 첨단센서가 전체 센서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1. 국내외 시장 및 주요기업 분석

<표 5> 세계 센서 시장의 현황

 해외시장 동향
① 시장 동향
● 전세계 센서 시장은 2012년 796억달러에서 수요 급증으로 연평균 9.4% 성장하여 2020년
약 1,147억 달러(CAGR +9.8%)로 전망
▶ 첨단센서 비중은 20%에서 2020년 49%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2014 하반기 산업전망:
유진투자증권, 2014. 5)

구분

자동차용

의료용

항공/군수용

일반용

성장단계

도입/성장기

도입/성장기

도입/성장기

도입/성장기

평균성장율

11.90%

9.80%

19.40%

67.10%

경쟁업체수

40개 이상

15개 이상

15개 이상

15개 이상

경쟁정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높음

경쟁요소

가격, 신뢰성, 크기,
정밀도

안전승인, 장수명,
신뢰성, 정밀도, 가격

검출범위, 충격방지,
저전력, 장기안정성

가격, 정밀도, 크기

가격민감도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높음

고객만족도

비교적 높음

비교적 높음

매우 높음

높음

주요용도

Airbag/회전검출 ESC,
GPS, 차량보안

혈압측정기, 혈관성형기,
입펌프, 인공호흡기,
생명유지장치,
근육자극기 등

시설물보안, 은폐무기,
탐색 미사일, 위성통신,
레이더, 검출

카메라, 노트북, PC,
스마트폰, 경보기 등

<그림 7> 첨단센서 비중의 증대

※ 출처: 2014 하반기 산업전망: 스몰캡 이슈(3), 유진투자증권, 2014. 5

② 시장특성
※ 출처: IC insights 2012, ICT standarizationRoadmap 2010, iSuppliMarket Tracker : MEMS 2009, Yole2010

● 센서를 포함한 반도체 생산 밸류체인에서 파운드리와 팹리스는 5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며, 최근 IoT 시장의 도래로 국내기업에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도래
▶ 그러나 막대한 팹 건설비용(4~5조원)과 설계 IP의 부족으로 중국, 대만 등에 추격당하고 있는

▶ 센서산업은 기술진입 장벽이 높아 선진국과 일부 기업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정이며, 국내 센서기업의 지원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

과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EU, 일본이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8> 글로벌 센서 생산 현황 및 전망

반도체 산업 분야별 매출액

백만 달러

14,748

14,000
12,000

유선통신용
0.9%

15,480

16,000
13,686

11,346 11,680

12,077

,10,000

자동차용
산업용

6,000

무선통신용
24.9%

자동차용
16.9%

유선통신용

2,000
0
2007

2008

2009

2010

2111

21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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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전용
27.4%

단위 : %
20

팹리스

종합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 전체

15
10
5

2
0
-5
-1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016 2017

2018

2019

2014

※ 출처: 첨단센서: 투명 유연 센서, ETR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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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리스

1

정보기기용
4,000

파운드리

5

3

소비자가전용

9,446

통합 반도체

단위 : 100억 달러

4

무선통신용

10,714

8,000

산업용
18.7%

센서 전체

정보기기용
11.3%

반도체 산업 분야별 매출액 성장률

※ 출처: 반도체 파운드리&팹리스 – 위기와 기회, 토러스투자증권,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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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외 주요기업 현황

기술트렌드 및 산업기술 동향

① 시장 동향

● Bosch, Novasensor, Honeywell, Areescale, Analog Device 등 글로벌 기업들이

● 국내 시장은 2011년 48억 달러(세계시장의 약 7%)로 성장률은 세계시장 보다 높을 것으로

센서 및 스마트 센서 R&D를 주도

예상*되며, 국내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3%에 불과
▶ 자동차용 센서의 경우, Bosch, Freescale, Analoge Device, BEI Tech 등 현재 약 40개

※ 자동차·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산업의 높은 성장에 따라 센서 수요도 비례하여 성장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가격, 신뢰성, 크기, 정밀도 등이 주요 경쟁요소
<표 6> 센서 세계 및 국내시장

(단위 : 억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CAGR(%)

세계

642

722

796

890

1,050

1,200

1,417

9.4

국내

41

48

54

60

72

82

99

10.5

국내생산액

11.3

11.5

-

-

-

-

-

-

▶ 의료용 센서의 경우, Novasensor, Honeywell, Measurement Specialities 등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승인, 장수명, 신뢰성, 정밀도,
가격 등이 주요 경쟁요소
▶ 항공/군수용의 경우, Honeywell, BEI Tech, Colibrys 등 현재 약 15개 이상이 R&D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범위, 충격 방지, 저전력, 장기 안전성 등이 주요 경쟁요소

※ 지식경제부,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기획 보고서, 2012. 12

▶ 민수용 센서의 경우, Analog Device, ST Micro, Freescale, Hitachi, Bosch 등 현재 약 1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가격, 정밀도, 크기 등이 주요 경쟁요소

▶ 매년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업체 생산액은 11억5천만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6%에 그치고 있으며,
▶ 국내 수요기업은 국내제품의 신뢰성 문제, 시스템에 부합한 센서제품 부재 등으로 신규 센서

● 국내 센서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수요를 해외기업으로부터 주로 조달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폰, 자동차산업 성장에 따라
일부 센서 생산업체의 매출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 발생

▶ 상당수의 기업이 수입된 센서를 기반으로 제품의 후가공, 조립, 패키징에 의한
모듈 생산에 의존
▶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칩과 프로토 타입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술 격차도 상당한

② 시장 특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기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센서칩을 수입해 모듈화하는 수준
▶ 국내 센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6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영세
※ 300억원 이상 센서 매출기업은 전체의 14%인 8개, 평균 R&D투자는 평균 매출액(175억원)의 1.5%인
2.7억원(57개 조사기업 기준, ‘12. 6)

▶ 국내 센서업체는 영세성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일반 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로 신제품개발과

<표 7>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회사명

국가

설립년도

프랑스
이탈리아

1987

관련 동향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취약
▶ 생산제품의 핵심소자, IC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 곤란
▶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첨단센서의 경우 이미지센서를 제외하고 거의 100%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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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MEMS 시장 매출 3위
•애플 아이패드 에어와 HTC원에 MEMS마이크 공급
•최근 차량용 가속도 센서(AIS3624DQ)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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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886

관련 동향
• 2014년 MEMS 시장 매출 1위
•주력 시장은 차량용 MEMS 센서임
•애플 아이폰 5S, 5C,아이패드 에어 가속도 센서 공급
•최근 가속도 및 자이로스코프를 통합한 6축 센서를 양산,
소니, 삼성전자, HTC에 공급하고 있음

2.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및 전망

기술트렌드 및 산업기술 동향

독일

설립년도

Ⅱ

회사명

(1) 해외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및 전망
 연구개발 동향
● 센서기술은 크게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발전하여 왔으며, 기존의 산업용 센서는

미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2003

1993

•애플 아이폰 6 시리즈에 모션센서 공급
•2013년 아나로그디바이스(ADI)의 MEMS 마이크 사업 인수
•2013년 한국에 디자인 R&D센터 설립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해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개발을 돕는 모션앱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2012년 모바일 디바이스 부문 3축 가속도계 MEMS센서
시장 점유율 2위
•Micro-Amp Magnetic Gyro(KMX61G)가 2013 센서
엑스포&컨퍼런스에서 2013년 최우수 혁신상 수상

벌크형 센서(Discrete)로 크기에 상관없이 특정 기능만 구현함
▶ 모바일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엇보다도 초소형의 센서(CMOS, MEMS)가 요구됐으며,
이후 벌크형 센서와 초소형 센서가 하나의 반도체 칩 안에 집적화된 iMEMS 센서, 하나의 칩으로
동시에 구현하거나 두 가지 센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융복합 센서(Combo, Multi)로 발전해옴
<표 8> 8대 핵심센서 분야
센서분야

중분류

주요기능 및 적용 제품(시스템)

레이더센서

2D 레이더
영상 레이더

전방충돌방지시스템
자동차, 군수, 보안

물체형상인식센서

PMD 라이더
FPA 라이더

3차원 거리 측정
첨단UI/UX 기술, 게임기, 로봇, 가전

1980

•아이폰5S,6에 지자기센서 공급
•2012년 모바일 디스바이 부문의 세계 MEMS센서 매출액 2위

자기IC센서

스마트
자기센서

회전속도, 각도측정
배터리 감시, 전력모니터링

2001

•항법센서 전문기업으로 로봇청소기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민수용 항법 시장에 진출
•국산 무인기(드론)와 유도탄 개발에 자체 개발한 군수용
항법센서와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기술 개발 진행 중
•군수 분야 국산화가 필요한 MEMS(자이로, 가속도계,
압력센서)와 관성측정장치(IMU) 개발에 역량을 집중

자이로센서

MEMS 자이로센서

3축 자이로 센서
MEMS 패키징, 9축모션 SoC 통합형

압력센서

MEMS 압력
반도체 압력

자동차용 압력센싱 나노센서
고압/고감도 반도체식 압력트랜스듀서

2005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MEMS 관성센서 전문업체
•유도무기 항법 및 탐색기 안정화용 자이로, 가속도계 개발 생산

영상센서

다파장 영상센서
초소형 영상센서
WDR 영상센서

적외선/가시광 WDR 영상센서
로봇비전용 초소형 영상센서
초광대역 이종접합 영상센서

1998

•MEMS 블로메타 타입 적외선 센서 개발
•방산 업체로 민수, 수출, 방산용 적외선 센서 양산

광센서

적외선 Optics
Fiber Optics
바이오 Optics

적외선 감지
건축물 안전진단, 전력기기 진단 산업,
항공, 전력, 의료

1977

•국내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 부문 1위 기업
•근접센서, 포토센서, 광화이버센서, 압력센서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를 제공

바이오메디컬센서

암진단 센서
마이크로 유체칩
모바일용 진단칩
Digital X-ra

폐암진단 마이크로유체칩
휴대형 저전력소모형 바이오센서
디지털 X-ray 바이오센서

1982

•산업용 자동제어시스템 및 전기, 전자제품 수입/제조/
판매업체
•기술제휴를 통해 타이머, 근접센서 등을 국산화하고 있음

※ 출처: IT융·복합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

※ 출처: MEMS 관성센서의 감도 향상을 위한 전극 설계 기술,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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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 모바일, 웨어러블 등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핵심 8대 센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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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기능센서

<표 9> 8대 스마트센서 기술의 시장 국가별 기술성장단계
전체

미국

한국

일본

8대 스마트센서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숙기

레이더센서

성장기

성장기

회복기

회복기

물체형상인식센서

성숙기

성숙기

성장기

쇠퇴기

자기IC센서

성숙기

성숙기

성장기

쇠퇴기

자이로센서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회복기

압력센서

성장기

쇠퇴기

성장기

쇠퇴기

영상센서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숙기

광센서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숙기

바이오메디컬센서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숙기

※ 출처: IT융·복합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술트렌드 및 산업기술 동향

구분

● 신기능 터치 센서는 기존 멀티 터치에서 더 나아가 여러 신호를 필터하고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로 소프트웨어를 처리해 기능을 구현
▶ 신기능 터치 센서는 터치가 아닌 리모트 터치(Remote touch), 동작인식 터치(Hovering touch),
방수 터치(Waterproof touch), 제스처 터치(Gesture touch) 기술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방향으로 발전
● 최근에는 플렉서블과 웨어러블이란 기술적 화두로 섬유형이나 인쇄형 센서 기술이 결합
▶ 비보메트릭스(VivoMetrics)의 라이프 셔츠(Life Shirt)는 개인용 PDA 단말기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의류 속 센서와 PDA를 통해 30가지 이상의 바이오 정보기록 및 모니터링이 가능
▶ 라이프 셔츠는 말초시신경 디바이스를 통해 혈압과 혈류 내 산소함유량, EEG(뇌파),
EOG(안전도), 피부온도 등을 측정하여 PDA를 통해 지속해서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콤팩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 전송 가능

 주요 연구개발 이슈
▧ 주요 이슈
● 센서 기술의 주요 이슈는 센서와 회로, 시스템 기술로 구분할 수 있고 센서는 감지방식과
감지구조가 핵심으로, 주요 이슈로는 고성능화(기계/전기식, 광/전자 센서), 소형화

▧ 응용분야
● 스마트 센서의 응용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마트폰임
▶ 스마트폰은 기존 가속도나 각속도, 지자기, 오토포커스, 지능 인식 센서 등이 이미 탑재됐으며

(MEMS 센서), 다기능화(복합 센서), 저전력화(나노 센서) 등

스마트폰으로 직접 영상을 쏘는 피코 프로젝터(Pico Projector), 헬스케어 기능을 위한

▶ 시스템 분야는 소형화와 대량생산화 등의 패키지 분야의 이슈가 크며, 벌크 시스템

바이오 케미컬, 자외선을 측정하는 UV 센서, 홍체 인식 센서 등이 탑재

형태에서 SiP(System in Package)로 발전하여 패키지를 층층이 쌓는 MCP(Multi-Chip

▶ 향후에는 에너지 저장이나 적외선(IR) 센서, 라이다(LIDAR) 등이 탑재될 전망

Package)가 등장
▶ 앞으로는 SoC 형태의 MEMS와 CMOS를 직접 집적하는 iMEMS가 등장할 것이며, 나노 기술이
접목되면서 소형화 및 멀티 센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분야에서도 스마트 센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크게 파워트레인과 안전, 바디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도 안전 분야가 스마트 센서의 주 타깃임
▶ 기존 자동차는 안전 분야에 주로 벌크형 센서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가속도와
각속도 등의 관성 센서와 압력 센서, IR 센서, RF 센서가 다양하게 탑재

▧ 융복합센서
● 제조업 분야에서 90년대 공장자동화에서 발전하여 현제의 스마트제조에 이르기까지
● 센시리온(Sensirion)의 온습도 센서는 온도 센서 기능을 하는 CMOS 위에 폴리머로 된 습도 센서

스마트센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대

구조체를 함께 통합해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제품을 출시
▶ 신크라(Synkera)의 e-Nose는 8 x 8 어레이로 64개의 센서가 하나의 어레이 형태로
종합적인 가스 정보를 감지하는 제품을 출시
▶ 어레이를 활용하면 칩의 소형화가 가능하며, 특히 융복합 센서 중 가장 대표적인 센서로
꼽히는 모션 센서는 3축 가속도계와 3축 자이로스코프, 3축 지자기를 통합해 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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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화학센서

비고

자동차, 의료, 자
동화공정, 가정/사
무기기, 모바일기
기

수입 or
개발센서
모듈 제작
칩 개발 중
센서 모듈
제작

KEC, 케피코

가속도

Analog Device, 보쉬, 덴
소, 모토로라, TI, VTI

현대오토넷, 케피
코, 마이크로 인
피니티, SML전자

자동차, 자동화공
정, 가정/사무

각속도

보쉬, Silicon Sensing
System, 파나소닉, 지멘
스

현대오토넷, 케피
코, 마이크로 인
피니티, SML전자

자동차, 자동화공
정, 가정/사무

Prototype
개발 중

토크

보쉬, BI Tech, TRW,
SSI Tech, 발레오, Hella,
Koyo, NSK, 소와

대성전기, LG이
노텍

자동차, 자동화공
정, 가정/사무

국산화
개발

레벨

Hella, AISHIN, WABCO

현대오토넷

자동차, 자동화공
정, 가정/사무

Prototype
개발 중

유량/유속

Intelligent Controls, McMillan, Namco Controls,
Hanatek

아이에스텍, 두온
시스템

자동차, 자동화공
정의료, 환경

칩 수입 센
서 모듈
제작

온도

Sensivision, Kamstrup,
Auxitrol,
Temperature Specialists

오토닉스, GE써
모텍, 써머텍, SY
하이텍

자동차, 의료, 자
동화공정, 가정/사
무

센서 모듈
제작
단품 판매
개발 중

습도

Sensivision, Able Instruments&Control

SY하이텍

광

Gems Sensors, ENDRICH, Mikoelektronik
Gmbh

고덴시, KEC

의료, 환경, 자동
화공정, 가정/
사무, 보안

생산 중

이미지

Agilent, OmniVison,
Toshiba, Sharp, Sony,
Kodak, Micron, Mastusita, Nikon, Mistubishi

삼성전자, 매그나
칩, 한성엘컴텍

자동차, 의료, 환
경,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보안,
모바일기기

생산 중

가스

Figaro, Fis, Nemoto,
Riken Keiki, Monox

오토전자, 신우전
자, 한국가스기
기, 세주실업, 센
텍코리아

자동차, 의료, 환
경, 자동화공정,
가정/사무, 보안,
모바일기기

산쿄제약, Sontra, Medical

아이센스, 올메디
쿠스

의료, 바이오

생산 중

단백질 센서

Ciphergen, Genome
Solutions

프로테오젠, 파나
진, 바이오메드포
토닉스

환경, 의료, 보안,
바이오

생산 중

DNA 센서

Affymetrics, 캐피털 바이
오, Caliper Technologies

굿젠, 네오딘, 디
스진, 마이크로젠

환경, 의료, 보안,
바이오

개발 중

세포칩

마쯔시타전기, Cephied,
Applied Biosystems

제노프라

가정/사무, 환경,
의료, 바이오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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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스마트센서 기술수준은 영상 센서를 제외하고 선진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저가의 단순 센서 위주의 생산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주요 스마트 센서(대분류 8대 센서)의 시장 단계는 도입기(레이더, 관성, Optics, 바이오메디컬),
성장기(물체 형상 인식, 자기 IC, 압력, 영상)로 분류
▶ 미래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주력 산업 성장이 센서 수입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주력 산업의 지능화와 미래 신산업 수요에 필수적인 스마트 센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R&D 투자 강화 필요

<표 11> 8대 스마트센서 분야별 국내 기술개발 동향
분야
레이더

동향
•일부 센서소자 분야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핵심 센서는 수입 중심으로
추진됨

자기IC

•아이폰 이후 모든 스마트폰에 사용될 만큼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수입되며, 국내에서 수년 간
개발을 시도했지만 상용화되지 못함

자이로

•ST 마이크로, Bosch, ADI, Murata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 자이로센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대기업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시작품을 제작한 바 있으나 양산에 성공하여 상용화된 사례
는 없음

압력

•국내 업체에서 일부 국산화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집적화 및 모듈화를 진행하는 케피코 등의 경우
센서는 수입에 의존함

영상

•영상센서의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수준이 해외 선두 업체인 Micron technology, Omniv
ision 등과 격차가 거의 없음
•국내에서 화소의 크기 기준으로 1.4 micron까지 개발되며, BSI방식의 최신 기술을 출시하고 있음

광

•국내 광섬유 센서 기술력은 학술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상용화와 관련된
기술력은 많은 차이가 있음
•국내 광섬유 센서 시장이 작아서 벤처기업에서 시작된 몇몇 중소기업에서만 광섬유 센서 개발에 참여함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바이오메디컬 센서와 관련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연구개발 역량’과
비교할 때 20% 수준(나노기술수준평가, KISTI)으로 조사되고 있음

기타

•아날로그 회로설계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주요 공정설계에 필요한 반도체 IP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대부분 해외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함
•생산 공정은 최근에 송도 등의 신규 설비에서 시험 생산은 가능하나, 대량 생산의 경우 해외 선진
업체의 국내 법인에 위탁 생산하는 실정임

칩 수입,
센서 모듈
제작

혈당센서

※ 출처: 스마트센서 R&D 동향 분석, IT R&D 정책동향(2012-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개발 동향

물체형상인식

자동차, 의료, 자
동화공정, 가정/사
무

바이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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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

모토로라, 덴소, 보쉬, 델
파이, 인피니언, TI

압력

물리센서

국내업체

기술트렌드 및 산업기술 동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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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및 전망

<표 10> 주요 센서별 제작업체 및 응용분야

※ 출처: IT융·복합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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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IEEE 1451.2[4]

•트랜스듀서와 NCAP간 대표적인 시리얼 인터페이스인 UART와 같은 인터페이스와
점대점 구성을 위한 TEDS를 정의
•1451.2에서 사용하는 주소 배치는 2바이트로 구성

IEEE 1451.3[5]

•트랜스듀서와 NCAP간의 인터페이스와 분산된 통신구조를 사용하는 멀티 드롭
트랜스듀서를 위한 TEDS를 정의

IEEE 1451.4[6]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두를 제공하는 혼합 모드 트랜스듀서로 정의
•IEEE 1451.4에 기반한 스마트 TEDS 센서는 아날로그 인터페이스에서는 기존 방식
으로 물리적 현상(온도, 압력 및 힘 등)을 반영하는 신호를 제공하며, 트랜스듀서 내
의 내장 메모리 장치와의 통신을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제공

IEEE P1451.5

•트랜스듀서와 NCAP간의 인터페이스와 무선 트랜스듀서를 위한 TEDS를 정의
•802.11(WiFi), 802.15.1(Bluetooth) 그리고 802.15.4(ZigBee)와 같은 무선통신 프로토콜
표준이 IEEE 1451.5의 물리 인터페이스의 일부로 고려되고 있음

IEEE P1451.6

•트랜스듀서와 NCAP간의 인터페이스와 CAN(Controller Area Network) 기반의
상위계층 프로토콜인 고속의 CANopen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TEDS를 정의하며,
TEDS에는 통신 메시지, 데이터 처리, 파라미터 설정 그리고 식별 정보와 CANopen
dictionary를 포함

그치고 있음
▶ 직접 칩을 개발해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나 테스트 기관이 없는 상황이며,
기술 특허는 양적·질적 모두 글로벌 평균 이하인 상황임
▶ 그나마 휴대폰용 이미지센서가 선방해 세계 센서시장 생산량의 1.7%를 차지했지만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 실정

 표준화 동향
● 1993년에 시작된 IEEE 1451은 생성 자체가 센서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여 탄생이 되었으며,
네트워크에 독립적인 스마트 센서를 위한 공통적인 센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음

기술트렌드 및 산업기술 동향

● 국내 센서 산업은 기반기술 부족으로 센서 칩을 수입한 뒤 모듈화해서 공급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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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이슈

<그림 10> IEEE 1451 구조
● 스마트 센서는 반도체와 MEMS 기술을 이용한 Si 기반의 반도체 센서가 대부분이며, IEC에서
Network

센서 관련 표준을 다루는 위원회는 TC47(반도체소자)/SC47E(개별반도체소자)/WG1(반도체센

Network nodes
IEEE 1451.1
IEEE P 1451.0
NCAP

서)와 SC47F(MEMS)/WG1(MEMS)임

IEEE 1451.1
IEEE P 1451.0
NCAP or Instrument

IEEE 1451.1
IEEE P 1451.0
NCAP or Access Point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화학센서와 바이오센서 분야로 국제표준화가

MINI (MicroLAN@ 1-wired Interface)

A

HPNA

S

진행될 것으로 사료

IEEE P 1451.4
MMX
S

A

Wireless Communications
Protocols adopted:
•802.11a,b, g(WiFi)
•802.11a,b, g (Bluetooth)
•802.11a,b, g (ZigBee)

CANopen

TII / UART

IEEE P 1451.3
TBIM

IEEE P 1451.2
STIM

Intrinsically
Safe
and NonIntrinsically
Safe
Systems

<표 13> IEC 및 ISO 표준 내용
Reference

Edition

Date

Title

IEC 60747-14-1

Edition 2.0

2010-01-21

Semiconductor devices - Part 14-1: Semiconductor sensors - Generic specification for sensors

IEC 60747-14-2

Edition 1.0

2000-11-09

Semiconductor devices - Part14-2: Semiconductor sensors - Hall elements

IEC 60747-14-3

Edition 2.0

2009-04-29

Semiconductor devices - Part 14-3: Semiconductor
sensors - Pressure sensors

IEC 60747-14-4

Edition 1.0

2011-01-27

IEEE P1451.0

• 1451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센서 혹은 액츄에이터에 접근 및
제어하기 위하여 트랜스듀서와 NCAP들간의 물리적인 통신매체에 독립적인 공통된
명령 집합과 IEEE 1451 스마트 트랜스듀서 표준의 TEDS 집합을 정의

Semiconductor devices - Discrete devices - Part 14-4:
Semiconductor accelerometers

IEEE 1451.1[3]

•스마트 트랜스듀서의 행동을 묘사하는 공통 오브젝트 모델과 응용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NCAP를 정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NCAP 간의 통신에 있어 네트워크
중립적인 방법을 지원

IEC 60747-14-5

Edition 1.0

2010-02-11

Semiconductor devices - Part 14-5: Semiconductor sensors - PN-junction semiconductor temperature sensor

S

A

IEEE P 1451.3
TBIM
S

A

Point-to-Point

IEEE P 1451.4
MMX
S

S

= Sensor

A = Actuator

Distributed
Multi-drop Bus

A

구분

IEEE P 1451.5
S

A
IEEE P 1451.6
MMX

IEEE P 1451.4
MMX
S

A

Analog Signal
+Digital TEDS

S

A

IEEE P 1451.5
S

A

Wireless

CANopen

국제
표준
(IEC)

<표 12> IEEE 1451 내용
구분

국제표준
(IEEE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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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모든 표준은 물리센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IEEE 1451.1
IEEE P 1451.0
NCAP

MINI

IEEE 1451.1
IEEE P 1451.0
NCAP

내용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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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Date

Title

IEC 62047-1

Edition 1.0

2005-09-27

IEC 62047-2

Edition 1.0

IEC 62047-3

Reference

Edition

Date

Title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1: Terms and definitions

IEC 62047-12

Edition 1.0

2011-09-13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12: Bending fatigue testing method of thin film materials
using resonant vibration of MEMS structures

2006-08-15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2: Tensile testing method of thin film materials

IEC 62047-13

Edition 1.0

2012-02-28

Semiconductor devices-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Part 13: Bend-and shear-type test methods of measuring adhesive strength for MEMS structures

Edition 1.0

2006-08-15

Semiconductor devices-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Part3:Thin film standard test piece for tensile testing

IEC 62047-14

Edition 1.0

2012-02-28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14: Forming limit measuring method of metallic film materials

IEC 62047-4

Edition 1.0

2008-08-21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4: Generic specification for MEMS

ISO5347-14:1993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14: Resonance frequency testing of undamped accelerometers on a steel block

IEC 62047-5

Edition 1.0

2011-07-13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5: RF MEMS switches

ISO5347-15:1993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15: Testing of acoustic sensitivity

IEC 62047-5

Edition 1.0

2012-03-08

Corrigendum1-Semiconductor devices-Micro-electro mechanical devices-Part5:RFMEMS switches

ISO5347-16:1993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16: Testing of mounting torque sensitivity

IEC 62047-6

Edition 1.0

2009-04-07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6: Axial fatigue testing methods of thin film materials

ISO5347-17:1993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17: Testing of fixed temperature sensitivity

IEC 62047-7

Edition 1.0

2011-06-16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 mechanical devices
- Part 7: MEMS BAW filter and duplexer for radio frequency
control and selection

ISO5347-18:1993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18: Testing of transient temperature sensitivity

ISO5347-19:1993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19: Testing of magnetic field sensitivity

ISO5347-22:1997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22: Accelerometer resonance testing -- General
methods

ISO5348:1998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Mechanical mounting of
accelerometers

ISO5349-1:2001

Mechanical vibration --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hand-transmitted vibratio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5349-2:2001

Mechanical vibration --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hand-transmitted vibration -- Part 2:
Practical guidance for measurement at the workplace

IEC 62047-8

2011-03-14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8: Strip bending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y measurement of thin films

IEC 62047-9

Edition 1.0

2011-07-13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9: Wafer to wafer bonding strength measurement for
MEMS

IEC 62047-9

Edition 1.0

2012-03-08

Corrigendum 1 -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9: Wafer to wafer bonding
strength measurement for MEMS

IEC 62047-10

IEC 62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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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1.0

Edition 1.0

Edition 1.0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2011-07-26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10: Micro-pillar compression test for MEMS materials

2012-02-28

Corrigendum 1 - Semiconductor devices -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10: Micro-pillar compression test
for MEMS materials

구분

국제
표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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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국 정책 및 투자동향

 R&D 정책 방향
분류

 R&D 정책 방향
● 세계 각국은 첨단센서의 경쟁력이 他산업분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집중지원 중이며,

해외 주요국 정책 방향

•스마트 센서 수요의 폭발적 증가 대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센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센서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스마트 센서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도출
- IoT서비스: 스마트헬스, 홈, 재난/재해, 농업 등 4개 분야 IoT 서비스 대상 스마트 센서 품목 도출
(각 과제당 40~50억/5년(3+2년), 2016년 추진)
- 공통기반: 나노인프라, IoT센서 ROIC 등 2개 분야 IoT 서비스 적용 스마트 센서 사업 품목 도출
(각 과제당 30~40억/5년(3+2년), 2016년 추진), 나노인프라 연계 2015년 45억 확정
- 2015년도 과제 수주 45억(센서생산공정), 2016년부터 신규 원천 스마트 센서 기술 개발 추진 예정

•미국과학재단(NSF),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DOE(Departmenr of En
ergy) 등에서 MEMS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간 긴밀한 연계로 체계적인 기술개발 빛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음
•인텔, 코닝, 하니웰, 제록스 등의 업체에서는 ‘MEMS Industry Group’을 신설하는 등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Nova Sensor, Motorola, Delphi 등의 업체에서 MEMS 기술을 이용한 센서를 생산,
판매 중
•유럽은 CATRENE, ITEA(ICT 서비스 중심), EURIPIDES(패키징), ETP, EPoSS(스마트 시스템) 등의
유레카 클러스터 기반의 협력 활동을 수행
•또한, FP7(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를 진행하여 종합적
센서 지원체계 구축
•FT7 ICT 분야인 “Challenge 3 (Alternative Paths to Components and Systems)”은 위 두 프로젝트의
보완적 성격이 강하며 전기, 광자, 집적 마이크로.나노 시스템,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 임베디드 시
스템, 복잡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컨트롤 등의 주제를 다룸

 투자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13년~’15년까지 센서 기술에 총 2,174억원(정부출연금 1,527억원, 민간부담금
(현금 116억원, 현물 531억원)을 투자 중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Micromachine technology project를 진행하여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
•의료, 건강, 방범, 방재, 교육, 시설제어, 농산물 등의 각종 생산과정, 환경문제 등 사회의 안전, 생활의
쾌적성, 여유로움, 생산/업무의 효율화 등에 대한 USN 기반 응용 서비스를 추진 중
•센서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USN의 요소기술을 센서노드,
네트워크, 상위 애플리케이션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음
•MEMS Preliminary Initiatives, 전자부품 5개년 계획하여 MEMS/NEMS 센서 개발 체계구축
•전자부품 5개년 계획은 2011~2015년까지 시행되는 중국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내수 확대, 민간소득
증대, 에너지 절감을 주요 목표로 설정
•중국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부품 분야의 자국 제조업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

 투자동향
분류

정부 투자 방향
•미국은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자금 지원으로 연간 200만 달러를 가속도센서 개발에
투자하고 DARPA, NIH, NASA 등 정부기관에 의해서 센서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

정부 정책 방향

•2012년 12월 주력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센서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센서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한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08억원(국비 1,147.6억원, 민간 360.4억원)을 투자할 예정

첨단센서 개발에 필요한 공공 R&D 인프라와 상용화 파운드리 구축•운영
분류

● (미래창조과학부) ‘13년에 센서 기술에 총 10억원(정부출연금 7억원, 민간부담금(현금
2,400만원, 현물 2억원)을 투자
● (중소기업청) ‘13년~’15년까지 센서 기술에 총 197억원(정부출연금 128억원, 민간부담금
(현금 29억원, 현물 40억원)을 투자 중
분류

정부 투자 방향

‘13~’15년 연도별 투자비중
2015
5%

•산업통상자원부는 ‘13년~’15년까지 센서에 총 2,174억원을 투자
- (2013년) 총 95개의 과제, 총 1,064억원의 예산을 투입
- (2014년) 총 68개의 과제, 총 1,008억원의 예산을 투입
- (2015년 상반기) 총 12개의 과제,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중국 시장에서 센서의 약 80%를 수입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센서칩의 경우도 약 90%를
수입제품이 점유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자국의 전자부품 제조업계에 약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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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9%

2014
46%

•EU 전체 R&D 예산 중 나노기술과 물질(센서)과 관련하여 FP7 2012 프로그램에 5억 유로(7,600억원)
을 투자할 계획

•나노기술·재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민관 합쳐서 연간 1조엔(13조6,000억원) 예상

기술트렌드 및 산업기술 동향

(2) 국내 정책 및 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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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및 투자 동향

2015
1%

•중소기업청은 ‘13년~’15년까지 센서에 총 197억원을 투자
- (2013년) 총 83개의 과제, 총 139억원의 예산을 투입
- (2014년) 총 18개의 과제,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
- (2015년 상반기) 총 1개의 과제,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4
29%
201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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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외 시장
시장 및
주요기업 동향
국내 시장

기술
개발
해
외
기술개발/
표준화 동향
및 전망

표준
화

국
내

정책 및
투자 동향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스마트센서 시장 지속적 성장 추세
•스마트 센서가 성장 주도하나, 기술 집약도가 높아서 진입 장벽 작용
•국내 센서 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나, 해외 대비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고부가 가치의 스마트 센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음
•국내 센서업체는 영세성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신제품개발과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취약

•다양한 기술(반도체, MEMS, IoT, SW 등)의 발전과 융합으로 고성능,
고집적, 소형, 융합형, 저전력 센서가 개발 중에 있음
•개발된 센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자동차, 의료,
항공/군수, 일반용 등)
•스마트 센서는 소비자의 사용 단계 외에도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유지 및 보수에도 응용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

•IEEE 1451을 통해 네트워크 독립적인 스마트 센서를 위한 센서
통신 인터페이스가 정의되고 있음
•IEC에서 센서 관련 표준을 다루는 위원회는 TC47(반도체소자)/
SC47E(개별반도체소자)/WG1(반도체센서)와 SC47F(MEMS)/
WG1(MEMS)

Keyword

● 스마트센서는 IT 융합과 초연결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로 센싱소자와 신호처리가 결합하여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형, 경량, 고성능, 다기능, 고부

국내업체의
영세성,
기술력 부족

● 세계 각국은 첨단센서가 타산업분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집중지원 중이며,

융복합센서,
다기능화,
소형화, 저전력

있는 상황으로 미국, EU, 일본이 세계시장의 70%를 점유
● MEMS 센서, CIS, 레이더 SoC 등의 스마트센서가 전체 센서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미약

IEEE 1451
IEC/TC 47

● 정부에서도 ‘센서산업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스마트센서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원천기술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

•자체 표준화 없이, 국제 표준에 동조화하여 진행함

국제 표준 동조

정책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적 육성(미, 일, 유럽, 중국 등)
•공공 R&D 인프라 및 상용화 파운드리 구축 추진

R&D 인프라

투자

•연구 개발 분야와 제조 업체 분야 병행하여 집중 투자

정책

•수요의 폭발적 증가 대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센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센서 관련 지원사업 확대 중

자체기술확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최근 3년간 약 640억원을 투자

수요증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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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센서 개발에 필요한 공공 R&D 인프라와 상용화 파운드리 구축·운영 중

국내의 경우 센서 전문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술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대부분의 부

표준
화

투자

가가치 센서로 발전

● 센서산업은 기술진입 장벽이 높아 선진국과 일부 기업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과점하고

원천기술개발

국
내

 SWOT 분석

초연결시대,
시장확대, IoT

•영상 센서 기술은 일정 부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
•단순/단일 센서 개발이 주를 이루며, 스마트 센서 기술 개발 추진
중이나 선진국 대비 기술력 차이가 큼

기술
개발

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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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트렌드 요약

<표 14> SWOT분석

민관협력

Strength

- (환경) 유연한 산업구조
- (기술) 우수한 IT 인프라
- (정책) 산업지원 정책 수립

Opportunity

Weakness

- (환경) 영세한 산업구조
- (기술) 핵심 원천기술 미흡
- (정책) 산업계 연계 미흡

Threat

- (환경)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

- (환경) 생산지원 인프라 부족

- (기술) 기반기술 연구·개발
- (정책) 정부와 업계의 높은 니즈

- (기술)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격차
- (정책) 미시적 R&D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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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전략
● 전세계 센서 시장은 연평균 9.4% 성장하여 2020년 약 1,147억 달러로 전망되며 첨단 스마트센서
비중은 2020년 49%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국내 시장은 연평균 10.4% 성장하
여 2020년 99억 달러로 세계 시장 대비 고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획기적인 생산성·경쟁력 제고 및 제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 미래에는 SoC 형태의 MEMS와 CMOS를 직접 집적하는 iMEMS가 등장할 것이며, 나노 기술이
접목되면서 소형화 및 멀티 센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스마트 센서(대분류 8대 센서)의 시장 단계는 도입기, 성장기로 분류되어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력 산업의 지능화와 미래 신산업 수요에 필수적인 스마트 센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R&D 투자 강화가 요구됨

<표 15> SWOT분석에 의한 전략요인도출
구분

Opportunity

세계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
Strength

간 제조산업에 필요한 다기능, 저전력, 지능화 및 특
수목적용 융복합 센서 및 시스템 개발

Weakness

지속적인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업계의 요구사항을
제조 산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

Threat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병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제조 단계별 기술 로드맵을 통한 산업 발전 도모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시적
및 미시적 R&D 정책을 수립하고, 현 산업현장에 적

비전 및 목표

용 가능한 스마트제조 기술 실용화

1. 비전
2. 목표
3.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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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1. 비전

제조업 혁신을 위한 센서산업 고도화
및 스마트센서 산업기반 확보

Vision

2025년 세계 스마트센서 산업 4대 강국 도약

Strategy
Direction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센서

센서산업 성장

기술의 전략적

인프라 조성

개발

기업맞춤형
스마트센서
전문인력 확보

● (전략 방향 1)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센서 기술의 전략적 개발
● (전략 방향 2) 센서산업 성장 인프라 조성
● (전략 방향 3) 기업맞춤형 스마트센서 전문인력 확보

2. 목표
2025년 세계 스마트센서 산업 4대강국 도약
- 시장 ) 스마트센서 핵심기술 확보 및 스마트제조 관련 센서 세계시장 점유율 4위 달성
(현재 : 점유율 1.7%, 세계 7위)
- 기술 ) 국가 센서분야 R&D와 기업간 유기적 연계
- 기업 ) 세계 최고 수준의 센서전문 글로벌 중견기업 5개사 육성

3. 추진 전략
● 스마트센서 핵심기술 전략적 개발
▶ 스마트센서 핵심기술 확보
▶ 중장기적 성과창출을 위한 R&D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 센서산업 성장 인프라 조성
▶ 신제품설계, 생산 및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 센서기업,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킹 및 해외진출 기반 강화
● 기업맞춤형 스마트센서 전문인력 확보
▶ 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을 통한 현장전문인력 육성
▶ 산학연 인프라 기반의 고급형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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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1. 제조주기별 기술제안 시나리오
2. 대표 업종별 시나리오
3. 시나리오-기술트리
4. R&D 로드맵
5. 기술제안서
6. 세부 실행 전략
7. 인력양성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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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2. 대표 업종별 시나리오

1. 제조주기별 기술제안 시나리오

 화학

화학공장 안전실태 ‘이상 無’
안전이 생명인 화학업계, 스마트팩토리로 지킨다

시나리오 요약
<표 16> 기술제안 시나리오 구성
화학기업 ‘케미짱’의 박 부장은 주민 공청회에서 과거 영상 하나를 틀었다. 영상에는 5년 전, 중국의
구분

기술 시나리오명

수요예측

제품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해 수요 예측

제품설계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량(정도)의 센싱을 통한 유연한 공정 및 제품 설계
(자원관리) 휴대 Mobil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누전 및 전력품질 상태진단
(고장관리) 진동요인을 이용한 자가발전 및 설비 상태진단 기술

공장설비

(효율성관리) 공장 설비 자동 진단
(작업자안전) 작업자 위치관리 시스템
(주변환경관리) 초소형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유해가스탐지 기술
(품질검사) THz파를 이용한 실시간 내부 비파괴 검사
제품
관리

제조

텐진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담겨 있었다. 이 사고로 청산가리까지 유출되며
한 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었다. 영상이 끝나자
김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 PT를 시작했다. 발표주제는 ‘스마트 팩토리의 안전성’이었다.
‘케미짱’ 기업은 3년 전, 모든 기계설비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했다. 기계설비의 마모상태와 고장을
미리 예지할 수 있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게 된 것이다. 또한 스마트 용기의 밸브,
펌프, 파이프 등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누출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도 부착했다. 인부가 화학물
질 저장탱크에 직접 들어가서 청소 또는 수리를 하는 일도 없어졌다. 초정밀 스마트센서를 부착한
드론을 먼저 투입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유해환경의 감지뿐만 아니라 공장 내 설비들을 대상으로 발열상태(적외선),
크랙발생유무(가시광), 과다진동(레이저), 액체유출(자외선), 나사풀림(가시광), 크기이상(3D depth
sensor) 등을 스스로 점검한다. 이상 유무는 알고리즘으로 판단하여 이미지와 결과를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케미짱’ 공장만의
빅데이터를 형성해 설비 패턴 전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품질검사) 하이브리드 광학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제조 검사

여기까지 들은 주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간 화학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눈총을

(생산) 센서와 물류자동화를 통한 스마트한 부품생산 시스템

받아야했던 ‘케미짱’ 기업. 이번 공청회로 더 이상 ‘안전’을 빌미로 그들에게 트집을 잡는 주민은

(복합) 스마트 복합센서를 이용한 DIY 제조 시스템

없었다. 덩달아 박 부장의 어깨가 으쓱해진다.

(팹) 모듈러 가상 팹(Fab) 생산 시스템
공장
관리

(패키징) 3D프린팅에 의한 다차원 패키징 원격제조 기술
(제조현장) 스마트카메라 이용한 제조현장 모니터링

(스마트 운반용기)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적재/선별 최적화) 스마트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더피킹시스템

미래 시나리오
 수요예측
진단센서 기반한 실시간 제품 수명주기관리로 최적의 수요예측 및 생산관리
그 동안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의 경우, 원재료 및 제품 보유량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해왔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가변요소가 많아 불가피하게 일정 물량을 재고로 확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재고관리) 자동 재고관리하는 지능형 파레트

그만큼 고정비가 증가해 손해도 막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빅데이터와

(유통관리) 철강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다.

유통

(유통관리) 분실, 도난, 충격 등 이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한 스마트센서 및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글로벌 수량 기록을 수집·분석하고 제품 용기에는 간단한 센서를 부착해
소모정도를 진단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체 주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제조 공장은 적정한

(유통관리)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의 선별을 제공하는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38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재고물량을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원가 절감과 기업의 이윤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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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제품에 장착되며, 생산 후 제품의 상태 및 이동상황
등의 제품 평생 이력을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마모 정도

인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 및 압력 그리고 소음 진동 등을 측정하여 수명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정
보들은 센서네트워크와 IoT Device를 통해 정보 전달되고, 운영 이력은 물론 현재 상태 그리고 통계
적인 정보를 조합, 분석하여 교체주기와 잔존수명을 판정하게 되므로서 설비 예지보전을 할 수 있다.

및 잔여 수명, 교체 시기 등을 자동으로 스마트센서로부터 수집된 상황정보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통
보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다. 제조업자는 이러한 스마트센서를 통해 제품의 생산시기ㆍ생산물량ㆍ생산라인 조정까지 각 단계별
로 생산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에너지하베스팅 기술로 진정한 센서네트워크 구성!
“전기요금 및 구축비 대폭 절감!“
산업현장은 쾌적한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유해가스 등으로 인해 접
근이 불가한 제조공정도 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 A업체는 이러한 생산시설에 있는 장치의

 공장설비(설비진단)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전원공급 및 통신회선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정비설치를 위

자가 운영 체계를 갖춘 전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휴대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원관리

해서는 생산시설을 중지시키고 일정한 시간동안 별도의 정비시간을 가지고 대응 해야 한다. 이로 인한 손

일반적으로 화학공장 제조설비의 경우 이미 설계·구축된 상태에서 별도의 센서를 부착해 설비의

실비용은 전체 비용의 1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즉 컨베이어 시스템의 감시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1달

수명 및 상태를 진단·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 설계 시 임베디드 형태로 감시진단 센서
와 예지보전이 가능한 센서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화학물질 누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 동안 화학공장 설비의 경우, 각 설비들의 고장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장 설비 제조라

에 15회 이상 계획정비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만약에 정비불량으로 생산중 가동이 멈추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비용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발전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컨베이어 기반의 정비를 설치하게 되어 생산설비 운전시간을 95%까지 상승시켜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
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타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에는 수많은 노드(부하)들이 구역별 배전반에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소모전력 패턴이 다양하
다. 그만큼 전력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때문에 기존 전력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은 배전반에
전류센서(철심형 CT)를 설치해 중앙에서 감시해왔는데, 이는 각 사용 부하별 기기의 이상동작을 감
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다. 예를 들어 모터로 구동하는 장치가 이상 동작하여 정상치 이상의 소비
전력과 역기전력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감지하지 못해 고장파급 역시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사용기기별 부착이 용이하고 치밀한 전력품질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 부하별 전력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센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센서
는 네 가지 기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 자가 통신, 자가 발전, 처리장치(CPU) 및 오차정밀도(0.1%
급) 전류변환기(Electric Current Transducer)가 바로 그것이다. 그 동안 이 네 가지 기술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구조가 복잡하고 설치가 유연하기 못해 배전반 등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력
품질측정 스마트센서는 소형화 및 자가 운영체계를 갖추어 사용부하장치에 직접 부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전력 고조파, 이완정도(Sag), 노이즈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제조라인에 있는 작업감독의
휴대모바일 기기나 현장 모니터링 장치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하의 이상발생시 즉각적으로 대
응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통신은 근거리 무선통신방식(Zigbee, BLE)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제조 공장에는 전기설비, 자동화설비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설비는 설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증수명
과 실제 운전상 기대수명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최적의 운전환경
을 조성하여야 한다. 각 설비는 수명평가 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체주기가 있다. 과거에는 시간주
기적인 유지관리(Time Based Maintenance)을 통해 부품을 교체 및 관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설비의
상태기반의 유지관리기법(Condition Based Maintenance)을 도입하여 투자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
는 설비의 수명 평가인자(Health Index)에 진단 센서를 장착하여 적정한 교체주기 및 점검일정을 운
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설비의 경우 부분방전 발생 등 절연내성이 저하할 경우 설비의
고장으로 파급되므로 부분방전 및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자동화 설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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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비(화학)
① 초소형 드론기술을 이용한 접근불가지역 유해가스 탐지 기술
②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및 이상 자동전송 기술
③ 光 센서케이블을 이용한 전력 케이블 및 고온스팀 파이프 분포 온도 측정기술
화학공정을 포함한 공장설비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생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정 흐
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 유출 및 기타 인명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융복합 센서가 필요하다. 인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줄 수
있는 압력, 온도, 유해가스, 방사선 등에 반응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다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센서를 통해 인지한 정보는 작업자에게 제공하여 주의하도록 돕고 부수적인 보
호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도 있다.
특히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다.
과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질식과 산소결핍, 가스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위험지역을 출입할 때 휴대용 또는 신체 부착형 가스탐지장치를 사용하고 있
었으나 가스가 탐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인체 활동능력을 마비시켜 인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그만큼 유해가스의 경우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지
중 맨홀, 저장탱크, 저장소, 밀폐공간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장소의 환경(유해가스 및 영
상)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을 자유로이 비행할 수 있도
록 초소형 드론과 유해가스 탐지 센서(CO, O2, 황산, 질산 등),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기술이 필
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초소형 드론은 공간인지능력이 있어 출발지로 회기가 가능한 자율 운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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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마모 및 구동력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마모율을 확
▶ 제품 평생 이력, 스마트센서로 관리된다.!

 제조
스마트센서 및 스마트카메라를 이용한 유해환경 모니터링 및 대책

두 번째로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으로는, 작업자의 건강상태와 동선을 실시간 확인해 위험지역이나

화학제품 제조 공정 중 사고를 미리 예측해 원인을 제거하고 무효화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

안전지대를 벗어날 경우 경보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맥박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센서,

다. 특히 유독가스를 다루거나 유발할 수 있는 화학공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적외선 온도센서 등이 이용되고 있다. 가속도 센서 및 자이로 센서 같은 관성센서를 TAG 형태로 작
업자에 부착하고 작업화(신발)에 진동센서 등을 설치한다. 이후, 작업자가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해당 정보를 인근 RF 수신기(비콘, WIFI 등)로 전송하여 관리자에게 경보사항을 송신하는 것이다.

만큼 스마트공장 구축에 있어서도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화학공장의 경우, 공장별로 요구하는 제조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감지기술이 필요하
다. 산소량 측정, 유해가스 측정, 클린룸에서의 먼지 측정, 누전전류 감지, 이상 온·습도 측정, 과도
한 전자파 측정, 방사선 측정, 건물의 균열상태 감지, 과도한 진동 발생여부,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감

이러한 감시 및 진단 데이터는 센서를 통하여 수집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스마트 제조-

지, 곰팡이나 기타 유기물 또는 생체 감지, 침입 감지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스마트 카메라

서비스 융합을 위한 IoT 플랫폼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는 유해가스 탐지 및 작업자 건강상태를

를 이용해 가시광 이외에 육안으로 감지하기 힘든 현상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에 사용된다.

는 이렇게 감지한 이미지를 압축하여 전송하거나, 간단한 이미지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이상유무를

세 번째는 光 센서케이블을 이용한 전력케이블 및 고온스팀 파이프 분포온도 측정기술이다. 현재
산업현장의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는 전기를 사용하여 구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력선이 항상 설비
설치장소까지 포설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고압(380V급이상) 전선의 경우 특히 관리대상이다. 하
지만 절연파괴 및 과부하 등으로 케이블에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합선 등에 의한 화재 사고가 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다심 전력케이블 과열부위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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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업자가 감시·제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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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방지 기술이 집적화되어 있다. 또한 드론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통

판단해 무선으로 결과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로봇이나 드론에 스마트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정 경로를 무인 순찰
함으로써 유해환경을 감지하고 공장 내 설비들의 상태를 이미지화 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그 결
과를 전송해주는 것이다. 이때, 스마트 카메라를 통해 점검받는 설비 상태로는 발열(적외선), 크랙발
생유무(가시광), 과다진동(레이저), 액체유출(자외선), 나사풀림(가시광), 크기이상(3D depth sensor)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전력 사용 또는 자가발전을 이용한 무배터리(batteryless) 기술도 개발 중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광케이블을 이용한 분포온도 시스템이 극히 일부 도입되어 운전

에 있다.

중에 있다. 하지만 시중의 대부분 광케이블 센싱장치(DTS : 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는 대

또한 작업자가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주변환경 센싱, 인체 센싱이 가능하며, 긴

부분 외산이며 고가의 제품들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코자 저렴한 통신용 Single Mode 광케이블을

급 상황 시 터치, 동작인식, 음성입력 등을 통하여 상황인지 또는 Analytics를 통해 안전, 의료, 상황

이용한 광케이블 분포온도 측정시스템을 국산화하여 전력케이블 뿐만 아니라 화학 플랜트에 운영

대응, 모니터링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수행 범주로는 리포팅, 생산기기 작업제어 또는 주변 모니

중인 고온 스팀파이프 등 광범위한 온도측정을 통해 화재, 누수, 누출 등 이상 개소 검출이 가능하다.

터 제어, 또는 조명,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 사물인터넷을 제어하여 작업의 능률과 안전성을 확보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과정의 작업자는 단순한 조작으로 생산을 제어하고, 중앙에서는 바이탈사
인 로깅으로 작업자를 모니터링 하여 보다 좋은 작업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재해 잦았던 D회사, 올해 ‘직원이 만족하는 일터’로 꼽혔다!
어떤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일까. 올해 ‘직원이 만족하는 일터’로 꼽힌 ‘D용역회사’ 사례가 화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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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D사의 경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3년전까지 산업재해가 잇따라 문제가 됐던 업체라

▶ 용광로, 스마트 작업복으로 산업재해 막는다!

는 사실 때문이다. D사가 올해 ‘직원이 만족하는 최고의 일터’로 꼽힌 이유는 바로 ‘근로자 안전시스템

산업 현장에도 봄이 오고 있다. 5년 전인 2015년만 해도 산업재해자가 연간 9만 명에 달할 만큼 재해사

구축’ 때문이다.

고율이 심각했지만 5년 사이 사고율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율이 낮아진 데에

D용역회사에서 잇따랐던 산업재해사고는 대부분 3D업종이라 불리는 화학물질 저장소의 청소 및 안전

는 각 산업현장 특징에 따른 ‘특수 작업복’ 보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검 시 발행한 인명사고 였다.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해 둔 저장창고와 저장 탱크에 들어가서 저장고

철강업체 ‘J’사에서 10년 째 일하고 있는 박열기 씨는 5년 전만 해도 유난히 구멍이 많은 작업복을 입고

의 청소는 물론, 혹시 저장고에 크랙이나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크랙이나 사

일을 했다. 그의 일터는 수백도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용광로. 강판을 아연으로 도금하는 공정인데, 삽

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리반을 보내 개보수 처리를 하는 업무이다. 이전에는 작업반이 바로 들어

을 들고 용광로에 떠다니는 불순물을 없애는 일을 하다 보니 뜨거운 아연이 튀어 옷을 뚫거나 심하게는

갔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실신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작업반이

그의 살을 녹이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났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나 소형 로봇을 보내서 검사하고,

그러나 5년 전, 아연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자동 온도 조절되는 스마트 작업복을 입은 후로는 사고 난

이상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동영상 카메라로 바로 촬영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남아 있을 경

적이 없다. 물론 여전히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하지만 보습성과 통기성이 좋고, 작업복 스스로

우, 정화 로봇이 들어가 중화제를 뿌리고 청소한 후에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작업반이 투입되기 때문에 2

냉기를 품어 시원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뛰어나 불순물에 상처를 입을 위험도 없게 됐다. 이에 철강업

년간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는 로봇과 드론을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체 ‘J’사의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사고 시에는 소재를 신속하게 경직시켜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까지 갖

지원하게 되었고, 젊은 청년의 작업처리 아이디어와 새로운 센싱 기법을 추가로 발굴하게 되었다. 과거

추고 있어 응급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며 “작업복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고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의 3D라고 기피하던 업무가 지금은 가장 선호하는 업무가 되었다.

일의 능률도 높아져 기쁘다”고 말했다.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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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Is

To - Be

구분

수요예측

공장설비
(설비진단)

공장설비
(환경진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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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에 의한 스마트물류/스마트유통 구현
화학물질이나 약품 등을 변질, 파손, 충격, 고장 없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상태와 환경 정보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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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유통

링 할 수 있는 지능형 용기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능형 용기는 제품 및 용기 상태 측정이 가능하며, 현재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부를 내

- 일정 물량의

장한 RFID 인식표(Tag)를 부착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통신 모듈이 장착된 스마트센서가 장착돼
있다. 또한, 용기 내의 상태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제어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 운

제고물량을
As-is

반에 적합하다. 이처럼 안전성 및 보안이 요구되는 고가 제품의 운반에 쓰이는 만큼, 밸브, 펌프, 파
이프 등에 인식표를 부착해 누출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들도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노후 정도

- 위험지역 출입시
- 수명 및 상태

휴대용 또는 신체부

항상 확보하고

진단을 위해

착형 유해가스탐지

부품수명 및

별도의 센서를

장치를 사용하고,

과거 수요분석을

부착하여 감시

작업자 건강상태 진

통해 수요예측

- 생산성 향상

- 작업자에 의한

위주의 제조공정

단순 운반 및

관리

제품 인도

단 기능은 없음

를 감지하기 위한 부식센서와 강도센서를 갖추고, 운반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가 복구 기능
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운반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구밀집지역에서 누출이 발생하
는 등 위험상황에서는 자동으로 119 및 중앙 통제실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융복합 진단센서를
내장한 초소형드론
- 공장 제조 설비

▶ 제품 추적관리 및 도난방지, 스마트센서로 관리된다.!
- 제조설비의 경우

얼마전 기계제조업체의 선두 주자인 C사는 금속환경에서도 부착이 가능하고 인식률이 우수한 S사의 스
마트 유통/물류 센서를 통해 기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이력관리 작업을 자동화함에 따라 많은 관리비
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제품 시연을 위해 개발한 최신 설비 기계들을 컨테이너에 넣었

To-be

는데, 제품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와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계 시 설비의

사전 제품 설계 시

수명평가 및

수명 및 상태를

진단이 가능한

진단센서를 부착

스마트센서 진단

하여 실시간

(제조설비에

수요예측

임베디드 형태로

부착하였다. 1년전 제품이 해상을 통해 이동 중 컨테이너 관리의 이상으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센서를 내장함)

이동하게 되었는데, C사에서는 스마트센서를 통해 이동에 대한 이상상황을 인지하여 즉시 제품 위치를

을 통한 유해지역
감시 및 작업자 위
치기반 신진대사
능력 실시간 감시
- 공장제조 설비로
부터 발생된 데이
터 신뢰성 및 고가
용성 보장
- IoT 플랫폼 기반 센서

- 영상기반의 실시간
Patrol 감시를 통
한 제조공정상 유
해환경 요인 감시
- 웨어러블 기반의
산업안전 관리 모
니터링 및 작업자

- 안전대책 및
이동환경,
제품 상태
기반의 용기
및 포장 기술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처

추적하였으며 다행히 시간 내에 위치를 파악하고 제품을 수령하여 성공리에 시연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리

성사시켰다. 이제 스마트센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물류 동안 발생하는 이력정보, 환경정보, 제품의
충격, 이상, 고장, 파손 등의 정보가 저장되며, 분실의 경우 위치이동 정보와 절도범의 이미지(영상 및 사
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철강이나 기계 등과 같은 금속제
품의 유통/물류에 있어서도, 100%의 인식률과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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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객사에서 요청한 철강제품 종류, 수량, 납기일정 등 주문사항과 현재 재고정보를 즉시 비교

스마트센서와 함께하는 철강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고객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필요한 철강제품, 생산수량, 생산일정 등과 현재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철강 물류 상황이 한 눈에 펼쳐 진다”

Ⅳ

 철강

재고규모 및 생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생산규모 및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지능

시나리오 요약

형 생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철강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센서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재고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제

5년 전, 철강기업 ‘강철사’의 물류관리를 담당하던 나부장의 보고서는 온통 부정적인 내용뿐이었다.

품생산에 사용할 철강종류 및 필요 수량, 해당 철강의 재고수량 등을 즉시 파악이 가능하므로 효과

‘장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요예측 알고리즘을 세워도 물류재고가 여전하다’, ‘부품에 센서를 도입

적으로 철강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했지만 철강제품의 금속 특성으로 인한 전파방해 문제가 발생하여 오류 발생률이 높다’, ‘철강제품

기존 철강업체 및 철강 고객사가 갖고 있는 대량의 생산관리와 수요예측 정보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의 모양, 적재방식 때문에 센서 설치 자체가 어렵다’ 등등 하지만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난 지금, 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생산관리 및 수요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달라졌다. 오늘은 '강철사'의 P부장이 사장단에 성과를 보고하는 날이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나
부장의 얼굴이 밝다. 그동안 유통물류 기술이 완전히 바뀌며 강철사의 실적이 78%나 올랐기 때문이
다. 유통물류 비용이 절감된 까닭이다.

▶ 스마트센서를 통한 지능형 생산관리
철강업체 K사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P부장은 어떻게 하면 재고관리를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

비결은 명료했다. 기존 RFID 기술에서 진화된 ‘스마트센서’가 답이었다. 특히 코일을 둥글게 감아놓

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객사들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았으나 현재 각 해당제품의 재고가 얼

은 형태든, 납작한 철판 모양이든 외형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마나 있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즉시 생산량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후판(강판의 두께

변화였다. 이는 곧 ‘강철사’에 있는 모든 철강제품의 물류자동화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센서

6㎜이상의 것) 등과 같은 철강은 제품 특성상 센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해서 이

는 단순히 상품의 종류와 제조사, 제작 시기 등을 담는 것에서 진일보했다. 이를테면 ‘노후 및 교체

를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시기’까지 알려주는 것이다. 철강의 온·습도 및 부식상태를 파악하는 센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

그러나 이번에 철강에 특화된 스마트센서 개발을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

다. 센서의 정보는 당연히 IoT를 통해 유통물류 통합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런 일련의 데이터는 고객

면서 이런 걱정을 덜게 되었다. P부장은 고객사 주문정보, 재고정보, 제품생산기간 등을 정확히 비교

사와 유·무선으로 공유된다. 덕분에 고객사는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원청업체인 ‘강철사’의 재

분석하여 기간별 생산규모를 신속히 예측하면서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해졌고 과잉생산에 따른 비

고상태를 파악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용도 줄일 수 있었다.

한 때는 수작업으로 철강물류의 입·출고 상태 및 재고를 일일이 확인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또한, H중공업 J부장도 K철강업체의 P부장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K철강업체에서 납품받은

RFID가 등장하며 10M 원거리에서도 재고 파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젠 이 모든 작업을 스마트
센서가 알아서 정리한다. 스마트센서와 IoT가 송출하고 클라우드 통합시스템에 정리된 정보를 대
략 요약하면 이렇다.

철강제품의 스마트센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K철강업체의 스마트센서를 활용하여 배를 만드
는 원료인 철강제품의 재고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향후 선박 생산계획과 재고정보를 고려하여 필요한
철강수요를 이전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A업체로부터 오늘 입고된 제품번호 348 위치는 A7 구역. 노후 진행 3%. 담당자 나강철.”
이쯤 되니 스마트센서와 통합물류시스템을 가리켜 ‘철강업계의 ‘저인망 센터’’ 혹은 ‘너무나도 환영
하는 제품지킴이의 등장’이라는 재밌는 해석도 나온다.

 공장설비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를 제품에 자동으로 부착할 수 있는 로봇
과거 철강, 기계 등의 제품은 금속 특성과 다양한 제품모양 및 크기 등으로 인해 스마트센서를 부착

미래 시나리오
 수요예측
스마트센서 기반 실시간 재고관리를 통한 즉각적인 철강제품 생산관리

46

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수작업으로 금속제품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하는 것은 인건비 증가 및
시간 지연, 부착 오류율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산업의 효율적인 유통물류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속제품에 스마트센서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부착이 용이하고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금속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해당 제품에서 최상의 부착위치를 선정하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업체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떤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수요는 얼

일반적으로 철강, 기계 등의 산업에서 기존 생산 공정라인을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마나 될 것인지, 생산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재 재고 대비 생산량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예측

공정라인의 변경은 최소화하면서 스마트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이 로봇을 통

해야 한다. 그 동안 철강업체는 고객사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으면 현재 재고상태와 주문정보를 비교

해, 센서 부착시간 및 관련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금속제품 생산단계부터 유통

하여 생산할 제품 수요를 예측하였으나, 일부 철강제품은 센서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수작업으로 관

물류관리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리됨에 따라 정확한 재고관리가 어려워 생산규모를 예측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생산관리자는 로봇을 활용하여 자동 부착된 스마트센서와 생산등록시스템이나 물류유통시스템 등

그러나 앞으로의 철강업체는 스마트센서를 통해 철강제품의 실시간 재고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

의 연계를 통해 제품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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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통

얼마 전까지 후판의 관리가 힘들었다. 후판은 금속 환경으로 인해 센서부착이 어렵고 인식률도 낮을 뿐
만 아니라 적재한 이후에도 가지런히 적재되지 않을 경우, 안쪽으로 밀려들어간 후판을 파악하기가 매
우 어렵다. 또한, 후판은 물류창고나 야드에 적재되는데 후판의 위치 및 이동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
트센서가 후판에 부착되어야 한다.
최근 P철강사와 B로봇개발 업체가 합작으로 철강(후판 등)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하는 로봇 개발에 성공
하였다. 이 로봇은 후판의 생산단계에서 인식률이 높은 위치에 자동으로 스마트센서를 부착하여 후판끼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를 통한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 스마트센서 부착은 로봇으로!

철강, 기계 등의 산업은 금속제품의 특성으로 인한 전파 장애문제와 금속제품의 모양, 적재방식 등
으로 인해 센서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착 되더라도 기존의 메탈 센서가 제대로 동
작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조건을 갖는 게 현실이었다.
실제로 배송 시 제품의 충격, 진동, 쏠림 등에 의해 기존 메탈 센서는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금속 제품은 생산 이후 실외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부적합한 온·습도 등으로 인해 센서에 문
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금속제품을 물류창고에 쌓아 보관할 경우 아래에 놓인 금속제품의 센

리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아도 센서가 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착된 스

서 인식률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마트센서를 통해 후판 생산 이후의 추적관리 및 후판의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어 수요예측과 제조 등에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보완한 게 바로 최첨단 스마트센서 기술이다. 금속 환경에서도 인식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철강업계에서는 혁신적인 개발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이 획기적으로 높으며, 부착하기에도 용이하다. 태그 보호가드 하우징을 통해 센서의 훼손과 탈착
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때, 센서의 인식률은 철강제품의 전파 환경에 특화된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해 높였다.

 공장설비
스마트센서를 활용하여 제품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크레인

이와 같은 스마트센서 기술은, 물류 유통 시스템과 서로 연계하여 입·출고되는 철강제품의 종류와
수량 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통 차량이나 스마트용

현재 철강제품을 물류창고나 적재장소(물류야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작업자가 제품번호를 육안으

기에 센서와 사물인터넷(IoT)을 연결하여 활용하면 가능하다. 이로써 제품의 파손, 충격 등을 미리

로 확인한 후 PDA에 이를 입력하면 제품 종류, 적재위치 등과 같은 해당 제품정보를 받을 수 있다.

파악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다. 즉, 기존에 센서가 적용되기 어려운 철강, 기

작업자는 제품의 적재위치를 확인하고 상판에 수기로 이동할 위치를 기록하면 크레인 기사가 이를

계 등의 제조환경에서도 해당 제품의 이력추적을 제공하며, 유통/물류 단계에서 위치인식기술(위치

확인하고 해당 위치로 제품을 이동시킨다. 이와 같이 크레인을 통해 철강제품을 특정 적재위치로 이

측위용 IoT, GPS 등)과 증강현실기술을 연계하여 재고 위치관리, 입·출고관리, 배송관리, 도난, 분

동하거나 적치장내 제품 위치가 변경될 때에도 수작업으로 위치가 관리됨에 따라 적재시간 및 저장

실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치 오류율 증가, 긴급제품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중국산 철강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도 스마트센서

새로 개발된 스마트크레인은 철강제품의 스마트센서를 읽을 수 있는 자동 스캐닝 시스템을 탑재하

의 장점으로 꼽힌다. 사전에 위조품을 미리 판별해 고층건물, 교량, 조선 등에서 품질저하 문제가 생

여 실시간으로 크레인의 작업 상황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센서와 연계하여 적재물

기는 것을 방지하게 됐다.

건의 종류, 수량,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하여 재고관리 뿐만 아니라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스마

특히, 중공업 등과 같은 철강고객업체에서 사용하는 철강제품의 경우,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 야

트크레인은 물류유통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입출고 되는 철강제품의 종류 및 수량 정보와 같은 작업
현황과 제품 이동위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장에 적재되어 있으므로 스마트 물류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철강고객업체에서
도 스마트센서를 통해 내부 물류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선박 등과 같은 제품의 건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똑똑한 유통물류관리, 스마트파레트·스마트크레인을 통해 해결하다!
제조업체 C사는 그 동안 육안검사 등의 수작업으로 유통물류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부정확한 재고
관리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에 C사는 유통물류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를 통해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센서 부착으로 인해 유통물류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저렴한 스마트센서를 제작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
한, 유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및 모바일 기술이 추가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상품의 재고 및 적치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파레트 및 스마트크레인을 개발하였다.
스마트파레트 및 스마트크레인은 스마트센서 자동 스캐닝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X, Y, Z 축으로 이
동하는 방식을 통해 제품에 부착된 스마트센서를 일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며, 제품의 이동경로와 재고위치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즉시 파악하여 배송할 수 있으므로 유통물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파레트는 비교
적 무게나 크기가 작은 상품에 활용되는 반면 스마트크레인은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에 활용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C사는 실제로 유통물류 시간을 30% 이상 절감하였고, 분실, 도난 등을 예방함으
로써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 국내 K제철,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를 통한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시대 열어!
국내 주요 철강생산업체인 K사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철강 유통물류 자동화에 성공하였다. 기존에는
철강산업의 열악한 제조환경 때문에 스마트센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재고관
리, 물류관리 등을 수행함에 따라 빈번한 정보오류가 발생되므로 비효율적인 유통물류관리에 대한 문
제점을 갖고 있었다.
K사는 연구기관 및 IT전문업체와 공동으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철강제품에 부착이 잘 되며 금속 환경
에서도 인식률과 내구성이 우수한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를 개발하였다. 이에 철강제품 재고관리 자동
화, 정확한 재고정보를 통한 과다생산 방지, 제품 납기일정 관리, 물류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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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마트센서 기반 철강사 및 철강고객사 유통물류관리

제공할 수 있어서 유통물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하였다.

로봇을 통한 스마트센서 자동 부착

스마트크레인 등을 이용한 창고 적재

스마트센서 기반 재고관리

고객사 입고관리

실시간 제품 트래킹

화물선적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K사의 유통물류를 맡고 있는 김물류 전무는 그 동안 특정 철강제품의 센서 인식률이 매우 낮아 적용을
하지 못하면서 유통관리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면서 이번 성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환
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충격 등을 측정하는 스마트센서를 적용하여 제품의 파손, 충격 등
을 신속히 선별할 수 있으며, 배송 시에도 제품의 환경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센서가 장착된 차
량이나 스마트 용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를 위치인식 기술 및 증강현실 기
술과 연계할 경우 재고위치관리, 배송관리, 도난, 분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제품의 유통물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K사의 철강을 이용하여 조선업을 하고 있는 H중공업 김철수 전무는 K사에서 부착된 철강 전용 스마트
센서를 이용할 경우 본사 재고관리 자동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 기반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시 K사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K사 김물류 상무는 주고객사인 H중공업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가 철강 유통물류 자동화에 필요한 핵
심 기술이므로 세계 철강업체의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s - Is
구분

(그림 11) 기존 센서 방식 및 철강(예:후판) 전용 스마트센서 특징 비교

기존 메탈센서 방식

수요예측

공장설비 1

- 부정확한 재고관리로
As-is

기존 바코드 방식

To - Be

인한 생산규모 예측이

-

어려움

후판 전용 스마트센서 방식

공장설비 2

- 수작업을 통한 적재
위치 관리

- 스마트크레인을 통한
기존 메탈센서

바코드
근접 인식!!
탈착 및 훼손!
1:1 인식으로 인한
과다시간 소요

후판 전용 태그

근접 인식!!
탈착 및 훼손!
이폭(안쪽) 후판
인식불가!!

- 스마트센서 기반 정확
To-be

지능형 생산관리 제공
·작업자가 후판에 근접하지 않아도 센서를
읽을 수 있고, 이폭이 많은 후판의 센서도
인식 가능(인식률 향상 및 인식거리 증가)

·작업자가 후판에 직접 접근하여
1:1(한번에 1개의 후판 바코드를
읽음) 읽어야 하는 불편함 발생

·인식을 저하로 작업자가 후판에 직접
접근하여 휴대형 리더로 메탈센서를
읽어야 하는 불편함

·후판 충격, 밀림, 쓸림에 의해
바코드 라벨 탈착 빛 바코드 인쇄
부분 스크리치, 이물질 등의 훼손
발생

·이폭이 많은 후판의 경우 인식 불가

·작업자가 직접 후판에 접근하여 스마트
센서를 인식할 필요 없이 고정형 리더로
무인 자동 인식 가능

·후판, 충격, 밀림, 쓸림에 의한 메탈
센서 탈착 및 파손 등의 훼손 발생

·후판 물류유통환경에 최적화된 하우징을
통한 탈착 및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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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 제품생산단계에서
부터 유통관리 제공

철강체품의 스마트센
서 자동스캐닝 제공
- 스마트크레인을 통한
제품정보 파악 및 자
동 적재위치 관리

기술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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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고관리를 통한

- 스마트센서 자동부착

스마트센서 18

스마트센서 18

스마트센서 17, 18

유통

- 유통담당자 육안검사/
수작업

- 입고ㆍ재고ㆍ출고 관리
자동화
- 제품상태정보 파악
- 실시간 위치추적, 배송
관리, 도난방지
- 제품 위조판별 기능
제공

스마트센서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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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기반 생산 기술은 제조사가 전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중소업체나 벤처 창업

스마트 센서 제조 전주기의 가상화/원격화 통한 팹리스 산업 활성화

자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제조사는 기존의 반도체 표준공정 뿐만 아니라 3차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글로벌 최고의 “스마트 팹”

Ⅳ

 전자

원 구조, 특수소재 형성 및 특수 공정들을 모듈화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러한 공정 모듈의 조합

시나리오 요약

을 통해 개발자(팹리스 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소량의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다.
가상 생산 시스템은 원격으로 개발자가 가상의 팹에서 모듈을 조합하여 가상의 공정 서비스를 체험

미래 스마트 센서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팹 건설비용과 개발기간을 획기적

하고, 맞춤형 소자의 최종 결과물의 신뢰성 있는 예측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개발자는 언제 어

으로 절감할 수 있는 100% 가상 반도체 팹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센서 제조회사인 A사는 가

디서나 가상의 팹을 통해 제조사의 가동능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공정의 납기, 수율을 제공받아

상 제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소요됐던 기간의 30%, 비용

제품의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조사는 가상의 공정 서비스를 통해 수요 맞춤형 공정의 시설

의 70%를 절감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새로운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틀에

투자 위험도 최소화 하고 있다.

맞추어 설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검증에 따른 공정을 개발하는 데도 막대한 팹 사용비용을

모듈러 가상 팹 생산기술로 반도체 산업의 주체 역시 제조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다변

지출해야만 했다. 또한, 한 번의 설계로 완성도를 높이기 어려워 수회의 설계변경과 공정개발이 수

화된 전자산업을 주도 하고 있다. 개발자는 다품종 소량 생산과 함께 제품의 개발주기를 효율적으

반됐으므로 보통 2~3년의 개발기간이 필요했다.

로 관리 할 수 있으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듈 기반 생산을 통해 생산 설비 가동률의 효율적인 관

새로 개발된 가상 제조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팹 추가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최고

리를 바탕으로 양질의 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정을 가상화하고, 가상의 모듈화된 공정을

의 수율은 물론, 환경오염과 탄소배출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사의 제품 개발에

조합하여 전자소자를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 엔지니어가 탄생하여 가상 팹 기술의 중추적인

큰 비중을 차지한 또 다른 기술은 원격 맞춤형 패키징 시스템이다. 기존의 획일화된 패키징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다.

고민이던 A사는 K사가 제공하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패키징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
해 소형화와 고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K사의 맞춤형 패키징은 A사가 개발하

▶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왜?

는 스마트 센서와 반도체의 패키징 효율을 높이고, 각각 제품별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해 성능향상

최근 반도체 시장에 기술력과 생산력을 겸비한 소형, 벤처 업계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들은 경

으로까지 이어졌다.

쟁력 있는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격경쟁력과 함께 충분한 물량 공급 역시 가능해 많은 제

한편, 가상제조시스템을 개발한 B사는 가상제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과

조업계가 함박웃음이다. 최근 출현한 D사는 사무실 하나에 직원이 3명 뿐인 벤처이지만, 이미 대기업 S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B사의 가상제조시스템은 제조 단계별로 발생하는 조립 및 테스트에

사와 공급 계약까지 마친 상태이다. E사는 중소기업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

첨단 센서를 적용해 제조되는 소자의 신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반도체의 공정 모듈에서 실시간

은 회사지만 역시 대기업 L사와 공급계약을 마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니터링 광학 시스템을 이용해 검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모듈간

C 파운드리에 있다. C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가상 팹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자의 설계부터 생산가능

의 제품 이동에도 첨단 센서를 이용한 로봇기반 자동화를 통해 팹 공정을 무인화 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팹에서 발생하던 인명사고와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공정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B사의 경
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B사의 제조 시스템은 택배 추적 시스템과 같이 개발자가 원격으로 제

여부 및 납기까지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팹리스 업체의 제품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D사의
대표는 C 파운드리의 가상팹을 통해 단기간에 제품군의 다양화와 함께 충분한 생산성을 보장받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조단계를 추적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많은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하고 싶은 기
업’으로 손꼽고 있다. B사는 제조된 제품을 원격으로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제품설계
가상팹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제조 및 모니터링

미래 시나리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검사는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특히
3차원 구조와 같은 공정의 미세화, 투명한 소재로 이뤄진 특수 공정이 늘면서 검사의 중요성은 더

 제품설계
스마트 센서 개발 위한 공정모듈화 및 가상화/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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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커지고 있다. 다양한 검사방법이 요구되는 맞춤형 집적회로나 3차원 구조의 센서와 같은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검사에 할애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그 중 광학기술은 대표적인 검

과거 전자산업은 2차원 반도체 위주로 대량생산이 이뤄졌다면, 현재의 전자산업은 3차원 구조와 미

사기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광학기술에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마이크로 스케일의 광학

세한 공정, 다양한 특수 소재를 이용한 다품종 생산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제조사가 주도한 메모리,

검사와 전자현미경과 같은 나노 스케일 이하의 광학검사가 있다. 두 검사 기술은 물리적 차이, 검

CPU 등의 소품종 대량생산 형태에서 수요자 중심의 센서, 맞춤형 집적회로 등의 다품중 소량산업

사 환경의 차이로 인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따로 관찰·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 변화의 가속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모듈기반의 가상 생산 시

연속성이 결여되고, 이중 삼중의 검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 공정의 정확한 평가에

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는 한계가 있었다.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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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멀티스케일 제품들에 대한 연속적인 실시간 측정을 제공한다. 제품구조에 따른 각 층별 두께와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스스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자재부터 생산 시설의 모든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유사시

Ⅳ

그러나 하이브리드 광학기술은 기하, 파동, 양자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와 나노구조로 구성
크기, 광학 특성의 파라미터들을 통합 추출하고, 설계와의 일치 여부를 빠르게 모니터링 하여 검사
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특히 가상 제조 및 원격 제조 개념과 결합하여 통합 검
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서, 제품의 설계부터 공장설비와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능화도 가
능해졌다.

 공장설비
시설 투자 없이 누구나 가능한 스마트센서의 맞춤형 패키징
반도체 공정에서 패키징은 제품화를 위한 최종 단계다. 패키징은 반도체 소자를 사용처에 적합한

▶ 반도체 산업의 다크호스 C사 수율로 승부하다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메모리, CPU 등을 대량생산하던 시대에는 패키징이 한정적이었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C사는 T사와 G사에 이어 세계시장 3위까지 성장하

다. 하지만 전자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개발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

고 있다. C사는 첨단 미세공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사보다 높은 수율을 통해 신뢰를 얻고 있어 앞
으로 전망이 밝다. C사의 성장동력은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에 있다. 종래의 광학검사 기술과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광학기술을 이용해, 멀티 스케일의 제품에 대한 연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공
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향상된 신뢰성은 수율 향상으로 이어져, 고객사에서의 주문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만간 생산 라인 증설을 통해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어서, 앞으
로 시장 전망이 밝다.

산하는 요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보편화 되면서 획일적인 패키징에서 맞춤형 패키징의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소자의 패키징이 상호배선, 전력공급, 방열, 그리고 소자의 보호 정도의 기능으로 사용되
었다면, 최근의 패키징은 소자의 특성에 맞도록 진공이나 특정 가스의 환경에서 동작되거나, 이종의
칩 혹은 기판을 집적하는 용도 등 추가된 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적층 구조나 인터포저 등을 이용한
3차원 집적 구조 역시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패키징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향은 패키징 시장 동향에
서도 잘 나타난다. 기존에는 패키징 전문 업체가 도맡았지만, 이젠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스스로 맞

 공장설비
무인화 팹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예방 및 제품개발 신뢰성 향상

춤형 패키징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반도체의 맞춤형 패키징 개발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용도에 따라

반도체 팹은 그 특수성(화학물질, 방사선 등) 때문에 작은 실수나 고장으로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

혹은 반도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재와 형태에 따라 패키징을 3D 프린터로 손쉽게 개발하며, 곧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반도체 장비가 설계, 제작 단계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필수다.

바로 생산까지 가능하다.

또한 초미세 패턴을 다루는 특성상 외부 오염으로부터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팹 시설의 청정도 유

최근 한 팹리스 업체가 개발한 반도체 소자가 용도에 따른 맞춤형 패키징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

지를 위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소모되어 왔다.

고 있다. 큰 예로 휴대전화 및 웨어러블 기기처럼 휴대용 가전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에는 초박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생산시스템은 자재관리부터 이송, 공정 등 제품의 생산 과정을 추적해 실시

형 패키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항공우주, 군수 등 특수 목적의 전자제품 전문 업체에는 내구성을 강

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무인화 팹은 물류 관리를 위한 RFID, 바코드를 부여하고 인식

화한 패키징으로 제품을 제공한다. 또한 다품종 소량의 반도체 소자 생산에도 각각의 소자에 맞는

하는 기술부터 물리 센서, 충돌감지 센서, 압력 센서와 같은 첨단 센서 기반의 제품 이송 및 로딩을

패키징을 저렴하게 적용하여 제품화하고 있다. 특히 원격 제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수요자가 원하

위한 로봇 자동화 기술까지 이러한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 기술

는 형태의 패키징을 바로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 따라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

을 포함한다. 제조사는 생산 시스템의 무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으

형 패키징 제품은 성능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 시장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수요자는 제조사의 생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공정 추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 개발
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중에서 인명사고를 줄이는
등 혁신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 ‘첨단 센서’ 우리도 개발하고 있어요
센서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A사는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A사가 개도국으로 불리던 B에 위
치한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이다. A사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위한 IMU, Optical sensor, SoC 등 다양한 제

▶ 신뢰의 상징 C사 생산공장 인명사고도 없어

품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많은 제조업체에서 채용 중이다. A사의 성공 비결

생산과정을 마치 택배 배송 추적처럼 단계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운드리 C사는 고객사로부

은 원격으로 생산부터 패키키징이 가능한 C 파운드리의 가상 팹 덕분이다. C사는 가상팹에 이어 3D 프

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게다가 매우 높은 가동률에도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 사실 C사의 공장

린터를 이용한 패키징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A사는 센서의 설계와 공정 설계만 맡고, 제작 및 패키

은 무인화 생산시스템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 근무자가 많지 않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기도 하다. 하

징은 모두 가상 팹을 운영하고 있는 C 파운드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주기가 매우

지만 최근 사고가 잦은 H사를 보면 C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첨단센

빨라, 조만간 하이엔드 시장을 노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로 무장한 C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장 내에서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
다. 모든 자동화 로봇은 철저히 계획된 스케줄 하에 동작하고 있으며, 충돌방지 및 물리센서까지 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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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설비 100세 시대”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전기

소비자 맞춤형의 DIY 유연 생산 시스템 구현

Ⅳ

 제조

스마트 다중 복합센서 기반의 공장설비 진단이 가능한 제조 설비

구글의 아라(Ara)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스마트폰도 사용자 맞춤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라 프
로젝트는 조립식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개발 프로젝트다. 아라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안드로이드

시나리오 요약

중심으로 S/W의 생태계 구축에 전념했던 구글은 H/W 역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카메라, 메모
리, 배터리, 통신 등의 기능 요소들이 블록화 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조립하는 맞춤형이 가

글로벌 1위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인 국내 Z전자가 난감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다. 인도와 아시아, 남

능하다. 소비자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DIY 맞춤형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성 전자제품

미 등에서 급격하게 신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수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의 경쟁력 하락과 함께, 아라 프로젝트와 같은 맞춤형 전자제품이 이전의 PC산업처럼 일반적인 모

하지만 1년 만에 국내 자체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내 산학연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시스템(SFASS)

맞춤형 유연 제조 시스템은 소비자가 생산자인 프로컨슈머 시대에 맞춰 개인 맞춤형의 유연한 생산

이다. 이 시스템은 신규설비의 투자 없이, 기존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및 제조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전자제품을 원격으로 주문할 수 있다. 전자 제품의 성능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기존 생산설비의 수명을 획

및 형태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생산 및 조립과정 역시 실시간 추적해 정보가 제공

기적으로 늘려 제조설비 100세 시대를 열고 있다. 이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시스템(SFASS)

된다. 마치 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하듯, 제품의 부속부터 완제품까지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생산 과

은 스마트 복합센서 및 다중파장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하여 생산제조설비의 미세한 진동과 열의 분

정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제조상의 이상유무도 확인 할 수 있다. 제작된 전자제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포와 변화 등 사람의 눈과 귀로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센싱 한다.

성능 요건을 만족하는지 품질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검사 결과 역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소비자가

덕분에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고 디바이스 수명을 연장해준다. 이 시스템 덕분에 설비 내 개별 부품

생산자 입장에서 제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도 적기에 교체가 가능해져 공장의 생산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전자제품 개성시대: 스마트폰의 DIY 열풍
최근 S사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하이엔드 제품을 주력으로 고
급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S사는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을 통해 색다른 시도를 했다. 이 스마
트폰은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배터리, 센서, 기능 등 내부 사양부터 스마트폰의 모양 및 색상
등의 외부 사양까지 소비자 입맛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본인만의 설계를 통해 제조가 가능한 것이

미래 시나리오
 수요예측
제품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한 즉각적인 수요반응 및 예측

다. 그동안 똑같은 스마트폰 모델을 구입해 케이스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개성을 뽐냈다면, S사

제품 및 부품의 수요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고객센터나 유통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는 맞춤형 유연 제조시스템을 통해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소비자 맞춤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제공하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외 계절별 일기예보도 수요예측과 생산량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

는 것이다. 또한 주문이 접수되면 생산과정의 이력 추적을 통해 주문부터 배송까지 소비자가 실시간 확

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보는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었고 수요예측 오차는 기업의 손실과 직

인이 가능해 신뢰를 얻고 있다. S사의 영향일까? L사와 H사 등에서도 S사의 ·춤형 제조 시스템을 도

결되었다. 수요예측은 즉각적이면서 정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기기의 수명, 상태정보, 또

입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는 사용패턴 등을 스마트센서를 통해 제조사에 송신하여 원격진단 해야 한다. 빅데이터 처리 알고
리즘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또한 제조사에 진단정보를 실시간 송신하여
생산물량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재고관리 및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As - Is

To - Be

구분

제품설계

공장설비

제조

As-is

팹리스

오퍼레이터
경직된 공정라인

파운드리
OSATs

To-be

가상 소자, 모듈 설계
맞춤형 제조설계

모듈화 제조시설
가상 제조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다품종 맞춤생산
DIY 유연생산
3D프린팅 패키징

스마트센서 12

스마트센서 9, 13, 14

스마트센서 11

▶ 실시간 수요예측 및 고객대응으로 재고물량 제로!!!
전력분야 중전기기(변압기, 차단기)를 제조하는 H사는 해마다 고객 불만족을 처리하느라 막대한 피해보
상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해엔 H사의 초고압 154KV급 변압기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변압기를 사용하는 공장은 물론 공단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총 25억 원

기술제
안서

의 손실비용이 발생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제조사 H사와 피해업체인 B사는 치열
한 공방과 더불어 기술적인 원인분석에도 촉각을 세우게 되었다. 제조사 H사측은 사용자 부주의를 지적
하고 고객사인 B사는 제품의 하자를 지적하며 소송이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C사의 경우엔 위 사례와 완전히 다르다. C사는 변압기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조사
인 D사에 송신하여 변압기의 이상발생이 우려되는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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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압기 제조사인 D사 역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다. 부품교체주기를 정확히 예측한 덕에 적절

최근 K씨는 스카웃 대상 1순위다. 바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시스템

한 재고관리를 할 수 있었고 항상 적정물량만을 보유하다보니 금융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던 것이다.

(SFASS) 때문이다.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설비이다. 많은 시간과 대규모 투자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 제조설비 무병장수를 노린다!!!

Ⅳ

이라 판단되면 계획정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

가 들어간다. 따라서 기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여 설비 마진을 빠른 시간에 확보해야 한다. K씨는 기
존 생산 설비의 노후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존 설비의 수명과 교체시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품 주기의 변동에도 장비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생산

 제품설계

설비의 적절한 교체시기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교체 및 가동함으로 제조설비 시스템의 무병장수에 도

사용량 및 패턴분석을 통한 고신뢰도 제품설계

전하고 있다.

최근 리콜에 의한 자발적인 기술적 문제처리 방법이 통용되고 있으며 리콜이 많은 제품일수록 오
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충성고객을 양성하여 기업
의 매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제조
스마트 센서 기반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 구현

발생하며 최초 해당부분(예: 휴대폰 폴더 등)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시험을 거치더라도 실제 사용환
경과 동일한 가속 수명시험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 및 사용자의 기기 운영정보 및 사용

전세계적으로 전기업계의 프로슈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프로슈머의 등장은 기업부

패턴을 센싱하여 통계화 한다면 어떤 부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지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터 가정까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쓴다는 것
은 결국 중앙에서 공급하는 에너지의 공급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고, 이는 원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바탕이 된다. E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이제 전기에너지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

▶ Recall은 기업을 꿈꾸게 한다!!!

고 그에 맞는 요금·세금 체계를 구축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최근 국내 H사 자동차기업이 Recall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소비자로부터 질책과 불매운동에 휩싸여 매

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센서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출의 하락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인터넷시대 정
보의 공개와 공유는 실시간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H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객 서비스 지원체계를
대폭 변경하였다. 즉 자동차에 고객선택 사항으로 원격진단 기능 및 각 부품의 상태기반 수명 진단을 통

▶ 태양광 발전 국내 전기 생산의 70 % 차지하다!

해 그동안 불적절한 교체주기 및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각 자동

국내 전기 생산의 70%가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 태양광 센서 및 설비 관

차의 밸트, 오일, 엔진 등의 상태를 진단하여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1차로 정보를 제공하여 H사 고

리 시스템 도입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태양광 생산 과정의 높은 인력 의존도 및 낮은 생산 효

객서비스 서버에 전송하거나 주유소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H사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항상

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성과로는 스마트 센서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적절한 시기에 부품교체 권고를 할 수 있었다. 이제 H사는 Recall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기업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소의 성능 모니터링, 이상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원격 관리 시스템, 스마
트 태양광 센서의 발전 효율 증가로 인한 원가 절감 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연계된
스마트 공장은 놀라운 원가 절감 및 무사고 운영 등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조설비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 시스형 개발
전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업체 Z전자. Z전자는 인도와 아
시아, 남미 시장의 급격한 스마트폰 수요를 제조 설비의 노후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

As - Is

To - Be

구분

수요예측

제품설계

As-is

- 고객센터나
유통망을 통
해 수집

-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한 가속수명시
험이 어려움

- 설비 점검: 일정주기로 검사
- 고장 전에는 설비내 개별 부품의
이상유무 판단이 어려움
- 고장시 전체 생산일정 차질

To-be

- 진단정보를
실시간 송신

- 운영정보 및 사용
패턴을 센싱하여
통계화

- 설비 점검: 실시간 진행
- 설비내 개별 부품의 이상유무를
실시간 관찰 가능
- 사전에 고장을 대비함

- 스마트 센서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기술제
안서

스마트센서 1

스마트센서 4, 5

스마트센서 8

다. 게다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IoT 디바이스의 신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신규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존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 공장설비에 투자할 여력
도 없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기존 생산 설비의 노후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 시스템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설비의 미세한 진동
과 열 분포도 변화 등 사람이 육안으로 감지하기 힘든 미세한 이상 징후까지 센싱 해서 기존 제조공
장라인의 생산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Z사는 제조설비 100
세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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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2

공장설비

제조
- 국가일괄적 공급 및
그에 맞는 요금·세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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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 시나리오-기술트리
목적기능

기본기능

세부기능

기술제안서

화학공장 안전실태 ‘이상 無’

시나리오명

- 안전이 생명인 화학업계, 스마트팩토리로 지킨다

목적기능

기본기능

세부기능

생산제품 수명평가(Health
제품별 수명평가 인자를 정의하
▶ Index)를 위한 센싱과 수명을 ▶
고 센서를 선정 한다 (1-1)
관리 한다 (수요예측 - 1)

▶

▶

수명평가를 위한 직, 간접적인 상
태기반 상관관계 분석 한다 (1-2)

▶

수명평가 Index기반의 감시진단
용 스마트센싱을 한다 (1-3)

통계 및 운영데이터, 현재 상태
빅데이터 분석과 수명평가를
▶ 를 종합 판단(알고리즘)하여 잔존
알고리즘 한다 (수요예측 - 2)
수명을 산정 한다(2-1)

<수요예측>
진단센서기반 실시간
제품 수명주기관리로
최적 수요예측 및 생산
관리

Sensing 정보를 수집 및 전달
▶ 하는 IoT Gateway를 구축 한
다(수요예측 - 3)

스마트센서 1

스마트센서 1

▶

스마트센서 1

▶

수요자 중심의 Asset
Management를 제공 한다 (2-3)

스마트센서 1

▶

진단 Law데이터(Sampled Value)
실시간 전송 한다 (2-4)

스마트센서로부터 전달되는 데
▶ 이터를 수집하여 1차 분석 한다
(추이분석, 경보등) (2-1)

스마트센서간 Security를
Management 한다 (2-2)

근거리 무선통신을 한다 (공
▶
장설비 - 1)

Low Energy Sensor Network,
CoAP, 6Lo WPAN, Bluetooth,
▶
WiFi, Zigbee, SUN을 활용 한다
(1-1)

자가발전기술(압전/열전) 및
▶ 진단알고리즘 탑재형 통신을
모듈화 한다 (공장설비 - 2)

▶

압전/열전 에너지하베스팅을 모
듈화 한다(최소 10mW급) (2-1)

▶

진단알고리즘을 탑재한 CPU 내
장형 저전력 운용이 가능한 통신
을 모듈화 한다 (2-2)

▶

Compact한 정밀도 0.1%급의
Electric Current Transformer &
Sensor를 이용 정밀계측 한다.
(3-1)

▶

전류정보를 80 Sampled Value로
전송가능한 통신을 모듈화 한다
(3-2)

스마트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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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3, 5

<공장설비>
자가운영체계를 갖춘
전력품질측정용 스마
트센서와 휴대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원관
리

▶

철심 CT를 Non Conventional
Instrument Transformer(ECT)
으로 대체한다. (공장설비 3)

환경감시(고장예지) 및 진단정
▶ 보를 표현 한다 (휴대모바일
기기) (공장설비 - 4)

휴대모바일 기기를 통한 즉각적
▶ 인 정보전달 및 대응이 가능 하
다 (4-1)

스마트센서 3

스마트센서 3

스마트센서 1
▶

▶

스마트센서 3

기술제안서

현장에서 취득된 정보를 인터넷
을 통해 제조업 공장에서 잔존수
명을 관리 한다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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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빅데이터 기반의 설비 진단 및
평가를 한다 (4-2)

스마트센서 3

자가진단 및 평가가 가능한 IoT
기반의 스마트센싱을 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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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열화상카메라 및 가스분석센서
초소형 드론기술에 오감센서
를 내장하고 10cm미만(20g이내)
▶
를 내장 한다 (공장설비 - 5)
초소형 드론으로 30분 비행운영
이 가능하다 (5-1)

▶

기술제안서

스마트센서 5

▶

▶

▶

기본기능

스마트센서 10

▶

제조공정상의 작업환경을 감시
할 수 있는 다중센서를 장착 한
다 (비접촉식 온/습도/유해가스)
(2-1)

스마트센서 10

▶

카메라(열화상)를 내장한 레일운
전 Patrol 스마트(소리, 적외선, 열,
화재) 카메라를 장착 한다 (2-2)

▶

진동요인이 없는 자기부상형 레
일시스템을 장착 한다 (2-3)

Patrol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
라룰 장착 한다 (제조 - 2)

주변구조물 SCAN을 통해 3D 이
미지를 생성 한다 (5-4)

작업장내 유해환경 진단이 가능
한 바이오 나노센서를 부착 한다
(5-5)

유통시 화학물질의 실시간 상
화학물질의 이동 및 유통시 발생
▶ 태 및 환경정보 모니터링 한 ▶ 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위해
다 (유통 - 1)
요인 분석 및 보고 한다 (1-1)

스마트센서 6

▶

▶

<공장설비>
②작업자 건강상태 확
인 및 이상 자동전송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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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송수신 모듈 및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케이블/파이프라
인의 실시간 분포온도를 계측한
다.(온도 분해능 ±1도, 거리분해
능 ±5m, 감지거리 5km (7-2)

스마트센서 7

▶

유통과정 및 상태정보를 실시
간 모니터링 한다. (유통 - 3)

스마트센서 15

주변 온도 및 제품 온도추이를
분석한다 (1-2)
가스탐지 및 화재를 감지 한다
(1-3)
진동 및 충격감지 및 압력을 센
싱 한다 (1-4)

<유통>
제품 출고시점의 상태정보와 제
스마트센서에 의한 스
마트물류/스마트 유통 ▶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 품인도시의 상태정보를 비교하
제품을 인도 한다 (유통 - 2)
여 고객에게 제품의 상태를 알려
구현
준다 (2-1)

센싱정보 전달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 축전지 기술로 저전력 운
영이 가능 하다(6-3)

광케이블 센싱을 활용하여 전
력케이블 화제 및 고온스팀
Single Mode 광케이블을 이용하
▶
▶
파이프 안전을 진단한다 (공
여 온도를 센싱 한다 (7-1)
장설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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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센서 및 가속도센서 그리
고 관성센서를 내장 한다 (6-2)
▶

▶

기술제안서

환경감시 센서 : 산소량, 유해가
다중 복합 스마트센서를 통해
스, 먼지, 누설전류, 온/습도, 전
▶ 제조공정상 작업 환경감지 및 ▶ 자파, 방사선, 균열, 진동, 자외선
분석 한다 (제조 - 1)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감시 한다
(1-1)

스마트센서 및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한 화학 ▶
제품 제조공정에서의
유해환경 모니터링 및
대응

충돌방지 및 자율운전이 가능한
기술을 내장 한다 (5-3)

작업자 건강(맥박, 온도)상태
건강 및 감성, 스트레스 지수 등
▶ 및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공 ▶ 상태를 Check 할 수 있는 패치형
장설비 - 6)
센서(손목시계형, 밸트형) (6-1)

<공장설비>
③ 光 센서케이블을
이용한 전력케이블 및
고온스팀 파이프 분포
온도 측정기술

세부기능

<제조>

음성전달 및 쌍방향 영상통신이
가능한 모듈을 장착 한다 (5-2)

<공장설비>
① 초소형 드론기술을
이용한 접근불가지역
유해가스 탐지 기술

목적기능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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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능

스마트센서 15

▶

상태정보 표시용 디스플레이를
갖춘 RFID Tag를 부착 한다 (2-2)

스마트센서 15

▶

유통시 화학제품의 이상여부를
실시간 진단하고 이상시 운반자
경고전달 및 유관기관(119 등)에
자동 경보 한다 (3-1)

스마트센서 15

▶

진단경보 발생 장치 및 통신모듈
을 부착 한다(3-2)

스마트센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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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능

- 스마트센서와 함께하는 철강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목적기능

기본기능

세부기능

실시간 재고관리와 철강제품 생
스마트센서 기반 실시간 제품
산수량, 생산일정 등 정보의 빅
재고관리를 통하여 지능형 생
▶
▶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생산관리
산관리 및 수요예측을 제공
를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한다 (수요예측 - 1)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 한다 (1-1)

스마트센서 기반 실시
간 재고관리를 통한 즉
각적인 철강제품 생산
관리
▶

▶

▶

스마트크레인을 통해 철강제
우수한 스마트센서 인식률과 인
품에 부착된 스마트센서를 자
▶ 식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
동 스캐닝 한다 (공장설비 마트크레인을 제공 한다 (3-1)
3)

스마트센서 18

▶

스마트센서를 통해 최적의 제품
적재위치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스마트크레인의 이동거리 및 작
업수행시간을 최소화 한다 (3-2)

▶

▶

스마트크레인을 통한 스마트센
서의 스캐닝 작업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3-3)

스마트센서 및 스마트크레인을
스마트크레인을 통한 제품위
▶ 기반으로 철강제품의 실시간 적
치를 관리 한다 (공장설비 - 4)
재위치를 관리 한다 (4-1)

▶

철강제품의 밀림, 쓸림, 충격 등
이 발생하더라도 스마트센서가
지속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 한다 (1-2)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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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시스템에 스마트센서와
로봇을 통하여 제품의 등록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기술 및 연계기
능을 제공 한다 (2-2)

유통물류시스템에 스마트센서와
스마트크레인을 통하여 적재위치
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 기술 및
연계기능을 제공 한다 (4-2)

철강제조 환경에서 우수한 인식
철강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
률, 부착성, 내구성 등을 지원하는
▶
▶
트센서를 제공 한다 (유통 - 1)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를 제공 한
다 (1-1)

스마트센서의 인식률, 부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철강제품의 최적
부착위치를 도출 한다 (1-3)

스마트센서를 철강제품에 자동
스마트센서 자동부착을 통해
부착시 제품의 생산정보 DB 등
▶ 제품 생산정보를 등록 한다 ▶
록 및 등록상태의 실시간 모니터
(공장설비 - 2)
링을 제공 한다 (2-1)

스마트센서 17, 18

스마트센서 18

<공장설비>
철강제조환경에 최적
화된 스마트센서를 제
품에 자동으로 부착할
수 있는 로봇

스마트센서 17, 18

<공장설비>
스마트센서를 활용하
여 철강제품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크레인

▶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철강사 및 고객사 간 생산 및 재
고관리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및 관련 시스템을 제
공 한다 (1-2)

로봇을 통하여 철강제품에 스마
로봇을 통해 스마트센서를 자
▶ 트센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
동 부착 한다 (공장설비 - 1)
동 부착 한다 (1-1)

세부기능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철강 물류 상황이 한 눈에 펼쳐 진다”

시나리오명

<수요예측>

기본기능

Ⅳ

 철강

스마트센서 18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를 통한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

철강제품의 전파환경에 특화된
스마트센서의 전용 리더 안테나
를 제공 한다 (1-2)

▶

철강 유통물류환경에 적합한 스
마트센서 보호가드를 제공 한다
(1-3)

스마트센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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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세부기능

▶

스마트센서 및 위치측위센서ㆍ증
강현실기술 연계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재고관리를 제공 한
다 (2-2)

 전자 : 스마트 팹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제품 유통물류 상황, 입출고 및
스마트센서를 통해 유통물류
재고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
▶
를 관리 한다 (유통 - 2)
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를 제공 한
다 (2-1)

기술제안서

Ⅳ

목적기능

글로벌 최고의 “스마트 팹”

시나리오명

- 스마트센서 제조 전주기의 가상화 / 원격화 통한 팹리스 산업 활성화

스마트센서 18, 19, 20

목적기능

기본기능

세부기능

기술제안서

스마트 팹 기반의 다품종 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요예측을
▶ 마트 센서를 모듈화 한다 (수 ▶
통해 공정을 모듈화 한다 (1-1)
요예측 - 1)
스마트센서 16, 18

▶

IoT 기반으로 모듈 공정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한다 (1-2)

<수요예측>

▶
<유통>

스마트 센서 개발의 공
정모듈화 및 가상화/
디지털화

스마트센서 기반 실시간 재고관
리를 통하여 입고 및 출고 기준
을 고려한 최적의 재고저장위치
결정 기법(알고리즘)을 제공 한다
(2-3)

스마트 센서 개발용 설계 키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정 모듈
▶ 트를 제공 한다 (수요예측 - ▶ 의 다양한 조합을 위한 데이터를
2)
DB화 한다 (2-1)

스마트센서 12

공정 평가를 위한 설비 상태에
따른 결과의 상관관계 분석하고
DB를 구축 한다 (2-2)

스마트센서 12

모듈화된 공정의 조합을 통해 가
가상 생산 시스템을 구축 한
▶ 상에서 원격으로 공정을 설계 한
다 (제품설계 – 1)
다 (1-1)

스마트센서 12

공정 모듈의 다양한 조합에 대해
원격으로 공정 결과를 예측 한다
(1-2)

스마트센서 12

스마트센서를 이용해 고객에게
원격 제조를 모니터링 한다
▶ 설비의 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제품설계 – 2)
제공 한다 (2-1)

스마트센서 2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율, 비용,
기간을 예측/평가 한다 (2-2)

스마트센서 12

철강제조환경에 최적
화된 스마트센서 개발
을 통한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

▶

도난, 분실, 위조품 판별 등 기능
을 지원하는 스마트센서를 제공
한다 (2-4)

철강제품(표면 등) 및 제조환경정
스마트센서 기반 철강제품 및
보(온도, 습도 등)를 모니터링 할
▶ 제조환경을 모니터링 한다 (유 ▶
수 있는 스마트센서를 제공 한다
통 - 3)
(3-1)

스마트센서 18, 19
▶

스마트센서 15, 20

▶
<제품설계>
가상펩을 이용한 실시
간 원격 제조 및 모니
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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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시스템에 스마트센서를
통해 획득한 환경정보 전송을 위
하여 통신기술 및 연계기능을 제
공 한다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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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수명예측

▶

자동화를 통한 실시간으로 생
물류 관리를 위한 RFID, 바코드
▶
산을 관리 한다 (공장설비 - 1)
부여 및 인식 한다 (1-1)

스마트센서 5

시나리오명

▶

물리센서, 충돌감지, 압력 센서
등 첨단센서 기반의 로봇 자동화
를 제공 한다 (1-2)

스마트센서 5

▶

빅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장비의
스케줄링/모니터링으로 사고를
예방 한다 (1-3)

세부기능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실시간
광센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광
▶ 연속 모니터링을 한다 (공장 ▶ 학 기반의 스마트 광학검사를 한
설비 – 2)
다 (2-1)

▶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광학 통합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예측 한
다 (2-2)

다품종 스마트 센서의 맞춤형
3D 프린팅을 이용한 다양한 소
▶ 패키징을 제공 한다 (제조 - ▶ 재, 형상기반 맞춤형 센서를 패
1)
키징 한다 (1-1)

▶
<제조>

첨단센서를 위한 고기능성 기판
및 특수 패키징 한다 (1-2)

시설 투자 없이 누구나
가능한 스마트 센서의
팹리스 업체에게 원격 제조를
설계, 제조, 패키징 등 전단계를
맞춤형 패키징
▶ 통해 맞춤형 패키징을 제공 ▶
디지털화 한다 (2-1)
한다 (제조 - 2)

▶

기본기능

<수요예측>
제품 Aging 및 장비상
황 센싱을 통한 즉각적
인 수요반응 및 예측

스마트센서 13

세부기능

▶

제품 수요에 반응 및 예측 한
수요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
▶
다 (수요예측 - 2)
능하도록 제어 한다 (2-1)

▶

사용량 및 패턴을 분석 한다
생산 설비 사용량 분석 및 사용
▶
(제품설계 – 1)
패턴을 분석 한다 (1-1)

원격 공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제품설계>
한다 (1-2)
사용량 및 패턴분석을
통해 취약점 분석과 고
취약점 분석 및 고신뢰도 제품
스마트센서를 이용해 가동 상황
신뢰도 제품설계
▶
▶
을 설계 한다 (제품설계 – 2)
및 취약점을 분석 한다 (2-1)

▶
<제조>
소비자 맞춤형의 DIY 유
연 생산 시스템 구현
▶

제조 시설을 가상화, 클라
우드화 한다 (제조 - 4)

스마트 폰/패드를 이용 소비
▶ 자가 직접 맞춤형 레시피를
제작 한다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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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주문/생산과정을 실
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한다
(4-2)

기술제안서

스마트 센서 1

스마트센서 12

스마트센서 2

스마트센서 13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율, 비용,
기간을 예측/평가 한다 (2-2)

스마트센서 12

공장 설비 진단용으로 복합적
설비 관리를 위한 RFID, 바코드
▶ 으로 스마트 센싱 한다 (공장 ▶
부여 및 인식 한다 (1-1)
설비 - 1)

스마트센서 5

물리센서, 충돌감지, 압력 센서
등 첨단센서 기반의 로봇 자동화
를 제공 한다 (1-2)

스마트센서 5

▶

스마트센서 13

▶

<공장설비>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 시스템
▶
스마트센서 11

빅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장비의
스마트 제조를 시스템화 한다
▶ 스케줄링/모니터링 분석을 시스
(공장설비 – 2)
템화 한다 (2-1)
▶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빅데
이터를 분석하여 생산 시설을
유연하게 관리 한다 (3-2)

제품 aging 및 장비상황을 센싱
한다 (1-2)

▶
스마트센 9

IoT 기반의 첨단 센서로 설비의
상태, 공정의 진행 상황 등의 정
보를 제공 한다 (2-2)

첨단 센서로 무장한 생산 로봇
소비자 맞춤형 제조 시스
▶
▶ 을 기반으로 소비자에 의한 레
템을 구축 한다 (제조 - 3)
시피만 선택 제조 한다 (3-1)

- 스마트 다중 복합센서 기반의 공장설비 진단이 가능한 제조 설비 100세 시대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장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비상황
▶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수요 ▶
을 분석 한다 (1-1)
예측 - 1)

스마트센서 4, 7

스마트센서 9

“제조 설비 100세 시대”

목적기능

<공장설비>
무인화 팹의 실시간 모
니터링을 통한 사고 예
방 및 제품 개발 신뢰
성 향상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기술제안서

기본기능

Ⅳ

목적기능

자가 진단 및 관리 시스템을 구
축한다 (2-2)

스마트센서 4, 7

스마트센서 9

스마트센서 1,
▶

스마트센서 11

스마트센서 11

<제조>
스마트 센서 기반 스마
트 생산 · 관리 시스
템 구현

스마트 센서 기반의 스마트
고효율·저전력·지능형 에너지
▶
생산을 한다 (제조 - 1)
기술을 제공 한다 (1-1)
수요자 중심의 생산 기술을 제공
한다 (1-2)

스마트센서 12

IoT 기반의 첨단 센서로 설비의
스마트 생산 관리를 시스템화
상태, 공정의 진행 상황, 에너지
▶
한다 (제조 - 2)
사용량 등의 정보제공을 시스템
화 한다 (2-1)

스마트센서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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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 R&D 로드맵

구분

구분
2015

비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5

시나리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센서산업 고도화 및 스마트센서 산업기반 확보

산업목표

기술수준 목표

기술개발 단계

기술개발 목표

기술 트랜드

2025년 세계 센서산업 4대 강국 도약
- 시장) 스마트센서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시장 점유율 4위 달성
- 기업) 세계 최고 수준의 센서전문 중견기업 5개사 육성

감도 : 현재 대비 2배
정확도 : 현재 대비 20배
소비전력 : 현재 대비 1/2

스마트센서의 제조적용
응용기술 개발

감도 : 현재 대비 5
정확도 : 현재 대비 50
소비전력 : 현재 대비 1/5

스마트 제조 견인을 위한 스마트센서
상용화 기술 개발

목적
기능

감도 : 현재 대비 10배
정확도 : 현재 대비 100배
소비전력 : 현재 대비 1/10

2019

2020

2021~

스마트 철강 물류 (“철강 물류 상황이 한 눈에 펼쳐진다” 스마트센서와
함께하는 철강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스마트센서를 활용하여 철강제품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크레인
(공장설비)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개발을 통한
유통물류관리 자동화(유통)

초소형화 : 회로 설계의 발전으로 리드스위치를 대체할만한 컴팩트한 초소형 센서
다기능화 : 초미세 기계부품과 전자회로를 응용한 다기능 시스템

수동적 기능에서 능동적 기능으로 기기 자체의 자율성 강화 추세
사용자 편의성 향상
시장환경 변화

시나리오
R&D
전략

가상펩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제조 및 모니터링(제품설계)
목적
기능

절전기능 강화

소비자 맞춤형의 DIY 유연 생산 시스템 구현(제조)

유해환경감지 (화학공장 안전실태 ‘이상 無’ 안전이 생명인 화학업계,
스마트팩토리로 지킨다)
진단센서기반 실시간 제품 수명주기관리로 최적 수요예측 및 생산관리
(수요예측)

시나리오

자가운영체계를 갖춘 전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와 휴대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원관리(공장설비)
목적
기능

① 초소형 드론기술을 이용한 접근불가지역 유해가스
탐지 기술, ②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및 이상 자동전송
기술, ③ 光 센서케이블을 이용한 전력케이블 및 고온스
팀 파이프 분포온도 측정기술(공장설비)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수명예측’ (제조설비 100세 시대 스마트 다중 복합센서 기반의 공장설비
진단이 가능한 제조설비 100세 시대)
제품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한 즉각적인 수요반응 및 예측(수요예측)

목적
기능

스마트센서 및 스마트카메라를 이용한 화학제품 제조공정에서
의 유해환경 모니터링 및 대응(제조)
스마트센서에 의한 스마트물류/스마트 유통 구현(유통)

무인화 팹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제품 개발 신뢰성 향상
(공장설비)
시설 투자 없이 누구나 가능한 스마트 센서의 맞춤형 패키징(공장
설비)

중국 등 신흥 제조강국 급부상
시나리오

‘스마트 팹’ (글로벌 최고의 “스마트 팹” 스마트 센서 제조 전주기의 가상화
/ 원격화 통한 팹리스 산업 활성화)
스마트 센서 개발의 공정 모듈화 및 가상화/디지털화
(수요예측)

설계에서 양산까지 센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One-Stop
기업화
안전성/효율성/생산성 향상으로 최적화된 자율 작업
환경 구축

70

2018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센서를 제품에 자동으로 부착할
수 있는 로봇(공장설비)

네트워크화 :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여 사물의 감지된 데이트를
스스로 판단 처리

R&D
전략

2017

스마트센서 기반 실시간 재고관리를 통한 즉각적
인 철강제품 생산관리(수요예측)

현재 (미국 대비 65%) → 2020년 (미국 대비 85%)
스마트센서 원천기술
개발

2016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매크로 로드맵

사용량 및 패턴분석을 통해 취약점 분석과 고신뢰도 제품설계(제품설계)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 시스템(공장설비)
스마트 센서 기반 스마트 생산 · 관리 시스템 구현(제조)

* 범례 : ▒ 대표 시나리오명

▒ 대표 시나리오의 목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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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도

2015

시나리오 ①
화학

화학공장 안전실태 ‘이상 無’
- 안전이 생명인 화학업계, 스마트팩토리로 지킨다

<수요예측>
진단센서기반
실시간 제품 수
명주기관리로
최적 수요예측
및 생산관리

2016

2017

2018

제품 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한 수요예측 (스마트센서 기술
제안서 1)
- 부품진단용 스마트센서 및
수요예측 알고리즘
- 제품의 CMD(Condition Moni
toring Diagnosis) 기반 수명평
가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개발

2019

2020

<공장설비>
① 초소형 드론
기술을 이용한
접근불가지역
유해가스 탐지
기술,
②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이상 자동전송
기술,
③ 光 센서케이
블을 이용한 전
력케이블 및 고
온스팀 파이프
분포온도 측정
기술

2018

2019

2020

2021~

적외선 어레이센서 및 지능형 카메라시스템
<제조>
사용자의 제품 사
용 패턴을 인식하
여 스마트팩토리와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자 맞춤형 제

자가운영체계를 갖춘 전력품질
측정용 스마트센서와 휴대모바
일기기를 이용한 자원관리 (스마
트센서 기술제안서 3)
- 자가발전,무선통신, 운영체계를
갖춘 0.1급 ECT를 내장한 전
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전력
품질관리 시스템

을 이용한 공장설비 진단 시스템 (스마트센
서 기술제안서 4)
- 그래핀 소재의 32*32급 저해상도 적외선
어레이센서
- 제조공정상 작업 환경감지 및 분석용
다중 복합 스마트센서
- 다중센서를 내장한 레일 이동순시가
가능한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
- 진동요인이 없는 자기 부상형 레일시스템

설비의 진동 및 열을 이용한 자
가발전 기술 및 설비 상태진단
기술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5)
- 하이브리드형 에너지하베스팅
장치
- 컨베이어 장치 감시 시스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5)
- 주변온/습도, 산소, 질소농도등
화학제품 이상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 근무효율을 높이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
능하게 하는 작업자 위치관리 시스템 (스마트센서 기
술제안서 6)
- RF 신호 및 Indoor GPS를 이용한 작업자 위치(1m급)
추적장치
- 작업자의 맥박 및 바이오 지수 측정 센서를 내장한
밴드형 장치(12시간 운영)
- 원격으로 작업자 신체지수 측정 및 경보전송장치

환경 측정센서

<유통>

- 이동시 충격 및 압력변화를

스마트센서에 의한

감지하는 스마트센서

스마트 물류/스마

- 물류이동경로 및 실시간 물류상태

트 유통 구현

감시 시스템
- 유통제품의 상태 및 진단 표시부를
내장한 국제표준기반 RFID Tag
장치

작업자 접근이 난해한 밀폐된 저장탱크나 고공 건물
및 지하 관로 등에서의 유해상황 여부 측정 센서 (스
마트센서 기술제안서 7)
- 다중센서(카메라, 열화상, 가스탐지)를 내장한
초소형 드론 장치
- 산화물 반도체식 전력설비(변압기) 유중가스 센서
- 배관 및 대기중 유해가스 및 CH계열 가스분석 센서
* 범례 : ▒ 선행유관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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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21~

품 생산

<공장설비>
자가운영체계
를 갖춘 전력품
질측정용 스마
트센서와 를 이
용한 전원관리

2016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내용 ＼ 연도

2015

Ⅳ

 마이크로 로드맵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 10대 핵심 시나리오

▒ 10대 핵심 시나리오 + 민간수요

▒ 민간수요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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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②
철강

“철강 물류관리 상황이 한 눈에 펼쳐 진다”
- 스마트센서와 함께하는 철강 유통물류관리 자동화

<수요예측>
스마트센서 기반
실시간 재고관리를
통한 즉각적인 철
강제품 생산관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내용 ＼ 연도

2015

<공장설비>
스마트센서를 활용
하여 철강제품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
마트크레인

74

자동 재고관리하는 지능형 파레트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7)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
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8)
- 우수한 스마트센서 인식률과 인식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크레인 제공
- 스마트센서를 통해 최적의 제품 적재위치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스마트크레인의 이동거리 및 작업수행시간 최소화
- 스마트크레인을 통한 스마트센서의 스캐닝 작업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 스마트센서 및 스마트크레인 기반 철강제품 실시간
적재위치 관리
- 유통물류시스템에 스마트센서와 스마트크레인을 통하여
적재위치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 기술 및 연계기능 제공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2018

2019

2020

2021~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8)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 이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한 스마
트센서 및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
서 19)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의 선별을 제공하
는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
안서 20)
- 제품 유통물류 상황, 입출고 및 재고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예
측 및 시장공략을 위한 제
품 개발 (민간수요 철강3)
(스마트센서 1)

<공장설비>
철강제조환경에 최
적화된 스마트센서
를 제품에 자동으
로 부착할 수 있는
로봇

2017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8)
- 철강제조 환경에서 우수한 인식률, 부착성, 내구성 등을
지원하는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 제공
- 철강제품의 전파환경에 특화된 스마트센서의 전용 리더
안테나 제공
- 철강 유통물류환경에 적합한 스마트센서 보호가드 개발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
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8)
- 실시간 재고관리와 철강제품 생산수량, 생산일정 등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및 생산관리 지원 가능한 스마트센서 및 관
련 시스템
- 철강사 및 고객사 간 생산 및 재고관리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및 관
련 시스템 제공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
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8)
- 로봇을 통하여 철강제품에 스마트센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동부착
- 철강제품의 밀림, 쓸림, 충격 등이 발생하더라도 스마트센서가
지속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기능 제공
- 스마트센서의 인식률, 부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철강제품의
최적 부착위치를 도출
- 스마트센서를 철강제품에 자동부착시 제품의 생산정보 DB
등록 및 등록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생산관리시스템에 스마트센서와 로봇을 통하여 제품의
등록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기술 및 연계기능 제공

2016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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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를 이용한 물류 통합 관리 시스
템 (민간수요 스마트센서 51) (스마트센서 기
술제안서 18)

<유통>
철강제조환경에 최
적화된 스마트센서
개발을 통한 유통
물류관리 자동화

스마트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
더피킹시스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6)
- 스마트센서 및 위치측위센서ㆍ증강현실
기술 연계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재고관리 제공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8)
- 스마트센서 기반 실시간 재고관리를 통하여 입고 및 출고
기준을 고려한 최적의 재고저장위치 결정 기법(알고리즘)
제공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 이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한 스마
트센서 및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
서 19)
- 도난, 분실, 위조품 판별 등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센서
제공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5)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의 선별을 제공하
는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
안서 20)
- 철강제품(표면 등) 및 제조환경정보(온도, 습도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제공
제품의 표면 결함 검출 센서 개발 및 적용
(민간수요 철강4)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9)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5)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의 선별을 제공하
는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스마트센서 기술제
안서 20)
- 유통물류시스템에 스마트센서를 통해 획득한 환경정보
전송을 위하여 통신기술 및 연계기능 제공

* 범례 : ▒ 선행유관좌제

▒ 10대 핵심 시나리오

▒ 10대 핵심 시나리오 + 민간수요

▒ 민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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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내용 ＼ 연도

2015

“글로벌 최고의“스마트 팹”
- 스마트 센서 제조 전주기의 가상화 / 원격화 통한 팹리스 산업 활성화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가변 재구성 프레임워크 기술 (IoT 기술제안서 1)
- IoT 기반으로 사용량 및 패턴분석을 통한 설비 가동 결과에 대한 데이터
- 스마트 센서
개발을 위한
공정 모듈의
DB 구축을
통한 가상화

<수요예측>
스마트 센서 개발
의 공정모듈화 및
가상화/디지털화

2017

2018

2019

2020

2021~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가변 재구성 프레임워크 기술 (IoT 기술제안서 1)
- 물류의 관리를 위한 ID부여 및 인식

소비자성향과 장비상황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 (CPS 기술제안서 1)
- 빅데이터 기반 소비성향과 장비상황 분석을 통한 공정 모듈화

에너지 수요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Operational
Intelligence 기반 IoT 플랫폼
개발 (민간수요 SW10) (스
마트센서 기술제안서 3)

2016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시나리오 ③
전자

2015

Ⅳ

내용 ＼ 연도

설비의 진동 및 열을 이용한 자가
발전 기술 및 설비 상태진단 기술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5)
- 물류의 자동 인식 및 첨단센서
기반 자동화 로봇
<공장설비>
무인화 팹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예방 및 제품개
발 신뢰성 향상
<공장설비>
시설투자없이 누구
나 가능한 스마트센
서의 맞춤형 패키징

적외선 어레이센서 및 지능형 카메라시스템을 이용
한 공장설비 진단 시스템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4)
- 빅데이터 기반 장동화 장비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

소형 전자부품 제조현장의 smart factory 화를 위한
CPS 개발 - 공장 모니터링 및 안전성 감지를 위한
스마트카메라 개발 (민간수요 전자12) (스마트센서 기
술제안서 4)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제품 모델링 (CPS 기술제안서 6)
-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광학 통합 시뮬레이션

세미컨덕트 공
정 데이터 기반
불량 예측 분석
및 관리 기술
개발 (민간수요
SW30) (스마트
센서 기술제안
서 9)

-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실시간 광학 검사를 하이브리드 광학기술

초고속 정밀 3D 프린팅 공정 (3D프린팅 기
술제안서 10)
- 다양한 소재, 형상 기반의 맞춤형 센서
패키징 플랫폼 구축

- 설비 상태에 따른 공정 결과 분석
및 DB 구축
맞춤형 유연생산관리를 위한 스마트제조 시스템 개
발 (민간수요 전자66)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1)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 설계 및 가상운영
(CPS 기술제안서 3)
- 모듈화된 공정의 조합을 통해 가상으로 원격 공정설계 - 다양한 공정 모듈의 조합을 원격으로 예측

<제품설계>
가상펩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제조
및 모니터링

<제조>
소비자 맞춤형의
DIY 유연 생산 시
스템 구현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가변 재구성 프레임워크 기술 (IoT 기술제안서 1)
- 공정 설비의 가동 상황 및 공정 결과의 원격 모니터링

제조 공정 자료
자동 수집 및
분석 (민간수요
전자35) (스마
트센서 12)

부품 조달, 생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통합운영 가
능한 미들웨어 및 서비스 기술 (CPS 기술제안서 13)
- 소비자에 의한 원격 주문 및 생산과정의 모니터링

- 빅데이터 기반의 공정의 수율, 비용,
기간 예측

* 범례 : ▒ 선행유관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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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을 스스로 예측 진단하는 제조 설비
(CPS 기술제안서 11)
-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연한 생산시설 관리
- 소비자에 의한 원격 생신시설 재구성
시스템

▒ 10대 핵심 시나리오

▒ 10대 핵심 시나리오 + 민간수요

▒ 민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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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내용 ＼ 연도

2015

“제조 설비 100세 시대”
- 스마트 다중 복합센서 기반의 공장설비 진단이 가능한 제조 설비 100세 시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시나리오 ④
전기

2015

Ⅳ

내용 ＼ 연도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공정 감
시 장치 (민간수요 전자45)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4)

소비자성향과 장비상황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 (CPS 기술제안서 1)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비상황 분석

제품 Aging 및 장비상황 센싱
을 통한 수요예측 (스마트센서
<수요예측>
스마트 센서 개발

<공장설비>
스마트 공장설비
진단 복합센서 시
스템

기술제안서 1)
- IoT 기반으로 사용량 및

의 공정모듈화 및

패턴분석을 통한 설비 가동

가상화/디지털화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설비의 진동 및 열을
이용한 자가발전 기
술 및 설비 상태진단
기술 (스마트센서 기
술제안서 5)
- 공장 설비 진단용
스마트 복합센서

스마트 센서를 이용
한 공장 에너지 절감,
화재감지/가스누출
등 재난 모니터링 시
스템 (민간수요 전자
54) (스마트센서 기술
제안서 10)

세미컨덕트 공정 데이터 기반 불량 예측 분석
및 관리 기술 개발 (민간수요 SW30) (스마트센
서 기술제안서 9)

제품 스스로 다양한 제조 장비를 찾아가는 공장 (CPS 기술제안서 8)
- 제품 자체 메모리칩을 부착하여 생산 컨베이어를 추적하는 제조 시스템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 설계 및 가상운영
(CPS 기술제안서 3)
- 생산 설비 사용량 분석 및 사용 패턴 분석 기술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기반 최적 생산
공정 표준화 및 모듈화 (에너지절감 기술제안서
13)
- 고효율·저전력·지능형 에너지 생산기술

소비자의 기호 및 시용량 센싱을 통한 유연한
<제품설계>
가상펩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제조

제품 및 생산 설계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2)
<제조>
스마트 센서 기반
스마트 생산 · 관
리 시스템 구현

-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량(정도)의 센싱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고신뢰도 제품 설계

및 모니터링

제조업 생산계획 및 제품설계

다품종 센서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가상 생산 시스템 (스마트 센서
기술제안서 12))
- 수요자의 요구조건에 따른 다품종 센서 가상생산 시뮬레이션 기술

생산 환경 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최적의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 (CPS 기술
제안서 15)
- IoT 기반의 첨단 센서로 설비의 상태, 공정의 진행 상황,에너지 사용량
등 정보 제공 시스템

를 위한 S/W 기반의 통합 플
랫폼 구축 기술 (민간수요 전
기9) (스마트센서 기술제안서
11)
* 범례 : ▒ 선행유관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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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제안서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제조업주기 : 수요조사
1

목차

제품 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한 즉각적인 수요반응
및 예측(수요예측)

1

제품 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한 수요예측 (수요예측)

2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량(정도)의 센싱을 통한 유연한 제품 및 생산 설계 (제품설계)

3

자가운영체계를 갖춘 전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와 휴대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자원관리 (공장설비)

기술명

스마트센서

4

적외선 어레이센서 및 지능형 카메라시스템을 이용한 공장설비 진단 시스템 (공장설비)

연관성

●

5

설비의 진동 및 열을 이용한 자가발전 기술 및 설비 상태진단 기술 (공장설비)

6

작업자 근무효율을 높이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자
위치관리시스템 (공장설비)

7

작업자 접근이 난해한 밀폐된 저장탱크나 고공 건물 및 지하 관로 등에서의 유해상황
여부 측정 센서 (공장설비)

8

내부 연결부위의 결함진단을 위한 고출력 THz파 발생 및 센싱기술 (제조)

9

마이크로/나노 크기와 구조로 제조된 부품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스마트
광학 검사 시스템 (제조)

10

멀티기능 스마트카메라를 탑재한 패트롤 로봇을 이용한 제조현장의
위험요인 진단 (공장설비)

11

스마트 복합센서를 이용한 DIY 개인 맞춤형 유연생산 제조 시스템 (제조)

12

다품종 센서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가상 생산 시스템 (제조)

13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초소형 전자부품의 실장을 위한 맞춤형 패키징 제작
시스템 (공장설비/제조)

14

카메라모듈 생산시스템 스마트화를 위한 센서융합기술 개발 (제조)

15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유통)

16

스마트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더피킹시스템 (유통)

17

자동 재고관리하는 지능형 파레트 (유통)

18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유통)

19

고가품 및 기업 최첨단제품 배송에서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 이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한 스마트센서 및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유통)

20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의 선별을 제공하는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유통)

▶ 동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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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

V

V

클라우드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기, 자동차, 중공업
기술개요
● (배경) 기존의 제품 및 부품의 수요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고객센터 및 AS센터
그리고 유통망을 통해 수집된 판매 정보를 토대로 수요예측을 하였다. 그 외 계절별 일기예보도 수요예측과 생산량의 방향을 결정짓
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신뢰도에 따라 수요예측분석 정확도가 의존적일 수 밖에 없었으며 정확도 오차는 기업
의 손실과 직결되기도 한다. 수요예측은 즉각적이면서 정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기기의 수명 또는 상태정보 그리고 사용패턴
등을 스마트센서를 통해 실시간 제조사에 송신하여 원격진단하고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수요예측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기술) 제조공정상에 있는 장치의 부품을 일정주기별 교체하여야 한다면 작업자는 해당 부품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교체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TBM(Time Based Maintenance) 기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장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인 벨트가
있다면 밸트의 상태를 실시간 센서를 통해 진단하여 상태 및 기능이 저하되면 제조사에 이러한 진단정보를 실시간 송신하여 제조물량
에 반영하고 제품수명보다 빠른 시간에 교체주기가 도래할 경우 원인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점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기법이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이라고 한다. 이는 운전중 부품 및 장비의 상황에 즉각적인 수요반응을 하여 제고관리 및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 소비자 및 사용자 반응형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 외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생산관리

미래(To be)
-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부품 및 장비의 상태진단데이터 기반
실시간 수요예측 및 관리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 부품진단용 스마트센서(제조 공장설비) 및 Big Data 기반
수명평가/수요예측 알고리즘
- IoT G/W 개발

연구기간

‘16 ~‘17 (2년간)

예산

총 10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민간수요 반영
수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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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예측 및 시장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 (철강3)

연도 / 예산

17~19, 2억원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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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공장설비

2

3

사용량 및 패턴분석을 통해 취약점 분석과 고신뢰도의
제품설계 (제품설계)

자가운영체계를 갖춘 전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와
휴대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자원관리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제조업주기 : 제품설계

Ⅳ

스마트센서

▶ 동반기술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

V

V

클라우드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V

V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기, 중공업, 자동차

▶ 적용산업 - 전기, 자동차, 중공업

기술개요
기술개요
● (배경) 최근 리콜(Recall)에 의한 자발적인 기술적 문제처리 방법이 통용되고 있으며 리콜이 많은 제품일수록 소비
자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는 충성고객을 양성하여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자발
적 리콜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최초 해당부분(예: 휴대폰 폴더 등)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시험
을 거치더라도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한 가속수명시험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 및 사용자의 기기 운영정
보 및 사용패턴을 센싱하여 통계화한다면 어떤 부분의 내구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지를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
에서 재료 및 구조를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기술) 자동차 출하시 고객 선택사항으로 주요 부품(엔진, 밸트, 오일 등)을 상태진단 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해당 정보는 스마트폰 또는 주유소 등의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자동차의 상태를 제조사에게 실시간 전송하고 이
러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수명주기 및 제품의 생산개발에 반영하여 신뢰도 높은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객은 적절한 교체주기 권고를 참고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 (배경) 기존 전력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은 배전반에서 일괄로 감시하고 있어 각 사용부하별로 기기의 이상동작으로
인한 고장 파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모터로 구동하는 장치가 이상동작하여 정상치 이상의 소비
전력을 사용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한 고장파급을 방지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각 사용기기
별 부착이 용이한 콤팩트(Compact)한 전력품질 감시장치가 필요하다.
● (기술) 부하측 전력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자가통신, 자가발전, 처리장치(CPU) 및 오차정밀도(0.1%급) 전류변환기
(Electric Current Transducer)가 내장된 콤팩트한 전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가 필요하다. 기존의 위 4가지요소
를 기술구현하기위해 구조가 복잡하고 설치가 유연하지 못하여 배전반 등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력품질측정
스마트센서는 소형화 및 자가 운영체계를 갖추어 설치 용이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전력 고조파, Sag, 노이즈 등을
측정하고 해당 정보를 제조라인에 있는 작업감독의 휴대모바일 기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이상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한 통신은 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인 Zigbee, BLE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 제품의 하자 및 리콜(Recall) 등 분석이 어렵고
재설계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음
- 즉각적인 소비자 요구에 대응 조치하기 어려움

미래(To be)
- 운영정보 및 사용패턴을 센싱, 분석하여 개발단계에 실시간
피드백 함으로써 제품 신뢰도 확보
- 수명주기관리 및 효율적인 Asset Management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 Life Cycle Cost 및 Health Index 기반의 자산관리 시스템
- 수명관리 및 진단용 스마트센서

82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연구기간
‘16~‘18 (3년간)

예산
총 15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 철심형 CT를 사용하여 큰 고장전류
측정이 불가함
- 부하측 전력고장발생을 경험하고 후조치
- 복잡하고 고비용의 설치비

미래(To be)
- 부하측 전력고장발생을 예측하고 선예방 조치
- 현장 모바일 기기에서 분산감시 체계
- 자가운영체계(통신,발전,처리,센서)를 갖춘 전력
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 기술 적용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연구기간

- 자가통신 및 발전, CPU 내장형 0.1급 ECT 스마트센서 및
전력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Mobile 시스템 개발
- 자가발전 및 진단 알고리즘 탑재형 통신모듈

‘16 ~‘17 (2년간)

예산
총 10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83

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공장설비

4

5

적외선 어레이센서 및 지능형 카메라시스템을 이용한
공장설비 진단 시스템

설비의 진동 및 열을 이용한 자가발전 기술 및
설비 상태진단 기술

▶ 동반기술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V

V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기, 중공업, 자동차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V

V

기술개요

기술 변화상

홀로그램

기술개요

가가 가능하다.

현재(As is)

미래(To be)

- 고가의 열화상카메라
- 고정형 카메라로 감시범위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및 과다 투자비발생

- 저가(열화상카메라 대비 1/10 가격대)의 그래핀 소재의 적외선
어레이센서 적용
- 이동형 레일을 이용한 이동감시 및 온도패턴 인식 알고리즘 적용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연구기간

저가의 그래핀 소재 적외선어레이 센서(32*32 이상) 및 이동
형 레일 형태의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

‘16 ~‘18 (3년간)

예산

기술 변화상

소형 전자부품 제조현장의 Smart factory 화를 위한 CPS 개발 - 공장
모니터링 및 안전성 감지를 위한 스마트카메라 개발 (전자12)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공정 감시 장치 (전자45)

- 컨베이어 시스템 감시 시스템
(전원 및 유선통신 회선 구성)
- 진단센서 및 통신시스템 별도 구성

총 15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미래(To be)
- 압전 및 열전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에너지하베스팅 장치를 내장한 무선센서 및
자율진단/운영체계 탑재
- 상태진단 기반의 수명예측 및 평가 기술

기술 구현

민간수요 반영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클라우드

● (배경) 우리주변 및 설비들에 버려지는 에너지원 활용 및 하베스팅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회전기
(모터)의 구동시 발생하는 진동원을 이용한 압전 하베스팅 기술과 고온 스팀배관 등에서 버려지는 열을 이용한 하베
스팅 기술을 결합하고 무선센서 시스템의 전원을 공급하여 독립/자율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기술) 무선네트워크는 Zigbee, SUN(Smart Utility Network) 등을 이용하여 상위 데이터 수집장치와 통신
연결할 수 있다. 센서 시스템은 회전기기의 rpm을 감시하고 진동주파수를 측정하여 컨베이어의 이상 유무를 판
단하고 해당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사용자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컨베이어 시스템의 상태
를 종합 진단하고 고장발생 이전에 계획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범위
는 ①컨베이어 장치 외에 플랜트 설비의 고온 스팀 배관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②압전(진동) 및 열전의 하이브
리드 형태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상용전원 공사 및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선방식의
사용으로 통신회선 구축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③상태진단(Condition and Diagnosis) 기반의 수명예측 및 평

현재(As is)

84

빅데이터

▶ 적용산업 - 전기, 중공업, 자동차

● (배경) 기존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가격이 고가이고 대부분의 고정형(PAN/TILT)으로 일정한 지역을 집중 감시하
는 곳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감시대상 및 개소가 많은 경우 투자비 및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경우 열을 수반하게 되며 회전기기가 많은 공장일 경우 이러한 감시지
역은 많을 수밖에 없다.
● (기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저가의 적외선 어레이센서(4*4, 16*16, 32*32, 80*80 등) 그래핀 소재의
적외선센서를 어레이 형태로 제작하여 과열대상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 진단할 수 있다. 고정밀의 온도 측정은
아니지만 일정한 온도감시영역을 관찰하여 경보 알람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정감시보다 공장내에 레일을 설치하
여 지정된 구역과 시간대별 순시결과를 DB화된 패턴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장설비 및 지역의 온도감시를 실시
간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침입보안 및 화재감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수요명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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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연도 / 예산

‘18~‘19, 2억원 / 연
‘18~‘20, 3억원 / 연

기술개발 목표

연구기간

저가의 그래핀 소재 적외선어레이 센서(32*32 이상) 및 이동
형 레일 형태의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

‘16 ~‘18 (3년간)

예산
총 15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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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공장설비

6

7

작업자 근무효율을 높이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자 위치관리시스템

작업자 접근이 난해한 밀폐된 저장탱크나 고공 건물 및
지하 관로 등에서의 유해상황 여부 측정 센서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제조업주기 : 공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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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 동반기술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V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V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V

▶ 적용산업 - 화학, 전기, 중공업

▶ 적용산업 - 전자, 기계 / 중공업, 패션

기술개요
● (배경) 유해가스에 대해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상시 근무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 특별

기술개요
● (배경) 공장에서 작업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갖는 미래 공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작업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므로 생산라인의 재설계를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거나 보다 효율적인 작
업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작업자가 접근해야 하는 지역에서의 유해가스 사전진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화학공장 등 밀폐된 저장탱크
나 전력산업의 지중관로, 맨홀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에 사람이 접
근하지 않고 자가운전 및 원격운전이 가능한 초소형 드론, 로봇 등을 이용한 유해가스 탐지기술이 필요하다.
● (기술) 해당 공간에 접근하기 이전에 초소형 유해가스 진단용 드론을 투입하여 현장의 가스성분 및 영상 진단하고 해당 정보를

● (기술) 가속도계, 자이로와 비콘을 이용한 항법센서를 개발하면 주변 소음, 전파, 조명 등 작업장 환경에 영향을

무선으로 작업현장 인근에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하여 만약 유해가스가 있을 경우 미리 선조치를 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받지 않고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실내외 구분 없이 위치파악이 가능하여 작업장을

하는 기술이다. 이미 드론(로봇)의 기술은 많은 부분 보편화되어 있으며 가스분석을 위한 반응센서도 시중에 많이 공급되어 있어

이탈해도 지속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접근 시 사전에 경고할 수도 있

이 두가지를 조합하고 해당 밀폐공간에서 자가운전(충돌방지 및 자동항법운전)이 가능한 드론(로봇)운전 기술을 조합한다면 매

다. 항법센서는 작업자의 자세를 측정하므로 작업자가 쓰러지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경우 혹은, 추락과 같은

년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및 손실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비상상황을 인식하여 중앙관제실에 알려 줄 수 있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 설비 배치: 작업자 동선과 관계 없음
- 작업자 위치 파악 기능 없음
- 사고 발견 시까지 긴시간 소요

- 현재의 휴대형 가스 계측장비의 한계

미래(To be)
- 설비 배치: 작업자 동선의 최적화
- 작업자 동선을 분석한 효율운영
- 사고 시 즉각보고 시스템 구축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 작업자의 건강상태 및 이동경로 모니터링
- 오차: 1m,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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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16~
‘18 (3년간)

미래(To be)
- 무인 자율형 유해가스 탐지 장치 및 분석 장치 활용으로 작업자
안전보호형 계측장비

예산
총 15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실시간 유해가스탐지 센서내장형 초소형 드론
- 화재방지 : 바닥에 위치한 이산화탄소 센서
- 폭발사고 : 누출가능성이 큰 설비배관 근접한 복합
가스센서
- 설비 배관 보호 : 용존 이산화탄소 센서, 부식전압
센서 및 pH 센서
- 윤할류 교체시기 감시 : 용존 가스측정 센서
- 변압기 감시 : 용존 C2H2 센서
- 원료 품질감시 : 용존 가스센서 등

연구기간

‘16~‘18 (3년간)

예산

총 15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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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제조

제조업주기 : 공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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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부 연결부위의 결함진단을 위한 고출력 THz파 발생 및
센싱기술

마이크로/나노 크기와 구조로 제조된 부품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스마트 광학 검사 시스템

▶ 동반기술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8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

V

클라우드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기, 전자, 기계, 제약/화학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V

V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자, 전기, 자동차
기술개요

기술개요
● (배경) 전력선 피복에 감추어진 내부의 연결부위 또는 전력선 자체에 접속불량이나 끊어짐 등의 불량이 있을 경우, 발열 및 아크발생에
의해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연에 진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THz파를
이용하면 X-ray나 초음파 등이 갖는 방사선이나 액상매질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비파괴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 (기술) 전자기파와 광파의 중간대역으로 그동안 자연계에서 사용하지 않던 주파수인 THz파를 이용하면 제품의 내부에 감추어진 결함을
비파괴로 검사할 수 있다. 100GHz~100THz 사이의 파를 발생시켜 물체를 투과, 반사, 흡수하는 특성을 THz센서로 감지하면, 물체의 내
부의 밀도구조를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X-ray는 방사선 피폭의 문제로 사용이 제한적이고, 초음파 역시
매질을 필요로 하며 측정시간이 길다. 마이크로파보다는 해상력이 높고, 적외선보다는 투과력이 커서 내부의 결함을 비파괴로 검사하기
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TH파의 출력을 높이고, 고해상도 구현을 위해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 (배경)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검사(Inspection)은 중요한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특히, 마이크로와 나노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소자의 경우 초소형화가 되면서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최신의 광소자들도 투명층을 포함한 다층박막 적층구조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를 각각 따로 관찰·분석함으로써 제품 성능평가의 연속성
이 결여되고 시간 및 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확한 성능평가에 한계가 있다.
● (기술) 하이브리드 광학(기하, 파동, 양자광학)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과 광센서를 접목한 스마트 광학검사 시스템을 활용하면,
마이크로와 나노구조로 구성된 멀티스케일 신제품들에 대한 연속적인 실시간 측정과 제품구조에 따른 각 층별 파라미터들의 통합 추
출을 통해 설계와의 일치 여부를 빠르게 모니터링 하여 검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상 제조 및 원격 제조
개념과 결합된 통합 검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품설계, 공장설비, 제조에 이르는 제조 전주기적 지능화도 가능하게 된다.

기술 변화상
1um

파장
X-ray
주파수[Hz]

100um

1um

자외선
1016

가시광

1017 1016 1015

10um

300um

적외선
1014

1mm

THz 파
1013

1012

1m

마이크로파
10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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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금속 탐지

천문학
의료

일반 사진

야간 영상
온도 측정

비파괴 내부
미세결함 검사

보안 검색

미래(To be)

- 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가 혼재되어 있는 일반 반도체 소자(스마트센서)의
경우 매크로(macro) 광학 검사와 마이크로(micro) 광학 검사를 따로 시행
하고 있음
- 복잡한 다층 박막구조가 적용된 광소자(특히, 디스플레이) 제작 시 설계와
분석을 위한 구조영역별 시뮬레이터가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제조에 적용
되고 있음
- 영세한 센서 개발 업체의 경우 값비싼 광학 검사 설비와 전용 시뮬레이터의
부재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외부 의뢰나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실정임

- 마이크로와 나노스케일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광학기술 기반
검사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소자의 검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
- 단위 광학 시뮬레이터들의 한계 극복을 위한 통합 시뮬레이터
기술로 다양한 스마트(광)소자 제조 검사 대응
- 가상 제조 및 원격 제조 개념과 결합한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로
제품설계, 공장설비, 제조에 이르는 제조 전주기적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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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품

응용

현재(As is)
RF

원거리 탐지

일

영상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 접촉저항 측정 방식
- 피복을 벗겨 육안검사 후 다시 밀봉
=> 검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 필요

기술 구현

미래(To be)

기술개발 목표
- 실시간으로 비접촉/비파괴 검사

하이브리드 광학 기술 기반 제조 검사 기술 개발
- 광학 검사 통합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 광시뮬레이션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기간
'16~'18
'18~'20
(총 5년간)

예산
총 30억원, 10억원/년, 민간매칭 30%
총 30억원, 10억원/년, 민간매칭 30%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고출력/고주파 THz 발생장치 : mW급, 5THz 이상
고감도 2D THz 센싱장치 : 320x2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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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16 ~ ‘20 (5년간)

예산
총 50억원, 10억원/년
민간매칭 20%

민간수요 반영
수요명

세미컨덕트 공정 데이터 기반 불량 예측 분석 및 관리 기술 개발 (SW 30)

연도 / 예산

17~19, 2억원 / 연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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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제조

10

11

멀티기능 스마트카메라를 탑재한 패트롤 로봇을 이용한 제
조현장의 위험요인 진단

스마트 복합센서를 이용한
DIY 개인 맞춤형 유연생산 제조 시스템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제조업주기 : 제조

Ⅳ

스마트센서

▶ 동반기술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

V

클라우드

홀로그램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연관성

●

V

V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V

V

V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자, 자동차, 패션

▶ 적용산업 - 전자, 기계, 제약/화학

기술개요
기술개요
● (배경) 제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요인을 감지하고, 가동 중인 설비들이 안전한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드론이나 로봇
을 사용한 패트롤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비원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순시를 하는 것
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기 힘든 각종 현상들을 자동으로 감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진단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다.
● (기술) 스마트 카메라의 개발은 가시광 이외에 육안으로 감지하기 힘든 현상들을 복합주입(multi-input)반응형 카메라를 개발하고,
감지한 이미지를 압축하여 전송하거나, 간단한 이미지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한 후 결과를 무선으로 서버에 전송해
주기 위한 기술들로 구성될 수 있다. 로봇이나 드론은 이미 개발된 기술이므로, 여기에 스마트 카메라를 장착하고, 정해진 또는 무
작위의 경로(path)를 패트롤(patrol) 하면서 공장 내 설비들을 대상으로 발열상태(적외선), 크랙발생유무(가시광), 과다진동(레이저),
액체유출(자외선), 나사풀림(가시광), 크기이상(3D depth sensor) 등 점검해야 할 부위들에 대해 이미징 후 이상유무를 알고리즘으
로 판단하여, 이상 발생시 서버로 이상부위 이미지와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배경) 프로컨슈머 시대에 맞춰, 제품을 구상하고 제조하는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개인맞춤형의
유연생산 제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DIY 제조 앱을 깔고 자기가 원하는 맞춤형 스마트폰과 태
블릿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와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IoT 디바이스 등을 주문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 과정과 조
립 과정을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고 모든 생산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다.
● (기술) 소비자가 DIY 제조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디바이스를 디자인하고 주문하면, 개인 맞춤형 제조 레시피가 제작되어 이를
바탕으로 생산이 시작된다. 병렬적이면서도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설비들 중에 IoT 센서를 통해 레시피에 맞는 설비만을 거쳐 유
연하게 생산된다. 또한 스마트 플렉시블 멀티모달 복합센서(Force/압력/벤딩/토크/온습도/관성)가 탑재된 생산 로봇을 통해 제조
시스템의 차별성 확보한다. 스마트 카메라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생산 과정과 조립 과정을 클라우드와 DIY 제조 앱을 통해 소비자
에게 보여주며, 설비센서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의 이상 유무를 소비자에게 알려
준다. 모든 구성품들이 조립되면, 개인 맞춤형 DIY 디바이스의 품질테스트를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인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전용 스
마트 복합센서 테스트 모듈을 통하여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다.

기술 변화상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현재(As is)

- 경비원이나 VCR 이용한 가시광 영역의 공장
모니터링

미래(To be)
- 소품종·대량생산
- 극히 제한적인 형태이며, 한정적인 모듈식
생산방식
- 조립과정과 생산과정을 볼 수 없음

- 비가시광 영역을 포함한 광대역 이미징
- 로봇과 융합한 자동 패트롤

미래(To be)
-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
- 사용자가 원하는 부품과 모듈, 색상과 디자인, 액서서리
등을 선택하고, 조립과 생산과정을 모니터링 가능
- 사용자가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자기만의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생산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연구기간

예산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 다중복합센서 탑재형 광대역 카메라
- 레일운전 패트롤(Patrol) 시스템

‘16 ~‘17 (2년간)

총 20억원, 10억원/년
민간매칭 20%

민간수요 반영
수요명

90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공장 에너지 절감, 화재감지/가스누출 등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54)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 스마트복합 센서를 이용한 DIY 개인 맞춤형 유연
제조 플랫폼 개발

연구기간
‘16~'20 (5년간)

예산
총 100억원 20억원 / 연
민간매칭 30%

민간수요 반영
연도 / 예산

17~18, 5억원 / 연

맞춤형 유연생산관리를 위한 스마트제조 시스템 개발 (전자66)
수요명

제조업 생산계획 및 제품설계를 위한 S/W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 기술 (전기9)

18~19, 2억원 / 연
연도 / 예산

19~20, 2억원 / 연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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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주기 : 제조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공장설비

Ⅳ

스마트센서

14

13

카메라모듈 생산시스템 스마트화를 위한
센서융합기술 개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초소형 전자부품의 실장을
위한 맞춤형 패키징 제작 시스템
▶ 동반기술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연관성

●

V

V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자, 전기, 통신, 자동차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

V

클라우드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전자, 기계, 제약/화학
기술개요
● (배경) 다수의 사람들이 투입되는 소형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 등 생산공장에서, 다양한 센서와 스마트기기들을 융합함으로써 공정과
물류를 적은비용으로 자동화하고, 생산성의 혁신, 인건비 절감, 품질 향상 등 혁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개요
● (배경) 패키징은 반도체 소자의 제품화 단계로, 소자의 형상에서 대부분을 패키징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전자 소자가 개발되고 있지만 패키징 기술은 획일화되어 소형화 및 박형화가 어렵고, 3차원 구조의 전자

As Is

To be

소자는 아직까지 효율적인 맞춤형 패키징이 제공되지 못한다. IoT와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점점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소
물류

형 전자 부품 및 센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형화된 전자 패키징과 함께 다양한 센서의 맞춤형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다.
● (기술) 기존의 반도체 소자 및 전자 제품 개발시에는 고집적화에 필요한 별도의 패키징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개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었다. 가상의 스마트 팹을 통해 새로운 반도체 소자 설계를 완료한 후 실제로 제작된 소자는 3D프린팅(금속, 세라믹, 폴리머)을
통해 다양한 형상으로 반도체 제품의 패키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격제조와 맞춤형 소량생산이 가능하다. 이제는 대량양산에만 초

Loading /
Unloading
&
생산성

● Transfer Robot에 의한 자동물류

● 작업작 손으로 제품 1개씩 로딩 / 언로딩

● PCB Array 단위로 투입

▶설비대수 및 작업자수 증가

▶높은 생산성(UPH)

▶인건비 및 이물관리 취약

점을 맞추었던 반도체가 원격 제조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상으로 집적화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를 통
해 설계, 제조, 패키징 등 반도체 개발의 전단계가 디지털화 및 원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도체 팹과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 단절 ▶ Tray에 의해 설비간 수동물류

품질문제

▶설비대수 및 인건비 절감

● 작업실수로 제품간 품질편차 심함

● 자동화 작업으로 품질균일성 확보

● 작업자피로감 불량유출

● OK/NG 명확한 구분 24시간 가동

추가적인 비용투자가 불필요해져, 저개발국가나 반도체 생산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새로운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술) 위와 같이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 물류관리를 위해 RFID, 바코드(Barcode), 매트릭스코드(Matrix code) 등을 제품에
부여하고 이를 읽어내는 리터기(Reader)가 필수적이고, 로봇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돌감지를 위한 가속도 및 레이져
리미트 센서(Laser limit sensor), 제품 로딩상태 감지를 위한 압력센서 등을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이며, 이들로부터 종합적
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기적으로 모듈설비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스케쥴링해 주기 위한 기술이다. 또한 시스템이 필요에 따라 유연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미래(To be)

하게 변경 가능한 가변구조적(Reconfigurable) 특성을 가진다.
- 획일화된 패키징으로 다품종 전자 부품의 효율적인
패키징이 어려움
- 별도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 소요
- 자유곡면상의 반도체 패키징이 어려움
- 원격 생산 불가

기술 변화상

- 소량 맞춤형 반도체 패키징 가능
- 복잡한 형상의 반도체 패키징 제조
- 반도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원격제조

현재(As is)
- 수작업에 의한 단동형 설비
=> 대면적, 다수의 작업자 필요

기술 구현

- 센서 융합형 무인화 시스템
=> 소형공간에서 무인화를 통해 다품종 다량생산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3D프린팅에 의한 다차원 패키징 원격제조 기술
- 반도체 패키징용 3D프린팅 소재 및 공정
- 원격 제조 프로토콜 개발 및 표준화

92

미래(To be)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연구기간
‘16~’20
‘18~’20
(총 5년간)

예산

총 50억원, 10억원/년, 민간매칭 30%
총 30억원, 10억원/년, 민간매칭 30%

기술개발 목표
스마트카메라 이용한 제조현장 모니터링기술
- 센서 융합기술
- 클러스터 타입의 모튤(Cluster type modular)
생산시스템

연구기간

‘16 ~ ‘18 (3년간)

예산

총 24억원, 8억원/년
민간매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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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주기 : 유통

15

16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스마트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더피킹시스템

▶ 동반기술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유통

Ⅳ

스마트센서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V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V

▶ 적용산업 - 전자, 자동차, 기계/중공업, 통신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V

▶ 적용산업 - 전자, 자동차, 통신

기술개요
● (배경) 제약, 화학제품이나 반도체 케미컬 등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원료들은 유통과정에서 변질을 막기
위해 상태와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내부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용기 개발이 필요하다. 제품들은
유통과정에서 변질, 파손, 고장되거나 충격으로 용기 자체가 파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스마트센서를 사용하여
내부 제품 및 용기 내외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제품의 최적의 상태를 자동 유지하고, 센서 정보와 처
리 결과를 외부중앙시스템에 전달하면,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가 있
을 것이다.
● (기술) 지능형 용기에는 제품 및 용기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 센서들과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제품의 상황을 판단하는 인식모듈, 상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무선통신 모듈로 이루어진 스마트센서장치
가 개발되어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용기내부를 제품의 최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자동제
어시스템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용기의 적은 공간내에서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도 개발이 필요
하다. 이러한 이력추적이 가능한 지능형 용기는 안전성 및 보안이 요구되는 고가 제품의 운반에도 활용될 수 있다.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 제품 적재 및 운반 위한 단순 용기
- 온·습도 등 단순 환경 모니터링 위한 용기와
컨테이너 사용
- 단순 냉장과 냉동제를 사용한 용기
- 온·습도 조절 가능한 냉장 및 냉동컨테이너 사용 중이나
외부 전원 필요

기술개요
● (배경) 제조현장 및 부품창고에서는 오더피킹 작업이 가장 작업자의 노동의존적인 업무로 알려져 있어
서 고령화시대에 반드시 기술적용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는 주문서를 기반으로 상품을 찾거나 음성인식기반의
오더피킹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번거로우며, 실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업무이다. 최근 음성
인식을 이용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앙의 명령을 음성으로 전달받은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구글글래스의 개발로 작업내용 표시가 가능하고, 스마트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두가지 기술
이 융합된 오더피킹시스템의 개발이 기대된다.
● (기술) 제품의 바코드, QR코드, 문자인식, 제품형태 및 이동체 인식기술 등이 적용된 스마트 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더피킹시스템이 개발되면, 작업자가 제품의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여 자동으로 인식된
화물을 찾고, 지시받은 수량의 상품을 꺼내고 적재하는 일련의 작업을 실수 없이 수행가능하고, 자동 재고관리
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카메라는 제조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지게차 등의 이송체들과
위험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술 변화상

미래(To be)
- 스마트센서를 장착한 지능형 용기의 사용으로
제품 하자 파악 및 상태 이력 관리 용이
- 지능형 용기 사용으로 제품의 최적 상태를 유지
가능하고 공장설비 자동진단시스템과 연계 가능
- 3D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용기 제작 활성화
- 자가충전 및 독립전원 장착한 지능형 용기 사용

현재(As is)
- 작업자의 주문서 기반으로 한 오더피킹
- 작업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헤드셋을 이용한
오더피킹시스템 사용
- 음성인식기반 오더피킹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범용화 되지 못함

미래(To be)
- 스마트카메라를 사용한 작업지원시스템으로
작업자 안전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첨단 오더피킹시스템으로 작업자의 업무
능력 향상
- 스마트 카메라 사용한 자동재고관리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연구기간

예산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 화학물질 실시간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 스마트센서를 장착한 지능형 용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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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17~‘19 (3년간)

총 20억원 7억원 /
연 민간매칭 30%

스마트 카메라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오더피킹
시스템 개발

연구기간
‘16~‘18 (3년간)

예산
총 25억원 8억원 /
연 민간매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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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자동 재고관리하는 지능형 파레트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 동반기술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연관성

●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V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V

▶ 적용산업 - 전자, 자동차, 기계/중공업, 철강, 통신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기술개요

현재(As is)

미래(To be)
- 스마트센서 장착한 지능형 파레트로 자동 재고관리
및 위치 추적 가능
- 자가 충전기술 등을 활용한 고기능 파레트
- 3D프린터를 활용한 다품종 제품 및 열악한 환경용
맞춤형 파레트 제작 기술 개발

기술 구현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V

홀로그램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미래(To be)

- 기존 메탈센서 및 센서 리더 안테나는 제조환경에 따라
철강제품에 대한 센서 인식률이 낮고 부착하기가 어려움
- 수작업을 통한 철강제품 유통물류관리로 육안검수, 수작업
재고관리, 부정확한 재고정보, 재고관리시간 및 인건비 증가 등의 어려움

-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로 우수한 인식률, 부착성, 내구성 제공이 가능
- 스마트센서 전용 리더 안테나로 철강제품의 전파
환경에 특화된 지향성 안테나를 통한 센서 인식률 제고
- 스마트센서 자동부착 로봇으로 철강제품의 최적의
위치에 스마트센서를 자동으로 부착
- 스마트파레트/스마트크레인 기반 이력관리로
철강제품 종류/수량 파악, 이동위치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
- 철강 전용 스마트센서를 통한 철강제품 유통물류
관리로 자동화된 입고ㆍ재고관리, 실시간 제품 위치추적, 물류 자동화를
통한 시간ㆍ인건비 절감, 도난ㆍ분실 방지 가능

기술 구현

철강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기반 철강유통물류시스템

스마트센서 장착 및 자가 충전 가능한 지능형 파레트
기술 개발

V

클라우드

기술개요

기술개발 목표

기술개발 목표

빅데이터

● (배경) 철강산업은 금속제품의 특성으로 인한 전파장애문제와 철강제품의 모양, 적재방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유통물류관리를 위한 센서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부착이 되더라도 기존 메탈센서가 제대로 동작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조건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산된 철강제품이 실외
에서 관리되는 제조환경에서는 온도, 습도 등으로 인하여 센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센서의 내구성이 요구된다.
● (기술) 열악한 철강 제조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강제품에도 우수한 부착성 및 인식률, 내구성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유통물류관리를
자동화 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기술이다. 또한, 스마트센서를 철강제품의 최적 위치에 자동으로 부착하는 로봇과 스마트센서를
기반으로 철강제품의 종류/수량과 이동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파레트/스마트크레인과 연동된 기술이다. 위치인식기술(위치센서, GPS 등)
과 증강현실기술을 연계하여 재고위치관리, 입출고관리, 배송관리, 위치추적, 도난, 분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를 고려하여 철강제품에 대한 최적의 재고저장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철강업체는 스마트센서를 통해 철강제품의 실시간 재고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에서 요청한 철강제품 종류, 수량, 납기일정 등 주문사항과 현재 재고정보를 즉시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고객 요구사항
을 기반으로 필요한 철강제품, 생산수량, 생산일정 등과 현재 재고규모 및 생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생산규모 및 일정을 예측
할 수 있는 지능형 생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술 변화상

- 제품 적재위한 목재나 플라스틱 파레트가 사용 중이며
개별관리 되고 있지 않음
- 제품보호를 위한 맞춤형 파레트 사용
- RFID 장착한 파레트 개발

사물인터넷

▶ 적용산업 - 철강산업, 조선, 중공업, 자동차 산업

● (배경) 많은 제품이나 부품들은 파레트에 적재되어 지게차나 대차에 실려 운반된다. 작업자는 파레트 위
물건들의 적재상태를 파악하여 재고관리를 한다. 현재까지는 단순 목재나 플라스틱 파레트가 사용되고 있으며,
파레트 개별 관리는 되고 있지 않으며, 자주 분실되곤 한다. 현재는 RFID를 사용하여 파레트별 재고관리를 시도하
고 있다. 만약 중량과 GPS 센서 등과 RFID나 비콘 기술들을 적용한 스마트센서 장치를 파레트에 부착하면, 작업
자들이 별도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적재 물건들의 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하여 파레
트별로 자동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이동 경로도 추적할 수 있다.
● (기술) 파레트용 스마트센서장치는 GPS, 중량센서, RFID 리더, 비콘과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재고와 위치정보 관리하는 기술, 재고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무선통신기술, 화물의 반복적인 상하역을 활용하여
자동전력 충전이나 공급기술이 필요하다. 지능형 파레트는 파레트별 재고 파악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자동으로 재
고관리 및 위치 추적이 가능하여 전체 화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재고 관리할 수 있다. 자동충전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의 전원공급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스마트센서장치는 화물 이송대차 등
에도 장착되어 위치와 수량 정보를 바탕으로 도난 및 분실방지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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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주기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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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제조업주기 : 유통

Ⅳ

스마트센서

연구기간
‘16~‘19 (4년간)

예산
총 28억원 7억원 /
연 민간매칭 30%

연구기간
‘16 ~ ’19 (4년간)

예산
총 40억원, 10억원 / 연
민간매칭 30%

민간수요 반영
수요명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물류 통합 관리 시스템 (스마트센서 51) (스마트센서 18)

연도 / 예산

17~19, 5억원 / 연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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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19

20

고가품 및 기업 최첨단제품 배송에서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 이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한
스마트센서 및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의
선별을 제공하는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 동반기술

▶ 동반기술

기술명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

V

클라우드

홀로그램

▶ 적용산업 - 철강, 기계, 전자, 제약, 패션
기술개요

스마트센서

CPS

연관성

●

V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

V

클라우드

홀로그램

기술개요
● (배경)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프로세스가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실제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용
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력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정해진 용도 외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
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또한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인 경우 배송 과정에서 적정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전체 유통
물류의 엄격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은 안전성 기준이 중요하므로 IT를 통한 유통물류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유통물류의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기술) 의약품의 안전하고 자동화된 유통물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에 이력관리를 위한 센서가 부착되어야
하며, 특히 액체가 내장된 작은 크기의 앰플과 같은 의약품은 센서를 부착하기 쉽고 인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맞
춤형 스마트센서 기술이다.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인 경우 유통물류 과정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기술 변화상

를 통해 실시간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부적격 의약품을 즉시 선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의약품유통물류 이력관리
현재(As is)

- 고가품 및 기업 핵심제품에 대한 안전한 유통물류체계 부족

미래(To be)

및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이다.

- 고가품 및 기업 핵심제품에 대한 스마트센서 기반 안전 유통물류
체계 구축으로 유통물류 전체 과정에서 제품의 이력추적 제공
- 제품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 이상상황 발생시 위치정보기술과
연계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스마트 센서 기반 고가품 및 기업 최첨단 제품의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연구기간
‘16 ~ ’19 (4년간)

예산
총 20억원, 5억원 / 연
민간매칭 30%

제품의 표면 결합 검출 센서 개발 및 적용 (철강 4) (스마트센서 19)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기술 변화상
현재(As is)
- 의약품에 대한 안전하고 자동화된
유통물류체계 부족

연도 / 예산

17~19, 10억원 / 연

미래(To be)
- 의약품 대한 스마트센서 기반 안전 유통물류체계 구축
으로 유통물류 전체 과정에서 제품의 이력추적 제공 및
제품 변질 발생시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기술 구현
기술개발 목표

민간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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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 적용산업 - 제약

● (배경) 제조공장에서 출시된 제품은 유통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가품이나 기업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최첨단 제품이 유통물류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통물류 전체 과정에서 제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유통물류에서
제품 추적을 위하여 고가품이나 기업의 핵심제품에 부착하기가 용이하고 인식률이 우수한 센서와 제품 이동시 파손, 고장, 충
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
● (기술) 고가품이나 기업의 핵심기술이 탑재된 제품의 안전한 유통물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스마트센서가
장착되어 생산 후 입출고, 재고, 이동상황 등의 제품 평생 이력을 관리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해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제품 이동시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스마트센서와 위치정보기술을 연계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이상 상태 문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안전한 유통물류를 지원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수요명

제조업주기 : 유통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제조업주기 : 유통

Ⅳ

스마트센서

스마트 센서 기반 의약품의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연구기간
‘16 ~ ’19 (4년간)

예산
총 40억원, 10억원 / 연
민간매칭 30%

Ⅳ.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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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및 규제 대응 필요 과제

체와 연계

표준화

(수요예측) 제품 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한 수요예측

v

2

(제품설계)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량(정도)의 센싱을 통한 유연한 제품 및 생산 설계

v

3

(공장설비) 자가운영체계를 갖춘 전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와 휴대모바일기기를 이용
한 자원관리

v

4

(공장설비) 적외선 어레이센서 및 지능형 카메라시스템을 이용한 공장설비 진단 시스템

v

5

(공장설비) 설비의 진동 및 열을 이용한 자가발전 기술 및 설비 상태진단 기술

v

6

(공장설비) 작업자 근무효율을 높이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자 위
치관리시스템

v

7

(공장설비) 작업자 접근이 난해한 밀폐된 저장탱크나 고공 건물 및 지하 관로 등에서의
유해상황 여부 측정 센서

v

8

(제조) 내부 연결부위의 결함진단을 위한 고출력 THz파 발생 및 센싱기술

v

9

(제조) 마이크로/나노 크기와 구조로 제조된 부품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스마트 광학 검
사 시스템

10

(공장설비) 멀티기능 스마트카메라를 탑재한 패트롤 로봇을 이용한 제조현장의 위험요
인 진단

11

(제조) 스마트 복합센서를 이용한 DIY 개인 맞춤형 유연생산 제조 시스템

v

12

(제조) 다품종 센서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가상 생산 시스템

v

13

(공장설비/제조)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초소형 전자부품의 실장을 위한 맞춤형 패키징
제작 시스템

v

14

(제조) 카메라모듈 생산시스템 스마트화를 위한 센서융합기술 개발

v

15

(유통)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v

16

(유통) 스마트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더피킹시스템

v

17

(유통) 자동 재고관리하는 지능형 파레트

v

18

(유통) 철강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유통물류서비스

v

v

19

(유통) 고가품 및 기업 최첨단제품 배송에서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 이상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기반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v

v

20

(유통)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기반
유통물류시스템

v

v

●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센서 국산화 가능한
품목 설정
● 고부가가치 첨단센서의 개발 가능성 및 시장성 검토를 위한 사전 기획조사
▧ 중기 : 국제 표준 기반 센서, 엑츄에이터 개발 및 표준화, 스마트 팩토리 적용
● 업종별/품목별 니즈 센서의 증가에 따라, 업종/품목을 관통하는 요소기술 중 원천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 산업분야별 수요 센서의 표준화 모델 개발, 센서 관련 인증 제도의 국제 표준화, 맞춤형 센서의
자가인증화 및 국제 활성화
● 스마트 제조공장에 필요한 센서 및 센싱 시스템 표준 모델 및 시범사업 실시
▧ 장기 : 스마트 센서 기술 선도기업 육성
● 센서 업체의 창업 및 인가 등에 제도적/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 국내 시범서비스를 통해 센서 및 센싱 시스템의 사업화 모델을 검증
● 국내외 수요 조사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및 사업제휴를 통한 센싱 서비스 시스템 마련
●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데모사이트 구축, 해외 전시회 참가,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 개최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및 지원

 표준화 및 규제 대응
▧ IEC에서 센서 관련 표준을 다루는 위원회는 TC47(반도체소자)/SC47E(개별반도체소자)/WG1(반도
체센서)와 SC47F(MEMS)/WG1(MEMS) 등
● 현재의 대부분의 표준은 물리센서 집중이었으나, 향후에는 화학센서와 바이오센서 분야로 국제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므로,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화학분야 환경유해물질 감지 센서기술의
선점과 표준화를 선도할 필요
● 현재 센서 관련 표준은 소자(Device) 중심이었으나, 향후에는 소재(Material)과 모듈(Module)로
발전할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트랜스듀서 표준과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의 소재 관련 표준

규제

1

▧ 단기 :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법령/규제 개혁 검토
●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선진 기술 및 선진업

제안기술명

시나리오 및 R&D 로드맵

번호

 사업화 전략 미래 시나리오

Ⅳ

6. 세부 실행 전략

v

v

v

v
v

v

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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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배경

● 스마트센서는 센서설계나 센서 양산기술에 비해 핵심 센서기술이 취약한 상황이라 첨단센서
기술개발을 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국제표준 IEEE P1451 >
- 1451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센서 혹은 액츄에이터에
표준화

스마트센서 표준화 관련
과제 전반

접근 및 제어하기 위하여 트랜스듀서와 NCAP들간의 물리적인 통신매체
에 공통된 명령 집합과 IEEE 1451 스마트 트랜스듀서 표준의 TEDS 집합
등 표준화 정의를 진행하고 있음
- 관련 센싱에 대한 표준이 진행되어 있어 표준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

▶ 국내 기업들은 첨단센서 개발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의 90% 이상이
센서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
※ ’11년 센서기업 종사자는 약 6,000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검사장비ㆍ생산직에 종사

▶ 인력이 부족한 기술분야는 센서 설계ㆍ공정분야로 전문지식을 갖춘 석ㆍ박사급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고, 경북대, 서울대, KAIST 등 국내 주요대학의 센서 관련 학과에서 석ㆍ박사
를 연간 50여명 배출하고 있으나, 20% 정도만 센서기업으로 공급되는 실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1항>

규제

● 스마트센서 전문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의 센서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도 매우 부족

<스마트센서 18>

-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에 대한 규정임

철강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 철강제품 수입 후 한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및 제품품질불량 등 문제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유통

업계 및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온

※ 국내 기업은 저가 센서 조립ㆍ생산 위주여서 300억원 이상 매출 기업은 8개에 불과(해외
센서업체가 국내 시장의 77% 점유)

물류시스템(유통물류)

품목(일반강 소재 철근, 합금강 소재 열연강판 및 후판, 합금강 소재 형

▶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센서기술의 특성을 감안, 장비활용 등 현장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을

강.철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됨

통해 인력난 완화 필요
● 국내 센서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센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센서산업의 수요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특화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센서기술 전문
가가 산업현장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

 국제협력 및 대기업 연계 방안

▶ 대학졸업자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R&D 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프로젝트 참여형 전문적인
교육 후 기업 채용 유도가 필요

▧ 가상생산 시스템의 개발 및 실용 안정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행 연구 및 적용
경험이 있는 우수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필요

▶ 산-학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기관의 특화장비 활용 등을 통해 기업의 필요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하는 고용계약형 교육이 필요
▶ 국책 연구기관 주도로 중소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센서인력을 고급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심화형 재직자 교육’ 신설도 필요

국제협력 및 대기업 연계 필요 과제 예

국제
협력

102

과제명

배경

<스마트센서 12>
다품종 센서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가상 생산
시스템(제조)

- 가상생산을 위한 모듈러 설계분야의 우수한 해외기업(Coventor, Intellisense)
과의 협력 및 선행적용 경험이 있는 기관(Sandia National Lab., Berkeley
Lab.)과의 운용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내 산업실정에 맞는 생산시스템 개발
필요
- 생산시스템 개발이후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해외 기관
과의 생산시스템 공유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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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기대효과
1. 투자계획

번호

기술명

제조업
주기

2016

2017

2018

2019

18

철강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
스템 개발

유통

10

10

10

10

40

19

고가품 및 기업 최첨단제품 배송에서 분실, 도난, 파손,
충격 등 이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한 스마트센서 및
안전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유통

5

5

5

5

20

20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변질된 제품의 선별을
제공하는 스마트센서 및 유통물류시스템 개발

유통

10

10

10

10

40

153

160

166

118

● 스마트센서 분과에서 제안한 4개 대표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소요금액은 2016부터
2020년 5년간 총 677억 정도로 예상

합계

스마트센서 제안 기술의 연차별 투자 소요 규모
번호

106

기술명

80

합계

677

(단위: 억원)
제조업
주기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

제품 Aging 및 장비상황 센싱을 통한 수요예측

수요
예측

5

5

2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량(정도)의 센싱을 통한 유연한
제품 및 생산 설계

제품
설계

5

5

3

자가운영체계를 갖춘 전력품질측정용 스마트센서와
휴대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자원관리

공장
설비

5

5

4

적외선 어레이센서 및 지능형 카메라시스템을 이용한
공장설비 진단 시스템

공장
설비

5

5

5

설비의 진동 및 열을 이용한 자가발전 기술 및 설비 상
태진단 기술

공장
설비

5

5

6

작업자 근무효율을 높이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
능하게 하는 작업자 위치관리시스템

공장
설비

5

5

5

15

7

작업자 접근이 난해한 밀폐된 저장탱크나 고공 건물
및 지하 관로 등에서의 유해상황 여부 측정 센서

공장
설비

5

5

5

15

8

내부 연결부위의 결함진단을 위한 고출력 THz파 발생
및 센싱기술

제조

10

10

10

10

10

50

9

마이크로/나노 크기와 구조로 제조된 부품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스마트 광학 검사 시스템

제조

10

10

20

10

10

60

10

멀티기능 스마트카메라를 탑재한 패트롤 로봇을 이용
한 제조현장의 위험요인 진단

공장
설비

10

10

11

스마트 복합센서를 이용한 DIY 개인 맞춤형 유연생산
제조 시스템

제조

20

20

20

20

20

100

12

다품종 센서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가상 생산 시
스템

제조

10

10

20

20

20

80

13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초소형 전자부품의 실장을 위한
맞춤형 패키징 제작 시스템

공장설비/
제조

10

10

20

20

20

80

14

카메라모듈 생산시스템 스마트화를 위한 센서융합기
술 개발

제조

8

8

8

15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지능형 용기

유통

7

7

16

스마트카메라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더피킹시
스템

유통

8

8

9

17

자동 재고관리하는 지능형 파레트

유통

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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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15
10

5

15

 기술적 효과 미래 시나리오
● 제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센서기술 확보

10

● 미래유망 산업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 인간교감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IoT 등 수요시장

20

에서 요구되는 공통 핵심센서 기술 제공
● 소재-소자-모듈-시스템간 연관 센서산업기술 완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스마트센서산업 벨류
체인을 강화하고 융합기기간 핵심기술 확보와 주력 신수종 산업 견인
● 주력산업에서의 지능화와 자동화 등으로 스마트센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센서
기술 경쟁력이 신수종 산업 기술경쟁력을 견인
▶ 국내 기스마트센서 기술 및 관련 부품/장비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뒤쳐진 센서산업
기술경쟁력 뿐만 아니라 세계센서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율 확대
※ 세계시장 점유율 : 1.6%(‘11) → 5%(’25)

24
6

20
25

 경제적 효과 미래 시나리오
● 스마트센서 수요대체 효과 및 무역역조 개선 효과
▶ 스마트폰의 고기능화, 무인주행자동차 등 전장화 등에 따른 스마트센서 비중 확대로 스마트
센서 수입을 국산제품으로 대체

7

28

※ 스마트센서 수입의존도 : 80%(‘11) → 30%(’25)

Ⅴ. 투자계획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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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센서로 인해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산업 등 주력산업의 지능화와 융복합화로

투자계획 기대효과

산업경쟁력 강화
※ 자동차 센서 적용 전망 : 117개(‘05) → 160개(’10) → 200개(‘15)

●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IoT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의 융복합화를 가속화
● 우리나라 스마트센서산업의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육성 및 고용창출
▶ 제조업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 중견기업의 발굴 및 육성
▶ 중견기업육성을 위한 고급전문인력과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
● 중견기업의 스마트센서제품 생산과 대기업에서의 자사제품 적용을 통한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
하고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센서 및 적용제품의 확산

 사회·문화적 효과 미래 시나리오
● 스마트센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혁신을 통해 스마트 사회의 조기구현에 기여
▶ 스마트 사회는 IoT시대와 맞물려 모든 사물, 시스템 그리고 인간간에 지능을 부여하여
스마트화하는 것에서 시작
▶ 스마트해 지기 위해서는 주변 정보를 스스로 감지,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센서가
필수불가결한 요소
● 보안, 에너지효율, 보건/의료, 방재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제조업 혁신 견인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기여
※ CCTV, 지문인식, 자동조명시스템, 원격건강진단 등

● 센서는 외부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 인간과 교감을 통해 공유하는
디지센서스(DigiSensus)의 핵심 매개체로 진화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제공
● 스마트센서는 인간의 오감대체 기능의 영역을 넘어 인지기술(CT)과 융합됨으로써 인간과의
감성적 인터랙션도 가능하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컨텐츠 활성화에 기여

108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 스마트센서

Ⅴ. 투자계획 기대효과

109

위
원
명
단

위원장 박 효 덕 전자부품연구원 수석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위 원 김 건 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대 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김 완 일 만도헬라 연구소장
김 희 연 나노종합기술원 실장
박 종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서 덕 기 한전KDN(주) 부장
신 창 선 순천대학교 교수
정 학 영 마이크로인피니티 대표
홍 지 중 마인즈아이 대표
간 사 장 보 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
이 민 경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