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품소재

3-1 플렉서블 산화물 TFT 기술
산화물TFT연구실  담당자  황치선

본 기술은 플렉서블 기판상에 산화물 TFT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임. 본 기술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백플레인, 플렉서블 전
자소장등에 활용이 가능함. 또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혹은 전자소자와 관련된 소재/공정장비를 평가하고 개발하는 과정에도
사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플렉서블 산화물 TFT를 Glass 기판을 Carrier 기판으로 사용하여 플렉서블 기판상에 제작하고 제작 완료후에 탈착하여 플렉서블 산
화물 TFT의 제작을 완료함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간단한 공정장비로 제작 용이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플렉서블 기판상에 직접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
 ·플렉서블 기판상에 직접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하고 소자 성능 (이동도, 점멸비등)이 우수한 백플레인용 TFT의 공급이
요구됨
 ·산화물 TFT의 경우에, 공정이 단순하고 비교적 소자 성능이 우수하여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용에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플렉서블 기판상에 전자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TFT 소자의 개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산화물 TFT의 경우에는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 디스
플레이, 혹은 투명 전자소자로의 응용 가능성도 높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플렉서블 기판상에 고성능 TFT를 제작함
 ·간단한 공정으로 인한 공정 비용절감
 ·200도 이하의 저온공정-고안정성 확보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응용 제품을 제공함 (예: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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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기판상에 제공하는

플렉서블 기판상에 제작된

산화물 TFT의 소자 구조

산화물 TFT 어레이의 예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및 우수성

기술의 완성도

(근거; DisplayBank2011)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플렉서블 산화물 TFT 제조 공정 관련 know-how기술  
  - IGZO 산화물 TFT 특성 최적화 기술 (기술문서 제공)
 ·플렉서블 기판을 유리 기판에 점착하고 탈착하는 공정 관련 know-how
기술
 ·저온 산화물 TFT 소자 제작 기술
  - k now-how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적으로 안정한 소자 제작을 위한    
제조 공정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문서
  - 산
 화물 TFT 제조 공정 기술전수와 관련한 문서 작업 (기술이전 업체와   
공동 진행)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용어 정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표준
제안 준비중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등록구분
등록
출원

특허명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ZnO 트랜지스터의
이동도 증가 및 누설 전류 감소 등 18건
산화물 반도체박막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 등 71건

출원국
(등록)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등

877153

2008년

미국 등

12/496558

2009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적용 제품
  -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
  - 투
 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플
 렉서블 전자회로
 ·기술의 장점 : 저가격 소재 사용으로 고성능 TFT를 대면적으로 제공
 ·기술의 중요성 : 산화물 TFT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자로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대형/초고속 TFT-LCD, 대면적 AMOLED, 플렉서블 디스
플레이) 개발시 필수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2020년
170억 달러 규모의 시장 형성이 예측됨. 특히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고
 성능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backplane 개발
  - 플
 렉서블 전자회로 개발
  -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소재/공정/장비 평가
 ·기술이전을 통한 기대효과
  - 본
 기술은 대면적용 장비 개발이 용이하며 공정이 간단하여 저비용으로                                                                                      
고성능의 TFT제조가 가능하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제조 비용을      
약 1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경제적 기대효과
  - 대
 면적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단가 인하
  -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소자 소재/장비 평가 비용 절감/개발 기간 단축

형태로 많은 응용분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됨
    (근거; DisplayBan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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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플렉서블 OLED 용 광추출 주름 필름기술
OLED 연구실  담당자  문제현

본 기술은 플렉시블 OLED 광추출 주름 필름에 관련된 광학용 부품/소재 기술임. 본 필름을 OLED소자에 적용시 외부발광효율
증대와 시야각에 따른 스펙트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주름필름 제작에는 진공 및 포토리소그래피 등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판에 제한이 없음. 본 기술은 광추출 부품/소재 기술에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 기회를 제공할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액상 프리폴리머 합성

■ 액상 프리폴리머 합성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OLED 면조명은 신개념의 면광원으로서 저 소비전력 특성으로 기존 백열
등  대비 60~90%의 전력 절감 효과가 기대됨.
■ 색온도 조절의 가능성과 더불어 얇은 두께, 투명, 플렉시블 조명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 감성조명의 구현을 가능하게 함.

■ 최근 형광 OLED 소재의 성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유기 발광 소재                                                                          
개발에 의한 OLED 전력효율의 향상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 향후
OLED 산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열쇠 기술은 광추출 기술에 달려 있음.
■ 광추출 기술은 OLED 조명 소자의 외부발광효율을 2배 이상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패널의 휘도, 수명, 전력효율이 기존 조명기기 이상으로 증
가되어 일반조명시장으로의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OLED 조명은 친환경/인간 친화적 well-being 조명으로 백열등, 형광등으
로 대표되는 기존 조명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함.

·O
 LED의 광추출 기술은 기판과 공기 사이의 전반사 효과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외부 광추출 기술과 기판과 OLED 소자의 박막 사이의
wave-guiding 효과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내부 광추출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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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광추출 기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용이하게 광추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임.

기술의 특징 - Random organic wrinkle
■ 상온 UV 용액공정으로 유연 주름 필름

·기
 존의 외부 광추출 기술은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마이크로렌즈(MLA)
에 집중되어 있음. MLA는 제작공정이 복잡하며 렌즈의 규칙적 배열로                                    
파장의존도가 존재함. 이에 제작공정이 간단하며 랜덤형상을 보유한   
광추출 필름의 개발이 요구됨.
·유연한 OLED를 구현하기 위해선 유연한 기판에 적용가능한 저온공정의
광추출 구조 기판이 필요함.
■ 공정 조절로 주름 크기 조절 가능

·주
 름막의 특징 및 응용처
  - L ED 광효율 향상 기능
  - 무
 작위적인 주름패턴에 의해 파장 의존성 없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 저
 반사 특성
  - 광
 추출, 반공진, 태양광, Strechable 배선에 응용 가능

기술의 특징
·고
 유의 주름 구조 형성 유기 프리폴리머 합성

기술의 특징 - 주름의 광학 특성 및 형상 크기

·리
 소그래피 공정이 필요없는 상온 용액 공정
·대
 면전 확장 및 유연 기판 사용 용이
·O
 LED 광추출 효율 향상

·주
 름 크기 조절 가능으로 투명도 및 흐림도 조절 가능
  - 주
 름 사용처에 대응하는 필름 제작 용이
  - 굴
 절율이 유리와 거의 동일하므로 굴절율 대비로 인한 광학 손실 최소화
유기 프리폴리머(Prepolymer) 합성

기술의 특징 - 주름 광추출 필름 적용 결과

·O
 ne-step 합성 공정
·액상 프리폴리머 (Solvent free)
·프
 리폴리머의 높은 보관 안정성 ( > 1 year )

·시
 야각에 따른 고른 광휘도 증대

·시
 야각에 따른 고른 광휘도 증대

·주
 름구조 필름 제작을 위한 one-step 공정

·고
 시야각( >50o)에서 광추출 효과    ·고
 시야각( >50o)에서 광추출 효과  
높음
높음

·주
 름구조 필름의 우수한 내열성 및 내화학성 (Td~400 ℃

·최
 대 62% 효율 향상 (lm/W 기준)

·최
 대 62% 효율 향상 (lm/W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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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마이크로 렌즈 어래이 (MLA)

 ·국내 OLED 조명 패널시장은 2013년에 약 215억 원 수준에서 2020년   
에는 약 2,226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고굴절 기판 유리

 ·LG화학을 비롯한 여러 국내기업에서 다양한 OLED 조명 시제품이 출시  
되고 있음.

 ·비드 기반 광결정 (photonic crystal)

(단위: 억원)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몰드 제작 및 임프린트 공정이 필요 없음. MLA 구조체의 주기적 배열의
부재로 스펙트럼 시야각 의존성이 매우 적음.

고굴절 기판 유리

·OLED 고굴절 박판 유리의 고가가 단점. 공정시 취급 힘듦. 유연 불가

비드 기반 광결정

·대면적 제조 어려움 및 주기적 배열로 인한 스펙트럼 시야각 의존성.      
우며 대면적 제조가 어렵다. 기계적 취약성, 제한적 유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5

398

695

913

1,186

1,497

1,900

2,226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광추출기술은 OLED 조명 소자의 외부발광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소자의 휘도, 전력효율 및 수명이 증가되어 일반조명시장으로의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부품/소재 기술임.

특허

■ 본 기술이전에서 다루고 있는 자발적 유연 주름 광추출 기술은 상용화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기술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구분

특허명
불규칙한 주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화합물,

출원

2013

※ 출처 : 디스플레이 뱅크 2012.

■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마이크로렌즈 어래이

구분
시장규모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불규칙한 주름 구조를

한국/    

포함하는 막, 이의 형성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미국  

유기 발광 소자

20120116706/
IP20120759

2012/

2012/

2013

2013

예가 없는 신규 사업 아이템임.
■ 본 기술이전에는 주름구조 형성 공정과 주름형성에 필요한 소재 기술     
두가지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  
■ OLED 조명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부품/소재 사업을 신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 OLED 광추출 부품/소재 기술은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고효율 유연 OLED 조명용 광추출 필름
■ AMOLED 디스플레이 광추출 기술
■ 광추출 기술은 태양전지 등의 집광형 소자에도 연관성이 높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광전환 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OLED 조명의 시장 성장기가 2015년 무렵 예측 되므로, 늦어도 2014년

이전에 광추출 부품 소재의 사업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광추출 부품소재의 사업화 소요기간은 기술 개발 완료 후 약 2년

정도이므로 늦어도 2014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됨.
 ·OSRAM사의 OLED 조명 사업 예측에 의하면 Volume business가 2020년

이후까지 지속되므로, 광추출 부품 소재 사업은 10년 이상 지속이 가능함.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OLED 조명 패널 시장은 2013년에 약 5억 달러 수준의 미미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2020년에는 56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OLED 조명은 초기에는 불투명한 유리패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다가    
점차 플렉시블 투명조명 시장으로 특화될 것으로 전망됨
(단위:  $M)

2013

2014

2016

2018

2020

Rigid Opaque

536

973

1,633

2,151

2,468

Rigid Transparent

5

30

345

793

1,515

Flexible Opaque

207

566

1,066

Flexible Transparent

115

264

561

2,300

3,774

5,610

소계

541

※ 출처 : 디스플레이 뱅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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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3-3 Glass 에칭 ESL(Etch Stop Layer) 공정기술
유연소자연구실  담당자  구재본

본 기술은 TFT-LCD, OLED, 모바일 등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박형, 경량 핵심 기술의 기초 기술임. 본 기술은 완제품 자체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유리 기판의 두께를 감소시켜 무게와 두께를 동시에 낮추면서, 대면적화 경향에 따라 대면적
글라스의 시각기술에 효과적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에칭공정시 일정한 두께를 가진 초 박판 글라스 에칭기술, 글라스 에칭용액에 다른 박막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ESL    
(etch stop layer) 최적의 소재를 이용한 평가공정을 확립.

■ 기술구성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근에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글라스에 대하여 높은 평활도를 유
지하면서도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전 Glass 기판 표면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표면개질처리

 ·현재 TFT-LCD용 모듈글라스의 경우 1.26 또는 1.00 mm 두께의 모듈   
글라스를 식각하여 0.6 mm까지, 알칼리글라스의 경우 0.5mm를 0.3
mm까지 박판화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박판화 경
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Glass 두께 uniformity 에칭기술 확보

 ·기판 글라스의 대면적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면적 글라
스의 식각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 기술의 상세 사양

 ·Glass 만을 에칭하는 기술공정 확보 및 glass slimming 기술확보
 ·ESL layer 소재 특성 기술 확보 및 추가 응용분야 제공함
 ·평판디스플레이 시장변화에 대응 용이

 ·TFT-Cell 제작 완료 시점에 유리 기판을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두께
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임.
 ·TFT-LCD, OLED 등 평판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소비자용 IT 단말기에
서 박형, 경량은 핵심 경쟁 요소임.
 ·특히 얇은 글라스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curved 디스플레이산업에 전반
적인 응용 가능성이 많음.

Glass slimming을 위한 구조 예

Thin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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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 기술현황 및 우수성
Slimming이 필요 없는 박막 Glass 투입시:

Panel 업체 입장에서도 Slimming이 유리할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함

전망

 ·Glass slimming 시장은 전세계 Mobile application 및 Tablet PC, OLED
평단디스플레이 출하량 증가와 함께 경박단소 추세로 꾸준한 성장이  
전망됨. Slimming 비중은 2011년 7% -> 2015년 21% 수준까지 확대
예상. 특히 Curved 디스플레이 형태로 많은 응용분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됨 (근거; DisplayResearch 2013)
얇아 지는 Handset, Slimming 폭도 확대

Glass Slimming 시장 전망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자료: DisplaySearch,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주요 가정: Mobile application 및 Handset, tablet PC,
                Note PC에 한정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9월
■ 기술이전 범위
 ·Glass etching ESL (Etch Stop Layer)의 공정기술 관련 know-how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 ESL layer 소재 특성 최적화 기술 (기술문서 제공)
·유리기판에 PI 물질 코팅 관련 표면처리, 코팅, etching 후 slimming 하
는 전체  공정 관련 know-how기술
·Glass 에칭 후 패널 제작 기술
  - know-how 기술을 바탕으로 에칭된 기판에 패널 제조 공정 기술 제공
·기술문서
  - Glass 기판 ESL layer 에칭 테스트 공정 기술전수와 관련한 문서 작업
(기술이전 업체와 공동 진행)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Bendable, foldable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용어 정의, 신뢰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표준 제안 준비중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표시장치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한국 등

2013-0152419

2013년

 ·기술적 기대효과

  - 곡면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 ESL layer 소재를 이용한 Glass etching 공정기술 개발
  - 디스플레이용 소재/공정/장비 평가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적용 제품
  ‥ TFT-LCD 디스플레이
  ‥ OLED 디스플레이, Curved OLED 디스플레이
  ‥ 게임산업 디스플레이
  ‥ Mobile phone, 스마트 패드, 중소형 LCD panel
·기술의 장점
  - 디스플레이 패널의 두께와 무게가 약 40%이상 절감 가능
  - 얇아진 만큼 화면 굴절율이 감소
  - 투과율이 증가되어 디스플레이 품질 개선 효과
·기술의 중요성 : Glass 에칭을 통한 slimming 기술은 평판 디스플레이
의 핵심 기술로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대형/초고속 TFT-LCD, 대면적
AM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발시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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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디스플레이 응용분야 적용
 ·기술이전을 통한 기대효과

  - 본 기술은 디스플레이 패널 적용을 위한 핵심기술이며 대면적용 장비 개
발이 용이하고, 원장유리교체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저비용으로 고
성능의 디스플레이 제조가 가능함
 ·경제적 기대효과

  - 원판 Glass 교체를 통한 Slimming 비용 절감
  - Glass Slimming 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신사업 다각화 기능
  - 기술경쟁력 기반으로 Slimming 관련 디바이스 확대

3-4 패널장착형 u-inverter 고효율 자동 연동 운전 기술
태양광기술 연구실  담당자  주무정

본 기술은 인버터 자체의 변환효율과는 별개로 운전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인버터 자체의 전력변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마이크로 인버터의 운전 효율 향상을 위해 2개의 패널과 인버터를 주/종 으로 구성하고, 패널의 출력을 통합/분리 운전
함으로써 인버터의 가동시간 확장과 최적 효율 운전범위를 극대화 함. 태양광 패널의 출력 특성을 이용하여 인버터의 통합/분리
운전을 자동화 함으로써 다수의 인버터에 통신모듈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스템 운전효율 10% 이상 향상.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태양광 패널의 고유 출력특성을 이용한 인버터의 자동 연동운전
  - 연
 동운전을 위한 통신기능 불필요-통신모듈비용 절감
  - 중
 앙제어 불필요-중앙제어장치 비용 절감
·운전 효율 10% 이상 증대
  - 최
 대 효율 운전시간 확대
  - 조
 기 발전 개시, 발전 종료 지연으로 총 운전시간 확대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같은 소형 분산시스템용 기술은 아직 없음.

기술개발의 필요성
■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직류(DC)     
전력을 교류(AC)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능 수행
■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여 발전을 하는 BIPV
(building-integrated PV) 또는 BAPV(building attached PV) 시스템은 중요한
시장으로 급성장
 ·패널 장착형 인버터(module integrated converter; MIC)는 BIPV 시스템  
구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운전 효율이 다소 낮고 초기비용이
높음.
■ 인버터 효율 향상 한계 돌파 필요
 ·대형 인버터의 최대 변환 효율은 97%, MIC.의 변환효율은 95% 수준으로
거의 기술적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 급격한 효율 향상은 기대할 수
없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인버터간 통신기능 없이 태양전지의 발전 특성만을 이용하여 주/종     
인버터 통합/분리 운전
■다수의 인버터에 통신모듈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운전효율 10% 이상 향상
■인버터 자체의 변환효율과는 별개로 운전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므로,
인버터 자체의 전력변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존 제품의 입력부
개조 및 제어 프로그램의 추가만으로 구현 가능
■고장 발생시 단독 운전(fail isolation), 전체 시스템 정지 예방

 ·인버터의 운전 방식을 개선하여 운전효율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멀티  
센트럴 방식 기술은 대형 발전 설비에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MI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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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다수의 소형 계통연계 인버터를 사용하는 고효율 분산발전 시스템
  - BIPV형 태양광 발전 장치
  - 소형 풍력발전 장치
  - 소수력 발전장치
  - 가정용 소형 태양광+열병합발전 장치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대형 인버터의 최대 변환 효율은 97%, MIC 의 변환효율은 95% 수준으로
거의 기술적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 급격한 효율 향상은 기대할
수 없음
 ·인버터의 운전 방식을 개선하여 운전효율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멀티
센트럴 방식 기술은 대형 발전 설비에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MIC  
에서는 통신모듈 비용부담과 관리의 복잡성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멀티 센트럴 인버터 방식
인버터 효율 향상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태양광인버터 시장은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22.4% 성장, 51GW    
규모에 달할 전망(2011~2015년 인버터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2.4%)
 ·Enphase Energy 와 Enecsys사에서 190, 210, 240W급의 마이크로   
인버터 제품군과 모니터링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함께 제공
하고 있으며 10만대(1조원) 이상의 인버터를 해외 수출하고 있음

본 기술의 우수성
·태
 양전지 출력 특성을 이용한 자동 전환 방식이므로 통신기능 불필요.
·다
 수의 분산발전 시스템에서 중앙 제어 불필요-구성 및 운전의 단순화
·인
 버터의 효율과는 별개의 방식으로 운전 효율 향상
·효
 율향상 기술과 양립 (동시 적용)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하반기
■ 기술이전 범위
 ·태양광 패널 발전 특성 기반 인버터 자동 통합/분리 운전 algorithm
 ·Fail isolation을 위한 인버터 제어 algorithm

 ·중국 및 대만 기업들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시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음.

 ·특허 실시권

 ·국내에서는 최근 대기업인 한솔과 중소기업인 이앤에이치에서 200W  
급의 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기술적, 시장적 문제로 아직 상용화하지 못
하고 있으며, 다쓰테크를 중심으로 350W급 제품을 개발중임.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국내 제품은 brand-name 및 가격 면에서 이들과 직접 경쟁하기는 어려
우므로, 기술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함.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태양광 발전을 위한 인버터 시스템
Inverter system fo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미국

10-20130060992
13/
937322

2013
2013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타 제품보다 10% 이상의 운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으로 기술적 우월성 확보
■ 인버터간 통신기능 없이 태양전지의 발전 특성만을 이용하여 주/종 인버
터의 통합/분리 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버터 내 통신모듈 추가 비용 부
담 없어 경제성 확보
■ 이를 기반으로 초기 신뢰도를 확실히 확보하고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면
초기 시장 진입 가능, 이후 다수 인버터의 연계 운전 기술 개발 등 기술의 확
장에 의한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면 안정적인 시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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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쇄 CNT-TFTs 기술
에너지변환소자 연구실  담당자  유인규

본 기술은 혈액속의 100분의 1 미만으로 낮은 농도의 글루코오스를 검출해낼 수 있는
당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인쇄 CNT-TFT 제조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이상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혈액속의 100분의 1 미만으로 낮은 글루코오스 농도를 갖는 침이나 체액으로 혈당치를     
정확히 진단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CNT-TFTs를 인쇄방법으로 제작하고 평가하는 기술임

■ 기술구성도
·1세부 기술: 인쇄 CNT-TFTs의 표면처리 SAM 공정
·2세부 기술: 인쇄 CNT-TFTS의 제작 및 ON-OFF 드레인 전류의 특성 조사
·3세부 기술: 인쇄 CNT-TFTs의 채널 관찰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혈을 하지 않고도 타액(침)이나 체액으로     
혈당치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의 개발이 필요함.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인쇄전자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의 바이오 센서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고감도, 고신뢰성을 갖는 센서를 CNT TFT구조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함
■기술의 상세 사양
·당을 측정하는 기존의 바이오센서는 효소에 의한 포도당 측정하는 방식
으로 글루코오스의 접촉 여부를 발광에 의해 감식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발광된 부분을 다시 광 스캐너로 스캔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혈당과 같이 고농도의 당에 대해서만 적합함.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CNT TFT를 제작하고 평가하는 공정

 ·이러한 기존의 방식의 경우에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항상 채혈을 해야 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과 고통이 뒤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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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존의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를 통한 CNT 반도체 재료
의 패턴제작은 lift-off나 developing 같은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함. 이런    
방식의 경우, 작은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재료들을 손실                                
하거나 노광/현상 등의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조원가 측면
에서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쇄기
법을 통한 패터닝 기술이 시도되고 있음.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일회용 당센서
 ·탄저균에서부터 생체화합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을 검출하는 복합
인쇄형 바이오 센서

 ·바이오 소자를 위한 인쇄전자소자 기술은 최근에는 용액상으로 공정이
가능한 여러 기능성 잉크들이 개발되면서 산업적으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함

기존의 바이오센서 제작 방법

·CNT잉크를 인쇄공정으로 직접 패터닝하므로 공정상 재료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
·저가격,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정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1년 개인용혈당측정장치 시장규모는 약 97억 달러이며, 2018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7%로 예상되어 2018년 시장규모는 약 133억   
달러로 추정
 ·시장 분류별 2011년 개인용혈당측정장치 시장규모는 소모품인 혈당측
정검사지가 약 86억 달러로서 전체 혈당모니터링장치 시장의 88.4%를
차지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6월
- 인쇄 CNT-TFTs의 표면처리 SAM 공정 등 단위 제작 공정 개발 완료     
예정
 ·2014년 8월
  - 인쇄 CNT-TFTS의 제작 및 ON-OFF 드레인 전류의 특성 조사 개발  
완료 예정
  - 인쇄 CNT-TFTs의 채널 관찰 기술 개발 완료 예정
■ 기술이전 범위
 ·인쇄 CNT-TFTs의 표면처리 SAM 공정 기술
 ·인쇄 CNT-TFTS의 제작 및 ON-OFF 드레인 전류의 특성 조사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인쇄 CNT-TFTs의 채널 관찰 기술

 ·식생활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당뇨질환자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며, 이는 혈당 모니터링 시장 수요증가로 이어짐

표준화 및 특허

 ·본 기술과 유사한 형태의 국내외 제품은 아직까지 개발된 예가 없음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일반적인 혈당측정법은 미국에서 1994년 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이 발족된 후, 미국의 99% 이상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짐(HPLC방법).
 ·혈당측정기의 국제표준은 'www.iso.org' 에 나타난 것처럼,                
4 mmol/L(72 mg/dL) 미만에서 95%의 결과가 15 mg/dL 이내, 그 이상
에서는 20% 이내로 보고됨을 원칙으로 함.
 ·자가혈당측정기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5197에 명시된 정확도와 정밀도 기준에 적합해야 함.
 ·하지만 혈액을 사용하지 않고 침이나 체액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표준화
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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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인쇄 CNT-TFT로 제작된 당센서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규모  
(향후 매 5년 간 추정, 개인용혈당측정장치 시장규모의 10%를 관련 시장
규모로 예상, 5%의 성장률 예상)
(단위: 백만불, 억원)

관련 제품
/서비스

시장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해외

700

735

772

810

851

3,868

국내

3,000

3,150

3,310

3,470

3,650

16,580

해외

700

735

772

810

851

3,868

국내

3,000

3,150

3,310

3,470

3,650

16,580

혈당 센서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4. 기대효과

특허명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10-2014-

2014-

0032875

03-20

합계

3-6 응용성이 우수한 평판형 방열소자 기술
GaN전력소자 연구실  담당자  문석환

본 기술은 구리(Cu)보다 약 25배 열전달률이 빠른 평판형 방열소자 기술로써, 알루미늄 소재로 이루어져 저가 및 경량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열을 저온부로 이송해 냉각시켜주는 반영구적 방열기술임. 두께 및 크기변화가 자유로워 LED Light, 자동
차 베터리, 집광형 태양광, 전력반도체, 데스크탑, 노트북, 테블릿 PC, 디스플레이 BLU 및 통신중계기 함체용 방열기술로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전자 기기의 소형화, 고집적화 등의 form factor 변화는 열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열유속(heat flux)가 이제는 100W/cm2을 넘어섰으며, 이는 hot spot   
형태로 남아 성능저하, 수명단축 및 신뢰성 문제 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현실임
·특히 제품의 경량, 세련된 외관 및 가격 경쟁력의 욕구는 방열기술 또한
박형 및 고성능화를 요구하고 있어, 본 기술과 같이 열저항 개수 감소가
가능한 최첨단 방열기술이 필요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 존 원 형 냉 각 소 자 를 압 착
(Pressing)하여 평판화 시키는 것
이 현재 일반적이나, 넓이 확보
에 한계가 있으며, 내부 구조물의   
파괴로 인한 성능 감소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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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층을 포개어 냉각소자를 만드는 방법을 시도 하고 있으나, 제작     
기술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임, 우측 그림은 Celsia㈜의 평판형 히트
스프레더의 개념도이나, 제품으로써 아직 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기존 냉각소자는 원형단면으로 인해 제품에 부착이 쉽지 않으며, 부가적인 부
품을 필요로 함, 이와 달리 본 기술은 평판형상으로 개발되어 설치가 쉽고    
응용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
평판화를 위해 원형을 압착(Pressing)하여 사용하나, 넓이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내부 구조물의 파괴로 성능감소를 야기함, 이와 달리 본 기술은 평판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아래에 소형 PC를 대상으로한 최소단위의 시장규모를 명시하였으며, 넓
은 범위의 응용대상에 따라 시장규모는 크게 증가 예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해외

3.16

3.74

4.44

5.26

6.24

국내

0.026

0.028

0.03

0.032

0.035

※ 세계 연평균성장률 18.5%, 국내 년평균성장률 7.4% 적용함

형상으로 개발되어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 없으며, 본래의 설계구조 유지가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가능함

 ·YCTC, ADC, Fujikura, Furukawa, Thermacore, Taisol, Celsia의 해외업
체들이 관련 방열소자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국내에서는 ㈜에이팩, ㈜삼진테크를 비롯한 전자냉각 중소기업체들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

 ·기술개발 기간 및 완료 : 2011.07 ~ 2013.10.30 (약 2년 4개월)
 ·예고 기술은 ETRI의 내부 재원 및 산업자원통상부(구,지경부)의 재원   
으로 수행되었음

4. 기대효과

■ 기술이전 범위
 ·평판형 방열소자 설계 배경 및 제작기술

기술도입효과

 ·제작된 평판형 방열소자의 등온특성 및 전열성능 평가, 분석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평판형 방열소자의 설계 조건 최적화 기술

 ·본 연구의 개발 결과물인 응용성이 우수한 평판형 방열소자는 대형
LCD TV(삼성전자, LG전자), 대용량 배터리(LG화학, SDI), 그리고 일본
LED 조명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매출은 2015년 경에                
약 100억원임

 ·Application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특성 분석 및 성능 평가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출원

모세관력이 향상된 방열소자 및 그 제조방법

한국

등록

평판형 히트파이프

한국

20120094704
631050

2012
2006

 ·평판형 방열소자는 기존 환상형 방열소자에 비해 응용성이 우수하며,    
상용화기술의 완성도가 높아 적용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
  - 구리(Copper) 등의 방열소재들에 비해 약 25배 이상의 우월한 성능을   
가짐
  - 평판형상임에 따라 응용대상이 매우 넓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본 예고기술은 박형, 알루미늄 경량, 저가 고성능, 평판형의 높은 응용성
및 자유로운 크기 변화 등의 장점을 갖는 방열용 공통 기술임
 ·저, 중, 고출력 LED Light, 자동차 배터리, 집광형 태양광을 비롯해 전력
반도체 모듈 및 시스템, PCB 결합형 히트스프레더, 데스크탑, 노트북,
테블릿 PC, 디스플레이 BLU, 가전제품의 제상 및 온도 제어용 Thermal
Solution 및 통신중계기 함체 등의 방열기술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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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출공정을 비롯해 제조공정 및 원가측면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
  - 상용화기술의 완성도가 높아 기술이전 업체의 경쟁력 향상 가능

3-7 STUD 레이저 레이다용 광검출모듈 기술
(STUD 레이저 레이다용 수신부 핵심요소기술)
광무선융합플랫폼연구실  담당자  민봉기

짧은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원거리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미약한 신호를 수신하여 시간차이를 계산함으로써 되돌아
온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삼차원 영상을 얻기 위한 광검출모듈 기술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시각안전 APD 어레이 모듈은 시각안전 APD 어레이, 저잡음 증폭회로, 구동회로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모듈의 동작특성을 최적화하
도록 구성되어야 함.
·레이저 레이다 시스템에서는 반사되는 레이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감도가 우수한 시각안전 APD 어레이 모듈이 광수신기가 핵심   
요소 기술임.
·레이저 레이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APD어레이모듈의 동작특성(대역폭, 감도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기술이 최적화되어           
구현되어야 함.

■ 기술구성도

1. 요약
고감도 시각안전 어레이 APD 모듈 기술 (레이저 레이다용 수신부 핵심요소
기술)
기술개발의 필요성(NEEDS)
 ·APD 기술은 우수한 감도를 제공하는 기술로, 최근 단일 구조의 APD를
벗어나 어레이 형태의 APD를 이용하는 새롭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시각안전(1550nm)
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따라서 시각안전파장을 기반으로 해당 시스템에
서 요구되는 어레이 APD 모듈 전체의 동작특성이 최적화되어 구현되어
야 함.
기술적인 독특한 접근법(APPROACH)
 ·따라서, 기존 광통신시장의 단일 APD 모듈 구현방식과 다르게, 적용되
는 시스템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어레이 형태의 광수신 모듈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우리 연구그룹의 경우 관련된 모든 기술
(에피설계, 소자설계/제작, 특성평가, 패키징, 시스템구조설계/적용, 시스
템레벨 특성평가)을 확보하고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

기대효과(BENEFIT)
 ·현재 시각안전용 어레이 APD 모듈은 국내시판은 되지 않고 있고, 해외
상용제품만 존재한다. 하지만, EL에 의한 국내로 수입이 제한되는 어려
운 점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핵심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응
용 어플리케이션(예:, 삼차원 레이저 레이다 시스템)의 제품개발에 지장
을 주어, 관련된 회사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관련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기
여할 수 있다.
경쟁사/대체제 대비 우수성(COMPETITION)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시각안전용 APD어레이모듈 제작회
사로 ASC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APD어레이를 타사로부터 공급받아 자
체제작 ROIC(readout IC)을 집적화하여 모듈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구조는 전체 모듈의 특성 최적화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로 성능 최
적화에 한계가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APD의 기반기술인 에피기술부터,
소자설계/공정, ROIC, 모듈 제작, 특성평가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우
수한 모듈성능확보에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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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개요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개발의 필요성

 ·2015년 6월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존에는 단일 APD를 기반의 단일 광통신 시장에서 APD 기술이 응용
되어왔지만, 향후 시각안전파장대역을 이용한 어레이 APD 기반의 어플
리케이션과 신규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임.

■ 기술이전 범위
 ·STUD 레이저 레이다용 APD 검출기
  - 에
 피설계/제작 기술, 소자설계/제작 기술, 특성평가/분석기술

 ·대표적인 예가 무인자율주행차량에 핵심기술인 삼차원 레이저 레이
다용 광수신기임. 무인자율주행차량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관련된         
민수기술(예: 저속/근거리 차량추돌방지모듈, 무인자율주차시스템)과  
함께 향후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예정임.

  - 패
 키지적용 기술, 시스템 최적화 기술

 ·시각안전 레이저 레이다용 수신기는 로봇, 환경감시, 탐사 등에 광범
위하게 사용될 수 있고, 어레이 APD 모듈 자체는 병렬 광수신구조의      
광통신, 바이오 이미징 등에도 신규시장 기술에 적용 가능하여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기술분야임.

  - 고
 속 데이터 실시간 처리 모듈

 ·STUD 시각안전 레이저 레이다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 고
 감도 장거리 광수신모듈
  - 고
 잡음/고속 ADC 구동 및 신호처리 기술
  - 고
 속/고정밀 스캐너 구동 기술

4.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3.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시각안전 무인차량용 삼차원 영상 시스템 또는 해당 광수신모듈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다양한 응용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능력(에피
기술, 소자설계/제작기술, 특성분석기술, 저잡음 해석, 패키징 및 모듈
설계/제작/특성평가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전체모듈의 동작특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음.
 ·최적화 기술력을 현재 레이저 레이다 시스템에 적용하여 세계최고 수준
의 거리 검출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출기의 성능을 삼차원
영상을 통하여 시스템레벨에서 검증중임.
■ 기술의 상세 사양

 ·시각안전 삼차원 로봇 시각 센서 또는 해당 광수신모듈
 ·시각안전 환경(산비탈, 도로) 감시 센서 또는 해당 광수신모듈
  - 주
 1)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삼차원 영
상 센서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905nm파장을 이용하고 있
어 시각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비하여 본 기술은 1550nm    
시각안전파장을 이용하고 있어 노출이 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 주
 2) 향후 안정성 이슈가 부각될 경우 본 기술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
될 것임.

 ·Eye-safe 1x4 APD array & 4x4 APD array

5. 기대효과

  - V
 BR: 48V (std. dev: 1V)

기술도입효과

  - V
 P: 35V (std. dev: 1V)
  - G
 ain: 10V (std. dev: 10%)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B
 andwidth: 500Hz, 1GHz, 2.5GHz, 10GHz

 ·시각안전파장대역을 이용한 삼차원 레이저 레이다 기술은 무인자율
주행차량과 관련된 필요기술 중에서도 핵심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어,       
본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무인자율주행차량과 같은 신규로 개척되는   
응용어플리케이션에서 기술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음.

 ·Eye-safe APD array 기반 수신모듈을 포함한 레이저 레이다 시스템   
요소기술
  - S
 ensitivity-optimized ROIC submount module
  - 1
 km detection ability with 6kW peak power pulse laser module
  - S
 ub-control systems including real-time UDP module for 3D data
points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ASC사의 Flash LADAR
 ·Sensors Unlimited사의 128x128 APD array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S
 ensors Unlimited사로부터 128x128 APD array를 공급받아 모듈을 제작하는
ASC사의 Flash
ASC사에 비하여 본 기술은 ROIC특성과 APD의 특성을 상호 최적화할 수 있는
LADAR 기술
환경이 구축되어 보다 우수한 동작특성을 확보할 수 있음.
Sensors
·M
 ESA 구조의 APD 특성에 비하여 본 기술은 Planar 구조의 APD 특성을 이용
Unlimited사의
함으로써 보다 낮은 암전류 특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128x128 APD
장점이 있음.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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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율주행기술 등에 필요한 시각안전 삼차원 레이저 레이더 기술은
국내에서 아직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해외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음.
 ·시각안전 APD 어레이 모듈기술은 그 응용성이 방대하고, 향후 시장성도
우수하여 신규 시장창출 및 신기술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기초기술로
사업화 구도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8 투명디스플레이용 흑색 광 셔터 전기변색 기술
반사형표시소자 연구실  담당자  아칠성

본 기술은 흑색 광 셔터 전기변색을 바탕으로 투명디스플레이가 구동 되는 중에는 (power on) 흑색을 제공하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power off) 투명해지는 기능을 제공 한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 투명디스플레이 후면에 흑색 혹은 투명을 제공하는 것

■ 기술구성도 : 전기변색층, 이온저장층, 전해질층으로 구성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E
 TRI 는 흑색 광 셔터 전기변색 기술의 선두 연구소로서, 흑색 광 셔터   
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기술개발을 선도할 역량이 우수함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E
 TRI는 국가의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출연 연구소로서, 장래 부가     
가치가 큰 흑색 광 셔터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투명 디스플레이의 경우 선명한 칼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후면에 흑색을  
구현하는 광 셔터가 필요함

  - 전
 기변색 흑색 광 셔터 자체가 투명디스플레이 기술이 될 수 있음

 ·파워가 꺼진 상태에서 고투명을 유지하고, 파워를 켰을 때 광 차단을 할
수 있는 광 셔터 기술이 요구됨 (전원이 없이도 평상시 투명디스플레이의    
투명도 유지 가능)

  - 투
 명디스플레이의 보다 선명한 화면을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 욕구상, 흑색
광 셔터 기술은 소비자(기업)가 매우 관심이 많은 기술임

 ·3V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하고, 착색 시간과 탈색 시간이 빠른
광 셔터 기술이 필요함
 ·흑색 상태에서 파워를 꺼도 흑색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쌍안정성
(bistability) 기능이 요구됨 (에너지 절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소비자(기업) 측면

  - 특
 히 투명디스플레이용 흑색 광 셔터 전기변색 기술은 세계적으로 개발  
시작 단계인 기술로, 초기에 기술 및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할 수 있음
  - 연
 구원에서 확보된 기술을 이전 받음으로써,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투과도 변화폭: 5~75 %
 ·면적: 50 mm x 20 mm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투명 전이시간 (90 %): 2 sec<

 ·연구원 측면

 ·흑색 전이시간 (90 %): 2 sec<

  - 고
 선명 차세대 투명디스플레이의 흑색 광 셔터 전기변색 기술 개발은       
차세대 광 투과도 조절 표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구동 전압: 3 V 이내

  - 흑
 색 광 셔터 기술은 투명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건물의
스마트 윈도우 기술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광 투과도 조절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음

 ·전기변색층: 산화물 나노구조체 구조
(표면적 극대화), 이온 침투 용이,   이
온 확산 거리 최소화 (빠른 응답 속도)

 ·반복 수명: 30,0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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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저장층: 산화물 나노구조체 구조로 고전도도/고투명 확보
 ·전해질 층: 용액/젤
 ·변색 물질: 유/무기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투명디스플레이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며, 선명도 향상을 위하여
후면에 흑색 광 셔터가 필요함
 ·경쟁기술로는 분산입자배향 (SPD)와 고분자분산액정 (PDLC) 기술이 있으나,
구동 전압이 매우 높고 (3~100 V), power off 때 불투명하며 쌍안정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전기변색 흑색 광 셔터 기술은 구동전압이 낮으며 (3V), power off 때 투명
하며 쌍안정성이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변색 기술

분산입자배향
(SPD)

고분자분산액정
(PDLC)

구동전압

3V<

30-100V

30-100V

OFF 상태

투명

불투명

불투명

bistability
(쌍안정성)

있음

없음

없음

Haze 제어

Haze 제어

투과도 제어  
(low Haze)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 세계 스마트 TV 시장  '13년 약 1억대 전망 (연평균 38%대 성장률)
  - 국내 스마트 TV는  '13년 1.3백만대로 예측

전기변색
(ECD)

기능

흑색 광 셔터 시장 규모 (스마트 TV만 포함)

년도
세계시장 규모
(단위: 백만대)

한국시장 규모
(단위: 만대)

기술의 완성도

2011

2012

2013

245

270

300

전체 TV

■ 기술개발 완료시기

스마트 TV

56

72

100

점유율

22.90%

26.70%

33.30%

전체 TV

238

250

262

스마트 TV

54

80

131

점유율

22.70%

32.00%

50.00%

TV 시장규모 (출처 : Display Search&iSuppli(2010), KT경제경영연구소(2010)

 ·2014년 12월 (전기변색 흑색 광 셔터 기술)

흑색 광 셔터의 시장 규모 (TV만 포함) = 스마트TV 한 대당  $300 ~ $500 예상

■ 기술이전 범위
 ·최적화된 산화물 나노구조체 전극 기술

흑색 광 셔터 기술의 국내외 동향

 ·고전도도/고투명 이온 저장층 나노구조체 전극 기술
 ·흑색 구현 기술

■ 국내외 투명디스플레이용 흑색 광 셔터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임  

 ·소자 제작 기술

■ 국내 동향

 ·광·전기적 특성 평가 기술

  - 전
 기변색효과를 이용한 광 셔터 기술의 연구 보고는 거의 없음

 ·광·전기적 특성 해석 기술

  - 한
 국 유리/KCC/LG에서 변색 거울/윈도우 기술 개발 예가 있음
■ 국외 동향

  - 전
 기변색 거울/유리의 선진 회사는 미국의 Gentex와 magna-Mirror사이며,
기술 개발도 양사가 거의 주도하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투명디스플레이용 전기변색 흑색 광 셔터 기술은 투과도 변화폭, 응답    
속도, 안정화 횟수, 쌍안정성, 구동 방법 등 향후 기술 개발의 진행에 따라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광범위함. 그러나, 아직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연구의 진행에 따라 표준화 논의를 선도적                                                        
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미
 국의 SAGE glass 사에서는 건축물용 전기변색 윈도우를 개발하여 2012
년에 양산을 시작함

■ 보유 특허

4. 기대효과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거울 전환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한국

출원

검정색 구현 가능한 전기변색 소자

한국

출원

전기변색 소자 및 그 구동 방법

한국

출원

전기변색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한국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Smart glass, Smart phone, Tablet PC등의 모바일 기기
■ Smar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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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벤
 츠, 아우디, BMW 등의 고급 차종의 선루프 유리로 전기변색 유리의 적용
이 시도되어 지고 있음

기술도입효과
■ 투명디스플레이용 흑색 광 셔터 전기변색 기술/응용기술 확보를 통한 향후
    시장주도

2013
2013
2013

<투명 smart glass 디스플레이의 후면 <smart TV의 광 셔터 흑색 구현
광 셔터 흑색 기술 적용>

기술로 적용 가능>

 ·상용화 가능한 투명디스플레이용 흑색 광 셔터 전기변색의 핵심기술확보
 ·투명 smart glass 디스플레이 외에도, mobile 기기에 smart TV의 광 셔터
흑색 기술 적용 가능함  

3-9 지능형 음장 보안센서 기술
나노융합센서연구실  담당자  이성규

본 기술은 스피커로 발생시킨 음장이 실내공간의 침입자 및 화재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마이크로 감지하여 침입/화
재 발생 여부를 어둠 속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서로 구별하여 자동으로 인지하는 ETRI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보안센서
기술로, 음장 보안 기반 차량용 스마트 블랙박스나, 실내용 스마트 보안 카메라 등의 제품으로 보안·안전 서비스가 가능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피커로 발생시킨 음장이 실내공간의 침입자 및 화재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마이크로 감지하여 침입/화재 발생 여부를 어둠 속에서
도 사각지대 없이 서로 구별하여 자동으로 인지
·멀티톤 음원의 음장패턴을 비교(다각적 능동 감시)하기 때문에 보안감지 신뢰도가 우수

■ 기술구성도

[원리: 침입/화재에 의한 실내공간의 음장변화]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보안시스템의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지능형 보안센서 기술 수요 급증
 ·지능형 영상 보안모듈 세계시장: 2010년 2억불 → 2015년 6억불            
(연평균 25% 고속성장)
 ·차량용 블랙박스 국내시장: 2012년 3,800억원 → 2014년 6,500억원    
(31% 고속성장)

[서비스: 자동차 및 실내 보안/안전, 실버케어]

 ·멀티톤 음원의 음장 패턴을 비교(다각적 능동 감시)하기 때문에 보안감
지 신뢰도가 우수
 ·차량/실내 등에서 공간 감시형 침입/화재 상황의 동시 구분 감시가 가능
 ·외장형(스마트 폰 크기로 구현) 및 알고리즘 탑재(사업비 최소화) 음장보
안 제품 등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다각적 사업화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 기존 보안센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지능형 공간 감시형 침입/화재        
    감지센서 기술 필요

 ·음장기반 위험상황 감지 및 구분 알고리즘 정확도 : 95% 이상

 ·1D/2D 보다 넓은 3D공간에서의 침입감지 가능(vs 압력센서/초음파 센서)

 ·실장형 음장보안 센서 모듈 성능 신뢰도 : > 성능신뢰도 95%

 ·외 부소음(최대 110dB, 공사장 소음)에서도 조용한 침입감지 가능         
(vs 마이크)

 ·음장보안 센서 전력소모/가동율 : 0.1W/10%

 ·사각지대(장애물 후면) 없이 침입 감지 가능(vs 초음파 센서)

 ·음장보안 센서 신호처리 모듈 크기 : 스마트폰 크기이하 (8cm x 15cm)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우산 등 체온 차폐 침입자나 로봇/물체의 침입 감지 가능(vs IR 센서)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어둠 속에서 무인 침입 감지 가능(vs 보안 카메라)

 ·현재 국내외 음장 보안센서 기술을 이용한 침입/화재 감지 제품은 전무

 ·침입 및 초기 화재를 동시에 서로 구분하여 감지 가능(vs 기존 보안센서)

 ·차량용 블랙박스 및 스마트 홈 보안 모듈의 경우, 영상 감지만으로는   
보안성능이 취약하여 음향/음장 기술의 융합(보고 듣는 융합형 보안기
술)이 시도되는 추세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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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자동차 보안분야, 제품가격 10만
원대

경쟁기술
영상보안:
전력소모가 큼

본 기술의 우수성
멀티톤 음원의 음장패턴을 비교(다각적 능동 감시)하기 때문에 보안감지
신뢰도가 우수

IR센서 : 감시범위가 협소
차량/실내 등에서 공간 감시형 침입/화재 상황의 동시 구분 감시가 가능
하고 차폐 침입시 미작동
외장형(스마트폰 크기로 구현) 및 알고리즘 탑재(사업비 최소화) 음장보안
기본침입센서: 침입과    
제품 등 제품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다각적
화재 동시에 감지 불가
사업화 가능

 ·블랙박스 의무장착과 더불어 시
장 수요 급증
■ 인터넷전화 앱구현 스마트 홈 보안/안전 서비스
 ·인터넷집전화를 통해 침입/화재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문자나 영상통화를
  통해 알림
 ·스마트홈/보안 분야, 부가서비스

기술의 완성도

형태로 매출창출

■ 기술개발 완료시기

 ·1인 가구, 소점포에 적용

 ·음장기반 위험상황 감지 및 구분 알고리즘 개발 (2014.7)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 홈 실장형 모듈(2014.12)

■ 지능형 보안시스템

■ 기술이전 범위 (아래 A~E는 그룹별로 기술이전가능)

관련 제품/
서비스

 ·A 기술명: 음장변화 감지기반의 저전력 침입/보안 감지기술
  - 특
 허 “음향 전달특성 변화 측정을 통한 저전력 보안/감시 시스템(출원번호
2010-0127920)”외 기술문서5건
 ·B 기술명: 음장변화 감지기반의 화재 감지기술
  - 특
 허 “음장변화 감지 기반의 화재 감시 시스템 (특허출원번호 20120092133)”외 기술문서 4건
 ·C 기술명: 고신뢰성 음장변화 패턴 감지기술
  - 특
 허 “음장변화 패턴 감지 방식의 보안 감시시스템(특허출원번호 20110142499)”외 기술문서 7건
 ·D 기술명: 음장변화 기반 침입/화재 구분
  - 특
 허 “보안 감시 시스템 및 보안감시 방법(특허출원번호 20130122862)”외 기술문서 4건
 ·E 기술명: 음장변화 기반 앱 구현 기술

(단위: 백만불, 억원)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5차년도
(2017)

해외

110,000

115,000

120,000

125,000

130,000

국내

14,000

15,000

15,500

16,000

17,000

시장

IP Camera

*산출근거
- 국내시장(2012년): 1조4천억원 (IRS 리서치)
   1) IP camera : 1조원
   2)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3000억원 (대신리서치, IRS리서치)
   3) 인터폰 시장: 1,000억원
- 해외시장 (2012년) : 1천100억달러
   (대부분 IP 카메라시장, IRS 리서치)
   1) IP camera : 1천 50억 달러
   2)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40억 달러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최근 들어 1인가구 가속화에 따른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증가되고, 침입과
화재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터폰이나 집전화에   

  - 프
 로그램 “음장변화 기반 앱프로그램”외 기술문서 4건

적용하여 홈시큐리티 확대가 가능하여 시장전망은 매우 밝음

 ·IP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인터폰 등의 시장은 현재 국내시장규모 1조   
4천억원, 해외시장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큰 시장이며 성장속도가 매우
높은 사업분야임( 대신 리서치, IRS 리서치 2012)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현재 국외에서 음장센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침입감지나 화재 감지 제품은  
전무하며(세계최초 기술임) DSP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실제 모듈로 구현한
예도 전무함
 ·보안기술의 특성상 보안감지 기술 자체는 표준화가 곤란하지만 보안 카메라
의 인터페이스 규격 중심으로 ONVIF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임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등록구분
출원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음향 전달특성 변화 측정을 통한 저전력 보안

한국

2010-

/감시 시스템

/미국

0127920

출원

음장변화 감지 기반의 화재 감시 시스템  

출원

음장변화 패턴 감지 방식의 보안 감시 시스템

출원

보안 감시 시스템 및 보안감시 방법

한국

2012-

/미국

0092133

한국

2011-

/미국

0142499

한/미/

2013-

중/독

0122862

2010

■ 경제적 효과
 ·지능형 영상 보안모듈 세계시장은 2010년 2억불에서 2015년 6억불로   
연평균 25% 고속성장을 하고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국내시장는 2012년
3,800억원에서 2014년 6,500억원의 31%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출처 : IMS Research(2012), 한국자동차 산업협회(2013)
 ·보안관련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본 기술을 이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CCTV, 스마트홈을 포함한 보안/안전 업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한다

2011

면 2018년 까지 매출 500억 및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 사회적 효과

2013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차량용 블랙박스 일체형 보안모듈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서 차량 내부에 음장보안 센서 모듈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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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효과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침입/화재시 경보

4. 기대효과

 ·범죄예방 및 실시간 대처에 따른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화재 등의 재난
에 의한 인명 및 문화재 등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보안/안전 분야  
이외에도 실버케어(거동 없는 노인 케어) 응용이 가능하므로, 이는 경제적,
공익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3-10 MEMS 마이크로폰 ROIC 기술
혼성신호처리연구실  담당자  김이경

본 기술은 MEMS 마이크로폰 제작을 위한 집적회로 기술로, MEMS 마이크로폰 센서에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음향신호를
아날로그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함. 본 기술은 선도제품수준대비 소형화를 구현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잡음특성
및 소모전류는 선도제품대비 동등수준 이상 구현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MEMS 마이크로폰 센서에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음향신호를 아날로그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집적회로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우
 수한 전원잡음억제 특성 및 RF필터 내장
  - 소
 형 구현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시장수요
  - 스
 마트폰에서 잡음제거 등의 오디오 성능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멀
티 마이크로폰을 채용하고 있음. 애플의 경우 iPhone 4S에서는 2개,
iPhone 5부터는 3개를 채용하고 있으며, 삼성의 경우 Galaxy 3S에서는
2개, Galaxy 5에서는 3개를 채용하고 있음
  - 자
 동차, 게임 등 MEMS 마이크로폰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성장 예상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EMS 마이크로폰 ROIC를 자체 생산하여 고성능 MEMS 마이크로폰을
생산하는 업체는 K사, I사, In사, S사가 있음(S사는 Omron으로부터 센서
를 공급받음)
 ·국내에서는 B사가 MEMS 센서 및 ROIC를 납품 받아 세계적 수준의    
패키지 및 모듈화 기술로 MEMS 마이크로폰 양산

  - H
 D 비디오 녹화용으로 고성능 MEMS 마이크로폰 사용 증가
 ·시장규모 및 동향
  - M
 EMS 마이크로폰 시장은 '13년 785M$에서 '19년 1,651M$로 연평균
13% 성장 전망
  - M
 EMS 마이크로폰 국내시장은 세계시장의 27% 정도('11년 기준)로   
예상되며, 2013년 212M$에서 2019년 456M$로 성장 전망
  - H
 igh-SNR의 고성능 MEMS 마이크로폰이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저
 잡음지수 구조를 통한 64dB 이상 High SNR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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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Knowles
SPA2410LR5H-B

·최
 고수준의 SNR 성능 (64dB 이상)
·소
 형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우
 수한 전원잡음억제 특성 (PSRR < -66.7dB)
·다
 양한 MEMS 센서 대응 가능(신호 이득, 센서바이어스전압 조정 가능)

AAC
SM0102B-N383-M02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 개발 완료 예상 시기 : 2015년 2월

■ High-end MEMS 마이크로폰용 ROIC는 고부가가치 첨단센서 IC의 새로운
성장동력
 ·MEMS 마이크로 폰 시장은 '13년 785M$에서 '19년 1,651M$로 연평균
13% 성장 전망
 ·한국은 세계최대의 수요국가 : Samsung은 Apple과 더불어 최고 구매
자, LG는 세계 3위고객
 ·High-SNR의 고성능 MEMS 마이크로폰이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MEMS 마이크로폰 세계시장 ('13~'19)

성능별 MEMS 마이크로폰 시장 ('10~'17)

■ 기술이전 범위
 ·MEMS 마이크로폰 ROIC 개발자료
  - M
 EMS 마이크로폰 ROIC 회로설계 기술
  - M
 EMS 마이크로폰 ROIC 도면설계 기술
  - M
 EMS 마이크로폰 ROIC 시험 기술
 ·MEMS 마이크로폰 ROIC 관련 국내ㆍ외 특허의 통상실시권

※ 출처: Yole development, 2014.02

※ 출처: IHS MEMS microphone report, 2014

  - 개
 발기술 관련 특허출원 국내/국제 1건 출원 중
 ·MEMS 마이크로폰 ROIC 관련 기술문서
  - M
 EMS 마이크로폰 ROIC 설계 관련 기술문서
  - M
 EMS 마이크로폰 ROIC 측정/분석 관련 기술문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개발기술 관련 특허출원 국내/국제 1건 출원 (미공개 상태)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핸드폰/스마트폰, 태블릿/노트북 PC, 이어폰/헤드셋, 기타 가전제품 등
·자동차, 의료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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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고성능 MEMS 마이크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IC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능향상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MEMS 마이크로폰 ROIC는 마이크로폰 모듈 제조업체에 공급 가능.
MEMS 센서와 ROIC 기술이 없이 마이크로폰 모듈을 제조하는 제조사는
세계시장점율 10권내에서 AAC, GoerTek 등 4개 회사가 있고, 4개 회사의
마이크로폰 2013년 시장점유율은 17%임
 ·본 기술의 저잡음 신호처리 기술은 높은 분해성능이 필요한 센서신호처
리회로에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3-11 터치센서기술
나노인터페이스소자 연구실  정우석

본 기술은 윈도우 일체형 대면적 TSP, Sheet형 G2-/G1-TSP, 플랙시블 TSP 등의 제조에 적용될 수 있는 차세대 TSP 모듈 제조
기술로서, 저비용 TSP 제조, 고수율 확보 및 TSP의 대면적화에 기여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세대 투명전극, TSP 기술 및 IPVD 장치 기술과 관련된 TSP용 투명전극 기술, 윈도우 일체형 TSP 기술, IPVD 상용화 기술 등 핵심
기술로 구성된 윈도우 일체형 TSP 플랫폼 기술을 의미함.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터치센서 고객 및 시장은 터치센서의 슬림화, 경량화, 멀티터치, 고투과,
베젤최소화, 및 저가격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 방향 중에    
가장 유리한 TSP 구조는 윈도우 일체형 (G2) 또는 단일전극 멀티터치
기술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기술의 특징 : IPVD 상용화 기술이 반영된 증착설비를 통한 TSP용 저온             
투명전극 형성기술과 전극 패터닝 공정을 위한 DES 시스템 최적화
로 G2-/G1-TSP를 제조함으로, 저가격설비를 이용한 고성능 TSP의                                                                               
고수율 제조공정 확보가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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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세계 TSP 시장 동향

 ·GFF 기술 : ITO 필름을 2장 적용하는 TSP 모듈 제조기술로서, 필름이
최근 얇아지고, 가격도 크게 하락하면서, G2의 강력한 경쟁기술로 다시
인식되고 있음.

 ·TSP 시장의 특징 : 연평균 15% ( '11 ~ '8 )가 넘는 고성장 산업분야  
이고, 패널 평균 부가가치가 노트북, TV, Monitor에 비해 3~5배 높게  
구성되어 있고, 중소/중견업체가 생산할 수 있으므로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며, 미래 디스플레이 환경을 주도하는 시장임

 ·메탈메쉬 전극기술 : 저저항 및 저가격 투명전극 후보로 최근 부상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GFF 기술

메탈메쉬 전극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Sheet형으로 대량생산에 유리함.
·단일전극으로 멀티터치가 가능한 일체형 TSP 제조가 가능함.
·대면적 TSP 제품에 적용이 가능함.
·광학적 특성과 내구성이 메탈메쉬보다 우수함.
·서플라이 체인 구성이 가능함.
·Smart window 등 응용 디바이스의 범위가 넓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2~3년 내로 양산 가능함.
■ 기술이전 범위
 ·주요 내용 : IPVD 상용화 기술, TSP용 투명전극 기술, 윈도우 일체형
TSP 기술
 ·기술이전의 범위 : 주요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이며, SW 프로그램
및 기술문서 (TDP 포함) 등은 부속 자료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윈도우 일체형 TSP 플랫폼 기술은 최근 가장 활발히 기술개발이 진행되
고 있는 Sheet형 G2-TSP 모듈 생산에 적용 가능함
 ·본 기술을 통해 TSP의 대면적화, 저가격화, 고수율 확보가 가능할 것임
 ·본 기술이 적용 대상 품목은 Mobile phone, Tablet PC, Touch
Notebook, 및 All-In-One PC 등 중소형에서 대형 TSP 까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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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윈도우 일체형 TSP 플랫폼 기술은 대면적 TSP, Sheet형 G2-/G1-TSP,
플랙시블 TSP 등의 제조에 적용될 수 있는 차세대 TSP 모듈 제조기술
로써, 저비용 TSP 제조, 고수율 확보 및 TSP의 대면적화에 기여할 수     
있음

미 래 를 창 조 하 는 I C T I n n o v a t o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