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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압력센서는 인가되는 유체의 압력, 즉, 센서에 가해지

는 힘의 크기를 물리량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해 주는 감지기로 고압, 중압, 저

압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응용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 

센서이다. 대규모 장치시스템 제어, 자동차 분야로부터 

최근에는 핼스케어, 의료기기, 가전 모바일 등과 같은 

중소형기기에도 활용되는 수요가 많은 센서류의 한 품

목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초소형화 및 대량생산에 유리

한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MEMS) 압력센

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압력감지 방식에 따라서 압

저항형(Piezoresistive)과 정전용량형(Capacitive) 방식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재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MEMS 압력센서의 감지기술 및 제작기술을 소개하고, 

주요 업체의 기술개발 동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관

련 연구성과를 포함한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도록 한

다. 또한, 멤스 압력센서의 산업동향 및 향후 시장전망

을 살펴보겠다. 

II. 기술동향 

1. 압력센서 기술개요 

가. MEMS 압력센서 

MEMS 압력센서는 단순한 제작 방법, 구조, 감지 원

리 등의 이점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된 대표적

인 MEMS 센서이다. 일반적으로 MEMS 압력센서는 사

용하는 압력범위의 용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양한 형

태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 1)은 반도체 기판의 후면 관

통 식각을 통하여 제작되는 MEMS 압력센서들의 대표

적인 구조들로써 5~50kPa 범위의 게이지 압력센서, 밀

폐된 공동(cavity)구조를 가지는 100~200kPa 범위의 

절대압을 측정하는 맴브레인 압력센서, 700kPa 범위의 

압력차이를 측정하는 차압센서의 대표적 단면구조를 나

타낸다. 

반도체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온 MEMS 압

력센서는 90년대부터 실용화된 압력센서로서 히스테리

시스(hysteresis) 현상이 없고 감도 선형성이 우수하며, 

소형경량으로 진동에도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계식보다 고감도, 고신뢰성이며 양산성이 좋다. 이것

은 외부압력을 응력으로 변환하는 다이어프램과 다이어

프램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두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프램은 단결

정 실리콘을 화학적으로 에칭(etching, 식각)하여 형성

하며, 다이어프램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진동자의 고유진동수 변화와 표면 

탄성파를 이용하는 것도 있으나 주로 압저항형과 정전

용량형의 두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압저항형 압력센서[(그림 2) 참조]는 저항확산형 

또는 확산형 압력센서라고도 하며, 저항소자를 형성시

킬 때에 반도체의 불순물 확산 공정이 이용되기 때문이

다. 압저항형 압력센서는 반도체 공정으로 얇은 박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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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박막과 기판의 경계에 실리콘 압저항체를 형

성하여 압력에 의해 박막이 변형되면 압저항체의 저항

이 달라지는 것을 감지하여 압력을 측정한다. 압저항형 

반도체 압력센서는 온도 특성이 나쁘고 회로 호환성이 

떨어지지만 구조와 공정이 단순하고 회로가 간단하여 

현재 산업 전 분야에 범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정전용량형 MEMS 압력센서[(그림 3) 참조]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전극판의 간격을 외부로부터의 응력에 

의하여 변화되어 전극 간의 정전용량이 변화한다. 이 정

전용량 변화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면 응력이 검출된

다. 정전용량형은 매우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고 미세한 

변화도 회로에서 감지할 수 있어 고감도이나 전극의 형

성, 외부 회로와의 연결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응

답성이 나빠 수요는 적다. 그러나 온도특성이 우수하고 

소형이며 고감도인 관계로 생체 등 특정 압력의 영역에

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압저항형 압력센서는 

저압(0.1기압)에서 중압(10기압)까지의 압력감지 범위

를 가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압력 측정에 사용할 수 있

다. 반면 정전용량형 압력센서의 경우 높은 감도를 보이

므로 초저압(0.001 기압)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지

만 구조상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은 측정이 어려워 저압

(1기압)까지 감지할 수 있어 정밀한 압력을 측정하는 분

야에 적합하다[1]. 

이 외에도 MEMS 압력센서로 광학식, 공진방식, 전자

기 유도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오랫동안 연구되었으나 

구조 및 공정이 복잡하여 용도가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

이 들어 상용화되지는 못하였다. 

나. MEMS 압력센서 제작방식 

MEMS 압력센서의 제작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기

판을 가공하여 센서 구조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벌크

형과 표면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벌크형 압력센서는 실리콘 기판의 전면에 감지 회로

를 구성하고 난 후에 기판을 후면에서 관통 가공하여 기

판의 상부를 감지 박막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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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센서[(그림 5) 참조]이다. 후면 관통 가공을 위한 

별도의 공정과 비용이 들고, 압력 캐비티를 형성하기 위

해서 이종 기판 접합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공정이 잘 개발되어 있고 생산 단가가 

낮아 현재 대부분의 멤스 압력센서는 벌크형으로 제작

된다. 

표면형 압력센서는 기판을 직접 가공하지 않고 기판

의 표면에 반도체 공정으로 감지 박막과 압력 캐비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되는 압력센서[(그림 6) 참조]이

다. 기판을 가공하지 않으므로 반도체 공정으로 쉽게 제

작할 수 있지만 박막의 두께와 압력 캐비티의 크기 등에 

제약이 따르므로 감지 범위가 좁고, 감도가 낮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ST Microelec-

tronics사에서 공정이 개선된 표면형 멤스 압력센서가 

개발되어 고감도 압력센서를 생산하고 있다. 

2. 압력센서 기술동향 

가. 압력센서 응용 분야 

압력센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멤스 압력센서가 개발되면서 더욱 많은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를 <표 1>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인 자동차에는 현

재 약 10여 종, 20개 이상의 압력센서가 장착되고 있으

며, 전기자동자,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무인 

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개발되면서 요구되

는 센서가 증가하고 있으며 압력센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

됐던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에 조립형태로 만든 모듈형

태의 압력센서를 MEMS 압력센서를 활용한 소형 고감

도 압력센서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압력센서는 자동차 및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돼 왔으나, IoT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앞으로는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 의료 및 헬스케어, 

가전제품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그 응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종류의 압력센서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나. 압력센서 주요 업체 동향  

MEMS 압력센서는 대표적인 MEMS 센서로써 전 세

계적으로 수십 개의 센서업체가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다. 이 중 Bosch, Denso, Sensata, GE Sensing, 

Freescale 등 자동차용 센서 중심의 회사들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압력센서를 제작하고 있다. 

<표 1> MEMS 압력센서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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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sch Sensortec 

보쉬는 센서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나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다. 특히 자동차용 센서 분야

에서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MEMS 분

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95년 이후로 1억대 

이상의 MEMS 압력센서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

유율 1위 업체이며, 자동차용 및 모바일용 압력센서를 

타깃으로 하는 전통적인 이종 접합형 압저항식 압력센

서[(그림 7) 참조]를 생산하고 있다.  

 

2) GE Sensing 

GE Sensing은 기존의 산업용 및 가전용 압력센서뿐

만 아니라 의료 애플리케이션용의 압력센서[(그림 8) 참

조]도 개발하여 의료기용 압력센서 시장에서 높은 점유

율을 갖고 있다. 의료용 압력센서는 일반적인 MEMS 

압력센서들이 외부 유체(비부식성 기체)와 직접 접촉하

여 압력을 측정하는 데 비해서 gel을 패키지 내부에 충

진하여 액체 및 다양한 종류의 가스의 압력도 직접 측정

할 수 있다. 

 

3) ST microelectronics 

ST microelectronics는 전 세계적으로 800여 개 이상

의 MEMS 관련 특허 및 특허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생산 가능 수량이 400만개 이상으로 현재

까지 30억 개 이상의 MEMS 디바이스를 출하해온 세계 

1위 MEMS 센서 제조사이다. 최근에 고도 측정을 위한 

고정밀 MEMS 압력센서 시리즈를 출시하고 시장 점유

율을 높여가고 있다.  

다. 압력센서 최신 연구동향 

1) ST microelectronics 

기존의 센서 업체들과 달리 ST는 독자적인 공정 기

술을 이용하여 표면가공형 방식으로 단일 기판형 세계 

최소형 압력센서 칩을 만들고 이를 회로칩과 적층 패키

지[(그림 9) 참조]하여 폼팩터를 줄이고, 특허 패키지 기

술을 이용해서 방진 방수가 되는 Land Grid Ar-

ray(LGA) 타입으로 패키지하여 세계 최소형의 고정밀 

압력센서제품을 내놓고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ST가 특허(US 8,334,148)를 가진 표면가공형 압력센

서 제작방식은 (그림 10)과 같다[2]. 우선 기판에 트렌치

를 파고 에피층(Epitaxial layer)을 길러서 트렌치 상부

가 막혀 공동들이 생성되게 한 뒤에, 열처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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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실리콘들이 이동하여 공동들이 합쳐지면서 하나

의 밀폐된 캐비티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 후에 기판을 

선택적으로 도핑(doping)하여 압저항부를 형성하여 압

력센서를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센서는 단일 기판이

므로 이종 접합형에 비해서 두께가 매우 얇아 적층 형식

으로 패키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박막의 두께를 벌크형

보다 줄일 수 있어 더 작은 크기로 센서 제작이 가능해

진다. ST는 이 공정을 통해서 더 작고 저렴하면서 더 높

은 성능을 갖는 센서칩을 제작하고 있다.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외국 선도사의 선

행특허 회피는 물론 원천특허가 확보된 독자적인 표면

가공형 MEMS 압력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압력센서의 국산 양산화를 추

진하고 있다. 

ST와 동일하게 단일기판을 사용하면서도 캐비티 형

성 방법에서 원천특허[3]를 확보한 압력센서의 제작 공

정[(그림 11) 참조]은 다음과 같다. 

기판에 트렌치를 파고 열산화막을 성장시켜 트렌치가 

산화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도록 한다. 그 후에 감지 박막

을 증착하고 기판 내의 산화막을 식각하여 캐비티를 형

성하고 박막의 식각홀을 막아 캐비티를 밀폐하고 그 위

에 감지부를 형성하여 압력센서[(그림 12) 참조]를 제작

한다. 

ETRI의 압력센서는 ST와 달리 폴리실리콘을 압저항

으로 사용하여 감도는 낮지만, 회로와 공정 호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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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도 특성과 선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박막

을 증착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더 얇고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어서 더 작은 센서의 제작이 가능하다. 

III. 산업동향 

1. 압력센서 개발 및 시장 

압력의 힘을 기계식 플돔관 등으로 측정하여 기계적 

표시장치에서 나타내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현재의 압력

센서는 반도체 기술과 MEMS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초

소형화 디지털화 저전력화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

고, 힘의 크기를 전기적 신호의 정량적인 값으로 변환시

키는 회로소자가 탑재된 일체형의 단일칩 형태로 출시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온도에 따른 압력 보정을 위

하여 온도 보상 회로 및 제어 프로그램까지 집적된 고정

밀, 고기능 센서로 기술적 발전[(그림 13) 참조]을 거듭

하고 있다. 

1960년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개발되던 센서 중 압

력센서는 1970년대 상용화를 가장 먼저 한 센서로 현재

까지 고성능 센서개발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센서

이다. 수요가 크고 활용도가 매우 다양한 센서로써 회로

집적화 소형화를 통하여 휴대형 장치인 고도계, 혈압계 

및 인지장치 등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림 14)는 MEMS 기술을 이용한 각종 MEMS 

제품 중 세계시장에서 MEMS 압력센서 시장규모를 상

대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압력센서는 2015년 칩 시장규

모가 약 21억불에 달하며, 매년 7.7%의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나타내고 있다. 

2. MEMS 압력센서 상용화 현황 

MEMS 압력센서는 (그림 15)와 같이 가장 먼저 상용

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1980년대 이후 단가조정기를 지

난 후 반도체 일괄생산라인 체계를 통하여 더욱 정확하

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상용화

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압, 고열분야의 

특정용도의 압력센서는 최근 Silicon Carbide(SiC)와 반



 

28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0권 제6호 2015년 12월  

도체 재료 및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의 선진국에선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특정용도의 전자식 

압력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국내 압력센서 시

장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대부분 국내센서 

산업체에서는 핵심 센서칩을 수입하여 패키징 및 하우

징을 통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각각 압력센서의 사용분야별 

시장규모와 수요를 나타낸 것으로 아직은 자동차 분야

에서의 수요가 가장 크다[4].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

바일 기기를 포함하는 가전 쪽 분야에서 수요가 큰 폭으

로 증가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에서 부가 서비스 기능으로 날씨, 고도탐색 등 부가환

경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수요가 일어나 2016년까

지 스마트폰은 ~50%, 태블릿용 기기에는 ~2% 정도의 

수요 신장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8)은 참고로 가전분야에서 압력센서를 포함한 

신규센서제품의 급속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전자기기들에서 소요되는 센

서의 시장규모를 나타낸다. 

또한, 최근 MEMS 압력센서는 초소형화 저전력이 요

구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향후 많은 수

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기 세계시장은 2009

년 2,489억불에서 2014년 3,403억불로 연평균 6.5% 정

도로 성장하고 있으며[(그림 19) 참조], 특히 이 분야에

서 초소형 MEMS 압력센서의 활용분야는 휴대용 체외

형 압력센서 분야와 인체이식형 압력센서 분야로 시장

을 형성하고 있다. 주사용 용도는 혈압, 뇌압, 안압 등을 

감지하는 소자로 사용될 전망이다.  

3. 압력센서 생산기업 현황 

MEMS 압력센서는 반도체 기술 및 MEMS 기술을 이

용하는 것으로, 칩 생산구조는 일반적 반도체 제품생산

과 같이 설계, 칩 생산 및 패키징의 과정을 거치나 센서

의 용도에 따라 유체 내부, 고압, 고열환경 등 다양한 시

스템에 탑재되는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 구조적 및 기계

적으로 모듈 하우징과 같은 전문적 제품완성 기술이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압력센서 칩 메이커에서 설계 및 생

산을 담당하고, 모듈 및 하우징 분야 설계제작은 별도

의 전문기업에서 생산조립하여 시스템업체에 공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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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산업은 통상적으로 센서공급 및 수요기업으로 

Value Chain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칩 제조회

사들이 1차 공급자가 되며 칩을 공급받아 패키징 및 하

우징을 담당하는 2차 공급자를 통하여 제품으로 출시된

다. 수요자는 이를 이용한 센서모듈 및 센서시스템 제조

사들이 1차 수요자로 볼 수 있으며, 2차 수요자는 최종 

자동차, 가전제품 등 완제품에 사용하는 생산 판매기업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0)은 MEMS 압력센서 칩을 전

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

주는 그래프로써, 거의 미국, 일본, 유럽의 회사들이 세

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1]. 

국내 압력센서 현황은 다른 센서에 비해 수입의존도

가 높은 센서품목으로서, 국내 대부분 업체는 기계식 압

력센서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자동차용 MEMS 압력센

서는 전장용으로 케피코 등에서 자체개발을 통한 생산

을 수행하여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외 일부 중소업체인 오토닉스, 맨택, ㈜미코에스앤피 

등이 오프칩 형태로 저가형 압력센서를 개발 제작하고 

있으나, 상용화는 미미한 수준이고 국내 일부 패키징 및 

하우징 전문업체들이 사용하는 상용 압력센서 칩은 대

부분 국외 전문생산업체의 칩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

다. 특히 자동차, 원자력발전소, 산업시설 등에 소요되

는 특수센서는 고분해능과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특성으

로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IV. 결론 

최근 화두가 되는 Internet of Things(IoT) 사회 구현

에서 센서는 인터넷망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술구성 부

문을 차지하는 핵심 기술로, 그중 압력센서의 수요는 다

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 

및 지능형 자동차 등에서 IT제품들이 빠르게 소형화, 슬

림화, 저전력화 및 지능화로 이행함에 따라 압력센서도 

이런 시스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기

술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중소기

업 주도의 일부 저가형 압력센서 생산 및 공급하는 수준

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이미 국외에선 압력센

서가 전/후방산업에 기술기여도 및 활용도가 매우 큰 

소자로 대기업 수준에서 개발 및 생산에 지속해서 참여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확보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

산기술과 산업구조를 잘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MEMS 압력센서를 개발해 생산할 경우, 이미 산업화에 

성공한 자동차, 휴대폰 등의 IT기기산업에 활용함으로

써 기기장치산업의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고성능 압력센서 시장을 

우리가 추격기술을 통해 따라잡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

더라도 최근 우리나라 첨단센서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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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 센서개발정책 유지와 기업의 첨단센서 

개발양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발의지가 

있어야 하며, 산학연이 일체화된 협동연구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약어 정리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iMEMS Integrated MEMS 

IoT Internet of Things 

IT Information Technology 

LGA Land Grid Array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PCB Printed Circuit Board 

SiC Silicon Carbide 

SoC System on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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