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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소식 *해당 내용 클릭시 자세한 내용 확인
·(머니투데이)나노기술융합 센서·기능성 필름 소재 세미나
·(아이뉴스24)KIST, 편광 필터 필요없는 3D 이미지센서 구현
·(IT조선)CCTV 대신 라이다 센서로 교차로 교통 상황 실시간 확인
·(아시아경제)정부-민간기업, '탄소중립·스마트센서' 연구개발 총력
·(IT데일리)스마트폰 센서로 '몰카 카메라'를 발견하는 앱 개발
·(헬로티)LG유플러스-서울로보틱스, 교차로·도로에 라이다 센서 심는다
·(동아사이언스)미 달 착륙선에 국내 개발 환경센서 실린다…아르테미스 협력
사업 첫 시동
·(이데일리)광운대, 바이오센서 성능 극대화하는 기술 개발
·(헬로티)“LMI, 더 똑똑한 3D 센서를 통해 더 편리한 3D 검사 구현”
·(테크월드)스마트 홈과 스마트 빌딩에서 CO₂센서를 활용한 공기 질 향상
·(KOTRA해외시장뉴스)지속 성장하는 자동차 센서 시장동향
·(MBN뉴스)"계산은 카메라와 센서가" 스타벅스, 미국서 계산원 없는 매장 첫 개설
□ 정책 소식 *해당 내용 클릭시 자세한 내용 확인
·(과기부:2022년도 IoT센서 신뢰성 평가 및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IoT센
서 강소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의 기구축 및 신규 장비

를 활용한 신뢰성 평가 및 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신청 방법: 첨부의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접수(jy6033@nnfc.re.kr)

·(산자부:2022~2023년도 국고지원 단체 참가 해외전시회 모집공고)KOTRA
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
상으로 전시품 운반비 편도, 해외마케팅비, 협력비, 통역비 등을 지원
*신청 기간: 2021.11.19.(금) ~ 2021.12.03.(금)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과기부:2022년도 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한국-중
국 간 협력사업 격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
고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가 높은 산ㆍ학ㆍ연
대형 공동연구 과제비 지원
*신청 기간: 2021.11.22.(월) ~ 2021.12.23.(목)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중기부: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협업체 모집 3차
공고)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지
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ㆍ특화ㆍ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한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
*신청 기간: 2021.11.15.(수) ~ 2021.11.29.(월)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평가 항목: 지역산업 경쟁력 / 지원 필요성 / 계획의 적정성 / 기대효과

·(과기부:2022년 한국전기연구원(KERI)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안내)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정부인증 획득 등을 지원
*신청 기간: 2021.11.19.(금) ~ 2021.11..30.(화)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산자부:2022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2022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 시 부스비, 운송비,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기간: 2021.11.15.(월) ~ 2021.11.30.(화) 온라인 신청 및 신청금 입금

□ 회원 동정 *해당 내용 클릭시 자세한 내용 확인
·(아이쓰리시스템(주))산업용 엑스레이 시장 진출
·((주)마이크로인피니티)방위산업체·컨택센터 5개 기업 대전에 290억 투자
·((주)센코)LGU+·산업안전협과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추진
·((주)엠쏘텍)[2021 유망중소기업]새로운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중소기업의 도전
·고려대학교 주병권 교수 산업부 첨단센서 2025포럼 공동위원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