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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S

도전 (Challenge)

풍산인은 미래를 

향해 도전한다.

창의 (Create)

풍산인은 모든 일에

창의를 발휘한다.

변화 (Change)

풍산인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확인 (Confirm)

풍산인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소통 (Communicate)

풍산인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

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하는 풍산

첨단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

MISSION

V I S I ON

세계를 향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풍산의 꿈은 Poongsan Way로 집약됩니다. 

Poongsan Way는 풍산이 가야 할 미래의 지표이자, 풍산인 모두가 실천하는 공유가치로서

비즈니스와 조직문화 모두에서 풍산을 최고의 전문기업답게 만드는 든든한 힘입니다.



President Message

풍산FNS는 고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업계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산FNS는 1973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글로벌 방산 전문기업입니다.

40여년간 축적된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분
야의 핵심 제품인 첨단 신관 및 센서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관 제품으로는 MLRS용 탄두신관, 127밀리 함포탄용 신관 등 육
/해/공군에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정밀 신관을 생산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설비에서 생산되는 가속도계 센서는 풍산
FNS만의 독보적인 기술의 산물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방산 및 민
수 분야 수요를 충족시키며, 자사의 획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미래 핵심 품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핵심부품인 연료 고정체 등의 정밀가공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세계 초일류 기업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
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산FNS는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국내는 물
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탄약용 신
관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속도계를 비롯한 센서
와 정밀가공품 핵심 생산기술을 융합해 미래 첨단 방산 및 산
업 분야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풍산FNS가 세계 최고의 신관, 센서, 정밀가공부품 전문기업
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
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류 상 우



Poongsan Accelerometer : PSA Series

PSA는 고성능의 통합 서보형 1축 가속도계로써 실리콘 펜듈럼과 복원코일, 
영구자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전 용량형 서보 가속도계 입니다.

▶ 펜듈럼 소재 : 실리콘 (Silicon)
▶ PICK-OFF 검출 방법 : 정전용량형 (Capacitive)
▶ 복원코일에 의한 영점구동 방식
▶ 헬륨가스에 의한 가스 댐핑
▶ 초정밀 펜듈럼 제작을 위한 MEMS 기술
▶ 소형화된 디자인
▶ 2개의 자가 진단 기능
▶ 열 보상을 위한 온도센서 채택

Poongsan Fuze and Sensor



가속도계 적용분야

▶ 전차, 사격통제 시스템의 안정화 장치

▶ 함정용, 항공기용, 유도무기의 관성항법장치

▶ 어뢰용 관성유도장치

▶ 인공위성 자세제어장치

▶ 빌딩 / 구조물 모니터링 시스템

▶ 산업용 로봇 자세제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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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san Accelerometer Series

Model PSA-2000

PSA-2000은 고정밀 가속도계로 우수한 Bias와 Scale Factor 및 Misalignment

를 가지며 광범위한 온도 구간으로 군사용 및 상업용 관성항법 시스템에 이용

되고 있습니다.

※ 국제특허보유

* 등급 : 특수 시험에 따른 구분

Poongsan Fuze and Sensor

◼ 제 원 / Technical Data

PSA-2000-010* PSA-2000-020* PSA-2000-030*

Input range [g] 

Bias Nominal Value [mg]

Scale Factor 
Nominal Value [mA/g] 

Non-linearity [ug/g2]

Misalignment             Nominal Value [mrad]

Operating temperature [℃] 

Shock [g, msec] 

Bandwidth [Hz] 

Weight [gram] 

± 25 

< 4

0.8 ~ 1.2

< 20

< 2

-40° ~ +85° 

40.11

> 600

< 70



Poongsan Accelerometer Series

Model PSA-1500

PSA-1500는 높은 가속도 측정용으로 개발된 가속도계로, 작은 크기와 넓
은 작동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용 및 상업용 장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국제특허보유

◼ 제 원 /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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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range [g] 

Bias Nominal Value [mg]

Scale Factor Nominal Value [mA/g] 

Misalignment             Nominal Value [mrad]

Operating temperature [℃] 

Shock [g, msec] 

Bandwidth [Hz] 

Weight [gram] 

PSA-1500

± 70

< 5

0.7 ~ 1.0

< 2

-40° ~ +80° 

90.6

> 600

< 50



Poongsan Monitoring Accelerometer
PSMA-2X Series
실리콘 Type의 PSMA-2X시리즈 가속도센서는 항체의 진동 및 충격 등의 동적 힘을

감지하는 센서.

▶ 건물 구조물의 상시진동과 기울기를 측정하여 구조물 전체의 상태 및 건전성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 해일을 관측, 예방, 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초정밀 가속도계.

▶ 풍산FNS는 가속도계로 계측한 높은 정밀도와 높은 샘플주파수의 가속도와 

GPS-RTK로 계측한  낮은 정밀도와 낮은 샘플주파수의 변위를 융합하여 변위, 

속도, 가속도, 각 변위를  실시간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Poongsan Fuze and Sensor



Poongsan Monitoring Accelerometer
PSMA-2X Series

PSMA-21

◼ 사양 / Specification

PSMA-23

PSMA-DR3

측정 성분

대역폭

동적 범위

비선형도 출력 전압

1 Axis 

0.1Hz to 50Hz 

120dB+ 

< 1% 

◼ 사양 / Specification

측정 성분

대역폭

동적 범위

비선형도 출력 전압

성분 감 감도

3 Axis 

0.1Hz to 50Hz 

120dB+ 

< 1% 

< 1% 

◼ 사양 / Specification

동적 범위

채널

최대 시간 오차

네트워크

기록 형식 & 저장

120dB+ 

3channels more than 

< 0.005 sec 

TCP/ IP Type 

범용 자료 구조형식

2축 : 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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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san Fuze and Sensor

풍산은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생산기술과 첨단 설비로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 5축 복합 가공기
▶ MCT 가공장비
▶ Wire cutting 장비

더 높은 목표를 향한 풍산FNS의 
연구와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 산, 학, 연  및 외국의 선진 연구소와 기술 협력
▶ 자체 제작 제어 기술의 전자회로 설계
▶ 모델링 및 프로토 타입 제작 및 평가

첨단 기술과 특수 시설에서 
최고의 제품을 조립합니다.

▶ 청정실 (100class)
▶ 항온 항습 실험실
▶ 펜듈럼 제작을 위한 최첨단 MEMS 기술

최고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 3차원 측정 장비 2대
▶ 2축 레이트 테이블 (6position test)
▶ ISO 9001 인증서, 국방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 보유
▶ 3D X-ray 장비

고성능 가속도계 사업에서 선두 주자인 풍산FNS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ensor accessory processing

Quality control

Sensor component assembly

Research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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