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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온칩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등의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담아, 반도체가 곧

시스템이 되는 것을 말한다. 휴 용 단말기, 유비쿼터스, 차세 PC, 텔레메틱스

기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서의 SoC는 반도체 산업의 역을 벗어나 정보가전

기기 등 모든 역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SoC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지만 그 파급효과는 다른

동력과는 다르게 기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타 성장동력의 도화선 역할을 담

당하기 때문에 SoC기술 확보없이는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뿐 아니라 가전, 정보

통신기기 시장 등의 첨단 기기의 전 시장 역에서 살아남기 힘들 정도이다. 가전,

정보기기의 시장점유가 나날이 SoC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황에서, 시장점유를 위

한 격투의 시작은 SoC를 이용한 부품 기술로부터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시장

선점은 반도체 기술 확보를 통해 SoC 시장을 선점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

발 및 축적을 통해 기술 강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제품용 SoC설계업체의 경쟁력은 시스템 지식, 특정 용도를 위한

고유의 핵심설계(코어) 능력이며 이를 차별화하여 시장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심설계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설계업체의 전문화

및 시장 응능력이 떨어져 선진국에 비해 SoC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SoC산업

성장은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에 의해 좌우되나, 기

존 학교육과정은 SoC전문화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산업계 요구를 신

속하게 반 하고, 시스템 및 반도체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SoC특

화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분야별 장기적인 SoC기술∙시장전망

및 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분석을 통해 학 교육과정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시

스템 신기술 관련과정 및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SoC개발∙마케팅 사례

등을 제공하여 학 교육을 보완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IP/SoC 설계 및 제

작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트 양성을 위해 한국소

프트웨어진흥원 IT SoC 사업단은 SoC핵심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1. SoC 핵심인력(SoC아키텍트)의 정의

시스템레벨과 소프트웨어 위주의 SoC패러다임은 현재 시스템 기술과 실리콘

구현상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이를 없애기 위

한 최선책은 인력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기반의 SoC 교과목, 교재, 교수가 준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본 요소들이 아직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핵심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에 맞추어 인력수

급을 예측하고, 인력 양성 체계와 교보재 개발, 그리고 세부 전공 등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SoC 아키텍트라 함은 IT 정보와 기술(주로 통신기술 기반)을 융합하여 나노미

터 설계와 공정을 이용한 아키텍처로 구현할 능력을 갖춘 설계자라 할 수 있겠다.

아키텍트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IT제품의 수요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리콘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전기전자학부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SoC 아키텍트로 양성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현재의 교육

과정으로는 통상적으로 VLSI 설계자, 통신 및 컴퓨터 전공에 한 개별적인 능력

을 보유한 인력 배출이 가능하 으나 각 역을 연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등한시해왔다. 마찬가지로 전산 및 컴퓨터학부는 임베디드 시스템분야에

만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현재 SoC 패러다임은 별도의 전공에서 융합된 인

력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IT SoC산업이 당면한 인력의 문제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로 미래 경쟁력인 고급 엔지니어 인력풀이 줄어들고 있

다. 이공계 석박사 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고급 엔지니어 인력의 감소를 의

미하고 이는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상황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말라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입 수능시험의 자연계 진학률은 갈수록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

으며(1998년 42.4%, 2002년 26.9%), 이공계 재학생 54.2%가 비 이공계로의

전공 전환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

해주는 예이다.

② 이공계 분야 중에서도 SoC분야 배출 인력이 절 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3년

간 1,000억 이상의 기업 10개 양성을 위한 인력 수요는 략 100명×10개 기

업=1,000명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배출 가능한 인력은 SoC관련 교과과정을

준비 중인 20개 학의 약 200명 정도로 그 수가 절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③ 현재 IT관련 학과가 배출하는 인력 수준이 산업체 기 에 못 미치고 있다. 

학의 IT 관련 학과인 전기, 전자, 전산, 컴퓨터 학과에서는 많은 졸업생들이 배

출되나, 학부생은 상 적으로 교과 이수가 수월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호하

고, IT SoC 분야는 기피하고 있어 HW와 SW의 복합체인 SoC의 능력을 보유

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업단은 이러한 국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위한 기

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SoC아키텍트 확보를 위한 방안을 기획하여 2003

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2. IT SoC 핵심설계인력 양성 추진 방안

심각한 이공계 기피 환경에서 SoC아키텍트 양성을 위하여 IT SoC 사업단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SoC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원과 협력하여 SoC분야의 기술을 선도할 석ㆍ박사

인력을 추가 배출하는 SoC전공인증 교육과정을 운 중이다. 이 교육과정은 SoC

전공 교과목의 신규 개발 및 개설, 설계 실습 및 SoC구현이 가능한 R&D실습과

제 수행 등으로 특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나가게 된다. 이 교육과정

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본 교과과정과 SoC설계 실습을 산업체의 수요조사나 검

수에 따라 개발, 운 함으로써 산업현장과 착된 교과과정, R&D를 수행해 나간

다는 것이다. 

[그림 1] IT SoC 사업단 SoC 아키텍트 양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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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oC 사업단의 학원 교과 인증 프로그램 추진

① 목적 : 실습 위주의 학원 교육과정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② 방안 : SoC 핵심기술 및 관련기술, 산업체 수요를 반 한 교과목, 설계실습

및 SoC 구현이 가능한 R&D 실습과제 수행, 신기술 습득을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도입하여 운

③ 프로그램의 상 : 참여 학(원)은 IT SoC 관련학과이며, 참여 학생은 IT SoC

전공인증 교과과정을 도입한 학(원) 또는 학과 재학생 중 신청자

④ 전공인증 교과과정의 구성 (표1 참조)

- 전공 필수 과목 : 핵심공통 5과목으로 구성

- 전공 선택 : 2개 전공트랙 10과목

- 전공 일반 : 참여 학 SoC 관련과목

- IT SoC사업단 특화 : 특강, 설계실습, 실습 R&D Project 참여

[표 1] IT-SoC전공인증 교과과정

⑤ 전공인증과정의 운

- 신규 교과목 개설 : 참여 학내 자체 개설, 타 참여 학 개설강의 수강, IT

SoC사업단 개설 요구로 구분

- 기존과목의 경우 SoC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후 개설 : 전공 교과목 개발

준거에 따라 강의계획(Syllabus), 교과단원, 단원 내용, 주 교재 (강의노트),

교수 매뉴얼 등을 인정

- 교과목 개설기간 : 참여 학 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되, IT SoC사업단은 계절

학기 또는 학기 중 단기 집중강의 개설

- 학생 선발 : 참여 학 상 학과 수학자중 IT SoC 전공 인증학위과정 이수

신청 학생

- 인증학점 사정: 참여 학 졸업요건 만족 + IT SoC사업단 인증학점 이수

(IT SoC사업단 필수과정 이수 포함)  

- 학위 및 인증서 수여: 참여 학(원)의 석박사 학위 및 IT SoC 사업단의 석.

박사 인증서 수여

⑥ 인증참여의 결과(참여 학 혜택) 

- 참여학생의 IT SoC 설계 및 제작 경험을 위하여 실습 프로젝트 과제비 지원

- 경쟁력 있는 IT SoC 전공 인증 교과 과정 제공

- 첨단 IT SoC 전공교과과정을 구성/제공하여 협동과정 설치 가능

- 시스템별 특화 전공 학으로 발전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우수한 석박사 배출

가능

- 설계실습 교과 및 IT SoC 전공 핵심 교과목 제공

- 참여 학(원)에 개설되지 않은 SoC 전공 교과목 제공

- 복합 기술 등 신기술 도입요구를 반 해 개발된 SoC 신규 전공 교과목 제공

- IT SoC 사업단 보유 설계 툴 및 시험 장비 사용

- IT SoC 사업단 보유 시설 이용 가능

- IT SoC 설계 및 제작 기회 제공

- 실습과제의 수행을 통한 칩 설계 및 제작

- IT SoC 사업단 R&D프로젝트, 실습 프로젝트 제안 및 참여

●지역별 추진 방안

① 목적 : 지역적인 특성과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 클러스터링 추진

② 방안 : 학교 집지역, 학교 인프라에 따라 효율적인 SoC 아키텍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교 인프라의 활용, 교보재의 개발과 적용을 지역에 따라 단계별로 운

③ 지역별 운 방안

- 지역별 클러스터링으로 지역캠퍼스를 구성하여 학과 인력의 수도권 편중

화를 방지하고 지역 산업과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학원 공동 SoC과정

의 운 과 교수의 전공별 SoC과정을 공동 운

- 지역 인접 학의 교과목, 교재, 교수 인력의 활용으로 SoC 아키텍트에 필

수적인 교과과정, 인증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예를 들면 참여 학 1에 소속된 학생 A가 본 학의 교과목 1,2,3을 수강하고, 동

일지역의 참여 학 2의 교과목 B를 수강하여 SoC전공인증과정을 마칠 수 있다.

본론

SoC Architecture

SoC Design Methodology

Embedded SW Programming

디지털 집적회로

아날로그 집적회로

구 분 교과목명 인증과정 이수학점

핵심공통

통신 및

멀티미디어 트랙

석사: 택3과목 9학점

박사: 택4과목 12학점

시스템프로그래밍

DSP

상처리

통신시스템설계

상시스템설계

IP개발 및 시스템 집적
석사: 택2과목 6학점

박사: 택3과목 9학점

없음( 학별 학점)

필수(C/I)

필수(U/S)

칩 제공 경험 제공 (U/S)

아날로그/

RF 트랙

Analog/Mixed Signal 설계

고성능 메모리구조 및 설계

RF IC 설계

Full Custom 설계

참여 학원에 개설된 과목

IT-SoC 사업단 개설 과목

SoC 설계 특론 I, ,II, ,III, IV

산업체 과제 수행

R&D 과제수행

SoC 관련과목

SoC 세미나

설계 및 구현

산업체인턴쉽

학위논문

교과목/학점 계 석사 5과목 15학점, 박사 7과목 21학점, 3과정 이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일반

특강

실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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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되는 것을 말한다. 휴 용 단말기, 유비쿼터스, 차세 PC, 텔레메틱스

기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서의 SoC는 반도체 산업의 역을 벗어나 정보가전

기기 등 모든 역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SoC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지만 그 파급효과는 다른

동력과는 다르게 기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타 성장동력의 도화선 역할을 담

당하기 때문에 SoC기술 확보없이는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뿐 아니라 가전, 정보

통신기기 시장 등의 첨단 기기의 전 시장 역에서 살아남기 힘들 정도이다. 가전,

정보기기의 시장점유가 나날이 SoC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황에서, 시장점유를 위

한 격투의 시작은 SoC를 이용한 부품 기술로부터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시장

선점은 반도체 기술 확보를 통해 SoC 시장을 선점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

발 및 축적을 통해 기술 강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제품용 SoC설계업체의 경쟁력은 시스템 지식, 특정 용도를 위한

고유의 핵심설계(코어) 능력이며 이를 차별화하여 시장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심설계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설계업체의 전문화

및 시장 응능력이 떨어져 선진국에 비해 SoC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SoC산업

성장은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에 의해 좌우되나, 기

존 학교육과정은 SoC전문화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산업계 요구를 신

속하게 반 하고, 시스템 및 반도체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SoC특

화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분야별 장기적인 SoC기술∙시장전망

및 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분석을 통해 학 교육과정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시

스템 신기술 관련과정 및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SoC개발∙마케팅 사례

등을 제공하여 학 교육을 보완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IP/SoC 설계 및 제

작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트 양성을 위해 한국소

프트웨어진흥원 IT SoC 사업단은 SoC핵심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1. SoC 핵심인력(SoC아키텍트)의 정의

시스템레벨과 소프트웨어 위주의 SoC패러다임은 현재 시스템 기술과 실리콘

구현상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이를 없애기 위

한 최선책은 인력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기반의 SoC 교과목, 교재, 교수가 준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본 요소들이 아직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핵심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에 맞추어 인력수

급을 예측하고, 인력 양성 체계와 교보재 개발, 그리고 세부 전공 등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SoC 아키텍트라 함은 IT 정보와 기술(주로 통신기술 기반)을 융합하여 나노미

터 설계와 공정을 이용한 아키텍처로 구현할 능력을 갖춘 설계자라 할 수 있겠다.

아키텍트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IT제품의 수요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리콘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전기전자학부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SoC 아키텍트로 양성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현재의 교육

과정으로는 통상적으로 VLSI 설계자, 통신 및 컴퓨터 전공에 한 개별적인 능력

을 보유한 인력 배출이 가능하 으나 각 역을 연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등한시해왔다. 마찬가지로 전산 및 컴퓨터학부는 임베디드 시스템분야에

만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현재 SoC 패러다임은 별도의 전공에서 융합된 인

력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IT SoC산업이 당면한 인력의 문제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로 미래 경쟁력인 고급 엔지니어 인력풀이 줄어들고 있

다. 이공계 석박사 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고급 엔지니어 인력의 감소를 의

미하고 이는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상황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말라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입 수능시험의 자연계 진학률은 갈수록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

으며(1998년 42.4%, 2002년 26.9%), 이공계 재학생 54.2%가 비 이공계로의

전공 전환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

해주는 예이다.

② 이공계 분야 중에서도 SoC분야 배출 인력이 절 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3년

간 1,000억 이상의 기업 10개 양성을 위한 인력 수요는 략 100명×10개 기

업=1,000명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배출 가능한 인력은 SoC관련 교과과정을

준비 중인 20개 학의 약 200명 정도로 그 수가 절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③ 현재 IT관련 학과가 배출하는 인력 수준이 산업체 기 에 못 미치고 있다. 

학의 IT 관련 학과인 전기, 전자, 전산, 컴퓨터 학과에서는 많은 졸업생들이 배

출되나, 학부생은 상 적으로 교과 이수가 수월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호하

고, IT SoC 분야는 기피하고 있어 HW와 SW의 복합체인 SoC의 능력을 보유

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업단은 이러한 국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위한 기

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SoC아키텍트 확보를 위한 방안을 기획하여 2003

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2. IT SoC 핵심설계인력 양성 추진 방안

심각한 이공계 기피 환경에서 SoC아키텍트 양성을 위하여 IT SoC 사업단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SoC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원과 협력하여 SoC분야의 기술을 선도할 석ㆍ박사

인력을 추가 배출하는 SoC전공인증 교육과정을 운 중이다. 이 교육과정은 SoC

전공 교과목의 신규 개발 및 개설, 설계 실습 및 SoC구현이 가능한 R&D실습과

제 수행 등으로 특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나가게 된다. 이 교육과정

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본 교과과정과 SoC설계 실습을 산업체의 수요조사나 검

수에 따라 개발, 운 함으로써 산업현장과 착된 교과과정, R&D를 수행해 나간

다는 것이다. 

[그림 1] IT SoC 사업단 SoC 아키텍트 양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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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oC 사업단의 학원 교과 인증 프로그램 추진

① 목적 : 실습 위주의 학원 교육과정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② 방안 : SoC 핵심기술 및 관련기술, 산업체 수요를 반 한 교과목, 설계실습

및 SoC 구현이 가능한 R&D 실습과제 수행, 신기술 습득을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도입하여 운

③ 프로그램의 상 : 참여 학(원)은 IT SoC 관련학과이며, 참여 학생은 IT SoC

전공인증 교과과정을 도입한 학(원) 또는 학과 재학생 중 신청자

④ 전공인증 교과과정의 구성 (표1 참조)

- 전공 필수 과목 : 핵심공통 5과목으로 구성

- 전공 선택 : 2개 전공트랙 10과목

- 전공 일반 : 참여 학 SoC 관련과목

- IT SoC사업단 특화 : 특강, 설계실습, 실습 R&D Project 참여

[표 1] IT-SoC전공인증 교과과정

⑤ 전공인증과정의 운

- 신규 교과목 개설 : 참여 학내 자체 개설, 타 참여 학 개설강의 수강, IT

SoC사업단 개설 요구로 구분

- 기존과목의 경우 SoC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후 개설 : 전공 교과목 개발

준거에 따라 강의계획(Syllabus), 교과단원, 단원 내용, 주 교재 (강의노트),

교수 매뉴얼 등을 인정

- 교과목 개설기간 : 참여 학 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되, IT SoC사업단은 계절

학기 또는 학기 중 단기 집중강의 개설

- 학생 선발 : 참여 학 상 학과 수학자중 IT SoC 전공 인증학위과정 이수

신청 학생

- 인증학점 사정: 참여 학 졸업요건 만족 + IT SoC사업단 인증학점 이수

(IT SoC사업단 필수과정 이수 포함)  

- 학위 및 인증서 수여: 참여 학(원)의 석박사 학위 및 IT SoC 사업단의 석.

박사 인증서 수여

⑥ 인증참여의 결과(참여 학 혜택) 

- 참여학생의 IT SoC 설계 및 제작 경험을 위하여 실습 프로젝트 과제비 지원

- 경쟁력 있는 IT SoC 전공 인증 교과 과정 제공

- 첨단 IT SoC 전공교과과정을 구성/제공하여 협동과정 설치 가능

- 시스템별 특화 전공 학으로 발전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우수한 석박사 배출

가능

- 설계실습 교과 및 IT SoC 전공 핵심 교과목 제공

- 참여 학(원)에 개설되지 않은 SoC 전공 교과목 제공

- 복합 기술 등 신기술 도입요구를 반 해 개발된 SoC 신규 전공 교과목 제공

- IT SoC 사업단 보유 설계 툴 및 시험 장비 사용

- IT SoC 사업단 보유 시설 이용 가능

- IT SoC 설계 및 제작 기회 제공

- 실습과제의 수행을 통한 칩 설계 및 제작

- IT SoC 사업단 R&D프로젝트, 실습 프로젝트 제안 및 참여

●지역별 추진 방안

① 목적 : 지역적인 특성과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 클러스터링 추진

② 방안 : 학교 집지역, 학교 인프라에 따라 효율적인 SoC 아키텍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교 인프라의 활용, 교보재의 개발과 적용을 지역에 따라 단계별로 운

③ 지역별 운 방안

- 지역별 클러스터링으로 지역캠퍼스를 구성하여 학과 인력의 수도권 편중

화를 방지하고 지역 산업과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학원 공동 SoC과정

의 운 과 교수의 전공별 SoC과정을 공동 운

- 지역 인접 학의 교과목, 교재, 교수 인력의 활용으로 SoC 아키텍트에 필

수적인 교과과정, 인증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예를 들면 참여 학 1에 소속된 학생 A가 본 학의 교과목 1,2,3을 수강하고, 동

일지역의 참여 학 2의 교과목 B를 수강하여 SoC전공인증과정을 마칠 수 있다.

본론

SoC Architecture

SoC Design Methodology

Embedded SW Programming

디지털 집적회로

아날로그 집적회로

구 분 교과목명 인증과정 이수학점

핵심공통

통신 및

멀티미디어 트랙

석사: 택3과목 9학점

박사: 택4과목 12학점

시스템프로그래밍

DSP

상처리

통신시스템설계

상시스템설계

IP개발 및 시스템 집적
석사: 택2과목 6학점

박사: 택3과목 9학점

없음( 학별 학점)

필수(C/I)

필수(U/S)

칩 제공 경험 제공 (U/S)

아날로그/

RF 트랙

Analog/Mixed Signal 설계

고성능 메모리구조 및 설계

RF IC 설계

Full Custom 설계

참여 학원에 개설된 과목

IT-SoC 사업단 개설 과목

SoC 설계 특론 I, ,II, ,III, IV

산업체 과제 수행

R&D 과제수행

SoC 관련과목

SoC 세미나

설계 및 구현

산업체인턴쉽

학위논문

교과목/학점 계 석사 5과목 15학점, 박사 7과목 21학점, 3과정 이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일반

특강

실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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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운 방안

- 연차적으로 교육 운 인프라가 구성되어 감에 따라 교보재 운 등 학사 행정

을 개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해나간다.

●실습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인력 양성 및 핵심 IP/SoC의 확보

① 목적 : 산업체 수요기반의 IP/SoC 설계 실습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핵심

기반 IP/SoC 확보

② 방안 : 설계실습프로젝트의 수행

- SoC 전공실습프로젝트는 IT SoC 전공인증과정에 등록한 학(원) 참여 학

생의 SoC 전공 실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운 이 목적이며 교과과정을 이

수하면서 SoC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IT SoC 전공

인증과정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시스템 및 SoC 분야의 기술, 제품과 관

련한 검증을 통한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해 실습과제 수행과 IT SoC 사업단

개설 강좌의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 SoC 설계실습프로젝트는 산업체 맞춤형 SoC 설계 프로젝트 수행으로 개발

경험을 갖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며, IT 신성장 동력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스템 분야 중심의 SoC 설계 실습을 통하여 IP를 개발하는

심화된 전공 환경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휴 폰, DTV/DMB, 홈네트워크 시

스템 분야 SoC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멀티미디어, 모뎀, 디스플레이,

아날로그/RF, 임베디드 SW 부품 분야의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계실습

프로젝트를 연구 과제 형식으로 추진하며, SoC 설계업체와 SoC 학 연구

실간의 교육, 연구 개발, 산학협력 파트너쉽 정착으로 산업체에서 필요한 요

소인 IP/SoC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산업체 인력 상의 실무인력양성 과정

① 목적 : 심각한 SoC 산업체의 기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체 인력을 상으

로 SoC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체 인력을 SoC 인력으로 전환

② 방안 : 산업체 인력을 상으로 SoC 설계 신기술을 재교육하고 비전공자들을

SoC 설계 엔지니어로 양성하여 SoC 산업체에 부족한 기술인력 및 SoC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효과 극 화(실무교육 24시간 교육장운 )

③ 기타 : IT-SoC협회를 통해 산업체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 로 교육 과

정 운

3. 연도별 양성 목표

IT SoC 사업단은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며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SoC 아키텍트 인력의 질적 양적 확보를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다.

[표 2] 년도별 인력 양성 계획

기업의 성쇠를 좌우하는 핵심인재를 확보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 에

한민국은 이공계 기피현상과 이탈현상으로 한민국의 차세 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론과 본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oC는

차세 성장동력의 기반 요소 기술로 미래 각 산업별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분

야이다. 때문에 SoC아키텍트 인력 확보는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종착지를 향한 '

차세 성장동력' 고속철을 움직이는 전력 확보인 것이다. 전문생산업체 300개,

수출의 15%, GDP의 5%를 차지하는 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력

의 양성과 확보를 위하여 IT SoC 사업단은 산학연과 연계하여 질적, 양적 수준의

핵심인력의 양성을 담당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SoC 아키텍트 인력의 기본이 되는 석박사급 700명의 확보와 더

불어 인력양성 체계를 수립하여 2007년 이후 매년 250명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과과정 시스템이 기획, 운 되고 있다. 인력양성 시스템은 연도별, 단계별,

지역별로 특화되어 운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 인력은 단기간에 양성이 어려우며 또한 막 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

문이다. 

IT SoC사업단의 아키텍트 양성체계는 이공계 기피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이 시기에도 뛰어난 수준의 아키텍트를 키워내 SoC를 기반으로 한 각

산업에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 되리라 확신한다.

80 120 150 200 200

20 30 50 50 50

70 80 100 100 100

330 370 400 400 400

300 400 500 500 500

20 30 40 50 50

석사(명)

박사(명)

중기(명)

단기(명)

전공인증인력

실무인력

설계툴 교육

실습프로젝트 결과물 IP(개)

구 분 20082007200620052004

결론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SPECIAL

REPORT

IP 유통의 중요성, 현황
및 추진방향

김시호 | 교수 |

원광 전기전자 및 정보공학부
E-Mail : shiho@sipac.org

하나의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매

년 약 58%정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집적회로의 설계 능력은 설계 EDA tool의

지속적인 기능향상에도 불구하고 연 21% 정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집적기

술의 향상이 설계 능력의 발전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리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공정의 최소 선폭과 산화막의 두께, 동작 전압 등 설계에 필요한 공정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scaling되면서 집적회로의 제작을 위한 공정 기술의 난이도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다. 게다가, SoC는 다양한 시스템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

하여 기능은 복잡해지면서도 제품의 life cycle은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SoC 설

계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SoC를 설계하고 검증을

완료하여“Time to Market”의 요구를 만족시켜야한다. 설계의 복잡도는 증가하

지만 제품의 설계 시간은 단축시켜야하는 집적회로 설계상의 애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계 방법이 개발되어왔다. SoC가 집적회로의 주류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90년 후반이후에는 기능이 검증된 IP를 재사용하여 SoC를

설계하는 IP 기반 SoC 설계 방법(IP reuse design)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반도체 제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IP기반 SoC 설계는 피해갈 수 없는 반도체

설계기술의 주류로 인식되었고, 여러 나라들에서 IP 유통 기관과 IP 회사의 설립

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 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IP 거래를 통한 수익을 추

구하 던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IP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IP 개발과 등록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 리의 활동을

하 던 만의 IP gateway와 SIPAC만이 초기의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90년 말 장밋빛 미래로 생각되었던 IP 유통 회사들의 4~5년 후인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IP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이 매우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본 에서는 IP 유통 방법과 유통의 현황 및 추진 방

향 등을 살펴보겠다.

IP의 분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Star IP, Standard IP, 그

리고 Cell IP로 구별하는 것이다 [1]. Star IP는 IP의 재사용이 매우 활발하여 IP

유통시장의 주종을 이루며 거래 금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데, 특정한 기능에 제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SoC에 재사용 되고 있는

Processor core, DSP core 등의 범용 IP가 여기에 해당된다. Standard IP는

USB, IEEE1394 등의 특정한 인터페이스 표준 방식 또는 MPEG 등의 표준 기능

에 맞추어져서 개발된 IP를 말한다. Cell IP는 기존의 ASIC 설계 방식에서 사용

되던 설계 library 또는 memory macro 등을 지칭한다. 

IP의 개발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동작 spec 결정, Architecture 결정, HDL을

이용한 기능 coding, RTL 수준의 HDL coding, logic & timing simulation을

통한 기증 검증, 논리 합성과 netlist 생성, 배치와 layout, 반도체 칩 제작과 성능

검증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IP 개발자 또는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IP

는 HDL로 기술된 Soft IP, 논리 합성이 완료되어 netlist로 표현된 Firm IP, 그리

고 mask layout 정보를 제공하는 Hard IP로 구분 할 수 있다. Soft IP는 IP 사

용자에게 일종의 IP 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적용될

공정 기술, 시스템 스펙의 변경에 응하여 IP의 기능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IP 제공자는 공급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IP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기가 어렵다. 반면 Hard IP는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만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여 IP 사용자는 공급 받은 IP를 다른 반도체 공정으로 이식하거나 구

성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또는 mixed mode

IP와 memory IP는 제조 공정에 따라서 성능의 변화가 커서 공정 간에 이식이

매우 어려우나 디지털 기능만을 구현하는 IP는 공정간에 이식이 용이하다. 공정의

이식성에 따라서 제조 공정에 의존하는 IP와 의존하지 않는 IP로 구분하기도 한

다.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개발되고 다양한 개발자로부터 공급 받은 IP를 집적하

여 SoC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지식을 가진 설계전

문가와 효율적인 IP의 검증 및 유통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림 1] 새로운 설계방법의 도입을 통한 설계 생산성 향상 추이

[그림 2] IP Category의 분류방법 - 일반적인 구별방식

IP의 분류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