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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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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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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기반 SoC 설계 방식은 Block based Design 방식에서 Platform 기반 설

계 방식으로 발전하 다. 플랫폼의 형태는 특정한 응용 제품을 위한 것, 특정한

CPU를 중심으로 주변 기능 블록을 집적하기 위한 것, block간의 통신 구조를 기

반으로 하는 것, Hardware를 재구성할 수 있는 형태(reconfigurable type)등이

있다. Block based Design 방식에서는 SoC 설계자가 필요한 기능의 블록을

IP를 재사용하여 설계할 것인지, 자체로 개발할 것인지 선택해서 설계해왔다. 그

러나, Platform 기반 설계 방식에서는 platform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IP의 재사

용을 고려해서 IP의 Plug & Play 방식의 IP 집적이 가능하도록 platform을 개발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Block based Design 방식에서는 부분의 시스템에

서 사용되는 Star IP가 아닌 경우에는, IP의 재사용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었으나, Platform 기반의 설계 방식에서는 시스템을 architecture인

platform과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 보완하는데 필요한 IP로 양분해서 설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차세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 이동통신, 홈 네

트워크, Embdded SW, 지능형 로봇, 디지털 TV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기술을 구성하기위한 Application Platform과 IP의 개발이 제품기

술의 핵심이 된다. CDMA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세계 최고 품질의 CDMA 휴태폰

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미국 퀄컴의 칩셋에 의존하여 제품을 개

발함으로써 현재 기술 종속과 로얄티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데, 이는 IP/SoC 기술

이 IT 제품/서비스의 기술력과 경쟁력의 핵심임을 증명하고 있다.

SoC 설계자와 IP 개발자 모두에게 관련되는 내용은 IP가 어떻게 유통되며 제3

자가 개발한 IP를 어떻게 sourcing하여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일 것이

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IP 획득 방법은 IP 개발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P 개발자는 IP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계 지원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리적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아주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우량 고객이 아니면 IP 수요자

와 IP 개발자와의 집적적인 IP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IP 사용자가 필요한 것

이 시스템 기능의 검증을 위한 Soft IP인 경우에는 FPGA vendor를 통하여 IP를

download 받는 방법이 편리하다. Xilinx, Altera 등 FPGA vendor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FPGA에서 구현 가능한 다양한 IP를 제공하는 web site를 운 하고 있

다 [3,4].  Mentor, Synopsys 등 CAD tool vendor들도 자신이 공급하는 CAD

tool에서 사용이 편리한 IP를 제공하고 있다. Mentor의 Inventra IPX[5]와

Synopsys사의 IP showcase[6] 등에서는 다양한 IP와 설계 Platform을 제공하

고 있다. 반도체 설계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시스템 회사 또는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fables 반도체 회사는 design house 또는 foundry

service 회사를 통하여 IP를 공급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Design house와

foundry가 서로 협력하여 IP를 개발하거나 제3자의 IP를 sourcing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고객에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90년 말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IP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IP 유통기관과 IP 회

사의 설립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 다. 부분의 IP 유통기관은 회원제로 운 되고

있으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리 기관과 IP의 개발과 유통 장려를 통한 SoC

산업을 발전을 위한 비 리 기구가 있다. 미국에서는 Rapid(1998년), 유럽에서는

VCX(1998년), Resign and Reuse(1999년), 일본에서는 IPTC(2000년), 타이완

에서는 IP gateway, 한국에서는 SIPAC이 1999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1

년 특허청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IP 거래를 통한 수

익을 추구하 던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IP 유통을

통한 수익을 business model로 하 던 기관들 중 Rapid는 2001년, VCX는

2003년 각기 문을 닫았고,  IPTC는 2002년부터 초기 자본을 모두 잠식한 상태

가 되었다. Design and Reuse는 초기의 수익 모델을 폭 수정하여 IP 거래 수

수료를 통한 수익보다는 IP 유통 관리 SW의 판매와 유료회원제의 web portal

site 운 을 통하여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IP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IP 개

발과 등록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 리의 활동을 하 던 만의 IP

gateway와 SIPAC만이 초기의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90년

말 장밋빛 미래로 생각되었던 IP 유통 회사들의 4~5년 후인 현재 모습을 살펴보

면, IP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이 매우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IP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IP의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Star IP provider나 유명한 전문 기업의 IP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IP의 초기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고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IP 유통이 활

성화되지 못하는 표적인 원인은 NIH(Not Invented Here) 신드롬이다. IP를 사

용하는 SoC 설계자는 자신이 개발하지 않아서 내부의 자세한 동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IP를 신뢰하기 어렵다. IP 사용시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IP가

제 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IP 공급자와 IP 개발자간에 정확한 기술적 /법적

인 경계에 한 정확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기 힘든 것도 IP 유통을 저해하는 이

유이다

IP의 공급자를 살펴보면,  상위 20개사가 세계 전체의 IP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IP 공

급자 중에서 ARM, MIP 및 Rambus 3사를 Star IP provider라고 부르는데, 이

들이 전체 IP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40%정도이다. 이들 Star IP

provider가 공급하는 IP가 Star IP인 것이다. 흥미로운 데이터는 전체 IP 거래

횟수를 살펴보면 이들 Star IP provider 3사가 차지하는 거래 횟수는 전체 IP 거

래 횟수의 5%미만이라는 것이다 [2]. 즉 이들 Star IP provider들은 적은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도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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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P의 제공 형태에 따른 분류 방식

[그림 4] Platform의 형태

[그림 5] IP/SoC는 IT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품기술의 Hub

SIPAC의 IP유통 및 검증시스템

우리나라에는 특허청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 리 IP 거래소인 SIPAC이 2001년

부터 활동하고 있다. SIPAC은 우리나라의 IP/SoC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데

IP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IP 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IP 재사용 설계 방법 개발,

IP 표준화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현재 SIPAC에는 800여개의 IP가 등록되

어 있으며 회원들에게 Online 거래 시스템을 통해 IP 중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7]. 

IP 유통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P 공급자에게 IP 개발 표준, 설계 표

준, IP 전달물 표준을 제공하여 IP 사용자와의 기술적인 경계 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IP 등록시에는 IP의 표준을 자신의 IP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P 사용자에게는 IP 재사용 설계 방법과 Platform 기

반 설계 방법에 한 도움을 제공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IP를 구매 계약 체결전에

동작을 검증하는 가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SIPAC의 Internet 기반 IP 검증 및 인

증 시스템은 IP 등록자와 IP 사용자에게 IP 유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PAC의 IP 유통시스템에서는 IP Seller와 IP Buyer에게 internet을 기반으로 IP

등록, 구매, IP 표준의 만족도 체크 및 만족도 계수화, IP 구매전 IP 기능 검증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IP 기반 SoC 설계는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시스템의 성능 향상 추세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세의 흐름이다. 성공적인 IP business를 위해서는

산업 표준의 주도권 확보, IP business model 개발, IP 재사용 설계 방법 개발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세계 IP 시장은 소수의 Star IP 공급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IP

개발과 공급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나 IP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설

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주류가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집중적인 육성

이 필요하다. 인재 육성과 산업체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IT SoC 사업단과, IP DB

구축과 유통시스템 및 설계 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SIPAC, IT-SoC 협회,

전자통신연구원 등 IP/SoC 관련기관의 활동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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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PAC의 활동

[그림 7] 2004년 5월 현재 SIPAC IP DB의 등록 현황

[그림 8] SIPAC의 IP 유통시스템을 이용한 IP 등록 및 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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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반 SoC 설계 방식은 Block based Design 방식에서 Platform 기반 설

계 방식으로 발전하 다. 플랫폼의 형태는 특정한 응용 제품을 위한 것, 특정한

CPU를 중심으로 주변 기능 블록을 집적하기 위한 것, block간의 통신 구조를 기

반으로 하는 것, Hardware를 재구성할 수 있는 형태(reconfigurable type)등이

있다. Block based Design 방식에서는 SoC 설계자가 필요한 기능의 블록을

IP를 재사용하여 설계할 것인지, 자체로 개발할 것인지 선택해서 설계해왔다. 그

러나, Platform 기반 설계 방식에서는 platform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IP의 재사

용을 고려해서 IP의 Plug & Play 방식의 IP 집적이 가능하도록 platform을 개발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Block based Design 방식에서는 부분의 시스템에

서 사용되는 Star IP가 아닌 경우에는, IP의 재사용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었으나, Platform 기반의 설계 방식에서는 시스템을 architecture인

platform과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 보완하는데 필요한 IP로 양분해서 설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차세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 이동통신, 홈 네

트워크, Embdded SW, 지능형 로봇, 디지털 TV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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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미국 퀄컴의 칩셋에 의존하여 제품을 개

발함으로써 현재 기술 종속과 로얄티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데, 이는 IP/SoC 기술

이 IT 제품/서비스의 기술력과 경쟁력의 핵심임을 증명하고 있다.

SoC 설계자와 IP 개발자 모두에게 관련되는 내용은 IP가 어떻게 유통되며 제3

자가 개발한 IP를 어떻게 sourcing하여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일 것이

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IP 획득 방법은 IP 개발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P 개발자는 IP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계 지원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리적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아주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우량 고객이 아니면 IP 수요자

와 IP 개발자와의 집적적인 IP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IP 사용자가 필요한 것

이 시스템 기능의 검증을 위한 Soft IP인 경우에는 FPGA vendor를 통하여 IP를

download 받는 방법이 편리하다. Xilinx, Altera 등 FPGA vendor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FPGA에서 구현 가능한 다양한 IP를 제공하는 web site를 운 하고 있

다 [3,4].  Mentor, Synopsys 등 CAD tool vendor들도 자신이 공급하는 CAD

tool에서 사용이 편리한 IP를 제공하고 있다. Mentor의 Inventra IPX[5]와

Synopsys사의 IP showcase[6] 등에서는 다양한 IP와 설계 Platform을 제공하

고 있다. 반도체 설계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시스템 회사 또는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fables 반도체 회사는 design house 또는 foundry

service 회사를 통하여 IP를 공급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Design house와

foundry가 서로 협력하여 IP를 개발하거나 제3자의 IP를 sourcing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고객에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90년 말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IP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IP 유통기관과 IP 회

사의 설립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 다. 부분의 IP 유통기관은 회원제로 운 되고

있으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리 기관과 IP의 개발과 유통 장려를 통한 SoC

산업을 발전을 위한 비 리 기구가 있다. 미국에서는 Rapid(1998년), 유럽에서는

VCX(1998년), Resign and Reuse(1999년), 일본에서는 IPTC(2000년), 타이완

에서는 IP gateway, 한국에서는 SIPAC이 1999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1

년 특허청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IP 거래를 통한 수

익을 추구하 던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IP 유통을

통한 수익을 business model로 하 던 기관들 중 Rapid는 2001년, VCX는

2003년 각기 문을 닫았고,  IPTC는 2002년부터 초기 자본을 모두 잠식한 상태

가 되었다. Design and Reuse는 초기의 수익 모델을 폭 수정하여 IP 거래 수

수료를 통한 수익보다는 IP 유통 관리 SW의 판매와 유료회원제의 web portal

site 운 을 통하여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IP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IP 개

발과 등록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 리의 활동을 하 던 만의 IP

gateway와 SIPAC만이 초기의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90년

말 장밋빛 미래로 생각되었던 IP 유통 회사들의 4~5년 후인 현재 모습을 살펴보

면, IP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이 매우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IP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IP의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Star IP provider나 유명한 전문 기업의 IP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IP의 초기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고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IP 유통이 활

성화되지 못하는 표적인 원인은 NIH(Not Invented Here) 신드롬이다. IP를 사

용하는 SoC 설계자는 자신이 개발하지 않아서 내부의 자세한 동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IP를 신뢰하기 어렵다. IP 사용시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I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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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의 공급자를 살펴보면,  상위 20개사가 세계 전체의 IP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IP 공

급자 중에서 ARM, MIP 및 Rambus 3사를 Star IP provider라고 부르는데, 이

들이 전체 IP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40%정도이다. 이들 Star IP

provider가 공급하는 IP가 Star IP인 것이다. 흥미로운 데이터는 전체 IP 거래

횟수를 살펴보면 이들 Star IP provider 3사가 차지하는 거래 횟수는 전체 IP 거

래 횟수의 5%미만이라는 것이다 [2]. 즉 이들 Star IP provider들은 적은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도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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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P의 제공 형태에 따른 분류 방식

[그림 4] Platform의 형태

[그림 5] IP/SoC는 IT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품기술의 Hub

SIPAC의 IP유통 및 검증시스템

우리나라에는 특허청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 리 IP 거래소인 SIPAC이 2001년

부터 활동하고 있다. SIPAC은 우리나라의 IP/SoC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데

IP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IP 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IP 재사용 설계 방법 개발,

IP 표준화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현재 SIPAC에는 800여개의 IP가 등록되

어 있으며 회원들에게 Online 거래 시스템을 통해 IP 중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7]. 

IP 유통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P 공급자에게 IP 개발 표준, 설계 표

준, IP 전달물 표준을 제공하여 IP 사용자와의 기술적인 경계 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IP 등록시에는 IP의 표준을 자신의 IP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P 사용자에게는 IP 재사용 설계 방법과 Platform 기

반 설계 방법에 한 도움을 제공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IP를 구매 계약 체결전에

동작을 검증하는 가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SIPAC의 Internet 기반 IP 검증 및 인

증 시스템은 IP 등록자와 IP 사용자에게 IP 유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PAC의 IP 유통시스템에서는 IP Seller와 IP Buyer에게 internet을 기반으로 IP

등록, 구매, IP 표준의 만족도 체크 및 만족도 계수화, IP 구매전 IP 기능 검증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IP 기반 SoC 설계는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시스템의 성능 향상 추세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세의 흐름이다. 성공적인 IP business를 위해서는

산업 표준의 주도권 확보, IP business model 개발, IP 재사용 설계 방법 개발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세계 IP 시장은 소수의 Star IP 공급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IP

개발과 공급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나 IP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설

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주류가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집중적인 육성

이 필요하다. 인재 육성과 산업체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IT SoC 사업단과, IP DB

구축과 유통시스템 및 설계 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SIPAC, IT-SoC 협회,

전자통신연구원 등 IP/SoC 관련기관의 활동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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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PAC의 활동

[그림 7] 2004년 5월 현재 SIPAC IP DB의 등록 현황

[그림 8] SIPAC의 IP 유통시스템을 이용한 IP 등록 및 거래 절차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