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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품의 성능을 직접 좌우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에 따른 산업 확대 전망 
 

- 미디어잇 2016.01.06 -   
 

시스템 반도체 급부상… IoT·자율주행 · 로봇이 성장 견인 

 
 
 

 
 
 

 

탄성 부르는 사물인터넷…‘시스템 반도체’덕  
 

로봇에는 CPU 넣고… 스마트 센서 탑재한 車 스스로 달려… 
 

- 동아일보 2015.01.08 - 

 
 

향후 5년간 60%대의 성장 예상… 시스템 반도체 업계 들썩 
 

- 뉴스토마토 2016.01.17 -   
 

스마트카 시대 온다… 시스템 반도체도‘활짝’ 

드론, 로봇, 스마트카 기술경쟁… 시스템 반도체 업계는 웃는다  
 

드론, 로봇 및 스마트카의 대중화 시작… 퀄컴·인텔 등 수요 급증 기대… 
 

- 한국경제 2016.01.08 -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13754
http://news.donga.com/3/all/20150107/68968214/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625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083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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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LNA : Low Noise Amplifier 

PA : Power Amplifier 

SYN : Synthesizer 

ADC : Analog-to-Digital Converter 

DAC : Digital-to-Analog Converter 

DSP : Digital Signal Processor 

 Application for Wireless Communication 

 - RF 수신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및 처리 

 - 디지털 신호를 RF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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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for CMOS Image Sensor 

 - 외부 빛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경하여 처리 

 -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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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규, 제 1 회 반도체회로 설계기술 컨테스트 우수상 수상 [1994년 12월] 

- 이호영, 곽명보, 제 2 회 반도체회로 설계기술 컨테스트 장려상 수상 [1995년 12월] 

- 이승훈 (대학원생), 제 3 회 반도체회로 설계기술 컨테스트 우수상 수상 [1996년 11월] 

- 이승훈 교수, 대한전자공학회 및 해동전자기술재단의 해동논문상 수상 [1996년 12월] 

- 이재엽, IEEE 학생논문 CONTEST 논문집 우수상 수상 [1996년 12월] 

- 곽명보, IEEE 학생논문 CONTEST 논문집 장려상 수상 [1996년 12월] 

- 황성욱, IEEE 학생논문 CONTEST 논문집 우수상 수상 [1997년 12월] 

- 이강진, IEEE 학생논문 CONTEST 논문집 최우수상 수상 [1997년 12월] 

- 황성욱, 제 4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동상 수상 [1998년 03월] 

- 이준석, 김창호, 제 1회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경영대회 장려상 [1998년 09월] 

- 전병렬, IEEE 학생논문 CONTEST 논문집 장려상 수상 [1998년 12월] 

- 이진국, IEEE 학생논문 CONTEST 논문집 우수상 수상 [1998년 12월] 

- 이진국, 제 5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금상 수상 [1999년 02월] 

- 이승훈 교수, 삼성전자 제5회 휴먼테크 논문대상 수상 연구지도에 대한 감사장 수상 [1999년 02월] 

- 이승훈 교수, 연암 해외연구교수 선정 [1999년 06월] 

- 전영득, IEEE 학생논문 CONTEST 논문집 최우수상 수상 [1999년 12월] 

- 전영득, ASP-DAC 2000 Travel Grant Award [2000년 01월] 

- 이승훈 교수, IDEC 우수 Working Group상 수상 [2000년 02월] 

- 전영득, 제 6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장려상 수상 [2000년 02월] 

- 이승훈 교수,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표창장 [2000년 08월] 

- Y. D. Jeon, J. S. Lee, and S. C. Lee, IEEE Student Paper Competition Second Place Award [2000년 08월] 

- 이승훈 교수, 대한전자공학회 학술상 수상 [2001년 11월] 

- 유상민, 오태환, 문정웅, 제 8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수상 금상 [2002년 02월] 

- 유상민, IEEE Region 10 Student Paper Contests, Seoul Section, 우수논문 [2002년 02월] 

- S. M. Yoo, Third Annual Young Inventors Awards, one of 12 finalists [2002년 11월] 

- 배현희, 윤진식, 이명진, 신은석, IDEC Conference BEST DESIGN AWARD 최우수 Design상 수상 [2003년 08월] 

- M. J. Lee, Y. J. Cho, and W. J. Bae, ISOCC Chip Design Contest, BEST DESIGN AWARD First Prize [2004년 10월] 

- S. W. Kim, Y. J. Cho, and K. H. Lee, 제 5 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동상 수상 [2004년 11월] 

- B. H. Min, H. S. Chae, H. W. Park, and S. H. Lee, ISOCC 반도체 설계부문 BEST PAPER AWARD 수상 [2005년 10월] 

- 이승훈 교수, KAIST IDEC 차세대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5년 10월] 

- 조영재, 박용현, 채희성, 이승훈, 제 6 회 특허청 반도체설계공모전 은상(산자부장관상) 수상 [2005년 11월] 

- 민병한, 김영주, 사두환, 이승훈, 제 6 회 특허청 반도체설계공모전 동상(특허청장상) 수상 [2005년 11월] 

- 이승훈 교수, KAIST IDEC 차세대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우수 강의 자료 개발상 수상 [2006년 10월] 

- 이승훈 교수, KAIST IDEC 차세대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우수 참여교수상 수상 [2006년 10월] 

- 이경훈, 유시욱, 조영재, 제 7 회 특허청 반도체 설계공모전 특별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수상 [2006년 12월] 

- 조영재, 김용우, 이경훈, 제 7 회 특허청 반도체 설계공모전 은상(산자부장관상) 수상 [2006년 12월] 

- 김영주, 유시욱, 김용우, 조영재, 제 13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은상 수상 [2007년 02월] 

- 김영주, 유시욱, 김용우, 조영재, 제 13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은상 수상에 따른 부상, 중국 해외연수 [2007년 07월] 

- 이승훈 교수, KAIST IDEC  차세대 반도체설계인력사업을 위한 교수연구부문 우수 참여교수상 수상 [2007년 10월] 

- 이승훈 교수, 해동 학술상 수상 [2007년 11월] 

 김영주, 이세원, 유필선, 제 8 회 특허청 반도체 설계공모전 동상(특허청장상) 수상 [2007년 11월] 

- 김용우, 이명환, 한재열, 제 8 회 특허청 반도체 설계공모전 특별상(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수상 [2007년 11월] 

 - 이승훈 교수, KAIST IDEC 차세대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우수참여교수상 수상 [2008년 10월] 

- 이승훈 교수, 산학협력유공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상) 수상 [2008년 11월] 

- 이명환, 이동석, 김영주, 이승훈, 제 2 회 동부하이텍 IP 설계 공모전 우수상(Best Design Award) 수상 [2008년 11월] 

- 김영주, 김차동, 박범수, 제 9 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특별상(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수상 [2008년 12월] 

 - 이세원, 이경훈, 김영주, 박범수, 제 15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장려상 수상 [2009년 02월] 

- B. S. Park, S. H. Ji, M. H. Choi, K. H. Lee, G. C. Ahn, and S. H. Lee, IEEK Award 수상 [2009년 11월] 

- 윤근용, 지승학, 김영주, 제 10 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동상(특허청장상) 수상 [2009년 11월] 

- 이경훈, 김영주, 권이기, 황태호, 제 16 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장려상 수상 [2010년 02월] 

- 박승재, 이경훈, 권이기, 이승훈, 제 3 회 동부하이텍 IP 설계 공모전 대상(Best Design Award) 수상 [2010년 03월] 

- 이경훈, 명성민, 제 5 회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논문공모전 동상 수상 [2010년 11월] 

- 최민호, 박혜림, 송정은, 제 11 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10년 12월] 

- 권이기, 구병우, 명성민, 제 11 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특별상(대한변리사회장상) 수상 [2010년 12월] 

- 이승훈 교수, KAIST IDEC 차세대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최우수참여교수상 수상 [2011년 10월] 

 - D. H. Hwang, J. E. Song, S. P. Nam, H. J. Kim, T. J. An, K. S. Kim, and S. H. Lee, ISOCC Best Paper 수상 [2011년 11월]  

- 송정은, 황동현, 남상필, 박혜림, 제 12 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금상(국무총리상) 수상 [2011년 12월] 

- 명성민, 구병우, 김효진, 안태지, 제 12 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동상(특허청장상) 수상 [2011년 12월] 

- 남상필, 김용민, 황동현, 박준상, 이승훈, 제 5 회 동부하이텍 IP 설계 공모전 대상(Best Design Award) 수상 [2012년 07월] 

- 이승훈 교수, KAIST IDEC 차세대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우수참여교수상 수상[2012년 10월] 

-D. H. Hwang, J. S. Park, H. S. Shim and S. H Lee, ISOCC Best Paper 수상 [2012년 11월] 

- 심현선, 신용진, 제 13 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술제 캡스톤디자인 금상 수상 [2012년 11월] 

- 황동현, 남상필, 박준상, 제 13 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동상(특허청장상) 수상 [2012년 12월] 

- 이승훈 교수, 2012년 산학과제 특허 장려상, SK하이닉스㈜ 수상 [2013년 01월] 

- 안태지, 조석희, 심현선, 제 14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은상 (산업통상자원부장상관) 수상 [2013년 10월] 

- Tai-Ji An, Hyun-Sun Shim, and Seung-Hoon Lee, ISOCC Best Poster 수상 [2013년 11월] 

- 김한결, 조영세, 정종민, 제 14 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술제 캡스톤디자인 은상 수상 [2013년 11월] 

- 조석희, 안태지, 박준상, 김용민, 심현선, 신용진, 이승훈, 제 21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 기업체(동부) 논문상 수상 [2014년 02월] 

- 이승훈 교수, 2014년 정보통신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2014년 04월] 

- 신용진, 장우진, 이준협, 이승훈 , 제6회 동부하이텍 IP 설계 공모전, 은상(Best Design Award) 수상 [2014년 04월]  

- 조영세, 안태지, 이기욱, 제 16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동상(특허청장상) 수상 [2015년 11월] 

 

 

IC DESIGN LAB 수상 실적 
 
 
 
 
 
 
 
 
 
 
 
 
 
 
 
 



Resolution 10bit 

Supply Voltage 1.1V 

Sampling Frequency 120MS/s 

Power Consumption 12.1mW 

DNL 0.69LSB 

INL 0.77LSB 

Input Voltage 1.4Vp-p 

Active Area 0.38mm2 

Technology 45nm 

  - A 10b 120MS/s 0.38mm2 12.1mW 45nm CMOS Pipelined SAR A/D Converter 

< Specification > < Layout > 

http://eeic7.sogang.ac.kr/[92]ADC10b120m45n_TISAR.htm 

< Block Diagram > 

http://eeic7.sogang.ac.kr/[92]ADC10b120m45n_TISAR.htm


• 2015년 제16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 조영세, 안태지, 이기욱, 2015년 11월 17일 

• 동상 (특허청장상), 수상내역 (부상 300만원) 

http://eeic7.sogang.ac.kr/[92]ADC10b120m45n_TISAR.htm 

  - A 10b 120MS/s 0.38mm2 12.1mW 45nm CMOS Pipelined SAR A/D Converter 

http://eeic7.sogang.ac.kr/[92]ADC10b120m45n_TISAR.htm


Resolution 12bit 

Supply Voltage 1.0V 

Sampling Frequency 10MS/s 

Power Consumption 1.5mW 

DNL 1.08LSB 

INL 1.49LSB 

Input Voltage 1.4Vp-p 

Active Area 0.34mm2 

Technology 0.11um 

  - A 12b 10MS/s 0.34mm2 1.5mW 0.11um CMOS SAR A/D Converter 

< Specification > < Layout > 

http://eeic7.sogang.ac.kr/[89]ADC12b10m11_R3.htm 

< Block Diagram > 

http://eeic7.sogang.ac.kr/[89]ADC12b10m11_R3.htm


  - A 12b 10MS/s 0.34mm2 1.5mW 0.11um CMOS SAR A/D Converter 

http://eeic7.sogang.ac.kr/[89]ADC12b10m11_R3.htm 

• 2014년 제6회 동부하이텍 IP 설계 공모전 

• 신용진, 장우진, 이준협, 이승훈, 2014년 4월 24일 

• 은상 (Best Design Award), 수상내역 (부상 300만원) 

http://eeic7.sogang.ac.kr/[89]ADC12b10m11_R3.htm


 

Resolution 14bit 

Supply Voltage 1.3V 

Sampling Frequency 100MS/s 

Power Consumption 78.4mW 

DNL 0.84LSB 

INL 3.24LSB 

Input Voltage 2.0Vp-p 

Active Area 1.2mm2 

Technology 0.13um 

  - A 14b 100MS/s 1.2mm2 78.4mW 0.13um CMOS A/D Converter 

< Layout > < Specification > 

< Block Diagram > 

http://eeic7.sogang.ac.kr/[79-V2]ADC14b100m13ss_R2V2.htm 

http://eeic7.sogang.ac.kr/[79-V2]ADC14b100m13ss_R2V2.htm
http://eeic7.sogang.ac.kr/[79-V2]ADC14b100m13ss_R2V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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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4b 100MS/s 1.2mm2 78.4mW 0.13um CMOS A/D Converter 

• 2014년 제21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 

• 조석희, 안태지, 박준상, 김용민, 심현선, 신용진, 이승훈, 2014년 2월 25일 

• 기업체 (동부) 논문상, 수상내역 (부상 100만원) 

http://eeic7.sogang.ac.kr/[79-V2]ADC14b100m13ss_R2V2.htm 

http://eeic7.sogang.ac.kr/[79-V2]ADC14b100m13ss_R2V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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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11bit 

Supply Voltage 1.2V 

Sampling Frequency 150MS/s 

Power Consumption 46.8mW 

DNL 0.31LSB 

INL 1.18LSB 

Input Voltage 1.6Vp-p 

Active Area 2.42mm2 

Technology 0.13um 

  - A 11b 150MS/s 2.42mm2 46.8mW 0.13um CMOS Pipelined SAR A/D Converter 

< Layout > < Specification > 

http://eeic7.sogang.ac.kr/[75]ADC11b150m13_R2.htm 

< Block Diagram > 

http://eeic7.sogang.ac.kr/[75]ADC11b150m13_R2.htm


 

  - A 11b 150MS/s 2.42mm2 46.8mW 0.13um CMOS Pipelined SAR A/D Converter 

http://eeic7.sogang.ac.kr/[75]ADC11b150m13_R2.htm 

• 2013년 제14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 안태지, 조석희, 심현선, 2013년 10월 22일 

• 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내역 (부상 500만원) 

http://eeic7.sogang.ac.kr/[75]ADC11b150m13_R2.htm


1 2 3 4 

주제선정 
관련 내용 
학습 

설계 &  
모의실험 

학술제 참여 

▶ 시장 수요 조사  
 
▶ IP 사양 결정 
 
▶ 구조 선택 및 검증 

▶ 관련 내용 학습 
 
▶ 자체 세미나 
 
▶ Tool 사용법 학습 

▶ 블록 설계 
 
▶ 설계 검증 
 
▶ 모의실험을 통한      
    결과 확인 

▶ 최종 점검 
 
▶ 학술제 발표 



    관련 교과목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집적회로설계  연구실 

MERIT I.  높은 외부 진입 장벽 

MERIT II. The Older, The Better! 



 





 

 특전

 http://eeic7.sogang.ac.kr 

http://aiprc.sogang.ac.kr 

 http://ee.sogang.ac.kr 

http://hompi.sogang.ac.kr/gradsch/korean/html/03_1.htm 
 

hoonlee@sogang.ac.kr 

                                                 taijian@sogang.ac.kr 

 삼성전략산학 프로그램 : 박사장학생 (1년 차부터 지원가능), 석사/박사연계 (2년 차부터 지원가능) 

                   (단, 병역미필은 전문연구요원 시험합격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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