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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혁신의 메카를 가다]4. 서강대 아날로그 IP 연구센터(AIPRC)
[ 2014년 08월 07일 ]
서강대 아날로그IP연구센터(AIPRC)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정보통신용 아날로그 설계자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목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이끄는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배출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서강대가 주축이 돼 매년 7개 대학과 3개 파운드리, 10여개의
팹리스가 참여하고 연간 교수만 11명, 연구원 110명이 투입됐다. 4년간 석박사 배출 인력만 131명이 넘
는다.

시스템반도체는 스마트폰, 스마트TV,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하
나의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십여 개에서 많게는 수십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아날로그 IP가 필요하다. 특히 아날로그 IP 기술은 유·무선 통신은 물론이고 영상·음향·디지털방송 등 멀
티미디어 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 기업으로 손꼽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는 사정이 다르다.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기술마다 대표하는 회사가 다르다. 국
내 기업이 선두를 달리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세계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5%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승훈 서강대 아날로그IP연구센터장은 아날로그IP 기술을 두고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나 제품 사정에 따라 소량 맞춤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창의적 설계 기술에 따라 값이 올
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 양쪽의 기술력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이 쉽지 않다. 반도체 공정이 나노 수준으로 정교해지면서 아날로그 IP 설계 회사가 갖춰야 할 기술 수
준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업계에서 아날로그IP 분야를 연구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과제를 했던 연구원들
의 취업률은 100%를 달성한 지 오래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도 골라가는 수준이다. 이 센터장은 “진입장
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하드트레이닝을 받아야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 없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국내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자신하기 어렵
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맞춰진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설계능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
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서강대 AIPRC가 기술이전과 함께 인력양성에 매진하는 배경이다. 센터는 세
미솔루션, 제퍼로직 등 시스템반도체설계기업, 이른바 중소 팹리스 기업에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센터 연구원들이 기업에 파견되기도 하고 회사의 전문인력이 연구소로 와 함께 개발
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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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장은 “설계 기술도 정보 공유가 빨라지고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 간 기술 수
준에서 큰 차이가 나기 어려운 분야가 됐다”며 “상위 0.1% 수준의 ‘베스트인재’의 육성과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게 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보다 적극적 인재양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ITRC 센터장
-아날로그 IP 기술 분야 전망은 어떤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핵심으로 원하는 설계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다. 진
입장벽은 높지만, 수요자 맞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제조공정이나 이용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하다.
▲아날로그 IP는 기업 하나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다.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이 필
요하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이 계속 나와 재투자를 할 수 있
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인재양성 방안이 있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원이 센터에 와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육도 받는 산학협동모델을 하고 있다. 이런
모델이 확산되고 정부 지원이 늘면 대학과 기업 모두 발전할 수 있다. 결국 중소·중견기업에 인재가 가
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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