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SoC 플랫폼 연구실에서는 수행 연구는 물론 논문 게재(해외 100여편, 국내 20여편 게재), 특허 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50여건), 경진대회 출전, 논문 발표 및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학술대회, MICRO, ISCA, ISOCC, ISSCC 등 국내외 다양한 

학회에 참여하는 등 숨 가쁜 활약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칩 설계 인력 양상에 힘쓰기 위해 반도체설계교욱센서(IDEC)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필수 이수로, Intel_FPGA Design Contest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_반도체설계대전에 참가하는 등 그동안 쌓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soc.seoultech.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및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학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오픈랩과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랩에서는 SoC 플랫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실제 설계한 칩 소개와 진행 과정 토론을 

통해 맞춤형 코칭을... 오픈 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칩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고속 컴퓨팅 등 컴퓨팅 시스템 전반에 관련된 

지식을 세밀히 교육하고 질의응답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노력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주도적인 목표를 세우고, 창의적인 엔지니어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연구원 생활을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KETI에 입사하여 미국 박사과정 수행으로 5년간 휴직(2005년 9월~2009년 2월)을 하고, 그 후 

퇴사를 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공학부에 몸을 담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Intel Lab.에서 연구원 

생활하고 2010년에 임용되었습니다. 근황토크를 통해 지난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을 보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로 이직을 하고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SoC 플랫폼 연구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곳은 고성능 연산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 시 요구되는 SoC 플랫폼에 초점을 두고 성능/전력/비용/신뢰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로, 구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다수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프로토타입 칩 설계와 FPGA 최적화를 통해 

해결책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SoC 설계 및 최적화와 함께, 저전력 프로세서 그리고 고속 컴퓨팅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설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다수의 프로세서를 상호 연결하여 전력 대비 

높은 성능과 고신뢰성의 Multi-Processor System-on-Chip(MPSoC)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 
> WRITER_서울과학기술대학교_이승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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