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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소개및발전계획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점점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지능형 반도체 설계 기술의 개발을 통한 성능향상 시도가 현재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지능형 반도체 설계에 대한 교육/연구/산업 수요가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주대학교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는 해당 분야에 대한 융복합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과 최고 수준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설립되
었다. 기존 전자공학과 우수 연구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통적인 반도체분야 뿐 만 아니라, 통신,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우
주 등 다양한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수준 높은 교육과 함께, 융복합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려고 한다. 

    지능형 반도체 설계는 목표 응용분야에 따라 소자, 회로, 시스템, 알고리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설계 기법들
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반도체 집적회로 구현을 위한 backend 설계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능형 반도체 회로 및 시스템 설계 분야의 신임 교원 초빙을 통해 해당 분야의 핵
심 교육과정 구축과 학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 발전 선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신임교원활용방안(기대사항등)

1. 교육 부분 활용방안
 - 학과 내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실습 교육과정 체계화 전담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설계분야 핵심 교과목인 지능형반도체설계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실습 교과목 등 당담
 -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 배출
 - 산업체 재직자 유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연구 부분 활용방안
 - 기존 교원과 함께 아날로그/혼성신호/디지털/RF/SoC 등 반도체 설계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우수 연구그룹 구성
 -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분 교육 강화를 통한 연구그룹 전체의 연구 경쟁력 강화
 -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주요 산업체 과제 발굴 및 수주 
 - 지능형 반도체기술개발사업, PIM 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분야 주요 국가과제 발굴 및 수주
 - 교내외 자동차 및 컴퓨터 분야, 타 산업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외부 대형과제 발굴 및 수주

3. 기타 활용 방안
 - 설계부분 우수 교원 확충을 통한 반도체설계 분야 학과 대외 인지도 상승 및 경쟁력 강화
 - 교육/연구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학과 자원 효율화 및 교육/연구혁신 그룹 육성
 - 신임교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교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