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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80nm

MS 350nm

삼성 65nm

·매그나칩/SK하이닉스 공정 Package Type 변경 지원 예정(기존: LQFP 208pin type)

·MPW 참가비 인하

·[3월 모집] S65-1702회 삼성 65nm, MS180-1703회 매그나칩/SK하이닉스 180nm 

·[추가 모집] S65-1701회 삼성 65nm, MS350-1701회 매그나칩/SK하이닉스 350nm(선착순 마감)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회차 표기: 공정-년도 모집순서 (예시) 삼성 65nm 2017년 1회차: S65-1701)

·모집 기간: 모집 마감일로부터 2주 전부터 접수함.

·Package 제작은 Die-out 이후 1개월 소요됨.

공정
회차구분

(공정-년도순)
모집팀수

((mmxmm)x칩수)
정규모집
신청마감 DB마감

(3.8x3.8)x23
(3.8x1.9)x4

(3.8x3.8)x25

(3.8x3.8)x30
(3.8x1.9)x4

Die-out 비고
참여팀수

((mmxmm)x칩수)

(3.8x3.8)x7

(5x4)x9

(4x4)x35

(4x4)x40

(5x4)x20

2017.01.26

2017.02.20

2017.03.13

2017.04.10

2017.06.12

2017.02.20

2017.07.10

2017.01.26

2017.03.13

2017.06.19

2017.03.20

2017.05.22

2017.07.24

2017.09.18

2017.12.04

2017.06.12

2018.01.15

2017.05.22

2017.09.04

2018.01.08

MS180-1701

MS180-1702

MS180-1703

MS180-1704

MS180-1705

MS350-1701

MS350-1702

S65-1701

S65-1702

S65-1703

2017.08.21

2017.10.23

2017.12.26

2018.02.19

2018.05.07

2017.10.02

2018.05.07

2017.11.27

2018.03.11

2018.07.16

설계중

선정평가중

3월모집

우선모집완료

추가모집중

추가모집중

3월모집

제작팀수 109 136 43

공정
삼성 매그나칩/SK하이닉스

180nm 350nm65nm

(3.8x3.8)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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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강의일자 강의제목 분류

본센터
3월 7-8일 OrCAD(Allegro) PCB를 이용한 PCB 설계 설계강좌

3월 14일 기가비트 이더넷제어기 설계와 응용설계 설계강좌

수강을 원하는 분은 IDEC 홈페이지(www.idec.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컨버젼스에 따라 PCB Artwork의 설계 기술은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EMI/EMC를 감안한 설계 방법론의 교육은 실무 중심 교육에 있어 핵심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다층, 고속, 고밀도 PCB 설계에 필요한 Artwork 기법 및 Floorplaning을 통한 부품 배치, 

세부회로의 Driven Rule을 지정하여 설계 특성을 부여하고 부품 또는 회로의 Design Reuse

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rtwork 실무 초기교육 능력을 개발한다.

클럭 생성 회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PLL의 기본 개념과 루프해석을 알아보고, 이들을 

구성하는 회로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구조를 갖는 디지털 PLL과 고속 링크에서의 클럭 복원 회로 방법을 배워본다. 또한, 

클럭 생성 회로의 설계시 초급자가 간과할 수 있는 위상 잡음과 지터의 개념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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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졸업생 소개
2017년 1학기CDC 개최 소식

Chip Design Contest

소 속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통신회로 및 시스템 연구실

주 연구분야

컨트롤러 설계, 터치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SoC 설계

김  석  만 

소 속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혼성신호 및 집적회로 연구실

주 연구분야

High-speed Nyquist Digital-to-Analog Converter

김  시  내 

소 속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통신회로 및 시스템 연구실

주 연구분야

차세대 메모리를 위한 회로설계

나  태  희 

소 속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SOR 연구실

주 연구분야

시스템 보안

문  현  곤  

소 속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지능형 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 연구실

주 연구분야

센서 시스템 및 구동 IC

박  정  호 

소 속
POSTECH 전자전기공학과 Analog IC Systems Lab.

주 연구분야

Synthesizable circuit and high speed I/O

성  기  환

소 속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Mixed-signal IC and System Group

주 연구분야

PLL 설계

여  환  석 

소 속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집적회로설계 연구실

주 연구분야

에너지 하베스팅, DC-DC converter

윤  은  정 

소 속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Mixed-signal IC and System Group

주 연구분야

PMIC 설계

이  민  복

소 속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아날로그 및 혼성모드 신호 집적회로 설계 연구실

주 연구분야

CMOS 이미지센서 설계, ADC 설계

이  일  섭

소 속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방사선계측 및 의료영상센서 연구실

주 연구분야

Transimpedance amplifier desig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signal process circuit design조  민  식 

소 속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임베디드 보안 시스템 연구실

주 연구분야

보안 SoC 설계, 하드웨어 암호 IP 설계, 정보보안

최  필  주

제24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가 2017년 2월 13일 (월)부터 15일 (수)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Chip Design Contest는 올해를 시작으로 

한국반도체학술대회의 정식 분과(S분과)에 편입되어

총 94팀(구두 6팀, 데모 4팀, 포스터 84팀)이 최종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Chip Design 우수설계상은 경희대학교 조우진(A Process Compensating 

Analog PIE Decoder for EPC Gen2 UHF RFID Tag IC, 지도교수 이종욱),

고려대학교 송기룡(300GHz 7×7 배열 CMOS 이미지 검출기, 지도교수 이재성)이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CDC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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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바이오센싱을 위한 
무선전력 전송 기술
이종욱 교수 (경희대학교)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컴퓨터, 더 나아가 옷처럼 입는 컴퓨터에 대한 

비젼은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념으로 최근 가시화가 되면서 컴퓨터를 

입거나 의복에 착용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미 군대에서 

수십년 전부터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활용범위가 넓어져 옷이나 

시계, 안경 등 사람이 자주 쓰는 도구에 사용되거나 컴퓨터 등을 결합

하여 상용화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그림 1> 센싱과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

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상용화로도 이어지면서 수년 후에는 웨어

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규모가 수 십억 달러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오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 역시 빠른 성장을 예측하

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엑센츄어가 미국, 영국, 인도, 캐

나다, 호주 등 6개국 총 6000명이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디

지털 컨슈머 기술 조사(Accenture Digital Consumer Tech Survey)’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신체활동 추적과 개인 건강 관

리에 사용하는 피트니스 모니터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관심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을 제시하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상품 기

획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기기 자체의 스펙은 크게 중요하

지 않다.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이 없다면, 소비자의 관심은 기기 

사용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측정(QS: Quantified Self)’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측

정이란 자신의 건강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적 활동에 대한 데

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추세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측

정의 정확성, 방수 여부 등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

능성으로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끌어 모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역동

적인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삶’이라는 모토를 가지

고 불편한 기능이 없도록 원활하게 필수적인 요소를 결합한 경우 소

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활한 지원 기

능 중에 무선 충전기술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은 kW 급의 높은 전력을 요구하는 전

기자동차에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과 더불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기술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에 퀄컴에서 개발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퀄

컴 같은 전자업체 외에 여러 자동차 업체(Nissan, GE, Volvo, Simens, 

Toyota 등) 역시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을 데모한 바 있다. 또한, 

Evantran사는 주차장에서 Chevrolet사의 Volt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

전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바 있다 (그림 3). 이와 같이 전기차 무선 충

전 시스템은 해외 자동차 및 전장 업체에서 발빠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에 유선

으로 전력을 충전하는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무선충전 역시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최근 WPC(Wireless Power Consortium)이 결성되어 무선충전 관

련 표준도 제정하고 있다 [1]. WPC에서 제안한 Qi version 1.1의 도입

으로 셀폰 제조업체는 무선 에너지 수신 기능을 셀폰에 통합하고, 반

도체 업체는 해당 기능을 자사 칩셋에 통합하고 있다. 향후 WPC는 로

드맵에 따라 넷북,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전동 공구 등 중형 에너지 

장치에 대한 무선 전력 전송 표준 작업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이런 

추세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인프라 공급자들의 경우 가정, 사무실, 

자동차, 호텔, 가구 등에 충전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KETI에서는 무선

자기 충전 통신 융합 기술을 추진하고, 주파수 할당을 통한 국내/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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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퀄컴사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그림 3> Evantran사의 전기차 무선 충전 주차장 자동차로 시연

무선전력 충전의 상용화에는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에 많은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그림 4에는 무선충전을 위한 휴대폰 충전패드를 보이

고 있다. 휴대폰 배터리에는 충전패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있는 코일

이 내장되어 있다. 향후 전력 전송 거리가 접촉식, 수 cm 비접촉식, 그

리고 중거리 10m까지 무선충전 기술이 확장되면 기술 응용 분야는 

TV·가전제품·자동차·로봇 등으로 더욱 넓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4> 무선충전을 위해 휴대폰 배터리에는 충전 패드

현재 웨어러블 기기는 몸 속에 전자기기를 내장하는 임플란트 

electronics로도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5에는 캘리포

니아 주립대에서 발표한 wireless neural sensor의 개념도를 보이고 

있다 [2]. 이 센서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뇌 

두피 하부에 임플란트 된 전자 센싱 칩에 외부에서 전송 코일(Tx coil)

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임플란트 electronics는 크기 제약

에 의해 전원을 내장하기 힘들고, 내장하더라도 적은 용량의 소형 전

지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임플란트 electronics는 필연적으

로 높은 전력 효율, 초저전력 설계 등이 필수적이다. 생체 정보는 대부

분 많은 수의 센싱 채널을 통해 정보를 장시간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많은 수의 채널은 이에 비례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에

너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들 기기에 

신뢰성 있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의 확보가 임플란트 electronics

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이는 기기가 처리하는 성능은 향상되어 전력

소모는 증가하는데 비해 배터리의 용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더라도 그 

크기가 임플란트가 허용되는 크기 이상이 되면 체내에 삽입하기가 어

려워진다.

<그림 5>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무선전력 전송 기술

제한된 배터리 용량을 보완하는 기술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배터리의 에너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

법으로 주위에서 에너지를 얻는(에너지 수확) 방법이다 [3], [4]. 효율

적인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해 센싱기능을 집적하여 maximum power 

point tracking(MPPT)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존 논문들은 복잡하거나 

센싱 주기 동안 에너지 하베스팅이 중단되는 단점이 있었다. 2015년

도 ISSCC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다수의 혁신적인 에너지 하베

스팅 기법들이 소개 되었는데, 진동(vibration)을 이용하여 AC-DC 변

환이 일어나는 conduction angle을 실제 측정하여 optimal한 MPPT를 

수행한 결과 (그림 6), Internet of Things를 구성하기 위해 0.45V-3V 

범위에서 재구성되는 charge pump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법, 

electrostatic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60V 최대 입력으로 1uW로 동작

하는 cold start 에너지 하베스팅 기법, 0.5mm2의 능동영역에서 실내

의 빛 에너지를 하베스팅하는 기법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5]. 

그림 6에는 conduction angle 제어를 통해 최대 전력 트랙킹을 수행

하는 진동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의 블록도와 0.35um CMOS 공정으

로 제작된 칩 사진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에너지 하베스팅과 에너

지 변환기법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계속 좋은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Internet of Things를 포함하여 앞으로 새로운 응용분야가 개척될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림 6> (a) Conduction angle제어를 통해 최대 전력트랙킹을 수행하는
진동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의 블록도, 

(b) 0.35um CMOS 공정으로 제작된 칩 사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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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해 태양광, 압전, 온도차, 풍력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에너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 중 무선에너지를 이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실내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Wi-Fi 신호를 이용한 에너지원으로 활용

하는 사례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방사형 무선 에너지원은 모

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전력이 방사되기 때문에 수신부에서 받는 전

력이 거리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다. 반면, 공진 커플링을 이용한 전

력 전송은 송신부와 수신부가 근거리장 내에서 비방사 영역(reactive 

region)을 공유하며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밀접

하게 결합되어 에너지를 주고받아 중거리에서 높은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나타낸다 [6] (그림 7).

최근에는 이러한 중거리 무선전력 전송거리를 더욱 확장하는 기술도 

소개되고 있다. 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시스템을 중거리(~1m)에 적용할 

경우, 커플링 계수의 감소로 인해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은 메타물질을 이용한 field focusing 또는 near field enhancement를 

통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7]-[9]. 

(a) (b)

<그림 7> (a) 자계공진 커플링 방식을 이용한 무선전력 전송,
(b) 공진 커플링을 이용한 무선전력 전송의 필드 분포

<그림 8> 음의 물질 상수를 이용한 메타물질의 새로운 물리적 특성

메타물질은 1960년도 음의 물질상수(유전율, 투자율)의 가능성이 제

시되었고, 실험적으로 음의 물질 상수의 존재는 2000년도 초 입증되

었다 [10]. 그 후 음의 굴절률, 근거리장 복원, 슈퍼렌즈(superlens) 등 

새로운 응용분야가 개척되고 있다 (그림 8). 기존 광학에서 사용되는 

렌즈가 진행파인 원거리장(far-field)만 focusing할 수 있는 반면, 메타

물질로 설계된 슈퍼렌즈의 경우 소멸파인 근거리장(near-field)도 이

론적으로는 focusing 가능하다(실제 특성은 손실에 의해 제한됨). 현재 

벌크 3D 구조와 더불어 구현이 용이한 전송선로 형태를 이용한 메타

물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미징 응용에 국한되어 있다 [11]. 

본 연구실에서는 미래 에너지 응용에 초점을 두고 메타물질을 무선전

력 전송에 응용하였다. 그림 9(a)에 메타물질 구조를 사용하는 무선전

력 전송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먼저 EM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력 전송이 향상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림 9(b)에 메타물질 구조

를 사용하기 전후의 자계 분포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서 메

타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수신부 코일에서 자계의 세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9> (a) 메타물질 구조를 사용하는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b) 메타물질 사용 여부에 따른 자기장 세기 분포 비교

그림 10에 메타물질을 사용하는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측정 환경

과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0(a)에는 벌크 3D 메타물질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벌크 3D 메타물질은 두껍고 제작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0(b)

에는 얇은 2D 메타물질을 사용한 측정 환경이다. 그림 10(c)에 메타

물질 사용 전후의 효율을 정규화된 거리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메

타물질을 사용할 경우 거리 1m에서 효율이 21%에서 54%로 향상되

었다 [12]. 이러한 결과는 메타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무선전력 전송 

효율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a) (b)

<그림 10> (a) 기존의 벌크 3D  메타물질, (b) 제안하는 2차원 메타표면,
 (c) 메타물질 적용 전후 효율비교

(c)

향상된 무선전력 전송



무선 전력전송을 이용하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전력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무선전력 전송방법으로 유도

형 결합방식 또는 방사형 방식이 있으나, 각각 근접거리에서만 동작

하거나 원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 출력이 작은 단점이 있었다. 또한, 

공진형 결합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방식은 전력전달 거리와 효율

면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장점이 있으나, 정렬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13]. 더구나 무선전력의 특성상 원치않는 방향으로 불필요하

게 전력이 누설될 수도 있다. 이에 새로운 무선전력 전송장치는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무선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효율이 바뀌는 

문제, 불필요하게 누설되는 전력도 차단하는 기능, 원하는 부분으로

만 무선 에너지가 집속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실에서는 복수의 단위 셀로 구성된 메타물질 구조모듈을 이

용하여 단위 셀의 공진주파수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강구

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송신모듈로부터 전송된 전력

을 메타물질 구조모듈의 특정영역에 집속 가능한 무선전력 전송장

치를 제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4]. 이러한 개념을 구현한 

예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국부적인 전력 전송을 위한 무선전력 전송 구조

(a) (b)

<그림 12> 여러 조건 하에서의 메타물질 평판상의
자계 집속 정도를 나타내는 자계분포도, (a) 균일한 메타물질 구조,

(b) 중앙의 특정 위치에 cavity를 생성한 메타물질 구조

그림 12에 나타낸 EM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에 위치한 특정 단위 셀의 공진주파수(ωo=6.5MHz)가 주변의 

단위 셀의 공진주파수(ωo=7.15MHz)보다 작은 경우 특정 단위셀에 

자계가 집속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조건하

에서의 메타물질 평판상의 자계 집속 정도를 나타내는 자계분포도

이며, 그림 12(a)의 경우 메타물질 평판에 매타물질 cavity가 형성되

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중앙 영역에 위치한 단위 셀이 다른 영

역의 단위 셀보다 근소하게 높은 자계강도를 나타내며, 이는 송신 

공진기(Tx resonator)와의 자기결합(magnetic coupling)에 의한 현

상이다.

그림 12(b)의 경우 중앙에 위치한 특정 단위 셀의 공진주파수(ωo 

=6.5MHz)가 주변의 단위 셀의 공진주파수(ωo=5.85MHz)보다 큰 경

우, 중앙에 위치한 특정 단위 셀로 자기유도파가 집속되어 메타물질 

cavity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메타물질 cavity에 

집속되는 자계강도(magnetic intensity)는 주변 영역의 자계강도 약 

40배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 개의 메타물

질 평판을 사용한 경우인데, 두 개의 메타물질 평판을 사용하여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메타물질 구조체는 복수

의 단위 셀을 구성하는데 단위 셀의 공진주파수를 능동적으로 조절

함으로써 메타물질 평판의 일면의 특정영역에 자기유도파가 집속되

는 메타물질 cavity를 형성하여, 수신모듈에 대한 자기유도파의 전

송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림 13에 자계 집속을 사용하기 전후의 주파수에 따른 효율을 비교

하였다. 공진주파수가 6.5MHz인 경우 자유공간에서는 최대 전송효

율은 8.7%를 나타내었고, 한 개의 메타물질 평판을 사용한 경우에

는 29.5%를 나타내었으며, 두 개의 메타물질 평판에 cavity를 형성

한 경우 최대 전송효율이 54.9%로 나타났다.

<그림 13> 자계 집속을 사용하기 전후의 주파수에 따른 효율 비교

국부적인 전력전송이 가능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수신모듈

이 있는 영역에 전력을 선택적으로 집속 전달함으로써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응용한 무선전력 전송장치는 다

수의 개체사물의 배터리를 수동적으로 일일이 교체하거나 유선으로 

충전포트에 접촉하여 전력을 전송할 필요 없이, 다개체 사물이 자유

롭게 동시에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연구결과는 코일 크기가 임플란트 응용에 사용하기가 다소 크다. 향

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는 소형화를 통해 임플란트 센서의 전

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조로의 연구 진행이 전망된다.

┃저자 정보┃

이 종 욱 교수

소 속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

주 연구분야
RF modeling, RFIC 설계, RFID 태그 칩 설계,
혼성모드 회로 설계, 무선전력 전송

E-mail 
jwlee@khu.ac.kr

Homepage 
http://web.khu.ac.kr/~jwlee

IDEC 뉴스레터 2017년 3월호 ┃기술동향칼럼

Vol. 237   March 2017┃ 7 + 8



IDEC 뉴스레터 2017년 3월호 ┃ 기술동향칼럼

[1] http://www.wirelesspowerconsortium.com 

[2] W. Biederman, “Fully-integrated, miniaturized (0.125 
mm2) 10.5 μW wireless neural sensor” IEEE J. Solid-
State Circuits,  vol. 48, no. 4, Apr. 2013.

[3] V. Leonov, T. Torfs, P. Fiorini, and C. Van Hoof, 
“Thermoelectric converters of human warmth for self-
powered wireless sensor nodes,” IEEE J. Sensor, vol. 7, 
no. 5pp. 650-657 , May. 2007.

[4] G. Chen et al. ,  “A cubic-mill imeter energy-
autonomous wireless intraocular pressure monitor,” 
IEEE Int. Solid-State Circuits Conf. (ISSCC) Dig. Tech. 
Papers , Feb. 2011, pp. 310–311.

[5] J. Leicht et al., “Electromagnetic vibration energy 
harvester interface IC with conduction-angle-controlled 
maximum-power-point tracking and harvesting 
efficiencies of up to 90%,” IEEE Int. Solid-State Circuits 
Conf. (ISSCC) Dig. Tech. Papers , Feb. 2015, pp. 368–370.

[6] A. Kurs, A. Karalis, R. Moffatt, J. D. Joannopoulos, 
P. Fisher, and M. Soljacic, “Wireless power transfer via 
strongly coupled magnetic resonances,” Science , vol. 
317, no. 5834, pp. 83-86, Jul. 2007.

[7] J. B. Pendry, A. J. Holden, D. J. Robbins, and W. J. 
Stewart, “Magnetism from conductors and enhanced 
nonlinear phenomena,”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 vol. 47, no. 11, pp. 2075-2084, 
Nov. 1999.

[8] S. Lee, S. Kim, and C. Seo, “Design of multiple 
re c e i v e r  f o r  w i re le s s  p o w e r  t r a n s f e r  u s i n g 
metamaterial,” Proceedings of Asia Pacific Microwave 
Conference (APMC), p-52, pp. 1036-1038, Nov. 2013.

[9]  B. Wang, K. H. Teo, T. Nishino, W. Yerazunis, and J. 
Barnwell, “Experiments on wireless power transfer with 
metamaterials,” Applied Physics Letters , vol. 98. No. 25, 
p. 254101, Jun. 2011.

[10] R. A. Shelby, D. R. Smith, S. Schultz,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negative index of refraction,” Science , vol. 
292, no. 5514, pp. 77-79, Apr. 2001.

[11] J. B. Pendry, “Negative refraction makes a perfect 
lens,” Physical Review Letters , vol. 85, no. 18, pp. 3966-
3969, Oct. 2000. 

[12] A. L. A. K. Ranaweera, T. P. Duong, and J.-W. Le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ompact metamaterial 
for high efficiency mid-range wireless power transfer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hysics , vol. 116, p. 
043914, July 2014. 

[13] D. Ahn and S. Hong, “Effect of coupling between 
multiple transmitters or multiple receivers on wireless 
power transfer,”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 vol. 60, no. 7, pp. 2602-2613, July 2013.

[14] T. S. Pham, A. K. Ranaweera, V. D. Lam, and J.-
W. Lee, “Experiments on localized wireless power 
transmission using a magneto-inductive wave 2D 
metamaterial cavity,” Applied Physics Express , vol. 9, p. 
044101, March 2016.

참고 문헌



IDEC 뉴스레터 2017년 3월호 ┃ 기획칼럼

분이 강사로 많이 참여하여 좋은 논문 작성을 위한 팁도 기대되니, 향

후 ISSCC 투고가 목표인 학생들이 참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IEEE ISSCC 2017 후기
IEEE SSCS Seoul Chapter 임원진 및 ISSCC TPC 위원

반도체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EEE ISSCC는 매해 반도체 설계분

야 최고 논문들이 발표된다. 올해 ISSCC 기간 내에 샌프란시스코에는 

계속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지

난해 알파고 열풍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인공지능 알

고리즘을 칩으로 구현하는 solid state 회로 및 시스템 설계 관련 세션

에서는 열기가 넘쳐났다.

Plenary 세션은 TSMC사, TI사, 예일대, 델프트대학에서 진행했고, 특

히 퀀텀 컴퓨팅을 발표한 델프트대학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논의되던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장치 제작 결과를 보여주어 향후 상용화 가능

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Double Blind Review로 진행된 첫 해, 몇가지 변화가 관찰되었다. 우

선 국가별 통계를 보면 일본이 4위로 밀려났고, 한국이 24편으로 2위

에 올라섰다. 향후 반도체 분야의 리더쉽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졌으리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데모 세션에서도 여러 흥미로운 기술들을 선보였다. 하이

닉스는 STT-MRAM을 이용해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치를 시연했고, 한양대/중앙대/리딩유아이는 큰 터치 패널에 글을 

쓸 수 있는 장치를 시연했으며, 연세대는 고감도 터치 센서위에 연필 

등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시연해 큰 주목을 받았다. 관련 

하여 발표한 연세대의 황현석 학생이 Silkroad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IEEE SSCC 서울 챕터 임원들과 IEEE ISSCC TPC 멤버 중심으로 세

션 별로 정리하여 이번 ISSCC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이화여대 축제 마지막 금요일에 워크샵을 진행하려고 

한다. 매해 IEEE SSCC 서울 챕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ISSCC의 전반

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5월의 아름다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ISSCC 심사위원을 역임하신 

본 세션에는 총 9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로봇 비전이나 바이오/메

디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어 픽셀 downsize 

racing이 끝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바일용의 경우 몇 년 전부

터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3D stacking 기술의 눈부신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미있게도 2개의 비전(vision) 센서(#4.1, #4.9)가 맨 처음

과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으나 전혀 다른 

approach를 사용한 점이 흥미로웠다.

#4.1에서는 기존의 Address-Event Representation(AER) 방식을 승

계하여 asynchronous readout의 장점인 low bandwidth 및 high 

dynamic range를 가져가며 픽셀 크기를 줄이고 event 처리량을 늘렸

다. 대세 기술인 Backside illumination(BSI)를 적용하여 sensitivity를 향

상시키며 픽셀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amplifier의 크기를 줄이고, 복잡

한 routing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픽셀 크기를 기존대비 4배 이상 줄

였다. 또한 픽셀 값이 변하는 event를 그룹화하여 한 column의 event

를 60-b 신호로 묶어 처리하여 기존보다 10배 이상인 300Meps를 달

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십 mW 수준의 전력 소모만으로 4000fps의 

높은 데이터로부터 정확히 원하는 정보를 추출했다. 데모를 통해 빠르

게 돌아가는 선풍기의 날개를 edge 부분만 정확히 detection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4.9는 일반 CIS array에 column-parallel processor를 집적하여 디

지털 신호를 빠르게 연산함으로써 feature를 추출하는 방식을 선보

였다. 3D stacking 기술을 적용하여 센서와 프로세서를 다른 공정으

로 제작했고, TSV를 통해 두 wafer를 연결하여 면적이 큰 logic 부분

의 burden을 없앴다. 4줄의 line memory를 배치하고 column-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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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r에서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SIMD) architecture로 

spatial filtering을 해주면서 1-b frame memory도 구비하여 temporal 

processing까지 구현해냈다. 게다가 serial processor도 집적하여 

pipeline 동작을 통해 물체의 edge나 motion을 추출함과 동시에 색상, 

위치 및 histogram 정보도 계산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 대의 자동

차를 500fps로 tracking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수요가 증가

할 차량 및 로봇용 비전 센서의 향후 발전 방향성을 보여주는 좋은 연

구 결과라 보인다.

(a) (b)

그림 1. 비전 센서 측정 결과
(a) 돌아가는 fan의 글자 인식 (b) 3가지 색상의 차량을 모두 빠르게 tracking (#4.1, #4.9)

#4.2, #4.3은 biomedical 분야를 위한 image 센서이다. DNA 

sequence 분석은 반도체 칩을 이용해 빠르고 저렴하게 자동으로 처

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2는 가장 검증된 방법

인 polymerase chain reaction(PCR)과 fluorescence detection 기능을 

2D array로 구성된 센서에 성공적으로 집적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

다. PCR은 아주 작은 양의 DNA를 증폭하는 기술로 DNA 분석에 필

수적이나, 비싸고 큰 장비 및 숙련된 연구원이 필요하다. 제안된 센서

는 픽셀 내에 PCR을 위한 micro heater와 photodiode를 집적했으며, 

형광 물질로부터 야기되는 작은 양의 빛 감지를 위해 ∆∑ 기법을 활

용하여 감도를 향상시켰다. 최대 1024개의 서로 다른 DNA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어 DNA 분석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4.3은 cell과 같

은 biomolecule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fluorescence lifetime을 sub-

nanosecond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같은 그룹에서 진행해 온 

연속선상에서 가장 최신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보다 time resolution

을 높이기 위해 픽셀 내에 sub-nanosecond 단위의 pulse를 만들어

주는 회로를 집적했고, tap 수를 늘려 frame rate을 높였다.

 #4.5, #4.6, #4.7에서는 전통 강자들인 Canon과 Sony, Panasonic에

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다. Canon은 global shutter 기능을 추가

하였으나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Panasonic에

서는 organic fil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RGB와 IR을 동시에 수광하

는 센서를 발표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film을 적층했는

데, 각 film에 인가하는 전압을 voltage dividing하여 감도를 조절함으로

써 RGB 센서로 동작하거나 RGB-IR 센서로 바뀌는 구조였다. 가장 흥

미로웠던 Sony의 최신 결과는 기존의 센서 wafer와 logic wafer 적층

을 넘어 중간에 memory wafer를 하나 더 삽입하는 구조를 선보였다.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이러한 센서 아이디어를 반도체 공정 및 회로 

기술 발전을 통해 이루어냈다는 점을 통해 Imager 분야에서 Sony가 

global top 기업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아쉽게도 3개의 wafer 적층 순

서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 집적된 1-Gb DRAM 덕분에 내부

적으로 102Gbps의 속도로 동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120fps frame 

rate을 달성하여 rolling shutter의 distortion을 거의 없앨 수 있을 뿐 아

니라, 해상도를 낮춘 960fps의 영상을 찍고 임시로 저장하여 내보냄으

로써 super slow 동영상을 seamless하게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모바일 

카메라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2. 픽셀 내 pulse generator 회로 (#4.3)

그림 3. 3-layer stacking CMOS image sensor (#4.6)

#4.4, #4.8에서는 학교에서 주목할만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4.4에서는 2D array 센서는 아니나 single photodiode로부

터 나오는 전류를 ring oscillator를 사용하여 frequency로 변환하는 

회로를 제안했고, 수백 pW 수준의 놀라운 초저전력 구동을 보여주

었다. Dynamic range도 140dB로 매우 넓기 때문에 빛의 양을 감지

하는 wearable device로 적합해 보인다. #4.8은 reset gate를 없애 

conversion gain을 극한으로 올리는 픽셀을 소개했는데, 20V 이상의 

높은 전압이 필요한 기존 연구에 비해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normal VDD 하에서 동작이 가능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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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에서는 전체 세션을 통틀어 가장 많은 11편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Relaxation and FLL-based oscillator 3

편, Class-D audio amplifier 2편, Low-dropout Regulator 2편, Crystal 

oscillator, Capacitive-gain amplifier, Bandgap voltage reference, 

Temperature sensor가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오랫동안 

아날로그 세션에 매번 등장하는 Oscillator와 Bandgap reference 관련 

논문을 살펴본다.

#5.3 논문은 저전력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빠른 start-up 시간

을 가진 Crystal oscillator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Dynamically-

Adjusted Load(DAL)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단점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Crystal oscillator 중 가장 좋은 start-

up energy reduction ratio를 얻었다. DAL 기술은 먼저 oscillator가 동

작을 시작할 때는 작은 CL을 사용하여 start-up 시간을 단축하고, 그 

후엔 큰 CL을 사용하여 안정된 동작을 확보한다. CL을 적절한 타이

밍에 맞춰 컨트롤하기 위해 Oscillator의 동작 상태를 판단하는 Clock 

detector가 사용되었으며, 출력에 따라 Finite-State-Machine에서 CL

값을 조절하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CL의 값이 각 상태에서 가장 적합

한가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그림 4. Crystal oscillator 간단한 모델 및 제안하는 구조 (#5.3) 

#5.4 논문은 Frequency-Locked-Loop을 이용한 RC oscillator에 대

한 것이다. 최근 많은 Smart sense interface에서 디지털 출력을 얻

기 위해 손쉬운 사용의 Time/Frequency-to-Digital converting 기술

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 때 높은 디지털 분해능을 얻기 위해 긴 시

간의 저잡음 Time window가 필요한데, 이를 생성하는 RC oscillator

의 Accumulated jitter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Feedback 

loop을 Ring VCO에 적용하여 출력 주파수가 주파수 기준원으로 사

용된 RC time-constant의 역수에 비례하는 값에 Lock되어 원하는 주

파수를 얻는 구조이다. 좋은 Accumulated jitter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Feedback loop에 사용된 Error amplifier의 저주파수 노이즈인 1/f 노

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Chopper stabilization 

기술을 적용했다. 이 논문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조가 이미 

ISSCC와 JSSC에 발표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기존 RC 

oscillator의 Accumulated jitter 성능들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성

능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

론에 바탕한 것보다 훨씬 좋은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측정 오류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가져본다.

Oscillator 중에서 Relaxation 타입이 2편 발표되었다. Relaxation 

oscillator는 근본적으로 구성요소인 Comparator와 논리 소자들의 

PVT 변화에 민감한 특성 및 Comparator의 오프셋 전압 등과 같은 영

향 때문에 안정한 주파수 생성에 한계를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nalog feedback loop을 사용하여 Relaxation oscillator의 출력 주파

수를 기준 소자에 lock시켜 안정한 주파수를 생성하는 방법이 주로 이

용되고 있지만, 충분한 Loop bandwidth을 얻기 위해 많은 전력 소모

를 요구하므로 좋은 FOM을 기대하기 어렵다.

#5.5 논문에서는 Quadrature phase를 가지는 신호를 이용한 새로운 

저전력 주파수 에러 보상 기술을 소개한다. 완전 동일한 Relaxation 

oscillator는 각각의 RC 네트워크에 의해 Vo1과 Vo2 신호를 생성하는

데, Vo1이 Vup(Vdn)까지 충전(방전)되자마자 바로 Vo2가 충전(방전)되

기 시작한다. 여기서 Vup와 Vdn은 Relaxation oscillator 내에서 High 

threshold voltage와 Low threshold voltage를 각각 나타낸다. 결국 

Vo1과 Vo2는 Quadrature phase 관계를 가지며, 그 결과 생성 클럭 신

호의 반주기는(Vo1 swing + Vo2 swing)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결정되므

로 에러가 없는 이상적인 경우 2(Vup – Vdn)에 해당하는 반주기 값

을 가진다. 만약 Vo1 측에서 Comparator 오프셋 전압, PVT 변화 등에 

의해 에러 α가 발생할 경우, Threshold 전압이 Vup + α 로 증가하여 

반주기 값이 변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Error-sampling feedback loop

을 적용하여 Vo1에서 증가한 α만큼 Vo2의 Threshold voltage를 감소

시켜 결국 반주기에 해당하는 값을 항상 이상적인 경우와 같은 2(Vup 

– Vdn)로 유지시켜 안정한 주파수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5. 주파수 에러 보상 기법의 동작원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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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논문에서는 Relaxation oscillator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추었

다. 전체 전력의 76%를 Comparator에서 소모하는데, 정확하고 빠른 

비교를 위해 필요한 큰 바이어스 전류가 항상 흐르기 때문이다. 하지

만 Comparator는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동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Power-gating 기술을 적용하여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Comparator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시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그림 6. 제안하는 all-in-one 밴드갭 기준원 (#5.8)

본 세션에서는 예년과 같이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성능 프로세서 논문 및 functional safety를 만족하

는 차량용 프로세서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외의 새

로운 주제의 논문으로는 14nm 공정에서 17-billion개의 transistor를 

집적한 FPGA 논문(#3.3), 10nm FinFET 공정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ARMv8A microarchitecture 기반의 코어들을 집적한 SoC 논문(#3.4), 

128x8 Massive MIMO Precoder-Detector 논문(#3.6), 고화질 영상에 

대한 Stereo-Depth 프로세서 논문(#3.7)이 있다. 본 세션에서 주목할

만한 몇몇 논문을 살펴본다.

#3.1 IBM은 2014년에 이어 POWER ISA(Instruction Set Architecture) 

그림 7. 제안하는 all-in-one 밴드갭 기준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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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기존 구조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얻었다 할지라도 비슷한 컨셉이 이미 여러 논문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 독창성은 떨어진다.

#5.8 논문은 초저전력 전압 및 전류 all-in-one 밴드갭 기준원 회로

이다. 온도에 안정한 전압은 온도에 반비례하는 VCTAT과 온도에 비

례하는 VPTAT를 적절한 비로 더하여 얻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밴드갭

을 이용한 구조에서 VCTAT의 온도 계수가 VPTAT의 그것보다 매우 크

다. 따라서 VPTAT의 증폭이 필요하며 지난 2015년 발표한 구조는 저

항의 비를 이용하여 이를 얻었다. 하지만 초저전력을 타겟으로 할 때 

매우 큰 저항이 필요하게 되어 이는 큰 면적을 차지하는 단점으로 이

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저항의 비 대신 N-stacked MOS 다이오드와 

Amplifier-based PTAT 전압 발생기(A1)로 이를 획득, 면적을 크게 절

약했으며 저항 R을 VPTAT1과 VPTAT2 사이에 두어 매우 작은 전류로 구

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 논문과 비교할 때 비슷한 온도 

안정성에도 면적은 약 10배, 전력 소모는 약 3배 개선된 성능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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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 최초로 적용된 프로세서인 cognitive computing에 최적화

된 POWER9를 발표했다. 14nm FinFET SOI 공정으로 설계된 점과 

120MB의 embedded DRAM L3 cache를 가진 점, 5-stage만큼 짧

아진 pipeline 구조 등이 이전 POWER8 프로세서와 가장 비교된다. 

120MB의 eDRAM L3 cache는 10MB의 20-way associative 영역으

로 쪼개져 있으며, 각 영역은 80개의 eDRAM macro로 구성되어 있다. 

Off-chip I/O 지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NVIDIA의 NVLink 2.0과 

IBM의 OpenCAPI(Coherent Accelerator Processor Interface) 및 PCIe 

지원 등을 통해 외부의 다른 NVIDIA GPU, IBM partner device, PCIe 

device, memory, 다른 POWER9 프로세서 등과 연결될 수 있으며, 총 

12.9Tb/s의 off-chip bandwidth를 지원한다.

#3.2 AMD는 server, desktop, mobile client application을 타겟으로 하

는 차세대 x86 core인 ‘Zen’(코드네임)을 발표했다. 발표된 Zen core

는 AMD 최초로 14nm LPP FinFET 공정으로 제작되었고 1.4-billion

개의 transistor로 구성되어 있다. Zen은 core 단위로 scalable한 구

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전력 관리에 집중하여 core마다 power state

에 따른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digital LDO(low drop-out) 

voltage regulator와 DFS(digital frequency synthesizer)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성능으로는 이전 세대 core 대비 40% 이상 

IPC(instructions per clock cycle)가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3.4 MediaTek은 예년과 같이 smartphone application을 타겟으로 

ARMv8-A 기반의 서로 다른 세 개의 ARM core cluster를 성능과 전

력 효율을 고려하여 SoC로 구성하여 Deca-Core CPU를 발표했다. 

예년의 20nm CMOS 공정과 달리 10nm FinFET 공정을 이용하였고, 

software debug를 보조하기 위한 logic과 시스템 내의 power budget 

및 droop 관리를 위한 logic들을 설계하여 전력 효율에 크게 집중

했다.

#3.5 Renesas는 작년 ISSCC에서 차량용 프로세서로 발표한 논문 두 

편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히 EV(Electric Vehicle)을 타겟으로 모터 컨

트롤을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서도 특별히 functional safety를 고려한 안정성에 집중된 프로세서 연

구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이와 같이 전기차에서 요구되는 featur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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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모터 컨트롤을 위해 필

수적으로 필요한 처리에 대한 CPU load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energy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림 8. IMTS(intelligent motor-timer system)를 통한 CPU offloading (#3.5)

#3.6 스웨덴의 Lund University는 28nm FD-SOI 공정으로 128x8 

Massive MIMO precoder와 detector chip을 제작하여 발표했다. 기존

의 4x4 small-scale MIMO가 가지는 flexibility 및 area와 power cost 

문제를 128x8 Massive MIMO를 통해 개선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별

히 복잡한 matrix decomposition 연산인 QRD(QR decomposition) 가

속기를 면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기존보다 면적 효율 및 

정규화된 에너지 지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기존 방식은 4x4 

수준의 작은 QRD 가속기를 scaling하여 더 큰 크기의 matrix 연산을 

수행했으나, 다루는 matrix의 크기가 더욱 커질수록 하드웨어 복잡도

와 성능에서 불리해진다. 이 논문은 잘 알려진 matrix plane rotation인 

Givens rotation(GR)을 QRD에 적용하여 기존대비 50%의 complexity 

감소를 얻었으며, 다양한 연산 모드에서도 동일한 하드웨어 자원을 

re-use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다른 모드 연산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

요한 하드웨어 자원은 20% 수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했다.

그림 9. QRD 연산을 위한 Unified Processing Element (#3.6)

최근 큰 관심의 대상인 딥러닝은 높은 연산의 복잡도로 인해 모바일 

기기와 같이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그러나 금년 

ISSCC에서는 딥러닝 프로세서 분야가 이 부분에서 한층 더 성장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TOPS/W의 매우 높은 전력 대비 성능효율

을 구현하여 배터리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복잡한 딥러닝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발결과는 혁신적인 메모리 구조와 연산 

정밀도 최적화 기법, 그리고 에러에 강한 근사 컴퓨팅 기법 등을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 아래로 본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주요 기술을 

정리했다.

ST Microelectronics에서는 CNN 동작을 위한 SoC를 발표했다. CNN

은 크게 Convolution층, Pooling층, Fully Connection층으로 이루

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발표된 칩은 크게 컨볼루션 연산을 위한 

Convolution Accelerator(CA) 블록과 DSP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CA 블록은 컨볼루션 연산을 위한 MAC과 adder tree로 이루어져 있

다. 이 외 max pooling layer, fully connection layer의 연산은 DSP 클

러스터를 이용했으며, DSP 클러스터에서는 위의 두 층에 대한 연산

뿐만 아니라 ReLU와 sigmoid 같은 활성함수의 연산을 수행한다. 해당 

칩은 CNN의 전체 동작을 하나의 칩에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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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T Microelectronics의 전체 SoC 구조

KAIST에서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과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이종(heterogeneous) 구조의 

프로세서를 발표했다. 수천만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처리하는 CNN

과 RNN은 연산량을 낮추기 위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프로세

서에서는 연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설계기법을 적용하였다. 대부

분의 CNN 연산을 차지하는 곱셈과 덧셈 연산을 저전력화하기 위해 

LUT(Look Up Table) 기반 곱셈기와 각 컨볼루션 층에 최적화된 연산 

정밀도를 가지는 연산기를 설계하여 연산 복잡도를 낮추었다. RNN

은 수천만 개의 독립된 weight값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weight값을 양자화하여 연산복잡도 및 메모리 대역폭을 줄였다.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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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1. (a) Heterogeneous 구조의 CNN-RNN 블록도
(b) 데이터 양자화를 이용한 LUT 기반 곱셈기

Harvard 대학교는 fully-connection(FC) DNN 가속기를 발표했다. FC 

network는 많은 파라미터가 0의 값을 가지는 특성을 이용해 피연산자

가 0인 경우는 연산을 건너뜀으로써 전체 에너지를 75% 이상 감소시

켰다. 또한 공정/전압/온도/장치의 노화를 보상하고자 weight memory 

load stage와 MAC operation stage 사이의 입력 타이밍 에러를 검출

하는 Dual-mode Razor Flip-Flop(RZFF)을 적용했다. Latch를 사용한 

time borrowing 기법을 활용하여 violation을 보상했으며, 동작 타이밍 

마진을 30% 확보하였다.

(a) (b)

MIT에서는 DNN을 활용한 저전력 음성인식 프로세서를 발표했다. 해

당 프로세서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8b로 제한했으며, 메모리 대역폭

을 낮추기 위해 non-zero값을 저장하는 sparse weight matrices 기법

을 이용했고, weight를 4-12bit로 양자화했다. 이를 통해 전체 메모리 

대역폭을 54% 낮췄다. 해당 DNN 가속기는 SIMD 구조를 채택했으며, 

32개의 PE에 파라미터를 전달하여 latency를 1/32로 줄였다.

그림 12. (a) RZFF의 블록도 (b) RZFF을 적용한 MAC 연산기 블록도

(a) (b)

그림 13. (a) 저전력 음성인식 검출기 (b) 음성 인식 프로세서 내부 블록도

KU Leuven에서는 CNN 처리를 위한 voltage, precision, frequency를 

조절 가능한 저전력 프로세서를 발표했다. 기존 voltage와 precision의 

조절기법은 weight와 image 데이터의 LSB를 MAC 연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저전력 구현이 가능했지만, 연산에 사용되지 않는 MAC 

유닛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연산에 사용되지 않

는 부분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 연산기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zero 

skipping 기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연산을 줄였다.

(a) (b)

그림 14. (a) 전체 구성도 (b) 데이터 흐름도

KAIST에서는 또 다른 연구로 CNN을 이용한 저전력 얼굴인식 프

로세서를 발표했다. CIS로 얼굴 위치를 검출하는 Haar-like face 

detector를 구현했고, 얼굴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NN 프로

세서를 설계했다. 메인 코어는 4x4의 PE로 이루어져 있고, 각 PE

에 로컬 메모리를 두어 외부 메모리에 대한 대역폭을 감소시켰다. 또

한 convolution 연산을 행과 열로 나누어 처리하는 separable filter 

approxim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연산 복잡도를 낮추었으며,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로컬 메모리는 행과 열 두 가지 모드로 읽을 수 있는 

transpose-read SRAM(T-SRAM)을 설계했다. 본 칩은 0.4V 동작 전

압을 사용하여 한 프레임 동작에 0.62mW의 전력 소모를 보이며 97%

의 높은 얼굴인식 정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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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NN에 대해 각각 20배, 4.5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전

체 CNN+RNN 구조에 대해 기존연구보다 6.5배 높은 8.1 TOPS/W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다.

(a) (b)

그림 15. (a) 2개의 칩으로 구성된 얼굴 인식 가속기
(b) 행과 열의 readout을 가지는 Transpose Read S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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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에서는 온도 센서, MEMS 센서, Touch 센서에서 많은 혁신

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온도 센서에서는 저항기반의 고효율 온도

센서와 양산성을 위한 package calibration 기법이 소개되었다. 터

치 센서에서는 고효율 passive stylus와 고속 active stylus가 발표되

었다. MEMS 센서에서는 저전력 MEMS gyroscope와 저잡음 MEMS 

microphone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저전력 센서용 readout IC와 고해

상도 eddy current readout이 발표되었다.

#9.1 소개된 온도 센서는 델프트 공대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기존의 

BJT 기반의 온도센서와 다르게 poly resistor로 온도센서를 제작하

여 CMOS 온도센서 중 Resolution FoM이 가장 높은 0.13pJK2를 달

성하였다. 이는 기존 BJT 기반의 센서에 비해 10배 정도 개선된 수치

이다. 온도센서로 사용한 resistor를 Wien bridge 형태로 꾸미고 이를 

phase domain ADC(2차 delta-sigma ADC)로 읽어내 0.41mK의 잡

음수준을 5ms conversion time에 달성했다. Phase detection 기법이 

voltage detection 기법에 비해 다소 PVT에 robust하고 높은 수준의 

PSRR 역시 획득하기 쉬운 이점을 가진다는 점을 적절히 이용했다. 다

만 phase domain 기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 클락이 필요한데, 해당 논문에서는 off-chip으로 제공했

으며 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인다.

Sensors

채  영  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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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esistor기반의 온도센서 FoM 비교

#9.4 MEMS 센서 중 독일 Freibrug 대학에서 발표한 gyroscope는 기

존보다 높은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CT delta-sigma ADC의 형태로 

구현 시 발생하는 PVT variation 문제를 해결하는 frequency tuning 

회로를 제안했다. 이는 BP delta-sigma ADC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readout interface에서 BW/fc의 값이 0.5%에 불과한데, 일반적인 디

지털 회로로 보상하는 경우 복잡도가 매우 높고, 더불어 feedback 

actuator를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electrical BPF 출력의 noise shape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main loop-

filter를 tuning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해당 회로는 매우 작은 면적

(0.06mm2)과 전력 소모(27µW)만으로도 동작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기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법으로, 작년 ISSCC에

서 발표한 고성능 gyroscope과 유사한 정도의 높은 안정성을 확보

했다.

그림 17. Automatic tuning 전후 결과 비교

#9.7 Touch 센서 논문 중 연세대에서 발표한 passive stylus용 센서

는 기존의 charge amplifier를 사용하는 analog front-end의 문제점을 

current conveyer를 통해 극복하고, 이를 두 개의 output으로 만들어 

낸 후 이를 인접 channel 간의 차이를 구해내는 형태로 front-end를 

구성하여 display noise 등에 강인한 구조를 제안했다. 더불어 Touch 

센서에서 가지는 DR 제한을 current-driven delta-sigma ADC 형태

로 구현하여 ADC 이전에 추가적인 회로 없이 14bit의 넓은 DR을 가지

는 회로를 구현했다. 해당 Touch IC는 해상도 측면에서 3.3V TX 기준 

0.13fF, 15V TX 기준으로 34aF까지 달성했다. 제안한 구조적인 장점으

로 인해 기존의 Touch IC에서 가지는 전력 효율을 4배 향상시킨 결과

를 보고했다. 해당 논문은 추가적인 측정으로 on-glass fingerprint 센

서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는 display 전면에서 mutual capacitor 방식

만으로 fingerprint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18. Touch 센서 Fo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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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에서는 총 9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구조적으로는 ADPLL 및 

Injection-locking 기반 clock generator를 기반으로 하는 회로들이 대

다수였으며, 기 제안되었던 아이디어들을 효율적으로 합치거나 새로

운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 지역별로 미국 

지역 내 기관이 가장 많은 5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아시아의 4편의 논

문 중 우리나라가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4 논문에서는 Bang-Bang ADPLL의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optimization 기법을 소개했다. 기존의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digital 

loop filter의 parameter를 조정하여 loop bandwidth를 교정하는 방

법으로 optimization을 구현했으나, 이 경우 noise 성능이 좋지 않아

도 되는 application에서는 파워를 필요이상으로 소모하게 되는 문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DCO noise가 불필요하게 

좋을 필요가 없다는 전제 하에 DCO의 current scaling을 통해 DCO 

noise를 조정하고, Bang-Band PD(BBPD)의 gain이 optimal하게 교정

되는 방법을 제안했다. FLL을 DCO에 도입하여 DCO 주파수를 linear

하게 튜닝함과 동시에 노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BBPD

의 output pattern을 관찰하여 DCO의 optimal한 power(period jitter)를 

LMS로 추적했다.

#8.5 논문은 Synthesizable ADPLL이 supply noise에 취약하다는 문

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PLL

에 Discrete-time(DT) LDO를 집적했으며, noise isolation을 통하여 

supply noise 뿐만 아니라 LDO 자체의 노이즈가 DCO의 노이즈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8.6 논문은 r ing-osc i l la tor 기반 In jec t ion-locked c lock 

multiplier(ILCM)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Ring oscillator 기반의 ILCM

의 RMS jitter를 줄이기 위해서는 injection에 의한 noise suppression 

bandwidth(NBW)가 매우 넓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double injection 

시에 중요한 duty cycle의 error 교정을 LMS calibration을 통해 수행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ILCM 자체는 이전 2년 전부터 본 연구실에

서 발표하여 사용해왔던 pulse-gating 기반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8.7 논문은 POSTECH에서 발표했으며, ADPLL를 synthesis할 

때 가장 어려운 회로인 TDC와 DCO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fully 

synthesizable ADPLL을 제안했다. 기존 DCO(Digital-to-Analog)와 

TDC(Analog-to-Digital)의 역할이 RACC(Rotational Accumulator), 

DFF 등 만을 통해 모두 digital domain에서만 이뤄진다. RACC 동

작의 resolution의 한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quantization err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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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nterpolator(PI)를 통해 완화했다. 이를 통해 Manual한 design 

optimization 없이 RTL description만으로 ADPLL을 구현했다.

#19.2 논문은 UNIST에서 발표했으며, 차세대 5G 통신을 위한 28GHz 

대역의 초저잡음 quadrature LO 신호 생성을 위한 Injection-locking 

기반 frequency multiplier 기술을 소개했다. 본 논문에서 5G 대역

의 mm-wave 주파수 신호를 2G–4G 대역용 PLL로부터 생성하여 

backward compatibility을 지원하는 효율적 주파수 plan을 제안했다. 

또한 mm-wave 대역의 frequency multiplier를 교정하는데 calibration 

회로가 고주파 디지털 회로 없이 매우 저속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

존 mm ILFM 구조 대비 전력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19.3 논문은 DCO와 TDC의 linearity, gain을 calibration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현해 매우 낮은 잡음성능을 갖는 mm-wave ADPLL을 제

안했다. TDC의 resolution과 linearity를 개선하고자 TDC를 coarse와 

fine 블록으로 나뉘어 동작하도록 설계했으며, DCO의 경우 기 발표

된 capacitive degeneration 기술을 이용하여 frequency resolution과 

linearity를 개선했다.

#19.4 논문은 Sub-sampling PLL에 time-based loop filter 기술을 적

용한 ring-based PLL을 소개했다. Ring VCO 기반의 fractional-N 

PLL의 DSM noise와 VCO noise에 의한 loop bandwidth 설정의 딜레

마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소개했다. SLF 기반 Type-I PLL을 이용

하여 넓은 loop bandwidth를 유지했고, DFF 기반의 FIR filter를 이용

하여 VCO의 PN은 shaping하지 않으면서 DSM-quantization noise

만 filtering 했다. 기존 delay-and-adder 방식의 FIR based DSM-

quantization noise filtering 구조들과는 다르게 3600개 이상의 DFF

를 사용하고, Bessel-Kaiser based FIR filter를 이용하여 DSM-

quantization noise를 제거했다.

#29. 서울대에서는 PLL 논문을 소개했다. 기존 Replica-cell을 사용

하는 ILCM은 delay-cell 간 mismatch로 인한 성능열화의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는 ILCM에서 VCO의 free-running 주파수와 target 

주파수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calibration 해주는 기술에 루프의 path 

mismatch error를 없애주는 기술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Injection 

pulse가 들어오지 않는 구간에서 VCO cell과 replica cell의 mismatch

를 detect하여 delay를 보상했으며, 보상 방식은 digitally control 되는 

delay를 VCO의 앞단에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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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적/고속/저전력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고성능 컴퓨팅에서

부터 System-on-Chip(SoC), wearable 및 Internet of Everything(IoE)

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메모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욱 증가한 느낌을 받았다. 올

해는 #11에서 4편, #12에서 9편, #23에서 4편으로 총 17편의 논문이 발

표되었다.

올해 ISSCC에서 주목할 만한 Memory 관련 최신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3GHz PLL clock을 이용한 12 Gb/s/pin 속도를 가지는 8-Gb GDDR5 DRAM

·0.6-V I/O 전압에서 5 Gb/s/pin 속도를 가지는 8-Gb LPDDR4X  DRAM

·132 mm2 소면적의 64-layer 3b/cell 구조의 512Gb 3-D NAND Flash

SRAM 분야에서 고성능 Server로부터 IoE에 이르기까지 SRAM은 

계속해서 임베디드 메모리 장치로 선택되고 있다. 그림 19에서는 

SRAM의 bit-cell size와 Vmin scaling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올해는 

0.027um2의 최소 bit cell size를 가지는 7-nm 256Mb FinFET SRAM 

기술이 발표되었다.

그림 19. SRAM bit-cell and Vmin scaling trends

DRAM 분야에서는 high-bandwidth, low-cost GDDR5x와 low-

power LPDDR4x와 같은 최신의 memory interface standard들

이 소개되었다. Micron의 8Gb 12Gb/s/pin GDDR5x DRAM은 DFE 

receiver와 De-emphasis transmitter 등의 고속 serial link 기술

들을 적용했다. Samsung과 SK Hynix에서는 DRAM cell의 self-

refresh current를 줄여 standby power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으로 Error Correction Code(ECC) 기술을 채택한 LPDDR4 제품들

을 소개했다. 그림 20에는 각종 DRAM 제품들의 data bandwidth 

트렌드를 보여준다.

그림 20. Data bandwidth for DRAMs

NAND Flash 분야에서는 3차원 구조의 3b/cell 512Gb 3-D NAND 

Flash 기술이 삼성전자 팀과 Western Digital/Toshiba 팀에 의해 각

각 발표되었다. 이제 3-D NAND는 Flash memory의 대세로서 본격적

으로 종래의 hard-disk stage를 solid-state disk로 대체하고 있다. 그

림 21은 지난 20년간 NANA Flash의 용량 trend를 보여준다. 그림 22

은 NAND Flash와 비교하여 Emerging NVMs 들의 memory capacity 

trend를 보여준다.

* Emerging NVM: Phase-change memory(PRAM), STT-MRAM, 

  Ferroelectric RAM(FeRAM), Resistive memory(RRAM)

그림 22. Emerging NVM memory capacity trends

그림 21. NAND Flash memory capacit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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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세션에서 총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작년

과 유사하게 두 개 이상의 ADC 구조를 결합한 hybrid 구조들을 통해 

성능개선을 이룬 논문들이 하나의 세션(#28)을 구성하여 고효율 달성

을 위한 최근의 설계 동향을 잘 보여주었고, 또 다른 세션(#16)에서는 

수 GHz 이상의 변환 속도를 갖는 고속 데이터 변환기들이 다루어져 

다양한 고속 설계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올해 크게 두드러진 경향 중

의 하나는 ADC의 초고속화를 위해 pipelined ADC 구조가 많이 적용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Time-interleaved SAR ADC를 이용한 고속

화가 과도한 채널의 개수로 인해 complexity가 높아지는 문제에 이르

자, sub channel의 고속화를 위해 pipelined ADC가 다시 주목받고 있

다. 한편, 저전력화 구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dynamic amplifier의 

활용이 residue amplifier 뿐만 아니라 다른 증폭 응용에 많이 사용되

어 전력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16.7 Analog Devices에서 발표한 28nm CMOS 12b 10GS/s ADC는 

사양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연구결과였다. 이제까지 발표된 10b 이상

의 해상도를 갖는 time-interleaved ADC 중에서 가장 빠른 변환속도

를 달성하였다. 8채널의 pipelined ADC를 time-interleaving 하였는데, 

많은 채널의 sampling network로 인한 대역폭 및 선형성의 저하를 막

기 위해 선형성이 높은 하나의 input buffer를 두어 모든 ADC를 구동

하도록 했고, 각 ADC 역시 input buffer의 load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한 채널만이 입력을 샘플하도록 100ps의 짧은 sampling time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빠른 sampling을 위해 turn-on 시간이 짧

은 bootstrapped switch가 제안되었다. Inter-stage gain error를 포

함한 각종 에러를 잡기 위한 다양한 calibration 기법들이 적용되었으

며, time-interleaved ADC의 고정된 rotation 동작에서 기인하는 각종 

tone들을 제거하기 위해 random interleav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Nyuist input에서 55dB의 높은 SNDR을 달성했고, 전력소모는 

2.9W를 소모했다.

그림 23. 12b 10GS/s ADC 블록도와 칩사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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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IBM에서는 14nm FinFET 공정을 이용하여 10b ADC 중에서

는 단일채널로는 가장 빠른 1.5GS/s 변환속도를 달성했다. Pipelined-

SAR ADC 구조를 사용하였고, residue amplifier로는 저항을 load로 갖

는 전형적인 open-loop 차동증폭기를 사용하였고, 고속 SAR 동작

을 위해 loop-unrolled 구조를 적용하였다. 14nm 공정이라고는 하나, 

ADC의 면적이 12.3um x 12.9um로 매우 작게 설계되었다. 0.7V supply

를 사용하였고, 단지 2.26mW의 전력만을 사용하여 8.9fJ/conversion-

step의 놀라운 FoM을 달성하였다.

그림 25. Single channel 10b 1.5GS/s pipelined SAR ADC layout (#28.5)

#16.1 Xilinx에서는 residue amp 구조로 open-loop dynamic amplifier

를 이용한 pipelined-SAR ADC 구조를 기본으로 time-interleaving하

여 13b 4GS/s ADC를 구현했는데, 저속변환에서 leakage에 의한 성

능변화를 막기 위해 asynchronous pipeline 구조로 설계했다. Current 

feedback이 적용된 source follower를 이용하여 선형성이 높은 input 

buffer를 구현했고, open-loop residue amplifier의 선형성을 위해 

linearized differential pair 구조를 사용하되, 낮은 전원전압 사용을 위

해 folded-cascode 구조를 이용했다. 증폭기의 이득 정확도를 위한 

calibration이 적용되었다. 13b의 높은 선형성 사양에도 불구하고 16nm 

FinFET의 장점으로 인해 top-plate sampling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한

다. 전력소모 513mW로 57.3dB의 SNDR을 얻었다.

#16.2 Multi-stage ADC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러 단을 거쳐 A/

D 변환과 residue를 생성하는 특성 때문에 입력을 sample해 두는 것

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discrete-time(DT) sampling의 경우는 필연적

으로 aliasing, noise folding 및 순간적인 ADC driving current가 필요

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자 Analog Devices에서는 

continuous-time(CT) 증폭기의 대표격인 resistive inverting amplifier 

구조의 residue amplifier를 사용하여 9GS/s 1GH-BW의 oversampled 

pipelined ADC를 선보였다. 이 구조에서는 각 stage에서의 ADC-to-

DAC delay와 증폭기의 입력쪽 저항 path인 V-to-I conversion path

의 delay matching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입력쪽 저항 path에 

LC(또는 RC) lattice all-pass filter를 이용했다. 28nm CMOS 공정을 이

용하여 구현되었고, 1GHz 입력에서 63dB의 높은 SNDR을 달성했다. 

전력소모는 2.33W이다.

그림 24. 9GS/s CT pipelined ADC의 블록도와 칩사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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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는 SC 1편, Hybrid 4편, Inductor DC-DC 3편을 포함한 총 8편

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에서는 디지털 Inductor DC-DC 1편, 디지

털 LDO 4편, 디지털 SC 1편을 포함한 총 6편이 발표되었다.

#10.1 KU Leuven에서는 높은 Efficiency, Power-Density, 그리고 

Voltage Conversion Ratio(VCR)를 갖는 Fully-integrated Switched-

Capacitor DC-DC Converter를 제안했다. Standard CMOS 공정의 

MOS capacitor를 이용해 물리적인 Flying Capacitor 크기는 작게 유

지하면서도 Soft-Charging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여 Effective Cfly를 증

가시켜, SC DC-DC의 Efficiency와 Power-Density 모두의 성능을 동

시에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Stage-Outphasing(SO)이라는 기법으

로 2-step (dis)charging을 실현시키고, Multiple Soft-Charging(MSC)

라는 기법으로 Multi-step (dis)charging을 구현하여 높은 VCR에서

도 Charge-Sharing Loss를 6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그 

결과 종래 기술대비 효율은 x3(최대 82%) 및 면적당 전력밀집도는 

x29(1.1W/mm2)를 28nm CMOS 공정으로 달성했다.

그림 26. SO + MSC 기법과 성능 비교 (#10.1)

#10.4 KAIST는 Li-ion 배터리의 전 영역을 높은 효율로 사용할 수 있

는 Step-Up/Step-Down DC-DC Converter를 제안했다. 배터리의 

전력을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높은 충전상태에서는 Step-

Down 모드로, 그리고 낮은 충전상태에서는 Step-Up 모드로 DC-DC

가 동작해야 한다. 종래의 기법(Non-Inverting Buck-Boost Topology)

은 Step-Up/Step-Down 모드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회

로의 전력전달 경로상에 Power Switch가 직렬로 2개 존재하여 전력

누수가 발생하고 특히 Boost 모드에서 효율저하가 심각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Flying-Capacitor Buck-Boost(FCBB) Topology를 새롭게 

제안하여 전력경로상 Power Switch를 1개로 줄였고, 특히 Boost 모드

에서 Flying Capacitor를 사용해 인덕터 전류의 Build-Up를 실현함으

로써 Boost 모드에서도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은 0.18µm 

BCD 공정 기반으로 새롭게 제안한 FCBB 회로설계를 적용하여 VIN = 

2.7 – 4.2V, VOUT = 3.4V에서 최대 96.6%의 전력효율을 달성했고, 최

소 효율은 86%를 상회하도록 개발되었다. Portable Device의 획기적

인 배터리 사용시간 극대화가 기대된다.

그림 27. FCBB Tolopogy (#10.4)

#10.6 최근의 Microprocessor는 높은 Slew Rate(> 1A/ns)을 만족하

는 전력공급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매우 빠른 Load Transition 상

황에서 낮은 전압 droop과 빠른 Recovery Speed를 만족하기 위해 

HKUST는 빠른 응답속도를 갖는 30MHz Hybrid Buck Converter를 

제안했다. 응답속도를 증가하기 위해 Type-III Loop Compensator를 

최적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출력단에 Digital LDO를 추가하는 

Hybrid를 구조를 선보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1.25A/2ns

의 Load Transition 상황에서 36mV의 Voltage Droop과 125ns Settling 

Time(1% 정밀도)를 달성했다.

DC-DC Converters and Digital-Oriented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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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최근 SAR ADC를 기반으로 해상도를 높이고자 noise-shaping 

SAR ADC 구조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한편, SAR ADC core의 저전

력 특성에도 불구하고 passive residue sampling에 의한 inaccuracy 

문제와 noise-shaping을 위해 사용되는 active filter의 전력소모가 단

점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MediaTek에서는 이득을 갖는 

open-loop dynamic amplifier를 이용한 buffering을 통해 passive filter

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력효율을 높였다. 28nm CMOS 공정

으로 구현되었고, 0.46mW의 전력만을 소모하면서도 5MHz BW에서 

80dB에 달하는 peak SNDR을 얻었다.

#28.4 Dynamic amplifier(DA)가 저전력 증폭을 위해서 많이 이용

되고 있으나, 그것의 이득 불확실성은 항상 calibration을 필요로했

다. UT Dallas에서는 DA가 동작을 시작한 후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입

력 Vstep에 대해 출력 slope이 gm·Vstep/CL 로 linear하게 모델링 

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DA replica 회로를 이용하여 이득이 voltage, 

capacitance, bias 전류의 비로 정의되도록 설계함으로써 공정변화에 

둔감한 residue 증폭기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residue 증

폭원리를 Pipelined-SAR ADC 구조에 적용하여 12b 330MS/s ADC를 

구현했다. 65nm CMOS 공정에서 6.23mW의 전력을 소모하고 63.5dB

의 SNDR을 얻어 15.4fJ/conversion-step의 성능을 얻었다.

* 발표된 ADC들의 전반적 성능 추이는 IEEE Solid-state Circuits 

  Magazine Winter 2017호의 ISSCC trends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

  로 이를 참고하기를 권한다.



그림 29. Successive-Approximation LDO (#20.3)

#20.4 Univ. of Macau에서는 65nm CMOS 공정기반의 Capacitor-

less Digital LDO를 제안했다. 본 논문의 특징은 디지털 LDO에 아날

로그 회로의 도움을 받아 High-pass Filter를 적용하여 Fast Load 

Current Step에서 출력전압 Regulation 성능을 개선했다. 아날로그 피

드백과 더불어 Coarse loop과 fine loop 등 Tri-loop control 설계구

조를 제안했고, Limit-cycle oscillation(LCO)를 제거하기 위해 Freeze 

Mode를 추가했다. 본 논문은 낮은 샘플링 주파수와 Quiescent 전류

로 가장 낮은 0.23ps FoM을 달성했다.

#20.5 디지털 기반의 Switched-Capacitor Converter 논문도 발

표되었다. Univ. of Macau에서는 28nm CMOS 기반의 Multi-Core 

Application Processor를 위한 Dual-Symmetrical-Output Step-Down 

SC Converter를 발표했다. 본 논문의 특징은 여러 개의 SC Power 

Cell을 두 출력 채널이 공유하면서 상황에 따라 각 채널의 전력요구에 

맞추어 두 채널에 Dynamic Powe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Feedback loop은 error amplifier와 dual-path VCO를 사용하여 각 채

널의 주파수 가변으로 제어한다. On-chip MOM+MOS capacitor를 구

현하여 VIN = 1.3 – 1.6V, VOUT = 0.4 – 0.9V에서 최대 83.3%의 전

력효율을 달성했고, 두 개의 각 채널에 0 – 100mA 또는 100 – 0mA

까지 Fully Dynamic Power Allocation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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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에서는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Bio-signal signal 

acquisition circuits, multi-modal sensing platform, neuro-stimulator 

등 전통적인 연구 주제와 더불어 총 3편의 초음파 관련 논문이 채택

되었다. 예년과 비슷하게 1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이 academia 소속으

로 발표되었다.

#27.1 ULCA에서 발표한 chopper amplifier 논문에서는 생체신호 획

득용 증폭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달성할 수 있는 회

로 테크닉들을 선보였다. 먼저 common mode(CM) interference 제거

를 위해 capacitive amplifier를 이용한 CM canceling path를 추가했다. 

이 추가 path로 main amplifier의 입력 단에서 보이는 CM 신호를 적당

히 제거해 줌으로서 효과적으로 linearity를 개선시켰다. 두 번째로 매

우 낮은 대역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저항 값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되어 multi-rate duty-cycled resistor(MDCR) 구조를 제안

했다. 저항을 duty-cycling하게 되면 그만큼 effective하게 큰 저항으

로 동작하게 되는데, 이를 cascading 함으로서 더 높은 저항 값을 적

은 면적으로 구현하는 회로이다. 기존의 회로는 Parasitic capacitance

와 switching frequency에 의한 switched cap 저항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저항 값의 한계가 있는데, MDCR 구조에서는 첫

번째 stage가 anti-aliasing filter 역할을 하게 되어 두번째 stage에서 

Biomedical Circuits

지  동  우 교수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E-mail dwjee@ajou.ac.kr그림 28. On-die solenoid inductor with planar magnetic core (#20.1)

#20.3 UCSD는 Successive-Approximation을 적용하여 Binary-

Weighted PMOS Array를 제어하는 15.1ns의 빠른 응답속도를 갖는 

Digital LDO를 제안했다. 종래의 Digital LDO는 주로 Linear-Search 방

식이 사용되었는데, 본 논문은 SAR Control를 이용하여 종래기술 대

비 10배 빠른 응답속도를 달성했다. 종래 Digital LDO의 문제점 중 하

나인 제한된 Accurac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WM을 이용한 Duty 제

어와 DC Correction를 통해 SAR 이후 sub-LSB 이하 영역에서도 높

은 DC전압 안정도를 갖는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7-bit의 PMOS-

array SAR Resolution에서 14.3-bit의 Effective Resolution을 달성하였

고, 최대 99.8%의 Current Efficiency를 얻었다.

#20.1 올해는 디지털공정에서 집적가능한 Digital-Oriented Voltage 

Regulator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Intel에서는 Planar Magnetic Core

가 삽입된 On-Die Solenoid Inductor를 구현하여 Fully-Integrated 

2-Phase 100MHz DC-DC Buck Converter를 제안했다. Feedback 

Control은 400MHz ADC 샘플링 기반으로 DLL이 사용된 8ps의 해상

도를 갖는 Digital PWM제어를 선보였다. 14nm tri-gate CMOS 공정

으로 구현된 0.4mm2 크기의 Fully-Integrated chip은 1A/mm2 Power 

Density와 최대 84%의 전력효율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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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MDCR 구조 (#27.1)

#27.3 캐나다의 York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은 기존의 Delta sigma 

modulator의 input에 한 샘플 이전의 input 신호를 빼주는 delta 

modulator를 추가한 형태의 새로운 ADC를 제안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입력 신호의 DC 성분을 입력 단에서 제거할 

수 있고, 출력은 변화량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up/down counter

를 이용해 쉽게 digital output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또한 Q-axis 값

의 경우 I-axis 값의 미분 값이기 때문에, 출력을 그대로 이용하면 추

가 신호 처리 없이 90 phase shift된 digital output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1. Δ2Σ neural ADC (#27.3)

#27.5, #27.6 각각 스탠포드와 히타치에서 발표한 3D 초음파 imaging

을 위한 칩들로서, 모두 초음파 센서와의 pixel-to-pixel match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스탠포드 논문에서는 inverter 

based amplifier를 이용하여 사용면적을 최소화 시킨 delta-sigma 

ADC를 설계하고,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CIC filtering을 먼저 수행하여 

sampling frequency를 감소시켜 FIFO 단의 전력소모를 줄이는 형태

의 구조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채널당 0.041mm2의 작은 면적을 달성

하는데 성공했지만, 전력 소모 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

인다(17.5mW/ch). 히타치에서는 3072채널을 가진 2D array IC를 발표

했는데, 24채널를 한 그룹으로 묶고 switched capacitor delay를 이용

하여 TX–RX 모두 먼저 아날로그 방식으로 빔포밍을 수행하고, 뒷단

그림 32. 2D array IC architecture (#27.5)       

#27.7 스탠포드에서 발표한 논문은 초음파를 이용한 full duplex 

data and power link로서, 인체 내부의 implantable device와의 저속

(<100kbps) 데이터 통신과 전력 전달에 있어서는 기존의 RF 신호나 

inductive coupling보다 초음파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3. performance comparison table (#27.7)

switching frequency를 낮게 설정할 수 있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input impedance boosting을 위한 

positive feedback path에 chopper를 추가함으로서 boosting path의 

offset 을 제거했다.

에서는 128(=3072/24) 채널의 빔포밍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구

조를 제안했다. 초음파 2D array IC 논문은 고화질 초음파기기의 수

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집적되는 채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논

문에서의 3072 채널은 2016년 SOVC에 발표된 논문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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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중에 가장 빨리 IT 기술을 도입하

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전국의 은행거래를 실시간으로 송금하

는 한국의 금융결제원망, 전세계를 아우르는 VISA 카드의 결제망, 전

세계 송금을 처리하는 SWIFT 등은 모두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것들이

다. 이러한 금융망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금융 산업과 IT 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금

융에 기술을 일찍부터 접목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2012~2014년을 기점으로 금융권에 새로운 흐름들이 포

착된다. IT 산업의 거품이 꺼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산업군

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한 것이다. 금융 산업은 IT 기술을 이용하여 비

대면(직원과 고객이 얼굴을 맞대지 않는 상황, ATM, 인터넷 뱅킹, 스

마트 뱅킹 등)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다. 비대면 서비스는 창구 서비

스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표현한 것이 핀테크

이다. 이러한 금융과 정보통신의 결합은 두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KPCB의 자료를 보면 최근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산업의 1위는 정보

통신, 2위는 금융 산업이다.

일찍이 금융에 IT 기술을 도입한 나라들은 금융에 기반하여 기술에 접

근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아프리카 지역의 MPESA는 기존의 은행망이 아니라 통

신사 망을 이용하여 금융 비즈니스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

듯 핀테크를 바라보는 입장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술과 금

융의 경계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국내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이체를 할 때는 사전 수취인 조회 후 실

시간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

하지만, 수취인 조회는 모든 은행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

능하기 때문에 송금전 수취인이 조회되는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주식의 경우는 누구나 집이나 스마트 폰에서 HTS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는 상

상이나 했을까? 어떤 기술들이 금융과 연관되어 있는지 기술과 사례

별로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 여

름과 가을 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유럽의 핀테크 열풍이 한

국으로 넘어오는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간편 결제’가 이

슈였다. 스마트 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이라는 것이 화

두였다. 우리라나와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 실명제도’를 이

용한다.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꼭 해야한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지점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원을 보면서 신분증과 실제 인물을 확인하고 계좌를 만들 수 있

다. 이러한 거래를 대면거래(Face to Face)라고 한다. IT 기술이 발전

하면서 꼭 서로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실

명확인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금융권은 ‘비대면 실명 확인’을 위해 다

양한 기술을 도입하였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사실상 한국에서 IT 기

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오는 발판이 되었다. 현재 금융

과 관련하여 가장 핫한 IT 분야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1) 클라우드 컴퓨팅 이 분야는 금융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운영체제 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까지 

IT와 금융
양재봉 대표 ((주)머니택) 
bongfish@moneytag.net

<그림 1> 스마트폰 등장 이후 산업군별로 가장 발전하는 두 분야의 융합이 
핀테크라는 용어로 만들어졌다. (출처: Internet Trends 2015, KPCB)

핀테크 – 기술일까? 금융일까? 

핀테크 기술이용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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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버 사이드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실제 금융권보다는 핀테크 업

체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빅데이터 고객의 금융 데이터 및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

여 고객에 대한 맞춤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상품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신용평가 모델을 제공하

는 업체가 있다.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점수와 은행에서

의 국민연금 고객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직업과 연봉을 확인한 후 대

출하는 경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금

용기록을 이용한다. 카드 사용내역을 시간 및 지역, 분류별로 분석한

다. 또한 고객의 SNS 내용, 통화기록까지 분석하여 신용평가 점수를 

만든다. 가족에게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하

는 사람들은 좀 더 신용평가가 올라간다. 대출을 받은 후 카드 사용내

역을 분석하여 도서구입이나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사람은 추가 대

출이나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는 금융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기대

가 큰 분야이다. 금융권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 

고객응대를 자동으로 하는 챗봇에 관심이 많다. 챗봇은 채팅으로 고객

과 상담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챗봇은 단순히 상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금융 상태를 조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맞춤 상

품까지 제안한다.

4)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 분야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에

서 관심이 많다. 현재 실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아직 수익은 썩 좋지 

않지만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다양한 투자 데이터를 

입력하여 인공지능이 직접 상품을 투자운용한다. 현재 금융투자 분야

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

<그림 2> NH 은행의 챗봇 서비스 -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센터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제 금융에 투자하고 있다. (출처: http://www.ratestbed.kr)

5) 블록체인 2017년 가장 핫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이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이용하여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기술이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주도로 금융권 블록체인

이 적용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파일럿 프로

젝트가 진행되었고, 2017년에는 실제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림 3>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출처: http://www.ipnomics.co.kr/?p=44204)

<그림 4>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
으로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http://www.forbes.com/sites/
morganstanley/2016/06/13/banking-on-the-blockchain/#227df9f22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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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OT IOT가 금융에 도입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하지만 다양한 

IOT 기기들은 금융과 연결될 수 있다. 최근은 음성인식, 지문, 얼굴 인

식 등의 센서 기술들은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 인증인증이나 로그인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생체정보 인증 기술인 FIDO는 2.0 까지 나

오면서 더욱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미국이다. 가장 큰 규모의 핀테크 업

체들도 많이 있다. 미국은 페이팔, 렌딩클럽 등 결제,송금, 대출, 자산

관리, 뱅킹 플랫폼 등 다양한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금융 인프라가 뒤처지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IT 기술을 더 빨리 받아

들일 수 있게 되었다. 지불 결제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선불 충전 

카드 개념인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었다. 중국

에서 알리페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수단 외에 온라인 PG 및 은

행 계좌 이체 등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은 최근 글로

벌 송금 2위 업체인 머니그램을 인수하면서 해외송금 시장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중국은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해외송금 관련 분야 업체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

며 은행을 중심으로한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 접근이 힘든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에서는 은행을 대체하

는 스마트 월렛이 등장하고 있다. IT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금융 

환경보다 IT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는 사례들이 있다. 아프리카와 동

남아시아 지역은 은행보다 통신사 대리점이 많으며 은행 계좌 비율은 

30% 정도인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을 50%가 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경우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핀테크 비즈니스가 등장한다. 아프리

카 지역의 'MPESA 서비스'는 영국의 금융사와 아프리카 통신사의 합

작으로 만들어진 스마트 월렛이다. 급여를 엠페사로 받고 공과금을 엠

페사로 지불한다. 현금이 필요할 때 엠페사 가맹점인 통신사 대리점으

로 가면 현금으로도 찾을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엠페사가 보급된 

이후 학비를 공과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학교를 다니게 된 

학생들의 수가 늘었다고 한다.

아시아 지역도 비슷하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통신사 Wing을 이용한 

스마트 월렛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MoMo라는 서비스가 있으며 인

도네시아, 태국은 Truemoney 서비스가 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

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는 금융을 경험하게 하고 온라인 지불 결제 시

장의 촉매제가 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 FIDO 시스템 구조 (출처: [FIDO 2.0 범용인증기술 소개] 
정보보호학회지, 제 26권 제 2호, 2016. 4)

<그림 6> 국가별 핀테크 유니콘 기업 수 
(출처: http://www.marketwatch.com/story/chinas-dominance-  

in-fintech-extends-to-its-unicorns-2016-09-09)

<그림 7> 아프리카 지역의 MPESA 광고

핀테크 글로벌 동향

[그림 1] FIDO 1.0 시스템구조

[그림 2] FIDO 2.0 시스템구조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빅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관련 정책들이 제도화 되고 이에 따

라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1)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 뱅크와 K뱅크는 2017년 상반기에 서비스

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점이 없는 온라인 은행은 기존의 은행의 금융

서비스와 다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P2P 대출/투자 P2P 대출 산업은 정부의 규제가 확정되면서 안정

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상반기 안에 정책이 확

정되면서 투자-대출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많은 P2P 

대출 업체는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

할 것이고, 기존 캐피탈이나 대부 업체들보다 저렴한 대출 수수료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3) 해외송금 분야 핀테크 분야의 가장 핫한 분야이기도 하다. 영국, 미

국들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송금 분야에 있기 때문이다. 영

국의 트랜스퍼와이즈, 미국의 페이팔 등이다. 해외송금 분야는 2017년 

하반기에 각종 규제와 요건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해외송금 분야의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

이다. 

4) 블록체인 분야 블록체인 분야는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

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BM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한국시장에서 토종 기업들과 치열할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분야는 이제 금융의 테두리를 넘어서 기술과 

융합하면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의 선두에 핀테크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동남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스타트업 
(출처: https://letstalkpayments.com/southeast-asia-fintech-

startups-flourish)

그렇다면, 2017년도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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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칼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컴퓨터, 더 나아가 옷처럼 입는 컴퓨터에 대한 비젼은

임플란트 바이오센싱을 위한 무선전력 전송 기술

[특집기사]

금융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중에 가장 빨리 

IT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IT와 금융

[기획칼럼]

우리 일상에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는

ISSCC 2017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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