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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교과과정표(2022-2023)

가. 교과목 편성 및 학점

학수코드 교과목명(영문명) 주당시간 학점

GP 001
인공지능반도체개론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emiconductor)

3 3

GP 002 유전체 소재 및  소자응용
(Dielectric materials and device applications) 3 3

GP 003
반도체전기화학  공정
(Electrochemistry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3 3

GP 004 플라즈마 공정  해석
(Analysis of plasma process) 3 3

GP 005 플라즈마 공정 시뮬레이션
(Process plasma simulation) 3 3

GP 006 VLSI시스템
(VLSI System) 3 3

GP 007 반도체소자설계
(Semiconductor device design) 3 3

GP 008 전자소자론
(Principles of Electronic Devices) 3 3

GP 009 SoC설계
(Soc Design) 3 3

GP 010 고급시스템반도체설계
(Advanced System IC Design) 3 3

GP 011 플라즈마공학
(Plasma Enginerring) 3 3

GP 012 수치해석특론
(SpecialTopicsinNumericalAnalysis) 3 3

GP 013 전력전자
(Power Electroncis) 3 3

GP 014 광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optoelectronic engineering) 3 3

GP 015 고급디지털시스템설계
(Advanced Digital Systems Design) 3 3

GP 016 나노소재물성
(Properties of Nanomaterials) 3 3

GP 017 태양전지특론
(Advanced Solar Cell Materials) 3 3

GP 018 광소재및응용
(Optical Materials and Applications) 3 3

GP 019 전자부품소재특론
(Advanced Materials for Electronic Components) 3 3

GP 020
센서공학특론
(Introduction to Sensor Materials,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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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목 해설

  학수코드 교과목명

GP 001

인공지능반도체개론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semiconductor)
 방대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체 시냅스 기능을 모사한 
뉴로모픽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Emerging semiconductor technology for neuromorphic computing is 
covered in this class including synaptic plasticity, memristor, and neural 
network model.)

GP 002

유전체 소재 및 소자응용
(Dielectric materials and device applications)
 유전체 소재의 분극거동 메카니즘과 전자기적 성질에 기반한 캐패시터, 
반도체, 통신부품으로의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fundamental theory of dielectric polarization and 
frequency dependent electromagnetic behaviors of the dielectric materials. 
Device applications of interests include capacitors, semiconductors, and 
passive components in wireless communications.)

GP 003

반도체전기화학 공정
(Electrochemistry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구리도금, 화학연마 공정에 대해 강의한다. 
전기화학의 기초 및 관련 분석툴에 대해서 강의한다.
 (This course covers fundamental electrochemical thoery and related 
analytic tools on electroplating and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GP 004

플라즈마 공정 해석
(Analysis of plasma process)
 플라즈마 공정에서 생기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methods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will be discussed.)

GP 005

플라즈마 공정 시뮬레이션
(Process plasma simulation)
 미세소자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공정용 플라즈마의 시뮬레이션에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open source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하는 것을 시도해본다.
 (Simulation methods of process plasma are explained. Students will try to 
build the code using numerical libraies.)

GP 006

VLSI시스템
(VLSI System)
 VLSI 시스템 설계의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VLSI 시스템 구조, 레이아웃 설계 
방법, VLSI 시스템의 면적, 전력소모, 동작속도 분석 방법 등 VLSI 시스템 관련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VLSI 시스템 설계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설계 예제를 다룬다.
 (In this course, the basics of VLSI systems such as architecture, layout, 
area, speed and power consumption are explained. To enhance 
understanding for VLSI systems, various design examples are also given.)

GP 007 반도체소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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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device design)
 반도체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PN junction, Schottky junction, MOSFET, BJT를 
반도체 소자 설계 프로그램인 Technology Computer Aided Design (TCAD)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다. 소자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고, non-ideal 현상을 
도출한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FinFET, Gate-All-Around(GAA) FET 등과 
같은 최신 반도체 소자를 모델링 해보고, 소자 최적화 및 신규 구조 설계를 
시도해본다.
  (In this class,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PN diodes, Schottky diodes, 
MOSFETs, and BJTs are modeled using Technology Computer Aided Design 
(TCAD). Based on the numerical calculation results,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devices are analyzed, and non-ideal effects are 
derived. In addition, the latest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FinFETs, 
gate-all-around (GAA) FETs are modeled, and the device structure 
optimization and new structure design will be performed.)

GP 008

전자소자론
(Principles of Electronic Devices)
 전자소자(MOSFET, BJT 등)의 동작원리에 대해 강의한다. Ideal한 경우의 
전류-전압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소자에서의 nonideal한 경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In this course, the operation mechanisms of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MOSFET, BJT are explained. The first objective is to understand I-V 
characteristics of ideal devices, and the second objective is to understand 
I-V characteristics of real devices and simulation method.)

GP 009

SoC설계
(Soc Design)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버스, IP 등 SoC (System-on-Chip) 핵심 
구성요소에 대해 강의하며, SoC 설계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설계 예제를 다룬다.
 (In this course, major components of SoC (System-on-Chip) such as 
microprocessor, memory, bus and IPs are explained. To enhance 
understanding for SoC design methodology, various design examples are 
also given.)

GP 010

고급시스템반도체설계
(Advanced System IC Design)
 시스템 반도체를 구성하는 주요 IP에 대해 학습하며, 특히, HLS (High Level 
Synthesis) 설계 방법 및 OS (Operating System) 연동 시스템반도체 설계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major IPs consisting of system IC are explained, and 
design methodology using HLS and OS are also given)

GP 011

플라즈마공학
(Plasma Enginerring)
 플라즈마의 기본 원리와 이를 응용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공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 전자기장의 해석, 유동해석을 취급하고 DC 및 RF 
방전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In this course, following topics are treated. Definition of plasma. 
Behaviour in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Particle, kinetic and fluid 
description of flow and transport phenomena. Waves in plasma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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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DC and RF discharge plasmas. Applications in plasma etching, 
thin film deposition.)

GP 012

수치해석특론
(Special Topics in Numerical Analysis)
 편미분 방정식의 분류와 특성을 배우고 전자공학에 적용하여, 전자장, 반도체, 
플라즈마 등에서 일어나는 전자공학 현상을 모델링하고 이를 수치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echniques for numerical solution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Main contents are (1) numerical treatment of ODEs 
and PDEs, (2) solutions of DEs with finite methods, (3) methods of 
mathematical
modeling (4) application of methods to electromagnetism, semiconductors,
plasma.)

GP 013

전력전자
(Power Electroncis)
 전력전자의 이론과 응용을 학습하며 자동차, 전력, 국방 분야의 종합적 
이해와 진출을 도모한다.
 (This course explains principles of power electronics and applications in 
automobile, power generation, and military in which high power devices 
are used.)

GP 014

광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optoelectronic engineering)
 광학에 대한 기초를 소개하고, 전자공학과 함께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학습한다.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질내에서 빛의 진행과 
흡수, 그리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 투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 
광전자공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간단한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최신 디스플레이와 무인자동차의 센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학습한다.

GP 015

고급디지털시스템설계
(Advanced Digital Systems Design)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기초 이론과 
지식으로서 기본적인 Computer Arithmetic과 Microarchitecture 에 대해 
강의한다. 구체적으로, Computer Arithmetic에 대하 여 Number 
Representation과 사칙연산(Addition/Subtraction/Multiplication/Division) 및 
Function Evaluation 등 에 대해 강의한다.

GP 016

나노소재물성
(Properties of Nanomaterials)
 나노 크기의 소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기초지식을 설명하고 나노소재의 제작 및 응용을 소개한다.

GP 017

태양전지특론
(Advanced Solar Cell Materials)
 최근 기후변화와 화석 에너지 자원 고갈이라는 에너지 위기의 두 측면은 
인류 문명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공학계의 제1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본 과목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변환-저장하는 
첨단 기술분야에 있어서 재료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각종 태양전지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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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재료의 구조-물성-공정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실리콘 태양전지,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박막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전지 기술을 이해하고 산업 내 
재료공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개발의 트랜드를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GP 018

광소재및응용
(Optical Materials and Applications)
 포토닉스 응용에 적합한 대표적인 유전체 및 반도체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LED, 태양전지 등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학적 
접근법에 대하여 토론함.

GP 019

전자부품소재특론
(Advanced Materials for Electronic Components)
 첨단 전자부품에 쓰이는 각종 신소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소재와 
관련 응용에 대한 원리 이해와 소재 연구 및 산업발전 동향에 대해 강의한다.

GP 020

센서공학특론
(Introduction to Sensor Materials,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산업시스템이 사물인터넷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광센서, 초음파센서, 
온도센서, 화학감지센서 등의 작동원리와 제작원리를 이해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간단한 센서를 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