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der of Microcontroller Technology
A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어보브반도체㈜
ABOV Semiconductor Co., Ltd.

ABOV Semiconductor

갈매기의 꿈처럼 보다 높이 나는, 보다 위에 서는
국내 팹리스 반도체 국가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명

ABOVE

[əˈbʌv] ···보다 위에, ···을 넘는



"고객중심”어보브의생명입니다.

어보브반도체는 “고객중심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MCU(Micro Controller Unit / 제어용 시스템 반도체)
전문 반도체 기업입니다. 

어보브반도체는 200억불에 달하는 Controller 시장의
세계 제패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LG시절부터 30여 년을 함께 해 온 어보브반도체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는 국내외 IT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으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콘으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MCU (Micro Controller Unit)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칩에 구현한 One Chip 솔루션

-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1개 이상 사용되는 제어용 반도체

- CPU + 메모리 + 아날로그/디지털 회로 + S/W가 결합된 시스템 반도체

Global Top Smart MCU Innovator

1- Chip
Solution

SoC

Memory

In/Out S/W

Integration

CPU

S/W

Memory

In/Out
MCU

CPU



1991 - 1998 2004 - 20061999 - 2003 2006 - Present

30+ Years of Experience

$230Me
(2022. 12e)

Revenue

$

Employees

300
(2022. 05)

Production

$ 7 Billion Units
(Up to Date)

ABOV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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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eoul / Ochang

Vietnam Hanoi
Global R&D Center

- Analog Circuit Design

- Custom Layout 

- Validation

- Logic & Top Circuit Design

- Analog Circuit Design

- Custom Layout 

- Automatic Place & Route

- Application Engineer(AE,FAE)

- Product Engineer(PE)

ABOV 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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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Product Roadmap

Cloud

Home Appliances

Home Management

Phone PC Tablet

RF
• BLE

• Wi-Fi

.

.

.

Lighting

ElectricityTemperatur
e

Water

Smart TV

Air 
Conditioner

Audio

Refrigerator

Personal 
Devices

Smart 
Watch

Pressure
Meter

Smart Home

Wearable

Automotive

CIDADAS

OBDIoT

기술의 혁신과 융합을 통한 스마트 MCU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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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roduct Lineup
Total Solution Lineup to Meet Various Customer Needs

Charging

Home 
Appliance

Connectivity

Low Power

Motor
Sensor

Bluetooth® 
Low Energy

SoC 

Automotive MCU

Inverter & Motor 
MCU

Ultra Low Power
GP MCU

Optic Sensor

SAR / TWS

Fire & Safety MCU

Universal Fast Charge
MCU

32-bit ARM 
Cortex® MCU

8-bit 8051
MCU

CAR Charger MCU

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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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 Semiconductor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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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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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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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제도
임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추구

성과보상제도
경영성과금, 회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해외어학연수
해외어학연수 기회제공

자기계발 지원
외국어 학습 지원, 어학시험비 지원
사내 도서관 운영

스톡옵션
성과보상 제도

유연한 근무시간
자율근무제를 통해 Work & Life 모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장학 제도 운영
학위 취득 지원 (학사, 석사, 박사)

포상제도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포상
칭찬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가치 우수실천사례 포상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금 사외 적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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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제도

기숙사 운영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기숙사 제공

의료비 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질병 및 상해 의료비 지원

종합검진 지원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종합검진 지원

회사 리조트 운영
임직원 여가생활을 위한 리조트 시설 지원

기념일 선물 지급
임직원 생일축하 선물 지급
출산 축하 선물 지급

계층별 워크샵 운영
직원 간 친목도모와 회사생활 즐거움을 위한
계층별 워크샵 운영

장기근속 포상
장기근속자 상품권 및 해외여행 제공

하계 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하계휴가(4일) 휴가 제공

경조금 및 경조휴가
경조사 발생시 축하금 및 위로금 지급

복지포인트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정친화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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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성과주의 인사원칙에 따른 보상체계

전문위원

해당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기반으로 대내외 최고 수준의 역량 및 기술을 보유한
사내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하는 인사제도 실시

평가 보상 육성

· 구성원의 성과 개선과 성장을 위하여
기준과 원칙 평가

· 성과평가, 역량평가

· 연 봉 : 개인의 평가에 따른 연봉 인상
· 성과급 :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 육성 : 연속적/장기적 인재육성
· 진급 : 성과와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로 진급체계 운영



ABOV Semiconductor
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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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내용

• Logic function block 및 top level 목표 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design spec 설정 및 구현

• Function block 및 top level에서 verilog HDL  
coding, function simulation 및 FPGA 검증

• 설계된 Top level의 합성(synthesis) 및
timing/equivalence check, post P&R 
verification 수행

• 양산성 검증(test)을 위한 design for test(DFT) 
구현 및 wafer/chip level test setup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 반도체 공정 및 회로, 8051, ARM Cortex-M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회로이론, 논리회로, 컴퓨터구조, 디지털시스템, 
프로그래밍, 반도체공학, 신호 및 시스템 등을
배우는 전자/컴퓨터/반도체설계 공학 전공자

• 사용 Tool : HDL(Verilog) Simulator, Logic/Top 
synthesis tool, Static Timing Analysis, 
Equivalence checker, Lint tool, FPGA targeting 
& verification, Embedded 개발 tool(Keil, IAR 등) 

디지털 설계

▪ Logic & Top Circuit Design

채용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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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og Circuit Design ▪ 주요 업무 내용
• 목표 사양의 최적화된 구동을 위한 Analog design  

spec 설정

• Transistor level의 analog 집적 회로 설계 및
simulation을 통한 목표 기능 및 성능 검증

• 양산성 검증을 위한 test plan 수립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 반도체 공정 및 회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회로이론, 반도체물리학, 신호 및 시스템, 
전기자기학 등을 배우는 전자/전기공학 전공자가
유리

• 사용 Tool : Analog circuit schematic 
designer(Virtuoso schematic editor), Analog 
circuit simulator (Hspice, Spectre, FineSim, 
CustomSim 등)

아날로그 설계

채용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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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 범용 MCU 및 응용 특화 제품의 개발 응용 업무
➢ 제품(IC)의 성능 검증 및 이를 위한 hardware(PCB) 및

software(Firmware, Algorithm, GUI tool) 개발

• 실제 Chip을 활용한 H/W, S/W 응용 솔루션 개발
➢ 터치 솔루션, 모터 솔루션, 파워 솔루션 등

• 고객 기술 지원
➢ 삼성, LG, 국내외 업체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 반도체/전자회로, 8051, ARM Cortex-M 임베디드

시스템 및 다양한 전자 제품에 대한 시스템
전반적인 이해와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계측장비 및 FPGA 등 개발 tool 활용 능력

• C-programing, PCB 설계(PADS/Altium), 
Keil/IAR 개발 환경

• 전기/전자/컴퓨터/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유리

▪ Application Engineer(AE,FAE)

FAE

채용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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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획(마케팅)

▪ 주요 업무 내용

• 시장/고객/경쟁사 동향 분석 및 신제품 개발 기획

•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

• 개발된 제품의 promotion 
(Brochure/catalog/presentation 등 promotion 
material 제작, 전시회참가, 고객 방문)

• 제품 개발 과정의 전반적인 management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 전기/전자/컴퓨터 등 공학 및 이학계열 전공자 유리

• 의사소통 및 Presentation 능력

• IT Trend,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관심

(early adopter)

• 외국어 능력 (영어, 중국어, 일본어)

채용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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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설계

▪Analog 설계

▪Application Engineer

▪상품기획 (마케팅)

(근무지 : 서울)

인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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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서 근무가능

◆ 산학연계 장학생(석사) 체결 (산학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목 적

모 집
분 야

지 원
자 격

지원내용
혜택/의무

대학교와의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 양성하여,
회사에 적합한 우수인력 확보

· Digital / Analog Design

· 전자공학 관련 학과
· 학부생 중 대학원 진학예정자
· 대학원 재학생

· 등록금 전액 & 월 정액 장학금 지원
· 취업보장(학점유지) & 수혜기간 2배 의무근무

인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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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 지

- 서울 R&D 센터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호선 삼성역)

인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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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최고의 반도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 문의처 : 02-2193-2200 
donghyun.baek@abov.co.kr (지원분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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