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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롭게 출시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EDA Tool 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EDA Tool 설계자들이 

EDA Tool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예비설계자들에게는 최신 

EDA Tool 을 통한 교육과 설계 실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EDA Tool 에 대한 각각의 세부 기능과 

활용법, IDEC MPW 적용 가능 여부, O/S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 EDA Tool 소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IDEC 을 통해 지원 받고 있거나, 새로 지원이 가능해진 EDA Tool 에 대한 실속 있는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각 Tool 에 대한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Aldec, AMIQ, ARM, Blue Pearl Software, 

Cadence, CSiTEK, Intel, Mentor,  Microsemi, Plunify, Scientific Analog, Seloco, Silvaco, Synopsys, 

Xilinx 사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설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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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endor EDA Tool Function 

1 Synopsys 

1) VCS (at F/E & B/E Bundle) 
Verilog/VHDL Simulator (X-Prop, UPF-Low 

Power) 

2) Verdi (at F/E & B/E Bundle) Design Debug & Analysis (Coverage, etc) 

3) Spyglass (at F/E & B/E Bundle) 
RTL Design Static Anlaysis (Lint, CDS, DFT, 

Power) 

4) Synplify Premier (at F/E Bundle) Logic Synthesis for FPGA 

5) Design Compiler Family (at F/E Bundle) RTL Synthesis for ASIC 

6) DFT Product Family (at F/E) Design For Test (DFT) 

7) Formality (at F/E & B/E) Equivalence Checking (EC) 

8) PrimeTime (at F/E & B/E Bundle) Pre/Post Static Timing Analysis 

9) Prime Power (at F/E & B/E Bundle) Power Analysis 

10) IC Compiler (Astro, ICC, ICCII) (at B/E 

Bundle) 
Auto Place and Route 

11) StarRC (at B/E Bundle) Physical Layout Parasitic Extraction 

12) IC Validator (Hercules) (at B/E Bundle) Physical Verification DRC or LVS Checking 

13) Custom Compiler (at B/E Bundle) Custom Design Solution. Includes Schematic & 

Layout 14) Laker (at B/E Bundle) 

15) Hspice (at B/E Bundle) 
Analog Circuit Simulator. 

16) FineSim SPICE2 (at B/E Bundle) 

17) CustomSim (at B/E Bundle) FastSPICE Simulator 

18) Custom WaveView (at B/E Bundle) Analog Wave Viewer and Analysis/Reporting 

19) VCS AMS (at B/E Bundle) 

Mixed-signal Verification Solution Incorporating 

VCS Functional Verification and CustomSim 

FastSPICE Co-simulation 

20) SiliconSmart (at B/E Bundle) Library Cell (Standard,IO) Characterization 

21) TCAD Sentaurus (at TCAD Bundle) Process & Device Simulation 

22) Virtualizer 
SoC Architure Exploration & Validation and S/W 

Development 

23) Saber Simulator (at Saber Bundle) Multi-domain and Mixed Signal Simulator 

2 Cadence 

1) MMSIM 
Multi-Mode Simulation (SPICE, RF, FastSPICE, 

Mixed-signal Simulator) 

2) Xcelium Functional Logic Verification 

3) Spectre/ SpectreRF Circuit SPICE Simulation 

4) Virtuoso Layout Suite Physical Layout Design 

/, Tclb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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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endor EDA Tool Function 

2 Cadence 

5) Assura Physical Verification 

6) QRCX Physical Layout Parastic Extraction 

7) AMS/ APS Mixed Signal Simulation 

8) Virtuoso Schematic Editor Schematic Capture 

3 Mentor 

1) Calibre DRC, LVS Physical Verification 

2) Calibre RET, OPC 
Resolution Enhancement Techniques (RET) & 

OPC Solution 

3) Calibre xRC Physical Layout Parasitic Extraction 

4) ELDO Circuit SPICE Simulation 

5) Pyxis 
Custom Design (Schematic, Simulation, Layout) 

Solution 

6) Questa (Modelsim) Functional Verification 

7) Xpedition Enterprise Circuit and PCB Design 

8) ADiT Circuit Fast SPICE Simulation 

9) Tessent Design For Test (DFT) 

10) HDS Designer 
Design Entry Creation and Management, Verification 

Process Define 

11) HyperLynx PCB Board Simulation 

12) Capital AUTOSAR ECU Design 

13) Volcano AUTOSAR ECU Design 

14) FloEFD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olution 

15) FloTHERM Thermal Analysis Solution 

16) FloVENT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Analysis Solution 

17) Flowmaster System Level CFD Simulation 

4 Aldec 1) Active-HDL FPGA Design 

5 AMIQ 1) DVT 
SystemVerilog/Verilog Coding and Verification 

Solution 

6 ARM 

1) SoC Designer Plus 
SoC Virtual System Validation and Architecture 

Exploration 

2) Model Studio 
Build System Level Model from RTL to C-Object 

Synthesizing 

7 
Blue Pearl 

Software 
1) Visual Verification Suite 

RTL Verification, CDC Analysis and Debugging 

Solution 

8 CSiTEK 1) CSiEDA5 Circuit and PCB Design 

9 Intel 1) Quartus Prime FPGA Design 

10 Microsemi 1) Libero-SoC FPGA Design 

11 Plunify 1) InTime software FPG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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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endor EDA Tool Function 

12 
Scientific 

Analog 

1) XMODEL Analog/Mixed-Signal Models 

2) GLISTER 
Draw Model Schematics with XMODEL Primitive 

Symbols 

3) MODELZEN SPICE/Spectre Netlist 

13 Seloco 1) MyCAD 
Custom Design (Schematic, Simulation, Layout) 

Solution 

14 Silvaco 

1) SmartSpice Circuit SPICE Simulation 

2) Expert Physical Layout Design 

3) Gateway Schematic Editor 

4) SmartSpiceRF RF Circuit Simulation 

5) AccuCell Cell Characterization and Modeling 

6) AccuCore Block Characterization, Modeling and STA 

15 Xilinx 1) Vivado Design Suite FPGA Design 

합 계 15 개 Vendor, 68 개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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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능 Vendor Tool 
IDEC  
MPW 

적용여부 
Analog Digital

1 
Circuit  

Simulation 

Synopsys  
 1-15) Hspice, 1-16) FineSim SPICE2,  

1-17) Customsim, 1-19) VCS AMS  
V V  

Cadence  2-1) MMSIM, 2-3) Spectre, 2-7) AMS V V V 

Mentor 3-4) ELDO, 3-8) ADiT  V V 

Scientific 

Analog 

12-1) XMODEL 

(12-2) GLISTER, 12-3) MODELZEN) 
 V V 

Silvaco  14-1) Smartspice, 14-4) Smartspice RF  V  

2 DFT 
Synopsys 1-6) DFT Product Family V  V 

Mentor 3-9) Tessent   V 

3 DRC/LVS 

Synopsys 1-12) IC Validator    V V 

Cadence  2-5) Assura V V  

Mentor  3-1) Calibre DRC, LVS V V V 

Seloco 13-1) MyCAD  V V 

4 
Equivalence 

 Checking 
Synopsys 1-7) Formality V  V 

5 
FPGA 

 Design  

Synopsys 1-4) Synplify Premier   V 

Aldec 4-1) Active-HDL    V 

Intel 9-1) Quartus Prime   V 

Microsemi 10-1) Libero-SoC   V 

Plunify 11-1) InTime software   V 

Xilinx  15-1) Vivado   V 

6  
Layout  

Editor 

Synopsys 1-13) Custom Compiler, 1-14) Laker  V  

Cadence 2-4) Virtuoso Layout Suite V V  

Mentor 3-5) Pyxis  V  

Seloco 13-1) MyCAD  V  

Silvaco  14-2) Expert  V  

7 LPE  

Synopsys 1-11) StarRC  V V V 

Cadence 2-6) QRCX V V  

Mentor 3-3) Calibre xRC V V V 

0, ֥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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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능 Vendor Tool 
IDEC  
MPW 

적용여부 
Analog Digital

8 
PCB  

Design 

CSiTEK 8-1) CSiEDA5    

Mentor  3-7) Xpedition Enterprise, 3-11) HyperLynx    

9 
Place & 

Route  
Synopsys  1-10) IC Compiler (Astro) V  V 

10 

Process & 

Device 

Simulation 

Synopsys 1-21) TCAD Sentaurus    

11 

RTL 

Simulation 

(Functional 

Verification) 

Synopsys 1-1) VCS, 1-2) Verdi    V 

Cadence 2-2) Xcelium   V 

Mentor 3-6) Questa, 3-10) HDS Designer   V 

Aldec  4-1) Active-HDL    V 

12 
Schematic 

 Editor 

Synopsys 1-13) Custom Designer  V  

Cadence 2-8) Virtuoso Schematic Editor V V  

Mentor 3-5) Pyxis  V  

Seloco 13-1) MyCAD  V  

Silvaco  14-3) Gateway  V  

13 

Static 

Timing 

Analysis  

Synopsys 1-8) PrimeTime  V  V 

14 Synthesis Synopsys  1-5) Design Compiler Family V  V 

15 
Power 

Analysis 
Synopsys  1-9) Prime Power V  V 

16 기타 

Synopsys 

1-3) Spyglss, 1-18) Custom WaveView,  

1-20) SiliconSmart, 1-22) Virtualizer, 

1-23) Saber Simulator   

  V 

Mentor 

3-2) Calibre RET, OPC, 3-12) Capital, 

3-13) Volcano, 3-14) FloEFD,  

3-15) FloTHERM, 3-16) FloVENT, 

3-17) Flowmaster 

   

AMIQ 5-1) DVT    

ARM 6-1) SoC Designer Plus, 6-2) Model Studio   V 

Blue Pearl 

Software 
7-1) Visual Verification Suite   V 

Silvaco  14-5) Accucell, 14-6) Accucore   V 







개별 Tool 소개

CHAPTERⅡ

IDEC EDA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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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Functional Verification (Verilog/VHDL Simulator (X-Prop, UPF-Low Power)) 

 

B. 구분 : Synopsys 사의 VCS 는 세계적인 Functional Simulation 및 Verification 툴임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최근 선도적인 디자인을 설계하는 디자이너들은 Synopsys VCS 의 Functional Verification Solution 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32nm 공정 및 그 이하에서는 대다수의 디자인을 VCS 를 통해서 검증한다. VCS 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중 Top 

20 개들로부터 주요 Verification Solution 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VCS 는 고성능의 Simulation Engine 과 Constraint 

Solver Engine, Native Testbench (NTB) 지원, Systemverilog 지원, Verification Planning, Coverage 분석 및 통합 디버그 

환경을 제공한다.  

VCS 의 Multicore 기술은 Multiple Core 를 가진 여러 개의 머신들에서 병렬적으로 Design, Testbench, Assertions, 

Coverage 그리고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검증속도를 2 배 빠르게 해줄 수 있다. VCS 의 PartitionCompile Flow 는 

수정된 코드로 인한 Re-Compile 시 최대 10 배 빠른 Compile Turn Around Time 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검증 

툴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메모리와 Time Profiling, 쌍방향 Constraint 디버깅, Smart Logging 등을 

통해 유저로 하여금 빠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VCS 의 저전력 시뮬레이션과 UPF 지원기능은 Voltage 분석 

검증기능을 제공하여 버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기본 내장된 디버깅 기능과 그래픽 환경은 거의 모든 유명한 

디자인과 Verification Language 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Verilog, VHDL, Systemverilog, OpenVera, SystemC, VMM, 

OVM, UTM Methodology 등인데, 이를 통해 VCS 는 고성능 디자인 개발을 돕는다. 

 

 
 

/,/ Qwlmnqwq ▐ T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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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rehensive Coverage 

VCS 는 검증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고성능의 Coverage 기술을 내장하고 있다. 매우 큰 범위의 Coverage 는 Code 

Coverage, Functional Coverage 그리고 Assertion Coverage 와 User-Defined Metrics 도 포함한다. 통일된 Coverage 는 

하나의 Common Database 에서 모든 Coverage 를 하나로 합치게 되므로 강력한 쿼리들과 쓸모 있는 통일된 Report 

생성이 가능하다. 통일된 Coverage Database 는 머지 시간을 최대 2 배에서 5 배 개선해주고, Disk Space 는 최대 2 배 

감소시켜준다.  

 

2. Advanced Debugging and Visualization Environment  

VCS 는 Discovery Visualization Environment (DVE)를 포함하여 가시적인 Full-Featured 디버깅 환경을 제공한다.  

DVE 는 VCS 의 디버깅 탐색 기능을 끌어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SYNOPSYS 툴과 비슷한 GUI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직관적인 Drag-and-Drop 를 통해 검증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직관적인 툴 사용이 가능하다. 
 

 
 

DVE 는 Transaction-Level 의 디버그 기능이 있어서 List View 와 Waveform View 에서 분석과 디버깅이 쉽게 되어 있다. 

DVE 는 Tracing Drivers, Waveform Compare, Schematic View, Path Schematic 등의 기능 및 VCD+ Binary Dump 

Format 도 지원함에 더하여 Mixed-HDL (SystemVerilog, VHDL, Verilog) 및 SystemC/C++ 언어 디버깅 윈도우를 통하여 

Tracing 의 자동화를 도울 것이다. TCL 지원은 당연하며 통합 Command Language 가 모든 툴과 Language 그리고 

개발 환경에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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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Design Debug & Analysis 

 

B. 구분 :  Verdi 는 다양하고 복잡한 설계 환경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며 디지털 설계 디버깅을 위한 플랫폼이다.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Verdi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50% 이상 설계자의 디버그 시간을 단축하며, 설계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독특한 행동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추적 동작을 자동화 

-  추출, 분리, 그리고 유연하고 강력한 디자인 뷰에 관련 로직을 표시 

-  디자인과 테스트 벤치 사이의 상호 작용 동작 표시 

  

 

Verdi3 자동 디버그 시스템은 설계자의 검증 및 디버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Verdi3 시스

템은 효율적인 디버깅을 위해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관련 정보를 추출하며 컴파일러로 구성되어 오픈 디자인 기

술 아키텍처에 내장되어 있다.  

Verdi 시스템은 여러 도메인에 걸쳐 원활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단일 솔루션을 제공하여 디버그 프로세스를 통합한다. 이

러한 일관성은 사용자가 다른 도구와 언어를 사용해도 새 프로젝트에 이식하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Timing과 Power에 대한 분석 도구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STA (Static Timing Analysis) 툴의 Report 파일(SDF)을 불

러와 분석할 수 있으며, UPF와 CPF 형식, FSDB 형식을 지원한다. 

 

 

 

/,0 Qwlmnqwq ▐ Ve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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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RTL 단계에서의 Design 문제 분석 

 

B. 구분 : Spyglass 는 RTL 설계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Lint, CDC, DFT, Constraints, Power, Physical 등의 

            문제를 미리 검증하여 설계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Spyglass는 향상된 알고리즘과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 RTL단계에서 Design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d
d

Spyglass는 GUI/BATCH 모드의 환경을 제공하며, GUI에서는 Source Code, Result, Schematic, Help Viewer 등이 제공

된다. 이 Viewer들은 서로 간의 Cross Probing을 통해 쉬운 Debugging 환경을 제공한다. 

 

 
 

Lint, CDC, DFT, Constraints, Power and 

Congestion 문제를 RTL 단계에서 검증 할 수 

있는완벽한 Platform 

GuideWare 는 가장필수적이고,  효과적인 rule set 

으로구성 

RTL 상의 문제를  보다 쉽게 검출 

Spyglass 자체 여러 engines 이 탑재되어 

implementation 단계에서의 실제 issue 를 

일치시킴 

/,1 Qwlmnqwq ▐ Qnwej_qq



 

- 19 - 

 

 Lint 

Spyglass Lint는 Simulation, Synthesis 등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Design Rule  

Checking을 진행하며, Verilog, VHDL, SystemVerilog 등 여러 format의 RTL를 지원한다. 

 

 CDC 

     Spyglass CDC는 Asynchronous Clock 간의 Domain Crossing에서 발생할 수 있는 Meta-Stability,   

Reset Synchronization 등의 문제를 Check 한다.  

     추가로 Design 내에 CDC를 위해 사용된 장치에 대한 Formal Analysis를 진행하여 Functional Issue 

     (Re-Convergence, Data Loss, FIFO Underflow/Overflow 등) 발생 여부에 대한 검증도 진행한다. 

 

 DFT 

Spyglass DFT는 RTL단계에서 Stuck-At-Fault, Transition Fault에 대한 Test Coverage를 Estimation 한다. 

Coverage Drop이 발생하는 Point에 대해 Report 하여, Coverage를 높이기 위한 Guide를 준다. RTL 단계에서  

DFT 문제를 미리 Fix 하는 것은 Scan-Insertion과 ATPG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Iteration을 최소화할 수 방법이 

다. 

 

 Constraints 

Spyglass Constraints는 Synthesis, STA, Layout에 필수적인 SDC를 RTL단계에서부터 Generation, Validation,  

Managing 할 수 있다. RTL/Nestlist와 SDC의 간의 일치성을 확인하며, 누락되거나 잘못된 Constraints가 있는 

지를 Check 한다.  

 

 Power 

Spyglass Power는 Design에서 소모되고 있는 Dynamic Power/Leakage Power를 Estimation하고, Clock  

Gating을 통하여 소모되는 Power를 줄일 수 있는 Point를 찾아내어 Design의 Power Saving을 Guide 한다. 

또한, CPF, UPF를 지원하여 Voltage Domain, Power Domain을 위한 Component들이 올바르게 

Implementation 되었는지를 검증한다. 

 

 Physical 

Spyglass Physical은 Layout 전에 RTL/Netlist를 이용하여 Layout 상황 예측을 통해, Layout에서의 Congestion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Timing Critical Path 및 Physical Area를 예측한다. 

 

 

 

 

 

 

 

 

 

 

 



 

- 20 - 

 

 
 

A. 목적 : Logic Synthesis for FPGA 

 

B. 구분 : Synopsys 사의 Synplify Premier 는 전 세계 모든 FPGA 의 Synthesis 가 가능한 독보적인 합성 툴임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1. High Performance FPGA Synthesis Tool for All FPGA Vendors 

Synplify Premier 는 1992 년 자체 개발한 최고의 합성 알고리즘인 BEST (Behavior Extracting Synthesis Technology)를 

사용하여 설계자가 생성한 Verilog HDL / VHDL 소스 코드를 바로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지 않고 Behavioral 상태에서 

합성한다. 또한, Mixed Language Support 가 지원되고 합성결과에 대한 Timing 을 분석하기 위한 STA (Static Timing 

Analyzer)를 자체 내장하였으며, HDL Analyst 를 이용해서 Critical Path 에 대한 추적과 분석이 쉬워 전 세계 최대의 

FPGA 공급사인 Xilinx, Altera 사도 자사의 합성툴보다는 Synplify Premier 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ACTEL 사는 

OEM 공급을 체결하여 고객사에 Actel 전용의 Synplify Premier 를 공급하고 있다. 

 

2. 주요기능 

- Proprietary B.E.S.T Algorithms : 최적, 최상의 합성 결과를 위한 고유의 합성 알고리즘. 

- Integrated Module Generation and Mapping : 각종 산술연산에 대한 모듈 생성기를 내장,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구조로 Mapping. 

- SCOPE Multi-Level Design Constraints : 합성에 필요한 여러 Constraint 을 GUI 환경의 SCOPE 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적용. 

- Comprehensive Language Support Language-Sensitive Editor Intuitive Use Model w/ Intelligent De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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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Synthesis Technology : FPGA 별로 전용 Mapper 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FPGA 에서 최적의 Primitive 

 Cell 을 찾아서 합성. 

- Automatic RAM Interfacing : 이용하는 각 FPGA 의 구조와 크기에 맞는 Memory 를 합성. 

- Third-Party Tool Integration : 사용하는 FPGA 벤더 툴, 그리고 다른 기타 툴의 활용도를 최대화. 

- Advanced Counter Extraction : 디자인 내의 카운터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추출, 최적의 합성. 

- Advanced HDL Enhancement : Verilog 2001 지원하며, 차기 버전에서는 System Verilog 지원 예정. 

- HDL Analyst : Schematic Viewing 기능과 디버깅 툴. 

- FSM Explorer& Compiler : State Machine 합성. 

- Graphical State Machine Viewer : FSM 을 State Machine Diagram 과 Table 을 이용해서 쉽게 분석. 

- Register Balancing for Pipelined Multipliers and ROMs : Multiplier 와 ROM 에서의 Pipeline 을 쉽게 처리. 

- Probe Point Creation : RTL 소스 코드의 수정 없이 내부 신호를 쉽게 외부 핀으로 Probing . 

- Generic Cross-Probing of Critical Paths : Critical Path 에 대한 용이한 분석과 수정을 위해 HDL Analyst (RTL  

View Schematic Netlist, Technology View Schematic Netlist)와 Text Editor (RTL 소스코드, 합성 결과 Log File,  

Timing Analysis File)를 이용한 Cross-Probing 이 가능. 

- STAMP Support : IP 를 이용한 디자인에서 STAMP Model 을 이용한 합성과 타이밍 분석이 가능. 

- Mixed Language Design Entry : VHDL 과 VerilogHDL 뿐만 아니라 둘이 혼합 사용된 디자인도 합성 지원. 

- Re-Timing : Critical Path 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Critical Path 에서의 레지스터 재배치를 통해서 각 Path 간의  

Delay 의 균형을 맞춰서 전체 디자인의 타이밍 성능을 최대화. 

- Automatic Constraint : 스스로 Over Constraint 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위한 최대 타이밍 성능의 합성결과를 

만들어 냄. 

- Multi-point Synthesis : Compile Point 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합성방법과 Incremental 합성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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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RTL Synthesis 

 

B. 구분 : Design Compiler 는 Verilog 나 VHDL 과 같은 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디자인을 최적화된 

게이트 레벨 디자인으로 합성 가능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DC Ultra 는 Synopsys RTL Synthesis 솔루션에서 핵심으로, Power Compiler, Design Ware, PrimeTime, DFTMAX 를 

포함하고 있다. DC Ultra 를 통해 오늘날의 고성능 설계를 위한 타이밍, 면적, 파워, 테스트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DC Ultra 에는 RTL 합성 단계에서, 최종 Layout 의 타이밍, 면적, 파워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최종 물리적 설계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Topographical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Topographical Technology : Topographical Technology 는 Wireload Model 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인 Net 의 근사치 

대신에, 실제 Net 의 Resistance 와 Capacitance 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Post-Layout 의 타이밍, 면적, 테스트, 파워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이는 Physical 설계의 전문기술이나 합성 모델의 변경 없이, 합성과정에서 RTL 설계자가 실제 

설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배치 및 배선을 위한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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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Arithmetic Optimization : DC Ultra 는 타이밍, 면적, 파워 면에서 더 나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DC Ultra 는 HDL 의 연산 트리를 확인하고, Carry 전파의 실행과 면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arry save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하여 최적화한다.  

 
 

Powerful Critical Path Synthesis : DC Ultra 는 초고속의 중요한 타이밍 경로에 대해 합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타이밍 중심의 구조조정, 매핑 및 게이트 레벨 최적화를 통해 더욱 나은 전반적인 타이밍 기반 

구조로 변화시키고, 중요 경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로직을 중복으로 복제하여 부하 분산을 통한 중요 경로의 타이밍을 

개선한다. 또한, DC Ultra 는 면적, 타이밍, 파워 향상을 위해, 중요 경로 상의 디자인 부분을 자동으로 Ungroup 및 

Cell 의 그룹화를 수행한다. 

 

 
 



 

- 24 - 

 

Register Retiming : Register Retiming 은 레지스터가 포함된 디자인에서 적용되는 기술로서, 면적의 영향은 최소화하며 

타이밍을 최적화하기 위해 Logic Boundary 상에서 레지스터를 이동하여 Sequential Logic 을 최적화한다. 또한, 성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순수한 조합 회로에 파이프 라인 레지스터를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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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Design For Test (DFT) 

 

B. 구분 : DTF Compiler 는 Scan Chain 을 삽입하여 테스트 분석 가능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DFT Compiler는 Synopsys의 설계를 위한 TEST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DFT 컴파일러는 설계자가 RTL의 효과적인 테

스트 기능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DRC 위반을 자동으로 수정한다.  또한, 높은 품질의 결과를 위

해 DFT MAX 와도 호환할 수 있다. 

 

주요 특징 

 Standard Scan 합성 

 반복된 설계 및 주기 단축 

 초기 설계 시 테스트를 위한 비용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저전력, 멀티 전압 지원 

 Design Compiler에 포함되어 제공되며 결과를 ICC에서 사용 가능 

 Tetra MAX에 사용될 STIL Protocol 파일 자동 생성 

 

 
 

Test DRC& Auto Fix 

전통적인 설계 과정에서 테스트와 관련된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우며 게이트 수준에서의 문제는 전체 칩에 문

제가 될 수 있다. TestDRC 는 설계자가 테스트에 적합한 RTL 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DFT 합성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DRC 후 Violation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AutoFix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테스트 

로직을 삽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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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Equivalence Checking (EC) 

 

B. 구분 :  Formality 는 Equivalence Checking Tool 로 RTL 와 NETLIST 사이의 등가 검사를 진행한다.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Synopsys Formality의 주요 목적은 예상하지 않은 합성 결과를 발견하는데 있

다. 디자인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많은 Input 벡터를 사용해야 하며 디자인이 

클수록 더욱더 많은 벡터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Synopsys Formality 툴은 RTL 와 Netlist (DC, ICC)의 등가검사(Equivalence 

Checking)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큰 디자인의 경우에도 테스트 벡터를 사

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 분산 검증을 내장한 성능상의 이점 확장 

•d 검증된 자동화된 지침을 사용하여 사용자 설정 감소 

•d 흐름 기반 그래픽인터페이스를 통한 검증 생산성 확대 

•d 높은 완성을 달성하기 위해 DC Ultra 연동 

•d 저전력 설계를 위한 EC 기능 포함 

•d IEEE 1801(UPF) FLOW 지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Formality는 흐름 기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메뉴의 흐름에 따라 손쉽게 툴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설정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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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Reference)디자인 실행(Implementation)디자인을 비교하기 쉽도록 보여주며 자동으로 불필요한 Path를 줄여 사

용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또한, Formality는 Power Compiler와 호환할 수 있으며 Power-Up, Power-

Down, Multi-Voltage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Input Formats 

 Synopsys DC, DDC, Milkyway 

 IEEE 1800 SystemVerilog 

 Verilog-95, Verilog-2001 

 VHDL-87, VHDL-93 

 IEEE 1801 Unified Power Format (UPF) 

Guided Setup Formats 

 Synopsys V-SDC 

 Formality Guide Files (S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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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re/Post Static Timing Analysis 

 

B. 구분 : Synopsys 사의 Prime Tim 은 가장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Static Timing 분석 툴로서 가장 진보된 

Timing Signoff 툴임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PrimeTime은 합성 후 진행하는 Gate-Level Static Timing Analysis 부분에서 업계 Standard가 되어 있다.  

28nm 공정 및 그 이하 공정에서 PrimeTime을 활용하여 만든 수많은 칩이 본 툴의 STA 성능과 정확성을 증명한다. 

PrimeTime Static Timing Analysis는 StarRC Parasitic Extraction과 연동하여 검증하는 것이 업계의 Golden Standard

이다.  

PrimeTime의 장점은 Timing Signoff와 Timing Analysis를 위한 탁월한 개발 환경이다. 진보된 On-Chip Variation 검증 

기술과 우수한 Delay Calculation, 툴 사용의 편리함, 유저 중심의 GUI, 쉬운 모델링의 장점들은 PrimeTime이 ASIC 

Vendor와 Foundry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Signoff 툴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 Comprehensive Tim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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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Time의 매우 방대한 연산 능력은 복잡한 디자인도 Signoff 할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한 Constraint의 동시 적용 및 

Delay Reporting 기능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타입의 Timing Check 및 Design Rule Check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용자들은 설계 중인 디자인의 모든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분석 및 Signoff가 가능하다.   

 

2. Golden Delay Calculator  

PrimeTime 안에 내장된 RC Delay Calculator는 Parasitic 정보와 Composite Current Source (CCS)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여 정확하게 Cell Delay와 Interconnect Delay를 계산한다. 광범위한 Delay Calculation과 Parasitic이 반영된 

Reporting 능력은 설계자들이 쉽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므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진보된 Delay 

Calculator는 전압과 온도도 반영하는데 이는 Multi-Voltage 분석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PVT 정보를 담은 큰 라이브

러리들의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3. Advanced On-Chip Variation (AOCV) Analysis 

65nm 공정과 그 이하에서 On-Chip Variation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부여한 부정확한 Margin은 Over-Design, 성능 저

하 등의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PrimeTime의 AOCV 모델링 기능은 디자인에 Margin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신뢰도 높은 OCV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각각의 Path의 Logic Depth와 Location을 분석하여 정확한 Factor들을 뽑아내어 시뮬레이션한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Margin 적용을 하지 않게 되고 Timing Violation 수는 줄어들게 되어 Over-Design의 확률이 낮아진다. 

사용자들은 정확한 타이밍을 갖춘 신뢰성 높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Distributed Multi-Scenario Analysis (DMSA) 

최근에는 최소 사이즈 구현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작은 사이즈 구현 때문에 역효과 적으로 발생하는 Physical 현상에

도 불구하고 좋은 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나리오 적용이 필수적이다. 칩 디자인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동작 모드, 전압, 온도, Process Corner를 표현하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시나리오들이 필요하다.  

많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은 PrimeTime의 DMSA 기능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기

능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시에 Setup, Distribute, Run 그리고 ECO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Turnaround 

Time이 감소하도록 한다.  
d

5. Additional Features in PrimeTime 

- Advanced Modeling Capabilities with Interface Logic Models (ILM) and Extracted Timing Models (ETM) 

-UPF (Unified Power Format) Support 

-GUI Enabling Timing Analysis and Design Visualization using Schematics, Histograms, Tables, and Tree Graphs 

-Save and Restore 

-What-if ECO analysis 

-Exception and Constraint Analysis for Debugging 

-ASIC Vendor Signoff and Foundry Support 

-Extensive Support of Industry-Standard Input and Output 

-File Forma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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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accurate dynamic and leakage power analysis 

 

B. 구분 : PrimePower 는 cell 기반 설계의 full-chip 전력 소모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전력 분석 솔루션으로 SoC 설계자가 

적시에 설계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력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또한 PrimeTime 툴과 통합함으로써 타이밍과 

신호 무결성 분석 솔루션을 확장하여 정확한 동적 및 누출 전력 분석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PrimePower 툴은 vector-free, vector-based peak power 그리고 average power 분석을 제공하며 Vector 는 Value 

Change Dump (VCD), Fast Signal Database (FSDB), 또는 Switching Activity Interchange Format (SAIF) 형식의 RTL- 

또는 gate- 레벨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PrimePower 는 Synopsys 데이터베이스 형식(.db) 라이브러리에서 회로 

연결, switching activity, circuit connectivity 및 셀 레벨 전력 동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의 상세 전력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PrimePower 는 또한 비선형 전력 모델(NLPM)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cell-level 에서 회로에 대한 전력의 거동을 계산하며, chip, block, cell-

level 수준에서 전력 소비량을 보고한다. 

전력 분석이 끝나면 power map 과 파형을 포함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서 설계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1. Vector-Free Dynamic Power Analysis 

Vector-Free Dynamic 전력 분석은 시뮬레이션에서 switching date를 기다리지 않고 전력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PrimeTime 툴의 정확한 timing windows를 사용함으로써 vector-free analysis는 설계 초기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은 

블록을 더 빨리 식별하여 전력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2. Time-based Power Analysis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전력 분석을 위해 시간에 따른 RTL 또는 gate-level simulation activity에 기초한 분석을 지원한다. 

PrimePower는 각 event의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해 event-driven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Time-based 전력 분석을 

위해 PrimePower는 전력 보고서뿐만 아니라 detailed average 및 peak power 파형을 생성한다. 

 

3. Cycle-accurate Peak-power Analysis 

PrimePower는 cycle-accurate peak 전력 분석 모드에서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 RTL switching activity data를 사용하며 

event당 전력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clock-cycle resolution에서 전력 파형을 생성한다. 

설계에서 최대 전력 소비량이 발생하는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 결과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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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Auto Place and Route 

 

B. 구분 : IC Compiler 는 Logical &Physical Design 설계를 위한 디자인 계획, Physical Synthesis, Clock Tree Synthesis, 

Routing 기능의 결합을 통해 완벽한 Netlist-to-GDSII 또는 Netlist-to-Clock Tree Synthesis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IC Compiler 는 Galaxy Design Platform 에 속하는 종합적인 배치 및 배선 시스템이다. 

 

 
 

IC Compiler 는 멀티코어 지원, 강력한 Design Planning 능력, 설계 단계의 완벽한 통합과 빠른 디자인 융합을 통해서 

동종 최강의 Placement, CTS, Routing 기능을 제공한다. 

 

Design Planning : IC Compiler 는 Die Size 의 최소화와 최적의 세부적인 배치가 가능한 빠른 디자인 탐색 기능을 

바탕으로 Flat &Hierarchical 디자인 계획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력 네트워크 합성 및 분석을 통해서 IR Drop 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Power Network 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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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 Analysis Facilitates Faster Design Convergence            Thermal Map Based on PNS and IR Drop 

 

Multi-Corner Multi-Mode (MCMM) : MCMM 솔루션을 이용한 Placement, Clock Tree Synthesis, Routing 및 최적화 

변환은 크고 복잡한 칩들의 TAT (Turn Around Time)를 극적으로 줄인다. 

 

QoR (Quality of results) : IC Compiler 는 타이밍, 면적, 파워, 신호 무결성, 라우팅 가능성 및 제조 등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QoR 을 제공한다. 

 
Relative Placement (RP) reduces Power and improves Routability 

Zroute Technology : IC Compiler 에서 Zroute 기술은 가장 빠르게 TAT 를 전달하기 위하여, 멀티코어 컴퓨팅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급 라우팅 알고리즘과 멀티 스레딩 기능을 사용한다. 

 

Ease of Use : IC Compiler 는 직관적 명령어를 사용하여 사용 편이성을 증가시켰다. IC Compiler 의 GUI 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디자이너가 모든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쉽게 제공한다. GUI 는 빠른 분석, 

시각화, 디버깅 및 복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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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Path Cross-Highlighting Enables Faster Debugging 

 

Flow : 

1. Design Setup : IC Compiler Flow 의 첫 번째 단계로 Synthesis Data 와 Physical Date 를 IC Compiler 에 읽어 들이는 

단계이다. 

 

 
Design Setup 

 

2. Design Planning : IC Compiler 는 기본적인 Floor planning 과 평면 및 계층적 설계를 위한 프로토 타입 기능을 

제공한다. (불완전하거나 문제가 있는 net 처리, 자동적인 칩 사이즈 측정, 블랙박스 모듈 지원, 매크로 및 셀들의 신속한 

배치, Prototype Global Routing 분석, 핀 할당 및 개선, Power Network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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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 Placement          Macro Placement                    Power Network Synthesis 

3. Placement : 배치 및 최적화를 통한 Congestion 과 Setup Timing 을 개선할 수 있다. 

 
Path Slack Visual Mode                                               Global Route Congestion Map 

4. CTS (Clock Tree Synthesis) : 디자인의 Clock 에 대한 최적화 및 Hold Timing 의 개선과 Clock Net 에 대한 배선과정을 

수행한다. 

 
                    Clock Tree Visual Mode                                              Latency Abstract Clock Graph 

5. Route : 설계자는 Global Routing, Track Assignment, Detail Routing 을 통해 자동적인 배선이 가능하며, ECO 

Routing 을 이용하여 Net 의 변경 및 재연결이 가능하다. 

6. Chip Finishing : IC Compiler 는 칩 가공 및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흐름의 

여러 단계를 걸쳐 제조 및 수율 성능을 위한 설계 기능을 제공한다. 

(Tap Cell 삽입, Antenna Violation 수정, 추가 Via 삽입, Wire 길이 및 Via 수 최적화, Shielding Nets, Filler Cell 삽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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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hysical Layout Parasitic Extraction 

 

B. 구분 : Synopsys 사의 StarRC 는 Parasitic Extraction 쪽에서 Industry Gold Standard 툴임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StarRC는 Digital, Custom IC 칩 구현 및 Signoff 검증에 필수적인 Parasitic Extraction에 있어서 매우 높은 정확성과 고

성능을 갖춘 차세대 툴이다. StarRC는 Sub-Femto 단위에서도 정확하게 값을 뽑아내는데, 나노미터 공정에서 발생하

는 Interconnect Parasitic Effect 및 디바이스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모델링하기 때문에 정화도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진보된 모델링 기술과 정확성은 Embedded Rapid3D 공정처럼 엄청난 정확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도 보장된다. 

Multicore Distributed Processing 기술은 기능은 툴 구동 하드웨어의 Physical 자원의 부담을 덜어주며 Multi-Corner 

Extraction 기능은 Multi Corner 및 Multi 시나리오 고려를 하나의 Process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유용한 기

술이다.  

 

 
 

1. Multicore Processing 

StarRC의 멀티 코어 기술은 가용한 서버 하드웨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 Commercial 한 컴

퓨팅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잘되도록 만들었다. StarRC의 멀티 코어 기술은 손쉬운 컴퓨팅 자원할당과 각 

Core에게 자동으로 디자인 Partitioning을 하여 쪼개주는 기술, 안정적인 Load Sharing 및 자동 Failure 복구 기능도 함

께 포함한다.  

 

2. PrimeTime Binary Interface 

SoC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Parasitic Netlist Size와 Timing Signoff Analysis Runtime은 매우 큰 고민이다.  

수백만 개의 Net으로 구성된 디자인을 Extract 한 Parasitic Netlist Size는 매우 커서 Parasitic Read와 분석을 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StarRC는 SBPF (Synopsys Binary Parasitic Format)이라는 유일하고 Compact 한 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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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sitic 제공하는데 이는 PrimeTime에서 혼용할 수 있다. SBPF Binary Interchange Format은 SPEF처럼 Connection 

정보에 전기적 특성까지 Capture 하지만 Primetime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 15배까지 Parasitic Netlist Size를 

줄여주어 최대 80%까지의 Runtime 감소 효과를 보여준다. 

 

3. Custom AMS Design Platform Integration  

StarRC는 Synopsys의 Galaxy Custom Designer Mixed-Signal Implementation 시스템과 Cadence의 Virtuoso Analog 

Design Environment와 연동을 할 수 있다. StarRC와 Galaxy Custom Designer는 Open Access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Data Flow를 사용하는 시놉시스의 개발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Virtuoso 

환경을 위해서 StarRC는 Netlisting과 시뮬레이션을 위해 Open Acess 또는 Cadence DFII Database Parasitic View를 

만드는데, 이는 ADE에서 사용되는 Common Netlisting Interface와 호환된다. StarRC는 Parasitic View 또는 Schematic 

View에서 Parasitic을 뽑을 수 있도록 한다. Parasitic Prober는 Schematic과 Parasitic View 사이에서 Parasitic View나 

지점간 저항, 전체 Net Capacitance, Net-to-Net Coupling Capacitance 그리고 Cross-Probing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한, Probing 된 Parasitic 값을 ASCII Report File로 뽑아내는 기능과 Parasitic View에서의 Total Capacitance 값을 관련

된 Schematic View에서 주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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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hysical verification – DRC or LVS checking 

 

B. 구분 : IC Validator 는 모든 메인스트림 및 고급 프로세스 노드에 대해 성능 확장성과 광범위한 런셋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물리적 검증 사인오프 솔루션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IC Validator는 100억개 이상의 트랜지스터와 800άά 보다 큰 die sizes를 몇 시간 이내에 DRC signoff를 deliver 하며, 

The Design Rule Checking (DRC) and Layout Versus Schematic (LVS) 물리적 검증 엔진은 수백 개의 CPU 코어에 걸

쳐 거의 선형적인 확장성을 통해 결과 도출 시간을 상당히 단축한다. 

IC Validator는 설계 내 물리적 검증을 위해 IC Compiler II place and route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된다. 

 

High Performance and Scalability 

IC Validator 는 advanced node 에서 물리적 검증의 capacity 및 performance requirement 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 

하드웨어의 확장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계되었다. 

멀티 스레딩은 현대 멀티코어 CPU 의 실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수백 개의 CPU 코어가 있는 distributed computing 

network 를 통한 거의 선형적 확장성은 대부분의 물리적 검증 작업을 하룻밤 사이에 완료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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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Physical Signoff Solution 

IC Validator 는 입증된 고성능 및 포괄적인 signoff 물리적 검증 

솔루션으로 DRC, LVS, Programmable Electrical Rule Checks 

(PERC), dummy fill, Design For Manufacturing (DFM) 기능을 

포함한 물리적 검증 도구 제품 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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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Custom Design 

 

B. 구분 : Custom Compiler 는 full-custom analog, custom digital 그리고 mixed-signal IC 설계를 위한 최신의 

solution 이다.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Custom Compiler는 Synopsys Custom 설계 플랫폼의 중심으로 설계 항목, 시뮬레이션 관리 및 분석, custom layout 

editing 기능을 제공한다. FinFET process 기술의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legacy 툴 사용자에게

는 업계 최고의 생산성, 성능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Design Entry and Simulation 

Custom Compiler 는 mixed-signal 설계, debug, 시뮬레이션 관리, 분석 및 보고를 위한 강력한 기능을 갖춘 design 

entry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고생산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Schematic entry 는 automatic wiring, symbol generation, 

파라미터의 on-canvas editing 등을 통해 간소화되었다. 

Custom Compiler 의 schematic 편집기에는 설계 계층 전반에서 전원공급 확인 및  inherited connection 을 위한 

전력 도메인 분석기 그리고 설계 전반에서 신호 추적을 위한 net tracer 와 같은 유용한 디버깅 보조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schematic 간 변화를 보고하는 설계 비교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Text and schematic 뷰는 mixed-signal 설계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Verilog 를 위한 a language-sensitive 

편집기가 포함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탐색, 교차 탐색 및 back-annotation 은 schematic and text 뷰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mixed-signal 분할 및 시각화를 위한 parameterizable interface element 와 같은 강력한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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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Compiler 는 Synopsys 의 회로 시뮬레이터인 HSPICE, FineSim, CustomSim 과 통합되며, 그 밖의 simulator 

와도 통합이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지원은 코너 설정, 멀티플 테스트벤치, 몬테카를로 및 기타 분석을 위한 GUI 가 

포함된다. Custom Compiler 는 배치모드 시뮬레이션을 위한 grid-based job distribution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검증 실행을 위한 TCL 스크립트가 가능하다. 

Custome Compiler 는 Synopsys 의 Custom WaveVies 와 통합하여 파형의 시각화 및 후처리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시각화 기능으로는 차트 작성, 통계 분석, 히스토그램 및 scatterplot 을 포함하고 또한 HTML 기반의 보고 

기능을 제공하여 설계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한다. 

 
 

Custom Layout Editing with Visually-Assisted Automation 

Custom Compiler 는 users need 의 polygon 편집 기능의 빠르고 사용자 친화적인 버전을 포함하며, Visually-assisted 

automation(VAA) flow 로 레이아웃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VAA 는 특히 어려운 FinFET 기반 설계의 경우 2~10 배 더 나은 생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layout effort 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며, layout 설계자에게 익숙한 graphical use model 을 통해 requiring manual 

constraint entry 없이 자동화를 제공한다. 이는 Custom Compiler 를 사용하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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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hysical Layout Design 

 

B. 구분 : Synopsys 사의 Laker 는 IC Design 등의 Physical Layout 설계분야의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5, 6, 7 

- CentOS Linux (64bit) 5, 6, 7 

 

D. 특성 및 기능 

Laker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Netlist Schematic Layout Data를 한 화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Device 

Generation의 기술을 통해 DRC/LVS의 검증 시간과 PCell Scripting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Magic Cell (MCell™)은 별도의 Scripting 없이 Window 기반으로 Transistors, Resistors, Capacitors, Contacts/Vias 그

리고 Guard Rings의 Device들을 간단하게 생성하여 Multiple-Gate Transistors, Guard-Rings, Contact Arrays, Inter-

Digitized Resistors and Capacitors와 같은 복잡한 형태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Rule-Driven Layout은 Realize, Place, Route, Edit의 Layout 작업 중 DRC/LVS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기능으로 추후의 

DRC/LVS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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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efined Device (UDD)는 Spiral 같은 설계자가 직접 설계하기 복잡한 Device들을 Parameter화 된 Device의 형태

로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PCells과 비슷하지만 Scripting은 물론 Window 상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Schematic-Driven Layout (SDL)은 Schematic, Netlist, Layout을 동시에 한 화면에서 각각의 Browser를 통해 Rule-

Driven Layout, Realize, Place, Route and Edit 등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Stick Diagram Compiler는 MCell에 기반을 둔 Device 생성과정에서 TR의 Floor-Plan을 설정해 주는 기능이며 이외에

도 Abstraction, Swap, Merge, Move, Spilt, Align Gate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 Design Rules, Connectivity 나 

Parameter Value와 관계없이 Symbol Level에서 Device를 Optimize 할 수 있다. 

 
Laker 는 3rd Party에서 설계한 Data의 호환을 위해 GDSll, OASIS, LEF/DEF, CDL, EDIF, Verilog를 In/Output 할 수 있으

며, DRC / LVS를 위해서 Calibre® 와 Hercules™ 를 Integration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Tcl (Tool 

Command Language)를 완벽하게 제공함으로써 Tool Customization, Database Query 그리고 Layout Creation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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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Circuit SPICE Simulation 

 

B. 구분 : Synopsys 사의 Hspice 는 모든 Application 의 설계 및 검증을 위한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HSPICE)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 Microsoft Windows 7, 10 (64bit) 

 

D. 특성 및 기능 

Hspice는 다양한(Analog, RF, Mixed) 설계 및 공정에 걸쳐 입증된 솔루션으로 특성은 아래와 같다. 

 
Å Glden Accuracy – Best Silicon Correlation 

Å Most widely Adopted – Reference Simulator at 9/10 top Foundries 

Å Boroadest Application – IC, Package, Borad, Backplane 

Å Continuos Innovation –Signal Integrity, Multi-Core, Foundry Modeling 

 

멀티코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더욱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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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FastSPICE Simulation  

 

B. 구분 : Synopsys 사의 CustomSim 은 AMS 설계 및 검증을 위한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CustomSim은 다양한 설계 및 공정에 걸쳐 입증된 솔루션으로 특성은 아래와 같다. 

Å CustomSim (XA) Simple to Use 

Å FastSPICE Performance &Capacity 

Å SPICE-like Accuracy 

Å Support for HSPICE, Eldo & Spectre Inputs 

Å Adopted by leading customers in Analog, Memory, Custom Digital 

and SoC Applications 

 

 

 

 

 

 

 

 

 

파운드리에서 인증한 HSPICE 모델을 제공한다. FastSPICE를 위한 최적화된 모델이며, 멀티코어 시뮬레이션이 가능 

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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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st Digital 엔진과 FastSPICE 엔진을 결합하여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시켰다. 

 

 
 

저전력 혼합 신호 검증이 가능하며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블록을 통한 누설 전류를 포함

한 전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CustomSim은 회로 레벨의 시뮬레이션도 지원하며, 에러 감지 기능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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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및 에러는 Custom Explor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로의 신뢰성도 확인을 위한 EM/IR 분석 및 MOS Device Aging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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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im은 Multi-Tech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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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full SPICE and FastSPICE simulation engines 

 

B. 구분 : Custom 설계 플랫폼의 integral part 로 full SPICE 및 FastSPICE 시뮬레이션 엔진이 내장 된 고성능 회로 

시뮬레이터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FineSim 은 DRAM / SRAM / 플래시 메모리 설계뿐만 아니라 크고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의 시뮬레이션에도 매우 

적합한 코어 가속 회로 시뮬레이터이며, 설계자가 기존 솔루션의 overhead 없이 mixed-signal SoC 를 기능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first single executable product 이다.  

 
Features 

- single executable 에서 정확성과 성능의 조합은 크고 mixed-signal 설계를 매우 정확한 SPICE 와 FastSPICE solving 

기술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여 전체 설계 검증 프로세스에서 속도와 정확도 균형을 완벽하게 제어를 제공한다. 

- Multi-core/multi-machine 시뮬레이션은 매우 큰 복잡한 시스템(10M+ transistors)에서 silicon-accurate 결과를 

제공하고 이 혁신적인 기술은 성능과 용량 모두를 위한 linear scaling 제공하고 multiple core 를 넘어 true SPICE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 advanced SPICE 와 FastSPICE solvers 를 통해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고 single core 시뮬레이션의 런타임을 3~10 배 

까지 향상시키며, multi-core 시뮬레이션에서 성능은 코어당 선형적으로 확장되며 경우에 따라 20~30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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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L, ADC, SerDes, power management, charge pumps, memory 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simulation closure 

challenge 를 보여주는 모든 아날로그, mixed-signal, 메모리, custom digital 및 SoC 설계에 대해 silicon-accurate 

결과를 달성한다. 

 
 

 

FineSim Pro vs. FineSim SPICE 

FineSim 은 FineSim Pro 및 FineSim SPICE 도구의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며, 두 제품 모두 옵션 세트뿐만 아니라 

동일한 바이너리 및 실행 파일을 공유한다. 

FineSim Pro 는 mixed-signal SoC 의 설계 및 분석에 가장 적합한 full-chip circuit-level simulator 이며, 설계자에게 

정확도와 속도 균형을 최대로 융통성 있게 제공하는 완전한 FastSPICE 엔진과 full SPICE 엔진이 포함되어 있다. 

FineSim SPICE 는 single matrix solver 와 linear scaling 및 true SPICE 정확도를 갖춘 multiple CPU/machines (multi-

CPU 기술)에서 SPICE 매트릭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true SPICE 엔진이다. 이 SPICE 기술은 PLL, 

ADC, charge pump 및 기존 SPICE 의 어려운 회로와 같은 sensitive 아날로그 블록에 매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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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Waveform Viewer and Simulation Post-processing Tool 

 

B. 구분 : Custom WaveView 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읽고 뷰 간 완전한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full analog 그리고 mixed-signal display 및 분석 환경이다.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5,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 Microsoft Windows 7, 8, 10 (64bit) 

 

D. 특성 및 기능 

Waveform Viewing 과 Analysis 에 사용되며, 대용량의 데이터(GB)를 처리할 수 있으며, 매우 빠른 데이터 로딩, 화면  

스크롤, 줌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 디스플레이 및 광범위한 측정 및 표시를 할 수 있다. 

 

 
 

Custom WaveView 에는 Equation Builder 가 포함되어 있으며, 28 개의 수학 연산자 함수, 20 개의 RF 기능, 10 개의 

로직 기능, 27 개의 파형 함수, 36 개의 측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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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Toolbox 로 Eye Diagram, ADC 설계 Toolbox, FFT, Jitter 측정이 있다. 

 
 

또한, Laker, Virtuoso, Custom Designer, JEDAT 과 함께 Schematic Cross-Probing 이 가능하다. 

 

 
 

Custom WaveView 는 45 개가 넘는 포맷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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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WaveView 로 확인한 Waveform 은 Text, SPICE PWL, WDF, VCD, M-File (Matlab)로 추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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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Mixed-Signal Verification Solution 

 

B. 구분 : VCS AMS 는 VCS 기능 검증과 Synopsys 의 CustomSim Fast SPICE 시뮬레이터를 통합한 mixed-signal 검증 

솔루션으로 보다 빠른 mixed-signal SoC regression 테스트를 위해 동급 최고의 성능과 용량을 결합한 첨단 기능 및 

저전력 검증 기술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VCS AMS 는 UVM 방법론에 대한 아날로그 확장과 함께 기능 및 저전력 검증을 위한 첨단 기술을 기본적으로 

통합함으로써 compute farms 간에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기반, 제한된 무작위 testbench 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 전체적인 regression 테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 Performance 

VCS AMS 는 고성능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시뮬레이션 엔진의 독점적 통합으로 트랜지스터 수준의 정확도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CustomSim 의 FastSPICE 엔진을 통합한다. 

 

2. Multicore Technology 

VCS AMS는 FastSPICE 엔진에서 멀티코어 시뮬레이션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검증 처리량이 훨씬 높아 트랜지스터 수

준의 정확도로 확장 가능한 mixed-signal regression testing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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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exibility 

VCS AMS는 SystemVerilog, Verilog, VHDL, Verilog-AMS 및 SPICE를 위한 언어 지원으로 abstraction level과 설계 계

층을 혼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 모델을 제공하며, 포스트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은 SPF, DSPF 및 SPEF 형식을 통해 지

원된다. 

 

 

 

 

VCS AMS는 상위 구성에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혼합 신호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성에 대한 계층적 수준도 제공함으

로써 복잡한 설계 아키텍처를 완전히 가능하게 한다. 

 

4. Low-power Verification 

VCS AMS는 mixed-signal 설계를 위해 UPF를 지원하는 native low power(NLP) 기술을 확장함으로써 종합적인 

mixed-signal 저전력 검증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전압 레벨을 전달하면서 interface 

element는 전력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자동으로 삽입되며 이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저전력을 위한 system-level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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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Standard 및 IO 등 Library Cell 의 characterization  

 

B. 구분 : SiliconSmart 는 Standard cell 및 I/O cell 등을 characterization 하여 합성 및 place-and-route, 타이밍 

검증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파일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SiliconSmart  는 라이브러리를 characterization 하여 설계자가 원하는 형태로 디지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는 많은 코너를 검증해야 하고 공정사에서는 지속적으로 SPICE 모델을 업

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설계자는  Cell 을 characterization 하여 사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설계를 진행 할 수 있다. d
d

d

d

d
ddd

d

d

 Inputs 

- SPICE transistor-level ne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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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ial inputs and outputs 

- Multiple voltage supplies 

- User-specifiable complex load networks 

- Characterization of multiple electric modes per driver 

 

 Outputs 

- Library (.lib) 

  Non-linear delay model (NLDM) 

  Non-linear power model (NLPM) 

  CCS timing, powerm noise, variationaware 

  Compact CCS 

  ECSM timing, power, statistical 

  AOCV 

  POCV 

- Verilog 

- VHDL 

- IBIS I/O models 

 

 
 

 Supported SPICE Simulators 

- HSPICE 

- FineSim 

- Cadence Spectre 

- Mentor Graphics E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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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rocess & Device Simulation 

 

B. 구분 : Synopsys 사의 TCAD 는 반도체 제조 공정 및 디바이스 특성 확인의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D. 특성 및 기능 

TCAD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여러 Product로 구성되어 있다. 

 

 
 

- Sentaurus Process Simulator 

범용의 다차원(2D/3D) 공정 시뮬레이터로 통합 3D 형상 모델링 엔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Advanced 물리적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Å Advanced Physical Models 

ï Analytic and Monte Carlo Implantation 

ï Diffusion: Laser/Flash Annealing, Kinetic Monte Carlo 

ï Mechanical Stress 

ï Oxidation  

ï Geometric Deposition and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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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aurus Structure Editor 

형상 작업을 하기 위한 Product로써 사용하기 쉬운 GUI로 되어 있고, 스크립팅 언어도 사용 가능하며, 기하학적 모델

링에도 사용할 수 있다. 

 
 

- Sentaurus Device Simulator 

범용 다차원(2D/3D) 소자 시뮬레이터로 Full 3D Meshing 엔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리콘 및 화합물 반도체의 시뮬

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Advanced 물리적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Å Wide Range of Advanced Physical Models 

ï Strained Silicon Mobility Enhancement 

ï Quantization and Random Doping Effects 

ï Non-Volatile Memory Operation  

ï Raytracing and Maxwell FDTD Solver 

 

 
 

- Raphael Parasitic Extraction 

Capacitance와 Resistance의 표준 Interconnect Field Solution으로 기생 Database를 자동 생성해주고, LPE Rule의 교

정에도 사용된다. 

 
 

- Sentaurus Inter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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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L 및 TSV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사용하며, GDSII 인터페이스 또는 프로세스 에뮬레이션 언어로부터 유연하고 사

용하기 쉬운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Mechanical Stress, Electro-Thermal and RC Analysis를 위한 포괄적인 모델을 포

함하고 있다. 

 
 

- Sentaurus Workbench 

TCAD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실험의 설계 및 최적화를 할 수 있다. 

 

 
 

- Sentaurus Visual 

TCAD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것으로 향상된 GUI를 제공하며, 강력한 스크립팅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Tcl 스크립트 

액티브 커맨드 라인 창을 제공한다. 밴드 다이어그램 및 오버레이, 플롯을 만들기 위한 특수 버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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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aurus PCM Studio 

Process Compact Models (PCM) 기반 표면 반응 시뮬레이터로 공정 변수 및 장치 성능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제조 제어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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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SoC Architecture Exploration & Validation and S/W Development 

 

B. 구분 : Synopsys 사의 PA-MCO 는 SoC Architecture Level 의 H/W and S/W 개발 환경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D. 특성 및 기능 

1. Platform Architect MCO 

 

 
 

2. Hardware-Software Partitioning and Optimization of Multicore Systems 

Platform Architect with Multicore Optimization (PA-MCO)는 Architecture 설계 초기에 End-Product Application 의 

Task-Driven Workload Model 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인 Task Model 들은 Task-Graph 라 불리는 응용프로그램의 System C 성능모델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Task-Graph 의 사용한 병렬 응용프로그램 작업의 성능은 가상처리장치(Virtual Processing Unit : VPU) 작업기반의 

Traffic Generator 에 Mapping 된다. 

Simulation 과 작업의 분석은 Application 을 사용하기 전, 최고의 시스템 성능을 위한 최적화에 H/W 및 S/W 의 

Partitioning 을 가능하게 한다. 

Task-Graph 는 트래픽 생성기의 Trace-Driven 과 함께 Memory Subsystem 의 성능 최적화와 연동을 위한 트래픽 

생성기 작업기반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Interconnect and Memory Subsystem Performance Optimization Using Trace-Driven Traffic Generation 

PA 는 최적화 및 Backbone SoC 연동의 성능향상과 Global Memory Subsystem 과 연관된 Architecture Design 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Dynamic Application 의 Workload 는 트래픽 생성기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시스템 

성능의 조기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00 Qwlmnqwq ▐ Tgprs_jgx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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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Sweeping 은 성능 데이터의 매개변수 수집을 가능하게 하며, 설계구성 전체에 대한 트래픽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시각적 분석을 위한 강력한 Tool 은 성능저하의 Bottleneck 이나 근본 원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Graphical Transaction 

Tracing 및 통계적 분석관점을 제공하며, 시스템 성능이 독립적 혹은 복합적 변수의 설정인지에 대한 Sensitivity 를 

확인할 수 있다. 

 

5. Hardware/Software Performance Validation Using Processors Models and Critical Software 

설계모델들의 성능확인 후, Cycle-Accurate 프로세서모델들을 추적기반 및 작업기반의 Traffic 생성기를 대신해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설계모델들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사용될 수 있다. 

시각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분석관점에서 성능의 측정을 위한 독창적인 System-Level Visibility 를 제공하여 

최종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준다. 

 

 Virtualizer/VDK 

 
 

 

6. Virtual Prototype Creation with Fully Functional Model 

Fully Functional Model 인 TLM2 Model 을 이용하여 RTL 이 준비되기 전에 Model Based SoC Platform 을 Creation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Early Stage 에서 가상의 Virtual Prototype 을 만들어 S/W 개발 및 분석을 위한 

Platform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H/W Based 의 S/W 개발 환경과는 다르게 Debugging 및 S/W 개발자들에게 

개발 환경을 배포하는 것이 빠르고 쉬워진다. 

 

7. Early Enable S/W Development with Analysis and Debugging 

TLM2 로 구성된 Virtual Prototype 은 H/W 개발과 동시에 S/W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 SoC 개발 Time to Market 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H/W 와 S/W 간의 Interoperating Analysis 를 가능하게 하여 Design Iteration 을 줄여줄 수 

있다. 

 

 

 

 

 

VDK Family for ARM Cortex Processors Debu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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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Multi-domain and mixed signal simulator 

 

B. 구분 : 설계자에게 multiple physical domain(electrical, magnetic, mechanical, thermal, hydraulic 등등) 사이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분석,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6, 7 

- SUSE Linux Enterprise (64bit) 11, 12 

- Windows 7, 10 (64bit) 

 

D. 특성 및 기능 

설계자는 Advanced 분석 및 modeling capabilities로 설계 최적화 및 견고한 설계를 수행하고 어떤 시스템의 가상 프

로토타입에 대한 failure effect를 분석할 수 있다. 

 
Saber Benefit: 

- 싱글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한 모든 견고한 설계 분석의 효율적인 실행 

- 30,000개 이상의 behavioral과 characterized model에 의해 지원되는 가상 시스템 설계를 빠르게 생성 

- grid computing으로 계산 집약적인 통계 분석을 수행 

/,01 Qwlmnqwq ▐ Sabe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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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ys Supported Systems 최신 정보 바로 가기  => 클릭  
 

 

(2019.08.01 기준) 

   

 
 

 

회사명 : (유)시높시스 코리아 

웹페이지 : www.synopsys.com 

이메일 : kor_feedback@synopsys.com  

대표전화 : 02-3404-2700 

/,02 Y ә[ Qwlmnqwq Nj_rdmpk Pm_bk_n

https://www.synopsys.com/support/licensing-installation-computeplatforms/compute-platforms/compute-platforms-roadma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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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Simulation 

 

B. 구분 : Cadence 의 Circuit simulator 를 한개의 software 에 묶어놓은 Software Package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SUN Solaris10/ RHEL5, 6/ SUSE10, 11/ AIX6.1 

 

D. 특성 : Spectre / SpectreRF /XPS/ APS / AMSDesign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Analog Design Environment 에서 

 invoke 해서 사용 가능함 

 

D. 기능  

- Spectre : Spice level accuracy 를 제공 

- SpectreRF : S-parameter 를 이용한 RF simulator 

- XPS : Full chip simulation 의 capability 를 제공 

- APS : Spectre 와 동등한 정확도를 갖으며 fast simulation 을 제공 

- AMS Designer : Mixed signal 의 simulation 을 제공 

 
 

 
 

0,/ A_bclac KKQ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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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oso Multimode Simulation(Easy GUI Interface) 

Direct Control of Simulation Through ADE 

̋ Integrated into the Virtuoso Analog Desig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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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Functional Logic Verification 

 

B. 구분 : Cadence 사의 Xcelium™은 는d반도체 설계의 functional logic verification 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solution 을 

제공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RHEL 6, RHEL 7sdSLES 11d

 

D. 특성 및 기능 

Xcelium™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Multi language를 지원하는 simulator로서 다양한 language, methodology 

(eRM, OVM, UVM), CPF(Common Power Format)/IEEE1801(UPF2.0)를 이용한 Power aware simulation, coverage, 

functional-safety simulation 등을 지원합니다. 

 

<그림1> Xcelium - Native-Compile and Multi-Language Support 

 

Xcelium™은 functional verification 분야에서 유일하게 모든 IEEE-standard language들과 gate level부터 system 

level에 이르는 모든 design abstraction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tool에 적용가능한 verification plan도 지원합니다. 

 

Cadence functional verification platform에서 제공하는 Verification IP(VIP), HW acceleration/emulation 및 

analog/mixed signal/RF verification 등의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Xcelium™은 다양한 종류의 testbench, HDL, 

CPF/IEEE1801(UPF2.0) file, Software 및 assertion IP들도  지원합니다. 

 

  Source code의 Compile과 elaboration시 MSIE(Multiple Snapshot Incremental Elaboration) 기능을 사용하여  

  최대 10배까지 build time 성능 개선 및 스토리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2   Cadence 사 Xcelium™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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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elium™은 모든 상용의 coverage metric(assertion coverage, code coverage, functional coverage등)들을 포함하

는 total coverage analysis 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coverage 결과를 IMC(Incisive Metric 

Cetor)라는 하나의 GUI를 통해서 분석하므로써, 모든 function 들이 빠짐없이 test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

을 통해 한 번에 error가 없는 silicon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2> Coverage Analysis with IMC 

 

Xcelium™에서 제공되는 SimVision tool은 하나의 통합 GUI환경에서 모든 IEEE-standard design, testbench 및 

assertion language에 대하여 signal level부터 transaction level까지 통합된 debugging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줍니

다. 

 

<그림3> Debugging with Sim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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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dence Spectre 
 

A. 목적 : Simulation 
 

B. 구분 : Spice 의 Accuracy 를 가지는 Cadence 의 Simulator 
 

C. 특성 : Time & Frequency 에 대해서 Analysis 가 가능하며, GUI 에서 사용하기 편한 Interface 를 제공 
 

D. 기능 : AC, Transient, DC 등의 Analysis 를 제공 

 

 

2.3   Cadence 사 Spectre/ Spectr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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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dence Spectre RF 

 

A. 목적 : Simulation 
 

B. 구분 : RF simulator 
 

C. 특성 : S-Parameter 를 연산 할 수 있으며, Harmonic Balance & Shooting Newton Algorithm 을 이용한 RF Circuit 

Design 가능함 
 

D. 기능 : PSS, PNOSE, PAC, QPSS, QPNOISE, QPAC 를 simulation 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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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Layout  
 

B. 구분 : Custom IC design Layout 분야의 Total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et Enterprise Linux (64bit) RHEL 6, RHEL 7 

- SuSE Linux Enterprise Linux (64bit) SLES 10, SLES 11 
 

D. 특성 및 기능 

Virtuoso Layout Suite-L은 Foundries에서 PDK로 사용하고 있는 Pcell(Parameterized Cell)을 user가 스스로 제작, 

Schematic과 Layout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abutment, pin permutation, folding, chaining, cloning등 여러가지의 기

능이 포함된 Automates pcell을 Cadence SKILL language에서 지원합니다. 
 

 
 

DRD( Design Rule Driven )와 iPVS( Integrated Physical Verification System )는 Layout 진행시 실시간으로 Check & 

Guide 기능으로, High Tech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Rule과 Layout에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Design rule을 바로 적용시

키므로 낭비되는 Area의 감소는 물론, Chip Size에서의 Margin 역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4   Cadence 사 Virtuoso Layout Su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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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R(Fluid Guard Rings)는 Click한번으로 ring, rectangle, path, polygon등 여러가지 모양의 guard ring을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Cell이나 Block의 shapes에 따라 guard ring을 creating 하며, 모든 shape_editing과 Merge, Tunneling등 많

은 option functions으로 편리하게 Substrate와 Well의 bias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Quick Cell은 user가 width, length, m-factor등을 입력하여 Transistor를 generating하는 기능입니다. 

Pattern에 따른 shape과 implant enclose를 설정하여  

보다 편리하게 Transistor, Resistor들을 generate할 수 있

습니다. 

 

 

 

 

 

Virtuoso Layout Suite 
 

VLS-L: Manual layout editing tool  

   VLS-XL: Assisted Automated tool 

   VLS-GXL: Full automated tool 
 

Virtuoso Layout Suite는 3 tiers로 구성되어 

있으며, Ease-Of-Use와 Intuitive layout을 위한  

Common user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Layout의 Place부터 Route까지 Automatic

Solution을 이용하여, The highest Technology인 

14nm, 16nm 공정을 이끌어가는 Too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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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DRC(Design Rule Check), LVS(Layout Versus Schematic) Physical Verification 

 

B. 구분: Cadence 사의 ASSURA 는 IC design flow 중 physical layout 을 검증하는 solution 을 제공함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et Enterprise Linux RHEL 5(32bit), RHEL 6(64bit), RHEL 7(64bit) 

- SuSE Linux Enterprise Linux (64bit) SLES 9,  SLES 10 

 

D. 특성 및 기능 

DRC(Design Rule Check)/LVS(Layout Versus Schematic) 검증 작업은 block level physical layout을 진행과 동시에 검

증하는 In-design physical verification 과 block design이 완성된 후 top level에서 최종 검증하는 Signoff physical 

verification 으로 구분할수있다. In-design physical verification에서는 physical layout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violation

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실제 DRC/LVS running time 보다는 violation debugging 시간이 많이 차

지하고, Signoff physical verification은 debugging time 보다 DRC/LVS running time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ASSURA DRC는 Cadence Virtuoso Layout Suite에 integration이 되어 있어 layout 중간에 수시로 physical verification

을 진행할 수 있는 User friendly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error debugging 창을 이용해서 즉시 수정및 재 검증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d

2.5   Cadence 사 Ass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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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ASSURA LVS는 Cadence VSE(Virtuoso Schematic Editor)로 구성한 회로와 Cadence VLS(Virtuoso Layout Suite)로 구

성한 physical layout 을 유기적인 환경을 이용하여 LVS를 진행할 수 있으며, LVS error 발생시 소요되는 debugging 

time을 줄일수 있도록 error를 쉽게 찾아 수정할수 있는 design 상호간 cross probing 기능을 포함한 LVS error 전용 

debugging 창을 제공하여 설계자의 실수를 쉽고 빠르게 찾아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d

 
d

이렇게 DRC/LVS 검증이 완료된 design은 Cadence QRCX Extraction 제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parasitic 

extraction시 사용 가능하도록 Cadence design environment 내에서 모든 IC design을 완성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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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hysical Layout 에서 Parasitic Extraction  

 

B. 구분 : Cadence 사의 Quantus QRC Extraction 는 IC design flow 중 physical layout 을 검증 완료 후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는 design 내 기생성분 즉, parasitic 을 추출하여 검증하는 solution 을 제공함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et Enterprise Linux RHEL 5(32bit), RHEL 6(64bit), RHEL 7(64bit) 

- SuSE Linux Enterprise Linux (64bit) SLES 11 
 

D. 특성 및 기능 

Cadence 사의 Quantus QRC Extraction 는 IC design flow 중 physical layout 시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는 design 내 

기생성분이 생기면서 회로 동작에 영향 주게 되는데, 실제 제품 생산을 위한 최종 Mask 제작 전 설계자의 의도하지 

않은 parasitic 추출 후 parasitic 을 포함한 post simulation 을 통해 회로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Cadence Quantus QRC Extraction 은 하나의 technology file 을 이용해서 Digital 또는 Analog design 모두 사용 

가능하다. 
 

          
 

Cadence Quantus QRC Extractor 는 ASSURA/PVS LVS 검증결과와 연동하여 Quantus QRC extraction 전용창을 통해 

설계자 의도를 반영한 av_extracted cellview 를 만든 후 ADE(Analog Design Environment)를 이용하여 post 

simulation 을 위한 유기적 환경을 제공하며, 설계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2.6   Cadence 사 Quantus QRC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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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확한 parasitic 추출과 추출된 parasitic을 이용한 post simulation 결과를 바탕으로 회로 오동작 원인 분석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회로 분석을 위해 Quantus QRC Extraction이 제공하는 parasitic cross probing 기능 또한 설계자

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advance node 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미 제품에 반영하여 최신 공정에

서도 보다 정확한 결과를 추출하여 회로 오동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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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S 

 

A. 목적 : Simulator  

 

B. 구분 : Mixed Simulation in Cadence 

 

C. 특성 : Analog & Digital 이 같이 혼성으로 되어있는 경우 Digital 은 NCSIM or irun 이 Analog 는 Spectre / APS / 

XPS-MS 이 같이 simulation 을 돌리면서 연산하는 Simulator 

 

D. 기능 : Verilog & VHDL, System Verilog 등의 다양한 language 를 지원함 

 

 

 
 
 

  

2.7   Cadence 사 AMS/ 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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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S 

 

A. 목적 : Simulator 

 

B. 구분 : Multi-Threading Simulator 

 

C. 특성 : 최대 64 개의 CPU 까지 활용해서 Spectre 의 accuracy 를 가지고 빠른 연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D. 기능 : Spectre 로 simulation 이 가능한 모든 simulation 을 APS 를 이용해서 빠르게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ADC, 

DAC, PLL 등의 block 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고유의 algorithm 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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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Schematic Capture, Netlist 추출 
 

B. 구분 : Circuit Entry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tem 

- Red Hat Enterprice Linux (32/64bit) 5,6,7 

- SuSe Linux Enterprice Server (32/64bit) 10,11,12 
 

D. 특성 및 기능 

- Gui에서 회로들을 손쉽게 구현가능 

 
 

 
Å Modern, familiar, and user-customizable toolbars, icons, pull-down menus, a multi-tab, multi-view design 

canvas, workspaces, bookmarks, history, search, dockable assistants and more. 
Å Multi-tab, Multi-view canvas 
Å Customizable workspaces 
Å Hierarchical schematics 
Å Supports the ability to use Verilog-AMS and VHDL-AMS mixed-signal languages, thereby providing a stan

dard way of entering designs regardless of design type. Block representations can be generated from the 
HDL descriptions, facilitating a system-level approach to IC design 

Å Hierarchical cross probing front to back 
Å Supports multi-sheet designs and provides the ability to design hierarchically with no limit on the number

 of levels used.  
Å Rapid command execution with user configurable bindkeys and menus 
Å Extensive design checking capabilities including custom checks 

0,6 A_bclac ▐ Tgprsmqm Qafck_rga

E. FAMILY FEATURES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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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Cadence Korea, Ltd. 

웹페이지 : www.cadence.com 

이메일 : korea_crc@cadence.com 

대표전화 : 031-728-3114 

0,7 Y ә[ A_bclac Nj_rdmpk Pm_bk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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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libre DRC 

 

A. 목적 : Physical Verification 

 

B. 구분 : Mentor 사의 Calibre DRC 는 IC Design 등의 Physical Verification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5, 6, 7d

    - SuSE (SLES 10/11) (64bit) Linuxd

 

D. 특성 및 기능 

Calibre DRC는 Foundry에서 제공하는 Physical Mask Rule에 맞게 Layout이 제작되었는지 검증해주며 또한, Layout  

Polygon, Edge, Space 등을 사용자가 정한 조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Calibre DRC는 Virtuoso, Laker, ICC, EDI 등 대부분의 Layout Editor Tool과 Interface가 되며 결과를 쉽게 Debugging 

할 수 있도록 RVE (Result View Environment)를 제공한다. 

 

 

.  

RVE 통해 Layout Editor에서 DRC Error를 확인하는 그림 

1,/ Kclrmp ▐ A_jg`pc BPA* J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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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ime을 이용하면 Layout 제작 중 Calibre DRC가 실시간으로 DRC Error를 Highlight해 주며 이는 Final DRC 

검증시간을 크게 줄여 줄 수 있다. 
d

d
d

d

HTML Report 기능을 이용하면 전체 DRC Error를 HTML Format으로 제작하여 Physical Data를 전달 하지 않고도 

설계/공정 Engineer와 Technical Marketing에서 쉽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Auto-Waiver 기능을 사용하면 Foundry에서 Waiver 한 항목으로 설계자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TAT (Turn Around Time)를 단축 시킬 수 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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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libre LVS 

 

A. 목적 : Layout Verification 

 

B. 구분 : Mentor 사의 Calibre LVS 는 IC design 등의 Physical Verification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5, 6, 7d

   - SuSE (SLES 10/11) (64bit) Linuxd

 

D. 특성 및 기능 

Calibre LVS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와 그것을 기반으로 제작한 Layout을 서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설계자가 제작한 Layout Data를 먼저 설계도 Format으로 변경 후 기존의 설계도와 전기적으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한다. 

 

 
 

Calibre LVS는 Virtuoso, Laker, ICC, EDI 등 대부분의 Interface가 가능하며, GDSII, OASIS, LEFDEF OA, Milkyway, 

SPICE, CDL 등 다양한 format의 layout, schematic system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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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반도체 Litho 공정에서 Wafer 상에 생성되는 Pattern 의 해상도와 공정 Margin 을 향상시키기 위한 Solution 제공 

- Optic 특성에 의해, 목적된 Design Pattern Size 와 Wafer 에 전사되는 Pattern Size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Mask  

Correction 을 통해 보정 

 

B. 구분 : Resolution Enhancement Techniques (RET)  & OPC Solution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D. Calibre RET Product Features  

- OPC : OPCPro, nmOPC, CAOPC(Cell Array), DSA Mask Synthesis, EUV, LPE, mlOPC(Machine Learning), TDOPC 

- RET : nmSRAF, mbSRAF, OPCsbar, pxSMO, pxOPC, MP manufacturing, MP Manufacturing Advanced 

- Verification : OPCVerify, DSA Verification 

- GUI User Interface : Calibre Workbench, nmModel Flow,  

 

   D-1. OPC : OPCPro, nmOPC, CAOPC, DSA Mask Synthesis, EUV 

반도체 Litho 공정에서, Optic 특성으로 인해 Design 된 Pattern Size 와 Wafer 상에 전사되는 Pattern Size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 차이는 Design 된 Pattern 사이즈에 적정한 양의 Bias 를 가함으로써 보정될 수 있으며, OPCPro 와 

nmOPC Feature 가 그 작업을 수행해 준다. 일반적으로 65nm Tech Node 를 기준으로 이전 Node (65nm, 90nm, 

110nm, 130nm…)에서는 OPCPro 가, 그리고 이후 Node (65nm, 45nm, 32nm, 28nm, 20nm …)에서는 nmOPC 가 널리 

사용된다. 

최근에는 메모리 제품군에 특화된 Cell Array OPC 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Array Pattern OPC 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Machine Learning 기법을 이용한 mlOPC 제품도 출시했다. 그리고 최근 EUV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EUV OPC 제품군이 

출시 되었다. Calibre OPC 에서 지원되는 Function 이나 Feature 는 아래와 같다. 

1,0 Kclrmp ▐ A_jg`pc PCR* 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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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C 

a. Process Window OPC : Process Window 를 고려하여 OPC 를 수행함으로써, Process Condition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Pinch 나 Bridge 에 대해 보완하는 형태로 OPC 를 수행함 

b. DDL (Double Dipole Lithography) OPC : X 방향 Dipole 과 Y 방향 Dipole 조명계로 2 번 노광 후 1 번  

Etch 하는 방식을 고려한 OPC 방법  

c. DPT (Double Patterning Technology) OPC :  Pattern 들을 2 개의 Mask 로 나누고 각각의 Mask 로 1 번씩  

노광, Etch 하는 방식을 고려한 OPC 

d. Local Printability Enhancement : Hot Spot 으로 Detecting 된 지역에 Process Margin 을 향상시켜 문제  

Pattern 을 Fix 하는 기술 

 

 
그림 1.  PWOPC 사용 전후의 비교  

 

2) Modeling 

a. Vector Model : 빛의 방향성을 고려한 Modeling 방법 

b. SMO : 공정에 취약한 Pattern 에 대해 Process Margin 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Illumination Source  

Shape 를 생성시켜줌 

c. DDM Modeling : Mask Film Effect 를 고려한 Modeling 방법 

 

 
 

그림 2. Optical Model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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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RET : nmSRAF, mbSRAF, OPCsbar, pxOPC  

공정 Margin 을 향상 시키기 위한 Solution 으로서 Assist Feature Creation 과 Inverse Lithography 기술이 있다. 

1) nmSRAF : Template Base Assist Feature Generation 

2) OPCsbar : Rule Base Assist Feature Generation 

3) mbSRAF : Model Base Assist Feature Generation 

4) pxOPC : Inverse Lithography 기술을 이용한 OPC 방법 

 

 
그림 3. SRAF Type 별 Shape 과 Process Window Margin 의 추이  

 

D-3. Verification : OPCVerify  

OPC 후에 OPC 가 알맞게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Wafer 상의 Pattern 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된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1) Pinch/Bridge Check : Pinch / Bridge 가 발생한 Pattern 을 찾아 준다. 

2) EPE Check : Mask Pattern 과 Wafer Pattern 간의 Difference 를 측정함 

3) Nils Check : Nils 를 측정함 

4) Meef Check : Meef 를 측정함 

5) Layer Overlap Check : 두 Layer 간에 Overlap 을 측정함 

6) Dof Check : Depth Of Focus 를 측정함 

7) Data Classification : 반복 Pattern 에 대한 대표 데이터를 분류해 줌 

8) Contour Output : Simulation 되어 Wafer 상에 예측되는 Pattern Shape 를 Output 함 

 

 
 

그림 4. OPCVerify 에서의 Pinch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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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GUI User Interface : Calibre Workbench  

Calibre Workbench 는 GUI User Interface 로서 Calibre User 가 좀 더 쉽게 OPC 관련된 작업을 하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 Layout Viewer 

2) Layout Edit 

3) Optical & Resist Modeling 

4) Mini OPC 

5) Test Pattern Generation 

6) Image Simulation 

7) Hotspot Review 

 

d

그림 5. Calibre Workbench Interface 

 

 

 

 

그림 6. Calibre nmModel Flow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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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arasitic Extraction 

 

B. 구분 : Mentor 사의 Calibre xRC 는 Physical Layout 의 Parasitic Extraction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5, 6, 7d

   - SuSE (SLES 10/11) (64bit) Linuxd

 

D. 특성 및 기능 

Basic Flow 

Calibre xRC는 Foundry에서 제공하는 Physical Information과 Design Rule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Test Structure 

Generation 한 Field Solving을 통해 Parasitic Capacitance를 계산할 수 있는 Equation을 만들고 설계자의 Design에서 

Device 혹은 Characterized Cell을 제외한 Interconnect Layer에 대한 Parasitic 정보를 생성 후 설계자의 초기 회로와 

같이 Simulation하여 설계된 Chip이 Manufacturing된 후 설계자의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어 내는 기능을 한다. 

 

Calibre xRC의 Flow를 보여 주는 그림 

 
 

Accuracy & Performance 

Parasitic Capacitance & Resistance 추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Process Variation을 표현할 수 있는 Indie Variation 

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예측 불가능한 Random Error를 이른 시간에 검증할 수 있도록 Multi-Corner Extraction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설계 검증의 정확도와 검증 시간을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Option을 제공한다. 

- Parasitic Network Model: C, RC, RCC, Ideal 

- Reduction Command: Coupling Capacitance Reduction, Capacitance and Resistance Combine, TICER 

- Net Model: Net 별로 Parasitic Network Model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 Hierarchical Extraction: Flat & Hierarchy Extraction, Gate Level Hybrid Extraction, In-Context Extraction 

- Hybrid Extraction: Net 별로 Calibre xRC와 Field Solving을 같이 사용하는 기능 

1,1 Kclrmp ▐ A_jg`pc v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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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Exclude Net: Net 별 혹은 Layer별 Include/Exclude ON/OFF 기능 

- Dummy Fill Extraction: Grounded, Coupled, Extracted 

Layer별 Parasitic Capacitance를 Ignore할 수 있는 Capacitance의 종류 

 
 

Output Netlist and Results Inspection 

Calibre xRC는 사용자의 Simulation Tool 종류에 따라 ELDO, HSPICE, DSPF, SPEF, SPECTRE, CalibreView등의 Format

을 지원하며 Simulation의 정확도와 효율적인 Debugging을 위해 Sourcenames, Layoutnames, Sourcebased 

Schematiconly와 같이 Hierarchy, Net &Device Name, Device Parameter Back-Annotation을 User가 직접 선택하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Layout & Schematic Inspection을 RVE (Query) Command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Net/Device Name and Parameter 

 
 

Parasitic Capacitance Layou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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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Circuit SPICE Simulation 

 

B. 구분 : Mentor 사의 Eldo 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로 Analog 회로를 완벽히 검증함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5, 6, 7d

   - SuSE (SLES 10/11) (64bit) Linuxd

 

D. 특성 및 기능 

   Eldo Analysis 

 
 

d
Eldo Models 

d
 CMOS Models  

ð BSIM1,2 
ð BSIM3 (All Versions Up to 3.2.4)  
ð BSIM3-SOI v3.2 (PD and FD) 
ð BSIM 4.0-7 
ð HVMOS (BTA/Celestry) 
ð EKV (2.6, 3.0)  
ð MM9, MM11 
ð HiSim 2.3.1-5.1, LDMOS, IGBT 
ð PSP 102.0-3.4, 103.0-1.1 
ð MOSVAR 1.0-1 

Frequency Small 
Signal 

AC Analysis 
Noise 

S-Parameters 
Pole-Zero 
Analysis 

DC 
Analysis 

Operating 
Point 

DC-Sweep 
Small Signal 
Transfer 
Function 
Sensitivity 
Analysis

Transient  
Analysis 

Time Domain
Transient 
Noise 

Sensitivity 
Analysis 

Monte Carlo 
Worst Case 
Corner Case 

Parametric Sweep 

Aging Analysis 
DC Mismatch 
Design of 
Experiments 
Safe Operating 

Area 
Optimization 

Sweep  
Analysis 

Advanced  
Analysis 

Eldo

1,2 Kclrmp ▐ CJ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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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T 
ð RPI Poly-Si version 1 
ð RPI Poly-Si version 2 (July 2002) 
ð RPI A-Si (July 2002) 

 JFET  
ð Schichman-Hodges (basic and improved) 

 IBIS Model Support 
 MESFET 

ð S-H, Curtice, Statz, Triquint 
 Bipolar Models 

ð HICUM 2.1, 2.2 
ð MEXTRAM 503 
ð MEXTRAM 504 with Self-Heating 
ð Gummel-Poon (with modified version) 
ð VBIC 1.1.5, 1.2 

 Transmission Lines (W, LDTL) 
 S Parameters 

ð read/write Touchstone files 
ð Diode Models 
ð Berkeley compatible, Fowler-Nordheim 
ð Juncap, Level 500 (Philips) 

 

 Advanced Eldo 

 

 Interactive Mode 

ð 메모리 내에 데이터 베이스 제어 

ð quit, load, run, go, cont 그리고 next 명령어 지원 

ð netlist 소자를 display 나 list 명령어를 이용하여 확인 

ð break point 들을 다루기 위해서 stop, status break 명령어 사용 

 Eldo Control Language (ECL) 

ð 복잡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보다 쉽게 실행하기 위한 control statement 내재 

ð 변수들, 벡터, 파일 I/O 및 system call 등을 지원 

 Safe Operating Area (SOA) 

ð 소자 및 모델 변수에 대해 동작 영역 제한을 명시 

ð 회로의 비정상 동작일 때 불필요한 simulation 을 줄여 줌 

 DC Mismatch 

ð 전압원을 통해 노드의 전압 및 전류의 sensitivity 계산 

ð 최종 출력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자 확인 

 Optimization 

ð 스펙과 최대한 일치 되는 파라미터 값 계산 

ð 회로 변수, 모델변수, 소자의 길이 폭 등의 값들을 최적화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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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Custom Design (Schematic, Simulation, Layout) Solution 

 

B. 구분 : Mentor 사의dPyxis 는d¸chematic Design 과 µhysical Layout Design 의 Solution 을 제공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64bit) Linux 5, 6d

   - SuSE (SLES 10/11) (64bit) Linuxd

 

D. 특성 및 기능 

 

Pyxis Environment 

 

 
 

 

 

IC Station Environment 

Physical Verification 

DRC, LVS,  
xRC 

Design Capture
Hierarchical 

Design Verification

Mixed Signal 

High Level Design and Verification 

Floor planning 
and  

Assembly 

Physical Layout Implementation 

Full-Custom 
Layout 

Automated  
Layout 

HDL Compilation and Registration 

Analog 

RF 

Parasitic Modeling Area EstimationDesign Configuration

1,3 Kclrmp ▐ Nwv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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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editor 특성 

 
 혼성신호 language 모델 포맷 지원 

- VHDL-AMS, Verilog-AMS 
         - SPICE, VerilogA 
 Design Intent Capture 
 사용자 정의된 전기적 룰(rule) 검증 
 소자 구성 및 배치 

         - Drag-and-drop device selector 
         - User definable filters 
         - Symbol Visualization 
 Netlist 시뮬레이션 및 결과 파형 확인  

         - 대화식 시뮬레이션 설정 
         - 디지털 및 아날로그, RF 회로의 동시  
           시뮬레이션 가능 
         - 결과 파형에 대한 상호 proving 가능 
 

 Back Annotate 
- Pre-layout simulation data to schematics 
- Post Layout Spice & DSPF 
- Interactive Parasitic Debugging 

 

 

Layout editor 

 
 Connectivity-driven layout (SDL) 
- Schematic 으로부터 자동 추출 
 
 빠른 layout 을 위한 소자의 parameterize 

 
 배선 기생성분에 대한 즉각적인 feedback 

 
 Polygon drawing, Connectivity-Driven layout, 

Floorplanning, 그리고 칩 결합 
 

 설계 변경 부분을 자동으로 찾고 수정  
(ECO: Engineering Change Orders) 
 

 자동화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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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esta (Modelsim) 

 

A. 목적 : Verification Platform 

 

B. 구분 : Logic Simulation 및 Verification Environment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Engine 제공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5/6/7 x86/x86-64 

- Linux SLES 10/11 x86/x86-64 

- Windows 7/8/10 x86/x64 

 

D. 특성 및 기능 

- Questa Simulator 는 High Performance 를 가지는 고집적 Simulator 로써 고성능 디버깅 기능과 Industry 의 Native 

Standard 를 지원하는 툴 엔진이다. Questa Simulator 는 TLM 기반의 검증 기능을 제공하며, High Abstraction 환경을 

제공함으로 더욱 고급화된 검증환경 구축을 도와준다. Questa Core, Questa Prime 그리고 Questa Ultra 는 이러한 

검증환경을 위하여 Mentor Graphics 에서 제공하는 Product 종류다. 

 

1. Questa 는 SystemVerilog, SystemC, UPF 그리고 UCDB 를 지원하며, Industry Standard HDL 을 지원하고, 서로 

상이한 Language 간의 Simulation 인 Mixed Language 를 제공한다. 또한, Industry 검증 Methodology 인 ABV, OVM, 

UVM 을 지원한다. 

 

2. Questa 디버깅 환경제공 

2.1 최적의 Simulation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다양한 디버깅 기능을 제공한다. 

Coverage 최적화를 위한 Code Coverage 와 Functional Coverage 를 지원하며, 해당 GUI 를 제공함으로써 

Coverage 향상에 도움을 준다. 

 

 
 

1,4 Kclrmp ▐ Oscqr_&Kmbcjqgk'



GBCA CB? Rmmj ꜙҟ ἰ

- 96 - 

 

2.2 Data Flow Window 는 X 값 Tracing 에 도움을 주며, SignalSPY 는 Mixed Language Simulation 에서 

VHDL 과 Verilog 의 Language 간 한계를 극복하여 Signal 디버깅을 도와준다. 

 
 

2.3 Systemverilog 검증환경을 위한 다양한 Window 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Systemverilog 디버깅을 도와준다. Text Based Dataflow Window, Watch Window 그리고 Object  

Window 등 다양한 GUI 로 상기 검증환경에 도움을 준다. 

 2.4 Waveform Compare 기능은 Waveform 을 서로 비교해줌으로써 디버깅에 소요되는 시간을  

Save 해줌은 물론 더욱 효과적이고 정확한 디버깅을 도와준다. 

 
 

3. Questa 은 Advanced 검증 중 Systemverilog Assertion 검증을 위한 QVL Library 를 제공한다. 다양한  

Protocol Monitor 와 Assertion Checker 를 각각의 Application 별로 제공하며, 이에 해당하는 Assertion  

Tread Viewer (ATV)인 디버깅 GUI 를 지원함으로써, Assertion Based Verification (ABV)을 가능하게 한다. 

 
 

4. Questa 는 Advanced Tectbench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UVM/OVM Methodology 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며, Reusable 한 Test 환경구축을 한다. Constraint Random Verification 으로 구성된  

최적화된 Stimuli는 Questa에서 재해석되어 Testbench Automation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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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esta CDC 
 

A. 목적 : Functional Verification 
 

B. 구분 : Static Analysis 를 사용한 Clock Domain Crossing 검증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5/6/7 x86/x86-64 

- Linux SLES 10/11 x86/x86-64 
 

D. 특성 및 기능 

Metastability in Hardware 

d
d

Silicon 상의 Register들은 위 그림과 같이 Setup/Hold Time이 존재하며 Asynchronous Domain 간에는 위와 같은  

Side Effect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RTL Simulation으로는 위와 같이 Random 하게 DFF의 Q가 0 또는 1이 되어 비정 

상적인 동작을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 

 

 
 

Missing or Incorrect Synchronizers 

Design을 분석하여 Clock Domain Crossing이 있는 부분을 Report 해주며 자동으로 어떤 Synchronizer가 있는지  

또는 빠져 있는지를 Categorization 하여 보여 준다. 

 

CDC protocol error 

Protocol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자동으로 Assertion을 생성해주며 이 Assertion을 Simulation에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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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vergence Error 

실제 Silicon 상처럼 Metastable 할 수 있는 Point의 Register Q에 자동으로 '0' 또는 '1'값을 Random 하게  

Simulation에 적용해 준다. 이 Modeling Design은 툴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Design을 건드리지 않고  

Simulation 환경에 추가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Reset Check 

Reset check 를 위한 Testbench 없이, Assertion, Formal 관련 사전 지식이 없이도, 완벽한 Automated anlysis flow를 

제공하여, 모든 Reset Signaling Issue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3. Questa Formal 

 

A. 목적 : Functional Verification 
 

B. 구분 : Assertion 을 이용한 RTL 검증 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5/6/7 x86/x86-64 

- Linux SLES 10/11 x86/x86-64 
 

D. 특성 및 기능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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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Automatic 

모든 Property 들과 디자인에 관련된 검증이 툴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Questa CoverCheck은 CodeCoverage에 

관련된 검증을 수행하며 Questa AutoCheck은 RTL로부터 자동적으로 Properity들을 생성하여 Lint Check에서 걸러내

지 못한 Formal Analysis Issue를 찾아낼 수 있다. 

 

Automated Application 

Connectivity, X-States, Reset Structures와 Design Constraints와 같은 이슈들에 대하여 툴에서 제공하는 Application 

을 이용하여 Property를 생성하며 이에 대한 Formal Analysis를 수행한다. 

 

Property Checking 

사용자가 Property와 Constraint를 직접 기술하여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I/F  

Protocols, Functional Coverage, Control Logic, Data Integrity 그리고 Post-Silicon Debug를 디자인에 적용해 볼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가장 완전하고 철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Questa Formal Verification Apps 

 
- Common RTL coding error detection 

- X-state verification 

- Coverage closure 

- Property generation 

- Connectivity checking 

- Register checking 

- Secure path integrity checking 

- Interface protocol compliance verification 

- IP-block design assurance 

- Bug hunting – pre and post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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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Circuit and PCB Design 

 

B. 구분 : 회로 및 PCB 설계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6/7 x64 

- Windows 7/8.1/10 x64, Server 2012/2012 R2/2016 x64 

 

D. 특성 및 기능 

Tightly Integrated Flow 

Xpedition ® Enterprise는 Mentor사의 혁신적인 PCB 설계 기술을 긴밀하게 통합시킨 단일 설계 환경을 기반으로 중

견기업 또는 대기업 전자 회사의 설계 요구에 대응한 설계 Flow을 제공하여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설계 제약 조건을 

포함한 공통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중앙 집중적인 환경에서 설계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도구를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한, 데이터 무결성은 개념 설계에서 제조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 Xpedition Enterprise는 EDM(Xpedition Data 

Management) 및 CM(Constraint Manager)와 통합되어 있으며, 부품 라이브러리, 설계 데이터의 버전관리, 설계 재사

용, 고속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규칙의 입력 및 관리, 기업의 PLM 시스템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활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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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edition Enterprise는 기존의 PCB 설계 솔루션의 범위를 넘어 다음과 같이 독자적인 혁신기술을 제공한다. 

 Concurrency (동시 설계) 

- 회로, Constraints (설계제약조건), PCB 동시 설계환경 제공 

 
 

 Integration (설계통합환경) 

- 회로, PCB, 해석, 생산에 이르기까지 설계 및 제조 전 영역에 통합화된 환경 제공 

 Collaboration (협업설계) 

- 타 설계영역 (MCAD, RF 등)과의 동적 협업 설계환경 제공 

 

Design Definition 

Design Entry 

Schematic Capture 툴인 Xpedition Designer는 Constraint Capture 기반의 회로 동시 설계 환경을 제공하며 검증된 기

능 블록 기반의 회로 재사용 환경과 ODBC 기반의 DB I/F를 통하여 전사 CIS 유기적 연동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Variant BOM, PDF, Panel 생성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기존 회로 구성 방법 외에 HDL 블록을 사용한 입력, 

Interconnect Table 정의 (Excel Spreadsheet 방식의 입력) 등을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회로 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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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Definition 

CM(Constraint Manager)는 회로 및 PCB 설계 툴과 완벽하게 통합된 설계제한조건 기반 디자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상

호 툴 간 디자인 룰의 전달을 자동화하고 불필요한 PCB 프로토타입과 Re-Spin을 제거하여 설계비용과 설계시간을 획

기적으로 단축한다. 회로설계, Layout 및 해석을 위한 공통화된 설계제약 조건(Physical and Electrical Constraints) 생

성 및 관리로 Rule-Driven 설계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다수 사용자가 하나의 Rule DB에 동시에 입력할 수 있는 동시 

입력환경도 제공한다. 회로와 Layout 툴 간의 Cross-Probing을 제공하고 SI 분석 툴과의 통합 환경 제공 및 Rule 재사

용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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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C-FPGA-PCB Design Collaboration 

Xpedition FPGA I/O Optimizer는 상위 HDL 정의에서부터 PCB 설계에 사용되는 심벌선정 및 FPGA 배치 배선(Place & 

Route) 툴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IO 핀(Pin) 맵핑 정보에 이르는 디자인 플로우를 지원하는 독보적인 프로세스를 제

공한다. I/O Designer는 IC 벤더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FPGA Pin 설정을 PCB Layout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Design Cycle Time을 단축(FPGA Pin 설정 및 PCB Symbol Generation), PCB 제조원가 절감(FPGA 배선 

길이와 Via 및 PCB 적층수를 감소), Design Failure (FPGA & PCB Engineer 간의 정보 공유 문제 제거, PCB Routing 할 

수 없는 경우 등)를 예방할 수 있다. 

 

 



GBCA CB? Rmmj ꜙҟ ἰ

- 104 - 

 

 
 

PCB Layout 

Xpedition Layout은 Windows 스타일의 Modern 구조로 이루어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단일 데이터베이스 제공으로 

학습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모든 메뉴에 대한 Customizing이 가능하다. 하드웨어 가속 Open GL 제공으로 Object 

Transparency 기능이 가능하고 설계 전 프로세스에 단일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배치, 배선, 자동 배선, 생산 데이터 출

력을 포함하여 RF, EP, Advanced Packaging, Reuse, HDI, DFF 등의 요소 기술 사용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구동이나 

인터페이스 없이 사용 단일 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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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Place Planning은 부품 배치 전 상층과 하층의 부품 구성을 미리 예측하고 구성(그룹화)함으로써 설계자의 빠른 시각

화와 개발자의 설계 의도에 맞는 최적의 부품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부품 그룹들은 개별 스프레드 시트 형태로 되어

있어 각각의 회로도 별로 부품배치 계획에 있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다. 

 
 

Interactive Routing 

Semi- Autorouting 기술이 접목된 Push & Shove 방식의 Interactive Routing 환경 제공으로 배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Correct-by-Construction 방식으로 실시간 DRC가 적용된 배선 환경을 제공한다. 

 

Sketch Routing 

스케치 라우터는 설계자가 먼저 그려놓은 스케치 패스를 따라서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네트들을 빠른 시간 내에 자동 

배선 해준다. 특히 기존의 오토라우팅보다 품질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어 약간의 정리 외에는 별도의 보정작업이 필요 

없다. Sketch Router™ 기술은 대화형식의 편집을 통해 자동 배선 기능과 사용자 제어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탁월한 퍼

포먼스와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ynamic Area Fill 

Dynamic Plane 엔진을 사용하여 Post Process Plane 편집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WYSIWYG Plane 데이터 표현으로 

편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Multi-plow with Variable Via Patterns 

일반적으로 Power Net에 사용되며 고전류 부하가 요구될 경우에 다중의 Via를 포함한 패턴을 자동생성 할 수 있는 기

능으로 수동 배선, 자동 배선, Plane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Net에 부여된 조건과 MVO 룰에 따라 on-the-fly 기반으

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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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Move & Copy 

PCB 디자인 간 배치 및 배선 정보가 포함된 영역을 복사, 회전, 이동 가능하여 기존 디자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으므로 설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Mask Generator 

Custom Mask 생성 기능으로 디자인 검증, 플로팅, Mask 계산, 문서화, 생산 요구 사항 반영 등에 사용된다. 

 

Autorouting 

자동 배선 진행 중에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매우 빠르며 툴에 내장되어 있어 별

도의 애플리케이션 구동이 필요 없다. 

 

Topology Planner & Router 

Topology Planner & Router를 사용한 Bus 배선 환경으로 하드웨어 설계자가 Topology Planner를 사용하여 Bus 배선 

경로 계획을 완료하면, PCB 설계자는 계획된 Bus 배선 경로를 토대로 단시간 내에 Bus를 자동배선 할 수 있다. 

 
Flex PCB 

Flex PCB 또는 Rigid-Flex PCB 특화 배선 기술 사용으로 배선 시간 절감 및 품질 확보할 수 있다. Dynamic Teardrop 수

동 및 자동 생성, Arc 배선, Any Angle 배선이 가능하다. 

 

Advanced Packaging 

PCB 내층에 부품을 실장 하는 Cavity 기능 제공으로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Wire Bonding 3D 패턴 자동 생성 및 

수동 생성, 다양한 Wire 모델을 지원한다. 

 

 



GBCA CB? Rmmj ꜙҟ ἰ

- 107 - 

 

Embedded Passive 

Embedded Passive와 관련된 모든 생산 관련 파라미터와 Material을 관리하며 Part 생성 및 사용 여부를 계산할 수 있

다. 

 

High-Speed Layout 

Auto/Manual Tuning 

Star, T, H-Tree와 같은 주요 Topology는 CM에서 정의하고 on-the-fly Topology 편집은 Xpedition에서 가능하며 편

집된 정보는 CM으로 BA 된다. 다양한 Tuning 특성을 GUI를 사용하여 쉽게 선택 적용할 수 있다. Tuning 패턴에 대해

Push & Shove 편집이 가능하고 Tuning Meter를 통해서 유효 길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Differential Pairs Routing 

Differential Pairs의 Width 및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Trace처럼 배선이 가능하고 Push & Shove 편집도 적용되며 

Pad Entry에서 Rule 기반의 정확한 인출이 가능하다. 

 

Concurrent Team Design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PCB 동시 설계 환경인 xPCB Team Layout 사용으로 배선 시간을 최대 70% 절감할 수 있으

며, 디자인을 물리적으로 분할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시 설계자 간의 충돌도 없다. 

Xpedition xPCB Team Layout 기술을 통해 서버에 등록된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각 회로 별 전문 설계자가 동시에 접

근하여 실시간으로 다른 설계자의 변화사항을 파악하면서 설계를 수행할 수가 있으므로 PCB 설계 부문에서 가장 많

은 시간을 차지하는 배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임의의 설계자가 미리 선점한 배선 영역은 First-In-First-

Out 방식에 따라 Lock을 걸어 다른 설계자가 편집할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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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Team Design’s Auto-routing 

최대 15대의 컴퓨터를 엮어서 동시에 자동 배선을 진행함으로써 유휴 자원 활용을 최대화하여 배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양한 배치, 배선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제품 품질 및 비용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단일 자동 배선보다 10배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GBCA CB? Rmmj ꜙҟ ἰ

- 109 - 

 

Multi-Disciplined Collaboration 

ECAD-MCAD Collaboration 

PCB/기구 간 협업 설계 기능은 EDMD Collaborator를 사용하며, 표준화된 EDMD Schema 상호 교환 형식을 기반으로 

PRO-E, NX, Solidworks 등의 MCAD 툴과의 실시간 동적 협업 설계가 가능하다. 증분적 변경 데이터 교환과 제안/수락

/거절 등과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 전달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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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CB Viewing 

직관적 3D 부품 모델을 사용하여 설계 의사 결정 방법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Real 또는 Symbolic 그래픽 렌더링을 

지원하고, 복잡한 MCAD 부품 모델은 STL, VRML 모델을 Import 하여 사용 가능하다. 

 

 
 

 
 

RF Circuit Design 

Agilent ADS, National Instruments AWR와 ASCII Interface를 대체한 Dynamic Interface 사용함으로써 설계 시간 단축

과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와 라이브러리가 상호 동기화를 유지하면서 설계 진행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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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ollaboration 

visECAD를 사용하여 회로도-회로도, 회로도-PCB, PCB-PCB 간을 비교함으로써 설계 이력 추적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Design Review 도구로 활용 (Mark-Up, Red-Lining) 할 수 있다. 

 

 
 

Valor NPI DFM Verification 

Valor NPI DFM 해석 결과를 Xpedition에서 즉시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어서 Clean-Up 주기를 감소할 수 있다. 

 275 Fabrication Checks 

 250 Assembly Checks 

 100 Advanced Substrate Checks 

 40 Microvia Checks 

 30 Panel 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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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Link XE for Fabrication 

FabLink XE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대화식 Step & Repeat Panel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기종의 PCB도 같이 Panel 생성

이 가능하다. 또한, MOA (Manufacturing Output Automation)를 사용하여 9가지(Gerber, ODB++, NC Drill, CCZ, BOM, 

Neutral File, Print, GDSII, IDF) 생산 데이터를 일괄 생성할 수 있다. 

 
 

Automation 

쉽게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VBScript, Visual Basic, Jscript, TCL, C++, .NET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VBS와 Jscript 등의 Automation을 사용할 경우 Xpedition에 통합된 Form (GUI)

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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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ECAD 분야의 IP (Intellectual Property)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CAD Library: Logical Symbol, Physical Geometry, Part Information 

 공통 설계 제약 조건: Common Design Constraints 

 기능 회로 블록: Functional Reuse Block 

 Design Configuration Template 

 WIP (Work-in-Progress) Design Data 

 DBOM (Design BOM) 

 Design Workflow 

 

이러한 ECAD IP와 기업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인 PLM, CIS, ERP, SCM 등과의 연계를 통한 부품-회로 간 정합성을 근간

으로 하는 데이터 관리를 단일 사업장 수준이 아닌 멀티 사이트 수준으로 확대해서 Design Anywhere Build Anywhere 

환경 구축을 통하여 설계 팀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간 양방향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기 

업의 설계 환경 구축 형태이다. 

 
 

Xpedition EDM Design(Xpedition Data Management System)은 설계 팀과 기업 엔터프라이즈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로서 ECAD IP 관리를 할 수 있으며, where-used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 라이브러리의 추적성 확보와 프로젝

트 별 권한 관리, Production 별 라이브러리 관리 등을 지원하여 부품관리비용 및 제품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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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Circuit Fast SPICE Simulation 

 

B. 구분 : Mentor 사의 ADiT 는 빠른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로 대용량의 Circuit 을 빠르게 검증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5/6/7 x86-64 

- Linux SLES 10/11 x86-64 

 

D. 특성 및 기능 

    특성 

 SPICE 의 취약부분 완화 

- SPICE 시뮬레이션 속도 3X-100X 향상  

- 더 많은 트랜지스터 레벨의 회로들 해석 가능 

 Eldo, HSPICE 그리고 Spectre 의 소자모델 및 netlist 호환성 

 Verilog-A/Verilog-AMS 지원  

- Verilog-A  Verilog-AMS 의 아날로그 부분 

- Verilog-AMS  Verilog 의 디지털 게이트 

 핵심 기술 

- Analog Mixed Signal (AMS) partitioning 인식 

 Preserve tight circuit feedback loops 

 Opamp, PLL, ADC/DAC 

- Charge-conserved 소자 모델 

 소자의 정확도 개선 

 Switched capacitor, ADC/DAC 

- 파생 전원 rail (VDD/VSS)에 대한 알고리즘 

 회로 성능 개선 

 Power regulation and management 

 

ADiT 특징 요약 

 회로 체크 

- High Impedance Node Check 

- Hi-Z Induced Leakage Current Check 

- MOS Device Current Check 

- Node Current Check 

 사용자 정의 신뢰성 모델 (Aging simulation) 

 Save and Restart 

 Post-layout Simulation  

1,6 Kclrmp ▐ A_jg`pc ?B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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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PF annotation 

- RC Reduction using RCLK method 

 Eldo 호환성 

- Eldo 아날로그 및 디지털 매크로 모델 지원 

- Eldo encryption 지원 

- Eldo Safe Operating Area (SOA) 해석 

 .MEAS & .EXTRACT post-processing 

 Monte Carlo analysis 

 I/O Test Vector and VCD 

 Initialization file, adit.ini 

 Questa ADMS 를 이용한 혼성신호 검증 

- ADiT-VPI Interface 는 다른 digital simulator 와 통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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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Design For Test (DFT) 

 

B. 구분 : Mentor Graphics 사의 Tessent 는 생산된 Wafer 상의 Chip 에 대한 양품 불량 검사를 위한 DFT 설계분야의 

Solution 으로 Logic Test, Memory Test, Mixed-Signal Test 등을 제공하며 IJTAG, BoundaryScan, FastScan, 

TestKompress, Diagnosis, YieldInsight, LogicBIST, MemoryBIST, PLLTest/SerdesTest, SiliconInsight 등의 Tool 로 구성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Red Hat Enterprise Linux (RHEL) 64-bit RHEL 5 and 6, 7 x86-64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SLES) 64-bit 11 x86-64 

 

D. 특성 및 기능 

1. Tessent IJTAG 

Tessent IJTAG은 Plug-and-Play IP 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IEEE P1687 표준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를 제공한다. 

Tessent IJTAG은 집적된, 계층적인 Network 안으로 그리고 Single Access Point로부터 Block에 명령들을 송수신하

기 위한 IEEE P1687을 따르는 여러 IP Block들을 연결하는 Process를 간결화 한다. 이는 IP 공급자뿐만 아니라 Chip 

Designer와 Test Engineer들이 표준을 준수하고, 그리고 다양한 Source로부터 그들의 Design 안으로 IEEE P1687을 

따르는 IP를 통합하면서 효과적으로 동작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Handling IP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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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sent BoundaryScan 

Tessent BoundaryScan은 IEEE1149.1 표준 Boundary Scan 지원하며, 어떤 Size나 복잡성을 갖는 IC라도 자동적으로 

처리합니다. Boundary Scan Logic은 IC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Access될 수 있다. 또한, 모든 Package Level, Silicon 

Debug, 그리고 System Verification에서 생산 Test를 포함한다. 

 
계층적인 Tessent BoundaryScan 기반 

 

Tessent BoundaryScan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적으로 IEEE 1149.6 표준도 지원한다. 

 
 

3. Tessent FastScan 

Tessent FastScan은 Fault Model, 종합적인 Design Rule Check, 광범위한 Clocking 지원, 그리고 ATPG Tool을 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Performance 지향 Pattern 간결화를 위한 획기적인 Algorithm의 폭넓은 범위를 갖는 

ATPG Solution이다. 

 
Tessent DF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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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Visualizer and Analyze simulation Interface 

 

4. Tessent TestKompress 

Tessent TestKompress는 완벽하게 가장 낮은 Test 비용을 실현하는 최고 품질의 Scan Test를 제공하는 업계를 이끄

는 ATPG(Automatic Test Pattern Generation) Tool이다. TestKompress는 전체 Logic Design에 효과적인 Fault Model

을 적용하는 업계에서 검증된 ATPG engine을 사용합니다. Embedded Deterministic Test(EDT)로 불리는 수상 경력

의 Test Pattern 압축 테크닉은 생산 Test 비용을 절감한다. 

 

 
 

Tessent TestKompress는 Test 시간과 Test Data 양을 줄이는 동안 Test 품질을 최상급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embedded 결정적 Test 기술을 사용한다. 오른쪽은 시험 가능성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Interface 화면이다. 

 

5. Tessent Diagnosis 

Tessent Diagnosis는 결함에 대해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 Mechanism, Logic Location, 그리고 Physical Location에 대

한 결함에 있어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한 정밀하고 세밀한 Test 문제점 진단을 수행한다. 이 Tool은 생

산 Test, Scan Test Patterns, 그리고 설계 정보로부터의 오류 Data를 사용한다. 이 Data와 함께, Tessent Diagnosis

는 해당 오류의 원인이 되는 결함의 위치와 유형을 찾아낸다. 이는 Diagnosis가 구동하는 수율과 오류 분석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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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ent Diagnosis Basic Flow 

 

   
Tessent Diagnosis는 생산 Test 오류의 원인인 결함을 분류하고 위치를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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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ssent YieldInsight 

Tessent YieldInsight는 불량 분석 전에 진단 Data를 확인하고 체계적 수율 제한기를 구분하기 위해 통계학적으로 분

석한다. 비용적으로 물리적인 위치 측정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고 수율 저하의 근본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을 몇 주

에서 몇 일로 줄인다. 불량 분석에 대한 Die의 선택은 확인된 체계적인 Issue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Die를 자동적

으로 확인하여 가속화된다. 

 

 
Combining DFM and Diagnosis 

 

 
Feature View of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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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essent LogicBIST 

Tessent LogicBIST는 집적 회로의 Digital Logic Component들을 Test하기 위한 Built-In Self-Test Solution이다. Test 

Quality는 최대화하면서 Test 비용은 줄이고 개발 기간은 더 짧게 하기 위한 Nanometer SoC Design을 겨냥한 특별

한 기능을 포함한다. 

 

 
Tessent LogicBIST의 계층적 Architecture 

 

 
 

Test-ready Core는 Design을 서로 바꿀 필요 없이 재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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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essent MemoryBIST 

Tessent MemoryBIST는 At-speed Testing, Diagnosis, 그리고 Embedded Memory의 수정 등에 대한 완벽한 Solution

을 제공한다. 이 Solution의 Architecture는 계층적이고, BIST를 지원하며 그리고 Self-repair 기능을 개개의 Core 뿐

만 아니라 Top Level에 추가한다. 

 

 
Tessent MemoryBIST의 계층적 기반 

 

 
3D-IC 지원, DRAM Die용 Test Interface는 Logic Die 위에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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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ssent SiliconInsight 

Tessent SiliconInsight는 Test, Debugg, 그리고 Tessent BIST 기능을 포함하는 장치의 Silicon Characterization에 대

한 자동화된 대화형 환경을 제공한다. Chip 설계자와 Test Engineer에 대해 Silicon Validation과 Debug, Time-to-

market에의 빠른 대응으로 탁월하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Tessent SiliconInsight는 Bench-top 환경으로써 대

화형 Debug와 Characterization을 사용하여 Test하고 Silicon을 완성하는 시간을 줄인다. 

 

 
Tessent SiliconInsight 대화형 환경 

 

 
Tessent SiliconInsight Us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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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Design Entry Creation, Management and Verification Process Define 

 

B. 구분 : FPGA 와 ASIC Design Creation 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RTL Design 과 Verification 의  

수행에 도움을 준다. Functional RTL Design 뿐만 아니라 Architectural Design 즉 Architectural Exploration,  

System Verification 그리고 Virtual Prototyping 의 수행에도 효과적이다. HDL Designer 의 기본적인 Function 은 RTL  

Creation, Reuse, Checking, Documentation & Management 이다. 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4/5 x86 

- Linux SLES 10 x86 

- Windows 7 x64, XP x86 

 

D. 특성 및 기능 

 

 
 

1. Design Checking 과 Creation 

HDL Designer 의 Design Checking 기능은 FPGA, ASIC Designer 에게 Design 의 동작과 높은 품질의 기준(DO-

254)의 Meet 를 Assurance 한다. Design Checking 으로 적합한 Flow 을 설정할 수 있으며, Simulation 과 Synthesis, 

Enhanced RTL Reuse 에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또한, HDL Designer 는 FPGA 나 ASIC Design 의 Synthesis 와 Simulation 을 옵티마이즈된 Design Creation 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Advanced Editor 을 통하여 Block Diagram, Interface Based Design (Spreadsheet 방식으로  

code 재현), State Machine 그리고 Flow Chart 을 이용하여 Creation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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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am Design 

각 Version Management 를 통하여 효과적인 Team Design 을 도와주며 이에 해당하는 User Preference 를  

GUI 환경으로 제공하여, Easy of Use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Design Preferences (Design Rule, Standard Tool  

Set) 등을 공유하여 다양한 Design 파일이나, IP Library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HDS 는 Version 

Management 를 위하여 Industry Standard 인 Open Source RCS & CVS 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IBM Clearcase, 

Microsoft Visual Source Safe, DesignSync 그리고 Serena Software PVCS 를 지원한다. 

 

3. Design Visualization & Documentation 

Automatic 하게 RTL code 의 Visualization 을 다양한 Window 로 Design Entry 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Entry 로 Documentation 도 가능하게 한다. 

 

 
 

HDL Designer 는 Design Document 를 Export 하며, OLE Drag and Drop 의 Micorsoft Application 과의 Interface 를 

통하여 Import/Export 를 HTML 로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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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DL Designer 는 Questa 와의 Interactive Simulation 분석을 가능케 도와준다. Built-in Flow 로써 Cross-Probing 과  

Animation 기능을 Questa 와 HDS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있어 효과적인 디버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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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PCB Board Simulation 

 

B. 구분 : PCB/패키지 디자인의 구상, 배선, 완료 과정에서 SI/PI/Thermal/EM/Analog 해석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6/7 x64 

- Linux SLES 11 x64 

- Windows 7/8.1/10 x64 

 

D. 특성 및 기능 

1) HyperLynx SI 

PCB 디자인 전후에 Crosstalk/Reflection/Timing 등 검토를 위한 Signal Integrity를 해석한다. 

Ethernet/PCIE/USB 등 SERDES 및 (LP)DDR3/(LP)DDR4 해석 등을 위한 다양한 Wizard를 제공한다. 

 

 
 

2) HyperLynx PI 

PCB 디자인의 DC Drop/Decoupling/Noise Analysis와 같은 Power Integrity를 해석하고, PDN (Power Distribution 

Network)의 및 Via 모델을 생성한다. 

 

 
 

1,// Kclrmp ▐ Fwncpjw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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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perLynx Thermal 

부품이 실장된 보드의 열 해석, 전도, 대류와 복사가 고려되고 HyperLynx PI와 Co-Simulation을 통해 전류에  

의한 전원 배선의 발열도 포함할 수 있다. 

 

      
 

4) HyperLynx Full-Wave Solver HPC 

3D 풀웨이브 솔버를 이용한 PCB/패키지 모델링. S-parameter를 추출하고 E/H Field plot을 확인한다. 

 

          
 

5) HyperLynx Fast 3D Solver 

Quasistatic solver를 통해 효율적으로 SiP, PoP, MCM등 전체 패키지를 RLGC 모델로 추출한다. 

 

 
 

6) Xpedition AMS 

Xpedition Desinger 환경에 통합된 VHDL-AMS, SPICE 모델을 이용한 Analog Mixed 회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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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AUTOSAR ECU Design 

 

B. 구분 : 자동차 AUTOSAR ECU 설계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Linux SLES 10, 11 64bit  

 Windows 2003, 2008, Vista, XP, 7 32/64bit 

 

 

D. 특성 및 기능 

Mentor Gaphics의 Capital 제품군은 자동차/항공 분야에서 Option, Variant를 고려한 와이어 하네스 설계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상기 제품군에는 와이어 하네스 설계를 위한 시스템 회로도 생성, 시스템 회로도의 정성 

적/정량적 동작 분석, 차량 레벨로 시스템 회로도 합성, 2D 도면 생성, 하네스 제조 BOM 생성, 하네스 제조 Cost 분석,  

정검 및 수리를 위한 서비스 문서 자동 생성 등을 위한 제품이 포함된다.  

유수의 자동차, 우주 항공 및 하네스 제조업체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Capital 제품군은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복 

잡한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Capital 제품군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차별화 

되며 각 설계 프로세스에서 정의되는 모든 데이터는 통합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메타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고 관 

리된다. 또한, Capital 제품군은 데이터 중심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설계 단계를 자동화하고, 진행되는 설계 단계에서  

정보 흐름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기존 설계 툴에서 요구되던 시간 소모적이고 오류에 취약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재입력 작업을 최소화하고 설계 단계를 자동화하여 설계 시간 단축 및 품질 향상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준다. 

 

d

 

1,/0 Kclrmp ▐ A_ngr_j



GBCA CB? Rmmj ꜙҟ ἰ

- 132 - 

 

Capital Logic 

디바이스 상호 간 신호 연결을 표현하기 위한 논리적 회로도 생성 혹은 스플라이스, 멀티코어, 인라인 커넥터 등이 포

함하여 커넥터 사이의 와이어 연결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적 회로도를 생성할 수 있다. 

Capital은 Capital Logic에서 논리적 회로도를 생성해야 하는 Generative Flow와 물리적 회로도를 생성해야 하는  

Interactive Flow를 모두 지원한다. 

Capital Logic은 사용자 편의 위주의 그래픽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각각의 시스템 회로도 생성 및 시스템별 회로 

도를 챠량 레벨 회로도로의 병합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DC 시뮬레이션 기능과 다양한 DRC 

(Design Rule Check) 및 회로도 간의 비교와 같은 포괄적인 자동화 기능 및 데이터 관리 기능까지 제공한다. 

CER (Capital Enterprise Reporter)와 같은 추가 기능 제품을 사용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사내/외 모든 데스크톱에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회로도를 비롯한 필요한 설계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연

결하는 사용자에 따라 데이터 액세스가 제한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CIS (Capital Integration Server)를 이용할 경우, CIS에서 제공하는 API (Application Interface Protocol) 사용하여 

이 기종의 애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Java 혹은 상용 Script를 이용하여 Capital Logic 내에 새

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CER과 CIS는 아래에 설명되는 모든 제품에 접목 가능하다. 

 

Capital Integrator 

Capital Logic에서 생성한 논리적 회로도 정보와 차량 옵션 정보 그리고 차량에 전장 부품이 위치된 토폴로지 정보를  

합성하여 와이어 및 물리적 회로도를 룰과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한다. 

Capital Integrator 내의 토폴로지에서 전장 부품의 위치를 변경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며, 논리적 회로

도를 해당 사의 IP 혹은 라이브러리로 이용하는 Generative Flow를 적용할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별 물리적 아키텍처

를 용이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 최종 선택된 토폴로지를 이용한 물리적 회로도는 ‘버튼’ 클릭을 통해 자동 생성된다. 

따라서 설계자는 물리적 회로도 작성 자체보다 창의적으로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사내 IP에 해당하는 룰과 제약 조건

을 혁신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물리적 회로도 생성 시,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스펙에 부합하는 와이어, 퓨즈 등의 부품을 라이브러리에서 자

동 선택하도록 룰을 생성할 수도 있다. 

Gound Design과 같은 추가 기능 제품을 사용하면 접지 방법론을 쉽게 설계안에 구현할 수 있고, Capital Insight 제품

을 이용하면 스파이더 다이어그램 등의 결과 그래프를 통해 물리적 아키텍처를 보다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다.  

 

Capital HarnessXC and FormboardXC 

Capital HarnessXC를 이용하여 하네스 제작에 필요한 2D 도면 및 Formborad 도면을 생성할 수 있다. 

제조에 필수적인 설계 검증 룰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는 사내 요구 사항에 충족되도록 룰을 추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Style Set’ 기능을 이용하면 만들어진 도면의 형태가 어떤 사용자가 생성하든 같은 포맷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를 통한 설계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Capital HarnessXC는 3D 모델링 제품인 CATIA 등과 연계하여 유관 정보를 상호 주고받을 수 있다. 

내장된 ‘하네스 엔지니어링’ 기능을 활용하면 하네스 번들 직경, 최적화된 스플라이스 위치, 테이핑 수량, 하네스 무게

등을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부품에 스팩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부품 선택 루틴을 통해 와이어, 멀티

코어, 터미널, 씰, 캐비티 플러그, 테이프, 튜브, 히트싱크 슬리브 등의 파트넘버를 라이브러리로부터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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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차량 AUTOSAR ECU 소프트웨어 설계 

 

B. 구분: 차량 AUTOSAR ECU 설계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Windows 7 x86/x64   Windows XP x86  

 

D. 특성 및 기능 

AUTOSAR 4.0.3 표준에 부합하는 상용 제품 

Volcano VSA (Vehicle Systems Architect) 

VSA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AUTOSAR 기반 시스템의 SWC(Software Component)를 정의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아키텍

처 및 ECU, ECU 주변 소자 등을 정의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의된 ECU에 SWC를 할당

하게 되며 ECU간의 통신 토폴로지 및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의 업무는 OEM에서 하게 되고, 개별 ECU에 대한 정보는 ECU Extract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협력 업체에 전달됩니다. 

 
AUTOSAR design steps and platform features supported by VSA 

다중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며, 여러 엔지니어가 동시에 다른 설계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설계 후 ‘Merge’ 기능을 이용

하여 설계 병합이 가능합니다. 

 

Volcano VSA COM Designer 

VSA COM Designer는 타이밍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AUTOSAR 기반 CAN, LIN 및 FlexRay 등의 네트워크가 신호 손실 

없이 동작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자체 알고리즘은 손실 없는 신호 동작을 보증합니다. 

VSA COM Designer 통하여는 AUTOSAR 기반 ECU와 기존의 일반 ECU가 네트워크 상에 함께 존재하더라도 이를 고

려한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합니다. 

1,/1 Kclrmp ▐ Tmja_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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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Design Process in VSA COM Designer 

 

Volcano VSI (Virtual Systems Integrator)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 코드는 핸드 코딩 혹은 모델 기반 개발 방법론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습니다. 

Volcano VSI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된 코드를 가상 환경 하에서 ‘Break Point’등을 이용하여 코드

를 디버깅하고 동작을 대화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AUTOSAR 응용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실행 환경 제공 

• x86 상에서 가상 ECU 구현 및 소프트웨어 기능 검증 

• 일반 VFB(Virtual Functional Bus) 시뮬레이션을 넘어선 AUTOSAR OS, RTE 지원 

 

Volcano VSTAR – Mentor AUTOSAR Basic Software, VSB (Vehicle System Builder) 

Mentor의 AUTOSAR를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인 Volcano VSTAR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의 유연성과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제품은 운영 체제(OS), RTE 생성기, 모드 관리 모듈, AUTOSAR 서비스 모듈(예: 메모리, 진

단 및 통신 서비스), I/O 하드웨어 추상화를 위한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VSTAR에는 LIN, CAN 및 FlexRay 

등의 통신 스택을 완벽히 지원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entor의 AUTOSAR 운영 체제는 OSEK/VDX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적합성 클래스 및 확장성 (클래스 1~4)을 지

원합니다. 또한 OSEK OS, 카운터 인터페이스, 스케쥴 테이블, 스택 모니터링, 프로텍션 훅, 타이밍 프로텍션, 글로벌 시

간/동기화 지원, 메모리 프로텍션 등과 같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BCA CB? Rmmj ꜙҟ ἰ

- 135 - 

 

 
 

 
 

 

  



GBCA CB? Rmmj ꜙҟ ἰ

- 136 - 

 

 
 

A. 목적 :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olution 

 

B. 구분 : 3D CAD 에 내장되는 범용 CFD 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HEL 5.5 64bit 

- Windows 2003, 2008, Vista, XP, 7 32/64bit 
d

D. 특성 및 기능 

FloEFD는 주요 MCAD 제품에 내장되는 유일한 CFD 해석 툴이다. 주요 CAD 제품이란 Pro/ENGINEER, CATIA, Siemens 

NX, SolidWorks를 의미하며 Inventor, SolidEdge와도 높은 호환성을 유지한다. FloEFD는 3D 유동, 열전달을 모두 다루

지만, 기존의 하이엔드 CFD에서 요구되었던 어려운 수치해석 용어나 격자 생성의 복잡함을 제거하였기에 초보자들도 

쉽고 빠르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해석이 설계 프로세스에 잘 적용되려면 사용하기 쉽고 설계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융화되어야 한다. FloEFD는 설계자

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CFD 해석을 CAD의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용자에게 익숙한 환

경 덕분에 FloEFD는 사용하기 매우 쉽다. 실제로 대부분 설계자가 8시간 정도의 간단한 교육 후에 FloEFD를 사용이 가

능했다. 

 

FloEFD는 Rectangular Adaptive Mesh를 채택하고 있다. 유체와 고체 영역에 대한 격자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형상

이나 물리적 이유에 의한 격자 조정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격자 제어는 사용자가 다시 설정할 수 있

다. 

 

1,/2 Kclrmp ▐ Djm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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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근처에서는 계산 격자와 무관하게 Partial Cells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Wall Function을 수정해서 적용한다. 따라 

서 유동이나 열전달의 경계층 현상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다. 

 

 
 

Modified Wall Function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층/난류를 판별한다. 층류, 천이, 난류 영역을 하나의 모델 내에서 표현 

이 가능하며 각각의 유동 특성을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CFD Tool들에서는 수렴성을 획득하는 것이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FloEFD는 자동 수렴 제어 기능이 있어 

매우 신뢰성 높은 수렴성을 보인다. 별도의 수치제어 없이 한 번의 계산으로 수렴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다양한 검증 예제가 FloEFD S/W와 함께 제공된다. 

 

 
 

FloEFD의 가장 막강한 기능은 쉽게 ‘what-if’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설계 변경안을 따로 불러오거나 

경계조건을 새로 입력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설계안을 검토하

고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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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EFD의 GUI는 직관적이며 쉽다. 매우 강력한 결과 분석 도구 및 가시화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Microsoft  

Office의 Excel이나 Word 형태의 Report 생성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FloEFD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다. 밸브, 노즐, 필터 등이 실제 동작 환경에서 겪게 되는 압력 손실을 구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포함한 열전달을 계산할 때 쓸 수도 있다. 워싱머신이나 식기세척기 등의 제

품에서 믹싱문제를 검증해 볼 수도 있다. 

 

d

 

유체 기계 내에서의 유체의 거동을 분석하고 최적화하거나 바람에 의한 공력 분포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전자 제품 

냉각을 위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볼 수도 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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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기록 경신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는 추세이며 FloEFD는 이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 

 

 
d

d

 

FloEFD는 앞서 설명한 7가지 특별한 기술과 더불어 여타의 3rdParty CFD 프로그램들과 달리 진정으로 CAD에 내장되

는 장점으로 설계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CFD 해석을 설계와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설계 

비용 및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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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Thermal Analysis Solution 

 

B. 구분 : 반도체부터 PCB, 시스템까지 모든 전자장비 내부와 주변의 공기 유동 및 열전달 예측 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s 2003, 2008, Vista, XP, 7 32/64bit 

- Red Hat Enterprise Linux 4 and 5 (부분 지원) 32/64bit 
d

D. 특성 및 기능 

FloTHERM에서는 PCB에 실장된 단위 IC부터 많은 Board를 탑재한 Rack까지 전세계의 다양한 제조사가 제공하는 

SmartParts (지능형 모델 생성 Macro)를 이용하여 손쉽게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SmartParts를 활용함으로써 모델링 

시간을 단축하고 결과의 정확성은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Thermo Electric Cooler (TEC) SmartPart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특정 부품의 온도가 미리 지정해 놓은 온도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Fan RPM Derating 기능을 사용해서 목표온도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적 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FloTHERM은 MCAD 또는 EDA 소르트웨어와 긴밀하게 호환됩니다. FloMCAD Bridge Module를 사용하여 Creo, 

SolidWorks, CATIA 등의 Native Data를 비롯하여 다양한 중립 포맷의 MCAD Data를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다. 

Expedition PCB, BoardStation, Allegro, CR5000 등의 EDA Tool들과의 직접 양방향 호환이 가능하여 PCB Layout, 각 

Layer Trace 정보, Via, Pad, Component 정보들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IDF Format 역시 지원하므로 폭넓게 EDA 

Tool들과 Data를 주고받을 수 있다. 

PCB, Fan, Heat Sink, Heat, Die, Heat Pipe, TEC, 

Compact Component 등 전자장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요소들을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생성 

가능한 SmartParts 제공 

1,/3 Kclrmp ▐ DjmRFC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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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loTHERM의 Grid는 수치해석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tructured-Cartesian Method에 기반을 두고 있다. 

Localized Grid를 이용하여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Grid를 사용하면서도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고 전체적인 Mesh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 FloTHERM의 Grid는 SmartPart와 연결되어 있으며 모델의 한 부분처럼 동작한다. 이 직관적인 

Grid 방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석 그 자체보다는 설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Mesh 작업에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다른 Tool들과 비교해 FloTHERM의 Grid 작업은 즉각적이고 쉽다.  

FloTHERM은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Grid를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해석 Tool이다. 

 

FloTHERM의 또 다른 고유한 특징은 최적화 기능의 내장입니다. SmartPart 기반의 모델과 Structured Cartesian grid의 

적용으로 설계목표만 정해주면 FloTHERM이 자동으로 최적의 설계변수 조합을 찾는 작업이 가능하다. Heat sink 설계 

최적화, PCB 부품 배치, Fan/Blower 선정과 같은 작업들은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 마진 확보

나 제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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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5년 이상 FloTHERM Solver는 전자 냉각 분야에 특화되어 개발됐다. Localized Grid, Multi Grid 등의 테크닉을 이용하

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낸다. 

d
d

FloTHERM은 해석결과를 공유할 때 유용하도록 강력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한다. 랜더링 모델, 3D Flow Animation, 온

도 및 유동장에 대한 동적 계량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설계 효과를 쉽고 빠르게 시각화하여 확

인할 수 있다. Texture Mapping이나 동영상 저장 등의 기능으로 기술자가 아닌 동료와의 협의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Bottleneck (Bn), Shortcut (Sc) 지수를 개발하여 현 설계에서의 열적 문제점 및 대책을 가시화하였다. 

 

d
d

FloTHERM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별도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한 Post-Processor인 FloVIZ를 이용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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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Analysis Solution 

 

B. 구분 : 모든 종류의 건물 내/외부에서 3D 유동, 열전달, 오염물질 확산, 쾌적지수 등을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HVAC 전용 CFD 소프트웨어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s 2003, 2008, Vista, XP, 7 32/64bit 
d

D. 특성 및 기능 

FloVENT의 메뉴는 사용자가 HVAC 시스템의 최적화를 손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FloVENT는 다

음과 같이 모든 형태와 크기의 건물에 적용 가능하다. 

- 아트리움, 쇼핑몰, 사무실, 극장, 공항터미널, 창고 

- 통신 교환실 및 Data Center, 운송수단 내에서의 승객 편의도 

- 연구소, 병원, 지하 주차장 내에서의 공기 오염도 분석 및 오염 물질 제어 

 

 
유동 모델을 통해 설계자는 다양한 설계 옵션들을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최종 설계를 직관으로 도

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방법으로 획득한 최적 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 

비용뿐 아니라 운용 비용을 단축하고 전체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FloVENT는 건물 내외의 유동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지능형 모델 생성 매크로를 제공하고 있

다. SmartParts를 이용하여 디퓨저, 열교환기, 그릴, CRAC 유닛, Rack, Enclosure 등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 모

든 SmartParts는 Mentor Graphics Mechanical Analysis Division의 25년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된 산물로 계산 시간은 

최소화하고 결과의 정확도는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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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VENT는 CAD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기능 역시 제공하고 있다. FloMCAD Bridge를 사용하여 Creo, Autodesk Inventor, 

Solidworks 등의 native data를 비롯하여 DXF를 포함한 다양한 중립 포맷의 MCAD Data를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다. 

FloVENT의 Grid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tructured-Cartesian Method에 기반을 두고 있다. Localized Grid를 이

용하여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Grid를 사용하면서도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고 전체적인 Mesh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FloVENT의 Grid는 SmartPart와 연결되어 있으며 모델의 한 부분처럼 동작한다. 이 직관적인 Grid 방법은 사용자로 하

여금 해석 그 자체보다는 설계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Mesh 작업에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다른 

Tool들과 비교해 FloVENT의 Grid 작업은 즉각적이고 쉽다. FloVENT는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Grid를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해석 Tool이다. 

 

d
d

FloVENT만이 가진 고유한 “Automatic Optimization”은 SmartPart 기반의 모델과 Structured Cartesian Grid의 조합으

로 인하여 가능한 최적화 기능이다. 실험계획법에 따라 설계 변수 (예를 들어 디퓨저의 풍량, 벤트의 위치 등)와 결과 

(쾌적 지수, 오염 물질 제거 효율 등)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 FloVENT의 실험 계획법은 최소한의 해석 수행으로 최적

의 설계 변수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반응표면법이나 Sequential Optimization Tool을 사용 할 수 있다. 

 

d
d

20년 이상 FloVENT solver는 HVAC 분야에 특화되어 개발되어 왔다. Cartesian Gridding System에 기반한 Solver는 

가장 정확하며 빠르다. Localized Grid 및 Multi Grid 테크닉을 이용하여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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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FloVENT의 Post Processor는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최대화시켜 준다. 랜더링 모델, 3D Flow Animation, 

온도 및 유동장에 대한 동적 계량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설계 효과를 쉽고 빠르게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Texture Mapping이나 동영상 저장 등의 기능으로 기술자가 아닌 동료와의 협의도 가능하다. 

 

d
d

FloVENT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별도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한 Post-Processor인 FloVIZ를 이용하여 결

과를 공유하는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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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1 차원 열유체 시스템 해석 

 

B. 구분 : 모든 종류의 1 차원 열유체 시스템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 열전달, 압축성, 비압축성, 서지현상 등을 해석 

할 수 있는  1 차원 해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s 7 (Professional, Enterprise and Ultimate) 32/64bit 

- Windows 10 (Professional, Enterprise and Ultimate) 64bit 

- Microsoft .NET Framework 4.7.1 or higher 
d

D. 특성 및 기능 

FloMASTER는 시스템 전체수준의 CFD 시뮬레이션 (System Level CFD Simulation Software)이다. 해석자와 엔지니어 

모두에게 복잡한 유체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검증, 최적화 그리고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압력, 온도 및 유동의 예측 

- 압축성, 비압축성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 열전달 

- Multi Fluid 시뮬레이션 

- Priming 

- 유량 분배 시뮬레이션 (Flow balancing) 

- 파라미터 스터디 (Case Study) 

-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 

 
유동 모델을 통해 설계자는 다양한 설계 옵션들을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최종 설계를 직관에 의해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방법으로 획득한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 비용뿐 아니라 운용 비용을 단축하고 전체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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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MASTER는 복잡한 열유체 시스템을 1차원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할 수 있다. 자동차, 항공우

주, 해양, 플랜트, 발전소 등과 같은 유체 시스템의 공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항공우주, 자동

차, 가스터빈시스템 등의 전문화 모듈을 통해 엔지니어에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FloMASTER는 3차원 CFD에서는 할 수 없는 개념설계에서부터 완성된 시스템의 검증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단품 요소간의 열유체공학적 상호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1차원 해석 시뮬레이션의 

특성상 Batch 해석이 매우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검토하는데 용이하고, 개발단

계에서는 전체 개발 주기를 비약적으로 절약 할 수 있다. 

 

d
d

d

Dr.Don miller의 실험 Database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Loss data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30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과 검증을 통해 완성된 트랜지언트 솔버는 매우 빠르고 정확하여, 서지현상 등과 같은 시스템의 과도상태 해석에 

아주 적합하다.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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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라는 최적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데이터 변화에 따른 Case Study를 손쉽게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험도 분석 및 품질 평가에 활용 할 수 있다. 
d

d
d

d

FloEFD등의 3차원 CFD로 개별 요소들의 성능을 정확히 분석 한 후 이를 1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시스템을 평가 할 수 

있는 1D-3D 연계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석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d

d
d

d

더불어 직관적인 GUI와 드래그&드랍 방식의 손쉬운 모델링 과정을 통해 쉽고 빠른 해석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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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Mentor A Siemens Business 

웹페이지 : www.mentor.com 

이메일 : sales_info@mentor.com 

대표전화 : 031-806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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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FPGA Design & Simulation 

 

B. 구분 : FPGA Design 과 Simulation Solution 을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s 10/8.1/7/Server 32/64bit 

 

D. 특성 및 기능 

1) Design Creation and Simulation 

: Active-HDL™팀 기반 환경을 위한 Windows® 기반의 통합 FPGA 설계 생성 및 시뮬레이션  

솔루션입니다. Active-HDL 내의 통합 설계 환경(IDE)에는 FPGA 설계의 신속한 전개와 검증을  

위한 전체 HDL 및 Graphic Design Tool suite 와 RTL/Gate-Level 과 Mixed Language Simulator.  

 

 
2) Top Benefits 

 Unified Team-based Design Management  

 Powerful common kernel mixed-language simulator 

: VHDL, Verilog®, System Verilog, System C 

 Text, Schematic 및 State Machine 으로 설계구현 

 Advanced Debugging and Code Coverage 

 Assertion-Based Verification (SVA, PSL, OVA) 

 DSP Co-simulation with MATLAB/Simulink interface 

 HTML and PDF Documentation 자동 생성 

 ALINT-PRO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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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age : Code Coverage, Toggle & Functional Coverage   

 HDL Source Encryption / IP Protection 

 Debugging : Code execution tracing, Waveform/Compare, Memory Viewer, Xtrace,  

Advanced Dataflow and Profiler.  

 

 
 

3) ALDEC Solutions :  

- Riviera-PRO : Advanced Verification Platform 

- ALINT-PRO : Design Rule Checking 

- HES-DVM : HW/SW validation Platform 

- TySOM : High Performance Embedded Development 

- Spec-TRACER : Requirements Lifecycle Management  
 
 
 
 
 
 
 
 

  

 

회사명 : ALDEC, Inc 

웹페이지 : www.aldec.com 

이메일 : sales@aldec.com 

대표전화 : (702)990-4400 

S.Korea 

회사명 : ㈜소어솔루션 

웹페이지주소 : www.soarsolution.com 

이메일 : ybcho@soarsolution.com 

대표전화 : 82-31-717-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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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SystemVerilog/Verilog 의 빠른 분석 및 Coding 자동화 

 

B. 구분 :. SystemVerilog/Verilog 통합 개발 환경 (IDE) 제공 

C. System Requirements 

- OS (32 or 64): Linux, Windows, MacOS 

- Java: 1.8 or newer  

(Eclipse Market 설치가 아닌 배포판의 경우, Jave Runtime 포함되어 있음으로 설치 불필요) 

- Linux 의 경우, 설치된 GTK Version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Eclipse 4.7 - requires GTK+ 2.24.0 or GTK+ 3.0.0 

 Eclipse 4.6 - requires GTK+ 2.18.0 or GTK+ 3.0.0 

 Eclipse 4.4 - requires GTK+ 2.10.0 or GTK+ 3.0.0 

 

D. 제품구성 

- DVT : Visual studio (C++)와 같이 SystemVerilog/Verilog 에 대한 Coding 및 Verification 통합 Solution 을 제공 

- DVT Debugger : Major Simulator 들과 연동해서, 작성한 Code 및 Testbench 에 대한 검증 가능 

- Specador : Design 에 대한 자세한 Documentation 및 Diagram 을 자동으로 생성 

- Verissimo : SystemVerilog testbench 에서 예상하지 못한 Stimulus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Lint Tool 

 

E. 제품군에 대한 특징 

- DVT (SystemVerilog/Verilog 에 최적화된 통합 개발 환경) 

 Code 작성중에 Compile 오류를 실시간으로 확인 

 Coding의 자동화 & 재사용성 & Project templates 관

리 향상 

 지속적인 Refactoring을 통한 Code reusability 향상 

 Class 혹은 Design hierarchies를 확인할 수 있는 

Feature들을 통해 Design Analysis 향상. 

 Signal or Method에 대한 전반적인 Trace  

 UVM Diagram과 HDL Diagram을 통한 Design 

Architecture 검사 

 Place reminders and track tasks기능 제공 

 Mixed Language Project의 통합 솔루션 제공 
 

SystemVerilog/Verilog 로 Design 및 Testbench 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의 효율적인 Code 작성 및 유지보수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Eclipse base 의 통합 개발 환경(IDE)을 제공함으로써, 전세계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 Code error 검사 및 자동 Code 완성 기능 및 변수와 각 개체의 자동 할당 기능 등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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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task” 추적기능, Code 의 Formatting 및 Code templates, Refactoring 등의 수많은 Best Feature 들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 DVT Debugger (Simulator 연동 Debugging 기능) 

 Breakpoints를 설정하여 Call stack 구조 내에  

상/하위 이동, 변경된 값들을 DVT와 연동하여 직접 

작성한 Code를 바로 Debug 가능 

 Simulation 실행 중 context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

문에 추가적인 system task 혹은 기타 명령에 대한 

명령 최소화 

 사용자가 Code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DVT 기능을 Simulation Runtime에 활용 가능 

 Variable view에서 선택한 Simulation 시점의 Stack 

frame에 관련된 function, locally declared variables, class members, and module signals 의 Variable이 표시

되며, 사용자는 해당 뷰에서 Simulation 도중에 Variable 변경 가능 
 

- Specador (Documentation Generator) 

 자동으로 Documentation 생성. 

 JavaDoc, NaturalDocs Syntax 자동 인식 

 개별적으로 packages, class, struct등을 구분하여 인

식하기 때문에 쉽게 Design code를 탐색할 수 있음. 

 DVT와 연동되어 Document와 Code 를 바로 확인 가

능. 

 Hyperlinked diagram & Cross-linked  

 Module Hierarchy 혹은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UML

형식의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Click만으

로 바로 해당 문서로 이동 가능 

 자동으로 생성되는 Documentation의 범위를, 전체 

Project 혹은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생성 가능 

 쉬운 외장 문서의 추가 혹은 MS word, PDF 문서를 

Link할 수 있음. 

 

- Verissimo (SystemVerilog Testbench Linter) 

 Testbench의 Code 정확도와 신뢰성의 향상 

 잘못된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작 오류에 대

한 예방 

 UVM을 준수하여 정형화된 Coding Guideline 제공 

 Code의 유지보수를 단순화 

 잘못된 Code & Copy and paste code 식별 

 Language 혹은 방법론의 문제에 대한 이해 가속화 

 Best Testbench coding 관례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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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AMIQ EDA 

웹페이지 : https://www.dvteclipse.com/ 

이메일 : office@amiq.com 

대표전화 : +40-21-569-5490 

 

 

회사명 : Incusolution 

웹페이지주소 : http://incusolution.com/ 

이메일 : amiq@incusolution.com 

대표전화 : 070-4047-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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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SoC Virtual System Validation and Architecture Exploration with S/W 

 

B. 구분 :. ARM 사의 SoCDesigner 는 SoC 의 개발에 있어서 Virtual System(ESL) 환경으로 H/W 검증과 S/W 개발을 

지원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Microsoft Windows 7 (64-bit) 

- Red Hat Enterprise Linux 6.x (64-bit) 

 

D. 특성 및 기능 

• Complete Virtual Platform Development Solution 

ARM SoC Designer 는 Virtual System Platform 의 

개발과 실행 및 분석을 위한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다.    

ARM SoC Designer 는 전반적인 Design Life   

Cycle 동안에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Virtual Platform 의 

작업을 수행 한다. 

System model development and IP integration 

Accurate architectural analysis 

Pre-silicon hardware/software integration 

 

 

 

• Rapid Development of Virtual Platforms 

SoC Designer 를 통해 Virtual Platform 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SoC Designer 의 Easy-To-Use GUI 환경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Virtual Platform 의 구성 및 설정을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최근 Virtual Platform 의 제작에

있어서 Keypoint 는 Model 에 있으며, SoC Designer 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Model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과 연결을 한다. 

Flexible SystemC model support for easy creation and integration 

High performance cycle-accurate and implementation-accurate models compiled by ARM Model Studio 

Spirit IP-Xact support for easy model exchange 

• Platform debug 

   Model 을 통한 System 의 구성은 가상 System Solution 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핵심은 Platform 을 실행하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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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부분이다. SoC Designer 는 각 사용자 별로 구성이 가능하며 최적화된 Interface 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Model 및 Platform 의 상세한

접근과 동작의 제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Load 되어 있는 S/W Source Code 를 보는

것과 동시에 Breakpoint 의 설정과 Register 및 메모리의 분석이 가능하며,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Signal 의 분석과

Waveform 의 Dump 를 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추적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Run-time 중 Performance 의

분석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System 의 구동 중 동작에 대한 즉각적인 Feedback 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Architectural Analysis 

  System Architecture 의 분석과 개발에 필요한 Accuracy 한 Model 을 구성하는 것은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복잡한 버스 구조나 Multi-core 환경에서는 필수적이다. SoC Designer 는 Accuracy 의 혼합과

Performance, flexibility 를 제공하여, 디자인 단계에서의 중요한 결정단계에 핵심적인 판단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의

Ad-Hoc Model 을 통한 예측과 단순 계산이나 경험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닌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발의

진행이 가능하다. 

Create cycle-accurate system models required for detailed architectural analysis and explore the performance

impact of hardware/software trade-offs 

Measure interconnect performance of complex bus architectures using actual system behavior to drive traffic 

Quickly and easily make changes and explore design space alternatives before committing to an implementation

 

• Hardware/Software System Validation 

  System 의 분석에는 전체적인 통합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Hardware 와 Software 의 양측에서 보장된 정확한 

  모델이 필요하다. Cycle-Accurate 기반의 Virtual Platform 은 실제 Silicon chip 단계 이전에 Software 와 Hardware 의

검증을 지원한다. 특히 FPGA 나 Silicon 이전 단계에서 Driver 와 Firmware 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Speed system integration time by debugging your software on virtual platforms before physical prototypes are 

available 

Reduce risk by validating hardware implementations using actual system software 

Eliminate physical prototype availability as a bottleneck to software development 

Accelerate the cycle of debugging, implementing hardware or software changes, and then re-executing the system

 

 SoC Designer Plus ( ARM IP Exchange ) 

 

  ARM SoC Designer Plus 는 사용자에게 무제한의 Access 가 가능한 ARM IP Exchange (CX)를 제공하고 있다. 

  ARM IP Exchange 는 ARM 의 IP Partner 가 제공하는 Virtual System Prototype 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Web 

Portal 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Model 은 Cx 에서 손쉽게 설정과 빌드, 다운로드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SoC Designer 

Plus 로 직접 이동이 가능하다. ARM IP Exchange 의 다양한 이점은 아래와 같다. 

 Quality - Model 은 검증되고 관리된 “Clean” 환경에서 생성되어 제공된다. 또한 SoC Designer Plus 와의 연동에 

  대해서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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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bility - Model 의 설정에 대해서 사용자의 오류를 미리 차단하고 자동적으로 빌드가 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연결된 질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RTL 이나 디자인의 속성을 몰라도 유저가 원하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Enhanced Customer Satisfaction - ARM Exchange 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24 Hour / 7 Day). 사용자는 손쉽게 필요한 모델에 대해서 구성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IP Management - Cx 의 기술 지원은 사용자가 구성했던 Model 에 대한 이력과 구성 설정에 대해서 관리하고 

  새로운 Version 이 나왔을 때 사용자의 품질개량을 위해 Upgrade 를 알려준다. 또한 구성된 모델에 대해서 

사용자의 그룹 및 사업체 단위로 통합 관리 및 구성 설정 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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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Build System Level model from RTL to C-Object synthesizing 
 

B. 구분 :. ARM 사의 Model Studio 는 RTL 을 C Object 모델로 합성하여 ESL High Level Model 을 구성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Microsoft Windows 7 (64-bit) 

 - Red Hat Enterprise Linux 6.x 이상 (64-bit) 

 * Compiler Support 

  -  Microsoft Visual Studio 2013 (Windows) 

  - gcc 4.7.2 (Linux) 
 

D. 특성 및 기능 

• Complete Automation Model Generation Solution 

   ARM Cycle Model Studio 는 Hardware Behavior 를 정확히 

구현하는 Software Model 의 Automatic Generation, Validation 과

Execution 을 위한 Complete Solution 이다. ARM Cycle Model 

Studio 는 전반적인 Design Lifecycle 에서 사용될 수 있다. ARM 

Models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하다. 

Accurate architectural analysis 

Presilicon software integration 

Secure external model distribution 

 

 

• Rapid Development of IP Models 

  근래의 SoC Design 에서는 기존 Project 로부터 다시 

활용되거나 3rd Party 에 의해 제공되는 IP 가 전체 Design 의 

8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다. ARM Model Studio 를 이용해 

사용자는 완벽하고 정확한 Virtual Platforms 를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IP 를 준비할 수 있다. 

Automatically compiles RTL into high-speed software 

models 

Straightforward GUI manages model creation and 

validation 

Easy configuration management for model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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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form Integrations 

  사용자가 결정한 System Environments 에서 사용자의 

Hardware Models 를 사용할 수 있는가는 중요하다. ARM 

Model Studio 는 어떤 System Simulation Platform 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에서부터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Platform 에 맞는 Unique Models 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 One Model - Many Uses 

  ARM Cycle Model Studio 가 다양한 Platform Integrations 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러 Development 

   Environments에서 ARM Models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Software Engineers는 Programming을

위해 Data-Book의 관점에서 Device에 집중할 수 있다. Architects는 Buses, Interfaces 그리고 Transactions에 접근할

수 있다. Hardware Engineers는 Waveform Dumping을 포함하여 RTL 내부에 대한 Full Debug Ability와 Visibility을

갖게 된다. 개발자는 각 Environments에 맞추어 Issues를 Porting 할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 

 

 

 

 

 

 

 

 

 

 

 

 

 

 

회사명 : ARM 

웹페이지 : https://www.arm.com/ 

이메일 : sipport@arm.com 

대표전화 : +44 (1223)-400-400 

 

회사명 : Incusolution 

웹페이지주소 : http://incusolution.com/ 

이메일 : arm@incusolution.com 

대표전화 : 070-4047-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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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RTL 코드 디버깅) Blue Pearl 의 Visual Verification Suite 는 RTL 구조 검증, CDC 분석 및 디버그를 위한 통합 

솔루션 

 

B. 구분 : (RTL Lint, CDC and SDC 자동 생성) : Blue Pearl 의 Visual Verification Suite 는 ASIC, FPGA 및 IP 에 대한 RTL 

 (Register Transfer Level) 디자인을 검증하고 디버깅하는 EDA 소프트웨어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edHat Enterprise v.5 and v.6, Centos 5.x & 6.x) 

- Windows (XP and Windows 7)  

 

Visual Verification Suite 가 필요한 경우  

 

A RTL code 작성시 검증  

Å 코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코딩하면서 RTL을 깨끗하게 처리 

Å 통합 검증 환경은 빠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Å 레거시 코드의 이해및 읽기 그리고 효율적인 코딩을 통한 복잡한 소스 코드 시각화 

Å 강력한 메시지 필터링 기능 - 잡음이 없습니다 

Å 포괄적 인 통합 디버그 기능 

Å 디자인 반복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B RTL 디자인 성능 향상  

 

Å 구조 분석 및 제약 조건 생성을 통한 타이밍 향상   

Å 더 깨끗한 RTL 코드로 더 나은 성능과 수율 제공 
 

C       비싼 EDA 툴의 비용절감  

Å 합리적인 가격의 EDA 툴 

Å 고성능, RTL 코드 디버깅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Visual Verification Suite 만의 특징적인 기능  

 

1 통합적인 디버그 환경: 모든 설계의 객체를 설계 brower을 통해 , 회로도 및 RTL 을  교차 탐색 할 수 있

는 환경 제공 

5,/ @jsc Nc_p Qmdru_pc ▐ Tgqs_j Tcpgdga_rgml Qsgrc



GBCA CB? Rmmj ꜙҟ ἰ

- 161 - 

 

 

2 고급 Clock 환경:  

 

 

 

 

 

 

 

 
 

Code

Full Schematic Viewer

Fly-over with 

Object infor

FSM

DFF Endpoints 

RTL Code 

FSM Viewer 

Code Viewer 

Path Trace Schematic

Hierarchical Browser 

 
 클럭 및 도메인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앞선 CDC 분석 

 클럭 및 클럭 도메인의 그래픽 표현 제공 

 클럭 그룹화에 대한 권장 사항 제공 

 CDC 분석 도구을 통해 사용할 SDC 템플릿 제공 

Domains 

C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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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shboard 을 통한 디자인 signoff 관리 

 

 

 

 

 

 

 

 

 

 

 

 

 

 

 

 

 

 

 

 

 

 

 

Visual Verification Suite 구성 요소  

Å signoff 검 증  확 인   

Å 분 석 이  올 바 르 게  실 행  되 었 나  ? 

Å 결 과 는  정 확 히  나 왔 는 가  ? 

Å 디 자 인  signoff 표 준  및  우 선  순 위  

Å 실 패 , 성 공 에  대 한  검 증  보 고   

Å 다 양 한  signoff 우 선 순 위  허 용  

Å 통 과 /실 패 , 통 과 /경 고 /실 패  등  결 과  제 공  

Å 고 객 사 의  특 정  DRC( Design rule checking) 에  맞 게  사 용 자  정 의  가 능  

Signoff Dashboard 을 통한 디자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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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TL 검증 ASIC 및 FPGA 는 메모리, 트랜시버, 써드 파티 (third party) IP 및 프로세서 코어 

그리고 수백만 개의 게이트를 일상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디버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뮬레이션 전, 합성 전, 

그리고 랩에 칩을 굽기 전에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디버그 및 검증시간을 

단축 할 수있는 검증 도구가 필요합니다. 

 

특징 

 EEE Verilog / System Verilog 및 VHDL 언어 사양 준수 및 구문 표준검

사 

 STARC 및 Xilinx UltraFast와 함께 사용자 구성 가능 검사 

 디버그를 간소화 하기 위하 GUI; 통합 RTL, 회로도 및 메시지 뷰어 

 간편한 디버그 메시지 정렬 및 검출, 문제 식별을 위한 waive 기능 

 플로우 자동화, 명령 행 인터페이스 (CLI) 및 재사용 가능한 메시지 면제 

파일 

 설치 마법사로 학습 시간 단축 

 

설계문제를 빠르게 확인  

시각적 검증 환경을 통해 Analytic RTL ™ 사용자는 지능형 정렬 및 메시지 

필터링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설계 문제를 디버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저소음,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사용자 정의 확인, 쉬운 설정 및 

waiver 재사용 등이 있습니다. 

 

  HDL Creator™ HDL Creator 는 생산성, 예측 가능성 및 코드 품질을 원하는 RTL 및 테스트 

벤치를 코딩하는 개발자에게 이상적인 스마트 에디터입니다. HDL Creator 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고급 기능보기의 편집기를 통해 실시간 구문 및 

스타일 코드 검사를 제공하여 코드 작성시 이해, 디버그 및 검증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중요 혜택 

 코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음 

 복잡한 소스 코드의 시각화을 통한 레거시 코드의 효율적인 코딩, 읽기 

및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줌.  

 확실하게 고품질의 코드를 개발 할 수 있음. 

 후속 개발을 간소화 할 수 있음.  

기능  

 

 들여 쓰기 차단 (탭 또는 공백으로 설정) 

 새 줄 자동 들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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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기 (코드 블록 숨기기 또는보기) 

 자동 완성  

 구문 강조  

 Brace matching 

 블럭 댓글 (여러 스타일) 

 line end 스타일 선택  

 그래픽 보기 

 현재 파일의 자동 분석 - 구문 문제 표시 

 실시간 구문 및 코딩 스타일 검사 

 실시간 분석을 위해 70 개 이상의 "로드 검사"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2000 라인 이상의 Verilog 및 VHDL 의  parsing 분석 관련 메세지 제공 .

 프로젝트 및 비 프로젝트 모드 에서 사용 가능  

 PDF 문서로 생성이 가능  

 시뮬레이터와의 결합 및 후속 디자인 분석에 도움을 드림 

 2 Advanced Clock Environ

ment (ACE) 

Blue Pearl Software 의 ACE 는 RTL 디자인에서 클록 및 비동기 클록 도메인 

크로싱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CDC 준 

안정성(metastability)을 분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clock, clock group 그리고 clock 간 상호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  

 빠른 디버깅을 위한 비주얼 디스플레이 필터링 

 RTL 디자인에서 정확한 문제 위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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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DC Analysis 

 

 

칩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자는 시장 진입 시간, 고성능 및 저전력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첨단 멀티 클럭 기술 및 IP 통합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Analyze Plus 는 이러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칩 클럭 

도메인 교차 (CDC), 최장 경로을 위한 사전 합성 및  Grey Cell( BPS's 

IP)방법론을 제공합니다. 

 

기능  

 GUI 또는 batch mode(Tcl base) 에 의한 CDC 분석 

 다향한 시나리오에도 쉽게 CDC 분석을 수행 할 수 있음. 

 특정 clock group check을 통한 쉬운 설정  

 전체 TCL parser 을 통해 이미 설정된 clock 과 domain 을 읽어 냄.  

 clock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 하여 상호 교차하는 clock 의 동기화 문제

를 인식 할 수 있음.  

 Clock Domain Crossing Analysis Types: 

                     – Missing synchronizers 

                     – Re-converging nets 

                     – Combinational logic in synchronizers 

                     – Combinational logic before synchronizers 

쉬운 설정  

Blue Pearl eases design set up with automatic Clock and reset identification, 

SDC input of Domain information, understanding of clock generator blocks t

o propagate clocks and our advanced clock interaction diagram. 

Blue Pearl 은 자동 클럭 및 리셋 식별, 도메인 정보의 SDC 입력, 클럭 생성기 

블록의 propagate clocks 대한 이해 그리고 클럭 상호 작용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SDC 생성  

 

 

 

 

RTL 설명에서 false 및 multi-cycle path 를 식별하고 검증을 위한 SVA 또는 PSL 

assertions 의 구현을위한 SDC 을 작성합니다. SDC 생성은 iteration 을 줄여 

timing closing 를 더 빨리 달성하고 설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능 

 빠른 FSM 검증 및 behavior analysis 의 제어 

 false and multi-cycle paths 의 순차적 분석  

 다음과 같은 타이밍 예외 조건 생성: 

                 – 클록 도메인을 교차하는 신호의 신호를 대문자로 표시 

                 – 리셋 및 제한된 신호 

                 – 레지스터 구성  

                 – Functional false paths (FPs) 

                 – Multicycle paths (MCPs) 

                 – 순환 신호가 블록 포트에서 분리되는 블록 레벨 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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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SDC file의 제약 조건 비교 

 block 레벨의 timing constraints 을  top-level constraints 로 반영 사용 

할 수 있음. 

 

Accelerates Timing Closure 

Blue Pearl 의 SDC 는 자동으로 타이밍 예외, 즉 잘못된 경로와 다중 사이클 

경로를 찾아 주고  해당 정보를 implementation tools 에 제공합니다. Timing 

closure 에 도움이되는 다른 기능으로는 최대 팬 아웃 확인, if-then-else depth 

그리고 가장 긴 경로 (longest path) 기능이 있습니다. 

 

 5 설계 관리 

Dashboard 

 

 

Blue Pearl Management Dashboard 는 ASIC, FPGA 및 IP RTL 디자인 규칙 및 

CDC 검사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가시화 하여 보여 드리고 있어 설계일정, 

위험성 및 전반적인 설계 품질을  잘 평가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능  

 매일 매일 waivers , CDC, log file message 등을 감시 함으로써 RTL 검

증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습니다. 

 오류, 경고, 의견 및 정보를 생략하거나 표시하도록 보고서 사용자가 정

의 할 수 있습니다.  

 Interactive and batch mode서 작동하므로 개별 시스템 설계에 유용합

니다 

 Microsoft office 에서 문서 및 표준 보고서를 쉽게 만드 실수 있도록  

데이타를 내 보낼수 있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디자인 검토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Windows 및 Linux 운영 체제 모두에서 실행됩니다. 

 . 

Time and Risk Management 

측정 할 수없는 것은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설계주기의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면 설계자와 관리자는 검증 진행 상황을 추적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시 보드는 매일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실행되어 보다 정확한 

일정 예측과 design cycle slosing 에 드는 전체 비용을 추정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프로젝트 상태에 대해 실시간 보여 드리고 있어 이를 통해 

사용자는 수정 된 사항, waiver 된 내용 및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GUI 및 Tcl 플로우 모두에 대해 보고서를 생성 할 수 있으며 Microsoft Office 

도구로 쉽게 내보낼 수 있으므로 설계 검토를위한 문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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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Blue Pearl  Software 

웹페이지 : www.bluepearlsoftware.com 

이메일 : sales@bluepearlsoftware.com 

대표전화 : +1-408-961-0121 

 

회사명 : LeadingEdgeProvide (엘이프로) 

웹페이지 : www.leprovide.com 

이메일 : sangho.park@leprovide.com 



GBCA CB? Rmmj ꜙҟ ἰ

- 168 - 

 

 
 

A. 목적 : Circuit & PCB Design 

 

B. 구분 : CSiEDA5 는 전자회로와 PCB 의 설계 및 분석, PCB Data 의 3D Modeling 등을 지원하는 ECAD System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MS Windows NT 계열 [2000, XP, 2003, Vista, 2007, 2008] 

- Windows7, 8 (32/64bit)d
d

D. 특성 및 기능 

CSiEDA5 는 5 개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지원하며, Windows 가 지원하는 내부 폰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회로도를 이용한 PCB 부품배치를 통하여 회로 특성을 최대한 PCB 에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부품의 데이터시트를 통해 Symbol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다. 
 

 
 

CSiEDA5 는 PCB 설계 시 3D Modeling 과 실시간 연동으로 설계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6,/ AQgRCI▐ AQgC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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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Designer 의 Add on Tool 을 사용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Multi Trim 이 가능하다.  

등 간격과 등 각도의 Trim 기능으로 Pattern 의 정리를 쉽게 할 수 있고, 패턴의 끝 선 정렬도 가능하다. 
 

 
 

3D Builder 를 통하여 3D 부품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3D Modeling Data 는 출력데이터의 정밀도를 조절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된 3D Modeling Data 는 DXF, IGES,  

STEP 형식으로 출력된다. 출력된 데이터를 3D 기구 제작 프로그램에 Import 하여 기구 케이스와 내부 PCB 와의  

결합검사를 통해 제품 생산성 및 제품 개발 단축을 할 수 있다. 
 

 
 

Spice Simulator, Signal Integrity 를 이용하여 회로의 시뮬레이션과 PCB 의 FFT 등의 SI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회사명 : CSiEDA 

웹페이지 : www.csieda.com 

대표전화 : 02-578-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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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인텔 디바이스(FPGA, CPLD and SoC) 사용 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고, 우수한 성능의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는 통합 설계 툴 

 

B. 구분 : 인텔 디바이스를 이용한 설계, 합성, Pin 배치, Place & Routing, Programming, Timing 분석, 파워 & SSN 

분석, IP 생성, System Generation 및 보드 디버깅 등 인텔 FPGA 의 통합 설계 솔루션 제공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 7(64bit) 

- Window 10(64bit) 

- Window Server 2016(64bit) 

- Window Server 2012 R2(64bit) 

- RHEL 6, 7 (64bit) 

 

D. 특성 및 기능 

인텔의 Quartus Prime 소프트웨어는 FPGA, CPLD 및 SoC 설계를 위한 최상의 성능과 생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생각들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Quartus Prime 소프트웨어는 합성, 정적 타이밍 

분석, 보드 레벨 시뮬레이션, 무결성 분석과 형식 검증(Formal Verification)을 지원 합니다.. 

 

 Partial Reconfiguration 

FPGA 의 부분 재구성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하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텔 Quartus Prime 

Pro Edition 소프트웨어는 인텔 Arria 10 FPGA 및 SoC 의 부분 재구성을 위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직관적인 디자인 방법을 제공 합니다. 설계자는 칩 플래너에서 재구성해야하는 동적 영역의 평면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인텔 Quartus Prime Pro Edition 소프트웨어의 LogicLock 기능을 사용하여 

쉽게 할당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재구성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절감 

- 작은 보드 공간 

- 낮은 전력 

 

 Block-Based Design 

인텔 Quartus Prime Pro Edition 설계 소프트웨어는 블록 기반 설계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이 들은 incremental 

블록 기반 편집 및 디자인 블록 재사용 플로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개발 팀이 설계에 대해 공동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7,/ Glrcj Os_prsq Npg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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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mental Optimization 

인텔 Quartus Prime Pro Edition 소프트웨어의 incremental 기능 최적화는 설계에서 검증까지 보다 빠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인텔 Quartus Prime Pro Edition 소프트웨어는 초기 배치 단계를 통해 점진적 최적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I / O 및 HSSI 배치, 로직 배치, 라우팅 및 사후 라우트 최적를 제공합니다. 

 
 

 Platform Designer (formerly Qsys) 

Platform Designer (Pro Edition)는 인텔 Quartus Prime Pro Edition 소프트웨어의 차세대 시스템 통합 도구이며, 

인텔 Quartus Prime Standard Edition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는 Platform Designer (Standard Edition)의 기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Platform Designer (Standard 및 Pro Edition)는 IP 및 서브 시스템을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로직을 

자동 생성함으로써 FPGA 설계 프로세스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새로운 Platform Designer (Pro 

Edition) 툴은 RTL, 블록 기반 설계 입력, schematic design 및 블랙 박스와 같은 다양한 설계 입력 방법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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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Planner 

인터페이스 플래너는 장치의 주변 아키텍처를 탐색하고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할당합니다. 인터페이스 플래너 

(Interface Planner)는 실시간으로 더 정밀한 점검을 수행하여 잘못된 핀 할당을 방지 합니다. 이 흐름은 복잡한 

오류 메시지와 전체 컴파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I / O 설계 속도를 10 배 향상시킵니다. 

 
 

 HLS Compiler 

인텔 HLS 컴파일러는 untimed C ++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인텔 FPGA 에 최적화 된 프로덕션 수준의 RTL 을 

생성하는 HLS (High Level Synthesis)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코딩 한 RTL 에 필적하는 개발 시간을 단축 할 

수있는 인텔 HLS 컴파일러 도구 흐름을 보여줍니다. 고객이 전통적인 RTL 플로우를 따르고 자한다면 FPGA 

가속기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 HLS 컴파일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상위 레벨 

디자인부터 비트 스트림까지 백엔드 플로우를 이미 마스터 한 사람들에게는 FPGA 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고수준 합성 컴파일러는 C ++을 사용하여 플랫폼 디자이너 (이전의 Qsys)에로드 할 수있는 RTL 코드를 

생성 할 수있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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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Analyzer 

전력 분석 기술에는 인텔 기반 Quartus Prime 소프트웨어의 Excel 기반 Early Power Estimator (EPE) 및 전력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초기 설계 개념에서 설계 구현까지의 전력 소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Intel Korea Ltd. 

웹페이지 : www.intel.co.kr 

이메일 : homepage 지원 참고 

대표전화 : +82-2-767-2500 

 

회사명 : UNIQUEST Corporation / 유니퀘스트㈜ 

웹페이지 : www.uniquest.co.kr 

이메일 : contact@uniquest.co.kr 

대표전화 : +82-31-70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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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FPGA 의 설계 / 검증 및 제작 
 

B. 구분 : Actel (Microsemi) 사의 Libero SoC 는 Flash-Based FPGA 의 설계/검증 및 제작에 필요한 IP, ModelSim AE, 

Synplify Premier AE, Layout 등을 포함할 수 있고, Embedded ARM Processor Software 개발환경인 SoftConsol IDE 및 

Debugging 환경도 Full Package 로 함께 제공하고 있음. 모든 Software 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함. 

Link - http://www.actel.com/products/software/default.aspxd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s Vista, XP, 7 (32/64-bit)d

  - RedHat Enterprise Linuxd5 (5.1 through 5.8)d

- 버전/사양 참조 : http://www.actel.com/products/software/libero/sysreqs.aspx#Platformsd
 

D. 특성 및 기능 

Libero-SoC는 Mentor Graphics 및 Synopsys와 같은 주요 EDA 업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Libero-SoC의 

개발환경은 Actel (Microsemi) FPGA 개발자들에게 빠르고 쉽게 FPGA 설계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 준다. 직관적인 

사용자 UI는 모든 FPGA Design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원활하게 관리 할 수 있다.  
 

 

 
(Figure-1) Libero-SoC 의 Project Manager 

 

사용자는 Libero-SoC의 Project Manager를 통하여 FPGA의 설계 및 검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관리 할 수 있다. 

SmartDesign을 통하여 Graphical SoC Design을 생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용 IP를 Core Catalog를 통하여 제공한다.  
 

d

/.,/ Kgapmqckg ▐ Jg`cpm+Q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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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 Libero-SoC 내의 ModelSim AE 및 Synplify-Pro AE 

설계 검증을 위해 ModelSim을 포함할 수 있고, Netlist Complier로는 Synplify-Pro를 포함할 수 있다. 
d

 
(Figure-3) Libero-SoC 의 Designer 

 

Designer라는 Tool을 이용하여 Physical Design Implementation, Floor Planning, Physical Constraints, Layout 등을 실

행한다. 또한, Design의 Timing, Power는 SmartTime, SmartPower를 통하여 미리 분석할 수 있다.  
d

d

(Figure-4) Libero-SoC 의 SoftConsol 

 

또한, Actel (Microsemi) FPGA에 내장된 ARM사의 Cortex-M3, Cortex-M1 및 Core8051s 등의 개발을 위한 SoftConsol

을 제공한다.  

 

 

 

 

회사명 : Microsemi Corporation 

웹페이지 : www.microsemi.com 

대표전화 : 02-577-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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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Timing and Area optimization) FPGA 설계 최적화 및 FPGA 타이밍 문제 해결  

 

B. 구분 : (FPGA 설계시 timing and Area 최적화)  

InTime Software (InTime) 머신런닝에 의한 FPGA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is a standalone tool 

that optimizes FPGA designs with machine learning. 

InTime Service  FPGA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turnkey 방식의 서비스. 전혀 IT 에 문제를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위한 최적화 서비스   

InTime Cloud InTime 의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여 추가 하드웨어 투자 

없이 cloud sever 을 이용하여 설계가 가능 함.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64-bit Windows 

- Ubuntu 12.04 / RedHat Enterprise 5+ / other compatible Linux distributions 

 

D. 특성 및 기능  

Vivado, Quartus 등과 같은 FPGA 도구는 FPGA 디자인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설정값 및 매개변수를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nTime 은 machine learing 을 이용하여 최적의 조합을 설정 하고 배치 전략을 세워 디자인 성능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InTime Tool 이 꼭 필요한 경우 

 

A FPGA 설계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  

LƴǇǳǘǎ

XPR, DCP, QPR or XISE 

hǳǘǇǳǘǎ 
Tcl scripts, DCP (design 

checkpoints), QSF, Bitfile 

//,/ Njslgdw ▐ GlRgkc qmdru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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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e은 FPGA 설계시 사용하는 Vivado, Quartus 등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의 죄척의 조합을 가진 

설정값 과 배치 전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최적화는 WNS(worst negative slack ) 또는 TNS( Total negative slack) 및 FMax을 향상을 통해 디

자인의 성능을 20% 이상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InTime의 machine learnig 은 데이타 분석에 기반하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InTime 을 기

초로 내부적으로 machine learning 을 설정 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Time 사용자들은 좋

은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B 소요시간의 단축 및 투자 수익률 향상 

InTime 은 병렬 처리을 이용 반복 실행에 의해 나쁜 결과는 즉시 버리고 초기 단계에서 최상의 설정값에 

촛점을 맞추어 동작을 합니다. 각 디자인에 대한 계산 리소스의 구축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C RTL code 는 병경 하지 않음 

InTime은 합성및 place-and-route 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 배치기술을 향상 하기 위한 최적화 된 전략을 

결정 합니다.  그러므로 RTL 코드를  수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D 완전 자동화 및 확장성이 용이  

사용자는 InTime의 학습 및 최적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간단한 클릭 만하면됩니다. 또한 InTime

을 사용하면 Tc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특정 실행 흐름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ime은 LSF 또는 SGE와 같은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와 잘 작동합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 나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서 회사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 진보적이고 직관적 인 결과 분석 제공 

InTime의 결과 분석을 사용하면 여러 빌드를 한 번에 비교하여 빌드 전달과 실패 원인을 찾아 낼 수 있

습니다. 

InTime은 전체 경로(critical path) 수, 상호 연결 수(interconnects) , 총 네거티브 슬랙 (TNS), 최악의 슬랙 

(WS), 면적 및 전력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목표 간의 관계와 같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추적합니다. 

 

InTime software 만의 특징적인 기능 

1 전략은 잘 알려진 전략을 포함하여 합성및 PNR 의 옵션의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 제약 

조건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Examples 

Quartu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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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do 

 

ISE 

 
 

How InTime works with strategies 

1.Generate strategies based on database.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전략 생성  

 

2. Implement all strategies. 

   모든 전략을 시행 

3. Use machine learning to analyze results.  

   결과 분석을 위한 machie leanring 사용 

 

4. Update database with new knowledge.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데이타베이스를 갱신  

 

 
 

2 Recipes 

방법은  최적화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자동화 스크립트입니다. '학습', '마지막 순간', '일반'및 '고급'의 네 

가지 범주로 그룹화 할 수 있습니다. 

학습'카테고리의 호스는 사용자가 InTime 을 처음 사용하는 디자인을 실행할 때 Plunify 가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설계 설정 및 제약 조건에 대한 초기 분석 및 교정을 수행하기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InTime Default recipe 는 과거 결과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컴파일러 

설정의 값을 조정합니다 

한편 'Last-Mile'카테고리의 방안은 학습 방안으로 결과가 충분히 개선되었을 때보다 구체적인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 시드 탐색 방안은  컴파일러 설정의 배치 시드만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반'및 '고급'의 방안이 유용성을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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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compilation (병렬 컴파일) 

InTime 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실행"설정을 사용하면 

빌드를 회사의 네트워크에있는 여러 컴퓨터에 분산 된 컴퓨터에서 로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LSF (Load Sharing Facility) 또는 Oracle / Sun Grid Engine (SGE)과 같은 작업 부하 관리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4 Flexible build environments ( 유연한 빌드 환경 )  

다중 기계 구성에서 지정된 InTime "제어"서버는 모든 "작업"(하나 이상의 빌드로 구성됨)에 대해 기계를 

할당합니다. InTime 은 "작업자"컴퓨터와 통신하여 파일 / 결과를 암호화 및 전송하므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여 빌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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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e TOOL 구성 요소  

                                                                                 InTime’s Machine Learning Approach 

  
.InTime 은 최적화 과정을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해 

기계 학습, 검색 공간 제거 및 제한된 무작위 탐색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InTime 흐름은 이전 디자인의 

특성 및 기존 결과를 분석하여 시작합니다. InTime 은 

다음 기능과 관련된 수학적 모델을 유도합니다. 

 

 design characteristics like target device 

family and logic structure 

 compiler settings like synthesis and place-

and-route options 

 design performance metrics like timing, area and power estimates. 

 

이 모델은 설계 특성에 따라 FPGA 도구 설정의 통계적 관련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속성은 70 가지 

이상의 컴파일러 설정 중 타이밍에 가장 큰 영향을주는 질문에 대답하는 데 적용됩니다. 어떤 컴파일러 설정 값이 

특정 장치 제품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 까? 

 

InTime 은 장치 및 툴체인 관련 초기 기계 학습 예상치를 사용하여 전략 생성 엔진을 안내합니다. 각 전략이 기본 

FPGA 툴 체인에 적용된 후에는 전략이 선택된 실행 타겟에서 분산되고 평가됩니다. 

 

InTime 프레임 워크는 사용자로부터 IT 인프라를 추상화하고 InTime 의 실행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기 전에 생성 된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대조합니다. 반복 접근법은 흐름을 구성 가능한 횟수만큼 반복 할 수있게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라운드는 이전에 저장된 결과를 사용하여 학습 생성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략 생성 엔진이 교육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보다 지능적인 전략을 유도하도록 안내합니다. 

InTime 은 통계를 사용하여 설계, 공구 설정 및 합성 / 구현 결과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합니다. Timing Score 의 

중앙값이 빌드에서 빌드까지 향상되는 한, Timing Closure 가 달성 될 때까지 개선 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 관계는 저장되어 잘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후속 설계에보다 신속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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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improvements (TNS) with optimal group of settings 

 
 

 

Other Information of InTime .  
 

 1 Licensing Annual license priced according to the maximum number of concurrent builds. 

최대 동시 빌드 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 된 연간 라이센스 

 

 

 2 Supported FPGA tools  Altera Quartus-II 13.0 onwards, Quartus Prime Standard/Pro Edition 15.1 

onwards  

 Xilinx ISE version 11.1 onwards, Vivado 2014.2 onwards 

 

 

 

 

 

 

 

 

회사명 : PlUNIFy 

웹페이지 : www.plunify.com 

이메일 : tellus@plunify.com 

 

회사명 : LeadingEdgeProvide (엘이프로) 

웹페이지 : www.leprovide.com 

이메일 : sangho.park@leprov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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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모델 생성 및 시뮬레이션) 아날로그 회로의 동작을 디지털 검증환경인 SystemVerilog상에서 모델링하고, 이

를 포함한 혼성신호 시스템 IC의 동작 및 성능을 빠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B. 구분 : (모델기반의 혼성신호 시스템 시뮬레이터) XMODEL은 모델을 기반으로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IC 시스템을 

검증하는 시뮬레이터라는 점에서 기존의 Verilog-AMS, Matlab/Simulink, CppSim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나, 순

수한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SystemVerilog상에서 동작한다는 점, 정확도와 실행속도가 10~100배 이상 월등하다는 점, 

비트에러율 같은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아날로그-디지털 co-simulation을 지원한다는 점 등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edHat Enterprise 64-bit Release 5.0 이상 

 

D. 특성 및 기능 

Scientific Analog 사는 현재 XMODEL, GLISTER 그리고 MODELZEN 의 세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0,/ Qagclrgdga ?l_jme ▐ VKMB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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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ODEL 

XMODEL은 다양한 아날로그 회로들을 기존의 디지털 검증 환경인 SystemVerilog상에서 쉽게 모델링하고 시뮬레

이션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패키지다. XMODEL은 현재 Synopsys의 VCS, Cadence의 INCISIVE (NCVerilog), 

MentorGraphics사의 Questa (ModelSim)을 지원하고 있다. 

 

 
 

    Event-Driven 방식의, 빠른 Functional 모델 시뮬레이션 

XMODEL은 단순 값이 아닌 함수식을 사용해 아날로그 파형을 표현하고, 이를 event-driven 방식으로 계산하는 혁

신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XMODEL에서 제공하는 primitive들을 사용해서 구성한 동작모델 (functional model)은 

정확한 결과를 위해 파형 위의 많은 점을 계산해야 하는 Verilog-AMS 또는 Real-Number Verilog에 비해 최대 10~100

배 이상의 빠른 실행속도를 낼 수 있다. 

 

                  
 

    SystemVerilog에서 수행가능한 회로 시뮬레이션  

 XMODEL을 사용하면, 회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SystemVerilog 상에서도 저항, 커패

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소자들을 직접 활용하여 아날로그 회로를 표현할 수 있고, 이 회로를 XMODEL

의 event-driven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특히 아날로그 회로에 있는 여러가지 비선형

성, 로딩효과, 스위칭 동작, 다중 드라이버 효과 등을 모델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회로 시뮬레이

션이 SPICE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순수 SystemVerilog 환경에서 실행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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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모델 생성 및 시뮬레이션) 아날로그 회로의 동작을 디지털 검증환경인 SystemVerilog상에서 모델링하고, 이

를 포함한 혼성신호 시스템 IC의 동작 및 성능을 빠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B. 구분 : (모델기반의 혼성신호 시스템 시뮬레이터) XMODEL은 모델을 기반으로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IC 시스템을 

검증하는 시뮬레이터라는 점에서 기존의 Verilog-AMS, Matlab/Simulink, CppSim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나, 순

수한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SystemVerilog상에서 동작한다는 점, 정확도와 실행속도가 10~100배 이상 월등하다는 점, 

비트에러율 같은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아날로그-디지털 co-simulation을 지원한다는 점 등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edHat Enterprise 64-bit Release 5.0 이상 

 

D. 특성 및 기능 

Scientific Analog 사는 현재 XMODEL, GLISTER 그리고 MODELZEN 의 세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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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STER 

GLISTER는 Cadence의 Virtuoso 환경에서 아날로그 회로의 모델들을 한줄의 코드 작성 없이도 schematic 형태로 

쉽게 표현하고, 이로부터 SystemVerilog 모델을 추출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주는 GUI 환경이다. 

 

    XMODEL Primitive 심볼을 이용한 Schematic 형태의 모델 작성 

 GLISTER는 XMODEL의 다양한 

primitive들을 schematic symbol의 형태로 제

공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양한 아날로그 회

로의 모델들을 코딩 작성없이 단순히 

schematic 위에 그 symbol들을 배치하고 도선

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특

히, GLISTER 환경에서는 각 primitive에 대한 

설명을 쉽게 열어볼 수 있어 모델 작성을 더 용

이하게 해준다. 

 

 

 

 

 

 

    Hierarchical Netlisting을 통한 SystemVerilog 모델 생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가 혼재하는 모델에서는 schematic 상의 각 도선이 wire, real, xbit 및 xreal 등의 다양

한 signal type을 가질 수 있다. GLISTER는 이와 같은 signal type의 차이를 이해하는 유일한 netlister이며, 각 도선이 

연결하는 primitive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signal type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type의 신호들간

에 연결이 필요할때 그 신호의 type을 변환해주는 connect primitive들도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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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Testbench 관리 

 GLISTER의 Testbench Editor를 사용하면,대상 design의 hierarchy 구성, 시뮬레이션의 각종 옵션 등 시뮬레이

션 테스트벤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GUI 환경을 통해 정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Cadence 설계 database상의 cellview

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GLISTER는 이 테스트벤치를 netlisting할때, command-line 상에서 Makefile 스크립트

를 통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시뮬레이션 폴더를 구성하므로 일괄처리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XMODEL-SPICE Co-simulation 지원 

 대상 design의 hierarchy에 회로 schematic view와 모델 schematic view들이 함께 있는 경우, GLISTER는 사용

자가 XMODEL-SPICE co-simulation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알맞는 SystemVerilog 모델 파일, SPICE 또

는 Spectre netlist 파일 및 co-simulation에 필요한 추가 파일들을 자동으로 준비해준다. 이러한 대상 design hierarchy

는 Cadence의 Hierarchy Editor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GLISTER의 Testbench Editor는 Synopsys의 VCS와 XA, 

Cadence의 NCVerilog와 APS 등 다양한 시뮬레이터들에 대해서 일관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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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모델 생성 및 시뮬레이션) 아날로그 회로의 동작을 디지털 검증환경인 SystemVerilog상에서 모델링하고, 이

를 포함한 혼성신호 시스템 IC의 동작 및 성능을 빠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B. 구분 : (모델기반의 혼성신호 시스템 시뮬레이터) XMODEL은 모델을 기반으로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IC 시스템을 

검증하는 시뮬레이터라는 점에서 기존의 Verilog-AMS, Matlab/Simulink, CppSim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나, 순

수한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SystemVerilog상에서 동작한다는 점, 정확도와 실행속도가 10~100배 이상 월등하다는 점, 

비트에러율 같은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아날로그-디지털 co-simulation을 지원한다는 점 등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Linux RedHat Enterprise 64-bit Release 5.0 이상 

 

D. 특성 및 기능 

 
MODELZEN 

MODELZEN은 임의의 아날로그 회로로부터 SystemVerilog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이다. 

 

 

/0,1 Qagclrgdga ?l_jme ▐ KMBCJX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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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옳게 동작하는 아날로그 모델의 자동 생성 

기본적으로 MODELZEN은 XMODEL의 회로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주어진 회로의 구조적 모델(structural model)

을 생성한다. 즉, MODELZEN은 회로를 구성하는 개별 소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델을 생성한 후, 그 

소자단위의 모델들을 기존 회로의 연결상태대로 연결한 회로 모델을 생성한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대상 회로에 대

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항상 정확히 동작하는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성된 모델을 XMODEL

의 event-driven 시뮬레이션 방식에 의해 SystemVerilog 상에서 빠르게 실행된다. 

 

    아날로그 전문지식이 없이도 가능한 모델 생성 

MODELZEN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확도 높은 SystemVerilog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 

MODELZEN의 구조적 모델링 방법은 주로 디지털 배경지식이 풍부한 검증 엔지니어들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도 system-level 검증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 모델을 직접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회로 설계

자도 회로가 변경될 때마다 그에 맞게 모델을 자동 업데이트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생성되는 모델! 

GLISTER와 함께 MODELZEN을 사용하면 Cadence Virtuoso Schematic Editor상에서 마우스를  단 한번 클릭하는 것

만으로도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GLISTER는 모델 생성을 위해 netlist 생성 및 속성 추출 등의 준

비단계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MODELZEN이 생성한 모델을 다시 Cadence database로 import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명 : scientific analog 

웹페이지 : www.scianalog.com  

이메일 : info@scianalog.com 

           support@sciana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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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hip Station Pro 
 

A. 목적 : Full Custom Layout & Verification 

 

B. 구분 : 셀로코사의 MyChip Station Pro™는 Windows 환경에서 Engineering Workstation 처럼 정교한 Physical 

Layout Design 과 Verification (DRC,ERC,LVS)을 할 수 있는 IC Design Solution 이다. 그뿐만 아니라 MEMS, FPD 분야의 

MASK 설계도 지원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 98, Vista, XP, 7, 8 

 

D. 구성 

MyChip Station Pro™ 

      - LayEd Pro : A Full Custom Layout Editor 

      - CIF/GDS Pro : CIF/GDSII Translator 

      - MyDRC Pro : A Design Rule Checker 

      - LayNet Pro : SPICE Netlist Extractor & Electrical Rule Checker 

      - MyLVS Pro : Layout & Schematic Netlist Comparator 

 

E. 특성/장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Windows 환경에서 운영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 

 포토마스크 제작 전용 CAD Tool 

 MESM, FPD 분야 설계 지원 

 초보자들이나 학교에서 손쉽게 배우고 사용 가능 

 VBS(Visual Basic Script)을 이용한 단순, 반복이나 복잡한 도형 설계를 손쉽고 빠르게 디자인 가능 

 다양한 포맷 지원 및 호환(GDSII, DXF, CIF,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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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yout Editor(LayEd Pro)  

 

 
 

Hierarchical layout design 

Hierarchy 구조의 설계 가능 

Edit-in-place 기능을 이용하여 놓여진 위치에서 다른 objects 위치 참조하며 바로 편집 가능 

 

Command line interface 

마우스외에 명령어로도 모든 메뉴사용가능 

Command Helper 를 통한 command 설명 및 예제 지원 

세밀한 조정 및 정삼각형 object 구현 가능 

Enhanced Move Origin 구현 가능 

 

Journaling 

갑작스런 시스템 다운시에도 Journaling 기능으로 마지막 데이터 복구 

 

Macro 

여러가지 명령어를 하나의 명령어로 만들어 일괄 실행 

 

Customizable bind keys 

Bind key 와 Toolbar 를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로 만들어 사용 

 

User Programmable Interface 

VBS(Visual Basic Script)의 If, For 등과 같은 조건 비교 및 반복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 작성한 VBS 파일을 통해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 유사 설계, 복잡하고 대용량의 설계를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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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functions 

Align objects according to reference point: right, left, top and bottom 

Make cell from selected objects: Using this function user can layout with top-down design 

Create Bitmap 

Boolean operation  

Reshape the corner of polygon to make a rounded or chamfered edge 

Rotate/Reflect/Array objects 

Edit edge or vertex / Stretch objects / Edit edge or vertex 

Easy Grid Modification 

Enlarge or reduce objects. 

 

Curved Path creation (Pro 2009) 

곡선형태 object 를 그릴 수 있는 기능 

 

 
 

Set Repeat in the Object  

선택한 Object 을 wafer 사이즈에 최적화로 넣을 수 있는 기능 

 

     
Source object Target object Sourc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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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View 

Layout 단면도(Cross Section View) 지원 

 
 

Mentor Calibre Error display 

Mentor Calibre 에서 나온 에러 결과를 볼 수 있는 기능 

 
 

Error Display Filter 

필터링을 통해 원하는 에러만 표시 기능 

 

Message for Calibre DRC rule 

result 

Error Filtering

Filter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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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Helper 

명령어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Regular triangle 

이등변 삼각형 생성 기능 

 
 

 

Smart Selection 

선택 방향에 따른 object selection policy 다르게 적용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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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Project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백업해주는 기능 

 
 

Auto Wiring 

복잡한 배선 작업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ANSYS format support 

3D MEMS 해석을 위해 Ansys 인터페이스 포맷 지원 

              
2D Mirror(MyChip Pro)                   CifGDSPro(MyChip to Ansys)                        3D Mirror(A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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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rification(MyDRC Pro, MayNet Pro, MyLVS Pro) 

MyChip Station - Verification Tool 은 MyDRC, LayNet, MyLVS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Tool 은 순차적으로 

사용자가 설계한 Layout 을 검증하게 된다. MyDRC 는 사용자가 설계한 Layout 이 특정 공정의 Design rule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rule 에 의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증을 해주며 LayNet 은 Layout 의 Netlist 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MyLVS 는 Layout 에서 추출한 Netlist 를 MyAnalog 에서 추출한 Schematic Netlist 와 

비교를 해서 Layout 이 Schematic 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MyDRC Pro 

Hierarchical Design Rule Check 

Al geometric angles 

Hierarchical or flattened mode DRC 

Customizable error messages 

Derived layer generation 

Support lambda based rule 

DRACULA Command Compatible 
 

 

NayNet Pro 

Multi-Level Hierarchical Layout Extraction 

Extract standard SPICE & HSPICE format with model names 

DRACULA Command Compatible 

Hierarchical Labeling 

Automatically locates any device and net 

 
 

 

MyLVS Pro 

Supports standard industry file formats: SPICE, PSPICE, 

HSPICE 

Detailed discrepancy report and matched device report 

Smashing device and reducing CMOS 

Display discrepancies on LayEd 

 

3. Data Translator (CIF/GDS Pro)  

MyChip Station 의 Data Translator 인 CifGDS 는 Standard format 인 GDSll 는 물론이며 AutoCAD 의 DXF, CIF, 

ANF(Ansys) format 을 호환 할 수 있으며 원하는 데이터만 분류하여 변환할 수도 있다. 

 

CIF/GDS Pro 

GDSII, CIF and DXF file format 의 상호 변환 

Create default techfile automatically : techfile 없이 GDSll 등의 format file 만 있어도 Import 할 경우 자동으로 각 

Layer 에 맞게 techfile 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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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Number Modification : GDSll Export 할 때 임시적으로 GDS 의 번호 변경 가능 

참조된 libraries 를 포함하여 Export. 

사용자가 원하는 Cell 과 Layer 만 선택하여 Export 가능 

grid scale 지원 

Object 의 vertex 수가 일정 개수 이상 일 때 자동으로 나눔 

 

4. Examples 

IC Design  

     
 

VBS(Visual Basic Script) 

           

     
 

FPD Design  

 
 

 



GBCA CB? Rmmj ꜙҟ ἰ

- 197 - 

 

MEMS Design  

             

             
 

5. MyChip  관련 교재들 

     
 

 

 

 

 

 

 

 

 

 

 

 

 

 

회사명 : 셀로코㈜ 

웹페이지 : www.seloco.com 

이메일 : mycad@seloco.com 

대표전화 : 02-343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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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Circuit SPICE Simulation 

 

B. 개요 

SmartSpice 는 고정밀 아날로그 회로 및 혼성 신호 회로의 설계, 주요 회로망의 분석, 셀라이브러리의 추출 등에 최고의 

퍼포먼스와 정확도를 제공 

  

C. 지원 플랫폼 

  - Red Hat Enterprise Linux 5, 6 and 7 (64-bit) 

  - Windows Professional 7, 8, 8.1 and 10 (64-bit) 

 

D. 특징 

 Netlist, 모델, 분석 특징 및 결과에 대해 HSPICE™ 및 SPECTRE™와 100% 호환 

 주요 아날로그 디자인에 가장 정확한 회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 

 SPICE 회로 시뮬레이션 중 최고 수준의 런타임 시뮬레이션 속도 

 강력한 수렴을 위해 멀티 솔버 및 스테핑 알고리즘을 제공 

 Bipolar, CMOS 및 TFT, SOI, HBT, FRAM, FinNET 등에 보정된 SPICE 모델을 최대한 제공 

 Verilog-A 로 개방형 모델 개발 환경과 폭넓은 아날로그 행동 성능을 제공  

 나노 크기의 설계에 대해 SEE (Single Event Effects) 신뢰도를 분석 

 강력한 암호화에 의해 고객 및 서드-파티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 가능 

<속도> 

 다른 SPICE 제품의 고유 속도(Raw Speed)보다 2~4배 빠르게 시뮬레이션  

 로그에 가까운 멀티 스레드의 처리를 위해 다중 병렬 64비트 CPU를 지원  

 네트워크 분산 처리 및 원격 .ALTER  

 몬테카를로 분석을 네트워크 분산 처리  

 스레드 풀을 이용한 효율적인 병렬 처리 

SmartSpice는 진정한 SPICE급 정확도로 Full-Chip의 정적/동적 시뮬레이션 및 누설 전력 시뮬레이션을 하여, 

추출된 기생 성분 및 Victim/Aggressor 회로망을 갖춘 클록 트리의 신호 무결성을 나타낸다. 

/2,/ Qgjt_am ▐ Qk_prQ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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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유효 행렬에서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 (초기 Berkeley 3C1 솔버에 기초)  

 직접 솔버 및 반복 솔버의 라이브러리  

 연속성, 선형성 및 유효 파라미터 범위를 위해 실행 시에 Berkeley 물리 기반 모델 파라미터를 검증 및 확인  

 불충분하게 추출된 파운드리 모델의 불일치를 검출하여 최종 단계에서의 퍼포먼스 및 정확성의 저하를 방지  

 시뮬레이션의 속도 대비 정확성을 제어하기 위해 풍부한 옵션을 제공 

<수렴> 

 초기 조건을 찾고, 일련의 메소드 및 알고리즘을 통한 반복적인 시퀀스를 탐색하여 최적의 수렴을 달성  

 멀티 솔버는 주어진 회로 토포롤지 및 이용 가능한 다중 고정밀 솔버에 대해 최상의 솔버를 제공 

 

<분석> 

 과도 해석을 위한 중단/계속 알고리즘  

 파라미터 해석 내장  

 넷 리스트에서 사용한 명칭을 탐지  

 다음 파라미터 단계에서 직접 행렬 접근으로 빠르게 셀을 추출  

 부회로 레벨에서 정교한 최적화  

 파운드리 공급 콤팩트 모델에 영향을 주는 .RAD 구문을 사용하여, SEE를 분석  

 45나노 이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MODEL 파라미터용 방정식 에디터 

 

<기존 디자인 플로우 채택의 편이성> 

 HSPICE 및 Spectre로 구현한 기존 디자인 플로우에서 SmartSpice 사용 가능 

 파운드리에서 공급한 SmartSpice, HSPICE 및 SPECTRE 모델을 지원 

 HSPICE, PSPICE™ 및 Berkeley SPICE로 이루어진 기존 넷 리스트를 지원 

 Spectre 호환 모드에서 SmartSpice 실행으로 ADE를 통해 Cadence 아날로그 환경과 유연하게 통합 

 작업 처리 소프트웨어(LSF, Sun Grid 등)를 유연하게 실행 

 Silvaco PDK 기반 아날로그/믹스드 시그널/RF 툴 플로우와 유연하게 통합 

SmartView : SmartSpice 및 HSPICE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상승 기간, 기울기, 벡터 계산기에 필요한 

시간/전압/전류/전력의 측정 그래프 및 주석화된 플롯과 아이 다이어그램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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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Physical Layout Design 

 

B. 개요 

Expert 는 완벽한 편집 기능, 대규모 용량 처리, 신속한 레이아웃 뷰어를 갖춘 고성능 계층형 IC 레이아웃 에디터이다.  

Expert 는 넷 리스트에 의한 레이아웃 및 Pcell (Parameterized Cell)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설계 지원을 제공 

 

C. 지원 플랫폼 

  - Red Hat Enterprise Linux 5, 6 and 7 (64-bit) 

  - Windows Professional 7, 8, 8.1 and 10 (64-bit) 

 

D. 특징 

 통합된 DRC/LVS/LPE 및 기생 추출 기능으로, 아날로그, 혼성 신호, RF, 디지털 레이아웃에 생산적인 환경 

 ExpertViews 는 편집 기능을 제외하면, Expert 와 기능 면에서 동일 

 GDSII 파일의 신속한 로딩, 편집 및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뷰어 

 설계 자동화에 필요한 강력한 스크립트 성능 및 C++ API 를 제공 

 업계 표준 포맷을 사용하여, 물리 검증을 위해 Calibre Interactive 및 Calibre RVE 와 통합 

 노드 하이라이트 기능을 제공하여, 클릭한 객체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레이아웃 객체를 모두 하이라이트 

 모든 기술 레벨를 위한 사용의 편이성 –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도움말, 전문가를 위한 강력한 스크립트  

 강력한 암호화에 의해 고객 및 서드-파티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 가능 

<생산적인 레이아웃 환경> 

 10GB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몇 분 만에 고속으로 로드 

 멀티-레벨 계층을 통하여 여러 윈도우에 신속하게 이동 및 확대/축소 - 탐색을 위한 북마크 기능 구비 

 실시간, 온라인, 배치 검증을 위해 Guardian DRC/LVS/LPE 와 유연하게 통합 

 CMOS, Bipolar, BiCMOS, SiGe, GaAs, InP 등에서 아날로그, RF, 디지털 회로에 생산적인 레이아웃 환경 

 명령어를 편리하게 호출하기 위해, 단축키 메뉴 및 커맨드 라인을 변경 가능 

완벽하게 변경 가능한 단축키, 매크로, 툴바,  

레이어, 색상, 스티플 등을 Virtuoso 로부터 직접  

가져와서, 레이아웃 설계자에게 익숙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2,0 Qgjt_am ▐ Cvn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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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디자인 플로우와 호환> 

 Dracula, Diva DRC/LVS/LPE 룰 데크 지원 

 RVE (Result Viewing Environment)에 필요한 Calibre 에러 리포트를 바로 읽음  

 레이어, 색상, 스티플, 단축키, 매크로, 툴바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파일을 Virtuoso 에서 가져옴 

 GDSII 및 CIF 데이터와 함께 기존 디자인을 가져옴 

<강력한 레이아웃 에디터 기능> 

 Javascript 및 LISA 스크립트 그래픽 지원으로 Parameterized Cell 생성 

 강력한 C++ API 는 모든 편집 기능에 액세스 

 체크-인, 체크-아웃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로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동시 작업 가능 

 자동 축소/확대 및 크기 조정 기능으로 공정 이전에 드는 수고를 최소화 

다용도 에디터는 아날로그, RF,  

마이크로파 회로 요소에 필요한 모든  

각도의 다각형을 생성하며, CMOS,  

Bipolar, BiCMOS, SiGe, GaAs, SiC, InP, 

TFT 및 기타 공정 기술의 인덕터, 파워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Real Time DRC> 

 Expert 를 통해서 완벽하게 통합된 Real-Time Guardian DRC 를 사용 

 레이아웃 편집 중에 대화식으로 DRC 위반을 플래그 

 레이아웃 중에 정정이 이루어지므로, 최종 DRC 검증을 대폭 단축 

 Guardian DRC 와 동일한 룰세트 

 
 

대용량: 10GB 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몇 분 만에 고속으로 로드한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이동 및  

확대/축소할 수 있다. 마스크 준비 및  

배선 수정에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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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Schematic Editor 
 

B. 개요ꜞ

Gateway 는 플랫/계층형 설계를 지원하며, EDIF 2 0 0 표준을 통해 타사 Schematic 에디터(PSPICE, OrCAD, Virtuoso 

Schematic Editor 등)로부터 기존 디자인을 손쉽게 수용한다. Gateway 는 전역 설정을 통해서 대규모 설계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워크스페이스로 다수의 설계 및 테크놀로지를 처리 함 
 

C. 지원 플랫폼 

  - Red Hat Enterprise Linux 5, 6 and 7 (64-bit)d

  - Windows Professional 7, 8, 8.1 and 10 (64-bit)d
d

D. 특징 

 멀티-뷰, 멀티-시트, 계층형 IC 디자인을 생성 및 수정하는 강력한 Schematic 캡처 및 에디터 기능  

 행동 모델, 크로스-프로빙, 파형 디스플레이, 해석을 갖추어 SmartSpice 회로 시뮬레이터와 유연하게 통합  

 HSPICE 와 호환되는 입력 데크 생성  

 디자인 팀에서 사용하는 셀과 심볼의 라이브러리를 위해 공유 워크스페이스로 다중 사용자 프로젝트를 제어  

 EDIF 200 을 통하여 타사의 Schematic 캡처 툴로부터 전환  

 하나의 Schematic 으로부터 시뮬레이션, NDL, LVS 를 위한 Netlist 생성  

<다양한 기능> 

 심볼, 서브서킷, 하위 Schematic 및 Verilog-A 모델의 생성 용이 

 시뮬레이션, 스키메틱-드리븐-레이아웃, LVS 호환성을 위해 포괄적인 심볼 생성 및 편집 

 반복 작업 및 기존 캡처 툴의 에뮬레이션을 위한 사용자 구성 키 

 포팅, IP 재사용, 대화형 설계를 처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검색 및 교체 

 모듈, 재사용할 수 있는 설계, 라이브러리, 기존 회로와의 작업을 위한 계층 캡처 

 와이어, 버스, 버스 분할, 버스 병합으로 강력한 편집 기능 

 설계자가 구성하는 룰 체크는 전기적 드로잉 규칙 위반 및 명칭 오류를 표시 

 디자인-룰-연결 레이아웃 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Parameterized Cell 소스 디자인 엔트리 데이터 

Gateway 는 크로스-프로빙, 진행 파형, 해석 옵션 및 최적화를 갖추어 계층적 설계에 대한 프론트-엔드를 

제공한다.  

             

/2,1 Qgjt_am ▐ E_rcu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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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채택의 편이성> 

 자연스러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의 설계 방식, 툴팁, 배치 시뮬레이션 제어를 갖추어 사용하기에 편리 

 라이브러리를 갖춘 다중 사용자 환경 설정 및 EDIF 를 이용한 기존 데이터의 도입이 용이 

 신규 사용자를 위한 도움말 기능 및 툴팁 

 스키매틱으로부터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배치 모드 시뮬레이션 옵션 

 파라미터의 최소/최대 체크로 엔트리 오류를 제거 

 와이어-와이어, 와이어-핀, 명칭에 의한 와이어, 암시적/전역적 연결을 지원 

<통합된 커스텀 IC 디자인 플랫폼> 

 커스텀 아날로그 회로를 위한 Front-to-Back 설계 자동화 솔루션 

 행동 모델, 스키매틱, 회로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DRC, LVS 및 기생 추출과 입증된 피드백 플로우를 연결 

 지연, 기울기, 오버슈트, 상승 시간, 아이 다이어그램의 오버레이 측정을 위해 SmartView 그래픽 파형 포스트- 

프로세서와 통합 벡터 계산기로 완성 

 스키매틱과 포스트-프로세스 사이의 강력한 크로스-프로빙으로 실시간 설계 피드백을 제공 

 콜백 기능은 디자인 룰, 내성, 파라미터 계산, process skew 에 대한 표현식을 실시간으로 평가 

 계층 전반에 걸쳐 전류/전압에 대한 DC 바이어스를 표시 

플랫/계층형 드로잉에 대한 전류/전압 DC 바이어스 전체 커스텀 IC 디자인 플랫폼에서의 Gateway 

 

<설계자의 생산성> 

 설계의 무결성 및 유연한 Tapeout 을 위해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LVS 를 위한 멀티 뷰 생성 

 기존 회로를 쉽게 재사용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엔트리, 넷 리스트 도입, EDIF 리더, 자동 심볼 생성 

 IP 배포용 디자인 키트의 심볼 이면에서 암호화된 넷 리스트를 지원 

 진행 파형은 시뮬레이션 결과의 실시간 관측으로 장기 시뮬레이션을 점검하도록 허용 

 스키매틱, 시뮬레이션 및 분석 사이에서 디자인 플로우를 효과적으로 제어 

 오류 강조 및 정정을 위한 스키매틱 위치/레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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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RF Circuit Simulator 
 

B. 개요 

SmartSpiceRF 는 시간-영역의 Shooting 과 주파수-영역의 Harmonic Balance 기법을 조합하여 GHz 대역의 RF IC 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SPICE 넷 리스트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로의 고조파 왜곡, 상호 변조 제품, 이득, 

노이즈, 발진기의 위상 노이즈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함 
 

C. 지원 플랫폼 

  - Red Hat Enterprise Linux 5, 6 and 7 (64-bit) 

  - Windows Professional 7, 8, 8.1 and 10 (64-bit) 
 

D. 특징 

 파라미터 스윕과 몬테카를로 제어 파라미터를 갖추어 대신호/소신호 적용에 필요한 주기/유사-주기  

분석의 전체 조합을 실행  

 극히 비선형적인 회로의 주기적인 정상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시간-영역의 shooting 메소드 

 디지털 변조된 전원으로 구동되는 회로의 시간-주파수 영역에 대한 포락선 해석 

 대신소, 소신호, 노이즈 및 파라미터 해석을 위하여 디지털 변조된 신호 전체를 모든 SmartSpice 모델로 지원 

 증폭기/믹서의 스펙트럼 재생, I/Q 파라미터, ACPR, NPR, EVM, BER 에 대한 시뮬레이션/측정과 통신 시스템  

등의 전송 링크 품질에 대한 특성을 제공 

 강력한 암호화에 의해 고객 및 서드-파티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 가능 

 

<적용> 

 증폭기, 믹서, 곱셈기, 발진기, VCO, AGC, PLL, Mux, Demux, Clock 및 CDR 설계에 적용 

 SmartSpiceRF 는 GMSK, MPSK, MQAM, MFSK, EDGE, OFDM, WCDMA 등의 무선 표준의 해석 가능 

<Harmonic Balance 및 Shooting 시뮬레이션 엔진> 

 멀티-톤 전원으로 구동되는 비선형 회로의 주파수-영역, 정상 상태, 대신호 해석을 제공 

 극히 비선형적인 회로의 주기적인 정상 상태를 시간 영역의 Shooting 메소드 시뮬레이션 

 대화형 제어 파라미터-스펙트럼 뉴튼 솔버, 연속 솔버, GMRES solver-의 전체 조합으로 최적의 수렴 

        

발진기의 위상 노이즈 시뮬레이션 믹서의 전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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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Spice RF 분석 성능 및 적용> 

 주파수 영역(Harmonic)/시간 영역 (Shooting) 메소드로 싱글-톤 여기의 주기적인 정상 상태 시뮬레이션 지원 

 멀티-톤 여기에 필요한 유사-주기 정상 상태(스펙트럼) 

 믹서의 소신호 해석에 필요한 정상 상태 AC (HAC, SPAC) 

 수렴의 효율성, 이미지/측파대 배제, LO Feed-Through 및 전력 공급 배제를 위한 정상 상태 전송 (HTF, SPTF) 

 정상 상태 NET (HNET, SPNET)은 분산(S), 임피던스(Z), 어드미턴스(Y) 및 하이브리드(H) 파라미터, 안정도 

인자, 상이 이득, 안정 이득 회로 등을 갖추어, 주파수 변환을 나타내는 2-포트 회로에 대해 S-파라미터를 

산출 

 증폭기, 믹서, 발진기 위상 노이즈의 출력 노이즈 스펙트럼에 대해 정상 상태 노이즈(HNOISE, SPNOISE) 

 위상 노이즈 추출로 발진기의 주기적 정상 상태에 대해 바로 2 단계(HOSCIL) 시뮬레이션 

 회로 포락선 시뮬레이션은 Time-Swept Harmonic Balance 기법을 이용하여, 증폭기/믹서의 스펙트럼 재생,  

I/Q 파라미터, ACPR, NPR, EVM, BER 에 대한 시뮬레이션/측정과 통신 시스템 등의 전송 링크 품질에 대한  

특성 분석 가능 

 

저잡음 증폭기 설계 (LNA) 

 

<RF 설계를 위한 강력한 지원 환경> 

 스미스차트, 아이 다이어그램, 스펙트럼 플롯, 히스토그램, SN 비 산출, 이득/안정도 서클, 배치 다이어그램 등 

 이득, 네트워크 정합, IP3 및 공정 도입 시, 전력 손실에 필요한 회로/파라미터 옵티마이저 

 독립적인 멀티-톤 전압/전류 전원, 멀티-톤 저항 포트 및 전체 출력 포트 소자 파라미터가 전원에 포함 

 사용 가능한 전체 파운드리 MS/RF PDK 개발 

 나선형 인덕터의 RF 모델링에 필요한 QUEST 및 RF 배선에 필요한 S-파라미터에 대해 인터페이스 

 

PI/4-DQPSK 궤적 다이어그램 전력 증폭기 ACPR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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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Cell Characterization and Modeling 
 

B. 개요 

AccuCell 은 스탠더드 셀, I/O, 커스텀 셀 라이브러리를 추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정확성, 자동화, 고속성, 유연성을 

가짐 
 

C. Supported Platform 

  - Red Hat Enterprise (32/64bit) Linux 5, 6 
 

D. 특징 

 앞선 VDSM 기술에 필요한 정확한 싱글-패스, 상태 종속형 타이밍, 파워, 누설, 노이즈의 Liberty™ .lib  

라이브러리를 생성 

 동적/정적 셀의 최신 디자인을 지원 

 환경 파일을 간편하게 설정하기 위한 자동 함수 인식과 벡터 생성에 탁월 

 추출은 Sun Grid Engine (SGE)을 이용하여 멀티-코어 엔진 또는 네트워크에서 병렬 처리 

 고속 API-기반 SmartSpice 추출 엔진을 포함 

 

<자동화 및 사용의 편이성> 

 강력한 스크립트 환경으로 셀과 시뮬레이터의 추출 및 라이브러리 생성에 필요한 모든 옵션을 명확하게 표현  

 모든 조건의 싱글-패스 추출을 위해 강력한 멀티-코너 추출 모드를 제공  

 유효한 입력 회로 트랩에 대한 넷 리스트 스크린 옵션은 결정적인 실수를 방지  

 정적/동적 형식(멀티-전압, 멀티-클록, 클록 작동, 게이트 클록, 멀티-데이터, 스캔 작동, 원-핫(One-Hot)  

멀티플렉서, 멀티-출력)의 셀을 지원  

 라이브러리를 간편하게 다시 추출하기 위해, 기존 .lib 템플릿에서 자동으로 설정  

 다중 레포트 옵션으로, 상태에 기초한 입력 핀 캐패시턴스를 자동으로 측정  

 변화하는 슬루(Slew) 또는 지연에 따른 성능 저하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최대 캐패시턴스 및 기울기를  

자동으로 결정 

AccuCell Characterization and Mode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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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기능> 

 앞선 SOI 및 언버퍼드(Un-Buffered) 입력 옵션  

 정확한 VDSM 추출을 위해 최신 멀티-포트 기울기 또는 능동-드라이버 입력 유도 기능을 지원  

 간단하게 통일된 셀 라이브러리 추출 조건을 위한 “ASIC” 플로우  

 정확한 저전압 측정을 위한 능동 부하 및 사용자가 정의한 수동/능동 비선형 부하 효과를 지원  

 확장 추출 옵션으로 설정/정지, 회복/제거, 최소 펄스 폭 추출을 빠르게 평가하여, 다중 클록을 갖는 레벨,  

에지(Edge), 펄스화 입력으로 정적/동적 스토리지 회로를 지원  

 3 상 드라이버 추출은 컨덕턴스 및 전류 측정을 지원  

 탁월한 힘과 상태에 기초한 OBDD (Ordered Binary Decision Diagram, 이하 OBDD) 메소드는 셀 함수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동시 스위칭을 포함한 최종 VDMS 효과의 정확한 SPICE 추출에 최적의 벡터를 생성  

 .lib 노이즈는 고급 VDSM 기술을 지원 

 

<고속 및 정확성> 

 공동으로 작용하는 타이밍/파워 추출 결과, 파워 라이브러리 생성을 위한 오버헤드는 거의 0 

 멀티스레드 및 SUN 그리드 기반 환경을 지원하여, 선형에 가까운 속도 향상 

 모든 공개 모델을 위해 HSPICE, SPECTRE 와 100% 호환되는 고속 API-기반 SmartSpice 추출 엔진을 포함 

 외부 시뮬레이터로서 HSPICE, SPECTRE, ELDO 지원 

 최적의 SPICE 추출 실행 시간을 위한 자동 벡터 크기 옵션 

                 
타이밍 호(Arc)에 대한 기울기 및 부하의 최적표 상태-종속형 파워 분석은 모든 파워 효과를 고려한다 

<유연성 및 업계 표준 출력> 

 시뮬레이션 바이패스, 디버깅, 레포트 옵션으로, 추출의 어려움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 

 정확한 싱글-패스, 상태-종속형 타이밍, 파워, 누설의 Liberty .lib 라이브러리를 생성 

 Mentor 사의 ATPG 포맷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 

 선택적인 Verilog 모델링 옵션으로 다양한 시뮬레이터 및 회귀/백-애노테이션 검증 메소드를 지원 

 HTML 셀 라이브러리 데이터시트를 자동으로 생성. 데이터시트 포함 내용: 선택적인 AVG 파워와 MAX  

주파수 레포트, 선택적인 사용자 스키매틱, 심볼, 진리표 정보, 선택적인 물리 셀의 세부 사항 및 셀 설명 섹션 

 표-방식의 강력한 사용자 정의 벡터 스크립트 옵션으로 독자적인 추출 필수 사항을 조정 가능 

 선택적인 상태-기반 누설, 스위칭, 잠재 전력, 평균 전력을 분석하기 위해 유연한 추출 및 레포트 옵션  

 사용자가 정의한 IV, 전류 이상(Glitch), 노이즈 내성(Immunity), 노이즈 전파 옵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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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Block Characterization, Modeling and STA 

 

B. 개요 

AccuCore 는 SmartSpice 의 정확성으로 수백만 개의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추출하여, 수백만 게이트 디자인에 대해 

블록과 Full-Chip 의 정적 타이밍 해석(Static Timing Analysis, 이하 STA)을 수행 

 

C. Supported Platform 

  - Red Hat Enterprise (32/64bit) Linux 5, 6 

 

D. 특징 

 STA 를 위해 Liberty™ (.lib) 및 .sdf 타이밍 모델과 게이트-레벨 Verilog 넷 리스트를 생성하고, DSPF 및 .sdf  

파일을 생성하거나 읽음 

 선택한 주요 경로 및 클록 트리를 위하여, 민감도가 완벽한 SPICE 데크를 측정값과 함께 도출 

 블록을 셀로 자동 분할 

 셀 함수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정확한 SPICE 추출을 위한 벡터를 생성 

 고속 API-방식의 SmartSpice 추출 엔진을 포함 

 병목 현상의 고속 분석 및 타이밍 검증을 위해 블록과 Full-Chip 게이트-레벨의 완벽한 STA 환경 

 강력한 명령어 조합으로, 커스텀과 ASIC/SoC 함수를 하나의 분석 환경으로 혼합 가능 

 

<설정 및 스크립트 기능> 

 간단한 설정 및 스크립트를 위해, 다양한 .cfg 검증 옵션을 가지고 .lib 를 .cfg 로 자동으로 임포트 

 전체 케이스 민감도 플로우를 지원 

 플랫(Flat), 계층형 디자인 플로우를 모두 지원 

 대규모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앞선 RC 모드 

 향상된 기울기 전파 및 임계(Threshold) 관리 옵션 

 다양한 사용자 정의 부하 메소드를 지원 

 고급 사용자 오버라이드(Override) 옵션으로, 블록의 플랫/계층형 넷 리스트를 셀로 자동 분할 

 센스 앰프와 읽기/쓰기 사이클 옵션으로 전용 RAM/CAM 분할 

 향상된 힘과 상태에 기초한 함수 추출 기능 

 고급 사용자 오버라이드에 의해 자동으로 클록을 전파 

 사용자가 정의한 입력 벡터 제한을 지원 

 근본 원인을 빨리 분석하기 위해 향상된 디버깅, 디자인 레포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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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및 모델링 기능> 

 고속 API-방식의 SmartSpice 추출 엔진(HSPICE, SPECTRE 와 100% 호환)을 포함 

 셀 매칭은 재사용 및 증가형 업데이트 성능을 향상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FAST_MODE 옵션 

 용이한 표준 셀-방식 플로우를 위해 ASIC 플로우 옵션 

 자동적인 입력 캐패시턴스 추출 메소드 

 자동적인 설정/정지, 회복/제거, 최소 펄스 폭 추출과 사용자 정의 오버라이드 옵션 

 사용자 오버라이드로 자동적인 벡터 배치 및 크기 조정 

 고속 STA 를 위해 멀티-코너, 멀티-모드 전체 경로 모델을 한 번에 추출 

 디폴트로 직접적인 시뮬레이터 옵션 제어를 지원 

 출력 포맷 옵션으로 게이트-레벨 Verilog 넷 리스트와 타이밍 모델을 생성 
 

<블록-레벨 STA 기능> 

 커스텀 트랜지스터 레벨 디자인의 게이트-레벨 타이밍 체크가 가능 

 최단/최장 경로의 고급 경로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 

 멀티-레이어 타이밍 문제를 피하고자 주요 메소드 및 2 차 주요 메소드를 실행 

 잘못된 경로는 자동으로 제거 

 경로 제한과 핀, 넷과 호(Arc) 방식으로 다양한 블로킹 옵션 

 함수에 기초한 클록과 제한 전파를 수행하여, ECO 재분석에 의한 리플-효과를 감축 

 동적/정적 로직, 래치, 플립-플롭, 멀티플렉서, 3 상 회로의 디자인 스타일을 다양하게 지원 

 내장된 타이밍 체크 기능은 제한 사항을 단순화 

 멀티-사이클 경로를 통과하는 게이트 클록 및 멀티-주파수 클록을 분석 

 맞춤형 게이트 클록, 데이터-데이터, 클록-데이터 경로 타이밍 체크를 허용 

 DSPF, SDF 백-애노테이션을 지원 

 도착 병목 현상을 분석하며, 필요한 경로 넷/핀에 기초한 타이밍 요구를 수행 

 풋리스(Footless) 로직에 공통적인 개별 상승/하강 에지 타이밍 사양을 폭넓게 허용 
 

<Full-Chip STA 기능> 

 블록-레벨 및 Full-Chip STA 를 동시에 수행 

 압축된 링/인터페이스 및 블랙박스 타이밍 모델을 생성 

 계층형 Verilog 및 모드-방식 멀티-코너 분석을 지원 

 DSPF, SDF 백-애노테이션을 지원 

 계층형 디자인 메소드를 위한 제한 관리, 블록-레벨 제한 생성 및 슬랙 배치 가능 

 공통적인 경로의 최적화로 사용자가 지정한 불확실성 및 스큐(Skew)의 관계에 의한 타이밍 분석을 수행 

 클록 파형과 클록 전파를 위한 고급 디버깅 특성 

 넷 리스트, 라이브러리, 분석 검증을 위한 고급 디버깅 특성 

 커스텀 레포트 및 분석 기능을 위한 Tcl API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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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SILVACO Korea Co., Ltd. 

웹페이지 : www.silvaco.co.kr 

이메일 : krsales@silvaco.com 

대표전화 : 02-44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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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 : 다중 노드 FPGA 28nm(7-Series), 20nm(UltraScale), 16nm(UltraScale+) 및 All Programmable SoC & MPSoC 

(Zynq-7000)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 구현 그리고 검증 소프트웨어 툴 

 

B. 구분 : Vivado Design Suite 는 차세대 설계 환경의 C/C++와 IP 기반 설계의 최고도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설계 방안을 제공하고 새 HLx 에디션은 HL System Edition, HL Design Edition, HL WebPACK  Edition 세가지의 툴을 

제공 함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Windows 

- Linux 

 

D. 특성 및 기능 

 다중 노드 FPGA 28nm(7-Series), 20nm(UltraScale), 16nm(UltraScale+) 및 All Programmable SoC & MPSoC 

(Zynq-7000)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 구현 그리고 검증d

 C 언어 기반 FPGA 설계, 재사용 목적의 최적화, IP 서브 시스템 재사용, 설계통합 자동작업 및 설계 완성을 위

한 툴 및 방법론을 설계 지원 팀 운영d
d

d
d

 상위 수준 설계 가속화 (Accelerating High Level Design)d

 소프트웨어 정의 IP 생성: Vivado High-Level Synthesisd

 블록 단위 IP 통합 작업: Vivado IP Integratord

 모델 기반 DSP 설계, 통합: System Generator for DSPd
d

/3,/ Vgjglv ▐ Tgt_bm Bcqgel Qsgrc FJv Cbgrgml



GBCA CB? Rmmj ꜙҟ ἰ

- 212 - 

 

d
d

d

 검증 가속화 작업 (Accelerating Verification)d

 Vivado Logic Simulationd

 Integrated Mixed Language Simulatord

 Integrated & Standalone Programming and Debug Environmentd

 C/C++ 혹은 SystemC 기반 Vivado HLS의 100배 이상의 검증 작업 가속d

 IP 서브 시스템 재사용 및 통합작업 자동화d
d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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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구현 가속화 (Accelerating Implementation)d

 4배 이상의 빠른 구현d

 20% 이상의 설계 집적도d

 3가지 속도와 전력소모 장점의 FPGA 제공: Low-End, Mid-Range, High-Endd

 플래폼 생성과 재사용d

 Vivado Design Suite는 FPGA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플래폼도 인식한다. 목적 플래폼 인식에 의

해 Vivado 는 HW 보드를 구성하며 보드와 밀접한 Design Rule Check을 수행하여 목적 플래폼 동작하도

록 한다.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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