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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운영방안



클라우드 운영 방안

◆

• 삼성 공정에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 PDK는 IDEC이 보유. 설계자들에게 서비스

• 1팀 당 1 계정을 부여한 뒤, 칩 설계 기간 동안 원격접속으로 Open

• 설계 종료 시, PDK 삭제 후 설계 데이터 Open

고정
IP 주소 체계

사용



◆

• Tape Out 일정 막바지에 네트워크 트래픽 몰림 현상이 있을 것

• 철저한 일정 관리 필수

클라우드 운영 방안

Intel(R) Xeon(R) CPU E5-2620 v4 @ 2.10GHz



◆

클라우드 운영 방안

NDA 완료
계정 생성

각 팀 별로
설계 준비 파일

업로드

계정안내
/클라우드

접속

각 서버에
PDK, GDS 

설치
설계 시작

클라우드 내
자동 검증

디자인
제출

회차 종료후
PDK삭제

설계 데이터
Release 

칩 검증
요청시 별도
계정 부여



•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 설치된 툴 현황
• 필요시 추가 가능

• 단, IDEC 에서 라이센싱 하고 있는 툴에 대해서 추가 설치 가능

클라우드 운영 방안

Design Compiler

Formality

VCS

Prime Time

TETRAMAX

IC Compiler

IC Compiler 2

IC Validator

StarRC

Verdi

ASSURA

EXT

IC616

MMSIM

INCISIV

CALIBRE



◆

• MobaXterm

클라우드 운영 방안



◆

• MobaXterm 설정
• X11 탭과 SSH 탭에서 각각 하나씩 간단히 설정

• 갑작스런 툴 꺼짐 현상과 오랜 시간 자리 비우면 터미널이 끊기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음

클라우드 운영 방안



클라우드 운영 방안

◆

◆

• Core : 16 

• 하드 용량 : 300 Gbytes

• 메모리 : 256 Gbytes

◆

• DB 제출 이후, 백업 종료후에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 PDK를 제외한 설계데이터만 백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 제출 이후, 약 1달 후에 메일로 공지하고 있음

• 설계 데이터 백업 이후에는 계정 삭제



클라우드 운영 방안

◆

• SYNOPSYS : 2 copies

• MENTOR : 구매한 정규 라이선스 copies + 2 copies

• CADENCE : 구매한 정규 라이선스 copies + 1 copy

➔ 클라우드 설계 공간에 대해서는, SYNOPSYS 와 MENTOR를 IDEC 본원이 갖고 있는 수량으로 공급함

즉, 정규라이센스로 구매해서 랩실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공급하는 것임

➔ 클라우드 설계 공간에 대해서는, CADENCE 를 IDEC 본원이 갖고 있는 수량으로 1 copy를 공급함

즉, 정규 라이선스로 구매한 수량도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1copy를 더 공급하는 것

단, 추가 공급 서비스는 DB제출일 이후에는 Unavailable 

◆



클라우드 운영 방안

◆

• IDEC을 통해 구매한 수량 만큼을 랩실과 클라우드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구성할 예정

• 랩실의 경우, 홈페이지의 mypage 에 등록한 고정 ip 주소들에 대해서만 서비스함

• IDEC을 통해 구매한 수량 + 1 copy를 클라우드에서 사용가능하게 할 예정

단, 추가 공급 1 copy는 DB제출일 이후에는 Unavailable 
클라우드

서버

VIRTUOSO 실행

2 + 1 (idec추가제공)

3 copies VIRTUOSO 실행

랩실 서버

S28nm

MS180nm
TSMC 180nm

3 copies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CDS_LIC_FILE        5280@lic02.idec.or.kr 
LM_LICENSE_FILE 5280@143.248.230.188

정규 라이선스
2 copies 구매한 경우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신청 정보 상세 탭

xxxx
xxxx

xxxx
xxxx

xxxx

주의 : 최초 password는 모든 팀이 동일합니다
MobaXterm 으로 접속 후
passwd 명령으로 변경하세요

또는 211.107.221.110 



◆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신청 정보 상세 탭

아래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신청 정보 상세 탭

원격 접속을 위한 PC의 고정 IP주소를
홈페이지의 MY PAGE에 기재해야 함

내 PC의 고정 IP주소를 바로 확인하는 방법
http://www.idec.or.kr/info

http://www.idec.or.kr/info


◆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DB 제출 탭

Layout사진
에러 사유서
중간 보고서
업로드 필수

DB 제출 1달 전에
활성화 됨



◆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 모든 디자인은 ID 를 이용하여 TOP 셀 name 을 지정

➔ M30_KALSS

Digital, Analog, Mixed 공통사항

• GDS 이름도 TOP 셀 name 을 사용해야 함

➔ M30_KALSS.gds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신청 정보 상세 탭

또는 211.107.221.110 



◆

◆ 모든 팀이 해야 하는 일

◆ 웨이퍼 제작 후 칩 구분을 위해 삽입

◆ M1과 PC 레이어를 겹쳐서 그린 후 LOGOBND 레이어로 덮어주어야 함

주의 : 어떠한 메탈도 없는 빈 공간에 위치시켜야 함

◆ 위치 : 칩의 좌측 하단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 2022년부터
디자인 종류에 관계없이

설계자가 직접 로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함
연구원 교육에서 다룰 것임



◆

◆ 삼성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내용

◆ LOGOBND를 글자 에지에 붙이거나 너무 가깝게 처리하지 말 것

◆ 좌측 코너의 삼각 지역에는 위치 시키지 말 것

◆ 45도 degree 문제

◆ 빨간색 표시처럼 꺾지 말 것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로고에 너무 많은 에러들을
내고 있음!!



◆

◆ 그래서 로고 템플릿을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시켰음(2022년 1회차부터)

◆ 모든 설계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로고를 만들고 좌측 하단에 instance 하면 됨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수정 후 여기에



◆

◆ 그래서 로고 템플릿을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시켰음(2022년 1회차부터)

◆ 모든 설계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로고를 만들고 좌측 하단에 instance 하면 됨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대부분의 알파벳의 가이드도
준비했으니 참고

*** 2022년부터
디자인 종류에 관계없이

설계자가 직접 로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함
연구원 교육에서 다룰 것임



◆

◆ 패키지 팀이라면 필수 사항(선택 사항이 아님)

◆ 패키지 제작 후 칩 구분을 위해, 총 7개의 핀을 할애

◆ 랩실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하고자 하는 팀들은 칩 코드 안해도 되고, MPW 신청 시 No Package로 신청하기를 권장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001101(13)번을 나타냄

pad1

pad2

pad3

pad4

pad5

pad6

pad7MSB

LSB

REF

1

2

4

8

16

32

PDVDD

PDVSS

PDVSS

PDVDD

PDVDD

011100(28)번을 나타냄

REF

1

2

4

8

16

32 PDVSS

1번은 REF이므로 계산X 1번은 REF이므로 계산XPDVDD



◆

◆ Half 칩의 경우 지정 위치

◆ Type A : 좌상단 7개 할애

◆ Type B : 우하단 7개 할애

◆ 디지털 디자인의 경우, 주어진

tdf를 수정 없이 사용하되

Gate level netlist 에 반영하여 칩 코드처리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Half_A Half_B

양쪽으로 50um씩
벌려서

100um 떨어지도록
구성

IO 는
100um 거리와

패키지 룰에 의해
위, 아래 각각
8개씩 Disable

좌상단
7개

우하단
7개

Half 타입도 tdf가 주어져 있으니, 
수정없이 사용할 것



◆

◆ 문서는 화면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evince 명령을 사용해도 되고, acroread 명령을 사용해도 됨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

◆ MPW 설계자 선정 후 설계 설명회 VoD 시청을 15일 이내에 해야만 MPW 선정이 확정됨

◆ 홈페이지를 교수 아이디로 로그인 → MPW → 참여 회차로 입장

◆ 연구원이 진행하는 VoD는 필수 + 삼성 엔지니어의 분야별 VoD 총 4가지 중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 시청이 필요

◆ 기간 내에 듣지 않으면 MPW 선정 박탈 및 DROP 

◆ 클라우드 밖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위반이므로 적발시 MPW 선정 박탈 및 DROP 처리 예정

◆ 특히 산학 과제를 했던 팀들 주의

◆ 산학 프로젝트와 IDEC MPW와는 완전히 다른 채널임

◆ NDA 작성시 기재하는 이메일 주소

◆ 작성자의 실수로 이메일을 못 받았을 때의 불이익은 온전히 본인이 감수

◆ 반드시 본인이 주로 쓰는 메일을 기재할 것

◆ NDA 등록된 설계자가 해당 지도 교수의 학생인지 체크함

◆ 아니라면 해당 팀 MPW 선정 박탈

◆ 해당 지도 교수가 MYIDEC에서 학생 등록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공정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클라우드 서버 구성 및 사용 방법



클라우드 서버 구성도

PC 설계 계정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에서 기재한
고정 ip 주소만 원격 접속 가능

방화벽
모든 네트워크 차단

사용자 PC만 원격 허용

사용자 홈디렉토리에
PDK와 툴 설치

백업 서버

한 회차가 종료되면
백업을 할 파일들을
설계자가 압축하여

업로드 후 추후 다운로드



설계 기본 데이터 업로드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에서 기재한
고정 ip 주소만 ftp 업로드 가능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에서 기재한
고정 ip 주소만 원격 접속 가능

유저 PC

백업 서버

설계 서버

143.248.231.253 또는 211.107.221.110 



• 아래 내용 확인 후 진행. 업로드는 00_Basic_source_data 폴더에 할 것

• 파일 용량은 10GByte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올릴 것

• 압축 해제한 후의 용량까지 고려했을 때, 클라우드 계정 하드 크기보다 작아야 함

설계 기본 데이터 업로드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및 ID, PW 확인
MY PAGE 에서 고정 ip 주소 기재

아이덱 서버 관리자의 승인 절차 후, 아래 접속이 가능 업로드 위치

기재된 PC만 접속 가능

xxxx
xxxx

또는 211.107.221.110 



• 계정 확인

클라우드 계정 확인 및 접속

• 계정 접속 및 PW 변경 : MobaXterm 사용

xxxx

xxxx

비번 입력



• 접속 완료 모습

클라우드 계정 확인 및 접속



• passwd 명령 사용

클라우드 계정 확인 및 접속

BAD : 너무 짧음

진행방식
현재의 비밀번호를 넣음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음
새로운 비밀번호 확인(동일하게 입력)

BAD : 알파벳 위주로 구성

BAD : 그전과 비슷

오류가 나오지 않게 진행할 것



• 케이던스 라이선스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는 일을 해야 함

• 사전에 필요한 정보는 2가지

• 계정의 접속 HOST 주소

• 계정의 hostname

클라우드 계정 확인 및 접속

xxxx

xxxx



• 앞서 확인한 2가지 정보를 가지고, 케이던스 라이선스를 내 클라우드 환경에 열기

• 아래 그림 참고

클라우드 계정 확인 및 접속

2020

2020



• 앞서 확인한 2가지 정보를 가지고, 케이던스 라이선스를 내 클라우드 환경에 열기

• 아래 그림 참고

클라우드 계정 확인 및 접속

랩실에서 사용할 머신들의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을텐데, 
앞서 확인한 2개의 정보를 이곳에 추가하면
클라우드에서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음



• 백업 서버의 00_Basic_source_data 폴더에 올린 파일을 본인 설계 계정에 다운로드

설계 기본 데이터 다운로드

백업 서버 설계 계정

ID :   (기입)
PW :  (기입)

접속 되면 bi 명령 후 00_Basic_source_data 폴더로 가서
get, mget명령으로 다운로드

xxxx
xxxx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 수행

또는 211.107.221.110 



• CSHRC 폴더와 NDA별 PDK 가 준비되어 있음

• 현재의 예시는 mixed 팀
• Analog 설계팀은 pdk_analog 만 준비되어 있을 것

• Digital 설계팀은 절대경로 /S28_dk 폴더를 확인할 것

기본 계정의 모습

홈디렉토리에
아날로그 pdk 가 보임

절대경로 /S28_dk 폴더가 있음
마운트 되어 있음



• CSHRC 폴더
• ls –al 명령으로 확인해보면 /tools/CSHRC 가 링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내용 확인
• 각 툴별 cshrc파일과 벤더별 통합 cshrc 파일이 존재하니, 그냥 source 할 것. 수정을 하고 싶다면 본인 home 디렉토리로 copy한 뒤에 진행할 것

• cadence.cshrc 파일은 삼성 공정 전용은 아님. 참고만 할 것.  삼성 전용 cshrc파일은 뒤에 소개될 예정

• 주의 : CSHRC 폴더로 들어갔다면, 홈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cd ~>명령을 사용해야 함

• cd .. 명령을 내리면 /tools 로 가기 때문

기본 계정의 모습

cadence.cshrc
많은 cadence 툴을 포함

synopsys.cshrc
많은 synopsys 툴을 포함



• pdk_analog 폴더
• 본인 계정으로 Copy 하는 것이 아님

• 그냥 두고, 설계시 Reference 하는 것임

• CADENCE_Env :  삼성 CADENCE 실행 환경. 

이 폴더 안에서 virtuoso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 폴더만 원하는 경로 어디든 copy 해서 툴 실행에 사용해도 됨

• 문서 : SS_guide 폴더에 가면 설계 설명회 때 발표했던 파일 확인 가능

기본 계정의 모습



• pdk_analog/CADENCE_ENV 폴더를 홈 디렉토리로 copy 한 뒤 해당 디렉토리로 진입

설계 환경 구성 방법

툴 실행 예 2-1 : LVS 를 하려면 툴 실행 예 2-2 : PEX 를 하려면

툴 실행 예 1 : Schematic, Layout, Sim, DRC 검증까지 하려면

홈 디렉토리로 copy



• Virtuoso Library Manager 

설계 환경 구성 방법

모든 library가 자동으
로 물려 있음

Rf 소자들

Category 에서
DoNotUse 제외하고
모두 사용 가능

FULL, Half 칩 등
본인의 경우에 맞게
선택 사용



• 디지털 Standard Cell 을 위한 analog symbol 제공

설계 환경 구성 방법

클라우드의 /S28_dk폴더 아래에 있는
sc/9t/base_rvt_c130/ln28lpp_sc_9t_base_rvt_
c130_FE-Common_sec190802_0203 폴더를
설계자가 자체적으로 경로만 등록하면 됨

• 디지털 IO Cell 을 위한 analog symbol 제공
클라우드의 /S28_dk폴더 아래에 있는
io/1p8v/ln28lpp_gpio_1p8v_FE-
common_sec190321_0300/SYMBOL 폴더를
설계자가 자체적으로 경로만 등록하면 됨

base_rvt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용 가능

gpio이외에도 power 용 io셀
사용 가능



• Stream In 방법

설계 환경 구성 방법

1

2

3

4

5

6



• Model Library Setup
• SCS 설정

• pdk_analog/Spectre_S00-V1.4.6.2  폴더

• LNR28LPP_Spectre.lib 파일을 선택하면 되며, section 은 상황에 맞게 선택

• Monte Carlo 가능

설계 환경 구성 방법

LNR28LPP_Spectre.lib 



• BEOL stack : 7U1x_2T8x_1UTM_LB

• Mask Levels
• M1-M7 + IA + IB + OI + LB

설계 환경 구성 방법

M1-V1-M2-V2-M3-V3-M4-V4-M5-V5-M6-V6-M7-YX-IA-XA-IB-JQ-OI-VV-LB
붉은색 : VIA

UTM

• 아날로그는 LB 까지 사용 가능

• 디지털은 IB 까지 사용 가능
• 예제 스크립트에 이미 설정되어 있음



• 사용 가능한 layer 
• 딱 3가지

• drw

• 패턴 그릴때 사용

• Exclude

• Auto dummy 방지

• Label

• Layout 에 글씨를 쓸때

• Pin 사용 하지 말것

• TEXT drawing 사용하지 말것

설계 환경 구성 방법

Exclude 를 너무 크게 둘러치면
다른 모든 팀에 영향을 심각하게 줄 수 있습
니다
정말 exclude 가 들어가야만 하는 부분에
국부적으로 조그맣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칩의 1/4 인 1x1 mm 정도의
크기로 둘러 버리면
전체 MPW 공정이 멈춰버릴 겁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불가능한 Layer ?

• 앞 장들에 설명되어 있는 레이어들만 사용 가능

• Nondesign Mask Levels는 삼성에서 절대 공정으로 만들어줄 수 없음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정말 주의할 것

• 특히 산학을 했던 팀들 주의할 것

• 위 내용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든 디자인을 수정해야 할 수 있음

• 앞장들에 설명되어 있는, 주어져 있는 레이어들만 이용해서 디자인 할 것



• 칩 가드링은 최외곽에 오직 한 개여야 함!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일단 해당 GDS는 수정 해주셔야 합니다.
1개의 GDS로 그리실 경우CHIPEDGE와 GUARDEDGE 및 saling부분이 chip 전체를 define 
하도록 drawing 해주셔야 합니다. DP 진행 시 chip edge 및 GUARD edge기준으로 rule
이 적용되며, 보내주신 DB의 경우 shrink 진행 시 에도 문제가 됩니다. 
4개 block을 따로 가져가시려면, GDS 분리 하셔서 floorplan에 재배치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 후 DRC도 재 진행 바랍니다. 주신 list에 해당 건 으로 인한 신규 error 항목이 많이
있어 수정 후 몇몇 error는 Clear 되오니 그때 review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에 MPW중 현재 문제와 동일한 건으로 문제되었던 GDS로 수정한 건으로 참고>



• Layout & Calibre 설정
• Layout Export

설계 환경 구성 방법

csmob 셀

Origin : (0,0)
Q 눌러 Parameter 탭에서

(4000,4000) 크기 지정



• Calibre DRC 진행
• Rules 탭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예 : DRC 추가 입력

클릭

폴더 찾아가기

클릭



• Calibre DRC 진행
• Inputs 탭

설계 환경 구성 방법

클릭

클릭

확장자 gds로 변경 요망



• Calibre DRC 진행
• Run Control 탭 설정 후 Run DRC

설계 환경 구성 방법

빠른 실행을 도와줌

클릭



• Calibre DRC 에러에 대한 가이드
• 삼성 IDEC MPW는 에러에 대해서 타 공정에 비해 유연함

•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 Waive(에러 skip)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 일단 설계자는 에러들에 대한 waive 요청을 하는 것이고

삼성이 확인한 뒤, 가능한 것들만 수용해주는 것이다

•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에러들이 있다. 

• 다음 장부터 자세히 확인할 것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게이트 관련한 에러는 절대로 DRC waive가 허용되지 않음 !  무조건 고쳐야 함! 

• 예1) ACLV 104
• 게이트(PC)를 보호하기 위한

더미 폴리가 주위에

있어야만 함

• 예2) 107 
• 게이트(PC)와 게이트를

감싸는 PCCRIT레이어는

세로 방향 이어야만 함

• 그 외 게이트 관련한

에러들도 waive 절대 안 됨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45 degree DRC 에러와 동그란 패턴은 절대로 DRC waive가 허용되지 않음 !  무조건 고쳐야 함!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위 그림들처럼
동그란 패턴도 안 됨

공정 진행이 안되니 주의 !!



• Layout 을 그리는 과정에서 Grid 에러나 minimum space에 대한 기본 룰은 지켜야 함

• 상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설계자가 기본 drawing에 대한 룰을 어겼음에도
그냥 디자인을 제출함

결국 삼성에서 수정하라는 답을 함



• WAIVE 하고 싶은 에러들은 에러 사유서 양식에 기재해야 함

• 작성 후, IDEC 홈페이지의 MYIDEC -> 회차에 가서 업로드할 것

• 해당 문서는 추후 삼성과의 협의 시 매우 중요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양식에 작성하지 않았음
이의숙 책임님이 제출전에 보내는

이메일에 양식이 들어 있음



• Calibre LVS 진행

• 룰 파일
• 아래 경로와 빨간색 박스에 표시된 파일이 룰 파일임

설계 환경 구성 방법

LVS, ERC 진행에 중요한 파일 : 다음장

룰파일



• Calibre LVS 진행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이 파일을 source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실제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파워 넷의 이름을 기재하는데, 

그래도 ERC 에러가 나오는 경우
본인이 무조건 통과시켜야만 하겠다면 다음 장 참고

PRIMARY로 설정한 뒤 사용할 것

LVS시 파워 넷 선언
그림처럼 아무런 선언을 하지 않으면

ERC 에러가 나오게 됨. 



• Calibre LVS, ERC 진행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예시로
PWR11에 VDD로 기재
GNDS 에 VSS로 기재

나머지는 사용은 안 하지만,
보이는 대로 기재해야 함

실제로는
본인의 디자인에 사용한
파워넷의 이름을 기재

예) vdd, vss



• Calibre LVS, ERC 진행

설계 환경 구성 방법

schematic 과 layout 에서
모든 전압의 port 를 만들어
줘야 한다.
실제로 사용은 PWR11 과
GNDS 만 하더라도
모두 만들어줘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한 뒤에
sourceme_asic 파일 수정한 뒤
아래처럼 실행해야 ERC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Calibre PEX 진행 시 유의사항

설계 환경 구성 방법

Lvs 때와 마찬가지로 pex 때도
아래 2가지 사항은 동일하게
해야 함



• Calibre PEX 진행 시 유의사항

• S28 공정의 Calibre PEX 시

Extraction Mode 를 xACT 3D 로 선택해야 함

설계 환경 구성 방법

Calibre PEX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 페이지부터 안내



• Calibre PEX 진행 방법

설계 환경 구성 방법

툴 구동 방식

새롭게 터미널을 열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음
같은 폴더내에 있는 sourceme_lvs.cshrc와 동일한 변수들이 많아서
오동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툴 실행 후
Calibre PEX를 진행할 cell의 Layout View를 Open



• Calibre PEX 진행 방법 -1

• Open 한 Layout 창에서 Calibre PEX 실행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Calibre PEX 진행 방법 -2
• Calibre PEX 창에서 Inputs 메뉴 선택

• Layout 탭에서 Export from layout viewe와

Netlist 탭에서 Export from Schematic viewer 를 체크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Calibre PEX 진행 방법 -3
• Calibre PEX 창에서 Rules 메뉴 선택

• PEX Run Directory(PEX 결과 저장폴더) 선택
• 원하는 위치로 선택 또는 Path 작성

• 없는 폴더면 자동 생성됨

• PEX Rules File 선택
• ~/pdk_analog/CalibreLVS_S00-V1.4.6.0/LVS 폴더에 있는 lnr28lpp.lvs.cal 파일 선택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Calibre PEX 진행 방법 -4
• Calibre PEX 창에서 Outputs 메뉴 선택

• Extraction Mode를 기존 xRC에서 xACT 3D로 변경

• 반드시 xACT 3D로 변경한 후 진행
• S28공정의 Calibre PEX Rule은 xACT 3D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Accuracy는 200 또는 600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

• 정확도의 차이이며, 600이 200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됨

• Netlist 탭 선택 후 Format을 CALIBREVIEW로 변경

설계 환경 구성 방법

Accuracy 는
200 또는 600 중

원하는것으로선택



• Calibre PEX 진행 방법 -5
• Calibre PEX 창에서 Setup → PEX Options 선택하여 PEX Options 메뉴 활성화

• PEX Options 메뉴 선택한 후 Include 탭 선택

~/pdk_analog/CalibreXRC_S00-V1.4.2.0/tcad/7U1x_2T8x_1UTM_LB 폴더의 확장자가 .FS 인 여러 파일 중 원하는 것을 선택

기본은 nominal.FS 임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Calibre PEX 진행 방법 -6
• 설정 완료 후 Run PEX 실행

• PEX 완료 후 Calibre View Setup 창이 자동 Open 됨

※ 주의 사항

MOS 소자에서 fingers 를 2 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

Calibre View Setup 창에서 Reset Properties 란에 n=1 을 추가로 작성

ex) 

• Calibre view Setup 완료 후 OK 하면 Calibre View 생성됨
• 생성된 Calibre view를 Open 하여 문제없는지 확인할 것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절대경로 /S28_dk 폴더에 들어 있음

• 매우 큰 용량이므로 홈 디렉토리에 복사할 수 없음

설계 환경 구성 방법

오직 2개 폴더만 홈 디렉토리로 복사 가능



• mc 폴더 = 메모리 컴파일러

설계 환경 구성 방법

7가지의 메모리 지원, batch_script 폴더에서 메모리를 생성할 수 있음

메모리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함



• Example 폴더

• 클라우드에서 절대 경로 : /S28_dk/example 폴더

• 디지털 설계의 처음부터 끝 까지를 포함하는 스크립트와 교육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

설계 환경 구성 방법



• Example에 대한 VoD시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

설계 환경 구성 방법

Hierarchical_Demo 시청방법



설계 환경 구성 방법

해당 셀이 사용되면서
아무런 pattern 이 없는

단계에서도 나오는 에러는
무시 가능 ➔ 머지 후에 없어짐



DB 제출 안내



• 제출 위치 반드시 확인할 것

DB 제출 안내

공정 Full custom Semi custom 제출 위치

FTP 업로드파일

1.GDS file

2.DRC summary file

3.LVS report file

4.Check List(제출은 불필요함.)

5.설계회로설명서

6.DB_error_사유서(error 발생시 제출)

1.Design 작업 Directory의 압축

(P&R Library 디렉토리, PAD를 포함한 Top Verilog N

etlist, Pad좌 표 파일,tech file)

2. GDS file

3. DRC,LVS,STA report file

4.Check List(제출은 불필요함.)

5.설계회로설명서

6.DB_error_사유서 (error 발생시 제출)

다음 페이지 안내 대로 진행.

클라우드 계정에서 아래 서버에 FTP로 접속 및 제출

(143.248.231.253)

제출 폴더 : 01_DB_auto_verification 

아이덱 홈페이지 교수 아이디로 로그인

MYIDEC → MPW → MPW 설계회차 → DB제출탭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samsung/L65/Full_custom/checklist_for_L65_Full_re01.doc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hynix/DB_error_report.zip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samsung/L65/Full_custom/checklist_for_L65_Full_re01.doc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hynix/DB_error_report.zip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 설계자가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면, IDEC 서버에 업로드 (01_DB_auto_verification 폴더)

• 최종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DRC 결과를 확인

• 디자인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디자인에 적용

• 디지털 셀 Merge 기능 on, off 기능

• DRC 종료 후에 본인이 NDA 에 작성한 이메일 계정으로 DRC 완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IDEC 서버에 업로드= 최종 제출
최종 DRC 결과도 받아보게 하여 설계자에게 편의성 제공



• 다시 한번 강조

• 하지만, DB 제출 기간이라면 설계 중간이라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미리 검증해볼 수 있
음

• top 셀 이름을 지키는 것이 권장이지만, 중간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top 셀 이름이
아닐 테니 이름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음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IDEC 서버에 업로드= 최종 제출
최종 DRC 결과도 받아보게 하여 설계자에게 편의성 제공



• Db 검증 후 결과 파일

• 머지된 gds 를 설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님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리 머지까지 자동으로 해보고, 그 결과 파일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음

• 결과 확인
• Digital 디자인

• ICC2 에서 drc result 파일을 읽어서 Error browser 에서 확인해야 함

• Mixed 디자인
• Calibre RVE 를 통해 drc result 파일을 읽어 확인해야 함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DB 제출 탭

Layout사진
에러 사유서
중간 보고서
업로드 필수

* 최종 현황으로 수정해야 함 *

* 최종 현황으로 수정해야 함 *



◆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DB 제출 탭

Layout사진
에러 사유서
중간 보고서
업로드 필수 또는 211.107.221.110 



◆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교수 아이디로 아이덱 홈페이지 접속 후
MY PAGE → MPW 신청내역 → 회차 선택 → DB 제출 탭

xxxxx

• 모든 디자인은 ID 를 이용하여 TOP 셀 name 을 지정

➔ M30_KALSS

이 TOP 셀 name 체계대로 하지 않으면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이 RUN 되지 않음

• GDS 이름도 TOP 셀 name 을 사용해야 함

➔ M30_KALSS.gds

안내된 gds이름대로 하지 않으면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이 RUN 되지 않음

또는 211.107.221.110 



Digital Cell based  팀 : gds 추출



◆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TOP 셀의 이름은 M33_xxxxx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함

터미널에서 make write_data 명령을 통해 outputs_icc2 폴더에 결과물들이 나옴

write_data.gds.gz 의 압축 해제 해야 함
압축해제 명령어

gzip –d write_data.gds.gz 



Mixed design 팀 : gds 추출



◆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해당 top cell 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DRC를 돌리거나, Export 를 해서 gds 파일 추출

Top cell 이름을 본인 마음대로 한 상태에서
gds 를 뽑은 뒤

mv 명령으로 파일 이름만
$(권장 top cell).gds 로 바꾸면

DB 검증 자동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생시킴

Top cell 이름

이 layout을 열어서 DRC를 돌리거나, Export 수행해야 함
Export 방법은 다음 장에 설명되어 있음



◆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Export 방법 : 오른쪽 그림 참고

Top cell 이름을 본인 마음대로 한 상태에서
gds 를 뽑은 뒤

mv 명령으로 파일 이름만
$(권장 top cell).gds 로 바꾸면

DB 검증 자동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생시킴

본인 팀 번호와 로고에 맞게 셀 name 을 만든 뒤
그 셀을 이용하여 뽑아야 함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구동 방법



• 1. 설계 계정 터미널에서 직접 firefox 를 실행하여 IDEC 홈페이지를 교수 아이디로 로그인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필독!!

버튼을 조금 있다가 누를 것이니
firefox 창을 닫지 말고 잠시 대기



• 2-1. GDS 파일 업로드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xxxxx

01_DB_auto_verification 
폴더 확인

최종 gds 파일이 있는 곳에서
ftp 명령 실행

입장

DB 제출서를 등록한 뒤 비밀번호 확인

중요!!!  GDS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이 곧 최종 디자인

제출이다
<gds 파일>

업로드

또는 211.107.221.110 



• 2-2. DRC, LVS report 파일 업로드
• 01_DB_auto_verification 폴더에 gds 파일과 같이 업로드 하면 됨

• 본 과정은 최종 디자인 제출을 위한 과정이므로, 설계 중간에는 하지 않아도 됨

• 최종 디자인 gds 를 업로드 할 때 꼭 올리면 되겠다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공정 Full custom Semi custom 제출 위치

FTP 업로드파일

1.GDS file

2.DRC summary file

3.LVS report file

4.Check List(제출은 불필요함.)

5.설계회로설명서

6.DB_error_사유서(error 발생시 제출)

1.Design 작업 Directory의 압축

(P&R Library 디렉토리, PAD를 포함한 Top Verilog N

etlist, Pad좌 표 파일,tech file)

2. GDS file

3. DRC,LVS,STA report file

4.Check List(제출은 불필요함.)

5.설계회로설명서

6.DB_error_사유서 (error 발생시 제출)

다음 페이지 안내 대로 진행.

클라우드 계정에서 아래 서버에 FTP로 접속 및 제출

(143.248.231.253)

제출 폴더 : 01_DB_auto_verification 

아이덱 홈페이지 교수 아이디로 로그인

MYIDEC → MPW → MPW 설계회차 → DB제출탭

01_DB_auto_verification 폴더에
gds 뿐만 아니라

DRC, LVS report 파일도 업로드 가능

또는 211.107.221.110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samsung/L65/Full_custom/checklist_for_L65_Full_re01.doc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hynix/DB_error_report.zip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samsung/L65/Full_custom/checklist_for_L65_Full_re01.doc
http://idec.kaist.ac.kr/2002-idec/chip/hynix/DB_error_report.zip


• 3. DB 파일 제출 버튼 클릭 &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실행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01_DB_auto_verification 
폴더의 내용이 보임

내가 검증할 GDS파일 선택
최종이라면, 

본인 디자인의 Top Cell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

Analog 디자인은 미사용 선택
Digital, mixed는 사용 선택

클릭

필독!!

NDA를 맺은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이 보임

설계 중간이라면 Top Cell 
Name 을 수정해도 됨



• 3. DB 파일 제출 버튼 클릭,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실행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기입한 이메일로 결과 송부

창을 닫지 않고
기다리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음



• 3. DB 파일 제출 버튼 클릭,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실행

• 수신된 이메일 내용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설명 정독할 것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면

gds 가 담고 있는 top 셀 이름과
검증 창에 기입한 top 셀 이름이 다른 것



strmIn.PIPO 파일의 최하단 확인

• 4. 결과 확인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본인 설계 계정에서
다운로드 한 파일의 압축 해제처음에 gds 를 올렸던, 

01_DB_auto_verification 
폴더 입장

압축파일 get 명령으로
다운로드

에러가 0인지 확인
문제가 있다면

Top cell 이름이나
GDS 파일명이 잘못되었던 것

bye 명령 입력 후
본인 설계 계정 상태

또는 211.107.221.110 



• 4. 결과 확인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1. 디자인 열고 icc2_shell 에서 아래 명령 입력

디지털 디자인
2. 오른쪽 그림처럼 Error Browser 를 통해 확인

에러 이름 자동생성됨

생성된 에러 이름 / 
third party 선택



• 4. 결과 확인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TOP_CELL.results파일

클릭Mixed 디자인



• Known Error 
• 디지털 셀에서 나오는 아래 에러들은 무시 가능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GRESD
GR999

GRGUARD…
GRESD .. 



• Hierarchical Design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위 2개 명령 수행 전, 후
서브 모듈에 Filler 까지 보임

write_data 단계에서만
View 를 바꿔서 gds 뽑는다



• S28 은 메모리 머지도 가능

DB 검증 자동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

01_DB_auto_verification 
/Digital_memory_spec

이라는 폴더에 메모리 spec파일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머지해 줌



사전 머지 및 최종 데이터 백업



• 설계를 클라우드로 진행하지만 사전 머지는 기존과 같이 운영합니다

•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Standard 셀, IO 셀, 메모리를 사용한 분들은 IDEC에서 머지를 진행

• 일정 및 진행 방식

• 머지를 제출일보다 미리 진행하여 DB 제출일에 최종적인 DB 를 제출

• 여러 팀을 한꺼번에 진행

• 머지 일정 :  DB 제출일 기준 1주일 전 시행(예. 7월 19일 DB제출인 경우 7월 12일 시행)

• 머지 내용 : 

• 팬텀셀인 Std 셀, IO 셀, 메모리를 Real GDS 로 교체

• Mentor DRC, LVS 수행

• <DB 제출 지연>에 대하여 타이트하게 진행됨을 인지하고 일정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머지



• 회차가 마무리 되면 설계했던 계정을 모두 삭제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자가 직접 최종 결과 파일 파일들을 압축한 뒤 서버로
업로드 합니다

• 추후 공지를 메일을 받으면, ftp를 통해 개인 Window PC 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설계 계정 공간 전부를 압축하는 것 안 됨

백업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유저 PC

백업 서버

설계 서버백업 시점은
DB 제출 후 1달 후이며
메일로 공지를 할 예정



• 업로드

• 다운로드
• 추후 공지 시, 본인 pc 에서 동일한 계정 정보로 접속하고 02_Backup 폴더에서 다운로드 함

백업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ID :   (기입)
PW :  (기입)

접속 되면 bi 명령 후 02_Backup 폴더로 가서
put 명령으로 업로드

xxxx
xxxx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 수행

또는 211.107.221.110 



모든 정리가 끝나면

클라우드에 보냈던
cadence 의 라이선스를 해제해야 함

이곳에 추가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의 정보를 삭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추후 공정 진행시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함

2020

2020



감사합니다.
Thank You

IC DESIGN EDUCATION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