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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애플리케이션 노트는 Gateway에서 스키매틱 설계로부터 
프로세스 코너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상은 Gateway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캡처한 5단계 전류 결
핍 VCO입니다. 스키매틱으로부터 SPICE 넷리스트를 생성
한 후, 1.8V 0.18um UMC 공정으로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구성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입력 및 출력 전압의 변화를 
플로팅하기 위해 과도 분석을 설정합니다. SmartSpice가 첫 
번째 과도 분석을 실행한 다음, 두 번째 및 세 번째 프로세스 
코너로 전환하여 시뮬레이션을 완료합니다. 여기서 22개의 
Berkeley Bsim3v3 트랜지스터와 1개의 저항을 사용합니다. 

캡처 및 넷리스트 
그림 1은 PMOS 소자 중의 하나에 대한 인스턴스 속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인스턴스 속성 데이터는 n형 및 p형 소자
에 대해 이러한 대화 상자에 입력합니다. 그림 1에서 
MNAME은 P로 설정합니다. MNAME은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 이름의 SmartSpice 속성입니다. 모델 파일은 p형 소
자에 P를 사용하므로, 스키매틱에서 인스턴스가 일치하도
록 설정합니다. 그 다음, MNAME은 소자의 인스턴스를 
SPICE 모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n형 소자에 사용하
는 모델은 N이므로, 스키매틱의 모든 nmos 소자는 
MNAME에 대해 해당 모델을 표시합니다. 

스키매틱 기반 
프로세스 코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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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스턴스 속성 대화 상자

그림 2는 완성된 VCO 스키매틱를 나타냅니다. 다음 단계
에서 도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스키매틱
에 이상이 없으면 Gateway로 SPICE 넷리스트를 생성합니
다. 그림 3은 .net 파일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이 넷리스트 
파일은 SmartSpice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입력 데크 파일
의 세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입력 데크의 나머지 두 
부분은 다음 절에서 논의합니다. 

그림 2. VCO 스키매틱 그림 3. SPICE 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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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어 파일 

사전 시뮬레이션
넷리스트를 생성한 후, 다음 단계는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력 데크 파일의 나머지 두 부분은 제
어 파일과 크로스 프로브 구문입니다. 제어 파일은 시뮬레
이션을 실행할 항목과 실행 방법에 대한 SPICE 설명을 모
두 포함합니다. 크로스 프로브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로팅하기 위한 구문을 포함합니다. 

제어 파일 (그림 4)에서 과도 분석의 지속 시간을 15us로 
지정합니다. 또한 SPICE 옵션을 추가하고, 스키매틱에 없
다면 전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로에 대해 
PWL 입력을 정의합니다. 이제 모델 정보를 추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코너가 실행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파일 형식
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LIB 구문을 사용하여 
UMC 파일을 선택하면, 실행할 첫 번째 코너가 선택됩니
다. 이 경우 SS 즉, Slow/Slow 사례가 먼저 선택됩니다. 그
림 5에서 라이브러리 파일과 코너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상자를 나타냅니다. 

그림 5. SPICE 라이브러리 및 코너 대화상자 

그림 6. 코너 정보가 있는 제어 파일 

이제, 제어 파일에 이 프로세스 코너에 대한 SPICE 모델을 
링크하는 .LIB 구문이 있습니다. .ALTER 구문을 사용하
여, .ALTER 구문과 .END 구문 사이 또는 다음 .ALTER 구문
의 시작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다시 실행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프로세스 코너 사이의 
변경뿐 아니라, 행렬과 파라미터 데이터의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Typical\Typical) 및 세 번째 (Fast
\Fast) 코너가 시뮬레이션을 위해 추가됩니다. 그림 6처럼 
파라미터 값을 실행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ateway를 시뮬레이션 모드로 설정하고, VCO
의 입력 및 출력 노드가 시뮬레이션 실행 시 실시간으로 플
로팅되도록 선택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실행될 때, 출력 파
형이 그림 7과 같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7. 결과 파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