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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근 몇 년간, Verilog-AMS 하드웨어 표현 언어 
(Verilog-A)는 아날로그, 혼합 신호 설계에 널리 사용되었
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EDA 기업은 Verilog-A
용 시뮬레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바코는 몇 년 전 
SmartSpice에서 Verilog-A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
다. 최근 SmartSpice의 Verilog-A 파서가 일부 개선되었
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및 프로젝트 관리의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이를 자세
히 소개합니다. 

파일 관리 개선 
SmartSpice에서 Verilog-A 파서는 사용자의 소스 코드를 
처리한 후 일부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원래 이런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저장되었습니다. 입출력 파
일이 같이 있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martSpice Verilog-A 파서
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Verilog-A 파서가 프로젝트 파일 
위치에 디렉토리 트리를 생성하여, 모든 결과 파일을 이 디
렉토리에 기록합니다. 디렉토리 트리는 그림 1과 같이 생성
됩니다. 

(VERILOGA): Compiling file ............. ‘D:\test_case\
laplac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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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렉토리 트리 패턴 

그림 2. 디렉토리 예제 

예를 들어, project file=./test.in, Verilog-A Parser 
version=1.6.19.R, S_MACHINE=x86-nt의 경우  
Verilog-A 파서는 그림 2와 같은 디렉토리 트리를 생성합니
다. 이 디렉토리 트리에서 입출력 파일이 분리되므로, 
Verilog-A 파서에서 생성한 결과 파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
습니다. 

Verilog-A 파서 결과의 재사용 
SmartSpice에서 Verilog-A ("SCI" 외의 모드)로 작성된 파
일을 발견하면, Verilog-A 파서가 파일을 처리하고 
SmartSpice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공유 라이브러리를 생성합
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에
서 변경되지 않은 Verilog-A 파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시간 낭비입니다. SmartSpice에서 공유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Verilog-A 소스 
파일과 그 종속 파일이 바뀌지 않았다면, 전에 이 파일로부터 
생성된 공유 라이브러리는 파서로 전처리할 필요없이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erilog-A 파일은 Verilog-A 파서에
서 한 번만 처리하면 되고, SmartSpice에서 그 결과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SmartSpice 출력 메시지를 통해 파일 처리에 Verilog-A 파
서를 사용하는지 또는 이전 결과를 재사용하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Project File Directory
|

SimucadVLG
|

Verilog-A Parser Version Number    
|     

Platform name (set by ‘S_MACHINE’)                                              

./test.in
|

SimucadVLG 
|

1.6.19.R
|

x86-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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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ce.va" 파일을 Verilog-A 파서로 처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다음 메시지는  

(VERILOGA): Using existing model(s) from ‘D:\test_
case\laplace.va’.

이전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lapace.va"를 파서에
서 처리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독립 Verilog-A 파서 

과거에, Verilog-A 파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
다. 그것은 단지 SmartSpice의 모듈이었으며, 
SmartSpice에서만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Verilog-A 버전은 SmartSpice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의 SmartSpice에서, Verilog-A 파서는 SmartSpice
에서 호출하거나 또는 별도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
니다. 따라서 SmartSpice를 사용하지 않고 파서만 실행하
여 Verilog-A 파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파서가 생성한 공
유 라이브러리는 SmartSpice가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버전의 Verilog-A 파서가 출
시되면, 파서만 설치하면 되고 SmartSpice는 변경할 필요
가 없으므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Verilog-
A 파서는 하나의 명령줄로 여러 개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셸 명령어는: 

> veriloga –l *.va -vcc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모든 Verilog-A 파일을 처리하며, 
이는 강력하고 간단합니다. 

명령줄에서 Verilog-A 파서를 실행할 때 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Verilog-A 파서에서 생성한 로그 파
일 내에 오류 디버깅에 관하여 특히 유용한 정보가 있으므
로, "-l"을 항상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윈도우에
서 환경 매개 변수 "LIBVLG_PATH"가 설정되지 않은 경
우, “-libvlgpath" 옵션을 사용하여 윈도우 C 컴파일러가 
libVLG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를 정확하게 지
정해야 합니다. 셋째, 옵션 "-f"는 입력 파일 이름을 대체
하는 모든 메시지에서 표시되는 파일 이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명령어는 

>veriloga –l .\test\example1\example.va
–f example.va –cc

표시된 모든 메시지에서 "example.va"을 사용하여 ".\test
\example1\example. va"를 대체합니다. 이 옵션은 메시지 
길이를 줄이고 읽기 쉽게 합니다. 그러나 명령줄에 여러 개
의 입력 파일이 포함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martSpice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는 명령줄에서 "-
V" 옵션을 사용하여 Verilog-A 파서의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셸 명령어는 

>veriloga –V 1.6.17.R *.va –vcc

Verilog-A 파서 버전 1.6.17.R을 사용하여 파일을 처리합
니다. 지정한 버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ommand line –V “1.6.17.R” not found. 

이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은 1.6.15.R과 
1.6.13.R입니다. 

SmartSpice에서 Verilog-A 파일을 처리할 때, 
SmartSpice ModelLib 설정 파일에서 지정한 libVLG 라이
브러리에 해당 버전의 Verilog-A 파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
으면, SmartSpice 출력 창에서도 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버전 일치 요구 사항이 중요합니다. SmartSpice를 사용하
려면 libVLG 라이브러리 버전이 Verilog-A 파서 버전과 일
치해야 합니다. libVLG 라이브러리 버전은 ModelLib 설정 
파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SmartSpice는 정확한 버전의 
Verilog-A 파서가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므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Verilog-A 파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먼저 Verilog-A 파일을 처리하고 나
중에 생성된 결과를 SmartSpice에서 바로 재사용하려면, 
전처리를 수행하는 Verilog-A 파서의 버전이 SmartSpice
에서 사용하는 libVLG 라이브러리 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martSpice가 올바른 
Verilog-A 버전을 호출하여 해당 Verilog-A 파일을 처리
하므로, Verilog-A 파서 결과를 재사용할 이유가 없습니
다. 

결론 
본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SmartSpice의 Verilog-A 파서
에 대한 최신 변경사항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개선에 의해 
프로젝트 관리가 쉬워지고, 시뮬레이션 성능이 향상되며 사
용자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
항을 이해하면, 툴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완
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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