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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PCell (Paramaterized Cell)은 스크립트 언어로 프로그래밍한 
레이아웃 셀 생성기입니다. 각 PCell은 문자열, 부울 또는 숫자 
값 등으로 사전 정의된 파라미터 집합을 포함합니다. Expert 
환경에서 PCell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DRC 위반 없이 빠
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PCell을 사용하면 파라미터 값이 다
른 셀을 여러 번 인스턴스할 경우, 디스크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PCell은 PDK(Process Design Kit)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LSI 설계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 레이아웃 작업
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가 GDSII 형식을 통해 타 EDA 
벤더로 전송될 때, PCell은 PCell 기능이 없는 플랫 셀이 됩니
다. 레이아웃 툴이 변경된 경우, 이전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는 타사 툴로 만들어진 레이아웃 데이터를 Expert 레이아웃 에
디터로 변환하고, GDSII 형식을 사용하여 PCell 기능을 보존하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 변환의 기존 문제점 
스키매틱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EDIF 2 0 0 형식을 사용하여 
타 벤더의 스키매틱 데이터베이스를 Gateway 스키매틱 에디
터로 전송합니다. 한편, GDSII 형식은 타 벤더의 레이아웃 데
이터베이스를 Expert 레이아웃 에디터로 전송하는 데 사용됩
니다. 이 경우, GDSII 형식이 PCell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
로, PCell은 PCell 기능이 없는 단순 셀로 취급됩니다. 그림 1
을 참조하십시오. 

PCell 기능을 유지하며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 방법
을 Expert로 변환 
PCell 기능을 유지하면서 GDSII 형식을 사용하여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Expert로 가져오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
니다. 그림 2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GDSII를 내보낼 때, 원본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서 
GDSII의 셀 이름과 각 PCell의 파라미터 값을 포함하는 PCell 
정보 파일(A)을 출력합니다.
2단계 GDSII를 Expert에 가져옵니다. 

다른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Expert로 변환할 경우의 PCell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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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데이터베이스 변환 플로우 그림 2. PCell 기능을 유지하는 변환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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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DSII의 셀 이름, 셀 이름에 일치하는 PCell 이름, PCell
파라미터 값을 포함하는 PCell 정보 파일입니다. 레이아
웃 툴은 GDSII 아웃 옵션으로 이와 같은 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레이아웃 툴은 각 파라미터 값으로 셀 
이름을 갖는 GDSII를 출력합니다. 즉, GDSII 및 PCell 이
름의 셀 이름과 파라미터 값을 일치시키는 정보가 필요합
니다.

(B) 원본 PCell 코드와 호환되는 Lisa 스크립트 언어로 만든 
PCell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PCell은 각 레이아
웃 에디터에서 내장된 스크립트 언어에 의해 생성합니다. 
Expert의 PCell은 Lisa를 사용하여 생성합니다. 그림 3, 4
를 참조하십시오. Lisa는 최소한의 코드로 PCell 스크립트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 셀을 PCell로 변환하는 Lisa 스크립트입니다. Lisa는 (A)
의 파라미터 값으로 GDSII 및 PCell 이름과 일치하는 셀 
이름을 식별하여, Expert의 PCell로 셀 인스턴스를 자동으
로 대체합니다. 그림 5를 참조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타 
벤더의 PCell 정보에 대해 Lisa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
습니다.

그림 4. Lisa PCell 스크립트의 예 

그림 3. PCell 레이아웃의 예 

3단계 1단계에서 생성한 PCell 정보 파일(A)에서 셀과 파라미
터 값의 정보를 추출하여, 인스턴스화된 셀을 Expert에서 준비
된 PCell 라이브러리(B)의 PCell로 교체하는 Lisa 스크립트(C)
를 실행합니다. 

일반적인 GDSII 가져오기 절차와 달리, 다음 데이터가 본 절차
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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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셀 인스턴스를 PCell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Lisa 스크립트 

레이아웃 데이터의 변환 결과 
앞에서 설명한 기법을 사용하여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Expert에 전송할 경우, PCell은 PCell 파라미터와 함께 작동합
니다. 

그림 6은 GDSII를 Expert로 가져온 직후의 레이아웃을 보여
줍니다. "silvaco_demo_pcells_CMO-SP_50_25_2" 셀은 
PCell이어야 하지만, 속성창은 셀의 파라미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림 7은 1-3단계 실행 후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속성창은 "silvaco_demo_PCells" 라이브러리에서 
"CMOSP"라는 이름의 PCell을 참조하는 인스턴스를 나타내
며, "W", L", "G"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주의) 그림 6과 그림 7의 왼쪽 상단에 Finger=2의 PMOS 소자
를 선택합니다. 

그림 6. Lisa 스크립트 실행 전, 가져온 레이아웃

그림 7. Lisa 스크립트 실행 후, PCell을 포함한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 변환을 위한 PDK 개발 서비스 및 기술 
지원 
고객은 PCell 라이브러리 (B)와 Lisa 스크립트 (C)를 준비합니
다. 실바코의 PDK 개발 서비스와 기술 지원으로 리소스 
부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발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의 엔지니어링 리소스 없이 
타 EDA 벤더의 PCell과 호환되는 PCell을 개발할 수 있습니
다. 실바코는 수많은 파운드리 PDK에 PCell을 공급한 바 있
습니다. 또한 실바코는 일반적인 변환 사례에 관한 예시로서 
Lisa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결론
Expert의 PCell 라이브러리 및 Lisa 스크립트를 통해 PCell 기
능을 유지하면서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Expert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바코는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교육 및 Lisa 스크립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