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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pert에서 레이아웃 설계 작업의 많은 부분을 Lisa 명령어를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수동 작업에 대해 
Lisa Expert Interface (XI) 스크립트를 만들어, 수작업에 의한 
레이아웃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여서 프로젝트 시간을 단축
하고 레이아웃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pert 메뉴의 명령
어를 Lisa 명령으로 복제할 수 있으므로, XI 스크립트를 작성하
여 거의 모든 레이아웃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
성된 스크립트는 상이한 기술 프로세스 노드에 대한 스크립트
를 포함하므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XI 스크립트 예제를 제공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레
이아웃 수작업을 Lisa 스크립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예에서 설계 프로젝트의 레이아웃 단계에서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Lisa 명령을 포함합니다. 

Lisa XI 스크립트 생성 
Expert는 메뉴에서 열 수 있는 XI 스크립트 에디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의 Tools >> XI Script >> Script Panel입
니다. Expert 사용자 설명서는 XI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과 Lisa 
명령을 사용하여 Expert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구문을 포함
합니다. 스크립트가 작성되면, 스크립트 패널의 도구 모음에서 
"Run"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Script >> Run을 선택
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어레이의 텍스트 라벨 예제 스크립트 
그림 2의 첫 번째 XI 스크립트 예는 메모리 셀 어레이를 포함
하는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 셀을 열어서, 메모리 비트 라인 및 
워드 라인 신호 경로에 일정하게 증가하는 텍스트 라벨을 부가
하는 짧은 Lisa 스크립트입니다. 신호 노드에 텍스트 라벨을 
사용하면 LVS 디버깅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메모리 설계
에서 대규모 어레이에 이러한 라벨을 수동으로 배치하려면 많
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의 시작 부분에서 변수를 정의합니다. 변수 정의 구문 
다음에 "cell open" 명령어를 사용하여 편집할 메모리 어레이 
레이아웃을 엽니다. 이 스크립트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
스 .eld 파일을 로드하지 않으므로,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로드해야 합니다. .eld 파일은 다음 명령 구문
을 사용하여 XI 스크립트에서 로드합니다:

PROJECT LOAD proj_name [tech_name] [/
outputname=output_name] [/read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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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I 스크립트 패널 실행 
그림 2. 텍스트 라벨 XI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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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라벨 어레이의 레이아웃 뷰 

다음은 각 비트 라인 열을 반복하여 메탈1 수직 비트 라인에 
텍스트 라벨을 부가하는 "LOOP BEGIN" 문입니다. 텍스트는 
"bl_0"으로 시작되며 반복을 통해 매번 증가합니다. 동일한 절
차를 통해 다중 워드 라인 행에 텍스트 라벨을 배치합니다. 결
과 레이아웃의 확대 보기를 그림 3에서 보여줍니다. 

컨택 검색 및 예제 스크립트 교체 
두 번째 예제 XI 스크립트는 특정 크기의 컨택 모양을 검색하고, 
해당 도형을 새 컨택을 포함하는 레이아웃 셀의 인스턴스로 교
체하여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서 컨택 형상의 크기를 조정합
니다. 그림 4에서 이 예제의 코드를 보여줍니다.

현재 로드된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셀 목록은 
"get_library_cell_list" 명령을 사용하여 배열 변수 "cells"에 저
장합니다. 그런 다음 "cells" 배열 변수의 각 항목을 반복하고 
특정 검색 기준으로 "find objects" 명령을 사용하여 0.6um 
크기로 그려진 모든 컨택에 대해 검색하는 루프가 만들어집니
다. "find objects" 검색 결과가 있을 경우, 즉 셀에서 
0.6x0.6um 컨택을 찾을 경우 두 번째 중첩 루프가 시작됩니
다. 루프 내에서 "Select Object" 명령은 발견한 각각의 형상
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검색에서 반환된 X 및 Y 위치 값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0.4um 크기의 컨택 인스턴스를 삭제된 도
형의 원점에 배치합니다. 

그림 4. 컨택을 대체하는 XI 스크립트

그림 4에 사용된 "finding objects" 명령의 예는 도형, 와이
어, 텍스트 및 일련의 사용자 정의 검색 기준에 맞는 인스턴스
를 찾기 위해 대형 레이아웃 셀 또는 전체 레이아웃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해야 하는 작업에 적용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Lisa 코드로 XI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Expert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레이아웃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예시는 몇 가지 기본적인 Lisa 명령어를 사용하여, 수작
업으로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설계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
법을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전체에서 재사용할 수 있고 미래의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XI 스크립트를 만든다면, 설계 레
이아웃 단계의 사이클을 단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