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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Gateway와 Expert를 활용하는 넷리스트 기반 레이아웃
(NDL)은 스키매틱에서 IC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과정을 간단
하게 처리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실바코 PDK에서 
제공하는 PCell 라이브러리는 스키매틱의 각 소자에 해당하는 
소자 레이아웃을 포함하며, NDL 플로우에서 사용하도록 
PCell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설계에서 스키매틱의 서브
회로에 부합하도록 고객이 만든 표준 셀 레이아웃을 사용합니
다. 이러한 레이아웃 셀을 수정하고 NDL 플로우에 포함시켜, 
스키매틱에서 레이아웃으로 순 정보를 전달합니다. 

표준 셀 레이아웃에 NDL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로직 셀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아래에 소개합
니다. 예시에서 인버터, NAND 및 NOR 게이트의 레이아웃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표준 셀에 대해 NDL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Gateway NDL 설정
로직 서브회로를 위해 기본 트랜지스터를 배치하여 스키매틱
에서 연결한 후, Tools->Generate Symbol을 선택하여 기호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거나, File->New->Symbol을 선택
하여 기호를 생성합니다. 3개의 로직 게이트에 대한 기호가 생
성되면, NDL 넷리스트를 사용하여 스키매틱에서 레이아웃으
로 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NDL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인버터 기호를 오픈한 상태에서 Edit->Properties를 선택하
여 기호 속성 편집 창을 표시합니다. NDL 넷리스트에서 사용
하는 “PREFIX” 속성을 “X” 값으로 추가하여 서브회로로 
요소를 정의합니다. “NAME” 속성은 서브회로 식별자를 나
타내며, 인버터의 경우 "inv"로 나타냅니다. 이 기호에 대한 
NDL 넷리스트 항목의 구문은 속성 창에서 NDL 버튼을 클릭하
여 설정한 NDL 문자열로 결정됩니다. 그림 1과 같이, 인스턴
스 접두사, 인스턴스 번호, 핀 목록 및 인스턴스 이름을 전달하
기 위해 NDL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inv logic_cells::inv
nand2 logic_cells::nand2
nor2 logic_cells::nor2

첫 번째 열은 스키매틱의 서브회로 이름을 포함하며, 두 번째 
열은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 이름(logic_cells)과 레이아웃 셀 
이름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파일은 NDL에서 사용하는 서브회로 또는 소자에 대한 
핀 정보를 정의하는 include 파일입니다. 

표준 셀로 넷리스트 기반 
레이아웃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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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호 속성 편집 및 NDL 문자열

NOR 및 NAND 게이트 기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
다. 기호 속성 및 넷리스트 문자열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teway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논리 기호가 있는 회로가 완성되면, Simulation->View NDL 
Netlist를 선택하여 Gateway에서 NDL Netlist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Map 파일 및 Include 파일
Gateway NDL 넷리스트를 Expert 레이아웃 툴에 로드하기 전
에, 넷리스트의 인스턴스를 Expert의 레이아웃 셀에 매핑하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파일은 넷리스트의 
서브회로 인스턴스 이름을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하
는 .map 파일입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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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CKT_DEV inv 4
*.SUBCKT_DEV nand2 5
*.SUBCKT_DEV nor2 5
.subckt inv in out vdd vss
.ends
.subckt nand2 in1 in2 out vdd vss
.ends
.subckt nor2 in1 in2 out vdd vss
.ends

위의 핀 정보는 NDL 넷리스트의 넷을 핀 순서 및 핀 이름에 따
라 레이아웃 포트에 매핑합니다. logic_cells.inc 및 
logic_cells.map 처럼 동일한 이름을 갖는 map 파일을 선택하
면, include 파일을 자동으로 로드합니다. 

레이아웃에 포트 추가
넷 정보를 표준 셀 레이아웃에 전달하려면, include 파일에서 
사용한 핀 이름과 일치하는 각각의 논리 셀에 포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실바코 PDK 테크놀로지 파일과 함께 제공되는 NDL 포트 레이
어를 사용하여, 포트 역할을 할 레이아웃의 각 부분에 형태를 
그립니다. 그 후 각각의 모양을 선택하고, 넷 이름을 포함한 속
성을 편집하며 "Is Pin" 속성을 "true"로 변경합니다. 테크놀로
지 파일에 NDL 포트 레이어가 없으면, 기본 라우팅 레이어와 
적합한 레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NDL 포트 레이어를 생성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NDL 넷리스트 로딩
정확한 포트를 포함하도록 각 표준 셀을 수정한 후, Tools-
>Netlist Driven Layout->Load Netlist를 선택하여 Gateway
에서 생성한 NDL 넷리스트를 로드합니다. map 파일이 로드되
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정의되지 않은 서브회로 경고가 표시됩
니다. Netlist Editor 창에서 File->Load Map을 선택하여 map 
파일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File->Reload 를 선택하여 셀 매핑 
및 include 파일을 적용합니다. 최상위 회로 이름과 계층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Netlist Editor 창의 오른쪽의 넷리스트 로버에 표
시됩니다.  

그림 2. 인버터 레이아웃 셀 'out' 포트에 대한 속성 창 

그림 3. 넷리스트 에디터 창 

셀 매핑이 성공하면, 최상위 회로의 각 인스턴스는 그림 3
과 같이 매핑된 레이아웃 라이브러리와 셀 이름을 표시합니다. 

레이아웃을 작성하려면 넷리스트 로버에서 최상위 회로 이름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를 선택합니다. 
표준 셀의 레이아웃 인스턴스는 NDL 넷리스트에서 최상위 회
로의 이름과 일치하는 새로 생성된 셀에 배치됩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인스턴스는 배치에 도움되는 Expert 기능을 사용하
기 위해 필요한 넷리스트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림 4는 비행 
경로 기능을 활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 인버터 표준 셀 2개
를 나타냅니다.  

그림 4. 경로를 나타내는 레이아웃 인스턴스

결론
Gateway와 Expert의 NDL 플로우를 활용하면 넷 정보, 적합
한 소자 유형 및 크기, 서브회로 계층 구조 등을 자동으로 전송
하여, 스키매틱으로부터 IC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과정을 매우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 셀이 NDL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
로써 Expert의 많은 툴을 통해 보다 짧은 시간에 오류가 적은 
레이아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은 회로 
스키매틱에 유사한 서브회로 또는 소자를 포함하는 표준 셀 레
이아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