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DRC

SmartDRC/LVS with 
SmartRDE
Smart Physical Verification

SmartDRC and SmartLVS with SmartRDE는 아날로그, 
혼합 신호, RF IC 설계에 정확한 고성능 물리 검증을 제공
합니다. 실바코의 스키매틱 캡처, 레이아웃 에디터와 긴밀
하게 통합되어, SmartDRC/LVS는 설계 규칙 검사(DRC), 
전기 규칙 검사(ERC), 레이아웃 대 레이아웃 비교(LVL), 
대체 레이어 생성, 레이아웃 넷리스트 추출 및 레이아웃 대 
스키매틱 (SmartLVS) 비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특징

• 독립 실행 모드 또는 실바코 아날로그 커스텀 디자인 플
로우의 일부로 동작 가능

• Gateway 스키매틱 캡처, Expert 레이아웃 에디터, 풀 커스
텀 디자인 생태계 및 타사의 레이아웃 툴과 통합되어 생산
성 향상

• SmartRDE는 직관적이고 강력한 디버깅 툴을 통해 디버깅
시간 단축

• 혁신적인 One-Shot™ 레이아웃 스캔 기술을 통해 거의
선형적인 확장 및 실행시간 예측 가능

• 파운드리에서 검증된 PDK (Process Design Kit)를 통해
반도체 공정 기술을 광범위하게 지원 (사인오프 포함)

• 레이아웃 및 스키매틱 뷰에 대한 크로스 프로빙을 통해
빠르고 직관적인 계층식 LVS 디버깅

• SmartLVS에서 스트레스 효과 및 우물 근접 (well
proximity) 파라미터 추출 지원

• 레이어에 따른 레이아웃 비교 또는 계층식 Quick Diff
(LVL)를 실행하여 ECO 제공

• 실바코의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 고객 및 타사의 지적재산
보호

• 모든 설계에 대한 전체 DRC 명령어 세트를 제공하여,
SmartRDE GUI 및 배치 모드에서 대화형으로 사용

•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대규모 매크로 블록 및 셀 배열
을 계층적으로 처리

• 사인오프 모드에서 선택적 계층 보고서
•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및 고급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최적화

된 레이어 운영을 통해 윈도우 및 리눅스 플랫폼에서 최상의
성능 제공

• 안테나 규칙 검사를 포함하여 연결성에 기초한 DRC 동작
• 블록 기반 규칙 처리를 사용하여 DRC 명령어를 최적으로

실행
• 출력 결과는 업계 표준과 호환

SmartLVS
• 직관적인 계층형 LVS 불일치 보고서를 통해 디버깅 시간을

크게 단축
• 소자 파라미터의 추출 및 비교를 위한 최신 기능
• 크로스 프로빙 옵션을 통해 Gateway Schematic과

Expert Layout Editor의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연계
• 하위 회로에 대한 블랙박스 옵션을 통해 계층 모드에서

증가형 LVS 비교를 제공하고, 최상위 레벨에서 검증한
설계에 IP 블록을 쉽게 포함

Gateway

Schematic Editor

SmartDRC/LVS

SmartDRC/LVS는 실바코 아날로그 커스텀 디자인 플로우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타사의 디자인 플로우와 쉽게 통합됩니다. 

Expert

Layout Editor

SmartDRC/LVS Rule Language

SmartRDE

• PWRL (Power-L)
• 풍부한 검사 및 동작 세트
• 변수, 조건, 매크로와 같은 전처리 툴에 의한 융통성
• 배우기 쉽고 사용에 용이
•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규칙을 암호화
• SmartDRC/LVS의 컴파일 전용 모드를 통해 규칙 파일

디버깅
• 다양한 공정에 규칙/PDK를 폭넓게 활용

• 즉각적으로 유효성을 검사하여 실행 설정 관리
•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DRC, LVL, LVS 또는 순

수 NVN 작업 시작
• 규칙 또는 셀에 따라 DRC 위반 정렬
• 영역에 따라 DRC 결과 필터링
• 셀, 넷, 소자 유형에 따라 LVS 결과 필터링
• 선택한 레이아웃 에디터를 통해 대화형 디버깅
• 로그 및 기타 보고서 확인
• 처리를 보조하는 포기 기능
• 추출된 LVS 결과의 확인 및 디버깅



생산성 및 다양성 
• 계층식 설계 데이터베이스는 플랫 및 계층 LVS 넷리스트

비교를 위한 작업을 지원
• 소자 구성에 사용되는 임의 형태의 (모든 각도) 다각형 형

상을 처리
• 편리한 필터링 옵션을 통해 스키매틱 넷리스트, 추출된 

레이아웃 넷리스트, 스키매틱 설계, 물리적 레이아웃을 
계층적으로 크로스 프로빙

• ERC 위반 (단락, 개방, 플로팅 네트워크, 가상 연결, 소
자 변형)을 감지하여 표시

• 플랫, 계층형 또는 블랙박스 넷리스트 비교
• 넷리스트 디버깅을 위한 Compile Schematic 옵션
• 지원 형식:

o 레이아웃: GDS, OASIS, and OA
o 스키매틱:  SPICE, CDL, Verilog and OA

• 지원 플랫폼: 윈도우, 리눅스

속도, 정확도, 용량 
• 다음 환경에서 멀티 CPU 모드로 병렬 DRC 작업 실행:

o 싱글 멀티 코어 호스트
o 멀티 호스트 가상 시스템

• 최대 128개의 CPU 코어로 입증된 확장성
• SmartDRC에서 다음 작업을 병렬 처리:

o 독립적인 규칙 그룹 (블록)
o 독립적인 레이아웃 부분 (스트립)
o 독립적인 매크로 블록 (계층 모드)

• LVS 추적 중에 자체 소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 등), 사용자 정의 일반 소자, 사용자 정의 하위
회로, 블랙박스 하위 회로를 정확하게 인식

• 예측 가능한 성능으로 모든 반도체 평면 공정에 대해 전
체 칩 레이아웃 넷리스트를 효율적으로 추출

•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확도 및 용량
• 자체 소자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계산
• 자체 또는 사용자 정의 방정식과 매크로를 통해 아날로그

설계에 중요한 형상 의존적 소자 속성을 정확하게 계산

4 x Intel Xeon E5-2686 2.3GHz (64 CPU cores)
 RAM: 128 GB, HDD: 10 GB SAS + 150 GB

LVS 크로스 프로빙: LVS 불일치를 대화형 계층
식 크로스 프로빙으로 명확하게 표시 

SmartRDE를 통해 DRC 실행 구성 및 DRC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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