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o
Design Analysis and Exploration

Viso는 기생 성분의 전기적 그리드에 대해 분석하는 새로운 
제품군을 구성합니다. 기생 성분 중심의 접근 방식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회로와 기생 성분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Viso는 LPE 툴 
(Layout Parasitics Extraction) 다음의 기존 설계 검증 플
로우에 긴밀하게 통합됩니다. 예: Cadence QRC/
Quantus, Mentor Calibre XRC, Synopsys Star RCXT.

기생 성분 중심의 분석
Viso는 추출된 넷리스트를 읽고, 기하학적 형상으로 시각화하
여, 넷리스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Viso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핀과 핀 간의 등가 R 또는 RC 지연 계산

• 넷과 넷 간의 C 리포트

• R의 총합, RC 지연, 넷 간의 C에 대한 상세 레이어의 분포

• 파워 MOS 전용 분석: Rdson, Ciss, Coss, Crss, EM

• RC 지연 분포, EM

• DSPF 절단 NET 및 절연 핀 감지

• 연결되지 않은 부분의 감지

• S/Y/Z 파라미터 계산

• 기생 데이터 위에 GDSII를 중첩

출력
• ASCII 결과 (TSV/CSV)

• 전용 GUI를 통해 2D/3D로 표현

예 
넷의 기생 성분을 분석하여 레이아웃 뷰와 함께 표현

예 
2D/3D으로 나타낸 DC 전류의 전력 그리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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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E qualification flow.

지원 플랫폼 
• Red Hat Enterprise Linux 5, 6: x86, x86_64

• SuSE Enterprise Linux 11: x86, x86_64

LPE 인증 플로우 
• Brenner, Belledonne, VISO가 직접 연결되어 "LPE 인

증 플로우"을 실행합니다. 추출된 두 개의 넷리스트 간
의 차이를 신속하게 감지 (Brenner, Belledonne)하여
설명 (Viso) 합니다 (아래 플로우 참조).

LPE #1 setting #1 /
LPE #1 /

PDK version #1 /
no E.C.O

Pin and NET matching File

net: NET1 NET1
  pin: A a
  pin: P0@1:S p0@2:src
  pin: P0@2:S p0@1:dm
  pin: P0@3:S Undefined
...

netlist #1

LPE #1 setting #2 /
LPE #2 /

PDK version #2 /
no E.C.O

netlist #2

Flow qualified ! Expected
results ?

Viso
• Explore differences

Brenner
• Match Pins and Nets

Belledonne
• Compare
• Quantify and qualify differences
• Calculate pin to pin R & Delays
• Calculates NET to NET Cs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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