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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성공적으로 4M DRAM을 개발했고 그 여세를 몰아 연이
어 16M DRAM과 64M DRAM을 개발했다. 1992년에 삼성전
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 DRAM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으며 1993년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로 우리나라
는 거침없이 질주하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대만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나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가 된 것이다. DRAM 공동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DRA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으
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형 과제를 지원한 덕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제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관여를 최
소화하면서 ETRI로 하여금 과제를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과 기반기술은 공동으로 개발하되 제품 개발은 각 사가 자
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경쟁을 유도한 것도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했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연구소와 학계가 뒤에서 지원하
며 참여 회사들이 열정과 패기로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
고 도전에 임한, 즉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자랑
스러운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메모리반도체의 성공 스토리를 시스템반도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의 차이
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는 대부분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제조, 판매까지 담당하는 종합
반도체회사(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에 의하
여 생산되며 소품종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기업인 종합반도체회사의 강한 추진력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매우 폭발적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의 경우에는 제조를 담
당하는 파운드리(Foundry)와 설계 및 판매를 담당하는 소위
팹리스기업(Fabless)으로 분업이 되어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
산이 기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팹리스기업들은 대부분 중
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에도 메모리반도체에서와같이 대규모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인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중소 팹리
스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가상의 종합반도체회사(Vir-
tual IDM)를 조직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마치 하
나의 기업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활성
화 시켜야 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개발 아이템의 선정
이 중요하기에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우선순위와 개발 방
향을 정해야겠지만,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플
랫폼과 필수 설계자산(IP)들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
다. 우수한 플랫폼과 IP들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성능도 높이
고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핵심 IP의 확보로 파운드리
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성공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시
스템업체(대기업)과 팹리스기업(중소기업)의 연계이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대만의 경우에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인 TSMC와 UMC의 지원으로 팹리스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
은 시스템업체들이 휴대폰과 디지털 TV 등을 석권하고 있다. 

수요자인 시스템업체들이 
공급자인 팹리스기업들을 사업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이끌어준다면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대만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
중 SoC 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다. 대기업인 SK엠텍이 중국 현지에서
그곳에 진출하려는 국내 팹리스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
는 시스템업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미 구축해 놓은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팹리스기업들이 중국 시스템업체들에게 제품
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이런 모범 사례가 중국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대상국까지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또 하나 제안하고 싶
은 것은 DRAM 개발 과정에서 ETRI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
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
드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휘할 수 있는 본부가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지원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사
업 추진의 효율성이 낮고 부분적인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칩 제조시설인 팹을 갖추고 있는 기
관과 설계, 테스트, 패키징 등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협력하면
반도체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일괄지원이 가능하다. 컨트롤 타워
는 각자 소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제로 소속이 다른 지원기관
들을 하나의 기관처럼 통합하여 기업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지휘하고, 여기에 연구소와 학계로 하여금 요소기술
의 개발을 통하여 기업들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 컨트롤 타워
를 중심으로 파운드리와 팹리스기업의 컨소시엄, 지원기관, 연
구소, 대학이 하나의 조직처럼 연결되면 거대한 단일 시스템반
도체 생태계가 된다.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을 지리적으로 연결
하여 서울에서 충청도를 거쳐 경상도에 이르는 가칭‘Semi-
con-Express’를 조성하자. 

Semicon-Express를 따라 모든 산학연관 구성원들이 유기적
으로 협력하고, 열정과 확신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정
진한다면 메모리반도체에서 이룩한 위대한 결과를 시스템반도
체에서도 분명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메
모리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균형을 이루어 세계 시장을 지
배하는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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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Semicon-Express’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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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도체 국가로 올라섰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시장 점유
율 50%를 상회하며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메모
리반도체와는 달리 시스템반도체는 시장 점유율이 5~6%에
불과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삼성
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3%대에 불
과하다. 정부에서도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 지원과 예산을 투입
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
라의 시스템반도체산업이 앞서나가는 선진국과 쫓아오는 신흥
국 사이에 끼어 넛크래커(Nut Cracker) 신세에 처하게 될 것
이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이 생긴다. 실제 중국은 저급한 제품을 값싼 노동
력으로 생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모바일에 사용되는 AP(Ap-
plication Processor) 등과 같은 고급 제품에서도 발군의 실
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과 가격 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

실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도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찾기
가 험난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
계를 제압하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더듬
어 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삼성반도체통신(현재 삼성전
자)이 1983년 2월에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여 그 해 12월에
64K DRAM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이어서 현
대전자(현재 SK하이닉스)와 금성일렉트론(나중에 LG반도체로
개명)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여 3사 체제가 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
했다. 그러던 중 1986년에 정부가 주도하는 ‘초고집적 반도
체기술 공동개발사업’으로 4M DRAM 개발 과제가 진행되면
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하게 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주관하에 반도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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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의 혁신적 발전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꿈 같은 기
술로 여겨지던 것들이 현실로 구현되어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마
트폰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자료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누며,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에 살고 있다. 

반도체 공정의 발전은 Moore의 법칙[1]으로 대표되곤 한다. 미국
Intel사의 공동 창업자인 Gordon Moore가 1965년에 한 잡지에서
예측한 이 법칙은 반도체 공정의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회로의 집
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비록 최근 들
어 발전 추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의 발달에 따른 집적
도 증가는 반세기 정도 거의 정확하게 이 법칙의 예상치를 달성하
며 발전하였다. 집적도의 향상은 기능 구현에 필요한 자원 소모와
시간을 줄여서 비용 감소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회로 구현 시
발생하는 기생 소자들을 줄여서 동작 속도 역시 빨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회로는 더욱 작아지고 빨라졌으
며, 저가의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제어가 현실화되었다. 최근에 사용
되는 반도체 부품들은 대부분 디지털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서 디지
털 신호 처리 및 제어의 장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대

부분은 이러한 부품들을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을 조정하는 중앙처
리장치(CPU) 혹은 전용 디지털 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품들의
집적도 향상에 따라 더욱 다양한 기능과 높은 성능을 구현하게 되
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오디오 시스템 구성은 Tape나 LP와 같이
단순한 기록매체의 음원으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받아서 증폭하여
스피커를 구동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비디오 상의 음원
소스를 포함한 다양한 음원을 무선 혹은 유선으로 받아 음장 효과,
Equalization, 스피커 보상 등의 다양한 디지털 신호처리를 가함으
로써 사용자가 좀 더 생생한 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스피커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
해졌다. 비록 디지털 신호처리 및 제어의 발달로 인하여 시스템의
기능이 크게 발전하고 다양해졌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의 성능은 신
호의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아날로그 회로의 성능에 의하여 제한
된다. 이는 자연환경에서 접하는 신호 대부분이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려운 근본적인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날로
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혹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
환해서 전달해주는 회로는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는 자연계 혹은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
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ADC의 성능은 해당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제한하게 된다. 

반도체 공정의 발전은 디지털 회로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제약이 늘어나는 추세가 일반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Transistor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소자의 크기가 줄어들면
서 Transit Frequency의 증가로 이어져 전체 회로를 빠르게 동작
시킬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소자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Chan-
nel 사이의 간격이 크게 줄어들면서 Electric Field가 증가하여 여
러 가지 Side Effect를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동작
전압을 낮추어 왔지만, Threshold 전압은 그만큼 낮아지지 못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소자의 동작 가능한 전압 범위가 줄어들었으며, 이
에 따라 이전처럼 전압 Margin을 주고 Operating Point를 설정하
기가 어려워져 Output Impedance의 변화에 의한 Distortion이 증
가하게 되었다. 또한, Threshold 전압이 낮아지면서 Current
Leakage가 늘어나 소자의 Current Gain이 제한받게 되었고,
Current 오차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Device의 Out-
put Gain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발생시켰다[2].

이에 따라 아날로그 회로의 기본적인 부품인 OPAMP의 설계는 제
약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Effect 들을 줄이기 위하여
아날로그 회로에 사용하는 소자의 Length를 크게 줄이지 못하여
디지털 회로보다 집적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도 제약되고 있다. 예를 들어 Telescopic 구조의
OPAMP는 동작 전압 범위 문제로 최근 공정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ADC 설계 측면에서 보면, 저전압 동작은 입력 신호의
최대값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는 동작 전압이 낮아진 회로에서
ADC의 성능 지표인 신호 대 잡음 비 (Signal to Noise Ratio:
SNR)를 기존의 높은 전압에서 동작하는 ADC와 동일하게 얻기 위
해서는 신호가 줄어든 만큼 회로의 노이즈 역시 줄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회로 자원을 이
용해야 한다. 또한, ADC는 기본적으로 전압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
는 장치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밀도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
이 필요하게 된다. 

ADC는 구현 방법에 따라서 크게 Nyquist ADC와 시그마 델타
ADC로 크게 나눌 수 있다. Nyquist ADC는 Nyquist-Shannon
Sampling Theorem에 의해 샘플링된 신호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
도록 Bandwidth의 2배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주파수로 입력
신호를 샘플링 한다. 이러한 종류의 ADC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
정의 한계에 의한 기본 소자들의 Variation과 구성하는 소자들의
Noise에 의하여 구현 가능한 해상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시그마
델타 변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해상도 제한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1960년에 C. C. Cutler의 Patent를 분석한 1962년
H.A.Spang과 P.M.Shiltheiss 의 논문[3]에 논의된 이후 시그마 델
타 변조는 높은 해상도를 요구하는 장비와 오디오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개발 초기에는 여러 개의 칩을 이용하여 모듈로 구
성되어 사용되었으며, 반도체 공정에서도 특히 CMOS 공정이 발달
함에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 모두 한 칩에 집적되어 판매
되었다. 디지털 회로의 집적도가 올라감에 따라 디지털 신호 처리
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의 부가 회로가 추가되어 왔다. 시그마
델타 변조를 회로로 구현하면서 가장 큰 두 개의 구분은 Contin-
uous Time 동작과 Discrete Time 동작 구조라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오디오 분야 등의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Con-
tinuous Time 시그마 델타 변조기를 이용하는 논문[4]도 발표되고
있지만Discrete Time 시그마 델타 ADC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림 1. Continuous Time 시그마 델타 ADC 기반 오디오 코덱

(Xicheng Jiang, JSSC 2012) [4]

Continuous Time 기반의 오디오용 시그마 델타 ADC들은 기본적
으로 전력소모가 Discrete Time 기반의 오디오용 시그마 델타
ADC보다 낮지만, PVT variation 등에 취약하여 성능의 편차가 크
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회로를 공정 변화 등에 대해 강인하게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Jitter 등의 잡음원이 있을 때에도 안정적
인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주요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4].

그림2. Discrete Time 시그마 델타 모듈레이터 

(Nima Maghari, JSSC 2011) [5]

최근 논문들은 저 전압 및 저 전력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저 전압 설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자화 장치를 다양화하는 시도[5]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저 전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OPAMP를 Time 
Sharing 하는 시도[6]들도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공정 
변화에 추세에 따라서 Input Feed-Forward 등의 방법
을 이용하여 OPAMP의 부담을 줄이는 기법들도 시도
되고 있다. 
한편, 오디오용 ADC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범용 ADC와 달리 사람 귀의 인지
특성에 의해 그 요구 성능이 정해
진다. 사람이 청취 가능한 주파수인 
가청 대역은 일반적으로 20Hz에서 
20kHz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라 높은 
주파수의 청취능력이 떨어진다. 

IDEC inside 1 / 기술동향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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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오디오용ADC 

(Analog-to-Digital Converter)의 기술 동향



표 1. 음원별 샘플링 주파수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오디오 샘플링 주파수는 48kHz이다. 하지만
DVD Audio 등의 고급 음원은 192kHz의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
용하는데, 이는 신호처리 시 필터들의 특성으로 인해 원음과 다른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CD 및
TV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일반적인 음원은 Consumer Electron-
ics 시장에서는 48kHz 를 샘플링 주파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주
를 이루며, DVD Audio와 같이 192kHz 샘플링 주파수로 녹음된
음원은 주로 고급 High Fidelity 오디오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표 1은 음원별 샘플링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다.

오디오 신호의 중요한 또 다른 특성에는 Dynamic 특성이 있다. 사
람 귀의 특성에 따라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매우 높은 해상도를 요
구한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최저의 오디오 신호 크기와 사람이
고통스러워 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최대의 오디오 신호 크기의
차이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0dB에 달한다[7]. Con-
sumer Electronics 시장에서 사용되는 음원 소스는 90dB이상의
Dynamic Range를 가지며, 오디오 ADC는 이러한 사람 귀의 특
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15bit 이상의 해상도를 요구한다. 그러
므로 ADC의 SNR 성능은 최소 9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High
Fidelity를 요구하는 고급 오디오 시장에서는 SNR 100dB 이상의
해상도가 요구되며, 녹음실 등 최초의 음원을 만들어 내는 전문 오
디오 시장에서는 120dB 급의 SNR을 갖는 ADC까지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높은 출력으로 소리를 재생하는 경우 공간의
크기 및 특성 등에 의한 감쇠 때문에 90dB의 Dynamic Range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최초의 음원 신호가 필요한 것
과 여러 가지 신호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음원의 해상도 저하를
대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사람의 청음 특성

오디오용 ADC에서 중요한 다른 하나의 성능 지표는 Harmonic
Distortion의 양이며, Distortion이 적은 소리에 훈련된 사람은 이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Distortion은 음장감 및 음
색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Distortion 발생을 요구한다. 특히, 사람의 귀는
홀수 차 Harmonics와 짝수 차 Harmonics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홀수 차 Harmonics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고 알려
져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홀수 차 Harmonics Distor-
tion이 어느 정도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 귀의 특성 및 오디오용의 요구 조
건 등을 기반으로 본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오디오 시스템 수준에서
검증을 완료한 Stereo Discrete Time 시그마 델타 ADC이다. 0.13
μm CMOS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원 전압 3.3V에서
SNR 92.1dB, THD+N -86.0dB 성능을 보인다. 독립된 ADC로 동
작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그마 델타 ADC 코어 블록뿐만 아니라
Single input to differential conversion 회로 및 Decimator, 디
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 등의 주변 회로를 추가하였다. 그림 5, 6
과 7의 그래프에서는 제작된 칩의 성능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Stereo Audio용 Multi-bit Discrete Time 시그마 델타 ADC

그림 5. SNR 성능 측정 결과 (1 kHz stereo입력신호 인가 시)

그림 6. THD+N 성능 측정 결과 (1 kHz stereo입력신호 인가 시) 

그림 7. FFT 결과 (1 kHz -20dbFS stereo입력신호 인가 시)

향후 전망 및 결론
지금까지 오디오 장치는 음악의 녹음 및 청취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람이 의사소통하고 주변을 인식하는 가
장 기본 수단 중 하나가 소리이기 때문에, 오디오용 ADC는 단순
녹음용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장치에도 그
수요가 증대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공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SNR 90dB 이상의 오디오용 ADC 시장의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 저전압, 저전력 ADC의 꾸준한 개발이 필요하므로 각 연구기관
의 관련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디오 장치에 적합한
ADC를 설계하기 위한 오디오 특성과 ADC 설계의 변화 방
향과,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ADC의 성능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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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샘플링 주파수

유선 전화 8,000 Hz

VoIP 16,000 Hz

Analog TV 음원 32,000 Hz

오디오 CD 44,100 Hz

Digital Video 음원 표준 48,000 Hz

Blue-Ray, HD-DVD 96,000 Hz

DVD-Audio, 프로 비디오 장비 192,000 Hz

SACD (1-bit stream)  2,822,400 Hz













그림 1  IDEC MPW FLOW (Digital Front-End)

그림 2  IDEC MPW FLOW (Digital Back-End)

지난 호에 소개한 IDEC MPW FLOW를 참고하길 바라며, 먼저 11
단계 중 1번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가정한 후, 2번 Functional Sim-
ulation부터 진행한다. 윈도우에서 모델심으로 이미 Funtional Sim-
ulation은 완료했지만 MPW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
적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리눅스에서 CADENCE의 INCISIVE를 사
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림 3  CADENCE 환경 변수 지정

먼저 CADENCE 툴 설치와 RTL 소스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한
다. 먼저 환경변수 설정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파일 하나에 모든 환
경 변수를 정의한다. 이를 스크립트 파일로 운영하고 14행에 CA-
DENCE_IUS 라는 변수로 해당 툴 설치 디렉토리를 정의했다. 이후
21행처럼 툴 실행 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의 위치도 지정하며, 27
행과 같이 bin 파일들이 있는 위치를 path라는 환경변수로 등록한
다. 이를 통해 툴 실행에 대한 준비는 완료했으며, 추가로 라이센스
파일의 위치 지정을 하면 되겠다.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라이
센스 지정에 주로 사용되는 환경변수인 LM_LICENSE_FILE 또는 케
이던스 전용 변수인 CDS_LIC_FILE을 사용하면 되며 “LM_LI-
CENSE_FILE xxxx@143.248.xxx.xxx“ 와 같이 표기하면 라이센
스 서버와 라이센싱 포트를 선언할 수 있다.

그림 4  커맨드 방식으로 툴 실행하기 위한 파일 작성

디지털 시스템의 
MPW설계 방법에 대한 이해 (2)
Design Compiler를 이용한 합성{
서론
최근 심각해지는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과 어려움에 반하여 대학 및
관련 분야에서는 숙달된 고급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이 힘들어 둘 사
이에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
인 칩 제작을 하면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및 연구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칩을 만들고자 하는 대학은 HOW-TO 문서를
그때그때 검색하고 짧은 기간에 임기응변식의 칩 제작을 한다는 뜻
이기도 하다. 실제 MPW 참여자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팀
과는 대조적으로 MPW 참여와 동시에 구글링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이 많다. 칩 설계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므로 직관적이고 정확한 이론 및 실습자료가 매우 필요
하다. 본 고에서는 지난 호에 소개된 “SoC 시스템과 IDEC MPW
Flow 소개”에 이어 “FPGA 검증부터 Synopsys Design Com-
piler를 이용한 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Functional Simulation 
지금부터는 실제 MPW flow를 밟아나간다고 가정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IDEC inside 2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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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Design Compiler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 툴을 어떻게 다루어
야 하는지가 궁금할 것이고, 그 자체가 큰 문제일 것이다. 먼저 그
림 7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원 안의 흐름이
Design Compiler의 진행 순서이다. 먼저 디자인과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데, 이 때 말하는 디자인은 당연히 RTL 소스일 것이고 라
이브러리는 공정사에서 제공하는 PDK 내의 .db 파일일 것이다. 아
울러, 시놉시스는 최초 툴 실행 이전에 소스와 .db의 위치를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환경 변수들이 있다. 이들을 Start-up file에 저장
하는 작업도 미리 수행해야 한다. 디자인과 라이브러리의 로드를 완
료하면 앞서 설명했던 Translation이 완료된다. 

이후에는 Constraint file 적용단계를 진행한다. 해당 디자인에만
Dedicate 된 전용 스펙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데 본 고에서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놉시스에
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후 내용을 통해
Constraint 내용을 하나하나 기술할 것이다. Design Compiler는
Constraint를 디자인에 적용한 이후 사용자가 직접 Constraint 적
용 자체의 이상 유무나 딜레이 값 또는 저항 값의 적절성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맨드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꼼꼼하기만
하다면 많은 경험이나 Know-How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Constraint 내용을 파일 하나에 기술했다면 source
xxx.file 등의 커맨드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다. 

앞 단계까지 이상 없이 진행되었으면 실제 합성을 하는데, Compile
과 Compile_Ultra 2가지의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독자의 연
구실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되었던 Optimize
에 많은 장점을 가진 Compile_Ultra의 사용을 권장한다. 컴파일 커
맨드에도 여러 옵션이 있으니 관련 문서를 참고하여 적용하기 바란
다. 합성 중에는 내부적으로 Optimize + Mapping을 하는 과정에
서 많은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 설계자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상
유무를 잘 판단해 나간다면 많은 경험이 없어도 약진해 나가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합성 이후에는 최초의 소스가 게이트 레벨로 변환되기 때문에, 합성
결과를 흔히 Gate-level Netlist라고 일컫는다. 형식은 Verilog로서
가독성은 높지 않지만, 계층구분이나 특정 Net의 추적은 가능하다.
완성된 넷 리스트는 Constraint와 비교하여 타이밍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7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우므로 설계자는 합성 결과가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RTL 소스를 수정하여 스펙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스펙을 재설정하고 Constraint 파일을 수정하여
디자인에 재적용할 것인지, 혹은 넷 리스트의 직접적인 수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등을 매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명심
해야 할 것은 FPGA에서 검증된 소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
지나 FPGA에서만 검증된 것이므로, 칩 구현을 위한 합성 단계에서
는 Constraint와 PDK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스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타이밍을 만족했다면 그림 7의 하단에 묘사된 것처럼 디자인 데이
터를 뽑아낸다. 최적화된 넷 리스트와 디자인에 적용했던 Design
Constraint 등으로서, 이후 단계의 툴들에게 입력으로서 제공하면
되겠다.

그림 8  합성의 단계 및 study 순서

그림 8을 통해 앞서 기술된 Design Compiler의 수행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히 Constraint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Design
Compiler의 기본적인 Flow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왼쪽 박
스에 기술된 흐름대로 명령을 내려가면 Design Compiler의 시작
부터 종료까지 가능하다. 어느 정도 툴링을 익혔다면 오른쪽 그림처
럼 Design Compiler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서 더 잘 기술된 Con-
straint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컴파일 커맨드를 내릴 수 있
게 되어 최적화된 넷 리스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처럼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하고 시스템에 적용했다면 터미
널에서 케이던스 시뮬레이터를 Invoke 할 수 있을 것이다. 툴 실행
방법은 GUI 방식 또는 커맨드 방식이 있는데, 필자는 실행 커맨드
를 스크립트 파일에 기록하여 이를 추후에도 이용하는 커맨드 방식
의 툴 실행이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4에서는 파일 내용
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면 툴 실행과 동
시에 프로젝트 안에 파일을 자동으로 불러들여 컴파일하고, 시뮬레
이션 및 로그 파일 저장까지 한 번에 가능하므로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그림 5  Functional Simulation 결과

이렇게 구동한 시뮬레이션의 결과 파형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전의 모델심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데, 시스템 리셋 후 하
이라이트 처리된 UART_TX1 포트에 토글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DC 소개
Functional Simulation까지 이상 없이 완료했다면 MPW 공정에 적
용하기 위해 Synopsys Design Compiler를 이용한 합성을 진행하
도록 한다. 먼저 합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13을 살
펴보기 바란다. 합성 Synthesis는 Translation과 Logic Optimiza-
tion, 그리고 Gate Mapping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3가지는 순차적
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Translate는 순수한 RTL 소스를 읽어 들임
과 동시에 시놉시스의 디자인 포맷인 GTECH 또는 ddc 형태로 변
환하는 일을 한다. Translate를 수행하면 그림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시에는 소스를 그림
으로만 변환하여 보여준 것이므로 일반적인 Boolean Gate들을 사
용하여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  합성의 내부적인 단계

Translate 과정을 수행한 뒤에는 해당 디자인의 목적 스펙을 기술
한 Constraint 파일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클럭 동작 주파수, 입/출력 딜레이 시간, 입/출력 포트에 존재하는
저항의 크기, 칩의 동작 환경 등이 그것이다. Constraint 파일에 자
세히 기술하여 적용한 뒤, Optimize를 수행하면 목적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하여 타이밍에 대한 노력, Area에 대한 노력 등을 수행하
게 된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셀들의 일을 하나로 수행할 수 있는 특
수 칩을 검색 및 적용함으로 사이즈를 줄이면서 타이밍을 맞추고, 타
이밍에 문제가 생기는 구간에 버퍼를 삽입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칩 공정사의 PDK에 있는 Standard 셀들을
검색 및 적용하는 것이 Map 과정이다. Optimize + Map 과정이 완
료되면 공정사의 셀로 맵핑되었으므로 Mappped 된 ddc Format
이라고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시놉시스는 db 포맷을 사용하는데,
ddc 포맷은 기존 포맷보다 Re-Use 및 처리속도가 개선되었다.

그림 7  Design Compiler 동작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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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합성 스크립트 -4

68행까지 이상이 없다면 Design Compiler의 GUI를 통해 디자인
모습을 스키매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툴 안으로 가져와 디자인 분
석 결과 이상이 없었으니 72행을 통해 constraint를 적용하면 되겠
다. 그런데 constraint 파일도 사람이 핸드-타이핑을 한 것이고, 툴
버전에 따라 커맨드의 지원 여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적용하기 전에 검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1행을 참고하여 수행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73행을 통해 constraint가 디자인
에 적용되었지만 사용자가 좀 더 기술해야 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
을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4행에서는 디자인의 입, 출력 포트
들의 정보를 피드백으로 보여주도록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con-
straint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합성 스크립트 -5

그림 15의 76행의 합성을 수행한다는 것은 constraint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음을 뜻한다. 컴파일에서 이상이 없다면 77행을 통해 합성
결과와 constraint를 비교하여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에러가 발생되었다면 78행
을 통한 timing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Design Com-
piler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밍 계산 엔진은 PrimeTime 보다 신뢰성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DC에서 타이밍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PrimeTime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시 con-
straint 수정이나 소스 수정 등의 방법으로 Design Compiler를 재
수행해야 한다. 79번은 클록 그룹에 대해 보여주고, 80번은 합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디자인의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6 합성 스크립트 -6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 최종 게이트 레벨 넷 리스트를 뽑아낼
준비를 한다. 그림 16의 83행을 통해 Verilog 형태로 뽑아낼 때 tri
를 wire로 바꿔서 출력하게 하고, 85행을 통해 1비트 이상의 길이
를 갖는 포트들의 이름이 각괄호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한다.
이 두 가지는 다음 단계의 툴을 수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한다. 

그림 17 합성 스크립트 -7

그림 17의 87행을 통하여 게이트 레벨 넷 리스트를 추출할 수 있다.
아울러 88행을 통해 최종 ddc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 게이트 레
벨 넷 리스트는 89, 90행을 통해 얻어지는 파일들과 함께 다음 단
계의 툴링에 입력으로 제공된다. ddc 는 최종 디자인에 대한 넷 리
스트 정보와 타이밍 정보, 딜레이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ddc를 인식하는 다음 단계의 툴에 입력으로 사용하면 좀 더 빠
른 import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까지의 스크립트는 시놉시스의 정
식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므로 Design Compiler에 접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지식 전달 자료로서 유용할 것
으로 생각된다. 실제 연구실에서 크고 복잡한 디자인을 다룰 때는
좀 더 많은 커맨드와 옵션이 필요할 것이다. 

3. 기본적인 환경 변수 및 Start-Up 파일 소개
지금부터는 위에서 기술한 전반적인 Flow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다. 

그림 9 Synopsys 환경 변수 선언

먼저 Design Compiler의 툴 구동을 위하여 그림 9와 같이 환경 변
수를 선언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여 추후에 재사용을
하면 편리할 것이다. 1행에서는 툴이 설치된 위치 경로를 기술하고
3행에서는 라이센스 서버의 포트 및 IP 주소를 기술하고, 5행에서
는 bin 파일의 위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 .synopsys_dc.setup 환경 파일 

환경 파일의 sourcing을 통해 툴 구동이 가능하고, 디자인 소스들
이 준비되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그림 10에 있는 것처
럼 Start-Up 파일을 준비한다. Start-Up 파일은 툴이 실행됨과 동
시에 자동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1, 2행
을 통해 소스 및 프로젝트의 위치를 지정하고 4행을 통해 .v 와 공
정 라이브러리인 .db 들의 위치를 지정한다. IDEC은 Compile_Ultra
명령이 지원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8행처럼 Design
Ware 라이브러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 11, 12행을 통
해 반드시 필요한 파일들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파일은 synopsys_dc.setup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야
하며, 파일이름은 (.)로 시작해야 한다. 리눅스 또는 솔라리스 시스템
에서는 파일 이름이 (.)로 시작하면 터미널에서 일반 ls 명령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4. DC 구동 스크립트 소개 및 세부 사항
그림 8에서 설명된 Design Compiler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커맨
드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커맨드를 하나의 파일에 담
고, Design Compiler 수행 시마다 터미널에서 실행시키면 편리할
것이다.

그림 11 합성 스크립트 -1

그림 11의 1행에서는 top_design이라는 변수를 통해 최상위 모듈의
이름을 지정한다. 2행에서는 SVF라는 파일을 지정하는데 이는 합
성 중 수행되는 optimization 때문에 원래 있던 RTL 소스로부터 변
경되는 부분들의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일을 한다. SVF 정보는 합성
후 진행하는 Formal Equivalence 체크 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5행부터 59행까지는 관련된 모든 소스를 rtl 이라는 변수로 지정하
고 있다. 

그림 12 합성 스크립트 -2

그림 12의 61, 62행을 통해서 리스팅 된 모든 소스를 툴 안으로 읽
어 들이고, 64행을 통해 현재 최상위 모듈이 어떤 것인지를 지정한
다. 63행의 uniquify는 동일한 셀을 내부적으로 여러 번 instance
하는 경우 중복을 막기 위하여 instance name을 잘 조정해주는 역
할을 한다. 

그림 13 합성 스크립트 -3

그림 13처럼 redirect라는 커맨드를 볼 수 있다. 이는 행의 마지막
에 괄호로 처리된 커맨드를 실행하여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rpt 파
일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66행을 통해 Start-Up 파일에 기술된
경로에서 PDK를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화면으로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67행을 통해 읽어 들인 모든 소스의 계층과 instance
내용을 확인하며, Net, Cell, 입/출력 포트에서 Unconnected 된 곳
을 찾아내는 등의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68
행의 커맨드를 통해 unmapped 된 ddc 파일로서 임시 저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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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이슈가 되었던 클록 네트워크 및 클록 게이팅에 대한 Con-
straint를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록 분주에 대한 처리는 64
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클록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기 때문에 la-
tency, uncertainty, transition 값도 부여해야 한다. 65행부터 살펴
보면 되겠다. 71행부터는 클록 그룹에 대한 처리부를 볼 수 있다. 입
력 포트들에 대한 그룹, 출력 포트들에 대한 그룹, 클록과 무관하게
입력으로 들어와서 Combination 계산 수행 후 출력되는 그룹까지
총 3개를 추가해서 기존의 메인 클럭과 새로 생성된 PCLK 까지 포
함한 5개의 그룹에 대한 내용으로 타이밍 계산을 하도록 하는 부분
이다. 아울러 77행부터는 각 그룹의 Weight와 Slack Violation 값
의 상한선 범위를 정하여 타이밍이 문제가 되면 Report 할 수 있도
록 처리하였다. 

그림 22 Constraint -4

그림 22는 입, 출력 딜레이에 대한 Constraint를 볼 수 있다. 최상
위 모듈의 입, 출력 포트가 클록을 기준으로 얼마의 딜레이를 포함
하는지를 지정한다. 임의 값으로 지정한 후, 109행에서는 현재의 디
자인이 어느 정도의 면적 안에 구성되어야 한다는 상한선의 값을 지
정할 수 있다. 0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뜻이다. 

그림 23 Constraint -5

환경적인 요인을 보여주는 그림 23은 셀이 동작하는 데 걸리는 시
간 즉, Cell Delay Time을 결정짓는 요인들인 입력 Transition과
출력 Load 값, 그리고 PVT까지 5가지를 고려한다. 입력 Transi-
tion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set_driving_cell을 사용했다. 서브 칩
을 만드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전체 칩을 디자인 하고
있는 경우라면 PDK의 입력 I/O 셀을 디자인에 적용할 것이므로
124, 125행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출력 포트의 Load 값 처리
는 130,131행을 참고하면 된다. PVT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139
행, 143행과 Start-Up 파일을 통해서 현재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
는 라이브러리와 환경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 24 Constraint -6

그림 24의 156행을 통해 아직 알 수 없는 칩 외부의 높은 capac-
itance로부터 칩 내부를 지키기 위한 출력 포트에 isolate를 적용할
수 있다. 159행은 클록 네트워크와 리셋 네트워크는 ideal 하도록
지정하는 부분으로 적용 후부터는 이상적인 네트로 선언되므로 타
이밍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Back End 과정에서 CTS가 끝나
면 딜레이 정보가 나오고 현실적인 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 그때까
지는 ideal 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62행은 Verilog 코
드에서 사용하는 assign과 관련한 것으로서, 입력으로 들어온 신호
가 아무런 처리 없이 출력되면 실제 물리화 구현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버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커맨드이다. 

5. Constraint 소개 및 세부 사항
앞서 언급했던 constraint 파일에 대하여 기술하려 한다. 합성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constraint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18 예제 시스템의 CLK 네트워크 구성

클럭 게이팅은 클럭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로서, 그림 18을 통해 본
예제의 클럭 네트워크 상황을 알 수 있다. 왼쪽에서 메인 클럭인
CLOCK이 들어와서 입력 전용 I/O 셀인 PHTIC를 거치면 SoC 모
듈에 들어간 이후 3갈래로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HCLK은 특
별한 처리 없이 그대로 내부로 인가되지만 PCLK은 2분기 되어 생
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PCLK은 개념적으로는 클록라인이
지만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메인 클록인 CLOCK이 끊긴 것으
로 DC는 이해할 수 있다. 결국 PCLK을 사용하는 APB 버스 라인
전체에 클록 Constraint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타이밍 계산을 하
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create_generated_clock
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2분기된 PCLK을 정상적인 클록 라인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그림 18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클록 게이팅이다. 내부 모듈로 들
어가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클록 게이팅 셀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PCLK은 메인 클럭을 소스로 잡고 분주되었으니 동기적으로
토글링이 된다는 점 때문에 create_generated_clock 커맨드 적용
이 가능하지만, 클록 게이팅은 원리적으로는 CLK 라인과 특정 상황
을 대변하는 Enable 신호와의 AND 계산을 의미하므로 메인 클록
과는 달리 간헐적인 토글링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이유는, 일반적인 report_timing 커맨드를 통해서는 발견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이다. 옵션을 부여해서 해당 지점을 정확하게 report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 핵심 셀의 출력핀에 많은 딜레이
시간이 체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
당 RTL소스를 수정하여 PDK에 있는 클록 게이팅 전용 셀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CLK 네트워크에 대하여 ideal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림 19 Constraint -1

실제 Constraint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9의 상
단부에서는 PDK에서 지정된 기본 단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개의 공정을 다룰 때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20행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Constraint를 초
기화하는 일을 한다. 

그림 20 Constraint -2

그림 20은 CLOCK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다. 클록은 FPGA
검증 때와 마찬가지로 50MHz로 지정하고, 원래 스펙보다 좀 더
worst 하게 마진값을 부여하여 클록 주기를 부여했다. 또한, latency
와 uncertainty, transition 값은 임의로 지정했는데 관련 내용은 각
주와 함께 살펴보면 된다.

그림 21 Constrai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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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메시지 확인
커맨드 스크립트를 구동하여 얻을 수 있는 많은 레포트 중 몇 가지
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림 25 check_timing 결과 메시지 

그림 25는 check_timing 커맨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 확인
을 보여준다. Partial delay 가 적용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으
며 이것은 포트들에 대한 입, 출력 delay를 부여할 때 setup 타이
밍만 부여한다. 이는 hold 타이밍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림 26 report_constraint 결과 메시지

그림 26은 합성 후 report_constraint의 결과 메시지를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constraint대로 모든 합성이 잘 되었기 때문에 Area에
대해서만 Violation이 나온다. Area는 0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오류
가 나와야 하며, 정상적인 경우 Area 오류만 나와야 합성이 잘 된
것이다.

그림 27 report_timing 결과 메시지 

그림 27은 report_timing 커맨드에 대한 결과 메시지이다. Capture
클록에서 가장 타이밍 잡기 힘들었던 부분이 레포팅 된다고 생각하
면 된다. 타이밍을 만족했다면 해당 클록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목
적한 바를 달성한 것이다. Enable부터 IO_0[1]까지의 구간이 타이
밍이 제일 worst 했는데, 다행히 정해진 기준치보다 0.13ns 일찍 데
이터가 도착했으므로, 타이밍을 만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서 설명했지만 Path Group 이 총 5개이므로 그림 27 밑으로 4개
의 타이밍 그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 최종 결과물 파일 확인하기

그림 28 합성 완료 후 최종 결과물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합성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그림 28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뒤이어 적용해야 할 툴에 입력으로 활용하면 되고 ddc
를 포함하여 몇 가지 파일은 재차 합성해야 할 때 사용해야 하므로
적절한 naming을 통해 버전별로 관리해야 한다.

결론
기능 구현을 위한 소스 코딩과 검증, 합성을 포함한 Front-End 과
정까지 진행하는 데는 그에 맞는 사전 지식과 경험, 그리고 많은 시
간이 필요하다. 필자도 예제를 합성하기 전에 Synopsys의 Student
Guide를 학습하고 총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
자했다. 

본 고에 사용된 플랫폼은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합성 con-
straint와 스크립트는 어렵지 않지만, 사용자 스스로 툴에 익숙해지
도록 많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본 예제에서 사용한 스크
립트나 constraint 내용을 다른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프로젝
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디자인 마다 특성이 다르고, 목적하는 스
펙이 다르므로 constraint는 매번 다르게 만들어져야 하고 design
specific 해야만 한다. 실제로 MPW 참여자 중에는 특별히 무리만
없다면 스크립트나 constraint 들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갖
다 쓰려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
고 학습을 한 뒤, 본인 디자인에 알맞은 접근을 하길 바란다.

총 2회에 걸쳐 SoC 시스템 소개 및 FPGA 검증부터 Synopsys
Design Compiler를 이용한 합성을 다루었다. 다음 회차들을 통해
STA와 Auto P&R, Post-Simulation 까지 다룰 것이므로 큰 기대
를 해도 될 것이다.

본 내용은 2013년 9월에 IDEC 본센터에서 개설된 IDEC 연구원 교
육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자세한 자료는 IDEC 홈페이지에
서 다운로드 및 VoD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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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석 교수 

서강대 
전자공학과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ICT 분야는 통신, 전력, 경제,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통신분야의 많은 교수가 스마트그리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관리 및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무선통신 및 스마트 그리드를
연구하고 있는 서강대 전자공학과의 김홍석 조교수를 만나보았다.

學問如逆水行舟

학문여역수행주

不進卽退 欲速則不達

부진즉퇴  욕속즉부달
見小利則大事不成

견소리즉대사불성

학문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못한
즉 퇴보됨가 같다. 빨리 이루
려고 하면 도달할 수 없고 작
은 이익을 보려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통신, 전력, 경제,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스마트그리드 연구자

“ 도전정신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하는 연구 분야 ”
김홍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무선통신네트워크 중에서 자원관리 및 최적화에 대
해 연구 중이다. 그는 서울대에서 학사/석사를 마친 후, KT 통신망 연구소에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다가 미
국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이후 프린스터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마치고, 뉴
저지 머레이힐 소재 벨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을 거쳐 지금의 서강대로 오게 되었다. 미국 벨 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절부터
융합통신의 한 분야인 스마트 그리드 연구를 시작한 그는 “수학적/연역적 사고가 재미있어서 계속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ICT 분야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어서 더 도전적이고 재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연구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성취감은 내가 하고 싶은걸 할 때 찾을 수 있다.”
그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과정으로 보냈던 4년 반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늦게 다시 하게 된 공부였
던 만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매주 미팅과 토론, 그리고 연구가 힘이 들만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시
작한 공부이기에 성취감은 더 컸습니다.” 김홍석 교수는 석사 과정 중에는 <신호처리>, KT 통신망 연구소에서는 <ADSL,
VDSL, FTTH와 같은 초고속가입자망>, 박사 과정 중에는 <무선통신네트워크 및 자원관리/최적화> 연구를 진행했다.

김홍석 교수는 연구자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로 몰입을 강조했다. 중요한 발견은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창밖을 보면서, 아니면 샤워 중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서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
안 한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그는 모든 연구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려운 점이 없다면 연
구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안다면 좋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느꼈다
고 한다. “자신이 하는 연구를 좋아해야 어려움이 와도 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 전력망에 지능을 부여한 스마크그리드를 통해 상상할 수 없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홍석 교
수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극복의 일환으로 에너지
가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 소비, 저장, 거래 되는 시스템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의 포부에서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대
와 희망이 느껴진다.

▶ 문의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융합통신망연구실  전화 02-705-7989
E-mail hongseok@sogang.ac.kr   Homepage http://nice.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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