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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 및 system on chip (SoC) 설계 시 디지털 회로는 클럭에 동기화되어 

작동한다. 칩 설계 시, place & route (P&R)에서 설계 조건과 타이밍 조건, 클럭의 동기화 여부 등을 고려한다. P&R에

서 클럭 경로에 대한 delay를 줄이기 위해, clock tree synthesis (CTS) 기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클럭트리 

합성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shallow-CTS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오픈 소스 Parser-Verilog를 사용하여 register 
transfer level (RTL) 합성가능한 Verilog를 파싱하여, Pre-CTS와 Post-CTS 단계를 진행하고, 가장 긴 clock path와 버

퍼 삽입 전후의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CTS의 정확도에 대해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시간 투입이 많이 되는 licensed 
EDA tool을 사용하여 CTS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RTL 수준에서 사전 클럭 트리 합성 검증 방법을 제공하여 비용 및 

시간문제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hen designing chip, it considers design specification, timing problem, and clock synchronization on place & route 
(P&R) process. P&R process is complicated because of considering various factors. Chip uses clock tree synthesis (CTS) 
to reduce clock path del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hallow-CTS algorithm for checking clock tree 
synthesizable. Using open source Parser-Verilog, register transfer level (RTL) synthesizable Verilog file is parsed and it 
uses Pre-CTS and Post-CTS process that is included shallow-CTS. Based on longest clock path in the Pre-CTS and 
Post-CTS stages, the standard deviation before and after buffer insertion is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accuracy of 
CTS.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the cost and time problem could be reduced by providing a pre-clock tree synthesis 
verification method at the RTL level without confirming the CTS result using the time-consuming licensed EDA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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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Fig. 1 Data path of CTS

칩 설계 시, 전 단계 (Front-end), 후 단계 (Back-end)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전 단계에서는 칩 구조 

설계를 진행하고,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HDL) 
설계 및 검증을 진행한다. 설계된 HDL을 합성 및 검증

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 단계에서 한 검증이 끝난 후, 
Pre-simulation 단계에서 Final netlist에 대한 최종 검증

을 시행한다. 전 단계의 결과물인 Final netlist에 대해서 

P&R 과정을 시행한다. P&R 단계 중 CTS는 칩 내부의 

타이밍을 조절하여 데이터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동하

도록 하는 과정이다 [1, 2]. 그림 1은 CTS를 설명하는 그

림이다. 그림 1을 보면, 클럭 경로를 맞추기 위해, delay
가 큰 클럭 경로에 비해 delay가 작은 클럭 경로에 버퍼 

삽입을 통해 delay를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한다[3, 4]. 
이 과정을 통해 클럭 경로의 전체적인 타이밍을 조절하

고 칩 내부의 hold violation을 해결한다. 이 목적을 달성

하면, 저전력, 빠른 속도의 칩 설계가 가능해진다[5]. 
현재 회로 검증할 때, licensed EDA tool을 이용하여 

CTS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tool의 비용문제와 tool에서 

CTS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RTL design은 합성해보기 전, design의 합성 여

부를 알 수 없다. 반복 설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설계

오류를 발견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 연구는 

비용이 비싸고, 시간 투입이 많이 되는 licensed EDA tool
을 사용하여 CTS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RTL 수준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shallow-CTS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사전 클럭 트리 합성 검증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RTL 합성과 standard delay format 
(SDF)[6] 추출을 위해 사용한 Qflow[7] EDA tool과 

standard library cell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shallow-CTS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은 구현 및 실험 방법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실
험 및 평가에서는 알고리즘 평가를 하기 위해 큰 RTL 
Verilog 파일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차이점과 성능에 대

해 설명한다. 마지막 결론은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본 연구가 licensed EDA tool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보완점에 대해 고찰한다.

Ⅱ. 관련 연구

2.1. Qflow

Qflow는 Verilog나 VHDL 파일을 이용하여 여러 가

지 디지털 합성 단계를 거치고, 특정 공정 기술을 적용

함으로써 실제 회로 레이아웃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오

픈 소스 EDA 툴 체인이다. 본 연구에서 Qflow의 RTL 
합성 툴 Yosys[8]와 SDF 파일 추출을 위해 사용된다. 

2.2. Standard cell library

각 공정별, 파운드리 제조사별로 standard cell library
가 있다. 본 논문에서 Qflow의 Yosys와 SDF파일을 추

출하기 위해 TSMC 180nm 공정 library를 이용한다. 
library 안에 기본 primitive cell의 HDL 코드, layout 정
보 등에 관한 정보가 존재한다. 

2.3. Parser-Verilog

Verilog 파일을 module name, input/output, wire, 
instance의 레벨로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flex와 bison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입력 처리와 구문 분석 및 파싱을 한

다. 본 논문에서는 Parser–Verilog[9]의 파싱된 정보를 

이용하여 Pre-CTS와 Post-CTS 알고리즘에 활용한다.

Ⅲ. 구현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hallow-CTS 알고리즘은 

Pre-CTS와 Post-CTS 총 2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전체적

인 알고리즘 모델은 공통적으로 트리 구조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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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알고리즘에 사용된 트리 구조에 대한 설명이

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진 트리를 기반으로 트리 구조를 

구성하였다[10]. Verilog 파일 내에 output 포트가 존재

하는 게이트를 최상위 노드라 가정한다. 최상위 노드 아

래에 연결된 다른 게이트 노드들이 존재할 것이다. 각 

게이트 노드에 알맞은 포트를 이어준다면 전체적으로 

트리 구조가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output 포트가 존재

하는 노드를 root 노드, 모듈의 input이 게이트 노드의 

input 포트에 존재한다면, 이 노드를 leaf 노드라 정의한

다. root 노드에서 leaf 노드까지의 경로를 route라 정한

다. route에는 netlist의 정보가 들어있으며, route delay
를 계산할 수 있다. route delay가 가장 큰 것을 

maximum route delay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를 설명

한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트리 구조를 구성하여 각 

route 정보를 기록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output 포트가 존재하는 게이트가 root 노드에 위치하고 

root 노드를 기준으로 포트의 연결 여부를 판단하여 재

귀함수를 이용한 DFS 순회한다. 그림 3의 경우, DFS 순
회에 대한 알고리즘이다. 현재 게이트 노드 G를 route 
데이터에 기록하기 위해 G를 벡터로 구성된 Groute에 

삽입한다. 해당 G의 output 포트를 Goutput에 저장한다. 
Goutput을 제외한 input 포트와 다음에 연결되는 child 
게이트 노드의 output 포트가 같은 게이트 노드의 정보

를 저장하여 childG에 저장된다. childG의 정보를 반복

문을 통해 route함수를 호출하여 route 정보를 얻는다. 

종료 조건은 G정보와 해당 cell의 정보를 비교한다. 
stdlibrary 함수를 통해 G의 게이트 이름에 대한 알맞은 

standard cell library의 해당 cell의 input 개수와 intrinsic 
delay, area에 관한 정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현재 노드 

G의 input 포트에 Verilog 파일 모듈의 input 개수를 측

정한다. standard cell 게이트의 input 포트 개수와 현재 

노드에 존재하는 모듈 input 개수를 비교한다. 서로 값

이 같다면 더 이상의 게이트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leaf 
노드를 뜻하고, 같지 않다면, leaf 노드이지만 연결된 다

른 게이트 노드가 존재함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route 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leaf 노드에 연결된 

노드들이 없을 때까지 순회하도록 구성한다. 

Fig. 2 Tree structure

Fig. 3 Pseudo code of route using DF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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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알고리즘은 버퍼 삽입 진행 시 standard cell 
library 버퍼의 intrinsic delay 크기를 비교하여 버퍼 삽

입과정을 설명한다. 버퍼 삽입 경우에 maximum route 
delay를 기준으로 다른 route에 버퍼 삽입을 진행한다. 
버퍼 delay가 큰 순서로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작은 

버퍼로 삽입한다. 또한, leaf 노드의 구조에 따라 버퍼 삽

입 위치가 달라진다. 이 경우는 leaf 노드에 연결된 게이

트 노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의 그림 4는 

leaf 노드의 버퍼 삽입과정을 2가지 경우의 수로 표현한 

예시이다. leaf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 노드가 없다면 leaf 
node의 output 포트 부분에 버퍼 삽입을 시행하고 그 결

과, 모듈의 input은 변화가 없다. leaf 노드에 연결된 게

이트 노드가 존재한다면 leaf 노드의 input 포트 중 모듈 

input이 존재하는 input 포트 부분에 버퍼 삽입한다. 그 

결과, 전체적인 모듈의 input은 해당 route의 마지막으로 

삽입된 버퍼의 input으로 바뀌게 된다. 
route 알고리즘과 버퍼 삽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Pre-CTS와 Post-CTS의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클럭 트리 

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5는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

이다. 제안하는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3.1. RTL 합성 가능 여부 판단

본 연구는 RTL 합성하여 netlist 기반으로 작성된 

Verilog 소스를 입력으로 이용한다. 2가지의 알고리즘 

모델은 TSMC 180nm standard cell library을 바탕으로 

이용하고 primitive 게이트 단계에서 CTS를 진행한다. 
Qflow 툴 체인 중 RTL 합성 툴 Yosys를 이용하여 본래

의 Verilog 소스를 넷리스트로 변환해야 한다. Yosys에
서 선택한 공정에 맞는 standard cell로 매칭하고, 그에 

따른 netlist를 추출한다. 

3.2. Pre-CTS 알고리즘 모델

RTL 합성된 netlist 파일이 Parser-Verilog를 이용하

여 Pre-CTS 알고리즘 모델을 구성한다. 버퍼 삽입 알고

리즘을 통해 버퍼 삽입을 진행한다. 이때 각 게이트 노

드들이 wire로 연결되었지만, net delay가 없다고 가정

하고 CTS를 진행한다. 

3.3. Standard delay format (SDF) 파서 사용

SDF 파일은 회로 지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회로

의 R,C와 같은 기생성분의 delay과 cell delay와 net 
delay 등의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SDF는 회로 지연

에 대한 표현으로 레이아웃 후 시뮬레이션 및 back- 

Fig. 4 Buffer insertion process

Fig. 5 Overa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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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tation 단계에 사용된다. 현재 Qflow의 SDF 파일은 

back-annotation 단계에서 추출되고, cell과 cell 사이의 

propagation delay를 INTERCONNECT delay로 표현한

다. 그림 6은 SDF의 INTERCONNECT 형식을 간단하

게 나타낸 그림이다. net delay에 관한 정보를 Parser- 
Verilog에 적용하기 위해 SDF 파서가 필요하다.

그림 7은 SDF 파서에 대한 알고리즘을 간단히 표현

하였다. 현재 SDF 파일 형식은 게이트가 연결되어있고, 
instance 이름과 앞단과 뒷단의 포트 이름, net delay의 

값이 기술되어 있다. SDF 파일에서 INTERCONNECT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Info에 저장한다. 반복문을 이

용하여 Info를 토큰 형태로 앞단과 뒷단의 정보, delay 
값을 모두 구분하여 구조체 Path에 저장한다.

Fig. 6 SDF file using INTERCONNECT

Fig. 7 Pseudo code of SDF parser

3.4. Post-CTS 알고리즘 모델

SDF 파서에서 연결된 게이트의 앞단과 뒷단의 정보

와 net delay의 정보를 고려하여 Post-CTS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net delay를 각 route마다 반영하기 때문에 모

든 route의 전체 delay는 증가한다. 그림 4의 버퍼 삽입

은 Pre-CTS와 Post-CTS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Pre-CTS 단계에서보다 추가된 버퍼 개수가 증가한다. 

그림 8은 단계별 CTS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Pre- 
CTS와 Post-CTS의 차이는 net delay 포함 여부이다. 
Pre-CTS의 경우에는 cell delay에 따라 버퍼 삽입개수가 

정해진다. 반면에 Post-CTS는 cell delay와 앞단과 뒷단

의 기생성분 delay도 포함되어 있기에 전체적인 route 
delay는 증가하고 삽입되는 버퍼의 개수도 더 늘어난다. 
정확도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net delay를 고려한 Post- 
CTS가 클럭 트리를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다. 

Fig. 8 Compare Pre-CTS and Post-CTS

Ⅳ. 실험 및 평가

Fig. 9 Large RTL source 

실험에 사용된 RTL 파일은 다음과 같다. 그림 9은 

RTL 파일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그림이다. 클럭이 들어

올 때 앞단과 뒷단의 input의 값을 더한다. 그리고 더한 

값에 다음의 input을 계속 더하는 형태이다. 합성 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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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을 통해 maximum route delay를 유추할 수 있다. 실
험에 사용된 파일을 Yosys를 통해 RTL 합성을 거친다. 
Pre-CTS와 Post-CTS의 큰 차이는 net delay의 포함 유무

이다. Pre-CTS의 경우 단순히 cell delay의 크기에 따른 

route를 구성하면서 maximum route delay를 기준으로 

버퍼 삽입을 진행하였다. Post-CTS는 SDF 파일의 net 
delay를 고려하여 모든 route delay마다 net delay를 추가

하여 버퍼 삽입을 진행하였다. 그림 10은 현재의 RTL 
파일을 이용하여 Pre-CTS와 Post-CTS의 삽입된 버퍼 

개수를 비교하였다. 실험한 결과, Pre-CTS는 512개의 

버퍼가 삽입되었고, Post-CTS는 514개의 버퍼가 삽입

되었음을 알 수 있다. CTS를 진행할 때, 삽입된 버퍼의 

개수가 증가하여 전체 면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Post-CTS의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Compare inserting buffer 

Fig. 11 Compare maximum route delay

그림 11은 Pre-CTS보다 정확도가 높은 Post-CTS 결
과를 Qflow의 maximum route delay의 크기와 비교하였

다. Post-CTS의 maximum route delay는 약 0.703ns, 
Qflow는 약 1.0ns, Post-CTS와 Qflow의 차이는 약 0.3ns 
이다. SDF 파일의 net delay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Qflow의 delay 계산은 Elmore delay 
계산법을 사용한다. 또한, Post-CTS 알고리즘은 정적인 

값을 이용하여 CTS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림 12는 Pre-CTS와 Post-CTS 단계에서 버퍼 삽입 

전후의 평균과 표준편차, maximum route delay를 비교

하였다. 그림 13은 버퍼 삽입 전과 후의 maximum route 
delay와 편차에 대해 표현한 그림이다. 버퍼 삽입 후, 다
른 route delay는 maximum route delay와의 편차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적용하여, 버

Fig. 12 Compare Pre-CTS and Post-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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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삽입 전과 후 과정에서, Pre-CTS의 표준편차의 차는 

약 0.0308ns, Post-CTS의 표준편차의 차이는 0.0307ns
이다. 근소한 차이지만, Post-CTS 단계에서 각 route의 

표준편차의 차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Post-CTS 
단계에서 표준편차가 감소함으로써 SDF 파일의 net 
delay를 반영하여 세밀하게 버퍼 삽입을 진행하였다. 
maximum route delay와 다른 route 간의 delay의 차이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clock skew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 net delay를 반영함으로써 정확한 CTS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Qflow의 정확도에 근접할 수 없

다. 하지만, cell과 cell 사이의 net delay를 고려함에 따

라 Pre-CTS 단계와 Post-CTS 단계에서 버퍼 삽입 전후

의 결과를 보면, 표준편차의 차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Post-CTS 단계에서 CTS의 정확도를 증

가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현재 licensed EDA tool이나 Qflow의 

CTS 기능의 정확도에 근접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licensed tool의 CTS 결과에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shallow-CT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전 클럭 트리를 합성 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licensed tool의 CTS 기능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사
전 클럭 트리 합성을 통해 CTS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또한 비용 및 시간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큰 RTL 파일을 이용하여 Qflow에서 

RTL 합성과 SDF 파일 추출을 거치고, Pre-CTS와 

Post-CTS 단계를 거치면 CTS를 진행하였다. Pre-CTS 
진행 후, 버퍼 삽입 진행 전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약 

0.0308ns 차이가 나고, Post-CTS 진행 후, 버퍼 삽입 진

행 전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약 0.0307ns 차이가 난다. 
Post-CTS 단계에서 net delay를 반영하여 버퍼 삽입 전

과 후의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각 route에 버퍼 삽입을 통

해 maximum route delay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것을 통해, 전체적인 clock skew를 감소할 수 있었다. 또
한, 각 단계별로 진행 결과를 비교하면서 Post-CTS에서 

버퍼 삽입 전후의 표준편차 차이가 감소하여 Pre-CTS
보다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적인 cell delay 계산법을 사용하여 앞단과 뒷 단의 

strength와 network delay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

하였다. 그에 비해, Qflow의 CTS 알고리즘은 앞단과 뒷

단의 기생성분을 고려하고 Elmore delay 계산법을 사용

하여 버퍼 삽입을 통해 CTS가 진행된다. 동적으로 CTS
가 진행된다. 또한 한 가지 공정을 이용하여 CTS를 진행

하였지만, 다양한 공정의 standard cell library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Fig. 13 Deviation before and after buffer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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