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 EM 기술은 높은 정확도와 
더 빠른 결과를 ADS(Advanced 
Design System) 내에서 모두 
제공합니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ADS(Advanced Design System)

W2360EP/ET SIPro 신호 무결성 EM 분석
W2359EP/ET PIPro 전력 무결성 EM 분석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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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I 솔루션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응집적 작업 흐름

신호 무결성(SI)과 전력 무결성(PI)은 별개의 작업으로 취급되곤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설계 최종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인데, 그 목표는 바로  고속 링크 성능과 시스템 수준의 신뢰성 보장입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하나의 셋업을 하나의 분석 유형에서 다른 분석 유형으로 쉽게 
복사할 수 있는, PI 및 SI 분석 모두를 위한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ADS에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SIPro와 PIPro는 공통 GUI, 워크플로우, 모델 데이터베이스 및 결과 시각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포인트 툴 간에 전환할 필요가 없고 엔지니어 간 협업을 개선합니다. 또한 SIPro와 PIPro의 대용량 EM Solver
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범용 EM 툴에서 설계 간소화를 위해 수동으로 진행하는 넷(net) 및 쿠키 커팅을 통한 
사이즈 줄이기 등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4개의 새로운 EM 시뮬레이터
 – DC IR 강하 분석
 – AC PDN 임피던스 분석
 – 전원 플레인 공진 분석
 – 전원 인식 신호 무결성 분석

SI/PI 분석

설계 가져오기

ADS로 가져올 수 있는 PCB 레이아웃 설계 :
 – ODB++
 – Direct .brd (Cadence Allegro)
 – ADFI (Cadence Allegro)

ADS 스케매틱 레벨 분석

 – Transient convolution 시뮬레이션
 – 채널 시뮬레이션
 – DDR 버스 시뮬레이션
 – 인증 테스트 벤치
 – Decap 튜닝
 – PDN EM 모델 + 동작 V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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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wave 3D EM 시뮬레이션 시간 최소화 

고속 PCB의 신호 무결성 분석을 제공하는 SIPro는 
시그널 넷(net), 신호와 전원 넷(net), 그리고 전체 
접지 넷(net)의 손실 및 연결의 특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종 EM 모델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을 통해 ADS Transient 및 채널 
시뮬레이터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속도와 정확도

 – 크고 복잡한 PCB 설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복합 EM 기술

 – 짧은 시간 안에 업계 표준 3D EM Solver에 
근접한 정확도를 제공하는 순수 EM 기술 기반

 – 특히 SI/PI에 특화된 넷(net) 중심 사용 모델로,  
범용 EM 툴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

 – EM 결과 분석:
 –  모든 관련 신호 연결
 –  GND/PWR 플레인에서 정확하게 모델링
된 접지 리턴 경로, 컷아웃 및 드릴. 

 –  비아-비아 연결
 –  비아 전이 효과
 –  비아-GND/PWR 커플링

스무 번 클릭하기도 전에 레이아웃에서 
결과까지 

 – 레이아웃 단순화 필요 없음!
 – 넷(net) 중심 셋업
 – 유도 포트 생성
 – 동일한 콤포넌트에서 모든 Crosstalk 요소를 
빠르게 도표로 표현

SI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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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석은 SIPro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M 모델 추출

 – 시그널 넷(net) 손실 및 연결을 캡처하는 정확한  
EM 모델 생성

 – 원하는 관계를 빠르게 찾고 도표로 그리기 위한 
포트별, 넷(net)별, 임피던스별 필터링  

 – 주파수 도메인 S-파라미터 결과
 – 시간 도메인 TDR 및 TDT 결과
 –  혼합 모드 S-파라미터(예: 차동에서 공통 모드로 전환)
 – Crosstalk의 빠른 도표 그리기(NEXT, FEXT)
 – 재시뮬레이션 없는 도표 그리기를 위한 레퍼런스 
임피던스의 빠른 변경

완전한 채널 분석

 – 자동 스케매틱 생성을 통해 추출한 EM 모델이 
ADS Transient 시뮬레이션과 ADS 채널 
시뮬레이션으로 곧장 흘러갑니다.

SIPro

SIPro EM 셋업 및 결과 분석. 혼합 모드, TDR 및 TDT를  
간편하게 도표로 표현

그림 1

그림 2

SIPro의 자동 스케매틱 생성은 Transient와 채널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EM-특성 분석 모델의 서브 회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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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ro 정확하고 효율적인 넷(net) 중심 PI 분석

PIPro는 DC IR 강하 분석, AC 임피던스 분석 및 
전력 플레인 공진 분석을 포함한 전력 분배 네트워크
(PDN)의 전력 무결성 분석을 제공합니다.  

속도와 정확도

 – 순수 EM 기반 솔루션
 – DC IR 강하 분석
 – AC PDN 임피던스 분석
 – 전원 플레인 공진 분석

유용성을 위한 설계

 – 레이아웃, 선택한 넷(net), 포트 및 콤포넌트의 
풀타임 3D 보기

 – 넷(net)별 필터링
 – 콤포넌트별 필터링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분석 추가
 – 드래그 앤 드롭
 – 복잡한 선택을 위한 계층적 검색
 – 상황별 메뉴(예: ‘모두 선택된 넷(net)에만 
연결되는 인스턴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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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ro에서는 다음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C IR 강하 분석

 – 각 싱크로 전달되는 전압 및 사용자 정의 
허용오차에 따른 장애

 – 각 비아를 통해 흐르는 전류 및 사용자 정의  
최대 값에 따른 장애

 – 3D 전력 손실 시각화
 – 3D 전압 분포 시각화
 – 3D 전류 밀도 시각화

전원 플레인 공진 분석 
 – PCB의 자기 공진을 분석하고 전계 강도가 가장 
높은 문제 영역을 검사

 – PDN을 위한 자기 공진 주파수 및 품질 계수 보고
 – 3D 전계 플롯

PIPro

개별 비아를 통해 과도한 DC 전류  
흐름이 보고되고 3D 구조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그림 3

PDN 내에서의 DC 전압 분포 시각화.

그림 4

전류 밀도 플롯은 저항이 높은 영역을  
강조 표시하고 mm2당 앰프를  
수량화합니다.

그림 5

그림 6

전원 플레인 공진 분석은 보드의 공진 주파수를 찾고 E-field를 보여주어 보드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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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DN 임피던스 분석

 – 간편한 셋업: 넷(net), 필터를 선택 및 콤포넌트의 
드래그 앤 드롭. 유도 포트 생성

 – PDN 임피던스 대 주파수
 – 스케매틱의 추가 시뮬레이션을 위해 PDN의  

S-파라미터 모델 추출
 – 3D 전계 플롯 및 전류 밀도 플롯
 – Decap 튜닝 – 재시뮬레이션 없이 바뀌는 

decap 값의 효과를 신속하게 확인
 – 스케매틱으로부터 완전히 유연한 PDN 최적화 전략
 – 콤포넌트 모델 할당:

 –  Lumped
 –  SnP
 –  Murata
 –  삼성
 –  TDK
 –  스케매틱 모델에서 맞춤형 부품 생성

 – 셋업, 고급 자동 시뮬레이션 및 후처리를 위한 
전체 스크립팅 지원

 – PDN의 EM 추출 모델과 함께 스케매틱에서 
VRM 동작 모델링. 평탄한 임피던스 응답에 대한 
공학적 접근방식!

PI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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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문 
기술입니다. 최초 시뮬레이션에서부터 최초 고객 배송에 
이르는 데이터와 정보를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프로그래밍 환경

 –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자세한 내용은 www.keysight.com/find/

software를 참조하십시오.

30일 무료 체험판으로 시작하십시오  
www.keysight.com/find/free_trials

한 단계 높은 통찰력 다운로드

SIPro 및/또는 PIPro는 개별 요소, 또는 사전 구성된 번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W2223 ADS 
번들

W2224 ADS 
번들

W2359 PIPro 
요소 1

W2360 SIPro 
요소 1

ADS 코어 환경  
ADS 레이아웃  
Transient convolution  
시뮬레이션

 

채널 시뮬레이션  
Controlled impedance line 
designer

 

Momentum EM 분석 
PIPro EM 분석   
SIPro EM 분석   

1. SIPro 및 PIPro 요소를 사용하려면 ADS 코어 환경 및 ADS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SIPro 및 PIPro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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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ysight.com/find/mykeysight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로 맞춤형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ww.key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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