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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정이 미세화 됨에 따라 clock path의 전원 전압 잡음에 의한 

지터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 이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회로 

내 logic gates의 switching probability로부터 PSIJ를 직접 구한 

것이 아니라, post-layout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얻은 전압 잡음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논문은 입력 신호의 

확률 분포로부터 지터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다루며, 입력 신호의 

특정 확률 분포를 얻기 위해 gibbs sampling을 활용한다. 또한, 

지터의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체 조합 회로를 신호 

경로(timing path)별로 나누고, 각 경로가 기여하는 지터를 따로 

계산해 합치는 효율적인 연산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구한 

지터의 전력 밀도 함수와 표본 표준 편차는 HSPICE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으며, 수행 시간은 44-80배 감축되었다. 

 

 

주요어 : 전원 전압 잡음, 지터, 전력 배분망, 디지털 회로, 통계적 

분석, 깁스 샘플링 

학   번 : 2018-27521 

 

 

 

 

 

 
  


















































































	제１장 . 서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제２절 논문의 기여 및 구성

	제２장 . 배경 이론
	제１절 전원 전압 잡음
	제２절 전원 전압 잡음에 의한 지터
	제３절 중, 고대역 잡음에 의한 지터 분석
	제４절 디지털 회로 내 신호의 확률 분석 방법

	제３장 . 제안하는 방법 및 구현
	제１절 TIMING PATH ANALYSIS
	제１항 Timing Path 분석 방법

	제２절 INPUT-VECTOR SAMPLING
	제１항 디지털 확률 신호에 대한 가정
	제２항 Gibbs Sampling의 설명
	제３항 표본의 확률 수렴 확인 방법
	제４항 Gibbs Sampling의 적용
	제５항 조건부 확률 계산 방법

	제３절 CURRENT PROFILING
	제１항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전류 추출
	제２항 추출한 전류의 전력 밀도 함수

	제４절 PDN TF EXTRACTION
	제５절 PSIJ PSD CALCULATION
	제１항 시간 영역에서의 전달함수
	제２항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달함수


	제４장 . 실험 결과
	제１절 적용한 예제
	제２절 표본의 수렴 결과
	제３절 SWITCHING 확률에 따른 표준편차 분석 결과
	제４절 PSD 분석 결과
	제５절 PDN 보완 실험

	제５장 . 결론


<startpage>7
제１장 . 서론 1
 제１절 연구의 배경 1
 제２절 논문의 기여 및 구성 3
제２장 . 배경 이론 4
 제１절 전원 전압 잡음 4
 제２절 전원 전압 잡음에 의한 지터 5
 제３절 중, 고대역 잡음에 의한 지터 분석 7
 제４절 디지털 회로 내 신호의 확률 분석 방법 9
제３장 . 제안하는 방법 및 구현 11
 제１절 TIMING PATH ANALYSIS 13
  제１항 Timing Path 분석 방법 13
 제２절 INPUT-VECTOR SAMPLING 15
  제１항 디지털 확률 신호에 대한 가정 15
  제２항 Gibbs Sampling의 설명 16
  제３항 표본의 확률 수렴 확인 방법 16
  제４항 Gibbs Sampling의 적용 18
  제５항 조건부 확률 계산 방법 18
 제３절 CURRENT PROFILING 21
  제１항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전류 추출 21
  제２항 추출한 전류의 전력 밀도 함수 21
 제４절 PDN TF EXTRACTION 24
 제５절 PSIJ PSD CALCULATION 26
  제１항 시간 영역에서의 전달함수 26
  제２항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달함수 26
제４장 . 실험 결과 28
 제１절 적용한 예제 28
 제２절 표본의 수렴 결과 30
 제３절 SWITCHING 확률에 따른 표준편차 분석 결과 31
 제４절 PSD 분석 결과 32
 제５절 PDN 보완 실험 34
제５장 . 결론 3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