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Note

Utmost-IV에서 RPI TFT 모델의
모든 기능을 제공
소개
실바코의 SmartSpice는 TFT 기술 산업의 초창기부터 아
날로그 회로 시뮬레이터의 사실상 표준이었습니다. 렌셀
러 폴리테크닉 대학교(RPI)에서 poly-Si (poly silicon)
및 a-Si (amorphous silicon) TFT 소자용으로 개발한
SPICE 컴팩트 모델을 조기에 도입하여 집적회로를 설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바코의 Utmost III SPICE 파라
미터 추출 툴은 회로 설계자에게 TFT 모델 파라미터를 제
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델링 엔지니어는
RPI TFT 모델, 특히 poly-Si TFT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
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의 급속
한 기술 발전은 모델링 작업에 대한 생산성과 모델 피팅에
있어서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애플리케이
션 노트에서 유전 알고리즘과 기존의 Levenberg
Marquardt 옵티마이저를 조합한 실바코의 Utmost IV 하
이브리드 옵티마이저를 활용하여 TFT 모델링 엔지니어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소개합니다. RPI poly-Si 및
a-Si TFT 모델을 활용하여 Utmost IV 파라미터 최적화
에 대한 2개의 예제를 설명합니다.

RPI TFT 모델의 정교함
SmartSpice는 a-Si 레벨 35와 poly-Si 레벨 36의 두 가
지 RPI TFT 모델이 있습니다. DC 모델 파라미터는 a-Si
TFT 모델에 24개, poly-Si TFT 모델에 31개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파라미터의 수로 보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그 방정식은 상당히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이는 Levenberg Marquardt (L-M) 기법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모델 파라미터 추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L-M 기법은 초기 모델 파라미터가 최종 솔루션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 대상 측정 데이터에 대해 우수한
모델 피팅을 제공합니다. 이 조건은 TFT 모델링 엔지니어
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초기 모델 파라미터 값에 대한 정보
는 DC 전류 전압 특성에서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은 초기 파라미터 값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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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ost IV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 두 가지 최
적화 알고리즘의 조합
Utmost IV는 6개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
중 2개는 로컬 최적화 알고리즘, 다른 4개는 글로벌 최적
화 알고리즘으로 부릅니다. 로컬 옵티마이저는 적절한 초
기 파라미터 값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옵티마이저는 그렇
지 않습니다. 2개의 알고리즘만 조합하면, Utmost IV에
서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및 로컬 최적화 알고리즘의 조합은 RPI TFT 모델 파라미
터 최적화에 적합합니다. 글로벌 옵티마이저가 방대한 파
라미터 공간을 검색하여 이른바 글로벌 최소 영역을 찾으
면, 로컬 옵티마이저는 로컬 최소값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예는 RPI TFT 모델의 정교함과 Utmost IV
의 역량을 모두 보여줍니다.

1. RPI Poly-Si TFT 모델 파라미터 추출 예제
다음의 N형 TFT 예제는 RPI poly-Si TFT 모델 파라미
터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Utmost IV 하이브리드 옵티마
이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첫째, 유전 알고리즘, 둘째 Levenberg Marquardt 알고
리즘입니다. 유전 알고리즘 옵티마이저는 L-M 기법에
대해 합리적인 초기 파라미터 값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체적인 최적화 과정은 복수의 Vds 전압에서 Ids 대
Vgs 단계로 시작합니다. 음의 Vgs에서의 드레인 누설
전류와 약한 반전 전류 영역에 대해 임계 이하 영역을
사용합니다. 임계 이하 전류 영역은 전체 드레인 전류
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음의 Vgs 드레인 누설 전류는
임계 이하 전류에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RPI
poly-Si TFT 모델의 일부 파라미터는 임계 이하 영역
과 포화 전류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계 이하
영역에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포화 영역보다 적습
니다. 즉, 임계 이하 전류 영역에 대한 파라미터 최적화
는 파라미터의 수로 보면, 포화 영역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목적은 임계 이하 영역에 대한 공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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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의 합리적인 값을 얻는 것입니다. 포화 영역의
후속 단계는 이러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1-1.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최적화: 1단계
그림 1은 대상(녹색) 곡선과 기본 모델 파라미터 시뮬레
이션 곡선(적색)을 나타냅니다. ISUBMOD =1인 레벨
36 버전 2를 사용하였습니다. TFT 특성을 나타내는 대
상 데이터는 측정 데이터에서 인위적으로 수정됩니다.

그림 2. Utmost IV 최적화 1단계: 임계 이하 영역과 음의 Vgs 영
역을 모두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림 3은 첫 번째 단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독립 실행
형 Levenberg Marquardt 기법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전 알고리즘을 포함한 하이브리드는 기본
파라미터 값을 활용하여 피팅이 불합리하게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1. poly-Si TFT 대상 데이터(녹색) 곡선과 기본 RPI
poly-Si TFT 모델 시뮬레이션 곡선(적색)

그림 2는 Vds 간격을 갖는 Ids 대 Vgs 로그 데이터를 활
용하여, Utmost IV에서의 첫 번째 최적화 단계를 위한
대상 영역 설정을 나타냅니다. 초기 최적화 단계는 임계
이하 영역과 음의 Vgs 영역에서의 누설 전류를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tmost IV 최적화 설정을 사용하면, 적
색 직사각형에 표시된 것처럼 동일한 소자 데이터에 대
해 대상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전역 파라미터 공간을 검색하여 합리적인 초기 값을 제
공합니다. 그 후, Levenberg Marquardt 기법은 피팅 오
차를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림 3.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1단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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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최적화 상태의 예를 보여주는 Utmost IV 최적
화 프로젝트 창입니다. 15.09%의 초기 피팅 오차는
5.72%로 감소하고,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에 의해
0.85%로 감소합니다.

그림 5. Utmost IV 최적화 2단계: 영역 설정

그림 4.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를 보여주는 Utmost IV 최적화
상태

그림 6은 최적화 2단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임계 이
하 영역 피팅에서 약간의 저하가 있더라도, 선형 및 로
그 데이터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피팅을 얻을 수 있습니
다. 그림 7은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의 다른 예를 나타
내는 최적화 상태입니다. 누설 방정식 파라미터를 제외
한 거의 모든 모델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이는 유전
알고리즘 옵티마이저의 우수한 사용 예로서, 모델링 엔
지니어는 파라미터를 대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최적화: 2단계
그림 5는 최적화 2단계의 영역 설정을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Vds를 갖는 Ids 대 Vgs의 선형 및 로그 데이터를
모두 선택합니다. 이는 임계 이하 전류 영역에서 손상을
줄이면서 선형 Ids 전류에 대해 합리적인 피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RPI poly-Si TFT 모델의 일부 파라미터
는 임계 이하 영역과 선형/포화 전류 영역에 모두 영향
을 미칩니다. Utmost IV는 Y축 비율에 따라 피팅 오차
를 계산하므로, 선형 데이터의 대상 최소 전류 값이 중
요합니다. 로그 값은 선형 값보다 오차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로그 및 선형 데이터를 모두 선택했지만, 로
그 데이터의 피팅 오차가 선형 데이터의 경우보다 훨씬
적게 감소하면 임계 이하 전류 영역에서 적절하게 피팅
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형 데이터에 대한 최소
전류의 Utmost IV 대상 범위는 임계 이하 전류 값을 포
함해야 합니다. 또한 로그 데이터의 임계 이하 대상 영
역은 선형 데이터 범위보다 큰 최적화 가중치를 갖습니
다.

그림 6.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2단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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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를 보여주는 Utmost IV 최적화
상태

그림 9. Utmost IV 최적화 상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
타냅니다.

1-3.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최적화: 3단계
그림 8은 임의로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최적
화 3단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주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
보다 우수한 값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곡선의
수는 Vds 단계의 중간 범위로 감소합니다. 최적화 상태
의 그림 9는 두 번째 단계로 거의 충분하며, 개선이 더 이
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4.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최적화: 4단계
마지막 단계는 여러 개의 Vgs 전압에서 Ids 대 Vds를 사
용합니다. Ids 대 Vgs를 사용한 이전 단계는 전압 설정과
관련하여 Ids 대 Vds의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본 단계
이전의 모델 피팅은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림 10은 이전 최적화 단계 직후의 Ids 대 Vds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림 8. Utmost IV RPI poly-Si TFT 최적화 3단계 결과

그림 10. Ids 대 Vgs 최적화 직후의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Copyright © 2021 Silvaco Inc.

Ids 대 Vds에 대한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았지
만, RPI poly-Si TFT 모델은 길이를 확장할 수 있는 대
상을 잘 표현합니다. 본 단계의 목적은 Levenberg
Marquardt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 모델을 더욱 개선하
는 것입니다.

1-5.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 최적화: 튜닝
그림 13은 대상 특성에 맞는 RPI poly-Si TFT 모델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임계 이하 영역을 더 개선할 수 있
을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11은 Ids 대 Vds 곡선의 피팅 오차 개선을 나타냅
니다. 그림 12에서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Levenberg Marquardt 최적화는 모델을 대상 곡선에 상
세하게 피팅하였습니다.

그림 13. RPI poly-Si TFT 모델은 Ids 대 Vds, Ids 대 Vgs 곡
선을 모두 잘 표현합니다.

그림 11. Utmost IV RPI poly-Si TFT 모델의 Ids대 Vds
최적화

동일한 Utmost IV 최적화 과정을 시작부터 연속적인 모
드로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는 몇 번 반복한 후,
동일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임계 이하 영역이 확실히 개
선되었습니다.
L = 5um 및 8um 소자에 대한 Ids 대 Vds 곡선의 피팅
오차는 각각 16.4%, 7.9%입니다.

그림 12. 최종 단계의 Utmost IV 최적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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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RPI poly-Si TFT 모델은 Ids 대 Vds 및 Ids 대 Vgs
곡선을 모두 잘 표현합니다. 임계 이하 영역이 포화 영역 전류
의 저하 없이 그림 13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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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I a-Si TFT 모델 파라미터 추출 예제
RPI a-Si TFT 모델 최적화의 예제는 poly-Si TFT 예제
와 유사합니다. 대상 데이터셋은 실바코 TCAD 툴로 생성
하였으며, 입력 파일은 TCAD 예제 tftex05.in [1]에 기초
하였습니다. RPI a-Si TFT 모델의 파라미터 최적화 플로
우는 RPI poly-Si TFT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임계 이
하 영역 및 음의 Vgs 드레인 누설 전류 영역을 먼저 최적
화하고, 임계 이하 영역의 피팅을 유지하는 제약 조건으
로 포화 전류 영역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Ids 대
Vds 특성을 사용합니다.
2-1.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화:
1단계
그림 15는 대상 데이터 및 기본 RPI a-Si TFT 레벨-35 버
전 2 모델 시뮬레이션 곡선을 나타냅니다. 기본 파라미터
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
알고리즘과 Levenberg Marquardt 기법으로 구성된
Utmost IV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의 역량을 시험합니다.
그림 16. a-Si TFT에 대한 Utmost IV 최적화 설정 1단계, 임
계 이하 영역 및 음의 Vgs 영역을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로그
데이터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상 데이터의 직사
각형 상자는 파라미터 최적화가 수행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각각 최적화 결과와 옵티마이저 상
태를 나타냅니다. 초기 시뮬레이션 곡선이 대상에서 멀
리 떨어져 있었지만, Utmost IV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
는 임계 이하 영역에 대한 대상에 가까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의 Vgs 영역은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
가 필요합니다.

그림 15. a-Si TFT 대상 데이터(녹색) 곡선과 기본 RPI a-Si
TFT 모델 시뮬레이션 곡선(적색)

그림 16은 첫 번째 단계로서 Ids 대 Vgs를 활용한 최적
화 범위 설정을 나타냅니다. 최적화 대상은 음의 Vgs 드
레인 누설 전류 영역을 포함한 선형 데이터에서 지정합
니다. 로그 데이터는 최적화 결과의 확인에 사용하므로
최적화 대상을 지정하지 않으며, 이는 대상 데이터에서
적색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17. Utmost IV RPI a-Si TFT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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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결과는 그림 17과 다를 수 있으며, 예시로서 그림
19처럼 보입니다. Utmost IV 옵티마이저가 완전히 불합
리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최적화 프로세스
를 시작해야 했으므로, RPI a-Si TFT 모델 사용자는 이
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단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
도, 이후의 Utmost IV 최적화 과정은 적절한 해결책을 찾
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음의 Vgs, 임계 이하 영역, 강한
반전 영역의 드레인 누설 전류와 같은 특성을 질적으로
표현하는지 여부입니다.
2-2.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2단계
다음 단계에서 임계 이하 영역과 포화 전류 영역을 모두
최적화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림 20이 이를 나타내며,
이는 그림 17에 상응합니다. 임계 이하 영역의 최적화 영
역이 선형 영역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가중치를 가지므로,
임계 이하 영역이 대상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그림 19 유
형이 개선됩니다.

그림 18.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최적화 상태: 1단계

그림 20. UTMOST IV RPI a-Si TFT 파라미터 최적화 설정:
2단계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2단계 결과와 최적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선형 곡선이 개선되는 동안, 임계 이하 영역
은 피팅을 양호하게 유지합니다.

그림 19. Utmost IV RPI a-Si TFT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
1단계의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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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3단계
다음 단계에서 음의 Vgs 드레인 누설 전류 영역을 최적화
합니다. 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바로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Vds가 가장 낮을 때의 누설 전류는 본 예
제 데이터에서 최적화 대상에서 떨어진 다른 특성을 보여
줍니다. 그림 23은 이를 나타내며, 여기서 Utmost IV는
두 개의 Ids 대 Vgs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림 21. UTMOST IV RPI a-Si TFT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
2단계

그림 23. UTMOST IV RPI a-Si TFT 최적화 설정: 3단계

그림 24, 그림 25는 각각 3단계의 결과와 최적화 상태입
니다. Utmost IV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가 드레인 전류
의 음의 기울기 영역을 성공적으로 피팅하였습니다.

그림 22. 2단계의 UTMOST IV 최적화 상태
그림 24.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결
과: 3단계. 드레인 전류의 음의 기울기 영역을 잘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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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과 그림 28은 각각 최적화 결과와 상태를 나타
냅니다.
안타깝게도, 선형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림 25. 3단계의 UTMOST IV RPI a-Si TFT 최적화 상태
그림 27.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최적화: 4단계 결과

2-4.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4단계
다음 단계는 선형 Ids 대 Vgs와 임계 이하 영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림 26은 최적화 대상을 나타냅니다.
선형 대상 영역은 로그 대상 외에도 영역 피팅을 유지하
기 위해 임계 이하 전류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림 28. 4단계의 UTMOST IV 최적화 상태

그림 26.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최적화 설정: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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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5단계
최적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그림 29처럼 Ids 대 Vds
곡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29.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최적화 설정: 5단계

Ids 대 Vgs를 사용한 전 단계에서 Ids 대 Vds 최적화에
대한 초기 값으로서 양호한 피팅을 나타냈습니다. 그림
30과 그림 31은 각각 최적화 결과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림 30에서 시뮬레이션 곡선은 대상 곡선에 매우 가깝
습니다. 유전 알고리즘과 Levenberg Marquardt 기법으
로 구성된 Utmost IV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는 피팅 오
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림 30.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최적화 결과: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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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단계의 UTMOST IV 최적화 상태

Ids 대 Vds 곡선이 잘 표현되지만, 임계 이하 영역을 확
인해야 합니다. 그림 32는 임계 이하 영역이 이전 단계
에서보다 더 저하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 32. 임계 이하 영역의 저하를 나타내는 UTMOST IV RPI
a-Si 5단계 최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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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바코의 Utmot IV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저는 RPI
poly-Si 및 a-Si TFT 모델에서 모두 우수한 생산성과
모델 피팅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TFT 모델링 엔지니어 및 SmartSpice 시뮬레이터 사용
자는 이전보다 RPI TFT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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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UTMOST IV RPI a-Si TFT 모델 최적화 결과: 동일한
최적화 과정을 반복

동일한 최적화 과정을 반복하면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그림 33은 Ids 대 Vds 및 임계 이하 영역 모두에 대
해 매우 양호한 피팅을 나타냅니다. Ids 대 Vds 곡선의 피팅
오차는 3.44%였습니다.

생산성과 모델 피팅에 관한 수치
RPI poly-Si 및 a-Si TFT 모델의 예에서, UTMOST IV
옵티마이저의 반복 횟수는 각각 8,464회와 9,708회로
집계되었습니다. Red Hat Linux Enterprise 4와 Intel
Core 2 Duo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두 과정 모두에
필요한 시간은 4분 미만입니다. RPI poly-Si TFT 예제
에서 Ids 대 Vds 곡선의 피팅 오차는 L = 5um 및 8um
소자에서 각각 16.4%, 7.9%였습니다. RPI a-Si TFT
예제에서 피팅 오차는 3.4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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