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tmost IV
Device Characterization and SPICE Modeling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Utmost IV는 소자 특성 추출과 
아날로그 및 RF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확한 컴팩트 모
델, 매크로 모델 및 Verilog-A 모델 생성을 위해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툴을 제공합니다

특징  
•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자동화된 측정 및 모든 소자 유형의 SPICE 모델 추출

• 모든 측정 조건을 완벽하게 제어

• 100개 이상의 다양한 측정 장비에 대응

• 개방형 아키텍처 기구 드라이버를 수정하거나 생성 가능 

• 컴팩트 모델, 매크로 모델 또는 Verilog-A SPICE 모델 추출

• 직접 추출과 파라미터 최적화 기술을 조합

• 추출한 데이터 값을 포함하여 데이터 조합을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 유전 옵티마이저를 포함한 최신 옵티마이저 제품군

• 고속 멀티스레드 SmartSpice 인터페이스

• SmartSpice, HSPICE, Eldo, Spectre 시뮬레이터 지원

• Verilog-A 모델 및 추출 시퀀스 공동 개발 플랫폼

• TCAD 툴과 통합하여 공정 시뮬레이션에서 SPICE 모델 개
발 플로우까지 제공

• Firebird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공
유 및 재사용 가능

• Utmost III의 기존 데이터, TCAD 시뮬레이션 파일 또는 타
사의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 이식 가능

유연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측정 설정

완전 자동화된 측정 절차

수집 모듈에서 소자 측정
• 모든 유형의 반도체 소자 지원 

• 측정 및 모든 측정 조건 제어

• 측정 설정에서 변수를 사용하여 재사용률 향상 

• 측정 순서에 추출을 포함하여, 측정된 추출 결과를 다른 측
정 조건으로 사용 가능

• 100개 이상의 다양한 측정 기기를 지원

•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치 드라이버 생성 및 기존 측정 
드라이버 수정 가능

•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모델 유형의 
변환에 유용



지원하는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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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시각화 및 최적화

• 파라미터 직접 추출 또는 파라미터 최적화를 조합하여
SPICE 모델 생성

• 모든 기술에 대응

• 컴팩트 모델, 매크로 모델, Verilog-A 모델 추출 지원

• SmartSpice 시뮬레이터에 대한 고속 인터페이스로 초당 수
백회의 시뮬레이션 수행

• 매크로 모델 사용시 시뮬레이션 속도 유지

• 최적화할 데이터의 조합 선택

• 임계 전압 등 소자의 모든 성능 지수를 추출하여 표시

• 소자의 성능 지수를 플로팅, 시뮬레이션, 최적화

• 최적화 절차는 완전 자동화된 SPICE 모델 생성 모드 제공

• 대화형 러버밴드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특성에 대해 모델 파
라미터를 변경했을 때의 효과를 즉시 확인

• 고급 로컬/글로벌 옵티마이저는 다음을 포함:

• Levenberg-Marquardt

• Hooke-Jeeves

• Genetic Optimizer,

• Simulated Annealing

• Parallel Tempering

• Differential Evolution

• 하이브리드 최적화는 글로벌 옵티마이저의 성능과 로컬 옵
티마이저의 속도를 조합

• 모델 파라미터를 값 또는 표현식으로 정의

• 표현식으로 정의된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계층형 SPICE 라
이브러리 파일에서 모델을 직접 도입

• 프로세스 코너 모델 또는 기타 복잡한 모델 형식을 도입하여
시뮬레이션

• 외부 모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

최적화 모듈로 SPICE 모델 생성

러버밴드로 파라미터 최적화

스크립트 모듈로 사용자 자동화
• Utmost IV의 성능과 자바스크립트의 맞춤형 기능 결합

• 측정, 시뮬레이션, 추출, 최적화 수행

•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에 액세스

• 신속한 스크립트 개발을 위해 데이터 수집 또는 최적화
프로젝트의 스크립트 버전을 이식

코너 및 대상 재설정 모듈
• 코너 모델을 생성하거나 기존 모델의 대상을 다시 지정

• 전기적 테스트 (ET) 데이터 테이블 및 추세선 플롯을 활용
하여 모델을 빠르게 수정

• 대상 및 측정 설정을 유연하게 정의

• 빠른 시뮬레이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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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log-A 모델 개발 및 추출 전략
• Utmost IV는 완벽한 Verilog-A 모델 개발 툴

• Verilog-A 모델 코드를 수정하여, 시뮬레이션 특성에 대한
효과를 즉시 확인

• 측정, TCAD 공정 시뮬레이션 또는 기타 SPICE 모델 시뮬
레이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Verilog-A 모델 코드
및 파라미터 개발

• 대화형 러버밴드로 파라미터 한계를 신속하게 검토

• 모델 버전 비교

• Verilog-A 모델 및 모델 추출 전략의 개발 병행

TCAD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SPICE 모델 생성
• SPICE 모델 생성 플로우까지 전체 TCAD 공정 시뮬레이션

• 공정을 이용하기 전에 '레벨 0' SPICE 모델을 제공

• TCAD 시뮬레이션과 공정의 측정 데이터 비교

• TCAD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를 결합하여 SPICE 모델 개발

• DeckBuild 및 VWF와 완벽하게 통합

선택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작업 구성
• 일반적인 파일 저장 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측정 데이터 및 프로젝트 저장

•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기 어려운 수천 개의 데이터 파일 저장
및 중복 방지

• 사용자 및 그룹 권한 설정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데이터 공유 및 검색 용이

• 검증된 Borland Firebird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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