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WF
Virtual Wafer Fab
VWF는 실험 설계(Design of Experiments, 이하 DOE) 및 최적화 실험 (Optimization Experiments)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미리 정의한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스플릿-로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바코의 공정, 소자, 기생 추출 및 회로 시뮬레이터에 대해 스플
릿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그룹 또는 싱글 SMP 머신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VWF는
실험 결과를 검사할 수 있는 GUI가 함께 제공됩니다.

특징

데이터베이스 관리

• VWF는 공정 시뮬레이션부터 spice 회로의 성능에 이르는 플
로우 전체 또는 플로우의 일부를 표현

• 모든 실험 및 결과를 강력한 SQL-92 호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 마스크, 공정 파라미터, 소자 파라미터, 회로 파라미터 또는
튜닝 계수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입력 파라미터로 정의

• 데이타베이스의 백업과 복원을 편리하게 하는 실바코의
SRDB 데이터베이스 지원

• Box Behnken 같은 DOE, Levenberg-Marquardt 같은 최적
화 알고리즘,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입력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실험을 정의

•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모드의 데이터 저장 환경도 지원
• VWF Tar 가져오기/내보내기 –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

• 강력한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로 DOE를 사용자 정의하여, 백그
라운드에서 실험을 실행하고 복잡한 최적화 대상 함수를 계산

• 다중 데이터베이스 지원

• 전체 플로우에서 산화막 두께 등의 공정 특성, 문턱 전압 등의
소자 특성 또는 상승 시간 등의 회로 특성을 측정
• 호스트의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실험을 변형하여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

이터베이스로 실험을 이동할 때 유용
•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통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 입력 데크에서 사용된 외부 파일을 리소스 메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로드

• 반응 모델을 실험 범위에 걸쳐 생성하고, 입력 파라미터를 변
경하여 출력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입력 및 측정된 출력 반응에 대한 전체 워크시트를 Spayn으로
보내서 추가적인 통계를 분석하거나, TonyPlot으로 보내서 시
각적으로 확인
• 고급 보안 기능으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가능

입력 데크를 파일에서 로드하거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디렉토
리에서 붙여넣을 수 있으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플릿-로트 관리
• 디자인 스플릿이 발생할 변수의 선택이 가능
• 디자인 스플릿 지점이 전체 프로세스 플로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 (예: 레이아웃, 공정, 소자, 기생 추출 및 SPICE)
• 결과 스플릿 트리를 시각적으로 표시
• 디자인 트리의 각 지점을 선택하여, 특정 공정 플로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런타임 출력 정보를 표시하거나 현재 구조를 플로팅

모든 시뮬레이터에 대하여 스플릿 파라미터를 그래픽적으로 정의합니다.

탐색기 또는 트리 뷰를 사용해 각 실험에 액세스합니다.

실험 설계 생성
• 스플릿-로트를 실행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 목록에 표시
• 각각의 스플릿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DOE를 기반으로 선택
• 사용 가능한 DOE 옵션
- 전체 요인 및 부분 요인 직교 설계
- Box Benkhen, 면심 입방(Face Centered Cubic), 외접 합성(Circumscribed Composite) 디자인
- 선형 난수 및 latin hypercube 디자인
- 가우시안 난수 디자인
• 멀티 스레드 GA, LM 옵티마이저로 스칼라와 벡터의 최적화 가능
•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선택한 변수를 지정 비율로 증감
• DOE의 범위를 선택하면, Design Generator가 변경한 값에 따라 스플릿-로트 트리를 생성

Design of Experiment Generator.
풀다운 메뉴에서 DOE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 인터페이스
• DOE 기능 확장
• 자바스크립트로 DOE 전략 구현 가능
• GUI(배치 모드) 실행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험 실행을 지원
•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C와 산술 라이브러리의 기능에 인터페이스

자바 스크립트 편집기가 고급 Latin-Hypercube 알고리즘을 표시합니다.

로드할 공유 라이브러리를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작업 제어
• ORACLE 그리드 엔진 및 Open Grid Scheduler 지원
• LSF (Load Sharing Facility) 지원
• 네트워크의 시뮬레이션 작업 분배 제어
• 네트워크의 모든 시스템을 표시
• 표시된 모든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대기열에 있는 전체 작업 목록 표시
• 제어되는 각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
• 대기열에서 선택한 작업을 취소
• 한 번에 1대의 시스템에 전송되는 작업의 수를 제어 (멀티 CPU 시스템)

로컬 대기열을 사용할 때, 멀티 CPU 시스템에서 CPU 갯수를 설정합니다.

그리드 엔진 클러스터 구성

스플릿 플롯 워크시트
• 대화형 워크시트 편집기를 확장
• 파일 형식별로 필터링하여, 워크시트에서 상이한 뷰를 제공
• 플로팅할 파일을 다수 선택
• 데이터를 하나의 TonyPlot 창에서 플로팅하거나 파일별로 TonyPlot 창을 오픈

4개의 다른 공정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드레인 전류 vs. 게이트 전압.
선택한 셀 8.2, 8.5, 8.6, 8.9에 대한 플롯
(적색, 녹색, 청색, 하늘색).

대화형 워크시트 편집
• 입력 파라미터의 변동을 워크시트에 표시
• 시뮬레이션을 위해 워크시트에 스플릿을 추가
• 시뮬레이션 전에 스플릿 선택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를 TonyPlot에 전달
•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 선택한 결과를 Spayn에 전달

워크시트를 TonyPlot 또는 Spayn에 직접 전달하여
다음 통계 분석 및 RSM 생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
• VWF를 통해 시스템의 모든 디렉토리 및 실험에 대해 읽기/쓰기 및 실행 권한 정의
• 실험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사용자 간에 공유
• 사용자 그룹을 이용하여 여러 사용자에게 동일한 권한을 정의
• 사전 정의된 슈퍼유저는 전체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소유권 및 권한을 변경 가능

여러 그룹과 사용자를
표시하는 보안 대화 상자.

강력한 가져오기 / 내보내기 기능
• VWF를 통해서 사이트 사이의 교환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체 실험을 외부 TAR 형식으로 내보내거나 VWF 파일 모드로
실험을 오픈
• TAR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실험으로 가져오기
• DOE를 정의하기 위한 CSV 파일 가져오기
• 워크시트를 CSV로 내보내기
• 시뮬레이션 데크를 기존의 CVS 저장소에서 가져오기

실험 tutorial_01을 압축 TAR 파일로 내보냅니다.
결과는 VWF 파일모드로 바로 열거나
파일을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TAR 파일 가져오기.

DOE를 정의하기 위해 CSV 파일 가져오기.

배치 모드로 다수의 TAR 파일 가져오기.

CVS 저장소에서 데크 가져오기.

결과 분석
• RSM 모델 생성
• 대화형 모델의 시각화
• 민감도 분석
• 공정 합성
• 수율 분석
• 최적화 결과의 시각화

통계 요약과 히스토그램은 Spayn에서 모든 변수
(즉, 공정 파라미터)와 해당 추출 파라미터
(즉, 링 오실레이터 주파수)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ayn에서 생성한 RSM을 TonyPlot으로 확인합니다.
링 오실레이터 주파수는 공정 파라미터
(게이트 산화 시간 및 Vt 주입량)의 함수로 표시됩니다.

사용자 선택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 관계를 Spayn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통계 분포에 의한 수율 분석.
링 오실레이터 주파수의 수율은 다른 공정 파라미터 분포
(즉, 게이트 산화 시간)의 함수로 표시됩니다.

최적화 실험의 그래픽 표시. 대상값을 최소화하는
최상의 결과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대상이 되는 Q 인자 곡선에 대해 얻은 최적화 공정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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