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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lgorithm for extracting SPICE MOS level 2 model parameters for the high voltage MOSFET DC model 

is proposed. The optimization method for analyzing the nonlinear data of the current-voltage curve using the 

Gauss-Newton algorithm is proposed and the pre-process step for calculating the threshold voltage and the mobility is 

proposed. The drain current obtained from the proposed method shows the maximum relative error of 5.6% compared 

with the drain current of 2-dimensional device simulation for the high voltage MOS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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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제품의 개발 속도가 차 빨라짐에 따라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회로를 짧은 기간 내에 

개발해야한다. 이들  산업용에 사용되는 제품은 Logic  

메모리 제품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정 기 수 을 유지해

야 하며, 장시간에 걸쳐 안정 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높은 

동작 압을 필요로 한다[1][2]. 높은 동작 압을 갖는 High 

voltage MOSFET은 부분의 Analog 회로의 출력단[3]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해석 방법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회로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SPICE 해석을 통한 회로 

설계가 진행되나 SPICE 모델 라미터의 정확도가 떨어지

면 제품의 기 인 특성을 정확하게 측할 수 없으므로 

High voltage MOSFET과 같이 자체가 하나의 회로와 같이 

동작하는 소자[4]를 포함한 회로에 한 설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Analog 회로의 출력단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회로 동작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SPICE 모델 라미터가 필수 이며, 이러한 SPICE 모델 

라미터를 정교하게 추출하기 한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5][6].

High voltage MOSFET은 drain 극에 높은 압이 인

가된 조건에서 동작해야 하므로 channel이 인 한 drain 

합 역에 Breakdown 이 발생하지 않도록 drain 합이 깊

어야 하고[7] substrate 역의 불순물 농도가 낮아야 한다. 

한 최  drain 가 인가된 조건에서 source와 drain 

역 간에 punch-through가 발생하지 않기 해 channel이 

길어야 하고[3], 제품의 품질에 향을 주는 gate oxide 수

명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gate oxide 가 일정한 두께 이상

이 되어야 한다[8]. 

이러한 구조 인 특성을 갖는 High voltage MOSFET을 

해석하기 해서 short channel MOSFET 해석에 합하도

록 개발된 BSIM3 모델[9][10]을 사용할 경우 실제 구조에 

합한 SPICE 라미터를 구하기가 어렵고, SPICE MOS 

level 3 모델은 drain 류 항에 포함된 복잡한 수식을 근사

인 수식으로 단순화하 기 때문에 많은 계산오차를 포함

한다[11]. 따라서 long channel 구조를 갖는 High voltage 

MOSFET을 해석하기 해서는 drain 류식의 물리 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SPICE MOS level 2 모델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SPICE MOS level 2 모델 라미터는 gate  drain 

에 한 drain 류 곡선으로부터 직  추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SPICE 라미터를 직  추출하기 해서는 단자 

를 제한함으로써 MOSFET이 특정한 동작 상태를 유지해

야하기 때문에 MOSFET의 동작 역에 체 걸쳐 drain 

류를 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한 

라미터를 이용하여 SPICE 모의실험을 진행하면 실제 회

로 동작과 비교하여 많은 오차를 포함한다[10][11]. 

본 논문에서는 High voltage MOSFET 해석용 SPICE 

MOS level 2 모델 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석의 정확도롤 높이기 해 drain 류의 크기를 결정하

는 주요 라미터인 gate oxide 두께, threshold 압과 이

동도를 처리 과정에서 계산한다. 처리 과정 이후 

VGS-IDS 와 VDS-IDS 곡선으로부터 SPICE MOS level 2 모

델 라미터를 추출한다. 인가 압과 출력 류의 비선형 

계가 높은 MOSFET의 SPICE 라미터를 효과 으로 추출

하기 해서 Gauss-Newton 방법[11]을 사용하 고 처리 

과정에서 추출한 threshold 압과 이동도 값을 기조건으

로 사용함으로써 해의 수렴성과 정확도를 높 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channel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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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μm]이고 gate oxide 두께가 60[nm]인 MOSFET의 소

자 모의실험 결과와 SPICE 라미터 추출 결과를 비교 분

석한다.

2. SPICE MOS level2 DC 모델 라미터 추출 알고리즘

SPICE MOS level 1 모델에서는 bulk charge를 상수로 

가정한 반면 SPICE MOS level 2 모델은 channel의 표면 

에 따라 bulk charge가 변하는 값으로 가정하여 drain 

류 식을 유도한다. drain 류에 bulk charge 항을 포함하

면 drain 류 수식이 비선형 특성을 갖는 단 이 있지만 

다양한 구조를 갖는 MOSFET 구조에 해 drain 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식 (1)과 (2)는 SPICE MOS level 

2 모델의 threshold 압과 drain 류 식이다. 

V th = Vth0-γ 2φ f+γFl 2φ f+Vsb+Fw(2φ f+Vsb)      (1)

I ds=k
μ

s

μ
0

L
L eff







(V gs-V th-
1
2
ηV ds)V ds-

2
3
ηF l{ (V ds+2φ f+V sb)

1.5-(2φ f+V sb)
1.5}







              (2)

여기서 L eff
는 유효 channel 길이이고 channel length 

modulation 상을 고려한다. F l
과 F w

는 각각 short 

channel 효과와 narrow channel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μ
s
는 표면 이동도 모델이다. 는 gate와 source 간 인가

압이고 는 drain과 source 간 인가 압이다.

BJT는 인가 압과 류가 지수함수 계[12]를 갖기 때

문에 비선형 특성이 강한 반면 MOSFET은 지수항을 포함

하지 않으므로 비선형 특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gate oxide 

두께, threshold 압과 이동도의 기 값이 해의 수렴특성과 

정확도에 결정 인 향을 다. 측정 값과 큰 오차를 갖는 

이동도를 기 조건으로 설정하면 해가 수렴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처리 단계를 거쳐 threshold 압과 

이동도를 추출한 이후 나머지 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해의 정확도와 수렴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1 SPICE MOS level  2  모델 라미터 처리 단계

gate oxide는 threshold 압과 drain 류 반에 향을 

주는 라미터이고 기조건에 따라 해가 결정되므로 측정  

값으로부터 측정된 값으로 고정시킨다. oxide 두께만 다른 2

개 이상의 동일한 구조를 갖는 시료에서 추출한 CGB
의 측

정 값을 선형 근사하면 C ox
를 구할 수 있다. gate oxide 

capacitance의 측정 값을 유 율로 나 면 electrical oxide 

두께를 추출할 수 있다. 식 3은 gate oxide capacitance를 

계산하기 한 식이다. 

C GB =C oxWL+C p
     (3)

여기서 W와 L은 각각 MOSFET의 channel 폭과 길이이다. 

C ox
는 gate oxide capacitance이고 는 gate-bulk 

capacitance, gate-source capacitance와 gate-drain 

capacitance를 포함한 capacitance이다.  

threshold 압은 VGS-IDS 곡선의 실함 값으로부터 linear 

extrapolation 방법을 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은 

threshold 압을 추출하기 한 linear extrapolation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1 linear extrapolation 방법

Fig. 1 linear extrapolation method

식 4는 linear 역에서 동작하는 drain 류이다. 

I ds=μ sC ox
W
L

(V gs-V th-0.5V ds)V ds
     (4)

그림 1에서 VGS-IDS 곡선에 선을 표시했을 경우 선이 

x 축이 만나는 지 이 Vth+0.5Vds
이 된다. 측정 값으로부

터 추출한 threshold 압을 이용하여 Gauss-Newton 해석

을 진행하면 MOSFET 동작 역 체에 걸쳐 threshold 

압을 정교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때 Gauss-Newton 해석은 

식 1에 해 수행한다.

이동도는 VGS-IDS 곡선의 실함 값을 식 4에 입하여 추

출할 수 있다. 식 4에서 Vds
가 50[mV]의 작은 값을 인가한

다면 식 5로 근사화된다.

I ds=μ sC ox
W
L

(V gs-V th)V ds
     (5)

식 5의 양변을 gate 로 미분하면 식 6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이동도를 추출하기 해한 결과식이 된다. 

  

gm=
∂Id
∂Vgs |

Vds= 0.05

= μ sC ox
W
L

V ds
     (6)

μ
s=

gm
C oxV ds

L
W

     (7)

측정 값으로부터 추출한 이동도를 이용하여 Gauss- 

Newton 해석하면 다양한 구조를 갖는 MOSFET 에 한 

이동도를 정교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때 Gauss-Newton 해

석은 식 7에 해 수행한다.

2.2 SPICE 라미터 추출 알고리즘

SPICE 라미터 추출 알고리즘에서는 MOSFET의 

VDS-IDS  VGS-IDS 곡선의 측정 값과 SPICE MOS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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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reshold 압에 한 측정 값과 계산값

Fig. 3 The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of threshold 

voltage

model을 이용한 계산 결과와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라미

터를 추출한다. 식 8은 drain 류의 측정 값과 식 2의 계산 

결과의 오차 함수이다. 측정 값과 계산 값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 에서 F(p)는 최소 값이 되고 그 지 에서 p 

를 최 의 라미터로 가정한다.

F( p )= ∑
m

i= 1
[ I exp , i- I cal, i( p)]

2
     (8)

r( p )= I exp , i- I cal, i( p)      (9)

여기서 I exp
와 I cal

는 각각 drain 류의 측정 값과 계

산 값이다. 수식을 단순하게 표 하기 해 r i을 이용하여 

오차 함수를 나타낸다. 측정 값에  포함된 잡음성분은 사용

자에 의해 제거 된 것으로 가정한다.  

식 8에서 오차 함수 F( p)가 최소 가되는 조건은 

F( p)  의 라미터에 한 미분 값이 0이 되는 조건이고 

그 지 에서 p 를 최 의 라미터이다. 식 10은 식 8을 

라미터에 해 미분한 결과 식이다.

[ ∂F( p )
∂p i ]=2 [ ∑

m

k=1{r k

∂r k

∂p i }] = 0     (10)

식 10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Steepest Decent 방법, 

Gauss-Newton 방법[11]과 Levenberg-Marquardt 방법[13]

을 사용할 수 있다. Steepest Decent 방법은 계산 량이 다

는 장 이 있는 반면 수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고 Levenberg- Marquardt 방법은 수렴특성은 좋으나 

수렴방향을 나타내는 Jacobian 행렬을 계산하기 해 일부 

미분 항을 0으로 가정함으로써 계산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수렴 경로 상에 일부 오차를 포함한다. Gauss-Newton 방법

은 Jacobian 행렬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수렴 경로 상

에 오차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수렴특성이 우수하다. 본 논문

에서는 SPICE 라미터를 최 화하기 해 Gauss-Newton 

방법을 사용한다. 식 11은 Gauss-Newton 방법에서 사용하

는 해석식이다. 식 12는 식 11의 좌변 미분항을 계산하기 

한 수식이고 식 11의 수렴방향을 결정한다. 

[ ∂2F
∂pi∂pj ]{Δpj}=-[ ∂F

∂pi ]     (11)

[ ∂ 2F( p )
∂p i∂p j ] =  2 [ ∑

m

k=1{
∂r k

∂p i

∂r k

∂p j
+r k

∂
2
r k

∂p i∂p j }]     (12)

식 13은  단계에서 수렴 해를 구하기 한 식이다. 수

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오차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수렴 

해로 가정한다[14]. 

p k+ 1=p k-[2 ∑
m

k=1{
∂r k

∂p i

∂r k

∂p j
+r k

∂r k

∂p i∂p j }]
- 1

[ ∂F
∂p i ]     (13)

2.3 SPICE 라미터 추출 알고리즘의 체 흐름도

본 논문에서는 SPICE 라미터 추출을 수행하기 해 

처리 단계를 거쳐 해의 수렴과 정확도에 향을 주는 

threshold 압과 이동도를 계산한다. 처리 단계에서 

threshold 압과 이동도는 측정 값으로부터 추출한 값에 

해 식 1과 식 7을 Gauss-Newton 해석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SPICE MOS level 2 모델에 한 해석은 해의 정확도

를 높이기 해 Gauss-Newton 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

며 해의 수렴조건은 각 라미터의 상 오차가 1.0X10-4 이

하의 값을 갖는 경우로 설정한다. 그림 2는 처리 과정을 

포함한 체 Gauss-Newton 해석의 흐름도이다. 

그림 2 Gauss-Newton 해석의 체 흐름도

Fig. 2 The flow chart of the Gauss-Newton analysis

3.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 제시한 SPICE 라미터 추출 방법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해 60[nm]의 gate oxide 두께를 갖고 있으며 

5.9[um]의 channel 길이와 1.5[um] drain/source의 합깊이

를 갖는 High voltage MOSFET 소자에 해 2차원 소자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값 VGS-IDS 과 VDS-IDS 곡선에 해 

SPICE MOS level 2 모델 라미터를 추출한다. 그림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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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S-IDS 곡선으로부터 처리 과정을 거처 추출한 threshold 

압 값과 threshold 압에 해 Gauss-Newton 해석한 결

과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계산결과 VT0는 0.91[V], 

γ는 0.68 이고 기  농도는 4.6X10
15
[cm

-3
]이다. 

그림 4는 VGS-IDS 곡선으로부터 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

한 이동도 값과 식 7의 이동도에 해 Gauss-Newton 해석

한 결과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추출 결과 이동도

는 VSB와는 무 하게 1,255로 비교  큰 값을 갖고 있다.  

그림 4 표면 이동도에 한 측정 값과 계산 값의 비교

Fig. 4 The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of surface mobility 

그림 5 VGS-IDS 특성 곡선에 해 측정치와 SPICE 출력 값 

비교

Fig. 5 The comparison of the SPICE result and measured 

data for VGS-IDS curve

이는 소자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gate oxide의 

수직 계의 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5는 VDS에 50[mV]를 인가한 조건에서 VGS에 한 

drain 류 곡선이고, 그림 6은 VDS-IDS 곡선이다. 여기서 계

산값2는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SPICE 라미터를 추

출한 결과이다. 계산값2에 사용할 SPICE 라미터를 추출하

기 해서는 라미터의 기값이 참 값에 근사해야 한다. 

특히 VT0와 이동도에 한 라미터가 참값으로부터 50% 

이상 벗어나면 해가 수렴하지 않거나 측정값과 비교하여 많

은 오차를 포함한다.  

그림 6 VDS-IDS 특성 곡선에 해 측정치와 SPICE 출력 값 

비교

Fig. 6 The comparison of the SPICE result and measured 

data for VDS-IDS curve

그림 5의 VGS-IDS 곡선에 해 측정 값과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을 이용한 SPICE 해석을 비교한 결과 6.5%최  

상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6의 VDS-IDS 곡선에서는 

5.6%의 최  상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threshold 

압을 계산하기 한 처리 1 과정과 이동도를 계산하기 

한 처리 2 과정의 결과 값과 Gauss-Newton 해석을 통해 

추출한 SPICE 라미터를 제시한다. threshold 압에 한 

라미터는 처리 1 과정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하고 이동

도에 한 값은 처리 2에서 계산된 값을 기 값으로 하

여 Gauss-Newton 해석을 진행한다. 

표 1 High voltage MOSFET의 SPICE MOS level 2 DC 

모델 라미터

Table 1 The SPICE MOS level 2 DC model parameter of 

the High voltage MOSFET  

DC 

라미터

처리 

과정1

처리 

과정2

Gauss-Ne

wton 해석
단

NSUB 4.63X10
15

4.63X10
15

cm
-3

NFS 9.8X10
10

9.8X10
10

cm
-3

PHI 0.656 0.918 V

VT0 0.91 0.91 V

TOX 60 60 60 nm

U0 1255 1340 cm
2
/VS

UEXP 9.41X10
-2
0.182 -

VMAX 5.0X10
4

5.1X10
4

m/s

UCRIT 5.09X10
4
7.13X10

4
V/cm

XJ 1.5X10
-6

m

LD 0.58X10
-6

m

GAMMA 0.8 V
0.5

RD 1880 Ohm

RS 1880 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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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igh voltage MOSFET의 DC 해석용 

SPICE MOS level 2 DC 모델 라미터 추출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해의 정확도와 수렴특성을 높이기 해 처리 

과정을 거쳐 threshold 압과 이동도에 한 라미터를 계

산하 으며 MOSFET 압- 류 곡선을 Gauss-Newton 해

석하여 SPICE 라미터를 추출하 다. 이때 처리 과정에

서 계산한 결과를 기값으로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한 SPICE 라미터 추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60[nm]의 gate oxide 두께를 갖고 있으며 5.9[um]의 

channel 길이와 1.5[um] drain/source의 합깊이를 갖는 

High voltage MOSFET 소자에 해 2차원 소자 모의실험

을 수행한 결과 값과 SPICE 출력 값을 비교한 결과, 

VGS-IDS 곡선에서는 6.5% 이내의 상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VDS-IDS 곡선에서는 5.6% 이내의 상 오차를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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