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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s a method of implementing a numerical model for threshold 

voltage (Vth) shift in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OTFTs) into SPICE tools. Vth shift is first numerically 

modeled by dividing the shift into sequentially ordered groups. The model is then used to derive a 

simulations model which takes into simulation parameters and calculation complexity. Finally, the 

numerical and simulation models are implemented in AIM-SPICE. The SPICE simulation results agree 

well with the Vth shift obtained from an OTFT fabricated without any optimization. The proposed method 

is also used to implement the stretched-exponential time dependent Vth shift in AIM-SPICE and the 

results show the proposed method is applicable to various types of Vth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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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유기 박막트랜지스터 (organic thin-film transistor, 

OTFT)는 재료의 합성과 회로의 제작 방법이 다양하

고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심을 받

아오고 있다 [1,2]. 다양한 분야에 OTFT를 사용하기 

하여 유기 재료의 구조와 합성, 제작 공정 분야에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3,4]. 이런 연구의 결실

로 OTFT는 비정질 실리콘 (amorphous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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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박막트랜지스터와 견 만한 기  성능을 보

이고 있다 [5]. 이와 같이 재의 기술은 OTFT를 사

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어들고는 있

지만, 소자의 기 인 특성에 한 이해와 이를 회

로 제작에 반 하는 부분은 아직 미비하다. 특히 문

턱 압 이동 상은 OTFT의 동작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로 제작 시 신 히 고려되어야 한다 [6]. 회

로 설계는 일반 으로 SPICE 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설계 툴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로의 신뢰성 확보를 

한 문턱 압 이동 상은 명확히 구 되어 있지 않

다. 이는 OTFT의 재료와 구조, 물리 , 화학  원인

들이 다양하여 명확한 일반식 도출이 난해하기 때문

이며, 결과 으로 SPICE 툴에 합한 구  방법이 

없게 되었다. 재까지의 문턱 압 이동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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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는 주로 a-Si TFT를 상으로 진행이 되어왔다. 

a-Si TFT에서 문턱 압 이동은 하포획과 분자 결합

이 끊어져서 발생하는 결함 생성에 의해 발생하며, 후자

의 경우에 SE (stretched exponential) 는 SH 

(stretched hyperbola) 형태의 분석  수식이 유도되었다.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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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는 1과 2사이의 상수이고 β는 시간에 의

존 인 상수, τ는 시상수이다. 분석  수식은 소자의 

기  상태  거동에 한 이해를 돕지만, 회로 시

뮬 이션을 해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턱 압 이동을 SPICE 기반의 회로 

시뮬 이션 툴에 구 하기 하여 이 에 제시된 이산 

모델링 방법 [7]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턱 압 이

동을 로그래  언어에 합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한, 제안하는 방법으로 실제의 문턱 압 이동과 

SE 형태의 문턱 압 이동을 AIM-SPICE에 구 한다. 

2. 실험 방법

2.1 OTFT 제작

본 실험에 사용된 펜타센 TFT는 3,000 Å의 SiO2 

연체 박막이 열 으로 형성된 실리콘 기  에 제

작 되었다. 펜타센 박막은 2×10-6 Torr의 압력에서 

0.2∼0.5 Å/s의 속도로 thermal evaporation 방법으로 

증착하 으며, 350 Å 두께가 되도록 하 다. 소스와 

드 인 극은 쉐도우 마스크를 사용하여 제작하 으

며, 500 Å 두께의  (Au)을 증착시켰다. 채 의 길

이와 넓이는 각각 80 μm와 800 μm이다. OTFT의 측

정은 2 mTorr 이하의 진공 상태인 박스에서 빛을 차

단하고 실시하 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Agilent사

의 4155C 반도체 어낼라이져이다.

2.2 모델링

다양한 OTFT들에서 발생하는 문턱 압 이동이 동

일한 SE 는 SH 형태의 수식으로 표 될 수 있는 

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턱 압 이동의 근본 

운동 메커니즘들을 수식으로 표 하 을 때 모든 수

식들은 동일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문

턱 압 이동이 하포획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

더라도 근본 운동 메커니즘의 수식은 하포획으로 

인한 수식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TFT에서 가장 표 인 하포획에 

의한 문턱 압 이동을 상으로 일반 인 모델링 방

안을 제안한다. OTFT에서 하포획과 방출에 의한 

포획된 하의 수에 한 운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

이 만들 수 있다 [7,8].




           (3)

여기서 ptr은 포획된 하 도이고 pfree는 채  내

의 하 운반자 도이고, Ptr은 트랩 도, kf와 kb는 

각각 포획과 방출 반응 계수이다.  운동 메커니즘이 

OTFT의 여러 치에서 상호 독립 인 형태로 발생한

다는 가정 하에 포획된 하의 수를 구할 수 있다 [7].

 

 ∞    ∞ exp 
            (4)

여기서 p∞는 게이트 압이 변하지 않는 조건 하

에서 안정상태에 도달할 때의 포획된 하 도, p0는 

게이트 압이 인가된 시 에 포획된 하 도이다. 

수식 (4)로 표 되는 하포획 상들이 OTFT 내에

서 상호 독립 으로 발생되는 것을 가정하 으므로, 

체 문턱 압은 다음과 같다.

∆∝
 



   (5)

수식 (5)는 OTFT의 문턱 압 이동이 독립된 하

포획 상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반 로 

측정된 문턱 압 이동 데이터에서 각각의 하포획 

상을 분리해 낼 수 있음을 보여 다.

3. 결과  고찰

그림 1(a)는 SiO2를 게이트 연막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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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Drain current and threshold voltage shift with 

time. The inset is a transfer curve, (b) amount of change 

in the threshold voltage shift with respect to thermal 

energy.

 

펜타센 TFT에서 측정된 드 인 류이다. 게이트와 

드 인에–30 V의 압을 인가한 순간부터 200  동

안 드 인 류의 변화와 문턱 압의 이동을 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문턱 압 이동 추출을 해 

Shockley의 1차 트랜지스터 모델을 사용하 다.

 










  

 
 











  

      (6)

여기서 K= CμW/L이며 C는 커패시턴스, μ는 하 

이동도, W는 채 의 폭, L은 채 의 길이, VDSAT= 

Fig. 3. The distribution of 14 p∞.

VG-Vth이다. 류의 감소는 문턱 압의 증가에 기인

한 것이며, 게이트에 역 압을 인가하거나 오 상태

로 방치하면 문턱 압 이동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일반 으로 보고되는 하포획 상을 그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a)의 안쪽 그림은 VDS= -30 

V이고 VG를 0에서–30 V로 변화시킨 transfer curve

이며, 하 이동도 μ= 0.48 cm2/Vs를 보 다. 하포

획 상은 구체 으로 반도체 채  내, 반도체와 게

이트 연막 경계 는 연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턱 압 이동을 측한 결과를 

모델링하여 시뮬 이션 툴에 구  차를 제안하므로 

물리  상의 규명 는 해석은 논외 상이다.

SPICE 시뮬 이션을 한 수식 모델을 만들기 

하서는 수식 (4)의 개체들을 만들고, 각 개체의 p∞를 

조 하며 수식 (5)와 그림 1(a)의 측정된 문턱 압의 

변화를 근사시켜야 한다 [7]. 수식 (4)의 개체들은 일

정 값으로 증가하는 고유의 시정수들을 부여받게 되

므로, 각 고유 시정수 부근에서 발생하는 문턱 압 

이동 는 포획된 하의 양은 각 개체의 p∞와 연결

되어 있다. 그림 1(a)에 측정된 문턱 압 이동은 포획

된 하들을 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고유 시간

에 발생하는 포획된 하의 양을 추출하기 해서는 

문턱 압 이동을 시간으로 미분해야 한다. 실제 계산

을 해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포획 상이 

발생하는 확률에 기반을 둔 열  에 지 (thermal 

energy) [9]의 개념을 사용하며, 본 논문에서는 300 

K와 1010 Hz의 주 수 [10]를 사용하여 시간을 열  

에 지로 변환하 다. 그림 1(b)에는 그림 1(a)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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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hreshold voltage shift obtained 

from the measurement and the modeling.

시한 문턱 압 이동을 열  에 지로 미분한 결과이

다. 시간 는 열  에 지가 증가할수록 순간 인 

문턱 압 이동 는 포획된 하의 양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측정 시간을 길게 하면 문턱 압 

이동이 둔화되면서 그림 1(b)에는 하강 곡선이 나타

나게 될 것이다. 수식 (5)를 사용하여 그림 1(b)의 측

정치와 근사시키기 하여 14개의 수식 (4)에 한 

개체들을 만들었으며 [7], 0.56 eV에서 0.02 eV 간격

으로 시정수들을 할당하여 p∞들을 조 하 다. 14개

의 개체들에서 얻은 시간 당 문턱 압 이동량은 그림 

1(b)에 표시하 으며, 14개 개체들의 p∞들의 분포는 

그림 2에 표시하 다. SE 형태의 문턱 압 이동에서 

추출된 p∞는 심이 되는 개체를 후로 로그 스

일에서 선형 증가 후 감소의 모양을 보이는 것에 비

하여 [7], 본 논문에 사용된 OTFT는 재료나 공정의 

최 화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선형 증가를 보

인다. 이 분포에서 하 운송자의 포획은 단일 재료 

는 치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11]. 그림 1과 2에서는 측정의 한계로 문턱 압 이동

이 포화되어 안정되기 이 의 상황에 한 모델링 결

과를 보여 다. 그림 1(b)에서 낮은 에 지, 즉 게이

트 압이 인가된 직후에서의 실측치와 모델링 값에 

차이가 발생한다. 열  에 지와 시간은 E= kTln 

(t·v)의 계가 있으므로, 1  는 0.6 eV 이하의 변

화에 한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

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능한  다른 

이유는 문턱 압과 하 이동도를 추출하기 해 사

용한 수식 (6)에서 발생한 오차이다. 많은 OTFT들이 

a-Si TFT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RPI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de)의 a-Si TFT 모델을 

Fig. 4.  Comparison of threshold voltage shift obtained 

from the measurement and the simulation implemented in 

AIM-SPICE. The inset is the same comparison in 

linear-linear scale.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트랜지스터 류 

모델과는 독립 으로 문턱 압 이동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이기 해 기본 인 Shockley의 1차 트랜지

스터 모델을 사용하 다. SPICE 툴에 문턱 압을 구

하기 해서는 근본 으로 단 오차 (truncation 

error) 등을 감수해야 하므로, 모델링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허용 범  내로 고려한다. 그림 3에는 찾아진 

p∞분포를 사용하여 문턱 압을 재연한 결과를 실측

치와 비교하 다. 

SPICE 시뮬 이션을 해서 14개의 수식 (4)에 

한 개체의 정보를 SPICE 입력 라미터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방법

은 그림 3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다양한 

동작 환경과 소자에 한 확장성이 좋지 않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각 개체에 한 정보, 특히 p∞ 수

치를 직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근사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에는 14개의 p∞ 분포에서 일

반 인 p∞를 찾기 한 근사 수식이 표시되었다. 본 

논문에 사용된 OTFT의 문턱 압 이동은 복합  형태

이므로 2개의 식들을 사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  ×
  ×        (7)

14개의 개체에 할당될 p∞는 각각에 부여된 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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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reshold voltage shift obtained 

from the stretched exponential time depedent model 

and its simulation implemented in AIM-SPICE.

를 에 지로 변환한 후 수식 (7)을 사용하여 계산한

다.  과정을 C 언어로 코딩하여 AIM-SPICE에 구

하 으며, OTFT의 트랜지스터 거동은 Shockley의 

1차 트랜지스터 모델을 사용하 다. AIM-SPICE에 

구 된 트랜지스터에 실험과 동일한 구동 압을 인

가여 얻은 드 인 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림 4

에 표시하 다. 반 으로 실측치와 시뮬 이션의 

계산 값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측치와의 오

차는 수식 (7)의 계수들을 더욱 정 하게 조 하거나 

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링 방법의 활용도를 검증

하기 하여 그림 2에서 모델링한 OTFT 외에 형

인 SE 형태의 문턱 압 이동 모델도 AIM-SPICE에 

구 하 다. 그림 5에는 수식 1의 분석 모델과 10개의 

수식 (4) 개체 [7]를 사용하여 AIM-SPICE에 구 한 

결과를 표시하 다. SE 형태의 문턱 압 이동 모델인 

수식 (1)에서 τ= 104 sec와 β= 0.43로 설정하 으며, 

10개의 p∞ 분포에 한 근사 식은 조화 평균의 형태

로 만들었다.

∞ 
×  × 

×  ×
       (8)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면 

문턱 압 이동은 둔화되어 멈추며, AIM-SPICE 시뮬

이션에도 둔화 상이 나타난다. τ= 104 sec 부근에

서 두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식 (8)에서 두 형태의 조화 평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오차에 기인한다. p∞ 분포를 미세 조 하고 

[7], 수식 (8)의 계수를 조 하면 일치 정도는 향상될 

수 있다. 주목할 은 SE 형태의 문턱 압 이동에 

한 SPICE 시뮬 이션은 수식 (4)에 한 개체의 수

가 어도 최 화되지 않은 OTFT에 한 시뮬 이

션보다 일치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수식 (7)과 (8)의 

계수들은 시뮬 이션 툴에 달되어질 주된 라미터

들이다. 일반 으로 시뮬 이션의 입력 라미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계수들의 수

치를 조 하는 부분이 복잡해지는 단 을 야기한다 

[1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고정된 구동 압에 

해서 4개의 입력 라미터가 필요하며, 구동 압이 

변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라미터를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 라미터들은 그림 2에 보인 시간에 따라 

순차 으로 나열된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표 하

는 수식에 한 계수이므로, 라미터 개수와 복잡도

의 연  정도는 약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OTFT로부터 측정한 문턱

압 이동을 SPICE 툴에 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안하 다. 이를 하여 OTFT 내에서 발생하는 문턱

압 이동의 원인들이 상호 독립 이고 고유한 발생 

시간을 갖는다는 가정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포획 과정을 수식화하여 SPICE 툴에 구 하 다. 

최 화를 거치지 않은 OTFT의 실측치와 SE 형태의 

문턱 압 이동을 AIM-SPICE에 구 하 으며, 실측

치와 분석 모델과 비교하 을 때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트랜지스터의 거동 

모델과는 독립 이므로 다양한 트랜지스터 모델에 결

합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행되어야 할 과정

은 다양한 구동 압이 인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턱

압 이동을 구 하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물리  

화학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결과로 제시될 

수식 모델 역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보다 정 한 시뮬 이션 결과

를 해서는 실측치에서 p∞ 분포를 조 하고, SPICE 

툴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넘길 수 있는 fitting 

툴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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