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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전 방전에 대한 IC를 보호하는 회로는 제1 I/O패드에 접속된 콜렉터 및 Vss 에 접속된 에미터를 갖는 NPN 트랜지스
터를 포함한다. 제너 다이오드는 제1 I/O패드에 접속된 캐소드, NPN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및 제1저항기에 모두 접속된 
애노드를 갖는다. 저항기의 타단부는 Vss 에 접속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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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정전방전(ESD)보호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정전 방전(ESD)테스트 기술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제 2 도는 종래의 ESD 보호 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제3a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ESD 보호 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제 3b 도는 제너 다이오드를 실현하기 의한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사용에 대한 예시도.

제 4a 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ESD 보호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제 4 도 내지 제 7 도는 ESD 이벤트동안 제 4a 도의 회로 동작에 대한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는 보호 회로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집적회로에서의 정전 방전(ESD)에 대하여 보호
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반도체 집적 회로(IC)에서의 정전방전(ESD)은 공지된 문제점이다. 집적회로에서의 돌발 전압 스파이크의 우연한 존재
는 회로 특징부(features)의 물리적 파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ESD 에 의해 유도된 스파이크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FET)의 얇은 게이트 산화물을 파열시키거나, 단순히 
반도체 디바이스의 P-N 접합을 열화(劣化)시킬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적절한 IC 동작을 파괴시킬 수 있다. MOS트랜지
스터에서의 전형적인 " 게이트 산화물" 은 게이트 산화물의 절연 내력이 대략 10 7 v/cm이상인 경우 파열한다.

반도체 디바이스상에서의 ESD이벤트의 효과를 시뮬레이트하는 기본 모델이 3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모델은 인체 모델, 
기계 모델, 및 충전 디바이스 모델이다. 이들 모델은 ESD이벤트에 대한 디바이스의 저항을 한정하는 테스터를 구성하
고, 표준 회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제안된 ESD보호 회로의 유효성을 모델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체 모델은 반도체 디바이스상에서의 수작업의 효과를 시물레이트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제 1 도에서, 캐패시턴스(C
1)는 인체의 캐패시턴스를 시뮬레이트하고 일반적으로는 100 pf 이도록 선택된다. 저항(R1)은 인체의 직렬 저항을 시
뮬레이트하고 대개는 1.5KΩ으로서 모델화된다. 캐패시턴스(C1)는 초기 전압(V1)으로 충전된 다음에 테스트하에서 
디바이스(DUT)내로 방전된다.

2 내지 3 Kev 정도의 예비 충전을 견딜 수 있는 디바이스는 공업 표준으로 허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인체 모델
에 따라 테스트하기 위한 폭넓게 추종된 표준은 MlL - STD - 883C, notice 8, method 3015.7, " 정전 방전 감도 
테스트(Electrical Discharge Sensitivity Test)" (1989)에 제공되어 있다.

    
기계 모델 또는 " 0 오옴" 모델은, C1 이 200pf이며 R1이 " 0 오옴" 에 근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도 회로를 사
용한다. 실제 구조에서는, R1 이 20 내지 40 오옴의 범위에 있다. 기계 모델의 방전 시상수는 인체 모델보다 훨씬 작으
며 기생 회로 구성 부품은 방전시 DUT 에 의해 알 수 있는 최대의 전류 및 전압 보다도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00 
볼트를 견딜 수 있는 디바이스는 공업 표준으로 허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델은 흔히 일본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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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EIAJ Standards of the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of Japan, IC - 121 Book2(1988)에 포함되
어 있다.
    

    
충전 디바이스 모델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패키징 및 테스트시 기계조작과관련된 ESD고장 메카니즘을 시뮬레이트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IC패키지는 대량의 전계의 존재에 의해서나 마찰전기에 의해서 전위(1000 볼트 
내지 2000 볼트)로 충전된다. 그리하여,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핀중 어느 하나를 거쳐 접지로 방전된다. 충전은 대개 기
판 핀을 통해 이행되며 방전은 접지된 저(low)인덕턴스 프로브와 디바이스핀을 접촉시킴으로써 개시된다. 이러한 방전 
과정에 대한 시상수는 150ps보다 작으며, 방전된 에너지는 패키지 캐패시턴스에 의존한다.
    

    
충전된 디바이스 모델은 패키지된 반도체 디바이스의 기계 조작시의 ESD이벤트를 시뮬레이트한다. 기계 조작으로 부
터의 ESD손상은, 인체의 ESD손상을 최소화시키는데 주의력이 모아지지만 기계로 부터의 ESD손상을 최소화 시키는데
에는 비교적 적은 작업이 이행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부터의 ESD손상 보다 중요하다. 아직 어떠한 공인 표준도 충전 
디바이스 모델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지만, 곧 EOS/ESD Association, Device Standard Committee로 부터 어떠한 
표준이 예상된다.
    

접합 누설은 ESD고장의 통상적인 형태이다. 2000 볼트의 인체 모델은 0.2mj 의 에너지와 등가이며, 이는 실온으로 부
터 85,000㎛3 의 실리콘을 용융점까지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이다. ESD이벤트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실리콘 결정 
구조에 상당한 손상을 주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재료 기술은 본래 다른 것보다 이러한 손상 
형태에 더욱 민감하다. 예를들면, Al/TiW/PtSi 2 야금으로 형성된 접점은 보다 높은 온도를 견디는 TiW/TiN 장벽의 능
력에 기인하여 W/TiW/TiN 야금으로 형성된 접점 보다 접합 누설에 더욱 민감하다. 살리사이드화된(sa1icided)접합
은, 살리사이드에 의해 전류가 소오스 - 드레인 및 활성 영역에지를 향해 몰려들어감으로써, 국부 전력 밀도를 증가시
키기 때문에 살리사이드화되지 않은 접합보다 접합 누설에 보다 민감한 경향이 있다.

특히, 특징부 사이즈가 계속 축소되고 본래의 게이트 산화물 항복 전압이 그에 따라 감소되기 때문에, 진보된 CMOS 공
정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ESD 고장 메카니즘은 게이트 산화물의 보전성을 파괴한다.

그보다는 덜 통상적인 사항으로는, 개방 고장이 ESD 전류의 경로에서 생긴다. 예를들면, 입력과 직렬을 이루는 바이어
(via)는 개방회로가 될 수 있거나, 전류 제한기로서 보호 회로망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폴리실리콘 직렬 저항기는 과도
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산시킬 수 있다. 대개, 이러한 고장 형태는, 대량의 ESD 전류가 흐르는 모든 경로에 충분한 전
류 전숭 능력이 존재하게 하는 레이아웃(layout)규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제2도에는 중래의 CMOS 입력 보호 회로망이 예시되어 있다. ESD스트레스의 극성이 접지에 대하여 음(-)일 경우, 다
이오드(Dl)는 순바이어스 된다. 다이오드 직렬 저항이 충분히 작은 한, 회로에 의해 나타나는 전압은 칩상에서 전력 소
산을 최소화시켜서 CMOS 게이트 산화물을 보호하기에 충분히 작은 상태로 된다. 예를들면, 3 Kev 로 충전된 인체 모
델은 2 amp 의 순시전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다이오드 직렬 저항은, 0.5㎛ 의 CMOS 공정이 전힝적인 게이트 10m
n 산화물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8볼트의 항복 전압으로 회로에 의해 나타나는 전체 전압을 유지하도록 단지 
4오옴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
    

    
ESD 스트레스가 점지에 대하여 양(+)일 경우, 전류에 대하여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번째로서, 다이오드(D2)는 
역항복 전압에 이를때까지 충분히 충전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입력 전압의 상숭이 클램프(clamp)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D2에 대한 역항복 전압은 게이트 산화물 항복 전압 보다 높을 수 있음으로 해서, 입력 또는 출력 디바이스 
버퍼에 손상을 주는 전압이 통과할 수 있다. 두번째로서, 다이오드(D1)는 순바이어스되어, 기생 전계 턴온, 게이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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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항복 또는 래치업(latchup)과 같은 다이(die)상의 어떤 항복 메카니즘이 Vcc의 상승을 클램프시킬 때까지 Vcc 
를 충분히 충전시키기 시작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ESD 스트레스 동안 다이의 내부 고장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다이상에 도달되는 최대 전압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ESD스트레스 동안 칩상에 소산되는 전력이 감소되고, 
이는 다시 상기 스트레스 동안에 도달되는 접합 온도를 감소시키므로 결국 점합 누설 고장 메카니즘을 감소시킨다.

    
그와 동시에, 게이트 산화물상의 스트레스는 또한 감소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동안 회로에 의해 나타나는 전압 이탈
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입력 다이오드(D2)의 항복 전압을 감소시킴으로써나 Vcc/Vss 항복 전압을 
감소시킴으로써 이행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항복 전압후의 직렬 저항이 최소화되게 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스냅 
백(snap back) 또는 래치업(latchup)특성을 갖는 디바이스는 보다 낮은 항복 전압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으나, 몇가지 
단점, 즉 트리거 전압이 게이트 산화물 항복 전압을 초과하기에 충분히 높은 레벨일 수 있으므로 아마도 게이트 전류를 
손상시키는 순간 펄스를 야기시킨다는 단점, 음(-)저항 디바이스가 전형적인 회로 시뮬레이션 기술로써 모델화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디바이스 특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의 레이아웃에 민감하다는 단점, 래치업이 비교적 긴 수명 베
이스 폭 전반에 걸친 소수 캐리어 확산에 의존하고 이러한 공정이, 특히 충전 디바이스 모델에 대한 ESD이벤트에 웅답
하기에 충분히 빠르지 앓을 수 있다는 단점, 및 음(-)저항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는 경우, 이는 디바이스의 래치업 성능
을 열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단점을 제거하는 보호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발명의 요약]

    
보호 회로는 정전 방전(ESD)으로 부터 IC 특징을 보호하는 집적회로(IC)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IC 패키지는 최소한 
IC 에 제 1 의 기준전압을 공급하는 제 1 접점, IC 에 재 2 의 기준전압을 공급하는 제 2 접점, 및 IC 의 각각의 회로 
특징부를 전기적으로 접촉시키는 복수개의 I/O 접점을 갖는다. 제 1 제너 다이오드의 캐소드는 제 1 접점에 접속되어 
있다. 제 1 트랜지스터의 콜렉터는 제 1 점점에 접속되어 있다. 제 1 트랜지스터의 에미터는 제 2 접점에 접속되어 있
다. 제 1 제너 다이오드의 애노드는 제 1 저항기의 제 1 단자 및 제 1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접속되어 있다. 제 1 저항
기의 제 2 단자는 제 2 기준 전압에 접속되어 있다. 제 2 제너 다이오드의 캐소드는 I/O 접점에 접속되어 있다. 제2트
랜지스터의 콜렉터는 I/O접점에 접속되어 있다. 제 2 트랜지스터의 에미터는 제 2 기준전압에 접속되어 있다. 제 2 제
너 다이오드의 애노드는 제 2 저항기의 제 1 단자 및 제 2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접속되어 있다. 제 1 저항기의 제 2 
단자는 제 2 기준 전압에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에 대한 보다 양호한 이해는 본 발명의 원리가 사용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첨부된 도면 및 이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실현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지금부터 제 3a 도를 참조하면, 전형적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패키지는 접점 패드(10)를 포함하며 접점 패드(10)는 상
호 접속부(12)를 거쳐 집적 회로 특징부(13)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너 다이오드(D10)는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10)의 베이스에 접속된 애노드 및 상호 접속부(12)에 접속된 캐소드를 갖는다. 상기 다이
오드(D10)는 제 3b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다이오드 접속형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12)를 사용하여 실현될 수 있
다. 그러한 디바이스는 16.8 × 3.0 ㎛ 2 의 다이오드 면적을 갖도록 형성됨으로써, 대략 6 볼트의 역항복 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Q12)의 콜렉터는 ESD전류의 걸과로서의 전압 강하 및 제너 역항복 전압의 합계를 최소화시키도
록 낮은 저항(수 오옴)을 지녀야 한다.

저항기(R10)는 트랜지스터(Q10)의 베이스 및 접지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Q10)의 에미터는 접지에 접속
되어 있으며 트랜지스터(Q10)의 콜렉터는 상호접속부(12)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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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Q10)는 기생저항이 작도록 면적이 넓은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다. 예를들면, 에미터 면적은 4 × 1
03 × 2.8 ㎛2 의 다이면적상에 실현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ESD 전류에 의해 형성된 전압은 작게될 수 있다.

제 4a 도에는 ESD 보호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예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집적회로 칩 패키지가 최소
한 제 1 I/O 패드(10), 제 2 I/O 패드(20), 제 1 기준 전압 패드(30), 및 제 2 기준 전압 패드(31)를 포함한다. 제 1 
기준 전압 패드(30)는 IC 에 Vcc 를 공급하기 위함이며, 제 2 기준 전압 패드(31)는 IC 에 Vss 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전형적으로는, Vss는 접지에 결속되어 있으므로, IC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기판도 접지되어 있다.

    
다이오드(D10)는 상호 접속부(12)및 트랜지스터(Q10)의 베이스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저항기(R10)는 Vss 및 트랜
지스터(Q10)의 베이스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Q10)의 콜렉터는 상호 접속부(12)에 접속되어 있으며, 트
랜지스터(Q10)의 에미터는 Vss 에 접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다이오드(D20)는 상호 접속부(22)및 트랜지스터(Q
20)의 베이스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저항기(R20)는 Vss 및 트랜지스터(Q20)의 베이스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
지스터(Q20)의 콜렉터는 상호 접속부(22)에 접속되어 있으며, 트랜지스터(Q20)의 에미터는 Vss 에 접속되어 있다. 
더구나, 다이오드(D30)는 패드(30)(Vcc) 및 트랜지스터(Q30)의 베이스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저항기(R30)는 패드
(31)(Vss = 접지)및 트랜지스터(Q30)의 베이스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Q30)의 콜렉터는 Vcc 에 접속되
어 있으며 트랜지스터(Q30)의 에미터는 Vss에 접속되어 있다.
    

지금부터, 제4a도에 예시된 회로 구성을 사용하여 4개의 가능한 ESD이벤트, 즉(1)I/O - Vss, (2)I/O - Vcc, (3)V
cc - vss, 및 (4)I/O - I/O 를 각각 기술하고자 한다.

    
제4a도 및 제4b도에서는, ESD이벤트가 I/O패드(10)및 Vss사이에 존재한다. 제 4a 도에서는, 양(+)으로 되는 ESD 
펄스가 다이오드(D10)를 역바이어스(화살표(14a)참조)시킴으로써 트랜지스터(Q10)의 베이스 - 에미터 접합을 순바
이어스시키고, 이로인해 콜렉터 - 에미터 채널은 화살표(14b)로 나타낸 경로를 따라 Vss(접지)에 ESD 전류를 도통
시킨다. 제 4b 도에서는, 음(-)으로 되는 ESD펄스로 인해, 트랜지스터(Q10)의 콜렉터는 에미터, 결과적으로는 기판
보다 큰 음(-)전의 상태로 됨으로써, 상기 채널은 기판을 통해 콜렉터로 역 전류를 도통시켜 화살표(14c)로 나타낸 경
로를 따라 ESD 펄스를 소산시킨다.
    

    
제5a도 및 제5b도에서는, ESD 이벤트가 I/O 패드(10)및 Vcc사이에 존재한다. 제 5a 도에서는, Vcc 에 대하여 양(+)
극성을 갖는 ESD 펄스가 다이오드(D30)를 역바이어스시킴으로써 트랜지스터(Q30)의 베이스 - 에미터 접합을 순바
이어스시키고, 이로인해 트랜지스터(Q30)의 콜렉터 - 에미터 채널은 화살표(15a)로 나타낸 경로를 따라 Vss 에 ES
D 전류를 도통시킨다. Vss 가 기판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Q10)의 베이스 - 콜렉터 접합은, ESD 전류
가 화살표(15b)로 나타낸 바와같이 기판 - 콜렉터를 통해 패드(10)로 도통되도록 순바이어스된다.
    

제 5b 도에서는, 음(-)으로 되는 ESD 펄스가 다이오드(D10)를 역바이어스(화살표(15c))시킴으로써 트랜지스터(Q
10)의 베이스 - 에미터 접합을 순바이어스시키고, 이로인해, 트랜지스터(Q10)의 채널은 기판으로 ESD 펄스를 도통
시킨다. 기판이 Vss 패드(31)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Q30)의 에미터 및 기판은 콜렉터 보다 상승되며 
ESD 펄스는 화살표(15d)로 나타낸 경로를 따라 기판을 통해 Vcc 로 도통된다.

제 6a 도 및 제 6b 도에서는, ESD 이벤트가 Vcc 및 Vss 사이에 존재한다. 제 6a 도에서는, 양(+)으로 되는 ESD 펄스
가 다이오드(D30)의 역항복 전압(화살표(16a)을 신속하게 저지함으로써, 트랜지스터(Q30)의 베이스 - 에미터 접합
을 순바이어스시키고, 이로 인해, 트랜지스터(Q30)의 콜렉터 - 에미터 채널은 화살표(16b)로 나타낸 바와같이 Vss(
접지)로 ESD 전류를 도통시킨다.

제 6b 도에서는, 음(-)으로 되는 ESD 펄스로 인해, 트랜지스터(Q30)의 콜렉터는 에미터 및 기판 보다 높은 음(-)전
의상태로 됨으로써, ESD 펄스는 화살표(16c)로 나타낸 바와같이 기판을 거쳐 Vcc 로 도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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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a 도 및 제 7b 도에서는, ESD 이벤트가 I/O 핀(10,20)사이에 존재한다. 제 7a 도에서는, 패드(10)에 대하여 양(
+)극성을 갖는 ESD 펄스가 다이오드(D10)의 역항복 전압(화살표(17a))을 신속하게 저지함으로써, 트랜지스터(Q1
0)의 베이스 에미터 접합을 순바이어스시키고, 이로 인해, 트랜지스터(Q10)의 콜렉터 - 에미터 채널은 화살표(17b)
로 나타낸 바와같이 기판으로 ESD 전류를 도통시킨다. 제 7b 도에서는 패드(10)에 대하여 음(-)극성을 갖는 ESD 펄
스가 패드(20)에 대하여 양(+)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다이오드(D20)는 역바이어스(화살표 (17C))됨으로써, 트랜
지스터(Q20)의 베이스 - 에미터 접합을 순바이어스시키고, 이로 인해 트랜지스터(Q20)의 콜렉터 - 에미터 채널은 
화살표(17d)로 나타낸 바와같이 기판으로 ESD 전류를 도통시킨다. 트랜지스터(Q10)의 콜렉터가 에미터 및 기판 이하
로 강하되기 때문에, 기판은 화살표(17d)로 나타낸 바와같이 콜렉터로 도통한다.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국한하고자 의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한
정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전 방전(ESD)펄스로부터 집적 회로 특징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적회로(IC)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보호 회로로서, 
상기 IC를 포함하는 패키지가, 상호 접속부를 거쳐 IC 의 각각의 특징부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복수개의 패드를 포함
하고, 상기 패키지는, 최소한 제 1 상호접속부를 거쳐 제 1 의 IC 특징부에 접촉하는 제 1 패드, 제 2 상호 접속부를 거
쳐 제 2 의 IC 특징부에 접촉하는 제 2 패드, 제 3 상호 접속부를 거쳐 IC 에 제 1 기준 전압을 제공하는 제 3 패드, 및 
제 4 상호 접속부를 거쳐 IC 에 제 2 기준 전압을 제공하는 제 4 패드를 포함하며, 상기 보호 회로는, 애노드 및 캐소드
를 갖는 제너 다이오드; 베이스, 콜렉터, 및 에미터를 갖는 제 1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제 1 및 제 2 단자를 갖는 저
항기를 포함하고, 제너 다이오드의 캐소드는 제 1 상호 접속부에 접속되어 있으며, 제 1 트랜지스터의 콜렉터는 제 1 
상호 접속부에 접속되어 있고, 제너 다이오드의 애노드 및 제 1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는 저항기의 제 1 단자에 접속되어 
있으며, 제 1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및 저항기의 제2단자는 제4상호 접속부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너 다이오드는 애노드를 형성하도록 콜렉터에 접속된 베이스, 캐소드를 형성하는 에미터를 
지니는 제 2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회로.

청구항 3.

    
정전 방전(ESD)펄스로부터 집적 회로의 회로 특징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적회로(IC)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보호 회로
로서, 상기 IC 를 포함하는 IC 패키지가, IC 에 제 1 기준 전압을 공급하는 제 1 접점, IC에 제2기준전압을 공급하는 제
2접점, 및 IC의 각각의 I/O회로 특징부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복수개의 I/O 접점을 적어도 지니며, 상기 보호 회로는, 
애노드 및 캐소드를 각각 지니는 복수개의 제너 다이오드; 베이스, 콜렉터, 및 에미터를 각각 지니는 복수개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제 1 및 제 2 단자를 각각 지니는 복수개의 저항기를 포함하고, 제 1 제너 다이오드의 캐소드는 상기 제 
1 접점에 접속되어 있으며, 제 1 트랜지스터의 콜렉터는 상기 제 1 접점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에
미터는 상기 제 2 접점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제 1 제너 다이오드의 애노드는 제 1 저항기의 제 1 단자에 및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 1 저항기의 제 2 단자는 상기 제 2 기준전압에 접속되어 있으며, 각
각의 I/O 회로 특징부에 대하여, 제 2 제너 다이오드의 캐소드는 하나의 I/O접점에 접속되어 있고, 제 2 트랜지스터의 
콜렉터는 상기 I/O점점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에미터는 상기 제 2 기준 전압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 2 제너 다이오드의 애노드는 제 2 저항기의 제 1 단자에 및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접속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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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저항기의 제 2 단자는 상기 제 2 기준 전압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각각의 제너 다이오드는 애노드를 형성하도록 콜렉터에 접속된 베이스 및 캐소드를 형성하는 에미터
를 지니는 제 3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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