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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ESD(Electro-Static Discharge) 스트레스 커런트(stress current) 상황과 노말 동작(normal operation) 상황

에서 적절하게 동작할 뿐만 아니라, 파워 노이즈(power noise)에 대해서도 누설전류를 유발하지 않는 RBNB(Rail Based

Non-Breakdown) ESD 보호회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유입되는 신호

의 라이징 타임을 검출하는 검출부와, 상기 검출부의 출력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는 프리 드라이버와, 상기 프리 드라이

버의 출력신호에 따라 동작하여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을 서로 접속시키는 파워 클램프를 포함하되, 상기 검출부는, 상

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직렬접속된 RC 필터와, 상기 RC 필터의 출력을 반전시켜 출력하는 제1 인버터와, 상기 제

1 파워라인과 상기 인버터의 제1 트랜지스터의 소스단 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파워 노이즈가 인

가되는 경우 상기 인버터의 제1 트랜지스터 및 제2 트랜지스터를 통해 누설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1 캐패시

터를 포함하는 ESD 보호회로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유입되는 신호의 라이징 타임을 검출하는 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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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출부의 출력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는 프리 드라이버; 및

상기 프리 드라이버의 출력신호에 따라 동작하여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을 서로 접속시키는 파워 클램프를 포함하되,

상기 검출부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직렬접속된 RC 필터;

상기 RC 필터의 출력을 반전시켜 출력하는 제1 인버터; 및

상기 제1 파워라인과 상기 인버터의 제1 트랜지스터의 소스단 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파워 노이

즈가 인가되는 경우 상기 인버터의 제1 트랜지스터 및 제2 트랜지스터를 통해 누설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1

캐패시터

를 포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C 필터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직렬접속된 제1 저항 및 제2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ESD 보호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버터는 상기 제1 저항과 상기 제2 캐패시터가 접속된 제1 노드와 상기 프리-드라이버 사이에 접속된 ESD 보

호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랜지스터는 PMOS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제2 트랜지스터는 NMOS 트랜지스터인 ESD 보호회로.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드라이버는 상기 검출부의 출력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단에 체인 형태로

접속된 적어도 두 개의 제2 인버터로 이루어진 ESD 보호회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노이즈는 상기 RC 필터의 RC 시정수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ESD 보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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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캐패시터는 상기 제1 인버터의 넷(net) 기생 캐패시터보다 큰 정정용량을 갖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클램프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에 접속되어 상기 프리 드라이버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제3 트

랜지스터로 이루어진 ESD 보호회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트랜지스터는 N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ESD 보호회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RC 필터의 시정수보다 작

은 라이징 타임과 상기 시정수보다 작거나 같은 ESD 스트레스 커런트가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유입되는 경우 턴-

온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에 전류 패스를 형성하여 상기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대응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트랜지스터는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RC 필터의 시정수보다 느린 속

도로 램프-업되는 파워가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인가될 경우 턴-오프 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 전류 패스를 차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트랜지스터는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RC 필터의 시정수보다 느린 속

도로 램프-업되는 파워가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인가된 후 상기 시정수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 턴-오프

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 전류 패스를 차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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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로 파워가 인가되는 경우 턴-오프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 전류 패스를 차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캐패시터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로 파워가 인가된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상기 시정

수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상기 파워 노이즈가 유입되는 경우 상기 제1 인버터를 통해 발생되는 상기 누설전류를 차단하

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드라이버는,

상기 제1 파워라인과 접속된 제2 저항;

상기 제2 저항과 상기 제2 파워라인 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신호에 의해 동작하는 제3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파워라인과, 상기 제2 저항과 상기 제3 트랜지스터가 접속된 제2 노드 사이에서 상기 제2 저항과 병렬접속된 제

3 캐패시터; 및

상기 제2 노드의 전위를 반전시켜 출력하는 제2 인버터

를 포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노이즈는 상기 RC 필터의 RC 시정수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캐패시터는 상기 제1 인버터의 넷(net) 기생 캐패시터보다 큰 정정용량을 갖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클램프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에 접속되어 상기 프리 드라이버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제4 트

랜지스터로 이루어진 ESD 보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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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트랜지스터는 N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ESD 보호회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RC 필터의 시정수보다 작

은 라이징 타임과 상기 시정수보다 작거나 같은 ESD 스트레스 커런트가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유입되는 경우 턴-

온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에 전류 패스를 형성하여 상기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대응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트랜지스터는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RC 필터의 시정수보다 느린 속

도로 램프-업되는 파워가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인가될 경우 턴-오프 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 전류 패스를 차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트랜지스터는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RC 필터의 시정수보다 느린 속

도로 램프-업되는 파워가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인가된 후 상기 시정수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 턴-오프

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 전류 패스를 차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23.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로 파워가 인가되는 경우 턴-오프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간 전류 패스를 차단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캐패시터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로 파워가 인가된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상기 시정

수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상기 파워 노이즈가 유입되는 경우 상기 제1 인버터를 통해 발생되는 상기 누설전류를 차단하

는 ESD 보호회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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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ESD(Electro-Static Discharge) 보호회로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RBNB(Rail Based Non-Breakdown) ESD 보호회로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칩의 입/출력패드(Input/Output pad) 상에 가해지는 ESD(Electro-Static Discharge)에 의해 야기되는 서지전압

과 서지전류에 대하여 내성이 요구되는 바, 반도체 칩의 입/출력 패드에는 ESD 보호회로(protection circuit)가 접속된다.

마이크로 칩(mirco chip)에서, 각각의 입/출력패드에서 ESD 스트레스에 대해 내부의 코아 회로(core circuit)(또는, 출력

버퍼, 입력버퍼)를 보호하는 방식은 DPBESD(Direct Pad Based ESD) 보호회로(protection circuit)와 PRBESD(Power

Rail Based ESD) 보호회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DPBESD 보호회로는 개별 입/출력패드에 있는 ESD 보호회로가 입/출

력패드로 유입된 ESD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며, PRBESD 보호회로는 개별 입/출력패드에는 바이패스 다이오드 패

스(bypass diode path)만 설치하고, 전원전압(Vdd)과 접지전압(Vss)간 파워 링(power ring) 사이에 설치된 파워 클램프

(power clamp)를 이용하여 ESD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도 1은 일반적인 DPBESD 보호회로를 도시한 회로도로서, 그 동작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각의 입/출력패드(I/O PAD)에 적용하는 ESD 보호회로의 스트레스 커런트(stress current)의 소화 능력이 양호할

경우 최상의 ESD 보호 효율(performance)을 구현할 수 있으나, 반대로 주어진 기술(technology)에 대해 양호한 ESD 보

호회로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ESD 보호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각각의 입/출력패드

와 파워 클램프(Power clamp) 사이의 기생 버스 저항(parasitic bus resistance)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각각의 입/출력패드에 별도의 ESD 보호회로를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아웃(layout) 면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

제점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각각의 입/출력패드에 ESD 보호소자를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도 2는 일반적인 PRBESD 보호회로의 동작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로서, PRBESD 보호회로는 DPBESD 보

호회로가 내포하고 있는 상기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동작특성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PRBESD 보호회로은 개별 입/출력패드(I/O PAD)에 1:1로 대응하는 ESD 보호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ESD 보호 특성을 구현하기가 DPBESD 보호회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설계 관점에서 ESD 보호 네트워

킹(networking)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ESD 스트레스를 소화함에 있어서 CMOS 소자의 수직

(vertical) PNP BJT와 칩 전체의 N-웰(N-well)의 캐패시턴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입/출력패드와 파워

클램프 사이의 기생 버스 저항(순방향 동작 다이오드 패스의 저항 포함)이 너무 클 경우에는 ESD 보호 파워 클램프가 동작

하기 전에 스트레스 커런트가 코아 회로(또는, 출력 버퍼, 입력 버퍼)로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입/출력패드 별도의 ESD 보호소자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아웃 면적의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PRBESD 보호회로 중에서 특히 ESD 스트레스 커런트를 처리하는 소자로 NB형(Non-Breakdown type) 파워 클램프를

채택하는데 이를 RBNB(Rail Based non-Breakdown) ESD 보호회로라 명명한다. 이러한 RBNB ESD 보호회로는 일반적

으로 빅(Big) MOS 트랜지스터의 노말(normal) 동작을 이용하여 액티브 클램프(active clamp)를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워 클램프 MOS 트랜지스터에 대한 트리거링 회로(triggering circuit)가 필요하고, 노말 MOS 트랜지

스터의 포화전류(드레인 전류)(Idsat current)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large) 액티브 폭(active width)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아웃 면적의 효율성이 낮다. 그러나, ESD 스트레스 상황에서 파워 클램프 MOS 트랜지스터의 트리거링 전압

(triggering volgate)이 낮기 때문에 코아 회로(또는, 출력버퍼, 입력버퍼)가 손상을 입을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도 3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BNB(Rail Based Non-Breakdown) ESD 보호 스킴 중 하나인 소위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구성 및 그 동작원리를 명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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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RC3Inv_Std" ESD 보호회로는 Ndd-Nss 라인 간에 걸리는 전압의 라이징 타임을 검출하는

라이징 타임 검출부(rising time detector, 10)와, 라이징 타임 검출부(10)의 출력을 드라이빙하여 출력하는 프리 드라이

버(pre-driver, 20)와, 프리 드라이버(20)에 의해 드라이빙된 신호에 따라 동작하여 Ndd-Nss 라인 간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파워 클램프(power clamp, 30)를 포함한다.

라이징 타임 검출부(10)는 저항(R1)과 캐패시터(C1)가 Ndd-Nss 라인 간에 직렬로 접속된 1개의 RC-필터(RC-filter)와,

저항(R1)과 캐패시터(C1) 간의 노드 N0의 전위를 반전시켜 출력하는 인버터(Inv1)로 이루어진다. 프리 드라이버(20)는

라이징 타임 검출부(10)의 출력을 버퍼링(buffering)하여 출력하도록 체인(chain)형태로 직렬 접속된 2개의 인버터(Inv2,

Inv3)로 이루어진다. 파워 클램프(30)는 프리 드라이버(20)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전압을 게이트 입력으로 하여 동작하는

빅 MOS 트랜지스터(big MOS transistor)(BigMN)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라이징 타임 검출부(10)와 프리 드라이버(20)

는 파워 클램프(30)의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를 구동시키기 위한 부스팅(boosting) 회로로서 그 동작 특성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라이징 타임 검출부(10)는 RC-필터와 인버터(Inv1)로 라이징 타임(rising time)을 검출한다. 또한, 온-타임 컨트롤

러(on-time controller)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여기서, RC-필터의 시정수 R1C1 ≒ ESD 스트레스 구간(ESD stress

duration)에 근접한다. 프리 드라이버(20)는 인버터(Inv2, Inv3)로 이루어지며, 파워 클램프(30)로 동작하는 빅 MOS 트랜

지스터(BigMN)의 게이트에 바이어스(bias)를 인가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에 대해 Ndd-Nss 간 전압 차이가 시간의 함수로 변화할 때, 노드

(N0)의 전압은 RC-필터(R1, C1)로 인해 R1C1이 갖는 시정수 값(ESD 스트레스 구간)에 대응하는 지연을 갖고, Ndd-

Nss 간 전압차이를 따라간다. 이로 인해, 각각의 'ESD 스트레스/노말 파워 램프-업(normal power ramp-up)/노말 파워

온(normal power ON)'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저, ESD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 Ndd-Nss 라인 사이에 파워(power)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 즉 Vdd=0, Vss=0인 상태

에서 통상적인 라이징 타임(<<R1C1)과 구간(≤R1C1)을 갖는 ESD 스트레스가 Ndd-Nss 라인 사이에 인가되면, ESD 스

트레스의 라이징 타임 및 구간 동안 각 노드(N0, N1, N2, N3)는 순차적으로 로우(LOW), 하이(HIGH), 노우, 하이상태가

된다. 즉, 노드 NO는 로우, N1는 하이, N2는 로우, N3는 하이가 되어 파워 클램프(30)의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턴-온(turn-ON) 상태로 유지된다. 결국,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동작함으로써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대응한다.

노말 파워 램프-업 상황의 경우, Ndd-Nss 라인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 즉 Vdd=0, Vss=0인 상태에서 RC-필

터의 시정수 R1C1 보다 느린 속도로 램프- 업(ramp-up)되는 파워가 Ndd-Nss로 인가될 경우 램프-업 초기에는 노드

N0가 로우상태로 유지되지만, Ndd가 충분히 하이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는 턴-오프(turn-

OFF) 상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를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와 반대로, R1C1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 램프-업이 충분히 진행하는 경우 노드 N0가 하이이고, Ndd가 하이 상태가 되면, N1은 로우, N2는 하

이, N3는 로우상태가 되어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는 턴-오프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빅 MOS 트랜지스터

(BigMN)을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노말 파워 온 상황의 경우, Ndd-Nss 라인 사이에 정상적인 파워가 인가된 상태, 즉 Vdd=3.3V, Vss=0V인 상태에서 기본

적으로 노드 NO는 하이, N1는 로우, N2는 하이, N3는 로우가 되어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턴-오프 상태로 유지

된다. 결국,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동작하지 않아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를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도 4a 및 도 4b는 ESD 스트레스 상황 및 노말 동작 상황 하에서 도 3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가 동작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4a는 EDS 스트레스 상황에 관련한 도면이고, 도 4b는 노말 동작 상황에

관련한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ESD 스트레스 커런트는 그 스트레스 라이징 타임(stress rising time)이 약 100ns 이하인 특성을 나타낸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ESD 스트레스 커런트가 Ndd-Nss 간 파워 라인에 유입될 때,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동작하여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Ndd-Nss 간 파워 라인에 파워가 램프 업될 때 파워 램프 업 타임이 10㎲이상이면,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Ndd-Nss 사이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다. 이것은 Ndd-Nss 사이에 누설전류가 전

혀 흐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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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3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는 ESD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빅 MOS 트랜지스터

(BigMN)를 동작시켜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대응하고, 노말 동작 상황에서는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동작되지

않도록 하여 Ndd-Nss 간 파워 라인(power line) 사이에 누설전류(leakage current)를 유발을 방지한다. 따라서, 반도체

칩의 내부회로를 보호하는 ESD 보호회로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1RC3Inv_std ESD 보호회로는 파워 노이즈(power noise)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 Ndd-Nss 사

이에 정상적인 파워가 인가된 상태즉, Vdd=3.3V, Vss=0V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드 N0는 하이상태로 유지되기 때문

에 인버터(Inv1)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의 채널(channel)은 닫혀 있고, 인버터(Inv1)의 N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은 열려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R1C1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노이즈가 Ndd-Nss 사이에 인가될 경우 R1C1에 의해 발생

하는 시간지연(time delay)으로 인하여 노드 N0의 전압이 Ndd의 전압의 노이즈 스윙(noise swing)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의 채널이 열릴 수 있다. 이때, 노드 N0는 하이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버터

(Inv1)의 NMOS 트랜지스터의 채널은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버터(Inv1)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가 발생

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반도체 칩의 경우 그 칩을 동작시키는 파워 라인은 전체 시스템(system)의 영향이나, 또는 칩 내부 동작의 영향

으로 인해 파워 노이즈가 발생한다. 이러한 노이즈는 대략 ±1.0V 정도, 또는 그 이상의 폭을 가지며, 그 변화하는 빠르기,

즉 라이징 타임 또는 폴링 타임(falling time)은 대략 10~100ns 정도로 ESD 스트레스와 비슷한 빠르기를 나타낸다. 실제

로 진행된 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에 의하면 Ndd-Nss 파워 라인 간 전압이 3.3V 유지된 상태, 즉 Vdd=3.3V,

Vss=0V 상태에서 Vdd에 1.2V 피크(peek) 전압의 노이즈가 인가되고, 이때 Vdd 스윙 범위가 2.1~4.5V라면, 1RC3Inv_

std ESD 보호회로의 경우 파워 노이즈 피크 전압이 ~+1.0V인 영역에서 Ndd-Nss 파워 라인 간 누설전류를 유발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비록, 파워 노이즈의 빠르기가 ESD 스트레스 커런트의 빠르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노드 N3가 로우상태로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빅 MOS 트랜지스터(BigMN)을 통해 누설전류가 흐르지는 않는다. 대신 이 누설전류는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버터(Inv1)를 구성하는 PMOS/NMOS 트랜지스터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에서, 도 5a 내지 도 5c는 파워 노이즈 상황에서 1RC3Inv_ ESD 보호회로가 동작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

한 도면으로서, 도 5a는 Ndd-Nss 간 파워 노이즈에 관련한 도면이고, 도 5b는 Ndd-Nss 사이에 흐르는 누설전류에 관련

한 도면이며, 도 5c는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에 관련한 도면이

다. 여기서, 'Vss'는 Nss에 인가되는 전압, 'Iss'는 Nss에 유입되는 전류, 'lp1'은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 'Vdd'는 Ndd에 인가되는 전압, 'Idd'는 Ndd에 유입되는 전류, 'ln1'은 인버터(Inv1)의 NMOS 트랜지스터

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이다. 또한, 도 5b 및 도 5c에서 점선에 표시된 영역은 누설전류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인버터(Inv1)에 의해 형성된 경로를 통해 Ndd-Nss 간에 흐르는 누설전류는 반도체 칩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칩의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칩의 동작상태에서 파워 노이즈에 의해 파워-그라운드

(power-ground) 간 누설전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파워 소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ESD 스트레스 커런트 상황과 노말 동작

상황에서 적절하게 동작할 뿐만 아니라, 파워 노이즈에 대해서도 누설전류를 유발하지 않는 ESD 보호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측면에 따른 본 발명은,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유입되는 신호의 라이징 타임을 검출하

는 검출부와, 상기 검출부의 출력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는 프리 드라이버와, 상기 프리 드라이버의 출력신호에 따라 동

작하여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을 서로 접속시키는 파워 클램프를 포함하되, 상기 검출부는,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

사이에 직렬접속된 RC 필터와, 상기 RC 필터의 출력을 반전시켜 출력하는 제1 인버터와, 상기 제1 파워라인과 상기 인버

터의 제1 트랜지스터의 소스단 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제1 및 제2 파워라인으로 파워 노이즈가 인가되는 경우 상기 인버터

의 제1 트랜지스터 및 제2 트랜지스터를 통해 누설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1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ESD 보호

회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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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명세서 전체에 걸쳐

서 동일한 참조번호로 표시된 부분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 요소들을 나타낸다.

실시예1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RBNB(Rail Based Non-Breakdown) ESD 보호회로의 구성 및 그 동작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로서, 1RC3Inv_LPC ESD 보호회로로 명명하며, 여기서, 'LPC'는 "Leakage Prevention Capatitor"

를 의미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는 1RC3Inv_std 보호회로의 Ndd와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PM, 도 7참조)의 소스 사이에 캐패시터(Clp)를 추가 설치하여 누설전류 경로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는 RC-필터의 시정수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파워 노이즈가 Ndd-

Nss 라인에 인가되는 경우 ESD 스트레스 커런트의 라이징 타임을 검출하는 라이징 타임 검출부(110)를 구성하는 인버터

(Inv1)의 PMOS 트랜지스터(PM) 및 NMOS 트랜지스터(NM)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PMOS 트랜지

스터(PM)의 소스단과 Ndd 사이에 캐패시터(Clp)를 직렬 접속시킨다.

기본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는 파워 노이즈에 의해 유발되는 누설전류를 차단하는 기능

이외에, ESD 스트레스 상황 또는 노말 동작 상황에서와 같은 다른 모든 특성들, 특히 빅 MOS 트랜지스터(BigMN)의 동작

상태는 1RC3Inv_std 보호회로와 최대한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드 Nins의 전압

(Vins)이 ESD 스트레스 상황 또는 노말 동작 상황과 같은 모든 상황에서 Ndd의 전압(Vdd)에 근접하도록 보호회로를 설

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논-트레지언트(Non-Transient) 상황에서는 "Vins = Vdd × Clp/(Clp + Cinv1)"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inv1는 인버터(Inv1)의 넷(net) 기생 캐패시터이다. 따라서, Ndd와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PM) 소스 사이에

추가하는 캐패시터(Clp)는 인버터(Inv1)의 기생 캐패시터 Cinv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캐패시

터(Clp)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면적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효율(performance) 대 레이아웃 면적을 고려한

최적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는 Ndd-Nss 간 전압 차가 시간의 함수로 변화할 때, 노드 N0의 전압은

RC-필터로 인해 R1C1(≒ESD 스트레스 구간)의 지연을 안고, Ndd-Nss 간 전압 차를 따라간다. 이에 따라, 캐패시터

(Clp)를 추가 설치할 경우 노드 N1의 전압(V1)의 최대값은 Vdd 이하로 제한을 받지만, 노드 N2, 그리고 N3로 갈수록 캐

패시터(Clp)의 영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1RC3Inv_LPC ESD 보호회로의 전체적인 효율은 1RC3Inv_std ESD 보호

회로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ESD 스트레스/노말 파워 램프-업/노말 파워 온'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저, ESD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 Ndd-Nss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Vdd=0V, Vss=0V)에서, 라이징 타임

(<<R1C1)과 구간(≤R1C1)을 갖는 ESD 스트레스가 Ndd-Nss 사이에 부가되면, ESD 스트레스의 라이징 타임 및 구간 동

안 각 노드(N0, N1, N2, N3)는 로우(LOW), Vins, 노우, 하이상태가 된다. 즉, 노드 NO는 로우, N1는 Vins, N2는 로우,

N3는 하이가 되어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턴-온 상태로 유지된다. 결국,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동작함으

로써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대응한다.

노말 파워 램프-업 상황의 경우, Ndd-Nss 사이에 파워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Vdd=0, Vss=0)에서 R1C1 보다 느린 속도

로 램프 업되는 파워가 인가될 경우 램프 업 초기에는 노드 N0는 로우가 유지되긴 하지만 Ndd가 충분히 하이상태가 아니

기 때문에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는 턴-오프 상태로 유지된다. 즉,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를 통해 전류가 흐르

지 않게 된다. 이와 반대로, R1C1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 램프 업이 충분히 진행하는 경우 노드 N0가 하이이고, Ndd가 하

이 상태가 되면, N1은 로우, N2는 하이, N3는 로우상태가 되어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는 턴-오프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빅 MOS 트랜지스터(BigMN)을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등록특허 10-0651579

- 9 -



노말 파워 온 상황의 경우, Ndd-Nss 사이에 정상적인 파워가 인가된 상태(Vdd=3.3V, Vss=0V)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드

NO는 하이, N1는 로우, N2는 하이, N3는 로우가 되어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턴-오프 상태로 유지된다. 결국,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동작하지 않아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를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도 8a 및 도 8b는 ESD 스트레스 상황 및 노말 동작 상황 하에서 도 6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가 동작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8a는 ESD 스트레스 상황에 관련한 도면으로서, 'Current'는 Ndd-

Nss 사이에 흐르는 총 전류를 의미하고, 'Voltage'는 Ndd-Nss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한다. 도 8b는 노말 동작 상황

에 관련한 도면으로서, 'Idd'는 Ndd-Nss 사이에 흐르는 총 전류를 의미하고, 'Vdd'는 Ndd-Nss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의

미한다.

도 8a를 참조하면, ESD 스트레스 커런트가 Ndd-Nss 간 파워 라인에 유입될 때, 1RC3Inv_LPC ESD 보호회로도 빅 MOS

트랜지스터(BigMN)가 동작하여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8b를 참조하면, Ndd-

Nss 간 파워 라인에 파워가 램프-업 될 때 파워 램프-업 타임이 10㎲이상이면,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Ndd-Nss

사이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Ndd-Nss 사이에 누설전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1RC3Inv_LPC ESD 보호회로도 역시 ESD 스트레스 커런트 상황과

노말 동작 상황에서 적절하게 동작함을 알 수 있다.

도 9a 내지 도 9b는 파워 노이즈 상황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1RC3Inv_LPC ESD 보호회로가 동작하는 상태를 설

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9a는 Ndd-Nss 간 파워 노이즈에 관련한 도면이고, 도 9b는 Ndd-Nss 사이에 흐르는

누설전류에 관련한 도면이며, 도 9c는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

에 관련한 도면이다. 여기서, 'Vss'는 Nss에 인가되는 전압, 'Iss'는 Nss에 유입되는 전류, 'lp1'은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 'Vdd'는 Ndd에 인가되는 전압, 'Idd'는 Ndd에 유입되는 전류, 'ln1'은 인버터(Inv1)의

NMOS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이다. 또한, 도 9b 및 도 9c에서 점선에 표시된 영역은 누설전류에 해당하는 영

역이다.

도 9a 내지 도 9c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1RC3Inv_LPC ESD 보호회로는 기본적으로 인버터(Inv1)의 누

설전류 경로를 캐패시터(Clp)를 통해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에서 발생했던 누설전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조건의 파워 노이즈 하에서 1RC3Inv_LPC ESD 보호회로는 Ndd-Nss 파워 라

인 간 누설전류가 완전히 차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1RC3Inv_LPC ESD 보호회로는 ESD 스트레스 커런트

상황과, 노말 동작 상황에서 적절하게 동작할 뿐만 아니라, 파워 노이즈에 대해서도 누설전류를 유발시키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실시예2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RBNB(Rail Based Non-Breakdown) ESD 보호회로의 구성 및 그 동작원리를 설명하

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이다. 여기서, 도 10은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에 실시예1의 기술적 원리를 적용한 실시예를

도시하였다.

도 10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 11에 일반적인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구성을 도시하였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2RC2Inv_std ESD 보호회로는 RBNB ESD 보호회로의 또 다른 방식으로서, 도 3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와 달리 파워 클램프(330)의 빅 MOS 트랜지스터(BigMN)를 동작시키기 위한 부스팅

회로로 2개의 저항(R1, R2), 2개의 캐패시터(C1, C2), 2개의 인버터(Inv1, Inv2) 그리고 한 개의 NMOS 트랜지스터(MN)

로 이루어진다. 즉, 라이징 타임 검출부(310)는 RC-필터(R1, C1)와, 인버터(Inv1)로 이루어지고, 프리 드라이버(320)는

Ndd와 노드 N2 사이에 접속되는 저항(R2)과, 저항(R2)과 병렬 접속된 캐패시터(C2)와, 인버터(Inv1)의 출력에 따라 동작

하여 저항(R2)과 Nss를 접속시키는 NMOS 트랜지스터(MN)와, 노드 N2의 전위를 반전시켜 출력하는 인버터(Inv2)로 이

루어진다. 파워 클램프(330)는 인버터(Inv2)의 출력에 따라 동작하여 Ndd-Nss 라인을 서로 접속시키는 빅 MOS 트랜지

스터(BigMN)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일반적인 2RC2Inv_std ESD 보호회로는 공지된 기술로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동작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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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는 도 11의 구성에서 인버터(Inv1)의 PMOS 트

랜지스터의 소스와 Ndd 사이에 캐패시터(Clp)가 접속된 라이징 타임 검출부(210)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실시예

1과 같이 파워 노이즈 유입시 인버터(Inv1)을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를 차단하게 된다.

한편, 프리 드라이버(220)와 파워 클램프(230)는 도 11에 도시된 일반적인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프리 드라이버

(320) 및 파워 클램프(330)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동작 특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

하기로 한다.

도 12a 내지 12c, 도 13a 및 도 13c은 파워 노이즈에 대응하여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동작 특성과 본 발명의 실시

예2에 따른 2RC2Inv_LPC ESD 보호회로의 동작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2a 내지 도 12c는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파워 노이즈에 대한 반응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13a 내지 도 13c는 2RC2Inv_LPC ESD

보호회로(여기서, Clp=1.0pF)의 파워 노이즈에 대한 반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a 내지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에서는 파워 노이즈에 대해 인버터(Inv1)

를 통해 누설전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2RC2Inv_

LPC ESD 보호회로에서는 Ndd와 인버터(Inv1)의 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단 사이에 캐패시터(Clp)를 추가로 설치함으

로써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에서 발생되는 누설전류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4a 및 도 14b, 도 15a 및 도 15b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동작 특성과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2RC2Inv_

LPC ESD 보호회로의 동작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4a는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ESD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14b는 파워 램프-업에 대한 반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a는 2RC2Inv_

LPC ESD 보호회로(여기서, Clp=1.0pF)의 ESD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15b는 파워 램프-업에 대한

반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a 및 도 14b, 도 15a 및 도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2RC2Inv_LPC ESD 보호회로 또한

2RC2Inv_std ESD 보호회로과 마찬 가지로 ESD 스트레스 커런트가 Ndd-Nss 간 파워 라인에 유입될 때 ESD 스트레스

커런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Ndd-Nss 간 파워 라인에 파워가 램프-업 될 때 파워 램프-업 타

임이 1㎲ 이상이면, 두 ESD 보호회로 모두 누설전류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들은 그 설명

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

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ESD 스트레스 커런트 상황 및 노말 동작 상황에서 적절하게 동작하는 ESD 보호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 마이크로 칩의 파워 노이즈에 대해서도 누설전류가 흐르지 않는 ESD 보호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파워 소비가 적은 좋은 품질을 갖는 마이크로 칩을 제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DPBESD(Direct Pad Based ESD) 보호회로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

도 2는 일반적인 PRBESD(Power Rail Based ESD) 보호회로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

도 3은 일반적인 RBNB(Rail Based Non-Breakdown) ESD 보호회로 중 하나인 소위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을 설

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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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b는 도 3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ESD 스트레스(stress) 상황 및 노말(normal) 동작 상황에서

의 동작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

도 5a 내지 도 5c는 도 3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파워 노이즈(power noise)에 대한 누설전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라이징 타임 검출부(110)의 인버터(Inv1)의 상세 회로도.

도 8a 및 도 8b는 도 6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ESD 스트레스 상황 및 노말 동작 상황에서의 동작 특성

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

도 9a 내지 도 9c는 도 6에 도시된 "1RC3Inv_Std" ESD 보호회로의 파워 노이즈에 대한 누설전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RBNB ESD 보호회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RBNB ESD 보호회로와 동작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 회로도.

도 12a 내지 도 12c는 도 11에 도시된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파워 노이즈에 대한 누설전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

하여 도시한 도면.

도 13a 내지 도 13c는 도 10에 도시된 "2RC2Inv_LPC" ESD 보호회로의 파워 노이즈에 대한 누설전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

도 14a 및 도 14b는 도 11에 도시된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ESD 스트레스 상황 및 파워 램프-업(ramp-up)에

대한 동작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

도 15a 및 도 15b는 도 10에 도시된 "2RC2Inv_std" ESD 보호회로의 ESD 스트레스 상황 및 파워 램프-업(ramp-up)에

대한 동작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10, 210, 310 : 라이징 타임 검출부

20, 120, 220, 320 : 프리 드라이버

30, 130, 230, 330 : 파워 클램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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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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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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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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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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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도면9b

도면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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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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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2c

도면13a

등록특허 10-0651579

- 19 -



도면13b

도면13c

도면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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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b

도면15a

도면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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