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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N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된 ESD보호회로에 있어서, 입/출력 패드와 기판사이에 복수의 다이오드들을 직렬 
연결한 후 상기 마지막 다이오드의 N형노드를 NMOS트랜지스터의 벌크(기판)에 접속한다. 따라서, ESD 스트레스 입
력시 상기 다이오드들의 순방향동작에 의하여 NMOS트랜지스터의 벌크전위를 조절함으로써 NMOS트랜지스터의 게이
트산화막에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ESD 보호회로의 레이아웃.

도 2는 도 1에 도시된 ESD 보호회로의 레이아웃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ESD 보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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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에 도시된 ESD 보호회로의 레이-아웃을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패드12 : 내부회로

N1,N2 : NMOS트랜지스터B1 :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ESD(Electrostatic discharge)보호회로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N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종래의 ESD보호회로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NMOS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은 패드(입력 또는 출력패드)(10)에 접속되고 소스는 접지
(Vss)에 접속된다. 그리고, 게이트는 ESD보호회로로만 사용될 경우에는 Vss에 접속되며, 구동 드랜지스터로 사용될 
경우에는 풀 다운 인버터에 접속된다.

상기 NMOS트랜지스터(N1)는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B1)을 포함하고 있다.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B1)는 N
MOS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과 소스로부터 각각 형성된 콜렉터 및 에미터와 NMOS트랜지스터(N1)의 기판으로부터 
형성된 베이스로 구성되며, 상기 베이스는 접지(Vss)에 접속된다.

또한, 패드(10)는 저항(R)을 통하여 내부회로(12)에 접속되며, 저항(R)의 일측단자와 접지(Vss)사이에는 게이트와 
소스가 공통 접속되고,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는 NMOS트랜지스터(N2)가 접속된다. 이때, 저항(R)
은 NMOS트랜지스터(N2)로 흐르는 ESD전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NMOS트랜지스터(N2)는 NMOS트랜지
스터(N1)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ESD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ESD보호회로의 레이아웃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종래의 ESD보호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ESD보호회로로 사용되는 NMOS트랜지스터는 기생 바이폴라동작에 의하여 ESD 스트레스(stress)를 제거
한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ESD 스트레스가 패드에 인가되면 NMOS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에 높은 전압이 걸린다. 
드레인에 높은 전압이 걸리면 소스영역(n+)과 기판(p+)사이의 접합 브레이크다운(Junction Breakdown)에 의해 홀
(hole)이 기판으로 방출된다. 이때, 홀전류가 소스영역의 n+와 p+기판간의 전위장벽인 0.7V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전압강하를 일으키면 소스의 전자가 드레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B1)가 턴온되는 시점으로 이때의 전압을 트리거링(Triggering)전압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기 NMOS트랜지스터(N1)의 트리거링전압은 서브마이콘(Submicon) 기술에서 약 7V정도가 된다. 따라서, 
트리거링전압이 게이트산화막의 브레이크다운전압(∼5.5V)보다 높게 되어 게이트 산화막에 손실(Damage)을 주게되
는 문제점이 잇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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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제품의 ESD 면역성(Immunity)를 증가시키기 위한 ESD보호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ESD보호회로는 N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된 ESD보호회로에 있어
서, 입/출력 패드와 기판사이에 복수의 다이오드들을 직렬 연결한 후 상기 마지막 다이오드의 N형노드를 NMOS트랜지
스터의 벌크(기판)에 접속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ESD보호회로는 입/출력 드와 NMOS트랜지스터의 기판사이에 직
렬 접속된 복수의 다이오드와; 입/출력 패드와 기판사이에 접속되며, 베이스가 상기 마지막 다이오드의 출력단자에 접
속된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갖는 N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상기 다이오드의 개수는 칩의 정상동작시에 다
이오드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설정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ESD보호회로의 레이아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ESD보호회로는 제1도에 도시된 종래의 ESD보호회로에 부가하여, 패드와 기
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B1)사이에 복수의 다이오드를 접속하고, 직렬 접속된 다이오드중에서 마지막 다이오드는 기판
에 접속한다.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PN다이오드(D1)의 p+접합을 패드와 접속하고, n+접합은 또 다른 다이오드
(D2)의 p+접합에 연결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오드(Dn)의 n+접합을 P형 기판에 접속한다.

또한, 본 발명은 NMOS트랜지스터(N1)의 기판(벌크)가 다이오드의 순방향동작에 의해 전위(Potential)가 조절될 수 
있도록, 다이오드의 출력노드를 NMOS트랜지스터(N1)의 벌크(Bulk)에 접속한다. 이때, 다이오드는 패드와 접지(Vs
s)사이에 순방향으로 직렬 접속되며, 상기 직렬 형태의 다이오드는 여러개의 병렬 구조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연결되
는 다이오드의 수는 칩의 정상동작에서 다이오드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조절된다.

그리고, 종래와 동일하게 NMOS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은 패드(입력 또는 출력패드)에 접속되고 소스는 접지(Vss)
에 접속되며, 게이트는 Vss 또는 풀 다운 인버터에 접속된다. 이때, 미설명 부호 Rsub는 기판저항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ESD보호회로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ESD 스트레스가 패드(10)에 인가되면 NMOS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과 다이오드(D1)에 동시에 높은 전압이 걸리
게 된다. 이때, 다이오드(D1)들은 순방향향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전압이 PN접합의 빌트-인(Built-in)전압
인 약 0,7V이상이 되면 해당 다이오드(D1)가 턴온된다.

그런데, 현재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A)의 전압은 소정 값(다이오드의 개수×0.7V)만큼 강하
되어 기판에 인가된다. 예를들면 5개의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 노드(B)에 걸리는 전압은 노드(A)에 걸리는 
전압에서 3.5V를 감산한 값이 된다. 따라서, 패드에 3.5V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다이오드들이 모두 턴온되어 기판의 전
위(Potential)가 높아지게 되며, 기판의 전위가 높아지면 소스와 기판사이에 전압강하(0.7V)가 용이하게 된다.

이것은 낮은 전압에서도 바이폴라 프랜지스터(B1)의 트리거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전압에서 바이
폴라 트랜지스터(B1)가 턴온되면 게이트 산화막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여 게이트 산화막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과 같이 NMOS트랜지스터(N1)의 가판에 전위를 인가하여 측정하는 경우 종래 ESD성능을 나타내는 제2
브레이크다운 전류(It2값)이 더욱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본 발명은 NMOS트랜지스터의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종래 기술보다 낮은 전압에서 턴온되도록 함으
로써 ESD성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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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에서 선행된 실시예들은 단지 한 예로서 청구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며, 여러가지의 대안, 수정 및 변경들
이 통상의 지식을 갖춘자에게 자명한 것이 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ESD 스트레스가 입력되었을 때 낮은 전압에서 보호회로를 턴온시켜 ESD전류를 션트(Sh
unt)시킴으로써 게이트산화막에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며, It2의 크기(magnitude)를 증가시켜 ESD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출력 패드와 접지사이에 접속되며,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갖는 NMOS트랜지스터와;

입/출력 패드와 NMOS트랜지스터의 벌크사이에 접속된 다이오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의 출력단자는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는

PN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의 갯수는

칩의 정상동작시 다이오드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들을

순방향으로 직렬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첫 번째 다이오드의 p+접합과 n+접합은 입/출력 패드 및 다음 다이오드의 p+접합에 각각 접속되며, 
마지막 다이오드의 n+접합은 기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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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입/출력패드와;

입/출력 패드와 NMOS트랜지스터의 기판사이에 직렬 접속된 복수의 다이오드와;

입/출력 패드와 기판사이에 접속되며, 베이스가 상기 마지막 다이오드의 출력단자에 접속된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를 갖는 N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P형 기판이며, 접지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는

PN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의 갯수는

칩의 정상동작시 다이오드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SD 보호회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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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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