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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tructure of ESD protection device that achieves improved electrical characteristics

through structural change of LVTSCR, which is a general ESD protection device. In addition, it applies N-Stack

technology for optimized design in the ESD Design Window according to the required voltage application. The N-Well

area additionally inserted in the existing LVTSCR structure provides an additional ESD discharge path by electrically

connecting to the anode, which improves on-resistance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short trigger path

has a lower trigger voltage than the existing LVTSCR, so it has excellent snapback characteristics. In addition,

Synopsys’ T-CAD Simulator was used to verify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ESD protection devic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ESD 보호소자인 LVTSCR의 구조적 변경을 통해 향상된 전기적 특성을 달성한 새로운 구조의

ESD 보호소자를 제안한다. 또한 요구되는 전압 Application에 따른 ESD Design Window에 최적화된 설계를 위하여

N-Stack 기술을 적용한다. 기존의 LVTSCR 구조에 추가로 삽입된 N-Well 영역은 Anode와 전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추가

적인 ESD 방전경로를 제공하고 이는 온-저항 및 온도 특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짧은 Trigger 경로는 기존의 LVTSCR보다

더 낮은 Trigger Voltage 가지므로 우수한 Snapback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검증하

기 위해 Synopsys 사의 T-CAD Simulator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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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SD(Electro-Static Discharge)란 양극으로 대전

된 물체가 음극으로 대전된 물체가 접촉하였을 때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순간적으로 전하의 이

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ESD 전류

가 매우 작은 반도체 IC에 유입되었을 때 Gate Oxide

Breakdown, Charge Trap 등의 현상을 일으켜 IC

의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반도체의 소

형화 및 집적도의 향상으로 인하여 산화막 두께와

접합 깊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ESD로 인한 집적 회로의 오작동 및 파괴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1][2].

SCR(Silicon-Controlled Rectifier)은 ESD 전류가

유입되면 기생 NPN 및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Latch 모드로 동작하여 방전시키는 일반적인 ESD

보호소자이다. SCR은 MOSFET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ESD 보호소자인 GGNMOS

(Gate-Grounded NMOS)보다 전류구동능력과 감

내특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웰 영역 간

에 발생하는 높은 애벌런치 항복 전압으로 인해 약

17-20V의 높은 Trigger Voltage를 가진다. 또한

Lateral 기생 NPN 및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

의 Positive Feedback 구조의 특성 상 높은 전류이

득로 인하여 2-3V의 낮은 유지전압을 갖는 단점이

있다[3]. SCR의 높은 Trigger Voltage를 낮추기 위

해 NMOS 구조가 삽입된 LVTSCR(Low Voltage

Triggered SCR)이 개발되었으나 반도체가 소형화

될수록 Gate Oxide 두께가 얇아져 ESD Design

Window가 더욱 좁아지므로 낮은 Trigger Voltage

가 요구된다[4][5]. ESD 보호소자의 높은 Trigger

Voltage는 Input Gate Oxide Breakdown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낮은 Holding Voltage는 ESD Event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ESD 보호장치가 켜져 Latch-up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좁아진

ESD Design Window에 맞게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VTSCR를 기반

으로 구조적 변경을 통해 낮은 Trigger Voltage를

가지며 병렬연결된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

터를 통해 ESD 방전경로를 분산시켜 높은 전류 구

동능력과 향상된 온도특성을 갖는 ESD 보호소자

를 제안한다. 또한 N-Stack 기술을 적용하여 요구

되는 전압 Application에 적합한 ESD 보호소자를

구현하고 이를 Synopsys사의 T-CAD Simulator

를 통해 검증하였다.

Ⅱ. 본론

1. 기존 ESD 보호회로

일반적인 LVTSCR의 단면도와 등가회로를 각각

그림에 나타내었다. LVTSCR은 일반적인 SCR 구

조에 NMOS가 삽입된 형태로 기생 NPN BJT와

PNP BJT가 연결된 PNPN 구조를 지닌다. N-Well

영역에 형성된 N+, P+ 영역은 Anode단에 연결되

며 P-Well 영역에 형성된 N+, P+ 및 Gate 영역은

Cathode 단에 연결되었다.

Fig. 1. Cross section view of the conventional LVTSCR

structure.

그림 1. 일반적인 LVTSCR 구조의 단면도

Fig. 2. Equivalent circuit of the conventional LVTSCR.

그림 2. 일반적인 LVTSCR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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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 section view of the Proposed device.

그림 3. 제안된 소자의 단면도

Fig. 4. Equivalent circuit of the Proposed device.

그림 4. 제안된 소자의 등가회로도

일반적인 LVTSCR의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Anode 단으로 유입된 ESD 전류로 인해 N-Well의

전위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N+와 P-Well은 역방

향 접합이 되어 Depletion Region을 형성한다. ESD

전류가 계속 유입됨에 따라 Depletion Region에서

생성된 전계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Avalanche

Breakdown을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EHP

(Electron-Hole Pair)가 생성되고 생성된 Hole 전

류는 P-Well을 통해 Cathode 단으로 흐르게 된다.

P-Well의 큰 저항으로 인하여 전압강하가 발생하

고, 이는 P-Well과 Cathode 단의 N+와 순방향 접

합을 형성하게 되어 Lateral NPN BJT가 턴온한다.

생성된 Electron 전류도 동일하게 N-Well을 거쳐

Anode 단으로 흐르면서 Anode 단의 P+와 N-Well

에 순방향 턴온을 발생시켜 Lateral PNP BJT를 턴

온시킨다. 턴온된 Lateral NPN 및 PNP BJT는

Latch 동작을 통해 대부분의 ESD 전류를 방전시

킨다.

2. 제안된 ESD 보호회로

기존의 LVTSCR ESD 보호소자의 구조적 변경

을 통해 구현한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단면도와

등가회로를 그림 3, 4에 나타내었다. 추가된 N-Well

영역을 Anode와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ESD 방전

경로를 분산시켰으며 이는 ESD 보호소자의 온-저

항 특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의 LVTSCR의

Trigger 경로보다 짧게 형성하여 Trigger Voltage

를 한 단계 낮은 전압 레벨에서 발생시켜 좁아진

ESD 설계창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하였다.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정상 동작 조건에서는 N+ 브릿지 영역과 P-Well

영역의 접합이 역 바이어스 상태가 되어 ESD 보호

소자가 동작않는다. 그러나 ESD 전류가 Anode단

에 유입되면 양쪽에 위치한 N-Well 영역의 전위가

증가하여 임계 값에 도달하면 양쪽의 N+ / P-Well

접합부에서 Avalanche Breakdown이 발생한다. 이

로 인해 접합부에서 EHP가 생성되고 Hole 전류는

P-Well을 거쳐 Cathode단으로 흐르게 된다. 이 때

P-Well의 큰 저항으로 인해 전압강하가 발생하고

이는 Cathode단의 N+ 영역과 순방향 접합을 형성

하여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npn1, Qpnp2)

가 턴온된다. 마찬가지로 생성된 Electron들은 Anode

단으로 흐르면서 P+ / N-Well 접합부에 순방향 접합

을 형성하여 기생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np)를

턴온시킨다. 구조적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LVTSCR

보다 짧은 Trigger 경로가 형성되어 Trigger Voltage

가 낮아져 좁아진 ESD 설계창에 적합하며, 또한 ESD

방전경로가 턴온된 Qnpn2에 의해 분산되므로 ESD

보호장치의 온 저항 특성이 개선된다.

그림 5는 N-Stack 기술이 적용된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단면도이다. N-Stack 기술은 ESD 보

호소자 N개를 직렬연결한 구조로써 요구되는 전압

Application에 최적화된 ESD 보호소자를 제공하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N-Stack 기술이 적용되면

ESD 보호소자의 주요 파라미터인 Trigger Voltage

와 Holding Voltage가 N배 증가되는 특징이 있다.

동작원리는 ESD 전류가 유입될 때 첫 번째 stage

의 Cathode 단을 통해 다음 Stage의 Anode 단으로

넘어가면서 방전이 이루어진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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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ulated HBM_4K I-V Curve of LVTSCR and

Proposed ESD device.

그림 6. LVTSCR 및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HBM_4K I-V

특성 곡선 시뮬레이션

Fig. 7. Temperature simulation results of LVTSCR and

proposed ESD device.

그림 7. LVTSCR 및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온도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Simulated HBM_4K I-V Curve of Proposed ESD

device with N-Stack technology.

그림 8. N-Stack 기술을 적용한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HBM_4K I-V 특성 곡선 시뮬레이션

Fig. 5. Cross-section view of the proposed device with

N-Stack technology applied.

그림 5. N-Stack 기술이 적용된 제안된 소자의 단면도

3.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전기적 특

성을 검증하기 위해 Synopsys사의 TCAD Simulator

를 이용하였다. 임플란트의 Width 및 Length 등

구조적 특징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기존 LVTSCR

과 제안된 ESD 보호회로 모두 동일한 값으로 시뮬

레이션을진행하였다. 아래그림 6은일반적인 LVTSCR

과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HBM_4K I-V Curve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LVTSCR의 Trigger 및

Holding Voltage는 각각 7.3V, 1.9V이며 제안된

ESD 보호소자는 각각 5.7V, 1.9V이다.

Table 1. Simulation result table of LVTSCR and proposed

ESD device.

표 1. LVTSCR과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시뮬레이션

결과표

Structure
Trigger
Voltage

Holding
Voltage

Peak
Temperature

LVTSCR 7.3V 1.9V 331K

Proposed 5.7V 1.9V 322K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ESD 보호소자

는 LVTSCR보다 짧은 Trigger 경로를 가지기 때

문에 낮은 Trigger Voltage를 지니며 추가적으로

삽입된 N-Well 영역으로 인해 병렬 NPN 바이폴

라 트랜지스터(Qnpn2)가 턴온되어 ESD 경로를 분

산시킨다. LVTSCR과 달리 제안된 ESD 보호소자는

SCR 구조를 통한 경로와 턴온된 NPN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Qnpn2)에 의해 방전하기 때문에 Holding

Voltage 이후 낮은 온 저항 특성으로 대전류를 방

전하게된다. 따라서 낮은 온 저항 및 온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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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므로 기존의 LVTSCR보다 우수한 전기적 특

성을 지녔음이 검증되었다.

그림 8은 N-Stack 기술이 적용된 제안된 ESD

보호소자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N-Stack 기술은

ESD 보호소자의 주요 파라미터인 Trigger 및 Holding

Voltage가 N배 만큼증분되는것이특징으로써시뮬레

이션 결과에 따르면 2-Stack일 때 Trigger 및 Holding

Voltage는 각각 11.4V, 3.8V이고 3-Stack일 때는 각각

17.1V, 5.7V 이다. 요구되는 전압 Application에 맞추어

최적화된 N-Stack 기술을 적용가능함을 검증하였으며

표 2에 결과값들을 나타내었다.

Table 2. Trigger and holding voltage result table for each

N-Stack technology.

표 2. N-Stack 기술에 따른 트리거 및 유지 전압 결과표

N-Stack Trigger Voltage Holding Voltage

1-Stack 5.7V 1.9V

2-Stack 11.4V 3.8V

3-Stack 17.1V 5.7V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ESD 보호소자인 LVTSCR

보다 향상된 전기적 특성을 갖는 새로운 구조의

ESD 보호소자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LVTSCR 구

조에 N-Well 영역을 삽입하여 Anode단과 연결하

였으며 이는 추가적인 ESD 방전경로를 제공함으

로써 낮은 온저항 및 온도특성을 지닌다. 또한

Trigger 경로가 짧아져 ESD 보호회로의 주요 파

라미터인 Trigger Voltage가 낮아졌다. 따라서 제

안된 ESD 보호소자는 반도체가 소형화 됨에 따라

좁아진 ESD Design Window에 적합하며 N-Stack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요구되는 전압 Application에

맞게 ESD 보호소자를 최적화 할 수 있다. 또한

Synopsis 사의 T-CAD Simulator를 통해 향상된

전기적 특성 및 N-Stack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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