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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선택 소자는 채널 폭이 큰 NMOS (N-channel MOSFET) 트랜지스터 대신 DNW (Deep 
N-Well) 안에 형성된 채널 폭이 작은 isolated NMOS 트랜지스터의 body인 PW (P-Well)과 source 노드인 n+ 
diffusion 영역 사이에 형성된 기생하는 접합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NMOS-Diode eFuse OTP (One-Time 
Programmable) 셀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eFuse OTP 셀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N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는 기생하

는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eFuse를 blowing 시킨다. 그리고 읽기 모드에서는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

니고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contact voltage 강하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0' 데이터에 대

한 센싱불량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읽기 모드에서 채널 폭이 작은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BL에 전압을 전

달하므로   OTP 셀의 blowing되지 않은 eFuse를,  통해 흐르는 읽기 전류를 100㎂ 이내로 억제하여  blowing되지 않

은 eFuse가 blowing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NMOS-diode eFuse OTP (One-Time Programmable) memory cell is proposed using a parasitic 
junction diode formed between a PW (P-Well), a body of an isolated NMOS (N-channel MOSFET) transistor with the 
small channel width, and an n+ diffusion, a source node, in a DNW (Deep N-Well) instead of an NMOS transistor with 
the big channel width as a program select device. Blowing of the proposed cell is done through the parasitic junction 
formed in the NMOS transistor in the program mode. Sensing failures of ‘0’ data are removed because of removed 
contact voltage drop of a diode since a NMOS transistor is used instead of the junction diode in the read mode. In 
addition, a problem of being blown for a non-blown eFuse from a read current through the corresponding eFuse OTP 
cell is solved by limiting the read current to less than 100㎂ since a voltage is transferred to BL by using an NMOS 
transistor with the small channel width in the read mode. 

키워드 : NMOS-Diode, eFuse, OTP, CMOS 이미지 센서, 센싱 불량 

Key word : NMOS-Diode, eFuse, OTP, CMOS image sensor, sensing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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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MOS 이미지 센서는 렌즈를 통해 입사되는 photon 
flux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자 소자 (opto- 
electronic device)이다. 입사되는 빛의 photon이 전하 

(charge)로 변환되고 integration된 전하가 전압으로 변

환된다. 그리고 픽셀에서 read-out된 전압은 A/D 변환

을 거쳐 디지털 신호로 출력된다[1]. CMOS 이미지 센

서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 전통 시장을 기반으

로 최근에는 무인자동차, 드론,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

기에 이르는 IoT (Internet of Things) 영역으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2].
CMOS 이미지 센서는 아날로그 회로  트리밍과 

calibration, 칩 ID, encryption key, SRAM repair 
address, bad pixel address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OTP 
(One-Time Programmable) 메모리 IP (Intellectual 
Property)를 필요로 한다. CIS (CMOS Image Sensor)에
서 사용되는 OTP 메모리 IP는 추가 공정이 필요 없는 

eFuse (electrical fuse)나 안티퓨즈(antifuse)  방식의 로

직 공정 기반의 OTP 메모리 IP를 필요로 한다[3]. 안티

퓨즈 방식의 OTP 메모리 셀은 얇은 게이트 산화막에 

항복전압 (breakdown voltage)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

하여 전기적으로 단락시켜 프로그램하게 된다. 반면 

eFuse  OTP 메모리 셀은 폴리실리콘 퓨즈 (polysilicon 
fuse)나 메탈 퓨즈 (metal fuse)에 10mA~30mA 정도의 

과전류를 흘려 eFuse를 blowing하여 퓨즈를 선택적으

로 끊어준다. 
안티퓨즈 방식의 OTP 메모리는 eFuse OTP 메모리

에 비해 셀 크기가 작고 프로그램과 읽기 동작을 바이

트 단위로 수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게이트 산화막

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Post-Program 저항이 수 MΩ까
지 나와 센싱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하펌프 회로가 필요하므로 

소용량의 OTP 메모리에서는 eFuse OTP보다 면적이 

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작은 OTP 메모

리는 설계가 쉬운 eFuse OTP 메모리 IP가 많이 사용되

고 있다[3]. 표 1은 eFuse와 안티퓨즈 OTP 메모리 IP의 

비교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eFuse OTP 셀은 채널 폭이 작

은 NMOS 트랜지스터와 기억소자인 eFuse 링크로 구

성되어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eFuse and antifuse OTP memory 
IPs

Items eFuse OTP Antifuse OTP 

Fuse Polysilicon,
Metal thin gate oxide

Program method blowing broken

Program voltage medium voltage high voltage

Program current several tens  ㎃ several hundreds ㎂

Program time several tens  ㎲ Several ㎳

 
프로그램 선택 소자는 채널 폭이 큰 NMOS 트랜지스

터 대신 DNW (Deep N-Well) 안에 형성된 채널 폭이 작

은 isolated NMOS 트랜지스터의 body인 PW (P-Well)
과 source 노드인 n+ 확산 (diffusion) 영역 사이에 형성

된 기생하는 접합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NMOS-Diode 
eFuse OTP 셀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eFuse OTP 셀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N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는 기

생하는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eFuse를 blowing 시
킨다. 그리고 읽기 모드에서는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

는 것이 아니고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contact voltage 강하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0’ 데이터에 대한 센싱 불량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읽

기 모드에서 프로그램 되지 않은 셀의 eFuse를 통해 흐

르는 읽기 전류를  100uA 이하로 억제하므로 blowing
되지 않은 eFuse가 blowing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부하이텍  110nm CIS 공정 기반으로 설계된 4Kb 
eFuse OTP IP의 셀 사이즈는 5.951µm × 2.52µm 
(=14.99µm2)이다.

Ⅱ. 회로 설계

eFuse OTP 셀은 한 개의 프로그램 선택 소자 

(program select device)에 하나의 기억소자 (memory 
element)만 있으면 된다. 표 2는 eFuse OTP 셀 기술개

발 동향으로 프로그램 선택 소자로 PMOS 트랜지스터 

(transistor)를 사용하는 셀 [4], NMOS 트랜지스터를 사

용하는 셀 [5, 6]과 접합 다이오드 (diode)를 사용하는 

셀 [7, 8]이 있다. 그리고 읽기 포트 (read port)와 프로그

램 포트 (program port)가 분리된 형태인 듀얼 포트 

(dual port) eFuse OTP 셀 [6]이 있다. 듀얼 포트 eFuse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2 : 306~316 Feb. 2016

308

OTP 셀은 큰 프로그램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큰 채널 폭

의 NMOS 트랜지스터와 읽기 전류 (read current)를 줄

일 수 있는 읽기 모드용 작은 채널 폭의 읽기용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용 NMOS 트랜지스

터의 채널 폭을 작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되지 않은 

eFuse 셀을 읽을 때 전류밀도가 큰 전류가 eFuse 링크 

(link)에 흐르면서 EM (Electro-Migration) 현상에 의해 

blowing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6]. 한편 기

억소자로 니켈 (Nikel)이나 코발트 실리사이드 폴리실

리콘 (Cobalt silicide polysilicon), metal contact 등이 사

용되고 있다. eFuse를 blowing시키기 위해서는 10~ 
30mA의 프로그램 전류가 필요하며, 큰 프로그램 전류

를 흘리기 위해서는 큰 채널 폭의 MOS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므로 eFuse OTP 셀의 면적이 커진다. 반면 다이

오드를 프로그램 선택 소자로 사용하는 접합 면적이 작

아도 큰 전류를 흘릴 수 있어 eFuse OTP 셀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방법은 p+ 폴리실

리콘과 n+ 폴리실리콘을 contact한 폴리실리콘 다이오

드 (polysilicon diode) [7]와 NW (N-Well) 안의 p+와 

NW 사이의 p+/NW 접합 다이오드 [8]가 있다. 읽기 동

작 시  blowing되지 않은 eFuse를 통해 큰 전류가 흘러  

EM (Electro-Migration)에 의해 blowing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L pull-up load 저항이 커야한다. 이 경

우 BL의 read-out 전압은 거의 0V 부근이 되어야 한다. 
다이오드를 프로그램 선택 소자로 사용하는 경우 eFuse 
OTP 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읽기 모드 시 다이오

드의 contact voltage 강하로 인해 ‘0’ 데이터에 대한 센

싱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Table. 2 Trends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use 
OTP memory cells.

 다이오드를 프로그램 선택 소자로 사용하는 eFuse 
셀 회로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이오드에 

eFuse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방

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폴리실리콘과 n+ 폴
리실리콘을 contact한 폴리실리콘 다이오드와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NW 안의 p+와 NW 사이의 p+/NW 
접합 다이오드가 있다. 그림 3(a)는 다이오드의 양극 

(anode)인 p+ diffusion과 음극인 n+ diffusion을 STI 
(Shallow Trench Isolation)를 이용하여 격리한 다이오드

의 공정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p+와 n+ 사이

의 기생하는 NW 저항은 STI가 있으므로 크다. 기생하

는 NW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그림 3(b)와 그림 3(c)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dummy CMOS 게이트와 SBL 
(Silicide Block Layer) 격리 기술을 이용하여 p+ 
diffusion과 n+ diffusion 사이의 NW 경로를 최소화하여 

기생하는 저항을 줄이는 기술이다. 

Fig. 1 eFuse OTP memory cell using a diode as a program 
device

Fig. 2 Process cross-sectional diagram of polysilicon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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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Process cross-sectional diagram of junction diode[9]

한편 다이오드를 프로그램 선택 소자로 사용하는 

경우 eFuse OTP 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읽기 동

작 시  blowing되지 않은 eFuse를 통해 큰 전류가 흘러  

EM (Electro-Migration)에 의해 blowing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L pull-up load 저항이 커야한다. 이 경

우 BL의 read-out 전압은 거의 0V 부근이 되어야 한다. 
다이오드를 프로그램 선택 소자로 사용하는 경우 

eFuse OTP 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읽기 모드 시 

다이오드의 contact voltage 강하로 인해 ‘0’ 데이터에 

대한 센싱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표 3은 다이오드를 

선택 소자로 사용한  eFuse OTP 셀의 blowing 안된 경

우에 대한 BL 전압의 모의실험 결과로 0.91V까지 올라  

간다.

Table. 3 Simulation results of BL voltages in case of 
not being blown of an eFse OTP cell when a diode is 
used as a program device

본 논문에서 제안된 eFuse OTP 셀은 그림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채널 폭이 작은 NMOS 트랜지스터 (MN1)
와 기억소자인 eFuse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선택 소자는 채널 폭이 큰 NMOS 트랜지스터 대신 

DNW 안에 형성된 채널 폭이 작은 isolated NMOS 트랜

지스터의 body인 PW과 N1 노드인 n+ diffusion 영역 

사이에 형성된 기생하는 접합 다이오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에서 보여지는 NMOS 트랜지스터의 공

정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제안된 eFuse OTP 
셀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N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

는 기생하는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eFuse를 

blowing 시킨다. 그리고 읽기 모드에서는 접합 다이오

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

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contact voltage 강하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0’ 데이터에 대한 센싱 불량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읽기 모드에서 프로그램 되지 않은 셀의 

eFuse를 통해 흐르는 읽기 전류를  100μA 이하로 억제

하므로 blowing되지 않은 eFuse가 blowing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부하이텍  110nm CIS 공정 기반으로 

설계된 eFuse OTP 셀 사이즈는 5.951µm × 2.52µm 
(=14.99µm2)이며, 그림 6은 제안된 eFuse OTP 셀의 레

이아웃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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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OTP cell

Fig. 5 Process cross-sectional diagram of NMOS transistor 
used in an eFuse OTP memory cell

Fig. 6 Layout plot of the proposed eFuse OTP memory 
cell

그림 4에서 제안된 eFuse OTP 셀의  동작 모드별 바

이어스 전압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프로그램 모드

에서 ‘1’로 프로그램 되는 eFuse 셀의 SL (Source Line)
과 WWLb (Write Word-Line bar) 신호는 각각 VDD와 

0V로 구동한다. 이 때 그림 4의 NMOS 트랜지스터 

(MN1)의 body인 PW과 N1 node인 n+ diffusion 영역 

사이에 형성된 기생하는 접합 다이오드를 통해 SL의 

VDD로부터 eFuse를 통해 VSS로 과전류가 흐르면서 

eFuse는 열적 파괴에 의해 blowing이 된다. 읽기 모드에

서 WWLb은 0V,  RWL은 VDD로 l 구동되며, 이에 따

라 ‘1’로 프로그램 된 셀은 DOUT (Output Data)에 ‘1’
을 출력하며, ‘0’으로 프로그램 된 셀은 DOUT ‘0’을 출

력한다.

Table. 4 Cell bias voltage conditions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modes: (a) in the program mode and (b) in 
the read mode

(a) 

(b) 

설계된 4Kb eFuse OTP 메모리 IP의 주요 특징은 표 

5와 같이 셀 어레이는 (128행 × 8열) × 4블록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용되는 VDD (Supply Voltage)는 읽기 모

드에서 3.3V ± 0.3V이고, 프로그램 모드에서 3.9V이다. 
eFuse는 코발트 실리사이드 n+ 폴리실리콘 퓨즈이고, 
동작 모드는 프로그램, normal read, program-verify- 
read mode가 지원된다. 그리고 eFuse OTP 메모리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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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비트와 읽기 비트 수는 각각 1비트와 8비트 씩 

수행된다.  설계에 사용된 소자는 3.3V의 MV (Medium 
Voltage) 트랜지스터만 사용하였다. 

Table. 5 Major specifications of 4kb OTP memory

Fig. 7 Block diagram of 4kb eFuse OTP memory

본 논문에서 설계된 4Kb eFuse OTP 메모리 IP의 블

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8행 

× 8 열) 의 셀 어레이, WL(Word-Line) 구동회로, SL 
(Source Line) 구동회로와 BL (Bit-Line)의 데이터를 읽

어내기 위한 BL S/A (BL Sense Amplifier)회로, 제어신

호(RD, PGM, TM_EN)에 따라 프로그램 모드, normal 
read 모드와 program-verify-read 모드에 적합한 내부 제

어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드

레스는 행 어드레스 (row address)인 A[10:3] 신호와 열 

어드레스 (column address)인 A[2:0]가 있고 왼쪽 블록

과 오른쪽 블록을 선택해주는 블록 어드레스 (block 
address) A[11]이 있다. 출력 데이터 신호인 DOUT[7:0]
과 입력 데이터 신호인 DIN은 각각 분리되어있다. 그리

고 12개의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4Kb 중 1비트가 선택

되며, 읽기와 쓰기는 각각 1바이트와 1비트 씩으로 수

행된다. 
코어회로의 floor plan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1Kb 셀 어레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WL 구
동 회로는 center에 배치하였고, SL 구동 회로는 middle 
부분에 배치하였으며, BL S/A는 bottom에 배치하였다. 
256개의 행 중 하나는 행 어드레스인 A[10:3]의 디코딩

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그램 모드에서는 블록 어드레스 

A[11]과 열 어드레스 A[2:0]의 디코딩에 의해 16개의 

SL 중 1개만 구동하고, 읽기 모에서는  A[11]에 의해 16
개의 BL 중 8개를 선택한다.

Fig. 8 Floor plan of 4kb core circuit

설계된 WL 구동회로는 그림 9와 같다 .프로그램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WLEN_PGM 신호가 VDD로 

되면 블록 어드레스 A[10]에 의해 upper WL 구동회로

인지 lower WL 구동회로인지 결정되고, 행 어드레스

인 A[9:3]을 디코딩하여 128개의 WWLb 중 선택되는 

WWLb만 0V의 전압을 구동하고 선택되지 않은 

WWLb는 VDD를 유지한다. 이때 WLENb_RD 신호는 

프로그램 모드에서 VDD를 유지하므로 RWL은 0V를 

유지한다. 그리고 read 모드에서 선택된 RWL은 VDD
로 구동되고 선택되지 않은 RWL은 0V를 유지한다. 이
때 read 모드에서 WLEN_PGM 신호는 0V를 유지하므

로 WWLb[127:0]는 행 어드레스인 A[9:3]에 상관없이 

모두 0V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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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L driver circuit

그림 10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A[2:0]을 디코딩하여 

프로그램 되는 열을 선택해주는 SL 구동회로이다. 프로

그램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IPGM (internal program) 신
호는 high로 활성화된다. 열 어드레스인 A[2:0] 디코딩

에 의해 선택된 SL driver 회로에서만 DIN이 “1”인 경

우 SL은 VDD로 구동되고, DIN이 ‘0’인 경우 SL은 0V
를 구동한다. A[2:0] 디코딩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 SL 
구동회로의 SL은 DIN에 상관없이 0V를 유지한다.

Fig. 10 SL driver circuit

S/A 기반의 D F/F을 사용하는 BL 센싱 회로는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림 12는 VREF 발생회로 [10]
를 보여주고 있다. Stand-by 상태에서는 BL_PCG와  

BL_LOADb 신호는 각각 0V, VDD를 유지한다. 이 상

태에서는 VREF와 BL은 플로팅 상태이며, N11과 N12 
노드는 S/A 프리차징 트랜지스터인 MN11과 MN12 트
랜지스터는 ON된 상태이므로 0V로 프리차징 된다. 만
약 RD 신호가 high 상태로 활성화되면 BL_PCG 신호

의 high 펄스에 의해 그림 11의 MN11과 그림 12의 

MN12가 ON되면서 VREF와 BL 전압을 0V로 프리차

징 한다. 다음은 RWL 신호에 의해 그림 4의 읽기 트랜

지스터인 MN1이 ON된다. 다음은 BL_LOADb 신호가 

high에서 low로 활성화되면서 normal read 모드에서의 

VREF 노드 전압은 R2(=5㏀)과 R3(=5㏀)에 의해 기준

전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선택된 셀의 eFuse 링크의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 eFuse 링크의 저항이 달라지므로 

BL 노드의 전압은 다르게 나타난다. BL 노드에 셀의 데

이터가 충분히 전달되면 SAENb 신호가 low로 활성화

되면서 S/A 기반의 D F/F 회로는 VREF와 BL 전압을 

비교·센싱되어 DOUT으로 전달한다. 

한편 데이터 retention 시간동안 프로그램된 eFuse 
링크의 저항이 줄어드는 경우를 고려하여 program- 
verify-read 모드에서는 그림 12의 VREF 발생회로의 기

준 저항을  저항값이 큰 R4 (=15㏀)를 선택하고, 읽기 

모드에서는 retention 시간동안 프로그램된 eFuse 링크

의 저항 값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R3 (=5㏀)을 선

택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된 

eFuse의 저항이 낮게 변동하더라도 정상적인 데이터로 

센싱 하도록 하였다. 

Fig. 11 BL sensing circuit using a S/A-based F/F

Fig. 12 VREF generator circuit

동부하이텍 110nm CIS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된 4Kb 
eFuse OTP 메모리 IP의 레이아웃 면적은 206.414㎛ × 
788.6㎛ (=0.163㎟)으로 듀얼 포트 eFuse OTP IP의 레이

아웃 면적인 456.322㎛ × 419.383㎛ (=0.191㎟)보다 

14.7% 면적을 줄였다. 그림 13은 설계된 4Kb eFuse OTP 
메모리의 레이아웃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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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ayout plot of the designed 4kb eFuse OTP 
memory IP

Ⅲ. 모의실험 결과

그림 14는 4Kb eFuse OTP 메모리 IP에 대한 프로그램 

모드에서의 모의실험 결과이다. A[11:0]를 먼저 인가한 

상태에서 PGM 신호가 활성화 되면 DIN이 ‘1’인 경우 

그림 1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된 eFuse OTP 셀의 

SL과 WWLb는 각각 VDD와 0V가  되어 pn 접합 다이

오드가 ON되어 큰 프로그램 전류가 eFuse를 통해서 흐

르면서 blowing된다. 반면 DIN이 ‘0’인 경우 선택된 

eFuse OTP 셀의 SL과 WWLb 신호는 모두 0V가 되어  

eFuse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eFuse는 non-blown 상
태에 있다. 

그림 15는 4Kb eFuse OTP 메모리 IP에 대한 read 
mode에서의 모의실험 결과 파형이다. RD 신호가 high 
상태로 활성화되면 BL_PCG 신호의 high 펄스에 의해 

VREF와 BL 전압을 0V로 precharging한다. 그리고 

RWL 신호가 high로 활성화 되고 BL_LOADb 신호가 

low로 활성화되면서 VREF 기준전압이 만들어지고, 
cell의 데이터가 BL에 전달된다. OTP 셀의 데이터가 

BL에 충분히 전달되면 SAEN 신호가 high로 활성화되

면서 S/A 기반의 D F/F 회로는 VREF와 BL 전압을 비

교·센싱되어 DOUT으로 전달한다. 

(a)

(b)

Fig. 14 Simulation results in the program mode: (a) in 
case of DIN = ‘1’ and (b) in case of DIN = ‘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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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5 Simulation results in the read mode: (a) in 
case of being programmed with ‘1’ and (b) in case of 
being programmed with ‘0'

설계된 4Kb eFuse OTP에서 프로그램된 eFuse 링크

의 센싱 저항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Fuse OTP의 program-verify-read 모드와 read 모드에

서 프로그램된 eFuse 센싱 저항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각각 16.6kΩ, 8.6kΩ으로 모의실험 되었다. 그리고 읽기 

모드에서 채널 폭이 작은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

여 BL에 전압을 전달하므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eFuse OTP 셀의 blowing되지 않은 eFuse를 통해 흐르

는 읽기 전류를 100㎂ 이내로 억제하여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Table. 6 Simulation results of programmed eFuse link 
resistances

(a)

(b)

Table. 7 Simulation results of read currents flowing 
through an eFuse of non-programmed cell in the read 
mod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채널 폭이 작은 NMOS 트랜지스터와 

기억소자인 eFuse 링크로 구성되어 있는 eFuse OTP 셀
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선택 소자는 채널 폭이 큰 

NMOS 트랜지스터 대신 DNW 안에 형성된 채널 폭이 

작은 isolated NMOS 트랜지스터의 body인 PW과 

source 노드인 n+ diffusion 영역 사이에 형성된 기생하

는 접합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NMOS-Diode eFuse OTP 
셀이다. 제안된 eFuse OTP 셀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N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는 기생하는 접합 다이오

드를 이용하여 eFuse를 blowing 시킨다. 그리고 읽기 모

드에서는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contact voltage 강하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0’ 데이터에 

대한 센싱 불량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읽기 모드에서 



CMOS 이미지 센서용 NMOS-Diode eFuse OTP 설계

315

채널 폭이 작은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BL에 전

압을 전달하므로 OTP 셀의 blowing되지 않은 eFuse를 

통해 흐르는 읽기 전류를 100㎂ 이내로 억제하여  

blowing되지 않은 eFuse가 blowing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eFuse OTP의 program-verify-read 모드

와 normal read 모드에서 프로그램된 eFuse 센싱 저항은 

각각 16.6kΩ, 8.6kΩ으로 모의실험 되었다. 동부하이텍  

110nm CIS 공정 기반으로 설계된 4Kb eFuse OTP IP의 

셀 사이즈는 5.951µm × 2.52µm (=14.99µm2)이다. 그리

고 설계된 4Kb NMOS-diode eFuse OTP 메모리 IP의 레

이아웃 면적은 206.414㎛ × 788.6㎛ (=0.163㎟)으로 듀

얼 포트 eFuse OTP IP의 레이아웃 면적인 456.322㎛ × 
419.383㎛ (=0.191㎟)보다 14.7% 면적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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