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16716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1S 3/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1년12월12일
10-0316716
2001년11월23일

(21) 출원번호 10-1999-0042035 (65) 공개번호 특2001-0029286
(22) 출원일자 1999년09월30일 (43) 공개일자 2001년04월0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윤종용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윤홍일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2동한신아파트111동909호

(74) 대리인 이영필
정상빈
곽덕영

심사관 : 박준영

(54)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을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장치

요약

    
본 발명은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을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다수개의 레
이저 퓨즈들을 구비하고,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은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의 일단들이 포함되는 제1 영역과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의 타단들이 포함되는 제2 영역 및 다수개의 퓨즈들이 퓨징되는 퓨징 영역으로 구분되고, 퓨징 영역에 포
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은 상기 제1 영역 및 제2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과 소정 각도를 갖도록 경사지게 형성됨
으로써 퓨즈 영역의 면적 및 폭이 감소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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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구비되는 레이저 퓨즈 박스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레이저 퓨즈 박스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레이저 퓨즈 박스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퓨즈를 적용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일부를 도시한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레이저 퓨즈 박스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그 제조가 완료되면 규정대로 동작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 파라메타(Parame
ter)들을 이용하여 테스트된다. 여러 가지 테스트 파라메타들 중 하나라도 불량이 되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페기처분
된다.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말 메모리 셀(Normal Memory Cell)을 다수개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테
스트하는 과정에서 상기 노말 메모리 셀들 중 일부가 불량인 경우에는 상기 불량인 메모리 셀은 리던던시(Redundanc
y) 메모리 셀로 대체될 수가 있다.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다. 노말 메모리 셀들과 리
던던시 메모리 셀들은 퓨즈들을 통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제어 회로들과 연결된다. 이와 같이, 불량 메모리 셀이 발생
할 경우 상기 불량 메모리 셀에 연결된 퓨즈는 오픈(open)되고, 그 대신 리던던시 메모리 셀이 연결됨으로써 반도체 메
모리 장치는 페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고집적 메모리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그 제조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라도 불량이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 
때문에 리던던시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여 불량 메모리 셀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이용되는 퓨즈로
는 과전류에 의해 절단되는 전기 퓨즈(Electrical Fuse), 레이저 빔(Laser Beam)에 의해 절단되는 레이저 퓨즈(Las
er Fuse) 등이 있다. 이 중에 절단 방법이 단순하고 확실하며 설계도 용이한 레이저 퓨즈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전기 
퓨즈는 EEPROM(Electrical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주로 이용되며, 
레이저 퓨즈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계열에 많이 이용된다.
    

도 1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구비되는 레이저 퓨즈 박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101)에 이용되는 레이저 퓨즈들(111∼114)은 일정한 폭(D)과 간격(space)(E1)을 가지고 있으며, 레이
저 퓨즈들(111∼114)은 레이저 빔에 의해 퓨징(fusing)되는 퓨징 영역(121)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 퓨즈들(111∼1
14)은 퓨징 영역(121)의 길이(L1) 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퓨즈들(111∼114)이 퓨징 영역(121)의 길이(L1) 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퓨징 영역(121)이 감소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퓨징 영역(121)이 감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반도체 메모리 장
치(101)의 크기가 감소되는 것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레이저 퓨즈들(111∼114)이 퓨징 영역(121)의 길이(L1) 방
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상태에서 퓨징 영역(121)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저 스폿 사이즈(laser spot size)가 작
아져야하는데,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반도체 메모리 장치(101)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퓨징 영역(121)의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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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특허(#5,747,869)에서는 레이저 퓨즈들(101∼103, 101′∼103′)은 폭이 좁은 단들(101a∼103a)과 
폭이 넓은 단들(101b∼103b)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레이저 퓨즈들(101∼103, 101′∼103′)이 퓨징되는 곳은 
폭이 넓은 단들(101b∼103b)이며, 폭이 넓은 단들(101b∼103b)은 퓨징에 필요한 소정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레이저 퓨즈들(101∼103, 101′∼103′)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퓨즈 영역의 폭은 감소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퓨즈 영역의 폭이 감소되는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을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을 구비하고, 상기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은 상기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의 일단들이 포함되는 제1 영역과 상기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의 타단들이 포
함되는 제2 영역 및 상기 다수개의 퓨즈들이 퓨징되는 퓨징 영역으로 구분되고, 상기 퓨징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
즈들은 상기 제1 영역 및 제2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과 소정 각도를 갖도록 경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기는, 상기 퓨징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의 수직 간격은 상기 제1 영역과 제2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의 수직 간격보다 더 좁으며, 상기 레이저 퓨즈들은 폴리실리콘 또는 메탈로 형성된다.

바람직하기는 또한, 상기 퓨징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은 서로 평행하고, 상기 제1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
즈들과 상기 제2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은 서로 평행하게 배열된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하여 레이저 퓨즈들의 퓨즈 영역의 폭이 감소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
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레이저 퓨즈 박스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레이저 퓨즈 박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2
01)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을 구비하고, 제1 영역(221), 제2 영역(222), 퓨징(fusing) 영역(223) 및 주변 영
역(224)으로 구분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을 구비하고, 제1 영
역(321), 제2 영역(322), 퓨징 영역(323) 및 주변 영역(324)으로 구분된다. 제1 영역들(221, 321)에는 레이저 퓨
즈들(211∼214)의 일단들이 포함되고, 제2 영역들(222, 322)에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의 타단들이 포함된다. 
퓨징 영역들(223, 323)에는 레이저 빔에 의하여 퓨징될 레이저 퓨즈들(211∼214)이 포함된다. 도 2에서 퓨징 영역(
223)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은 제1 및 제2 영역들(221, 222)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
과 45°의 각도를 이룬다. 도 3에서 퓨징 영역(223)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은 제1 및 제2 영역들(32
1, 322)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과 70°의 각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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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퓨징 영역들(223, 323)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이 제1 영역들(221, 
321) 및 제2 영역들(222, 322)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과 소정의 각도를 이루고, 동시에 상기 퓨징 영
역들(223, 323)이 상기 레이저 퓨즈들(211∼214)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퓨즈 영역의 면적 및 폭들(WT2, W
T3)이 감소된다. 구체적으로, 도 1 내지 도 3에서 퓨징 영역들(121, 223, 323) 내의 퓨즈 길이들(F1, F2)이 동일하
고 인접 퓨즈간 수직 간격들(E1, E2', E3')이 동일할 경우 즉 (F1=F2)이고 (E1=E2'=E3')일 경우, 도 1에 도시된 
퓨징 영역(121)의 면적(X1)과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퓨징 영역들(223, 323)의 면적들(X2,X3)은 다음과 같다. 여기
서, 면적들(X1, X2, X3)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도 1에 도시된 퓨징 영역(121)의 퓨즈 길이(F1)는 7[㎛]
이고, 퓨징 영역(121)의 길이(L1)는 200[㎛]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수학식 1
X1 = W1×L1 = F1×L1 = 7[㎛]×200[㎛] = 1400[u㎡],

수학식 2
X2 = W2×L2 = F2cosθ×(L1 + F2sinθ)

= 7cos 45°×(200 + 7sin45°) = 1014[u㎡]

수학식 3
X3 = W3×L3 = F2cosθ×(L1 + F2sinθ)

= 7cos 70°×(200 + 7sin70°) = 495[u㎡]

    
이다. 수학식 1 내지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 1에 도시된 퓨징 영역(121)의 면적(X1)은 1400[u㎡]인데 반해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퓨징 영역들(223, 323)의 면적들(X2,X3)은 각각 1014[u㎡] 와 495[u㎡]로 감소된다. 이것은 곧, 
퓨징 영역들(223, 323)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의 부분들(211∼214)이 제1 영역(221) 및 제2 영역(222)에 포함되
는 레이저 퓨즈의 부분들(211∼214)과 소정 각도를 이룸으로써 퓨징 영역들(223, 323)의 면적들(X2, X3)이 퓨징 
영역(121)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도 1과 도 2에서 (F1=F2)이고 (E1〈 E2')일 경우,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퓨징 영역들(121, 223)에 포함되는 
퓨징 면적들(X1', X2')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4
X1'= W1×L1'= F1×L1'= F1(N-1)(D+E1),

수학식 5
X2' = W2×L2' = F2cosθ×{(N-1)(D+          )+         }

이다.

수학식 4와 5를 비교하여 면적(X2')이 면적(X1')보다 적게 되려면, 즉, (X2'〈 X1')로 되려면, 다음 수학식 6과 같이 
되어야 한다.

수학식 6
F2cosθ×{(N-1)(D+          )+         }〈 F1{(N-1)(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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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θ×{(D+         )+(         )(        )}〈 (D+E1)

= (Dcosθ+E+        )〈 (D+E1)

= (Dcosθ+        )〈 D

수학식 6에서 퓨즈의 수(N)가 증가하고 퓨즈간의 수직 간격(E2') 및 각도(θ)가 줄어들수록 면적(X2')은 면적(X1')
에 비해 점점 더 감소한다.

    
퓨징 영역들(223, 323)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이 제1 영역들(221, 321) 및 제2 영역들(222, 322)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과 소정 각도를 이룸으로써 퓨징 영역들(223, 323)의 폭들(W2, W3)은 감소되지
만 퓨징 영역들(223, 323)의 길이들(L2, L3)은 증가한다. 그러나, 동일한 디자인 룰(design rule)을 적용할 경우 퓨
징 영역들(223, 323)의 길이들(L2, L3)의 증가는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퓨징 영역들(223, 323)의 폭들(W2, W3
1)이 감소됨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의 디자인 룰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레이저 퓨즈들(211∼214)의 폭들(D)과 평행 간격들(E2, E3)은 레이저 빔의 레이저 스폿 사이즈(spot size)에 의해 
결정된다. 즉, 레이저 퓨즈들(211∼214)의 폭들(D)과 평행 간격들(E2, E3)은 레이저 스폿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줄어들 수가 있다. 레이저 퓨즈들(211∼214)의 폭들(D)과 평행 간격들(E2, E3)은 퓨징시 인접한 레이저 퓨즈들이 손
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크기로 설계된다.

    
레이저 퓨즈들(211∼214)은 폴리실리콘(polysilicon)이나 메탈(metal)로 형성된다. 제1 영역들(221, 321)과 제2 
영역들(222, 322) 및 주변 영역들(224, 324)은 절연막, 예컨대 산화막 또는 질화막으로 덮이고, 퓨징 영역들(223, 
323)은 퓨징 영역들(223, 323)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이 레이저 빔(laser beam)에 의해 용이하게 
절단될 수 있도록 절연막으로 덮이지 않는다. 주변 영역들(224, 324), 제1 영역들(221, 321), 제2 영역들(222, 322) 
및 퓨징 영역들(223, 323)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의 내부 소자들과 레이저 퓨즈들(211∼214)을 외계 분위기로
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비활성화층(Passivation Layer), 예컨대 폴리이미드(polyimide)로 피복된다.
    

도 2 및 도 3에서는 4개의 레이저 퓨즈들(211∼214)만 도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는 많은 
수의 레이저 퓨즈들을 구비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퓨즈를 적용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의 일부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
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는 디코더(411), 노말 디코더 드라이버(Normal decoder Driver)(421), 노말 메모리 
셀 어레이(Normal Memory Cell Array)(431), 스페어(spare) 디코더 드라이버(423), 및 리던던시 메모리 셀 어레
이(433)를 구비한다. 노말 디코더 드라이버(421)는 제1 레이저 퓨즈(211)와 제1 워드라인(441)을 통해서 노말 메모
리 셀 어레이(431)에 연결되고, 스페어 디코더 드라이버(423)는 제2 레이저 퓨즈(212)와 제2 워드라인(443)을 통해
서 리던던시 메모리 셀 어레이(433)에 연결된다. 제조가 완료된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된다. 상기 테스트 과정에서 제1 워드라인(441)에 연결된 노말 메모리 셀들이 모두 정상적
으로 동작할 경우, 제2 레이저 퓨즈(212)는 절단되어 외부 데이터는 노말 메모리 셀 어레이(431)에 저장된다. 만일 상
기 테스트 과정에서 제1 워드라인(441)에 연결된 노말 메모리 셀들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제1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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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퓨즈(211)가 절단된다. 따라서, 디코더(411)는 외부 어드레스(Ai)에 의해 제1 워드라인(441)이 선택될 경우 스
페어 디코더 드라이버(423)를 통해 제2 워드라인(443)을 활성화시키며, 그에 따라 제1 워드라인(441)에 연결된 메모
리 셀들에 저장될 데이터는 제2 워드라인(443)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다.
    

도 4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2개의 워드라인들(441,443)을 이용하여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설
명하였으나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는 다수개의 워드라인들을 구비하며 그에 따라 레이저 퓨즈들(211,212)도 다수
개가 구비된다. 또한, 상기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의 여러 가지 다른 회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
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레이저 퓨즈들(211∼214)의 면적들(X2, X3)과 폭들(WT2, WT3)이 감소되기 
때문에 레이저 퓨즈들(211∼214)을 다수개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의 크기가 감소될 수가 있다. 또한, 퓨
징 영역들(223, 323)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211∼214)의 수직 간격들(E2', E3')이 증가되므로 퓨징시 인접한 
레이저 퓨즈들이 손상을 받을 확률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로 인하여 반도체 메모리 장치(201)의 신뢰도와 생산성(
production throughput)이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을 구비하고,

상기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은 상기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의 일단들이 포함되는 제1 영역과 상기 다수개의 레이저 
퓨즈들의 타단들이 포함되는 제2 영역 및 상기 다수개의 퓨즈들이 퓨징되는 퓨징 영역으로 구분되고,

상기 퓨징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은 상기 제1 영역 및 제2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과 소정 각도를 갖도
록 경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퓨징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의 수직 간격은 상기 제1 영역과 제2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
저 퓨즈들의 수직 간격보다 더 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퓨징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은 서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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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과 상기 제2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저 퓨즈들은 서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퓨즈들은 폴리실리콘과 메탈 중 하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퓨즈들은 노말 메모리 셀들 중 일부가 불량일 경우 상기 불량인 일부의 노말 메모리 셀들
을 리던던시 메모리 셀들로 대체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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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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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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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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