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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적도를 개선하고, 레이저 수리(repair)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퓨즈 회로부(fuse circuitry)를 메모리 소자의 주변영역(peripheral area)에서 셀 영역

(cell area)으로 옮겨 형성함으로써 반도체 칩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퓨즈 회로부를 최종보호막(passivation layer) 

아래에서 최종보호막 위에 있는 패드 재배치 패턴과 동일 평면상에 형성함으로써 레이저 수리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의한 퓨즈 회로부에 존재하는 퓨즈 패턴은 그 

두께가 패드 재배치 패턴보다 더 얇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개략적인 레이아웃(lay-out)도이다.

도 2는 종래기술에 의한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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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개략적인 레이아웃(lay-out)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퓨즈 회로부를 구성하였을 때에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집적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개

략적인 단면도이다.

도5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셀 영역 위의 패드 재배치 패턴에 퓨즈 회로부가 구성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9 내지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최종보호막 위의 셀 영역에 퓨즈 회로부가 구성된 반도체 소자에 대

한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3 및 도14는 본 발명의 변형예에 의하여 퓨즈 회로부의 퓨즈 패턴의 형상을 변형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반도체 기판, 102: 하부구조,

104: 패드, 106: 최종보호막,

108: 제1 절연막, 110: 패드 재배치 패턴,

112: 퓨즈 형성용 플러그, 114: 제2 절연막,

116: 퓨즈 회로부, 118: 솔더볼 패드,

120: 솔더볼, 122: 셀 영역,

124: 주변영역, 107: 추가된 최종보호막,

126: 에지형 본드패드(edge type bondpad),

128: 볼 본드(ball bond).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반도체 소자 내부에 결함 구제회로 및 퓨즈 

회로부(Redundancy circuitry Fuse circuitry)를 갖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있어서 디자인 룰(design rule)이 서브 미크론(Sub-micron) 수준으로 미세화 됨에 따라, 디램

에 있어서도 집적도가 높은 256 메가(Mega) 디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공

정에서는, 256메가와 같이 수많은 메모리 셀(Cell) 중, 한 개의 셀(Cell)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양품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불량품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디램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확률적으로 소량의 셀에만 불량이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

한 현실에서 소량의 셀에 불량이 발생한 반도체 소자를 불량품으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반도체 소자의 전체 수율(yi

eld)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 소자에 미리 형성해둔 여분의 메모리 셀 회로부(Redundan

cy Memory Cell Circuitry)를 이용하여, 불량이 발생한 소량의 메인 셀을 여분의 메모리 셀 회로부로 대체시킴으로

써 수율을 높이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64~256K 디램에서 본격적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여분의 메모리 셀 회로부를 미리 준비해 놓고, 메인 

셀(main cell)에서 불량이 발생되면, 이에 해당되는 어드레스(address)를 여분의 메모리 셀 회로부의 컬름/로우 라인

(Column/Row line)의 어드레스로 치환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이 종료되면, 전기적 검사를 통해서 메인셀로부터 불량 메모리 셀을 골라내어 그에 해

당하는 메모리 셀의 어드레스를 여분의 메모리 셀 회로부의 어드레스로 대체하는 프로그램밍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

상 레이저 수리(LASER repair) 공정이라 한다. 이러한 레이저 수리 공정은 메인 셀과 여분의 셀을 연결하는 퓨즈 회

로부를 끊음으로써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실제 사용시, 불량 셀에 해당하는 어드레스가 입력되면, 반도체 메모

리 소자는 여분의 메모리 셀 회로부에 있는 예비 어드레스로 선택이 바뀌어 작동하게 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개략적인 레이아웃(lay-out)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반적인 메모리 회로, 예컨대 디램 회로는 크게 셀 영역(cell area, 30)과 주변영역(peripheral are

a, 40)으로 구분된다. 셀 영역(30)은 메모리 용량에 상응하는 메모리 셀들이 집단적으로 형성되며, 주변영역(40)에는 

상기 셀 영역(30)에 있는 단위 셀들을 구동시키기 위한 디코더(decorder, 미도시), 버퍼(buffer) 회로(미도시) 및 구

제결함회로부(redundancy circuitry, 미도시) 및 퓨즈회로부(14')등이 포함된다. 즉 주변영역(40)은 상기 셀 영역(30

)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지칭한다.

여기서 패드 재배치 패턴(22)은 반도체 소자의 최종보호막 아래에 형성된 패드(pad)를 재배치(re-distribution)시키

기 위해 사용되는 도전패턴으로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Wafer Level Package, 이하 'WLP'라 칭함)로 가공시에 사용

되는 패턴을 가리킨다.

도 2는 종래기술에 의한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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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일반적인 퓨즈 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램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반도체 기판(10) 위에 하부구

조(12), 예컨대 셀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되며, 게이트 전극, 비트라인, 커패시터 및 금속배선등을 포함하는 디램 

회로부를 통상의 방법에 의해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디램 회로부의 기능을 외부로 확장시키기 위한 패드(16)를 형성

한다. 그 후, 최종보호막(passivation layer, 18)과, 제1 절연막(20)을 순차적으로 형성한 후, 상기 패드(16)를 노출시

키는 패터닝 공정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1 절연막(20) 위에 상기 패드(16)와 연결되는 패드 재배치 패턴(22

)을 형성한 후, 외부연결단자가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을 노출시키는 제2 절연막(24)을 형성한다. 상기 외부연결단자는 

WLP에 사용되는 솔더볼, 솔더 범프(bump)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기술에 의한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속적으로 집적도를 높여야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 퓨즈 회로부가 주변영역에 위치하여 일정 영역을 점

유하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증대하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WLP가 아닌 일반적인 SOP(Small Out-line Package)나 QFP(Quad Flat Package)인 경우에는 최종보호막(18

) 상부에 제1 절연막(20), 패드 재배치 패턴(22) 및 제2 절연막(24)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보호막(18) 하부의 

퓨즈 패턴(14)을 레이저를 사용하여 절단(cutting)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WLP인 경우에는 최종보호막(18) 상부에 제1 절연막(20), 패드 재배치 패턴(22) 및 제2 절연막(24)이 형성되

기 때문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표면과 퓨즈 패턴(14) 사이의 갭(gap)이 커져서 레이저 수

리(repair)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일 예로, 상기 증가된 갭으로 인해 레이저 빔(beam)의 포커스(focus)가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퓨즈 패턴(14)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이는 고집적화를 추구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식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집적화에 유리하고, 레이저 수리시에 발생하는 공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셀 영역과, 상기 반도

체 기판 위의 다른 영역에 형성된 주변 영역과, 상기 셀 영역 위에 형성된 퓨즈 회로부(Fuse circuitry)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퓨즈 회로부는 상기 셀 영역 위에서 패드 재배치 패턴과 동일 평면에 있는

것이 적합하며, 상기 셀 영역 및 주변영역은 디램(DRAM)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부인 것이 적합하다. 또한 상기 패

드 재배치 패턴은 반도체 칩 위에 형성된 패드를 센터 패드형에서 에지 패드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솔더볼 패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 체 기판 위에 하부구조를 배치하고 그 상

부에 형성되고 패드부분이 노출된 최종보호막과, 상기 최종보호막 위에 형성되고 반도체 기판을 평탄화시키면서 패

드부분이 노출된 제1 절연막과, 상기 최종보호막 및 제1 절연막을 패터닝하여 하부구조로부터 노출시킨 패드와, 상기

패드와 연결되어 상기 제1 절연막 위에 형성된 패드 재배치 패턴과, 상기 하부구조와 연결되고 상기 제1 절연막 표면

에 노출된 퓨즈(fuse) 형성용 플러그(plug)와, 상기 퓨즈 형성용 플러그와 연결되고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과 동일 평

면에 구성된 퓨즈 패턴과,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를 노출시키면서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 및 퓨즈 패턴

을 덮는 제2 절연막과, 상기 노출된 패드 재배치 패턴과 연결된 외부 연결단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하부구조는 셀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되며 디램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

로부이며, 상기 퓨즈 형성용 플러그는 상기 하부구조의 비트라인(bit line) 및 워드라인(word line) 패턴중에 어느 하

나와 연결된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은 복수개의 도전층으로 이루어진 다층막인 것이 적합하며, 이러한 도전층은 크

롬(Cr), 구리(Cu), 니켈(Ni), 금(Au), 알루미늄(Al), 티타늄(Ti) 및 질화티타늄(TiN)으로 이루어진 도전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막질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퓨즈 패턴은 상기 셀 영역 상부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1 절연막은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막, 벤조사이클로부텐(Benzicyclobutene; BCB), 폴리벤즈옥사졸(polybenzoxazole: PBO) 및 폴리이미드로 이

루어진 절연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인 것이 적합하며, 상기 제2 절연막은 폴

리이미드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multiple layer)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퓨즈 패턴은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를 식각하여 형성한 단일

막 혹은 다층막으로써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보다는 그 두께가 얇으며, 텅스텐(W), 크롬(Cr), 티타늄(Ti) 및 티타늄텅

스텐(TiW)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외부연결단자는 솔더볼 혹은 금선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위에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며, 셀 영역과 주변영역

으로 구분되는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제1 공정과, 상기 하부구조 위에 패드 부분을 제외한 반도체 기판을 덮는 최종보

호막을 형성하는 제2 공정과, 상기 최종보호막 위에 패드 재배치 패턴과 퓨즈 패턴을 동일 평면상에 형성하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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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패턴을 셀 영역 위에 형성하는 제3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2 공정 후, 상기 최종보호막 위에 패드부분을 노출시키는 제1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상기 제1 절연막을 형성한 후, 상기 제1 절연막에 패터닝을 진행하여 상

기 하부구조와 연결된 비아홀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비아홀을 도전물질로 매립하 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3공정의 패드 재배치 패턴과 퓨즈 패턴은 동일 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상기 

제3 공정 후, 상기 퓨즈 패턴에 식각을 진행하여 퓨즈 패턴의 두께를 얇게 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상기 제3 공정 후,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를 노출시키면서 상기 퓨즈 패턴을 덮는 제2 절연막을 형성

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형성한 후, 상기 퓨즈 패턴을 레이저로 적절히 끊어서 상기 셀영역의 불량셀을 수리(

repair)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퓨즈 패턴을 레이저로 끊는 공정을 진행한 후에, 상기 

노출된 패드 재배치 패턴에 외부연결단자를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결함구제회로(redundancy circuitry) 및 퓨즈 회로부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 퓨즈 회로

부를 주변영역이 아닌 셀 영역 위에 형성함으로써 집적도를 개선하고, 퓨즈 회로부를 최종보호막 아래가 아닌 그 상

부에 위치하도록 칩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퓨즈를 끊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

서 개시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게, 본 발명의 개시가 실시 가능한 형태로 완전해지도록 발명의 범주를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말하는 반도체 소자는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디램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소자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은 그 정신 및 필수의 특징을 이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외부연결단자가 솔더볼이지만 이는 솔더 범프와 같아도 무방하다.

또한 본 발명이 실현되는 반도체 소자의 종류를 디램이 아닌 다른 메모리, 예컨대 FRAM(Ferroelectric Random Acc

ess Memory),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NVM(Non-Volatile Memory)등에 치환하여 적용이 가능

하다. 따라서,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재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개략적인 레이아웃(lay-out)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도1에 나타난 종래 기술에서는 퓨즈 회로부(116)가 주변영역(124)에 존재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이를 셀 영역(122) 상부로 이동하는 칩에 대한 디자인 변경을 하였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퓨즈 회로부를 구성하였을 때에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집적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위의 단면도는 도1의 A-A'면에 대한 단면이고, 아래의 단면도는 도 3의 B-B'면에 대한 단면도이다

. 따라서, 퓨즈 회로부(116)를 주변영역(124)에서 셀 영역(122) 위로 이동시킴에 따라, 도면에 나타난 'D'만큼의 공간

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D'는 하나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칩 의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구제결함회로 및 퓨즈 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구성은, 반도체 기판(100)과, 상기 

반도체 기판(100) 위에 형성된 셀영역(122)과, 상기 반도체 기판(100)의 다른 영역에 형성된 주변영역(124)과, 상기 

셀 영역(122) 위에 형성된 퓨즈 회로부(116)로 이루어지는데, 상기 퓨즈 회로부의 위치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퓨즈 회로부(116)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의 제1 및 제2 실시예에 있는 단면도를 통하여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도5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셀 영역 위의 패드 재배치 패턴에 퓨즈 회로부가 구성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본 실시예의 패드 패드 재배치 패턴은 센터형 본드패드를 에지

형 본드패드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도 5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100)에 통상의 방법에 따라 하부구조(102), 예컨대 필드산화막, 게이트 전극, 비트라인

, 커패시터 및 금속배선등을 포함하는 디램 회로부를 주변영역과 셀영역에 각각 형성한다. 이어서, 최종보호막(passi

vation layer, 106)을 증착한 후, 상기 최종보호막(106)에 패터닝을 진행하여 패드(104)를 노출시킨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패드(104)가 형성된 최종보호막(106) 위에 패드 재배치 패턴(110) 형성을 위한 도전막, 예컨

대 크롬(Cr), 구리(Cu), 니켈(Ni), 금(Au), 알루미늄(Al), 티타늄(Ti) 및 질화티타늄(TiN)으로 이루어진 도전물질군 중

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막질을 증착한다. 그 후, 상기 도전막을 패터닝하여 패드 재배치 패턴(110)과, 퓨

즈패턴(116A)을 각각 형성한다.

이때, 상기 패드재배치 패턴(110)과 퓨즈패턴(116A)은 동일평면에 있으나, 위에서 보았을 때는 서로 겹쳐지지 않는 

형태이다.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110)은 센터형 본드패드(center type bondpad)를 에지형 본드패드(edge type bon

dpad)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다. 또한 상기 퓨즈패턴(116A)는 주변영역이 아닌 셀영역 위에 형성되는 것

이 적합하다. 이어서,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11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추가된 최종보호막(107)을 형성한 후, 

패터닝하여 에지형 본드패드(126)를 노출(open)시킨다.

도 7을 참조하면, 패드 재배치 패턴(110) 형성 공정을 진행한 후, 원래 패드(104)의 상태가 센터형에서 에지형 본드

패드(126)로 전환된 것을 보여준다. 즉, 도면의 좌측은 패드 재배치 패턴(110)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패드(104) 위

치를 보여주고, 우측은 패드 재배치 패턴(110)을 적용하여 센터형 본드 패드를 에지형 본드패드(126)로 전환한 상태

를 보여준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노출된 에지형 본드패드(126) 위에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다시 말해 금선(gold wire)을

이용한 볼 본드(128)를 형성하여 반도체 칩의 기능을 외부로 확장시킨다. 상술한 제1 실시예에 나타난 최종보호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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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및 추가된 최종보호막(107)은 단일막 혹은 다층막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경우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 실시예>
도9 내지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최종보호막 위의 셀 영역에 퓨즈 회로부가 구성된 반도체 소자에 대

한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본 실시예의 패드 재배치 패턴은 솔더볼 패드를 형성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도 9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100)에 통상의 방법에 따라 하부구조(102), 예컨대 필드산화막, 게이트 전극, 비트라인

, 커패시터 및 금속배선등을 포함하는 디램 회로부를 주변영역과 셀영역에 각각 형성한다. 이어서, 최종보호막(passi

vation layer, 106)을 증착한 후, 상기 최종보호막(106)에 패터닝을 진행하여 패드(104)를 노출시킨다.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최종보호막(106)이 형성된 결과물에 제1 절연막(108), 예컨대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막, 벤조사이클로부텐(Benzicyclobutene; BCB), 폴리벤즈옥사졸(polybenzoxazole: PBO) 및 폴리이미드로 이

루어진 절연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을 적층하여 평탄화시킨다.

그 후, 상기 제1 절연막(106)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사진 및 식각공정을 진행하여 하부구조의 비트라인(bit line

) 혹은 워드라인(word line)을 연결하는 비아 콘택홀(via contact hole)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비아콘택홀을 도전

물질로 매립하여 퓨즈 형성용 플러그(112)를 형성한다.

계속해서, 상기 결과물에 패드 재배치 패턴(110) 및 퓨즈 패턴(116A)을 형성 하기 위한 도전막을 형성한 후, 패터닝

을 진행하여 패드 재배치 패턴(110) 및 퓨즈 패턴(116A)을 동일 공정으로 동시에 형성한다. 이때, 상기 도전막은 텅

스텐(W), 크롬(Cr), 티타늄(Ti) 및 티타늄텅스텐(TiW)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을 사용하

여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종래기술에서는 하부구조(102)의 비트라인/워드라인 배선을 주변영역으로 연장하여 퓨즈 패턴(116A)이 있

는 퓨즈 회로부를 구성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셀 영역 위에 곧바로 퓨즈 패턴(116A)을 구성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결과물 위에 제2 절연막(114), 예컨대 폴리이미드(polyimide)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

막(multiple layer)을 증착한 후, 상기 제2 절연막(114) 상부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사진 및 식각공정을 진행

하여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110)의 일부를 노출하는 솔더볼 패드(118)를 형성한다.

도 12을 참조하면, 상기 솔더볼 패드(118)가 형성된 결과물에 레이저 수리(Laser repair) 공정을 진행한다. 따라서, 

전기적 검사공정의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셀영역에 존재하는 불량 셀이 레이저 수리공정으로 퓨즈 패턴(116B)을 선

택적으로 끊음으로써 구제결함회로(redundancy circuitry)의 여분의 메모리 셀로 대체되게 된다.

이때, 종래기술에서는 레이저 빔(laser beam)이 최종보호막(106) 아래까지 침투하여 최종보호막(106) 아래에 존재

하던 퓨즈 패턴을 끊어야 했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긋나는 문제나, 이로 인해 퓨즈 패턴(116B)의 폭(width)을 늘려야 

하는 문 제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이를 반도체 소자의 표면 가까이 올려서 퓨즈 패턴(116B)를 형성함

으로써 레이저 빔이 도달하는 갭(Gap)을 줄였다. 따라서 레이저 수리시 포커스가 어긋나는 문제점도 해결됨과 동시에

, 퓨즈패턴(116B)의 위치를 주변영역에서 셀 영역으로 이동시켜 배치함으로 인하여 집적도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이어서, 상기 레이저 수리가 끝난 결과물에 외부연결단자, 예컨대 솔더볼(120)을 부착시킨다. 물론 상기 

솔더볼 대신에 솔더 범프(solder bump)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상기 도 12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구제결함회로 및 퓨즈회로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구성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구성은, ① 반도체 기판(100)과, ② 상기 반도체 기판(100) 위에 하부구

조(102)를 배치하고 그 상부에 형성되고 패드부분이 노출된 최종보호막(106)과, ③ 상기 최종보호막(106) 위에 형성

되고 반도체 기판을 평탄화시키면서 패드부분이 노출된 제1 절연막(108)과, ④ 상기 최종보호막(106) 및 제1 절연막

(108)을 패터닝하여 하부구조로부터 노출시킨 패드(104)와, ⑤ 상기 패드(104)와 연결되어 상기 제1 절연막(106) 위

에 형성된 패드 재배치 패턴(110)과, ⑥ 상기 하부구조(102)와 연결되고 상기 제1 절연막(106) 표면에 노출된 퓨즈(f

use) 형성용 플러그(112)와, ⑦ 상기 퓨즈 형성용 플러그(112)와 연결되고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110)과 동일 평면

에 구성되고, 셀 영역 상부에 구성된 퓨즈 패턴(116B)과, ⑧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110)의 일부를 노출시키면서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110)의 일부 및 퓨즈 패턴(116B)을 덮는 제2 절연막(114)과, ⑨ 상 기 노출된 패드 재배치 패턴(11

8)과 연결된 외부 연결단자(12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최종보호막(106) 위에서 셀 영역에 형성되는 퓨즈 패턴(116B)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

단이 된다.

<변형예>
도 13 및 도 14는 본 발명의 변형예에 의하여 퓨즈 회로부의 퓨즈 패턴의 형상을 변형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

한 단면도들이다.

도 13 및 도 14을 참조하면, 상술한 제1 및 제2 실시예에서는 퓨즈 패턴(116B)의 두께를 패드 재배치 패턴(110)의 

두께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변형예에서는 패드 재배치 패턴(210)을 다층막, 예컨대 크롬(Cr), 구리(Cu

), 니켈(Ni), 금(Au), 알루미늄(Al), 티타늄(Ti) 및 질화티타늄(TiN)으로 이루어진 도전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

나를 포함하는 다층막으로 제1 절연막(208) 위에 형성한 후, 퓨즈패턴(216A)을 식각하여 퓨즈패턴(216A)의 두께를 

더 얇게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퓨즈 패턴(216B)를 레이저 빔으로 끊을때에 보다 용이하게 퓨징(fusing)을 할 수 있

어 레이저 수리(LASER repair) 공정에서 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패드 재배치 패턴(210)보다 

식각으로 두께를 더 얇게하는 퓨즈 패턴(216A) 역시 크롬(Cr), 구리(Cu), 니켈(Ni), 금(Au), 알루미늄(Al), 티타늄(Ti)

및 질화티타늄(TiN)으로 이루어진 도전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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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퓨즈 회로부를 주변영역에서 셀 영역으로 이동시켜 칩 디자인을 함으로써 반

도체 메모리 칩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퓨즈 회로부를 최종보호막 아래에서 위로 옮겨 배치함으로써 레이저 수리시에 발생하는 포커스 어긋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퓨즈 패턴을 식각하여 그 두께를 패드 재배치 패턴의 두께보다 더 얇게 형성함으로써 퓨징(fusing)을 보다 용이

하게 진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셀 영역;

상기 반도체 기판 위의 다른 영역에 형성된 주변 영역; 및

상기 셀 영역 위에 형성된 퓨즈 회로부(Fuse circuitry)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회로부는 상기 셀 영역 위에서 패드 재배치 패턴과 동일 평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셀 영역 및 주변영역은 디램(DRAM)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4.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하부구조를 배치하고 그 상부에 형성되고 패드부분이 노출된 최종보호막;

상기 최종보호막을 패터닝하여 하부구조로부터 노출시킨 패드;

상기 패드와 연결되어 상기 최종보호막 위에 형성된 패드 재배치 패턴;

상기 하부구조와 연결되고 상기 최종보호막 표면에 노출된 퓨즈(fuse) 형성용 플러그(plug);

상기 퓨즈 형성용 플러그와 연결되고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과 동일 평면에 구성된 퓨즈 패턴;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를 노출시키면서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 및 퓨즈 패턴을 덮는 추가된 최종보호

막; 및

상기 노출된 패드 재배치 패턴과 연결된 외부 연결단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은 본드패드를 센터 패드형(center pad type)에서 에지 패드형(edge pad type)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연결단자는 와이어 본딩에 의해 형성되는 금선(gold wir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구조는 셀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되며 디램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패턴은 상기 셀 영역 상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9.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하부구조를 배치하고 그 상부에 형성되고 패드부분이 노출된 최종보호막;

상기 최종보호막 위에 형성되고 반도체 기판을 평탄화시키면서 패드부분이 노출된 제1 절연막;

상기 최종보호막 및 제1 절연막을 패터닝하여 하부구조로부터 노출시킨 패드;

상기 패드와 연결되어 상기 제1 절연막 위에 형성된 패드 재배치 패턴;

상기 하부구조와 연결되고 상기 제1 절연막 표면에 노출된 퓨즈(fuse) 형성용 플러그(plug);

상기 퓨즈 형성용 플러그와 연결되고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과 동일 평면에 구성된 퓨즈 패턴;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를 노출시키면서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 및 퓨즈 패턴을 덮는 제2 절연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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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출된 패드 재배치 패턴과 연결된 외부 연결단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구조는 셀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되며 디램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형성용 플러그는 상기 하부구조의 비트라인(bit line) 및 워드라인(word line) 패턴중에 어느 하나와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은 복수개의 도전층으로 이루어진 다층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층은 크롬(Cr), 구리(Cu), 니켈(Ni), 금(Au), 알루미늄(Al), 티타늄(Ti) 및 질화티타늄(TiN)으로 이루어진 도

전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막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패턴은 상기 셀 영역 상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은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막, 벤조사이클로부텐(Benzicyclobutene; BCB), 폴리벤즈옥사

졸(polybenzoxazole: PBO) 및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진 절연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막은 폴리이미드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multiple lay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패턴은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를 식각하여 형성한 단일막 혹은 다층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패턴은 텅스텐(W), 크롬(Cr), 티타늄(Ti) 및 티타늄텅스텐(TiW)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

은 다층막인 것을 특징으로 반도체 소자.

청구항 19.
반도체 기판 위에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며, 셀 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되는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제1 공정;

상기 하부구조 위에 패드 부분을 제외한 반도체 기판을 덮는 최종보호막을 형성하는 제2 공정; 및

상기 최종보호막 위에 패드 재배치 패턴과 퓨즈 패턴을 동일 평면상에 형성하되, 상기 퓨즈 패턴을 셀 영역 위에 형성

하는 제3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구조는 디램(DRAM) 회로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정 후, 상기 최종보호막 위에 패드부분을 노출시키는 제1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은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막, 벤조사이클로부텐(Benzicyclobutene; BCB), 폴리벤즈옥사

졸(polybenzoxazole: PBO) 및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진 절연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을 형성한 후, 상기 제1 절연막에 패터닝을 진행하여 상기 하부구조와 연결된 비아홀을 형성하는 공

정; 및

상기 비아홀을 도전물질로 매립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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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 3공정의 패드 재배치 패턴과 퓨즈 패턴은 동일 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

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공정 후, 상기 퓨즈 패턴에 식각을 진행하여 퓨즈 패턴의 두께를 얇게 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공정 후, 상기 패드 재배치 패턴의 일부를 노출시키면서 상기 퓨즈 패턴을 덮는 제2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

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막은 폴리이미드를 포함하는 단일막 혹은 다층막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막을 형성한 후, 상기 퓨즈 패턴을 레이저로 적절히 끊어서 상기 셀영역의 불량셀을 수리(repair)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패턴을 레이저로 끊는 공정을 진행한 후에,

상기 노출된 패드 재배치 패턴에 외부연결단자를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

조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연결단자를 형성하는 공정은 와이어 본딩을 수행하는 공정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연결단자를 형성하는 공정은 솔더볼을 부착하는 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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