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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폴리머 필름에 부분-깊이 피처의 형성 방법

요약

임계 치수 혹은 그보다 큰 크기를 해상(resolving)할 수 있는 노출 툴을 사용하여 칩 스케일 패키지(200)의 웨이퍼 상에서

부분-깊이 피처(712, 912)를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층(412)에 생성하기 위한 포토마스크(1900)는 복수 개의 크롬 라

인(2101-2103)을 구비한다. 각각의 크롬 라인은 임계 치수 미만의 폭(2105)을 지니며, 복수 개의 크롬 라인들 중 각 크롬

라인은 임계 치수 미만으로 이격되어 있다. 복수 개의 크롬 라인은 폴리머 층의 두께의 일부를 통과하는 비아 등의 단일 부

분-깊이 피처를 생성한다. 그 대안으로, 포토마스크는 복수 개의 크롬 원(2206)을 구비하며, 각각의 크롬 원은 임계 치수

미만의 직경을 지니면서 임계 치수 미만으로 이격되어 부분-깊이 피처를 생성한다. 상기 포토마스크는 또한 임계 치수보

다 더 큰 폭의 크롬을 지닐 수 있고, 임계 치수보다 더 큰 간격만큼 다른 크롬으로부터 이격될 수 있고, 이는 폴리머 필름의

전체 두께를 통과하는 전-깊이 피처를 생성한다. 부분-깊이 피처와 전-깊이 피처는 일련의 포토-이미징 단계 동안 실질적

으로 동시에 생성된다. 크롬의 크기, 형상 및 이들 간의 간격을 미리 선택함으로써, 포토마스크는 폴리머 층에 식별 가능한

마킹을 새길 수 있고, 폴리머 층의 두께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폴리머 층의 표면의 광학 특성을 변경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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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상에서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의 이미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

하면, 폴리머 필름의 두께를 부분적으로 관통하는 구조적 피처(structural feature), 예컨대 비아(via) 형성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웨이퍼-레벨 칩 스케일 패키지(wafer-level chip scale package: CSP)는 웨이퍼-레벨 프로세싱 기술을 사용하는, 집적

회로 혹은 플립 칩(flip chip) 크기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집적 회로용 패키지이다. 플립 칩(flip chip)과는 달리, 웨이

퍼-레벨 CSP는 다이의 활성 측면 상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패시베이션 층(passivation layer)을 구비한다. 패시베이션 층

각각은 통상적으로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photo-imageable polymer film)의 층을 포함한다. 상기 웨이퍼-레벨

CSP는 표준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BGA)보다 더 작으며, 통상적으로 표준 피치로 솔더 볼 패드의 루트를 정하

기 위해 재분배 층(redistribution layer: RDL)의 금속 트레이스(metal trace)를 사용하고, 또 리루티드 패드(re-routed

pad) 상에 CSP 크기의 솔더 볼을 사용한다. 상기 웨이퍼-레벨 CSP는 BGA에서도 사용되는 표준 표면 실장 기술의 어셈블

리 프로세스를 사용하며, 언더필(underfill)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폴리머 필름이 이미지화 될 때, 비아 혹은 홀 등의 구조적 피처는 전체 필름 두께 혹은 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모든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은 몇몇 최소 크기 혹은 임계 치수 예컨대, 구조적 피처 혹은

피처를 상기 층을 통해 완전히 개방시키도록 해상도를 가질 수 있는 10미크론의 치수를 갖는다. 상기 층이 x-y-z 좌표계

의 x-y 평면에 있다고 하면, 피처의 깊이는 z축 방향이다. 폴리머 필름의 층을 완전히 관통하는 구조적 피처는 전-깊이 피

처(full-depth feature)이다. 전-깊이 피처를 만들기 위해, x-y 평면에서의 피처의 작은 쪽 치수는 상기 임계 치수보다 반

드시 더 커야 한다. x-y 평면에서의 피처의 작은 쪽 치수가 상기 임계 치수보다 작은 피처는 부분-깊이 피처(partial-

depth feature)로서, 상기 층을 완전히 관통하지 않는다.

임계 치수는 상기 층을 구성하는 물질의 타입과, 층의 두께와, 사용된 노출 툴(exposure tool)과, 노출 에너지, 노출 시간,

및 초점 깊이 등의 여러 노출 프로세스 파라미터와, 그리고 현상액, 온도, 및 시간 등의 여러 현상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포

함한 많은 인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투명 유리 혹은 석영 플레이트 상에 배치된 크롬 등의 자외선 광 차단 물질을 포함한 포토마스크가 폴리머 층을 노출시키

기 위해 사용된다. 종래의 포토마스크는 폴리머 필름에 생성하고자 하는 피처의 형상 및 크기를 갖는 패턴으로 배치된 크

롬을 지닌다. 네가티브 작용 폴리머 필름(negative acting polymer film)의 경우, 광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은 가교(cross-

linked)되고 노출된 영역으로부터 현상(developing) 즉, 제거될 수 없다. 포지티브 작용 폴리머 필름(positive acting

polymer film)의 경우, 광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은 현상 중에 제거된다.

종래 기술의 방법을 사용하면, 작은 쪽 치수가 임계 치수보다 더 큰 부분-깊이 피처는 전-깊이 피처가 형성될 때에 동시에,

다시 말해서 하나의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일련의 포토-이미징 단계 동안 폴리머 필름에 형성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목적은 폴리머 필름에 전-깊이 피처와

부분-깊이 피처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토마스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폴리머 층에 전-깊이 피처와 부분-깊이 피처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폴리머 필름의 표면의 반사율을 줄이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폴리머 층의 표면 상에 정보를 마킹(marking)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폴리머 층을 박막화(thinning)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및 다른 목적은 아래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해당 분야에 종사자들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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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폴리머 필름을 완전히 통과하는 피처를 형성하도록 최소 해상

(解像) 가능한 크기를 해상할 수 있는 노출 툴을 사용하는 일련의 포토-이미징 단계 동안에, 반도체 웨이퍼 상의 폴리머 필

름에 부분-깊이 피처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고, 또 실질적으로 동시에 반도체 웨이퍼 상의 폴리머 필름에 전-깊이 피처

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상기 폴리머 필름은 소정의 필름 두께를 지니며, 상기 부분-깊이

피처는 상기 필름 두께보다 실질적으로 작은 깊이를 지닌다. 상기 전-깊이 피처는 필름 두께와 거의 동일한 깊이를 가진

다. 상기 포토마스크는 투명한 플레이트와, 적어도 하나의 전-깊이 생성 패턴을 포함한다. 각각의 전-깊이 생성 패턴은 투

명한 플레이트 상에 배치된 자외선 광 차단 물질의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영역은 작은 쪽 치수와 큰 쪽 치수를 가지며, 작

은 쪽 치수는 최소 해상 가능한 크기 이상이다. 상기 포토마스크는 또한 투명한 플레이트 상에 배치된 복수 개의 자외선 광

차단 물질의 영역을 포함한다. 복수 개의 상기 영역들 중 각각의 영역은 작은 쪽 치수와 큰 쪽 치수를 가지며, 작은 쪽 치수

는 상기 최소 해상 가능한 크기보다 작고, 각각의 영역은 최소 해상 가능한 크기보다 작은 간격만큼 다른 영역으로부터 이

격되어 있다.

양호하게는, 상기 부분-깊이 생성 패턴은 폴리머 필름에 단지 하나의 부분-깊이 피처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임계 치수를 지닌 노출 툴을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상의 폴리머 필름에 부분-깊이 피처를 형

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a) 임계 치수 미만의 작은 쪽 치수를 지니면서 임계 치수 미만의 간격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는, 자외선 광 차단 물질로 된 복수 개의 영역을 포함하는 부분-깊이 생성 패턴을 포토마스크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포토마스크 상의 전-깊이 생성 이미지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킬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포토마스

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c) 포토마스크 상의 전-깊이 생성 이미지에 노출된 폴

리머 필름을 현상할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을 현

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폴리머 필름의 표면의 광학 특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a) 표면이 제1 광

학 특성을 갖는 폴리머 필름의 층을 반도체 웨이퍼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폴

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c) 상기 폴리머 필름의 표면이 제2 광학적 특성을 지니도록 노출된 폴리머 필름을 현상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폴리머 필름의 표면 상에 마킹을 새기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a) 표면에 식별 가능

한 마킹이 없는 폴리머 필름의 층을 반도체 웨이퍼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하나 이상의 미리 선택된 형상을 지닌 포토

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c) 상기 하나 이상의 미리 선택된 형상이 상기 폴

리머 필름의 표면 상에서 식별될 수 있도록 노출된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반도체 웨이퍼 상에 배치된 폴리머 필름 층을 더 얇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a) 제1 두께를 지닌 폴리머 필름 층을 반도체 웨이퍼 상에 제공하는 단계와; (b) 포토마스크의 적어도 일부 상의 부분-깊

이 생성 패턴에 폴리머 필름의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단계와; (c)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의 적어

도 일부가 상기 제1 두께보다 작은 제2 두께를 갖도록 상기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은 네가티브 작용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의 층에 피처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마스크를 사용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피처는 사용된 포토리소그래피 툴의 임계 치수보다 더 큰 작은 쪽 치수를 지니며, 상기

피처는 상기 층을 단지 부분적으로 관통한다. 상기 폴리머 필름은 구조적으로 완전한 최소 물질 폭을 지닌다. 상기 방법은

(a) 임계 치수 미만의 작은 쪽 치수를 지니면서 임계 치수 미만의 간격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는, 복수 개의 크롬 영역을 포

토마스크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자외선 광이 크롬의 영역에 의해 차단시켜, 포토마스크를 통과해 빛나는 자외선 광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c) 구조적으로 완전한 최소 물질 폭보다 더 좁은 폭을 지니는 자외선 광에 노출된 폴리

머 필름의 부분과 자외선 광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머 필름의 부분이 제거되도록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여 피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 특징 및 장점은 아래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 및 구체적인 예들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나타내지만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자연히 본 발명에서 벗

어나지 않고 다른 변형례가 실시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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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기술의 웨이퍼-레벨 CSP를 간략하게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웨이퍼-레벨 CSP를 간략하게 도시한 평면도로서, 각각의 솔더 볼 패드 둘

레의 모트(moat)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웨이퍼-레벨 CSP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웨이퍼의 영역 A를 간략하게 확대 도시한 평면도로서,

웨이퍼를 가열하기 이전에 폴리머 칼라가 전-깊이 모트에 의해 에워싸인 솔더 볼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4는 도 3의 선 4-4를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웨이퍼-레벨 CSP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웨이퍼의 영역 A를 간략하게 확대 도시한 평면도로서,

웨이퍼의 가열 후에 폴리머 칼라(polymer collar)가 전-깊이 모트에 의해 에워싸인 솔더 볼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6은 도 5의 선 6-6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도 7은 도 2에 도시된 웨이퍼-레벨 CSP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웨이퍼의 영역 B를 간략하게 도시한 평면도로서, 복수 개

의 라인들에 의해 형성된 부분-깊이 모트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8은 도 7의 선 8-8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웨이퍼-레벨 CSP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웨이퍼의 영역 C를 간략하게 도시한 평면도로서, 복수 개

의 원들에 의해 형성된 부분-깊이 모트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10은 도 9의 선 10-10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도 11은 웨이퍼의 가열 후에 솔더 볼과 폴리머 칼라를 도시한 종래 기술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2는 웨이퍼의 가열 후에 솔더 볼과 폴리머 칼라를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3은 각각의 솔더 볼 패드 둘레에 복수 개의 라인에 의해 형성된 부분-깊이 모트를 나타내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4는 각각의 솔더 볼 패드 둘레에 복수 개의 원에 의해 형성된 부분-깊이 모트를 나타내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

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5는 부분-깊이 모트가 각각의 솔더 볼 패드 둘레에 복수 개의 라인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의 가열 후에 솔더 볼

과 폴리머 지지 칼라를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6은 도 17의 부분-깊이 모트의 단면을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7은 부분-깊이 모트가 복수 개의 원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단면을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8은 전-깊이 모트가 금속 트레이스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솔더 볼 패드 둘레에 있는 전-깊이 모트를 도시한 본 발명

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포토마스크의 일부를 간략하게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20은 전-깊이 생성 크롬 패턴을 나타내는 도 19의 포토마스크의 영역 A의 확대 평면도이다.

도 21은 크롬이 3개의 동심 라인의 형태를 이루는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을 나타내는 도 19의 포토마스크의 영역 B의

확대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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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크롬이 4개의 동심 원형 링의 형태를 이루는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을 나타내는 도 19의 포토마스크의 영역 C

의 확대 평면도이다.

도 23은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을 지닌 포토마스크의 일부를 간단하게 도시한 단면도 및 노출 후 웨이퍼의 일부의 단면

도이다.

도 24는 현상 후의 도 23의 웨이퍼의 일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간단하고 명확한 예시를 위해, 첨부 도면들은 일반적인 방식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으며, 공지의 특징 및 기술의 설명 및 상

세 내용은 본 발명을 불필요하게 모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생략하였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구성 요소들은 반드시 실제

크기로 도시된 것은 아니다.

이하에 설명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신규한 기술에 따른 유리한 용도들 중 단지 몇가지의 예를 든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본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은 여러 가지의 청구된 발명들을 반드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몇몇 설명은 일부

신규한 특징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특징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1개의 다이", "2개의 다이"와 같이 별도의 지

시가 없으면, 일반적인 원칙을 상실하지 않고 단수의 구성 요소들은 복수가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표현될 수 있다. 상세

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서 제1, 제2, 제3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면, 그 용어는 유사한 구성 요소들 간의 구별을 위해 사

용되는 것이지 반드시 순차적이고 시차적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서 상

측, 전방, 측면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반드시 상대적 위치 관계

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치수는 그 근사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컨대 "30미크론"이 "약 30미크론"을 의미한

다.

도 1에는 종래의 집적 회로 혹은 다이(102)와 복수 개의 솔더 볼 패드(106)를 포함하는 종래 기술의 웨이퍼-레벨 CSP

(100)의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에는 솔더 볼 패드(206) 둘레에 모트(204)가 있는 단일의 집적 회로 혹은 다이(202)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

시예에 따라 구성된 웨이퍼-레벨 CSP(200)의 간략한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다이(202)는 대형 반도체 웨이퍼 혹

은 "웨이퍼"(도시 생략)로부터 얻어진 복수 개의 다이들 중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웨이퍼 하나당 200 내지 700개의 다이

가 존재한다. 웨이퍼-레벨 CSP 구조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 전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엘레무스

(Elemus) 등의 명의의 2001년 9월 11일자 발행된 "칩 스케일 패키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FORMING

CHIP SCALE PACKAGE)"이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제6,287,893호에 개시되어 있다. 모트(204)는 웨이퍼-레벨 처리 단

계 중에 웨이퍼 상에 배치된 패시베이션 층의 표면에 형성된 링 형상(위에서 보았을 때)의 비아이다. "웨이퍼-레벨 처리"라

는 표현은 예컨대, 다이가 웨이퍼로부터 절단되기 이전에 모트(204)가 각각의 다이(202)에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호

하게는, 패시베이션 층은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이다. 상기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은 통상적으로 벤조시클

로부텐(BCB)이지만, 본 발명에서는 다른 물질의 포토-이미지어블 필름도 유용하다. 상기 모트(204)는 웨이퍼가 후속하는

웨이퍼-레벨 CSP(200)을 처리하는 단계 중에 솔더 볼 금속의 리플로우 온도(reflow temperature)로 가열될 때 일시적으

로 훨씬 덜 점성이 있게 되거나 혹은 "액화"되는 몇몇 폴리머 칼러 물질을 감금 및 수용하는 데에 사용된다.

도 3은 웨이퍼-레벨 CSP(200)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된 웨이퍼에서의 도 2의 영역 A로 표시된 부분(300)을 간략하게 확

대 도시한 평면도로서, 웨이퍼의 가열 이전에 전-깊이 모트(312)에 의해 에워싸인, 중앙 피처(414)(도 4 참조)에서의 폴리

머 칼라(310)를 지닌 솔더 볼(308)을 나타내고 있다. 양호하게는, 폴리머 칼라 물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도밍구즈

소재의 Ablestik Laboratories에서 제조한 XNF-1502이다. 그 대안으로, 또 다른 물질이 폴리머 칼라(310)를 위해 사용

된다. 솔더 볼 둘레에 폴리머 칼라의 사용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 전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엘레니

우스(Elenius) 등의 명의의 2003년 6월 17일자 발행된 "솔더 범프용 폴리머 칼라(POLYMER COLLAR FOR SOLDER

BUMPS)"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제6,578,755호에 개시되어 있다. 중앙 피처(414)는 280미크론의 직경(313)을 갖는다.

전-깊이 모트(312)는 모터 내에 있는 영역(314)과 모트가 없거나 혹은 그 모트의 외측에 있는 영역(316)을 형성한다. 전-

깊이 모트(312)는 30미크론의 폭(316)을 지닌다. 전-깊이 모트(312)의 내측 가장자리와 중앙 피처(414)의 외측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317)은 75미크론이다. 솔더 볼(308)은 300-350미크론의 직경(416)을 갖는다(도 4 참조).

도 4에는 도 3의 선 4-4를 따라 절취한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웨이퍼는 통상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실리콘 층을 포함하

지만, 본 발명은 또한 다른 반도체 물질을 포함하는 웨이퍼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실리콘 층(402)은 CSP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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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위해 준비된 웨이퍼 반도체 기판과 그것의 모든 층을 나타낸다. 간략화를 위해 웨이퍼의 세부 사항은 도시 생략되어

있다. 실리콘 층(402)은 통상적으로 웨이퍼의 집적 회로의 선택된 알루미늄 본드 패드(도시 생략) 위로 개구가 구비되어

있는, 얇은 패시베이션 층(도시 생략)과 같이 전기를 전도하지 않는 질화규소 혹은 이산화규소, 유전체로 피복되어 있다.

질화규소 혹은 이산화규소의 얇은 패시베이션 층은 통상적으로 CSP 제조 동안 웨이퍼 상에 배치되지 않지만, 그것이 CSP

제조 전에 존재하는 웨이퍼의 일부이다. 도 4에 도시된 다른 모든 층들은 통상 웨이퍼로부터 웨이퍼-레벨 CSP를 제조하

는 동안 웨이퍼 상에 배치된다.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의 제1 폴리머 층(404)은 얇은 패시베이션 층 위로 배치되어 있다. 제1 폴리머 층(404)은 통

상적으로 4-5 미크론의 두께를 갖는다. 금속 층은 제1 폴리머 층(404) 상에 그리고 임의의 노출된 알루미늄 본드 패드 위

로 배치되어 있다. 금속 층은 범프 아래 금속화(under bump metatlization: UBM) 영역, 혹은 솔더 볼 패드(206), 및 재분

배 층(RDL)(406)을 포함한다. RDL은 각각의 솔더 볼 패드(206)와 이 솔더 볼 패드와 동일한 x-y좌표계 내에 위치하지 않

는 임의의 관련된 알루미늄 본드 패드 사이에 전도성 경로를 형성하는 금속 트레이스를 포함한다. 포토-이미지어블 폴리

머 필름의 제2 폴리머 층(412)은 제1 폴리머 층(404)과 금속 층 상에 배치되어 있다. 제2 폴리머 층(412)은 통상 4-5미크

론 두께를 지닌다. 제1 폴리머 층(404)과 제2 폴리머 층(412)은 통상적으로 동일한 물질 양호하게는, 표준 2층 ULTRA

CSP®패키지로서 미국 마이애미주 미드랜드 소재의 Dow Chemical Company에서 제작한 CYCLOTENE~4022-3 5

BCB 패시베이션 폴리머로 구성된다. 그 대안으로, 또 다른 하나의 물질이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층들 양자를 위해 사용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각각의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층을 위해 상이한 물질이 사용된다. 전-깊이 모트(312)는 또한

두께가 4-5미크론인 단일 폴리머 층을 지닌 웨이퍼-레벨 CSP(200) 상에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단일 폴리머 층이 사용될

때, RDL이 불필요하게 된다.

중앙 피처(414)는 완성된 웨이퍼-레벨 CSP의 제1 폴리머 층(404)과 제2 폴리머 층(412) 양자를 완전히 관통하는 비아이

다.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진 포토-이미징 수단을 사용하면, 중앙 피처(414)는 제2 폴리머 층(412)의 증착 이전에 제1 폴

리머 층(404)에서 형성(즉, 개방)되기 때문에 솔더 볼 패드(206)와 동일한 x-y 좌표계에 위치한 임의의 관련된 알루미늄

본드 패드를 노출시킨다. 질화규소 혹은 이산화규소 얇은 패시베이션 층은 설계에서 중앙 피처(414)의 바닥에 노출되며,

여기서 관련된 알루미늄 본드 패드는 솔더 볼 패드(206)와 동일한 x-y 좌표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제1 폴리머 층

(404)은 소정의 온도에서 중합화를 위해 폴리머에 요구되는 시간 동안 오븐 내에서 베이킹함으로써 경화된다. 알루미늄,

니켈 바나듐, 및 구리 층들을 통상 포함하는 금속화 층은 제1 폴리머 층(404)의 선택된 부분 위로, 임의의 선택된 알루미늄

본드 패드 위로, 그리고 중앙 피처(414)의 바닥에 있는 질화규소 혹은 이산화규소 위로 스퍼터링 처리된다. 그 다음, 제2

폴리머 층(412)은 금속을 지닌 제1 폴리머 층(404)의 일부를 포함한 제1 폴리머 층(404) 상에 배치된다. 해당 분야의 종사

자들에게 잘 알려진 포토-이미징 수단을 사용하면, 전-깊이 모트(312)는 제2 폴리머 층(412)을 완전히 통해 웨이퍼 내에

형성되고, 이와 동시에 중앙 피처(414)는 금속 층 혹은 솔더 볼 패드(206) 아래로 재개방(re-opened) 된다. 제1 폴리머 층

(404)은 전-깊이 모트(312)의 바닥에 노출된다. 전-깊이 모트(312)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RDL(406) 위로 중첩되지

않는다.

양호하게는, 전-깊이 모트(312)는 이 모트가 RDL(406) 위로 중첩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다. 도 5에는 웨이퍼의 가열 후

에 폴리머 칼라(310)가 전-깊이 모트(312)에 의해 에워싸인 솔더 볼(308)을 나타내는 상기 부분(300)의 평면도가 간략하

게 확대 도시되어 있다. 솔더 볼(308)이 리플로우(reflow)될 때, 폴리머 칼라(310)의 약간의 액화된 물질은 퍼지게 되지만

양호하게는 단지 전-깊이 모트(312)의 영역(314)으로만 퍼지게 된다. 전-깊이 모트(312)는 액화된 폴리머 칼라 물질을

감금 및 수용하며, 유리하게는 그것이 모트를 넘어 모트 바깥의 영역(316)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 리플로 공정의 후반

단계 동안, 상기 영역(314)으로 흐르는 액화된 폴리머 칼라 물질은 더욱 점성이 높아지고, 경화 혹은 "응고"되며, 잔류물

(502)을 형성한다. 도 5에는 전-깊이 모트(312) 내의 영역(314)의 모트가 폴리머 칼라 물질의 잔류물(502)을 포함하는 것

으로 도시되어 있다. 잔류물(502)은 반투명하다. 이 잔류물(502)은 (비록 가능은 하지만) 전-깊이 모트(312) 내의 영역

(314)을 반드시 완전히 채울 필요가 없고, 또 (비록 가능은 하지만) 폴리머 칼라(310)의 주요 부분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반드시 동일하게 퍼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도 5와 같이 잔류 물질의 몇몇 랜덤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지만 잔류물(502)은

전-깊이 모트(312)에 의해 포함/제어되고, 이에 따라 잔류물의 퍼짐은 모트에 의해 제한된다. 몇몇 예에서, 잔류물(502)은

전-깊이 모트(312)의 바닥면을 완전히 덮을 수 있다.

도 6에는 도 5의 선 6-6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전-깊이 모트(312)는 제2 폴리머 층(412)의 표면을 따라 폴리머 칼라

(310)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번지는 폴리머 칼라 물질의 잔류물(502)을 보유한다. 잔류물(502)의 흐름은 솔더 리플로

우 이전과 리플로 동안에 발생한다. 전-깊이 모트(312)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잔류물(502)은 랜덤 패턴으로 더 길게 유출

하고, 그 결과 외관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 전-깊이 모트(312)의 목적은 잔류물의 흐름을 수용하고 모트 넘어 그것

의 유동을 방지/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웨이퍼-레벨 CSP의 장식적 외관을 향상시킨다. 전-깊이 모트(312)의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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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잔류물(502)은 폴리머 칼라로부터 더 짧은 거리를 유동하며, 잔류물 흐름의 정도는 모든 방향으로 거의 더욱 균일해

지고, 이에 따라 흐름의 외측 가장자리는 더욱 원형에 근사하게 된다. 전-깊이 모트(312)는 중앙 피처(414)를 에워싸며,

그 대안으로 전-깊이 모트는 독립형 피처이다.

도 7은 웨이퍼-레벨 CSP(200)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웨이퍼의 도 2에 도시된 영역 B로 표시된 부분(300)을 간략하게

확대 도시한 평면도로서, 도 7에는 양호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포토-이미징 수단을 사용하여 중앙 피처(414) 둘레에 복수

개의 라인(701, 702, 703)들에 의해 형성된, 부분-깊이 모트(712)의 제1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부분-깊이 모트(712)

는 23미크론의 폭(715)을 지닌다. 부분-깊이 모트(712)의 내측 가장자리와 중앙 피처(414)의 외측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

(717)은 75미크론이다. 본 발명은 3개의 라인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1개 이상의 임의의 개

수의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

도 8은 도 7의 선 8-8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잘 공지된 수단을 사용하면, 중앙 피처(414)

는 제2 폴리머 층(412)과 제1 폴리머 층(404) 양자를 완전히 통해 형성된다. 솔더 볼 패드(206)는 중앙 피처(414)의 바닥

에 노출된다. 부분-깊이 모트(712)는 제2 폴리머 층(412)을 부분적으로 통과하여 웨이퍼 내에 형성된다. 제2 폴리머 층

(412)은 부분-깊이 모트(712)의 바닥에 노출된다. 부분-깊이 모트(712)는 제1 폴리머 층(404)을 관통하지 않는다. 부분-

깊이 모트(712)는 제2 폴리머 층(412)의 두께의 1-99%의 모트 깊이(801)를 지닌다. 그 대안으로, 부분-깊이 모트(712)

는 4-5미크론 두께의 단일 폴리머 층을 지닌 웨이퍼-레벨 CSP(200)에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부분-깊이 모트(712)는 단

일 폴리머 층의 두께의 1-99%의 모트 깊이(801)를 지닌다. 도 8에서, 부분-깊이 모트(712)는 RDL(406)을 중첩한다.

RDL(406)은 부분-깊이 모트(712)를 통해 노출되지 않는다. 유리하게는, 부분-깊이 모트(712)는 RDL(406)을 노출시키지

않고 금속 트레이스 밑으로 교차할 수 있다.

도 9는 웨이퍼-레벨 CSP(200)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웨이퍼의 도 2에 도시된 영역 C로 표시된 부분(300)을 간략하게

확대 도시한 평면도로서, 부분-깊이 모트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부분-깊이 모트(912)는 양호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포토-이미징 수단을 사용하여 중앙 피처(414) 둘레에 복수 개의 원(913)으로 형성된다. 복수 개의 원(913)은 밀하게

채워진 원들의 4개의 열(901-904)이 동심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다. 부분-깊이 모트(912)는 28개 미크론의 폭(915)을

지닌다. 부분-깊이 모트(912)의 내측 가장자리와 중앙 피처(414)의 외측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917)은 75미크론이다. 본

발명은 원들의 동심을 이루는 4개의 열을 사용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복수 개의 원을 사용할 경

우 임의의 수의 열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분-깊이 모트(712, 912)는 중앙 피처(414)를 에워싸고, 그 대안으로 부분-깊이 모

트는 독립형 피처이다.

도 10은 도 9의 선 10-10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잘 공지된 수단을 사용하면, 중앙 피처

(414)는 제2 폴리머 층(412)과 제1 폴리머 층(404) 양자를 완전히 통해 웨이퍼에 형성된다. 솔더 볼 패드(206)는 중앙 피

처(414)의 바닥에 노출된다. 부분-깊이 모트(912)는 제2 폴리머 층(412)을 부분적으로 통과하여 웨이퍼에 형성된다. 제2

폴리머 층(912)은 제1 폴리머 층(404)으로 관통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제2 폴리머 층(412)은 부분-깊이 모트(912)의 바

닥에 노출된다. 부분-깊이 모트(912)의 모트 깊이(801)는 제2 폴리머 층(412)의 두께의 1-99%이다. 그 대안으로, 부분-

깊이 모트(912)는 4-5미크론 두께의 단일 폴리머 층을 지닌 웨이퍼-레벨 CSP(200)에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부분-깊이

모트(912)는 단일 폴리머 층의 두께의 1-99%의 모트 깊이(801)를 지닌다. 부분-깊이 모트(912)는 RDL(406)을 중첩한

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RDL(406)은 부분-깊이 모트(912)를 통해 노출되지 않는다. 유리하게는, 부분-깊이 모트

(912)는 RDL(406)을 노출시키지 않고 금속 트레이스 밑으로 교차할 수 있다.

도 11은 웨이퍼의 가열에 후속한 솔더 볼(308)과 폴리머 칼라(310)를 도시한 종래 기술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폴리머 칼라 물질의 잔류물(502)은 솔더 볼(308)로부터 불규칙한 간격만큼 연장한다. 중앙 피처(414)가

웨이퍼에 형성된 후, 플럭싱 폴리머 물질인 폴리머 칼라(310)가 중앙 피처(414)에 도포된 다음 솔더 볼(308)은 플럭싱 폴

리머 스폿 상으로 배치된다. 웨이퍼는 폴리머 칼라(310)가 연화되고, 유동한 다음 경화되는 경향을 지니게 되는 리플로 및

경화 공정을 통해 후속 처리된다. 도 11에서 알 수 있듯이, 모트(204) 없이 잔류물(502)의 최종 외관은 랜덤하고 제어되지

않는다.

도 12는 웨이퍼의 가열에 후속한 솔더 볼(308)과 폴리머 칼라(310)를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

미경 사진이다. 도 12에는 모트(204)를 지니는 것만 제외하고 도 11의 종래 기술의 웨이퍼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

싱 단계를 종래 기술의 웨이퍼에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도 12에는 모트(204)가 모트 경계 내에서 잔류물

(502)을 감금 및 수용하는 것이 도시되어 있다. 모트(204)는 동심/불균일한 형상으로 되는 동시에, 경화된 플럭싱 폴리머

의 생성을 보조하며, 모트는 폴리머 칼라(310)로부터 잔류물(502)의 랜덤 유동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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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각각의 솔더 볼 패드(206) 둘레에 복수 개의 라인(701, 702, 703)에 의해 형성된 부분-깊이 모트(712)를 나타내

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3에 도시된 웨이퍼 상에는 솔더 볼 혹은 폴리머 칼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도 14는 각각의 솔더 볼 패드(206) 둘레에 복수 개의 원(913)에 의해 형성된 부분-깊이 모트(912)를 나타내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4에 도시된 웨이퍼 상에서 솔더 볼 혹은 폴리머 칼라가 존재하지 않는

다. 도 15 내지 도 17은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도 15는 부분-깊이 모트(712)가 중앙 피처(414) 둘레에 복

수 개의 라인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의 가열 후의 솔더 볼(308)과 폴리머 칼라(310)를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웨이

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부분-깊이 모트의 단면을 도시한 현미경 사진이다. 도 15 및 도 16에 도시된 부분-깊이 모트

(71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 1미크론 폭의 간격에 의해 분리된 3개의 동심의 7미크론 폭의 크롬 라인(701,

702, 703)을 지닌 포토마스크에 의해 생성된다.

비록 3개의 라인에 의해 생성되어 있지만, 도 15 및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의 부분-깊이 모트가 형성된다. 도 15

및 도 16의 부분-깊이 모트(712)는 23미크론의 폭을 지니며, 제2 폴리머 층(412) 전체의 약 60%인 2.1미크론 깊이의 모

트를 지닌다. 도 17은 부분-깊이 모트(912)가 복수 개의 원(913)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단면을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도 17에 도시된 부분-깊이 모트(91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 4열의 밀접하게 채워진

7미크론 직경의 크롬 원들을 지닌 포토마스크에 의해 생성된다. 비록 복수 개의 원에 의해 생성되어 있지만, 도 17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단일의 부분-깊이 모트가 형성된다. 도 17에 도시된 부분-깊이 모트(912)는 28미크론의 폭을 지니며, 제2

폴리머 층(412) 전체의 약 64%인 2.2미크론 깊이의 모트를 지닌다.

도 18은 전-깊이 모트(312)가 금속 트레이스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솔더 볼 패드 둘레(206)에 있는 전-깊이 모트(312)를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부분-깊이 모트(712, 912)들 중 하나는 모터가 금속 트

레이스를 중첩하게 되는 곳에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그 대안으로, 전-깊이 모트(312)가 사용되며, 전-깊이 모트는 금속 트

레이스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 트레이스에서 바람직하게 차단된다. 또 다른 변형례(도시

생략)로서, 특정의 금속 트레이스의 노출이 유해하지 않을 때, 전-깊이 모트(312)는 금속 트레이스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RDL(406)을 노출시킨다.

본 발명은 구조적 및/또는 외관상 목적으로 동심 형상/체적에 도포된 물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류물(502)을

감금하기 위한 모트(204, 312, 712, 912)의 능력은 모트의 체적, 모트의 깊이, 및 중앙 피처(414)로부터의 간격(317, 717,

917)에 따라 결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잔류물(502)의 퍼짐이 모트에 의해 제어될 때, 범프를 갖는 웨이퍼의 자동 광학 검

사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

도 19에는 네가티브 작용 폴리머 필름 층에 피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하나의 다이(202)와 일치하는 포토마스크(1900)

일부의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완전 한 포토마스크(도시 생략) 상에는, 전체 웨이퍼의 다이 레이아웃을 모방하는 복수 개

의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다. 요약하자면, 포토마스크(1900)의 일부는 또한 포토마스크(1900)로서도 언급된다. 포토마

스크(1900)는 자외선(UV) 광 차단 물질, 양호하게는 크롬(1905)이 미리 선택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는 투명 플레이트,

양호하게는 유리 혹은 석영(1903)를 포함한다. 포토마스크(1900)는 폴리머 필름의 미리 선택된 부분을 노출 혹은 그 부분

에 화학적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로 인해 현상 후에 폴리머 필름에 이미지 구현(photo-definable)을 가능하게

해준다. 종래의 포토마스크는 폴리머 필름에 생성하고자 희망하는 피처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 및 크기를 갖는 패턴에

배치된 크롬을 지닌다. 네가티브 작용 폴리머 필름의 경우, 광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은 가교되고 노출된 영역으로부터 현

상 즉, 제거될 수 없다. 포지티브 작용 폴리머 필름의 경우, 광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은 현상 중에 제거된다.

상기 포토마스크(1900)는 제2 폴리머 층(412) 등의 네가티브 작용 폴리머 필름 층에 피처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19에서, 어두운 영역은 크롬(1903)이며, 밝은 영역은 석영(1905)이다. 포토마스크(1900)의 상기 부분은 1개의 다이(202)

의 각 중앙 피처 둘레에 49개의 중앙 피처(414)와 모트(204)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폴리머 필름이 이미지화 될 때, 중

앙 피처(414) 및 전-깊이 모트(312) 등의 피처는 전체 필름 두께 혹은 층을 통해 얻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포토마스크

(1900)는 전-깊이 피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지만, 포토마스크는 또한 일련의 포토-이미징 단계 동안 부분-깊이 피처를

또한 바람직하게 만든다.

모든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은 몇몇 최소 크기 혹은 구조적 피처 혹은 피처를 상기 층을 통해

완전히 개방시키기는 것을 해상 가능한 임계 치수를 지닌다. 양호한 실시예에 설명된 예에서, 만곡된 선형의 구조적 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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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선형의 구조적 피처를 위한 임계 치수는 10미크론이며, 원형의 구조적 피처의 경우는 30미크론이다. 폴리머

층이 x-y-z 좌표계에서의 x-y 평면 내에 있다고 하면, 피처의 깊이는 z축 방향이다. 폴리머 층을 완전히 관통하는 피처를

만들고자 할 때, 피처의 크기 즉, x-y 평면에서 피처의 작은 쪽 치수는 상기 임계 치수보다 반드시 더 커야 한다. 임계 치수

보다 더 작은 피처 크기를 지닌 피처는 폴리머 층을 완전히 관통하지 않는다.

임계 치수는 폴리머 층을 구성하는 물질의 타입과, 폴리머 층의 두께와, 사용된 노출 툴(exposure tool)과, 노출 에너지,

노출 시간, 및 초점 깊이 등의 여러 노출 프로세스 파라미터와, 그리고 현상액, 온도, 및 시간 등의 현상 프로세스 파라미터

를 비롯한 많은 인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폴리머 필름에 구조적 피처를 생성하기 위한 종래의 노출/

현상 기술을 이용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임계 치수보도 더 작은 폴리머 필름에 전-깊이 피처를 만들 수 없는 종래의

노출/현상 툴의 제한과 관련한 장점을 취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구조적 피처는 모트(204), 제2 폴리머 층의 폴리머 필름을 통해 완전히 관통하는 전-깊이 모트(312), 또

는 제2 폴리머 층의 폴리머 필름을 부분-깊이로 관통하는 부분-깊이 모트(712, 912)의 형상을 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

법은 전-깊이 피처가 전체 필름 두께에 걸쳐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수행된 동일한 프로세스/단계/시퀀스를 이용하여 부분

-깊이 피처의 생성을 유리하게 허용한다.

포토마스크(1900) 상의 크롬 패턴은 2개 이상의 크롬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크롬 영역 각각은 포토마스크의 x-y평면에

서 2개의 치수를 지닌다. 이 2개의 치수 중 작은 쪽이 작은 쪽 치수에 해당한다. 폴리머 층을 통해 피처가 단지 부분적으로

관통하기를 희망할 때, 본 발명에 따른 포토마스크는 임계 치수보다 더 작은 치수를 각각 지닌 복수 개의 크롬 영역을 이용

하며, 종래의 노출/현상 툴과 방법들이 전-깊이 피처가 형성되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폴리머 층을 통해 피

처가 완전히 관통하기를 희망할 때, 크롬 영역의 더 작은 쪽 치수는 임계 치수보다 더 커야 한다.

양호하게는, 포토마스크(1900)는 단일의 포토마스크 상에 상이한 작은 쪽 치수를 각각 지닌 복수 개의 크롬 패턴을 구비한

다. 이는 부분-깊이 피처의 복합 타입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통 비아 등의 전-깊이 피처를 지닌 현상된 폴리머 필름의 생성

을 허용해준다. 바람직하게는, 모든 피처는 일련의 포토-이미징 단계에서 생성된다. 예컨대, 포토마스크(1900)에는 단일

다이(202)와 일치하는 포토마스크의 소정 영역 내에 영역(A), 영역(B), 및 영역(C)으로 표시된 3개의 영역이 도시되어 있

다. 영역(A)은 전-깊이 피처를 형성하는 반면에, 영역(B) 및 영역(C) 각각은 상이한 방식으로 부분-깊이 피처를 형성한다.

간략하게 도시하기 위해, 영역(A), 영역(B), 영역(C)은 단일 다이(202)와 대응하는 포토마스크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도

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영역은 2개 이상의 웨이퍼 다이와 일치하는 위치에서 포토마스크 상에 있게 된다.

도 20은 전-깊이 생성 크롬 패턴을 나타내는 도 19의 영역(A)에 의해 표시된 포토마스크(1900)의 일부(2000)를 확대 도

시한 도면이다. 도 20에서, 어두운 영역은 크롬이며, 밝은 영역은 투명한 석영이다. 상기 전-깊이 생성 크롬 패턴은 포토마

스크(1900) 상에 배치된 중앙 크롬 원(2002)과 이 중앙 크롬 원 둘레의 크롬 링(2004)을 포함한다. 중앙 크롬 원(2002)은

280미크론의 직경(2006)을 지니며, 이는 또한 중안 크롬 원의 작은 쪽 치수이다. 포토마스크(1900) 상의 중앙 크롬 원

(2002)은 제2 폴리머 층(412)의 중앙 피처(414)를 생성한다. 크롬 링(2006)은 30미크론의 폭(2008)과 375미크론의 직경

(2010)을 지닌다. 크롬 링(2004)의 작은 쪽 치수는 30미크론이다. 크롬 링(2004)은 제2 폴리머 층(412)에 전-깊이 모트

(312)를 생성한다. 크롬 링(2004)의 폭(2008)은 프로세스의 최소 폭 개방 능력 혹은 임계 치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30미

크론 폭의 크롬 링은 제2 폴리머 층(412)에 30미크론의 폭(315)을 지닌 전-깊이 모트(312)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발명

에 따른 포토마스크(1900)의 영역(A)은 전-깊이 피처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21은 포토마스크의 석영 상에 배치된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104)을 나타내는 도 19의 영역(B)에 의해 표시된 포

토마스크(1900)의 일부(2000)를 확대 도시한 도면이다.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104)은 7미크론의 폭(2105)을 각각

지닌 3개의 동심 크롬 라인(2101-2103)을 포함한다. 3개의 동심 크롬 라인(2101-2103)들은 1미크론 간격을 지닌다. 도

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3개의 동심 크롬 라인(2101-2103)들 사이의 공간이 과장되어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104)은 23미크론의 폭(2106)을 지닌다.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104)의 직경(2107)

은 375미크론이며, 이 치수는 솔더 볼(308)의 직경과 솔더 볼 피치에 따라 결정된다. 3개의 동심 크롬 라인(2101-2103)

의 작은 쪽 치수[폭(2105)]는 7미크론이다. 3개의 동심 크롬 라인(2101-2103) 각각의 작은 쪽 치수는 임계 치수 미만이

다. 포토마스크(1900) 상의 3개의 동심 크롬 라인(2101-2103)들은 함께 제2 폴리머 층(412)에서 23미크론의 폭(715)을

지닌 단일 부분-깊이 모트(712)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포토마스크(1900)의 영역(B)은 본 발명에 따른 하나 혹은 그 이

상의 부분-깊이 피처를 형성하도록 사용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깊이 피처를 형성하도록 또한 사

용된다.

도 22는 포토마스크의 석영 상에 배치된 중앙 크롬 원(2002)과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205)을 나타내는, 도 19의 영

역(C)에 의해 표시된 포토마스크(1900)의 일부(2200)를 확대 도시한 도면이다. 포토마스크(1900) 상의 중앙 크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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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복수 개의 소형 크롬 원(2206)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데, 그러한 소형 크롬 원(2206)들은 4개의 동심의 링

(2201-2204)을 형성한다.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205)은 소형 크롬 원(2206)의 4개의 동심 링(2201-2204)을 포함

한다. 각각의 소형 크롬 원(2206)은 7미크론의 직경을 지닌다. 포토마스크(1900) 상의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205)

은 28미크론의 폭(2207)을 지닌다. 포토마스크(1900) 상의 소형 크롬 원(2206) 각각의 직경은 임계 치수 미만이다. 포토

마스크(1900) 상의 복수 개의 소형 크롬 원(2206)들은 함께 제2 폴리머 층(412)에서 폭(915)을 지닌 단일 부분-깊이 모

트(912)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포토마스크(1900)의 영역(C)은 본 발명에 따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분-깊이 피처를

형성하도록 사용되는 반면에, 이와 동시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깊이 피처를 형성하도록 또한 사용된다.

도 23은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104)을 지닌 포토마스크(1900)의 일부와, 웨이퍼의 일부를 간략하게 도시한 단면도

이다. 웨이퍼의 일부는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2301)으로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2 폴리머 층(412)의 일부만

포함한다.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2301)은 자외선(UV) 광에 노출된 이후지만 현상 이전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포

토마스크(1900)와 폴리머 필름(2301) 사이의 통상적인 간격(2302)은 35미크론이다. 제1 폴리머 층(404)(도 23에는 도시

생략)은 경화되고 따라서 자외선 광 노출에 의해 변질될 수 없다. 다른 한편, 제2 폴리머 층(412)은 아직 경화되지 않았고,

자외선 광으로 개질될 수 있다. 자외선 광의 소스(도시 생략)는 반사형 거울(2303)이다. 사용된 특정의 얼라이너 툴

(aligner tool)에 있어서, 거울(2303)은 포토마스크로부터 3-5피터의 간격을 지닌다. UV 광은 화살표(2311-2319)에 의

해 표시된 바와 같이 거울(2303)로부터 포토마스크(1900)를 향한다. 도 23에 도시된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2104)의

개개의 크롬 라인(2101-2103)의 작은 쪽 치수는 임계 치수 미만, 즉 노출 프로세스에 의해 해상 가능한 최소 치수 미만이

다.

포토마스크(1900) 상에 크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외선 광은 화살표(2311, 2313, 2314, 2316, 2317, 2319)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포토마스크를 통과하여 그 자외선 광에 제2 폴리머 층(412)이 노출된다. 폴리머 필름은 네가티브-작용

폴리머 필름이며, 도 23에 실선의 빗금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외선 광에 노출된 제2의 폴리머 층(412)의 부분들은

가교된다. 크롬에 의해 생성된 자외선 광 그림자에 의해 보호되는 폴리머 층(412)의 표면(2320)의 정확한 면적은 상기 크

롬의 면적보다 작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외선 광의 일부는 크롬(2101-2103)을 가장자리를 언더컷(undercut)하기 때문,

즉 그 크롬의 가장자리 아래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소정량의 자외선 광은 크롬(2101-2103)의 가장자리에 인접하게 통과

하며, 제2 폴리머 층(412) 내에서의 반사로 인해 크롬 아래를 포함한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다. 예컨대, 화살표(2313,

2317)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소량의 자외선 광은 제2 폴리머 층(412)을 통과하고, 제1 폴리머 층(404)에서 반사되어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약간의 각도로 되돌아 온다. 비록 도 23에는 도시 생략되었지만, 반사된 자외선 광의 대부분은

제1 및 제2 폴리머 층 모두를 통과하여 화살표(2313, 2317)로 표시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리콘 층(402)과 RDL(406)

에서 반사된다. 포토마스크(1900) 상에 크롬이 존재할 경우, 자외선 광은 화살표(2312, 2315, 2318)로 표시된 바와 같이

차단된다. 반사된 자외선 광에는 크롬(2101-2103) 아래에 있지만 크롬의 가장자리에 근접한 제2 폴리머 층(412)의 영역

이 노출된다. 노출되지 않아 가교되지 않은 제2 폴리머 층(412)의 부분(2321-2323)은 빗금친 점선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

다. 반사된 자외선 광에는 또한 노출되지 않은 부분(2321-2323)의 완전한 아래에 있는 제2 폴리머 층(412)의 부분

(2331-2333)이 노출된다.

도 24에는 포토마스크(1900) 상의 7미크론의 크롬 패턴들 사이의 1미크론의 간격을 통과하는 자외선 광에 의해 노출되지

않은 제2 폴리머 층(412)의 모든 부분을 제거하는 현상용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웨이퍼를 처리한 후의 도 23에 도시된 웨

이퍼의 일부가 도시되어 있다. 도 23에 빗금친 점선 부분으로 표시된 제2 폴리머 층(412)의 부분(2321-2323)이 도 24에

서는 제거되어 있다.

도 24에서, 포토마스크(1900) 상의 크롬(2101-2103) 아래에 있는 제2 폴리머(412)의 부분(2321-2323)은 현상 중에 제

거된다.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층은 폴리머 필름 층의 부분(2321-2323), 즉 포토마스크(1900)에 가장 가까운 표면

(2320)에 근접하는 폴리머 물질에서는 가교되지 않으며, 그 결과 상기 부분은 현상 중에 제거된다. 노출 프로세스 동안 가

교되지 않은 부분(2321-2323)의 필름 두께의 크기는 (a) 피처를 위해 사용된 임계 치수, (b) 노출 에너지, (c) 노출 툴의

초점 깊이, (d) 노출된 폴리머 타입, 및 (e)사용된 노출 툴과 관계가 있다.

현상 프로세스는 또한 제거될 필름 두께의 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상 프로세스는 (a) 사용된 현상액, (b) 현상 프로세

스의 온도, (c) 행해진 과잉 현상(overdevelope)의 정도에 의해 제어된다. 현상 프로세스는 또한 자외선 광에 의해 노출되

었던, 표면(2320) 근처에서 제2 폴리머 층(412)의 약간의 얇은 상측 부분(2410, 2411)을 제거한다. 비록 제2 폴리머 층

(412)의 부분(2410, 2411)이 자외선 광에 의해 노출되고 가교되며, 그리고 현상용 화학 물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

았더라도, 그 결과로 생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융기된 물질은 제2 폴리머 층을 위한 구조적으로 완전한 최소 물질 폭

미만으로 알맞게 된다. 상기 구조적으로 완전한 최소 물질 폭(2413)은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면서 1-6미크론 사이인 것으

로 결정되었다. 현상 프로세스 중에, 제2 폴리머 층(412)의 얇은 상측 부분(2410, 2411)은 제거되고, 포토마스크(1900)의

크롬(2101-2104) 사이에 1미크론 간격 미만의 더 두꺼운 하측 부분(2420-2421)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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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패턴들의 치수가 노출 프로세스가 해상(resolving)할 수 있는 최소 치수 미만이 되도록 미리 선택되고, 또 크롬 사이

의 간격이 제2 폴리머 층(412)을 위한 최소 구조적으로 완전한 라인 폭보다 더 좁게 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노출/현상 프

로세스는 부분-깊이 피처(2401)가 제2 폴리머 층(412)에서 약간의 깊이 변화를 갖도록 한다. 이 깊이는 더 작은 깊이

(2415)에서 더 큰 깊이(2416)로 변한다. 부분-깊이 피처(2401)의 폭(2417)은 대략 모든 크롬(2101-2103)의 누적 폭과

조합된 크롬 사이의 간격과 일치한다. 사용된 노출 툴의 타입, 제2 폴리머 층(412)의 두께, 제2 폴리머 층 물질 타입, 및 노

출/현상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의해 부분-깊이 피처(2401)는 포토마스크(1900)보다 더 먼 바닥에서 더 작은 폭(2418)을

지닌다. 부분-깊이 피처(2401)는 각이진 측벽(2419, 2420)을 지니며, 따라서 부분-깊이 피처의 폭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

수록 감소한다. 그 차이 혹은 편의(bias)는 사용된 노출 툴의 타입, 제2 폴리머 층(412)의 두께, 폴리머 물질의 타입, 및 사

용된 노출/현상 프로세스의 파라미터에 의해 정해진다. 또 다른 포토리소그래피 툴, 물질, 두께 혹은 다른 파라미터의 사용

은 직경(2417)과 작은 쪽 직경(2418) 사이의 차이를 변경한다.

도 7, 도 9 및 도 12 내지 도 17에는 임계 치수 미만의 밀접하게 이격된 크롬 패턴을 사용하여 생성된 부분-깊이 모트의 예

들이 도시되어 있다. 부분-깊이 모트의 폭은 임계 치수보다 더 크다. 전-깊이 모트는 동일한 포토마스크(1900)를 사용하

여 임계 치수보다 더 큰 작은 쪽 치수를 지닌 크롬 세그먼트를 미리 선택함으로써 생성된다.

폴리머 층(404, 412)에서 다양한 깊이 및 폭을 지닌 부분-깊이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 작은 쪽 치수가 임계 치수 미만인 동

시에, 라인과 원 대신 다른 크롬의 밀접하게 이격된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처의

전체 깊이/폭은 (a) 개개의 크롬 세그먼트의 형상과 크기, (b) 각각의 크롬 세그먼트들 사이의 간격 혹은 피치뿐만 아니라

노출/현상 프로세서와 관련하여 전술한 항목들과 관계가 있다. 상기 개개의 밀접하게 이격된 크롬 세그먼트들은 노출 및

현상 프로세스 중에 누적 효과를 지니며, 이에 따라 포토마스크(1900) 상에 사용된 개개의 크롬 세그먼트의 폭과 그들 사

이의 간격의 폭의 합에 근사한 폭을 갖는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를 지닌 피처를 생성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함으

로써, 다양한 폭의 전-깊이 및 부분-깊이 모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폭은 단지 특정의 디자인 예컨대, 상기 모트

가 함께 사용될 솔더 볼 패드들 사이의 피치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전-깊이 피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종래 기술의 포토

마스크 상의 크롬은 전-깊이 피처의 크기와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 및 형상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본 발명에

따라 부분-깊이 피처(712, 912)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포토마스크(1900) 상의 크롬은 부분-깊이 피처의 크기 및 형상과

상이한 크기 및 형상을 지니는데, 그 이유는 크롬 사이의 간격이 또한 부분-깊이 피처의 크기 및 형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상기 폴리머 필름은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포토마스크(1900)의 크롬 패턴 형상의 흔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약간 있

는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된 피처를 구비하며; 그 대안으로 폴리머 필름은 크롬 패턴의 형상이 용이하게 보이는 피처를 지닌

다. 부분-깊이 피처는 모트 형상으로 되어 있는 대신 시각적으로 판독 가능한 정보를 비롯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형상

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다이(202)에는 제조번호 형태의 크롬 패턴을 지닌 포토마스크(1900)를 사용함으로써 부분-깊이

피처를 사용하여 제조번호가 표시 혹은 새겨진다.

제2 폴리머 층(412) 표면의 광학적 특성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제2 폴리머 층

(412) 표면의 반사율은 폴리머 필름에 다수의 부분-깊이 피처를 형성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웨이퍼-레벨 CSP

200의 표면으로부터의 반사가 로보틱 비젼(robotic vis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10미크

론 간격으로 이격된 3-5 미크론의 폭을 지닌 크롬 라인을 구비한 포토마스크(1900)를 이용하여 폴리머 필름에 다수의 부

분-깊이 피처를 형성하는 것은 폴리머 필름의 반사율을 줄이고 로보틱 비젼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정한 형상, 맞춤(fit), 혹은 사이징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이(202)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제2 폴리머 층

(412)의 두께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 제2 폴리머 층(412)의 두께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면 감소시

킬 수 있다. 첫째, 전체 다이(202)는 제2 폴리머 층(412)으로 피복된다. 그 다음, 제2 폴리머 층(412)은 다이(202) 상의 박

막화(thining)를 필요로 하는 폴리머 층의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 상에 부분-깊이 패턴을 지닌 포토마스크(1900)를 사용하

여 포토-이미징 프로세스를 받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노출 및 현상 프로세스 이후, 목표로 한 제2 폴리머 층(412)의 부분

에서의 폴리머 물질의 두께는 주변의 폴리머 물질의 두께보다 작게 된다. 그 대안으로, 그러한 식으로 다이(202) 상의 제2

폴리머 층(412) 전체를 박막화할 수 있다. 어느 한 경우에, 포토마스크(1900)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은 거의 임의의 형

상을 취할 수 있다. 포토-이미지어블 코팅 프로세스가 주어진 물질을 대해 달성할 수 있는 두께보다 작은 두께로 포토-이

미지어블 층의 박막화가 요구될 때, 초기에 폴리머를 적게 배치하는 것보다 본 발명에 따라 폴리머 층(214)을 박막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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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설명은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한정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진정한 정신 및 범주로부터 벗어나

지 않고 해당 분야의 종자자들에 의해 전술한 실시예에 대한 여러 변경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종래 기술의 웨이퍼-레벨 CSP

102 : 종래 기술의 다이

106 : 종래 기술의 솔더 볼 패드

200 : 웨이퍼-레벨 CSP

202 : 다이

204 : 모트

206 : 솔더 볼 패드

300 : 웨이퍼 부분

308 : 솔더 볼

310 : 폴리머 칼라

312 : 전-깊이 모트

313 : 중앙 피처의 직경

314 : 모트 내의 영역

315 : 전-깊이 모트의 폭

316 : 모트가 없는 영역

317 : 간격

402 : 실리콘

404 : 제1 폴리머 층

406 : 재분배 층(RDL)

412 : 제2 폴리머 층

414 : 중앙 피처

416 : 솔더 볼의 직경

502 : 잔류물

701-703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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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부분-깊이 모트

715 : 부분-깊이 모트의 폭

717 : 간격

801 : 모트 깊이

901-904 : 열

912 : 부분-깊이 모트

913 : 복수 개의 원

915 : 부분-깊이 모트의 폭

917 : 간격

1900 : 포토마스크

1903 : 석영

1905 : 크롬

2000 : 포토마스크 부분

2002 : 중앙 크롬 원

2004 : 크롬 링

2006 : 중앙 크롬원의 직경

2008 : 크롬 링의 폭

2010 : 크롬 링의 직경

2100 : 포토마스크 부분

2101-2103 : 동심 크롬 라인

2104 :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

2105 : 각각의 동심 크롬 라인 폭

2106 : 부분-깊이 생성 패턴의 폭

2107 : 부분-깊이 생성 패턴의 직경

2200 : 포토마스크 부분

2201-2204 : 원의 링

2205 :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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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소형 크롬 원

2207 : 부분-깊이 생성 크롬 패턴의 폭

2300 : 단면도

2301 : 폴리머 필름

2302 : 간격

2303 : 거울

2311-2319 : 자외선 광을 나타내는 화살표

2320 : 제2 폴리머 층의 표면

2321-2323 : 자외선 광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

2331-2333 : 자외선 광에 노출된 부분

2400 : 단면도

2401 : 부분-깊이 피처

2410-2411 : 제2 폴리머 층의 상측 부분

2413 : 구조적으로 물질의 최소 물질 폭

2415 : 부분-깊이 피처의 작은 깊이

2416 : 부분-깊이 피처의 큰 깊이

2417 : 부분-깊이 피처의 폭

2418 : 부분-깊이 피처의 작은 폭

2419-2420 : 부분-깊이 피처의 각이진 측벽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두께를 갖는 폴리머 필름을 완전히 통과하는 피처(feature)를 형성하도록 최소 해상 가능한(resolvable) 크기를 해상

할 수 있는 노출 툴을 사용하는 일련의 포토-이미징 단계 동안에, 반도체 웨이퍼 상의 폴리머 필름에 그 폴리머 필름의 두

께보다 실질적으로 작은 깊이의 부분-깊이 피처(partial-depth feature)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동시에

반도체 웨이퍼 상의 폴리머 필름에 그 폴리머 필름의 두께와 대략 동일한 깊이의 전-깊이 피처(full-depth feature)를 형

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로서:

투명한 플레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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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투명한 플레이트 상에 배치된 자외선 광 차단 물질의 영역을 각각 포함하며, 각 영역은 상기 최소 해상 가능한 크기

이상인 작은 쪽 치수와 큰 쪽 치수를 갖는 것인 하나 이상의 전-깊이 생성 패턴과;

상기 투명한 플레이트 상에 배치된 자외선 광 차단 물질의 복수 개의 영역을 포함하며, 이 복수 개의 영역의 각 영역은 상

기 최소 해상 가능한 크기보다 작은 쪽 치수와 큰 쪽 치수를 갖는 동시에 상기 최소 해상 가능한 크기보다 작은 간격만큼

서로 이격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

을 포함하는 것인 포토마스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깊이 생성 패턴은 상기 폴리머 필름에 단지 하나의 부분-깊이 피처를 생성하는 것인 포토마스

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각각의 전-깊이 생성 패턴은 폴리머 필름에 전-깊이 피처를 생성하는 것인 포토마스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필름에 생성된 부분-깊이 피처는 제1 폭을 지니며, 상기 폴리머 필름에 생성된 전-깊이 피처

는 제2 폭을 지니며, 이 제2 폭은 상기 제1 폭 이하인 것인 포토마스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한 플레이트의 재료는 유리 및 석영 중 하나인 것인 포토마스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광 차단 물질은 크롬인 것인 포토마스크.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영역들의 각각의 영역은 크롬 원인 것인 포토마스크.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영역들의 각각의 영역은 크롬 라인인 것인 포토마스크.

청구항 9.

임계 치수를 지닌 노출 툴을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상의 폴리머 층에 부분-깊이 피처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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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계 치수 미만의 작은 쪽 치수를 지니면서 임계 치수 미만의 간격으로 각각 이격되어 있는 자외선 광 차단 물질로 된

복수 개의 영역을 포함하는 부분-깊이 생성 패턴을 포토마스크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포토마스크 상의 전-깊이 생성 이미지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킬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c) 포토마스크 상의 전-깊이 생성 이미지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을 현상(developing)할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부분-깊이 피처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광 차단 물질은 크롬인 것인 부분-깊이 피처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영역들의 각각의 영역은 크롬 원인 것인 부분-깊이 피처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영역들의 각각의 영역은 크롬 라인인 것인 부분-깊이 피처 형성 방법.

청구항 13.

폴리머 필름의 표면의 광학 특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a) 표면이 제1 광학 특성을 갖는 폴리머 필름의 층을 반도체 웨이퍼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c) 상기 폴리머 필름의 표면이 제2 광학적 특성을 지니도록 노출된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광학 특성 변경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특성은 반사율인 것인 광학 특성 변경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율을 감소시키는 것인 광학 특성 변경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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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깊이 생성 패턴은 포토마스크 상에 배치된 크롬을 포함하는 것인 광학 특성 변경 방법.

청구항 17.

폴리머 필름의 표면 상에 마킹(marking)을 새기는 방법으로,

(a) 표면에 식별 가능한 마킹을 갖는 폴리머 필름의 층을 반도체 웨이퍼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하나 이상의 미리 선택된 형상을 지닌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c) 상기 하나 이상의 미리 선택된 형상이 상기 폴리머 필름의 표면 상에서 식별될 수 있도록 노출된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마킹을 새기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은 문자 숫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마킹을 새기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깊이 생성 패턴은 포토마스크 상에 배치된 크롬을 포함하는 것인 마킹을 새기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크롬은 상기 미리 선택된 형상으로 포토마스크 상에 배치되는 것인 마킹을 새기는 방법.

청구항 21.

반도체 웨이퍼 상에 배치된 폴리머 필름 층을 박막화하는 방법으로서:

(a) 제1 두께를 지닌 폴리머 필름 층을 반도체 웨이퍼 상에 제공하는 단계와;

(b) 포토마스크의 적어도 일부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폴리머 필름의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단계와;

(c)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제1 두께보다 작은 제2 두께를 갖도록 상기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폴리머 필름 층의 박막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깊이 생성 패턴은 포토마스크 상에 배치된 크롬을 포함하는 것인 폴리머 필름 층의 박막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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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포토마스크 상의 부분-깊이 생성 패턴에 전체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것인 폴리머 필

름 층의 박막화 방법.

청구항 24.

구조적으로 완전한 최소 물질 폭을 갖는 네가티브 작용 포토-이미지어블 폴리머 필름의 층에, 사용된 포토리소그래피 툴

의 임계 치수보다 더 큰 작은 쪽 치수를 가지면서 상기 폴리머 필림 층을 단지 부분적으로 관통하는 피처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a) 임계 치수 미만의 작은 쪽 치수를 지니면서 임계 치수 미만의 간격으로 각각 이격되어 있는, 복수 개의 크롬 영역을 포

토마스크 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b) 자외선 광을 크롬의 영역에 의해 차단시켜, 포토마스크를 통과해 빛나는 자외선 광에 폴리머 필름을 노출시키는 단계

와;

(c) 자외선 광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머 필름의 부분과, 구조적으로 완전한 최소 물질 폭보다 더 좁은 폭을 지니는 자외선

광에 노출된 폴리머 필름의 부분이 제거되도록 폴리머 필름을 현상하여 피처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포토마스크 사용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필름 층은 소정의 두께를 지니며, 상기 피처는 상기 두께의 1-99%의 깊이를 관통하는 것인

포토마스크 사용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필름의 층은 칩 스케일 패키지의 패시베이션 층인 것인 포토마스크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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