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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열적/기계적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강한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및 그 형성방법

요약

빔 리드 본딩시 가해지는 열적/기계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본드패드 메탈층 하부의 절연막이 손상을 받는 문제를 억

제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및 그 형성방법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제1 메탈층과 제2 메탈

층이 직접 접착된 형태의 본드패드 메탈층과 그 하부에 위치하는 절연막 사이에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을 추가로 형

성하여,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열적/기계적 스트레스(thermo-Mechanical stress)를 흡수케하고, 수직방향의 인장력

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시키며, 본드패드 메탈층과 절연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접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반도체 소

자의 본드패드 및 그 형성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3f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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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의 본드 패드에 빔 리드 본딩(beam lead bonding)이 수행된 것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빔 리드 본딩이 완료된 본드패드에 본드 풀 검사(BPT: Bond Pull Test)를 수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메탈 오픈

(metal open) 결함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3a 내지 도 3f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구조 및 그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

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본드패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이 탑재된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5은 본 발명에 의한 본드패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이 탑재된 반도체 패키지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

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반도체 기판, 102: 제1 절연막,

104: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 106: 제2 절연막,

108: 제1 메탈층, 110: 금속층간 절연막(IMD),

112: 제2 메탈층, 114: 패시베이션층,

200: 반도체 칩, 202: 빔 리드(beam lead)

204: 봉합제, 206: 엘라스토머(Elastomer)

208: 폴리이미드 테입, 210: 솔더볼(solder ball).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이다.

본드 패드(bond pad)란, 반도체 칩 내부에 집적된 상태로 형성된 회로패턴들을 반도체 칩 외부로 연결하는 단자를 말

한다. 따라서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는 상기 본드패드를 금선(gold wire)을 이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연결단자

역할을 수행하는 리드(lead)나 솔더볼(solder ball)과 연결시키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공정을 하게된다. 그 후

상기 외부연결단자는 반도체 패키지가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Print Circuit Board)에 실장(mounting)된다.

대부분의 와이어 본딩 방식은, 1차 본드로 반도체 칩의 본드패드에 볼 본드(ball bond)를 형성하고, 2차 본드로 리드

프레임의 내부리드(inner lead)나, 인쇄회로 패턴이 형성된 기판에 2차 본드인 스티치 본드(stitch bond)를 형성한다.

그러나, 반도체 패키지의 크기가 소형화된 특정한 형태의 칩 크기 패키지(CSP: Chip Scale Package)에서는 빔 리드 

본딩(beam lead bonding)이라는 특이한 와이어 본딩 방법을 사용한다. 빔 리드 본딩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패

키지로서 Tessera사의 마이크로 볼 그리드 어레이(μBall Gird Array, 이하 'μBGA'라 칭함) 패키지가 있다.

상기 빔 리드 본딩은, 구리 표면에 금은 도금한 빔 리드를 본딩 툴(bonding tool)을 이용하여 본드 패드에 눌러 붙이

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열압착 방식이 채택된다. 그러나 상기 빔 리드 본딩은, 일반적인 와이어 본딩보다 본드 패드

에 가해지는 기계적 힘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본드 패드 내부에 많은 기계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

다.

도 1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에 빔 리드 본딩이 수행된 것을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2는 상기 빔 리드 본

딩이 완료된 본드패드에 본드 풀 검사(BPT: Bond Pull Test)를 수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메탈 오픈(metal open) 결

함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2)에 형성된 본드패드(20)의 하부구조는, 반도체 기판(2) 위에 메모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구조(4)를 먼저 형성하고, 상기 하부구조(4) 위에 절연막(6)을 형성하고, 상기 절연막(6) 위에 메탈층(8

)을 형성하여 완성된다. 그리고 상기 메탈층(8) 위에는 금선(gold wire)을 이용한 와이어 본딩, 즉 빔 리드 본딩이 수

행된다. 상기 빔 리드 본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시간 동안의 온도적응 검사(temperature cycling test)

을 수행하고, 본드 풀 검사(BPT)를 수행하게 된다.

상기 온도적응 검사는, 반도체 소자를 밀폐된 챔버에 집어넣고 온도를 최대 -65∼150℃의 조건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반도체 소자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전기적 이상 유무를 제품의 출하 이전에 검사하는 신뢰성

검사(reliability test)이다.

상기 본드 풀 검사(BPT)는, 빔 리드(20)와, 본드 패드(20) 표면의 접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빔 리드(20)를 일정한 

힘으로 위로 끌어당김으로써, 빔 리드가 떨어지는 힘(Force)의 정도를 확인하고, 빔 리드(20)가 떨어지는 부분를 확

인하여 빔 리드 본딩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는 신뢰성 검사이다.

도면에서 A 혹은 B지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빔 리드가 정상적으로 와이어 본딩이 된 것을 의미하고, C지점과 같이

빔 리드(30)와 본드패드(20)의 접합면이 떨어지거나, D지점과 같이 본드 패드(20)의 하부에 있는 메탈층(8)이 함께 

떨어지는 메탈 오픈(metal open) 현상은, 빔 리드 본딩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C지점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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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은 열압착 방식으로 빔 리드(30)를 본드 패드(20) 표면에 눌러 붙일 때 접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 원

인일 수 있고, D 지점이 떨어지는 것은, 본드 패드(20)의 하부구조가 취약하거나, 빔 리드 본딩시에 기계적인 스트레

스가 본드 패드(20) 하부에 가해져서, 절연막(6)과 메탈층(8) 사이에 박리(delamination)가 일어나거나, 절연막(6)이 

깨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좌측은 반도체 소자(10)의 본드 패드(20)에 빔 리드(30)가 본딩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우측은 본

드 풀 검사(BPT)시에 메탈 오픈 결함이 발생하여 메탈층(8)이 빔 리드(30)와 함께 떨어져 나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메탈 오픈 결함은, μBGA 패키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취약점의 하나로서, 반도체 소자의 연결 상태를 불연속

적으로 만듦으로써, 반도체 소자의 동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연막(6)과 메탈층(8)이 적층된 구조의 본드 패드(20)는 본드 풀 검사(BPT)시에 빔 리드(30)가 떨

어지는 힘의 강도가 약하거나, 메탈 오픈(metal open)과 같은 신뢰성 결함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빔 리드 본딩을 수행하는 반도체 패키지에서 와이어 본딩과 관련한 신뢰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본드패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이 장착된 반도체 패키지 및 반도

체 패키지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하부구조와, 상기 하

부구조 위에 형성된 제1 절연막과,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되고 와이어 본딩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는 플레이트 폴리

실리콘층(plate polysilicon film)과,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본드패드 영

역의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제2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플레이트 폴리실리

콘층 위에 형성된 제1 메탈층과, 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1 메

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금속층간 절연막과,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제1 메탈층 위에 형성된 제2 메

탈층과,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2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

된 패시베이션층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를 제공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하부구조와, 상기

하부구조 위에 형성된 제1 절연막과,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되고 와이어 본딩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는 플레이트 폴

리실리콘층(plate polysilicon film)과,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본드패드 

영역의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제2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플레이트 폴리실

리콘층 위에 형성된 제1 메탈층과, 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1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금속층간 절연막과,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제1 메탈층 위에 형성된 제2 

메탈층과,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2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

구된 패시베이션층을 구비하는 본드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을 탑재한 반도체 패키지 및 반도체 패키지 모듈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와이어 본딩은 빔 리드 본딩(beam lead bonding)인 것이 적합하며, 상기 

하부구조는 DRAM과 같은 메모리 소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부인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절연막은 BPSG막인 것이 적합하며, 두께가 3000∼4000Å인 것이 적당하다.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은 그 두께가 1000∼2000Å 범위인 것이 적합하며, 상기 제1 및 제2 메탈층은 알루미늄을 재질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제1 메탈층은 두께가 7000∼7500Å 범위이며, 제2 메탈층은 두께가 8500∼9000Å의 범위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방법은, 먼저 하부구조가 형

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와이어 본딩시 본드패드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는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한다.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제2 절연막을 형성하고 본드패드가 형성될 영역을 개구한다. 상기

제2 절연막의 일부를 덮으면서 상기 플레이트 폴리 실리콘층과 접착되는 제1 메탈층을 형성한다. 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금속층간 절연막(IMD)을 형성하고 본드패드가 형성될 영역을 개구한다. 상기 금속층간 절

연막(IMD)의 일부를 덮으면서 상기 제1 메탈층과 접착되는 제2 메탈층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고 본드패드 영역을 개구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하부구조 위에 , 제1 절연막

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은 1000∼2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고밀도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산화막(HDP oxide)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에 의한 산화막 위에 PECVD에 의한 질화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메탈층과 제1 절연막 사이에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을 추가로 형성하여, 빔 

리드 본딩시 본드패드에 가해지는 기계적/열적 스트레스를 흡수케하고, 수직방향의 인장력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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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본드패드 메탈층과 제1 절연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접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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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자에게,

본 발명의 개시가 실시 가능한 형태로 완전해지도록 발명의 범주를 알려주기 위해 제 공되는 것이다.

도 3a 내지 도 3f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구조 및 그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

다.

먼저, 도 3f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본드 패드의 구성 및 그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구성은, 반도체 기판(100)과,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하부구조(101)

와, 상기 하부구조 위에 형성된 제1 절연막(102)과,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되고 와이어 본딩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

는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과,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본드패드 영역

의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제2 절연막(106')과, 상기 제2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플레이트 폴리

실리콘층 위에 형성된 제1 메탈층(108), 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1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금속층간 절연막(110)과,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제1 메탈층 위에 형

성된 제2 메탈층(112)과,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2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패시베이션층(114)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제2 절연막(106'), 금속층간 절연막(110)) 및 패시베이션층(114)은 상기 제2 메탈층(112), 제1 메탈층(108) 

및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을 연속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절연막들이다.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본드 패드에서,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

요한 수단이 된다. 즉, 빔 리드 본딩과 같은 기계적/열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와이어 본딩이 상기 제2 메탈층(112) 

위에서 수행될 때에 기계적/열적 충격을 흡수하며, 제1 메탈층(108)과, 제1 절연막(102)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면서 접

착성을 개선하여 수직방향의 인장력에 대 한 내구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본드 풀 검사(BPT)와 같은 신뢰성 검사에

서 본드 패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메탈 오픈과 같은 불량 발생을 감소시킨다.

이어서 도 3a 내지 도 3f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본드 패드 형성방법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3a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100) 위에 하부구조(101), 예컨대 DRAM과 같은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를 일

반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하부구조(101) 위에 제1 절연막(102), 예컨대 BPSG(Boron Phosphor Si

licate Glass)막을 3000 내지 4000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상기 제1 절연막(102) 위에 폴리실리콘층을 1000∼2000

Å의 두께로 증착하고 이를 패터닝하여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을 형성한다.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 

위에 제2 절연막(106)을 적층한다.

도 3b를 참조하면, 상기 제2 절연막(106) 위에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형성하고 식각공정을 진행하여 상기 플

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을 노출시키는 개구부, 즉 본드패드가 형성될 영역을 형성하고, 식각마스크로 사용된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다.

도 3c를 참조하면,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일정한 두께를 갖는 금속층, 예컨대 알루미늄층을 7000∼

7500Å의 두께로 증착한 후, 이를 패터닝하여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 위에 직접 적층된 구조를 갖는 제1 

메탈층(108)을 형성한다. 이때, 제1 메탈층(108)과 접촉된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104)은 금속확산에 의해 메탈화된

다.

도 3d를 참조하면, 상기 제1 메탈층(108)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전면에 일정한 두께를 갖는 금속층간 절연막(IMD: In

ter Metal Dielectic layer, 110)을 증착한다. 이어서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110) 위에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형성한 후 패터닝을 수행하여 상기 제1 메탈층(108)이 노출되는 개구부를 형성한다. 상기 개구부를 노출시킨후, 식각

마스크로 사용된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에싱 공정으로 제거한다.

도 3e를 참조하면,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전면에 금속층, 예컨대 알루미늄층을 8500∼9000Å의 두께로 

증착한다. 이어서 상기 금속층을 패터닝하여 상기 제1 메탈층(108)의 노출된 부분과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제2 메탈

층(112)을 형성한다. 상기 제2 메탈층(112)은 최상부 메탈층으로서, 후속되는 와이어 본딩 공정에서 빔 리드(미도시)

가 열압착 방식으로 접착되는 표면이다.

도 3f를 참조하면, 상기 제2 메탈층(112)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전면에 패시베이션층(114), 예컨대 고밀도 플라즈마

에 의해 생성된 산화막(HDP oxide)과, PECVD에 의해 생성된 질화막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 이중막을 형

성한다. 이어서, 상기 패시베이션층(114) 위에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형성하고 이를 식각마스크로 하부의 패

시베이션층(114)의 일부를 식각하여 상기 제2 메탈층(112)을 노출시키는 본드 패드를 형성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본드패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이 탑재된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이중의 메탈층과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제1 절연막 위에 적층된 구조의 본드패드(도면의 A)를 

갖는 반도체 칩(200)이 빔 리드(202)에 의해 와이어 본딩된 후, 봉합재(Encapsulant, 204)에 의해 패키징된 상태를 

보여준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206은 엘라스토머(Elastomer)를, 208은 폴리이미트 테입(Polyimide tape)을, 210은 

솔더볼(solder ball)을 각각 가리킨다.

도 5은 본 발명에 의한 본드패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이 탑재된 반도체 패키지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

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이중의 메탈층에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이 적층된 구조의 본드패드 위에 빔 리드가 와이어 본딩된 반

도체 칩을 갖는 반도체 패키지(326, 328)들이 모듈 보오드(318)의 상하면에 탑재(mounting)되어 있고, 히트 스트레

더(heat spreader, 320, 322)가 모듈 보오드(318)를 감싸고 있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316은 히트 스프레더(320, 32

2)와 모듈 보오드를 체결하는 수단(316)으로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참조부호 332는 솔더볼을 가리키

고, 330은 접착층을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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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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드패드용 제1 메탈층과, 제1 절연막 사이에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을 추가하여 

빔 리드 본딩과 같은 와이어 본딩시에 본드 패드 내부로 가해지는 기계적/열적 스트레스를 흡수하여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 을 개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하부구조;

상기 하부구조 위에 형성된 제1 절연막;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되고 와이어 본딩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는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plate polysilicon film);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본드패드 영역의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노출되

도록 개구된 제2 절연막;

상기 제2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 위에 형성된 제1 메탈층;

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1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금속층

간 절연막;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제1 메탈층 위에 형성된 제2 메탈층; 및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2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패시베

이션층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구조는 DRAM과 같은 메모리 소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

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은 BPSG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의 두께는 3000∼4000Å의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은 그 두께가 1000∼2000Å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메탈층은 알루미늄을 재질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탈층은 두께가 7000∼7500Å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메탈층은 두께가 8500∼9000Å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본딩은 빔 리드 본딩(beam lead bond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청구항 10.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하부구조;

상기 하부구조 위에 형성된 제1 절연막;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되고 와이어 본딩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는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plate polysilicon film);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본드패드 영역의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노출되

도록 개구된 제2 절연막;

상기 제2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 위에 형성된 제1 메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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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1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금속층

간 절연막;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제1 메탈층 위에 형성된 제2 메탈층; 및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2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패시베

이션층을 구비하는 본드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을 탑재한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1.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하부구조;

상기 하부구조 위에 형성된 제1 절연막;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되고 와이어 본딩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는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plate polysilicon film);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본드패드 영역의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노출되

도록 개구된 제2 절연막;

상기 제2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 위에 형성된 제1 메탈층;

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1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금속층

간 절연막;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에 의해 개구된 제1 메탈층 위에 형성된 제2 메탈층; 및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본드패드 영역의 제2 메탈층이 노출되도록 개구된 패시베

이션층을 구비하는 본드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을 탑재한 반도체 패키지 모듈.

청구항 12.
하부구조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와이어 본딩시 본드패드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는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제2 절연막을 형성하고 본드패드가 형성될 영역을 개구하는

단계;

상기 제2 절연막의 일부를 덮으면서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과 접착되는 제1 메탈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금속층간 절연막(IMD)을 형성하고 본드패드가 형성될 영역을 개구하는 

단계;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IMD)의 일부를 덮으면서 상기 제1 메탈층과 접착되는 제2 메탈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메탈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고 본드패드 영역을 개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구조는 DRAM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하부구조 위에 , 제1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폴리실리콘층은 1000∼2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 패드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메탈층은 알루미늄이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고밀도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산화막(HDP oxide)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에 의한 산화막 위에 PECVD에 의한 질화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본딩은 빔 리드 본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본드패드 형성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403619

- 7 -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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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3e

도면3f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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