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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김명신

심사관 : 장석환

전체 청구항 수 : 총 10 항

(54) 탄성표면파 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탄성표면파 필터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탄성표면파 필터를 복수의 전극 핑거, 전극 핑거를 공통으

로 접속하는 버스 바, 버스 바에 접속된 전극패드 등을 구성하는 도체막이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이와 같은 구성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고주파대역에 이용하는 경우, 도체막의 두께와 전극의 선폭이 감소하여 기계적

인 강도가 중요한 문제로 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도체막을 예를 들어 탄탈과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층과, 이 층상에 형

성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이루어진 금속층의 2층 구조로 형성하고, 탄탈과 알루미늄의

조성비는 탄탈 함유량을 39% 내지 75%(원자백분율)의 범위내에 있도록 설정하여, 탄탈과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층상에 형

성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이루어진 층의 배향성이 개선되어 도체막의 강도가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압전성 기판과, 상기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된 전극막을 구비한 탄성표면파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극막이 Ta와 Al으로 이루어지는 제 1 층과, 상기 제 1 층상에 성막된 Al으로 이루어지는 제 2 층을 구비하고, 상기

제 1 층의 Ta와 Al의 조성비율은 Ta가 39원자 백분율로부터 75원자 백분율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 표면파

장치.

청구항 2.

압전성 기판상에 Ta와 Al을 포함하는 제 1 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층을 형성한 후, 진공 또는 감압상태에서 상기 제 1 층상에 Al, Al에 Cu 및 Si를 첨가한 합금, 및 Al에 Cu를 첨가

한 합금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로 이루어지는 제 2 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층의 Ta와 Al의 조성비율은 Ta가 39원자 백분율로부터 75원자 백분율 사이에 있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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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성 기판과, 입력 및 출력 전극을 갖고 상기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된 탄성표면파 소자를 포함하는 탄성표면파 장치에

있어서,

상기 압전성 기판의 동일면상에 복수의 탄성표면파 소자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제 1 탄성표면파 소자의 전극막은

서로 다른 조성의 2개의 층으로 구성되고,

다른 하나 이상의 제 2 탄성표면파 소자의 전극막은 하나의 층으로 상기 제 1 탄성표면파 소자의 전극막보다 얇게 구성되

며 상기 전극막의 조성은 상기 제 1 탄성표면파 소자의 상층의 조성과 상이하고,

상기 서로 다른 조성의 2개의 층은 Ta와 Al으로 이루어지는 제 1 층과, 상기 제 1 층상에 성막된 Al으로 이루어지는 제 2

층으로 구성되고, 상기 제 1 층의 Ta와 Al의 조성비율은 Ta가 39원자 백분율로부터 75원자 백분율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복합 탄성표면파 장치.

청구항 4.

압전성 기판과, 입력 전극 및 출력 전극을 갖고 상기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된 탄성표면파 소자를 포함하는 탄성표면파 장

치에 있어서,

상기 압전성 기판의 동일면상에 복수의 탄성표면파 소자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제 1 탄성표면파 소자의 전극막은, 그 상층이 Al, Al에 Cu 및 Si를 첨가한 합금, 및 Al에 Cu를 첨가한 합금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로 형성되고, 그 하층이 Al과 Ta로 이루어지는 2개의 금속층으로 형성되고,

하나 이상의 제 2 탄성표면파 소자의 전극막은, 그 상층이 Al과 Ta로 이루어지는 금속층이고, 그 두께가 상기 제 1 탄성표

면파 소자와는 다르고,

상기 Al과 Ta로 이루어지는 금속층들은 Ta와 Al의 조성비율이 Ta가 39원자 백분율로부터 75원자 백분율 사이에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

청구항 5.

압전성 기판상에 제 1 에칭 처리에 의해 제거되는 제 1 금속층을 상층에 배치하고, 그 하층에 제 1 에칭 처리에 의해 제거

되지 않는 제 2 금속층을 배치한 세트를 한 세트 이상 가지는 2층의 금속막을 형성하는 제 1 공정,

상기 금속다층막의 표면을 레지스트로 피복하고, 또한 소정의 패터닝을 행하여 제 1 영역의 상기 제 1 금속층을 부분적으

로 노출시키는 제 2 공정,

제 1 에칭 처리에 의해 노출된 상기 제 1 금속층의 부분을 제거하여 상기 제 2 금속층을 노출시키는 제 3 공정,

상기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제 4 공정,

상기 제 1 영역과는 다른 제 2 영역으로 노출되는 상기 제 1 금속층과, 노출된 제 1 영역의 상기 제 2 금속층을 레지스트로

피복하고, 소정의 패터닝을 행하여, 제 2 영역의 상기 제 1 금속층과 제 1 영역의 제 2 금속층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제

5 공정,

상기 제 1 금속층 및 제 2 금속층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제 2 에칭 처리에 의해 제 2 영역에는 두꺼운 금속전극패턴을 형

성하고, 제 1 영역에는 얇은 금속전극패턴을 형성하는 제 6 공정 및

상기 제 5 공정에서 도포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제 7 공정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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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금속층은 Al으로 이루어지는 금속층이고, 상기 제 2 금속층은 Al과 Ta을 주성부으로 하는 합금 금속층이며, Ta

와 Al의 조성비율은 Ta가 39원자 백분율로부터 75원자 백분율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압전성 기판, 2층의 금속층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된 복수의 전극 핑거, 3층의 금속층으로 이루어지

고 상기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되는 상기 복수의 전극 핑거를 공통으로 접속하는 버스 바, 및 3층의 금속층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되는 상기 버스 바에 접속된 전극패드를 포함하는 탄성표면파 장치로서,

상기 전극 핑거와 상기 전극패드는 막두께가 다르고,

상기 전극 핑거의 표면층의 금속조성은 Ta, Nb, Ti, W, Mo, Ni, Hf, Sc 중 하나 이상의 금속과 알루미늄의 합금으로 이루

어지고, 상기 전극 핑거의 표면층의 금속의 조성비율은 Ta, Nb, Ti, W, Mo, Ni, Hf, Sc 중 하나 이상의 금속이 39원자 백

분율로부터 75원자 백분율 사이에 있고, 상기 전극패드의 표면층의 금속조성은 Al, Al에 Cu 및 Si를 첨가한 합금, 및 Al에

Cu를 첨가한 합금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로 이루어지며, 또한 상기 전극 핑거의 표면층과 동일한 금속조성

이 상기 전극패드를 구성하는 표면층의 하층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패드의 막두께는 0.3㎛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 핑거와 상기 전극패드는 표면층의 금속조성이 상이하고, 또한 상기 전극핑거의 표면층과 동일한 금속조성이 상

기 전극패드를 구성하는 금속층의 하층에 이용되고 있고, 또한 상기 전극패드 또는 버스 바의 막두께가 상기 전극 핑거의

막두께와 상이한 부분까지의 상기 전극 핑거로부터의 거리가 5㎛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복수의 전극 핑거, 버스 바 및 전극패드가 각각 형성된 압전성 기판을 수납하고 외부배선패턴이 형성된 패키지를 설치하

고, 상기 전극패드와 상기 외부배선패턴이 범프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

청구항 11.

압전성 기판상에 제 1 에칭 처리에 의해 제거되는 제 1 금속층이 상층에 위치하고, 제 1 에칭 처리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제 2 금속층이 하층에 위치하는 세트를 한 세트 이상 가지는 2층의 금속막을 형성하는 제 1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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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속다층막의 표면을 레지스트로 피복하고, 소정의 패터닝을 행하여, 상기 제 1 금속층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제

2 공정,

제 1 에칭 처리를 행하여, 상기 제 2 공정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기 제 1 금속층의 일부를 제거하여, 상기 제 2 금속층을 부

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제 3 공정,

상기 제 2 공정에서 상기 금속다층막의 표면을 피복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제 4 공정,

상기 제 1 금속층이 노출된 제 1 영역과 상기 제 2 금속층이 노출된 제 2 영역의 표면을 각각 레지스트로 피복하고, 소정의

패터닝을 행하여, 상기 제 1 금속층 및 제 2 금속층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제 5 공정,

상기 제 1 금속층 및 제 2 금속층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제 2 에칭 처리를 실행하여, 상기 제 1 영역에는 두꺼운 전극패턴

을 형성하고, 상기 제 2 영역에는 얇은 전극패턴을 형성하는 제 6 공정 및

상기 제 5 공정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영역의 표면을 피복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제 7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금속층은 Al으로 이루어지는 금속층이고, 상기 제 2 금속층은 Al과 Ta로 이루어지는 합금 금속층이며, Ta와 Al

의 조성비율은 Ta가 39원자 백분율로부터 75원자 백분율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표면파 장치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탄성표면파 필터 및 그의 제조방법, 특히 고주파 대역에 적합한 탄성표면파 필터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

다.

종래의 탄성표면파 필터를 도 3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부호 "341"은 압전성(piezoelectric) 기판을 나타내고, 입력 트랜

스듀서(transducer)(342)와 출력 트랜스듀서(343)가 압전성 기판(341)위에 설치되어 있다. 입력 트랜스듀서(342)와 출

력 트랜스듀서(343)는 복수의 빗살형 전극 핑거(finger)(34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전극 핑거(344)는 버스 바

(bus bar)에 의해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 바(345)는 전극 패드(346)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입력 트랜스듀서

(342)와 출력 트랜스듀서(343) 외측에는 격자 반사기(347)가 설치되어 있다.

전극 핑거(344), 버스 바(345), 전극 패드(346) 및 격자 반사기(347)는 각각 소정 패턴의 도체막으로 형성되어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도체막으로는 저항이 작고, 패턴 형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이 이용된다.

상기한 구성에 있어서, 입력 트랜스듀서(342)로부터의 전기에너지는 압전성 기판(341)에 가해져 기계진동에너지로 변환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압전성 기판(341)으로부터의 기계진동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변환되어 출력 트랜스듀서(343)로부

터의 신호로 도출된다.

이동통신분야에서 이용되는 주파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기기에 이용되고 있는 탄성표면파 필터

에 있어서, 도체막으로 형성되는 전극의 막두께와 선폭은 감소되고 있다. 막두께와 선폭이 감소되면, 소위 일렉트로마이그

레이션(electro-migration) 또는 응력 마이그레이션(stress migration)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은 전극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전극을 형성하는 알루미늄 등의 결정입자가 이동하여 단선에 이르는

불량이다. 응력 마이그레이션은 표면파 등에 의해 전극이 진동하여 기계적인 단선을 유발하는 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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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전극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또는 다른 금속재료에 매우 적은 양의 구리와

같은 금속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다. 알루미늄에 약 0.5중량%의 구리가 첨가되면, 고장시간은 수배로 증가한다. 구리의 첨

가가 약 4% 정도로 증가하면, 고장시간은 보다 길어진다.

전극을 형성하는 도체막을 2층으로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압전성 기판상에 TiN박막을 형성

하고, 그 위에 알루미늄막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또는 응력 마이그레이션의 문제가 개

선된다.

구리 또는 다른 금속을 첨가하는 방법은 금속의 첨가에 의해 전극을 형성하는 도체막의 저항이 증가되고, 그 결과 탄성표

면파 필터의 기본 특성 중 하나인 삽입손실특성이 악화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리의 첨가량은 증가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탄성표면파 필터에 있어서, 구리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약 1W의 입력전력만으로 전극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체막을 2층으로 하는 경우에, 상층은 예를 들어 알루미늄, 하층은 TiN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경우, 상층의 알루미

늄을 에칭하는데 이용된 가스, 예를 들어 삼염화붕소(BCl3) 또는 염소(chlorine) 가스는 하층의 TiN을 에칭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체막을 에칭하여 소정의 전극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에 TiN 에칭을 위한 가스 라인(gas line) 또는 정

화기(purifier)와 같은 전용 안전설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제

품의 제조비용이 증가한다.

탄성표면파 필터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입력 및 출력 전기신호는 입력 및 출력 전극이 형성된 압전성 기판의 영역의

기계적인 진동, 소위 표면 진동과, 전압 또는 다른 전기신호로의 변환을 이용하여 처리된다. 이 경우에 도체막의 막두께는

필요한 전기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압전성 기판을 통해 전파되는 탄성표면파의 특성은 압전성 기판상의 도체막의 유무에 따라 변한다. 이들은 또한 압전성 기

판상의 도체막의 질량과 두께에 따라 변한다. 도체막의 두께는 바람직한 주파수 특성에 대응하는 값을 가지며, 이는 주파

수에 거의 반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압전성 기판으로서 LiTaO3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의 주파수특성을 얻기 위해서 도체막을 형성하는 알루미늄

의 막두께는 약 150㎚이어야 한다. 400㎒ 정도의 주파수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의 막두께는 약 550㎚이어야 한

다.

상기한 탄성표면파 필터에서,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된 전극 핑거의 두께는 필요한 주파수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전극 패드와 버스 바는 이들의 목적을 고려하여 큰 막두께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극 패드에는 금속 와이어가 연결된

다. 금속 와이어와의 안정한 접합을 위해서는 300㎚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다. 버스 바는 신호의 도통에 이용된다. 이 경우

에, 삽입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은 작고, 막두께는 두꺼운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래의 탄성표면파 필터에서 전극 핑거, 전극 패드 및 버스 바와 같은 각각의 전극들은 모두 동일한 공정으로 형성

된다. 따라서, 전극 패드와 버스 바의 도체막의 두께는 필요한 주파수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전극 핑거의 막두께에 의해 규

정된다. 전극 핑거의 막두께가 고주파화에 의해 감소되면, 전극 패드와 버스 바도 또한 얇아진다. 그 결과, 금속 와이어와

의 접합이 불안정해지거나 삽입손실이 커져 신뢰성이 낮아지고, 전기적 특성이 악화된다.

게다가, 전극 핑거의 폭이 고주파화에 의해 미세해지면, 입력 및 출력 전극을 구성하는 전극 핑거 쌍 사이에 정전기가 축적

되고, 이에 의해 입력 및 출력 전극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전극 핑거 쌍이

공통으로 연결되는 버스 바들을 300 내지 수 ㏀ 이상의 저항을 갖는 금속부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금

속부의 폭은 약 10㎛ 정도로 작다. 따라서, 제조 공정 등에 있어서 금속부에 결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구성하는 칩은 세라믹제의 패키지에 수용된다. 이 경우에,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전극 패

드와 외부 회로는 금 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 와이어를 이용하는 와이어 본딩에 의해 접속된다.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에

패키지의 측벽부 등에는 금속 와이어와의 접속을 위한 접속 패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접속 패드를 설치하기 위한 공

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패키지의 크기가 커지며, 탄성표면파 필터의 소형화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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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패키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플립-칩(flip-chip) 본딩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전극

패드상에 형성된 금 등의 범프(bump)가 외부회로와의 접속을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접속 패드가 불

필요하고, 그 결과 패키지의 크기는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플립-칩 본딩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극 패드와 외부 회로가 접속될 때 전극 패드에는 와이어 본딩에 비해 큰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전극 패드의 막두께가 탄성표면파 필터의 고주파화에 의해 얇아지면, 외부의 힘이 압전성 기판까

지 도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전성 기판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리프트-오프(lift-off) 방법을 이용하여 전극

패드의 막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전극 패드의 막두께가 리프트-오프 방법에 의해 증가되면, 전극

패드를 형성하는 도체막과 리프트-오프 방법에 의해 적층된 도체막이 분리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탄성표면파 필터는 고주파화에 따라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과 응력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극 패드의 기계적 강도와 버스 바의 전기적 특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입력 및 출력 전극의

정전기에 의한 파괴에 대응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주파화에 적합한 탄성표면파 필터 및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부호 "11"은 압전성 기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LiTaO3(리튬

탄탈레이트)가 압전성 기판(11)의 재료로서 이용된다. 복수의 빗살형 전극 핑거(14)로 형성된 입력 트랜스듀서(12)와 출

력 트랜스듀서(13)가 압전성 기판(11)상에 설치된다. 복수의 전극 핑거(14)는 버스 바(15)에서 공통으로 접속하고, 버스

바(15)는 전극 패드(16)에 접속되어 있다. 입력 및 출력 전극(12, 13)의 외측에는 격자전극(17)이 형성되어 있다. 전극 핑

거(14), 버스 바(15), 전극 패드(16), 격자전극(17) 등의 도체막은 모두 압전성 기판(11)상에 소정 패턴으로 형성되어 있

다. 이제 도 1의 X-Y선을 따라 취한 도 2의 단면도를 참조하여, 압전성 기판(11)상에 형성된 도체막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

한다. 부호 "11"는 압전성 기판을 나타낸다. 이 압전성 기판(11)상에 도체막(21)이 형성되어 있다. 도체막(21)은 제 1 층

(21a)과 제 2 층(21b)의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제 1 층(21a)은 압전성 기판(11)상에 형성되어 있고, 적어도 탄탈과 알루미

늄을 포함한다. 제 2 층(21b)은 제 1 층(21a)상에 형성되어 있고, 적어도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

을 포함한다.

탄탈-알루미늄막의 저항은 순수한 알루미늄의 저항보다 높다. 그러나, 탄탈-알루미늄 막의 막두께가 300Å(30㎚) 이하이

면, 막은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도 2에 이용된 부호들을 참조하여, 상기한 구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압전성 기판(11)의 웨이퍼 표면을 예를 들어 순수한 물로 세정한다. 다음으로 건조 스피너(dry spinner)를 이용하여

웨이퍼 표면을 건조시킨다. 그 후, 압전성 기판(11)상에 소정의 막두께를 갖는 도체막(21)을 형성한다. 도체막(21)은 예를

들어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도체막(21)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세정된 표면을 갖는 압전성 기판(11)의 웨이퍼를 스퍼

터링 장치내에 설치하고, 제 1 층(21a)으로서 탄탈-알루미늄 막을 형성한다. 탄탈-알루미늄 막은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

은 조각들을 조합하여 형성한 타겟에 의해 형성된다.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들은 타겟의 백킹(backing) 플레이트상

에 배치되어 있다. 탄탈-알루미늄 막의 조성비는 타겟상의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의 각각의 표면적의 비에 따라 제

어된다. 이 경우에, 탄탈-알루미늄 막의 조성비와 작은 조각의 면적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성비가 시

간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비의 제어가 용이하며, 그 결과 바람직한 조성비가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다.

그 후, 탄탈-알루미늄 막을 갖는 웨이퍼의 표면을 대기중에 노출시키지 않고, 진공상태로 유지하면서, 탄탈-알루미늄 막

상에 제 2 층(21b)으로서 예를 들어 알루미늄막을 형성한다. 이 경우, 알루미늄막을 형성하기 전에 탄탈-알루미늄막을 갖

는 웨이퍼를 대기중에 노출시키면, 탄탈-알루미늄 막의 표층에 산화막이 형성되고, 그 결과 알루미늄막의 배향성이 나빠

진다. 따라서, 알루미늄막은 탄탈-알루미늄 막이 형성된 후에 대기중에 노출시키지 않고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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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탈-알루미늄 막과 알루미늄막의 2층 도체막(21)이 상기한 방법으로 형성된 후에, 입력 및 출력 전극을 구성하는 전극 핑

거, 전극 패드, 버스 바, 격자 반사기 등의 각각의 전극에 대응하는 소정의 레지스트 패턴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형성한

다. 다음으로, 이 패턴을 에칭하고, 각각의 전극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을 갖는 도체막(21)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이 에칭 처리를 위해 반응성-이온 에칭 방법이 이용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제 2 층(21b)의 알루미늄막을 에칭

할 때의 에칭 조건과 에칭 가스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제 1 층(21a)의 탄탈-알루미늄 막을 에칭할 수 있다. 따라서, 전극

패턴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에칭이 완료된 후, 레지스트는 박리처리된다. 그 후, 웨이퍼상의 소자를 소정의 크기로 절단하여 얻어진 칩을 패키지내에

배치한다. 다음으로, 와이어 본딩에 의해 전기적 접속이 행해지고, 생성된 구조를 질소 분위기에서 봉지하여 탄성표면파

필터를 완성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여 상기한 제조공정에 있어서 탄탈-알루미늄 막을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한 경우에 타겟의 구성에 대해

서 설명한다.

도 3(a) 내지 도 3(c)는 원형 타겟의 예이고, 도 3(d) 및 도 3(e)는 직사각형 타겟의 예이다. 사선 부분은 탄탈의 작은 조각

이 배치된 부분이고, 공백 부분은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이 배치된 부분이다.

도 3(a)는 방사방향으로 복수의 영역(32)으로 분할되고, 탄탈 및 알루미늄의 복수의 작은 조각이 번갈아서 배치되어 있는

원(31)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3(b)는 방사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복수의 영역(32)으로 분할되고, 방사방향 및 원주방향

으로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이 번갈아서 배치되어 있는 원(31)을 도시하고 있다. 게다가 도 3(c)는 방사방향으로 복

수의 영역(32)으로 분할되고, 복수의 영역에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이 번갈아서 배치되어 있는 원(31)을 도시하고

있다. 탄탈 또는 알루미늄 중 어느 하나의 작은 조각이 원(31)의 중심부분(33)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구성의 경우,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의 각 선단부는 원의 중심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며, 그 결과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은 용이하

게 배치될 수 있다.

도 3(d)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복수의 영역(32)으로 분할되고, 복수의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이 번갈아서 배치되

어 있는 직사각형을 도시하고 있다. 도 3(e)는 중심의 직사각형 영역(32a), 이 직사각형 영역(32a)을 둘러싸는 일정한 폭

을 갖는 영역(32b) 및 직사각형의 가장자리를 따라 뻗어있는 일정한 폭을 갖는 영역(32c)을 포함하는 복수의 영역으로 분

할되고,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들을 인접하는 영역에 배치하고 있지 않는 직사각형을 도시하고 있다.

도 3(a)와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들이 복수의 영역에 번갈아서 배치되어 있으면, 탄탈

및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들의 배치 밸런스가 양호하게 되고, 그 결과 균일한 특성을 갖는 탄탈-알루미늄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제 도 4를 참조하여 상기한 구조의 결정 배향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4는 하층의 탄탈-알루미늄 막의 탄탈 및 알루미

늄의 조성비(원자백분율)와, 상층의 알루미늄막의 결정 배향성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X선 회절 분석을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이다. 알루미늄막의 결정 배향성은 X선 회절 분석에 기초한 (111) 배향의 반치폭(FWHM)을 나타낸다.

도 4의 관계에서 탄탈의 조성비가 39%에서 75%(원자백분율) 사이인 영역에서 반치폭이 감소되어 높은 배향성을 나타내

고 있음은 명백하다. 게다가, 탄탈의 조성비가 45%에서 75%(원자백분율) 사이인 영역에서 반치폭은 보다 감소되어 높은

배향성을 나타낸다. 또한, 탄탈의 조성비가 48%에서 64%(원자백분율) 사이인 영역에서, 반치폭은 더욱 감소되어 보다 높

은 배향성을 나타낸다. 높은 배향성을 나타내는 영역에서는 응력 마이그레이션,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등의 발생이 억제

되며, 그 결과 내전력성이 개선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압전성 기판으로서 LiTaO3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압전성 기판으로서 LiNbO3,

Li2B4O7,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체막의 상층을 알루미늄으로 형성하고 있지만, 대안적으로 알루미늄을 주성

분으로 하는 합금 또는 다른 금속으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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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부호 "51"은 압전성 기판을 나타내며, 이 기판은 LiTaO3,

LiNbO3 또는 수정으로 형성된다. 이 압전성 기판(51)상에 입력 또는 출력 전극을 구성하는 복수의 전극 핑거(52)가 형성

되어 있다. 복수의 전극 핑거(52)는 버스 바(53)에 의해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고, 이 버스 바는 전극 패드(54)에 접속되어

있다. 복수의 전극 핑거(52)는 양측으로부터 뻗어있으며, 빗살형상으로 서로 교차한다.

이제 도 6을 참조하여 전극 핑거(52), 버스 바(53) 및 전극 패드(54)의 단면에 대해서 기술한다. 도 6에서 도 5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6(a)는 도 5의 선 A-A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고, 전극 핑거(52)의 단면을 도시하고 있다. 각각의 전극 핑거(52)에 있어

서,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로, 예를 들어 단일 성분의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에 구리 및 실리콘을 첨가하여 얻

어진 재료로 제 1 층(61)이 압전성 기판(51)상에 형성되고, 제 1 층(61)상에 중간층이 얇게 형성된다. 제 1 층(61)의 두께

는 전극 핑거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주파수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LiTaO3의 압전성 기판상에 1.5㎓대의 필터를

형성하는 경우에, 제 1 층(61)의 두께는 약 150㎚이다.

중간층(62)은 알루미늄 이외의 금속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 예를 들어 텅스텐, 몰리브덴, 티타늄 또는 탄탈과 같은 고융

점금속 또는 이러한 고융점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로 형성된다. 여기서는 티타늄-텅스텐 합금이 이용되고, 그 두께는

20㎚ 정도로 얇다. 중간층(62)은 티타늄-텅스텐 합금을 이용하는 대신에 티타늄과 텅스텐을 차례로 적층하여 형성될 수

있다. 제조공정에 있어서, 알루미늄의 제 2 층(도시하지 않음)은 후술되는 바와 같이 중간층(62)상에 형성된다. 그러나, 제

2 층은 전극 핑거(52)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에칭되고,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상기한 구조에 의하면, 각각의 전극 핑거(52)는 단일층 구조가 아니라, 제 1 층(61)이 티타늄-텅스텐 합금막으로 코팅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내전력성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성이 개선된다.

도 6(b)는 도 5의 선 B-B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고, 버스 바(53)의 단면을 도시하고 있다. 버스 바(53)에는 알루미늄을 주

성분으로 하는 제 1 층(61)과 중간층(62)이 형성되어 있고, 중간층(62)상에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2 층(63)이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600㎚의 두께를 갖는 제 2 층(63)은 제 1 층(61)보다 두껍다. 결과적으로, 버스 바

(53)에 대응하는 부분의 전기저항은 제 1 층(61)만이 이용된 경우에 비해 약 1/5 정도로 낮아진다. 따라서, 탄성표면파 필

터의 삽입손실은 적다.

도 6(b)의 경우, 제 2 층(63)은 중간층(62)상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서, 전극 핑거(52)에 대한 패

턴은 제 2 층(63)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패터닝 후에 중간층(62)과 제 1 층(61)을 패터닝하는 공정에서 형성된다. 따라

서, 전극 핑거(52)에 근접한 제 2 층(63)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제거되도록 설계되면, 전극 핑거(52)를 패터닝할 때 레지스

트가 평탄하지 않게 도포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전극 핑거(52)의 피치가 너무 거칠어 평탄하지 않은 레지스트의 도포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거나, 지향성이 높은 에

칭 방법을 이용하여 전극 핑거(52), 버스 바(53) 및 전극 패드(54)에 대한 부분을 패터닝한 후에 전극 핑거(52)에 대응하는

부분의 제 2 층을 제거하는 경우에, 버스 바(53)의 전체 영역에 걸쳐 제 2 층이 남아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도 6(c)는 도 5의 선 C-C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고, 전극 패드(54)의 단면을 도시하고 있다. 전극 패드(54)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1 층(61)과 중간층(62), 및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2 층(63)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경우, 제 2

층(63)은 전극 패드(54)의 전체 영역에 걸쳐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제 2 층(63)의 두께는 600㎚로 되어 있다. 제 2 층(63)

이 양호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할 만큼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금속 와이어와 양호하게 결합될 수 있고, 따라서 안정성과 신

뢰성이 향상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각각의 전극 핑거(52)는 2층으로 형성되고, 각각의 버스 바(53)와 각각의 전극 패드(54)는 3층으로 형성

되어 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전극 핑거(52), 버스 바(53) 및 전극 패드(54)의 각 부분을 그 이상의 층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각각의 전극 핑거의 부분이 3층으로 형성되고, 각각의 버스 바(53)와 각각의 전극 패드(54)의 부분이 4층

으로 형성되어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7에 있어서, 도 5와 도 6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중복되는 설명은 일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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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는 전극 핑거 부분의 단면도이다. 압전성 기판(51)상에 바탕층(71)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바탕층(71)은 압전성 기판

(51)과의 접합성, 제 1 층(61)의 막질 및 내전력성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형성된다. 바탕층(71)은 10㎚의 두께로 티타늄-

알루미늄을 침적하여 얻어진다. 이 바탕층(71)상에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1 층(61)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중

간층(62)이 얇게 형성된다.

제 1 층(61)의 두께는 전극 핑거(52)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주파수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LiTaO3의 압전성 기판

(11)상에 1.5㎓대의 필터가 형성되는 경우에 제 1 층(61)의 두께는 약 150㎚이다. 중간층(62)은 티타늄-텅스텐으로 형성

되고, 그 두께는 20㎚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간층(62)은 알루미늄 외의 다른 고융점금속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로 형

성된다. 예를 들어 단일 성분의 텅스텐 또는 몰리브덴의 막, 또는 고융점 금속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합물로 형성된다. 제조

공정에 있어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중간층(62)상에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2 층이 형성된다. 그러나, 제 2 층은

전극 핑거(52)가 형성될 때 에칭되고,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상기한 구조에 의하면, 각각의 전극 핑거(52)는 1층막이 아니라, 바탕층(71)과 중간층(62) 사이에 끼워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내전력성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성이 더욱 향상된다.

도 7(b)는 버스 바 부분의 단면도이다. 압전성 기판(51)상에 바탕층(71)이 형성되어 있다. 도 7(c)는 전극 패드 부분의 단

면도이다. 또한 이 경우 압전성 기판(51)상에 바탕층(71)이 형성되어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복수의 전극 핑거가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되어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실시

예에서, 압전성 기판(51)상의 4개의 영역에 각각 전극 핑거(81A-81D)가 형성되어 있다. 4개의 전극 핑거(81A-81D)의 한

쪽을 공통으로 접속하는 버스 바(82A1-82D1)는 각각 도전 패턴에 의해 전극 패드(82A-82D)에 연결되어 있다.

다른 쪽에 공통으로 접속하는 버스 바(82A2-82D2) 중에서, 버스 바(82A2, 82C2)는 전극 패드(84A)에 의해 서로 연결되

어 있고, 버스 바(82B2, 82D2)는 전극 패드(84B)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2개의 전극 핑거(81A, 81B)는 동일한 막두

께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2개의 전극 핑거(81C, 81D)도 동일한 막두께로 형성되지만, 핑거(81A, 81B)와는 다른 막두께

로 되어 있다.

4개의 전극 핑거(81A-81D)의 좌우에는 전극 그리드(grid) 패턴을 갖는 격자 반사기(85A-85D)가 설치되어 있다. 격자 반

사기(85A-85D)는 한쪽의 버스 바(86A-86D)에 의해 전극 패드(87A-87D)에 연결되어 있다. 격자 반사기(85A-85D)의

다른쪽의 버스 바(88A-88D) 중에서, 버스 바(88A, 88C)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 바(88B, 88D)가 서로 연결되어 있

다.

이제 도 9를 참조하여 상기한 구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부분 단면에 대해 기술한다. 도 9에서 도 5 내지 도 8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중복되는 설명은 일부 생략한다.

도 9(a)는 전극 핑거(81A, 81B) 부분의 단면도이다. 이 구조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1 층(61)과 제 1 중간층

(62)을 포함하는 적층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 두께는 약 160㎚이다.

도 9(b)는 전극 핑거(81C, 81D) 부분의 단면도이다. 이 구조에서,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2 층(63)과 알루미늄 외

의 고융점 금속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2 중간층(64)이, 또한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1 층(61)과 제 1 중간층(62)

상에 형성되어 있다. 전체 두께는 약 270㎚이다.

도 9(c)는 전극 패드 부분의 단면도이다. 이 구조에서, 제 1 층(61), 제 1 중간층(62), 제 2 층(63) 및 제 2 중간층(64)은 압

전성 기판(51)상에 형성되어 있고, 제 2 중간층(64)상에 500㎚의 두께를 갖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3 층(65)이

형성되어 있다. 제 3 층(65)은 알루미늄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 1 층(61) 및 제 2 층(63)은 구리, 실리콘이 각각 0.5%씩

첨가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극 핑거 부분의 내전력성이 향상된다. 이 경우, 적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내전력성이

향상된다.

제 1 층(61)은 150㎚ 두께이고, 제 2 층(63)은 100㎚ 두께이다. 제 1 및 제 2 중간층(62, 64)은 10 내지 20㎚ 정도로 얇고,

티타늄-텅스텐이 재료로서 이용된다. 그러나, 중간층(62, 64)은 텅스텐, 티타늄, 탄탈 또는 몰리브덴과 같은 단일 성분의

금속, 또는 이 금속들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합물로 형성될 수 있다. 중간층(62, 64)은 매우 얇기 때문에 저항

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TiN과 같은 화합물이 재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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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구조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주파수특성을 갖는 복수 종류의 필터가 하나의 압전성 기판에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주파수특성을 조합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제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의 한 예에 대해서 기술한다.

먼저,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1 층(102)이 LiTaO3 등의 압전성 기판(101)상에 형성

되고, 제 1 층(102)상에 티타늄-텅스텐의 중간층(103) 및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2 층(104)이 예를 들어 스퍼터

링 방법에 의해 연속적으로 형성된다.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각 층의 금속에 대응하는 타겟을 압전성 기판

(101)에 대향하여 배치하고, 아르곤 플라즈마를 타겟에 인가하여 압전성 기판(101)상에 원하는 금속층을 형성한다.

제 1 층(102) 및 제 2 층(104)은 각각 알루미늄에 구리와 실리콘을 0.5%씩 첨가하여 얻어지고, 그 결과 내전력성과 마이

그레이션에 대한 내성이 향상된다. 중간층(103)은 20㎚ 두께로 티타늄-텅스텐을 형성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중간층(103)은 티타늄과 텅스텐을 연속적으로 스퍼터링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간층(103)은 티타늄과 텅스텐의

적층구조로 된다.

제 1 층(102)의 두께는 전극 핑거의 주파수특성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150㎚로 되어 있다. 원하는 주파수특성을 필요로

하는 전극 핑거를 구성할 때, 제 2 층(104)의 두께는 그 주파수특성에 대응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금속 와이어와의

접속을 목적으로 하는 전극 패드, 또는 신호 도통을 위한 버스 바의 경우에 제 2 층(104)은 가능한 두껍게, 예를 들어 약

500㎚ 두께로 되어 있고, 그 결과 특성이 개선된다. 스퍼터링 방법 대신에 진공증착방법 또는 CVD 방법이 제 1 층(102),

중간층(103) 및 제 2 층(104)을 형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를 표면에 도포하고, 마스크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특정 레지스트 패

턴(105)이 제 2 층(104)상에 형성된다. 그 후, 도 1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로서 레지스트 패턴(105)을 이용하여

제 2 층(104)이 에칭되고, 레지스트 패턴(105)이 제거되며, 제 2 층(104)이 패터닝된다.

이 때, 제 2 층(104)은 예를 들어 RIE(반응성 이온 에칭)에 기초한 건식에칭에 의해 에칭된다. 이 경우에, BCl3 또는 CCl4

및 O2가 에칭 가스로서 이용된다. 다른 염소계 가스가 건식에칭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Cl2, N2, O2 등이 첨가 가스로서

이용될 수 있다. 건식에칭 대신에 습식에칭이 이용될 수 있다.

중간층(103)은 스토퍼(stopper)층으로서 기능한다. 상기한 가스를 이용하여 건식에칭을 하는 경우에 제 2 층(104)과 중간

층(103)의 에칭비율은 상이하고, 그 결과 중간층(103)은 제 1 층(102)이 제거되지 않도록 에칭에 대하여 벽(barrier)을 형

성한다. 따라서, 전극 핑거의 특성에 필요한 제 1 층(102)의 막두께가 확보되고, 균일하고 안정된 특성을 실현할 수 있다.

종래기술의 경우에는 중간층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에칭에 대한 스토퍼 기능이 없다. 따라서, 하층에 남아 있는 알루미

늄층의 일부가 제거되어 막두께 정확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균일한 특성을 얻을 수 없다.

다음으로, 도 1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가 표면에 도포된 후, 마스크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전극 핑거를 형성

하기 위한 레지스트 패턴(106)을 형성한다.

그 후, 도 10(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로서 레지스트 패턴(106)을 사용하여 중간층(103)과 제 1 층(102)을 에칭하

고, 레지스트 패턴(106)을 제거하여, 전극 핑거의 패터닝을 완료한다.

상기의 경우에, 중간층(103)과 제 1 층(102)은 RIE(반응성 이온 에칭) 방법에 기초한 건식에칭에 의해 에칭된다. 또한, 중

간층(103)에 대한 에칭 가스로서 CF4가 사용된다. 중간층(103)이 티타늄, 텅스텐, 몰리브덴 등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CF4, SF6, NF3 등과 같은 동일 계통의 가스가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형상성 등의 조정을 위해 아르곤, N2, O2 등의 첨가

가스가 혼합될 수 있다.

CF4 계통의 가스의 경우,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 1 층(102)은 에칭될 수 없다. 따라서, 제 2 층(104)의 경우와 같

이, 에칭 가스로서 BCl3과 O2를 사용하여 RIE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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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수순에 있어서, 전극 핑거와 전극 패드의 패터닝은 역순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극 핑거를 형성할 때의 종

횡비(aspect ratio)와 형상성의 확보가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상기한 순서쪽이 유리하다.

또한, 상기한 공정에 있어서, 건식 에칭 대신에 CDE(화학 건식 에칭)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RIE 방법은 CDE 방

법에 비해 에칭 이방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RIE 방법은 패턴 정확도, 종횡비 등과 같은 형상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리

하다. 또한, 패턴 형상성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습식 에칭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전극 핑거를 구성하는 제 1 층상에 얇게 중간층을 남겨둠으로써 내전력성과 마이그레이션 내성이 향상

된다. 그러나, 탄성표면파 필터의 용도에 따라, 전극 핑거상의 중간층은 제거될 수 있다.

이 경우, 제 2 층을 건식 에칭한 후, 에칭 가스를 CF4 등으로 전환하여 중간층을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압전성 기판으로 LiTaO3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LiNbO3, Li2B4O7, 수정, La3Ga5SiO 14

등이 압전성 기판의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ZnO 등의 얇은 막이 유리 기판상에 형성되어 있는 압전성 기

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11의 평면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부호 "111"는 압전성 기판을 나타낸다. LiNbO3, LiTaO3, Li2B 4O7 또는 수정이 압전성 기판(111)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36°-Y-커트, X-방향-전파의 LiTaO3가 이용된다. 압전성 기판(111)상에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에 의해 제 1 및 제

2 필터(112, 113)가 형성되어 있다.

제 1 필터(112)는 입력 전극을 구성하는 빗살형 전극 핑거(114), 출력 전극을 구성하는 빗살형 전극 핑거(115), 격자 반사

기(11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필터(112)는 예를 들어 900㎒ 대역통과필터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바람직한 반사율

을 얻기 위해 전극 핑거와 격자 반사기의 막두께는 약 310㎚, 선폭은 1.07㎛ 정도로 형성된다.

제 2 필터(113)는 입력 전극을 구성하는 빗살형 전극 핑거(117), 출력 전극을 구성하는 빗살형 전극 핑거(118), 격자 반사

기(1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필터(113)는 예를 들어 1.8㎓ 대역통과필터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바람직한 반사율

을 얻기 위해 전극 핑거와 격자 반사기의 막두께는 약 150㎚, 선폭은 0.54㎛ 정도로 형성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제 1 필터(112)의 막두께와 선폭은 제 2 필터(113)와 상이하다.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 2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대역에 대한 대역통과필터가 하나의 압전성 기판상에 형성된다.

2개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가 공통의 압전성 기판상에 설치되면, 양자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간섭은

2개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 사이에 탄성표면파 흡음재 또는 홈을 설치하거나, 각각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탄성표면

파의 전파 방향을 벗어나게 하여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구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 칩은 예를 들어 세라믹제의 패키지(120)내에 수용된다. 필요한 경우, 칩은 다이싱

(dicing)용 절단 영역(111a)을 갖고 실장된다. 패키지(120)상의 접속 패드(121a-121j)와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전극 패

드(122, 123)는 각각 금속 와이어(124)로 접속한다. 이 칩은 리드(lid)(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패키지(120)내에 밀폐된다.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 칩의 다이싱용 절단영역(111a)은 다이싱에 기인한 치핑(chipping)과 오물이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

의 전극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약 100㎛의 폭을 갖는다.

이제 도 12를 참조하여 상기한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전성 기판(10)상에 제 1 내지 제 4 층의 4개의 층을 적층한 금속막을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한다. 제 1 층은 탄탈

-알루미늄 합금층(100)이고, 약 2㎚의 막두께를 갖는다. 제 2 층은 0.5%의 구리를 포함하는 알루미늄-구리층(200)이고,

약 143㎚의 막두께를 갖는다. 제 3 층은 탄탈-알루미늄 합금층(300)이고, 약 5㎚의 막두께를 갖는다. 제 4 층은 0.5%의

구리를 포함하는 알루미늄-구리층(400)이고, 약 160㎚의 막두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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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1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에 레지스트를 도포하고, 노광, 현상한다. 그 후, 고주파대역 영역(30)의 레지

스트를 제거한다. 이 때, 고주파대역 영역(30)을 저주파대역 영역(20)과 분리하고, 저주파대역 영역(20)을 레지스트(500)

로 코팅한다.

다음으로,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성된 구조를, 예를 들어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산에 함침시키고, 레지스

트(500)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부분, 즉 고주파대역 영역(30)의 최상층에 있는 알루미늄-구리층(400)을 에칭에 의해 제거

한다. 이 때, 탄탈-알루미늄 합금은 혼합산에 의해 에칭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상층만이 에칭되고, 제 3 층의 탄탈-알루미

늄 합금층과 그 이하의 층들은 고주파대역 영역(30)에 남는다.

다음으로, 도 1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가 제거된다. 이 때, 두꺼운 막은 저주파대역 영역(20)에 남고, 얇은 막은

고주파대역 영역(30)에 남는다.

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최상층만이 혼합산에 의해 에칭되고, 탄탈-알루미늄 합금은 에칭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주파대역

영역(30)의 막두께는 에칭에 의해 변경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음으로, 고주파대역 영역(30)의 전극 형성이 행해진다. 먼저, 전체를 레지스트로 코팅한 후, 레지스트를 노광 및 현상하

여 고주파대역 영역(30)에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 Cl2 가스를 이용하여 반응성 이온 에칭 방법에 의해 금속막을 에칭한다. 이 때, 제 3 층으로서 탄탈-

알루미늄 합금층, 제 2 층으로서 알루미늄-구리층, 그리고 제 1 층으로서 탄탈-알루미늄 합금층이 한번에 에칭된다.

다음으로, 레지스트가 제거되면, 도 12(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주파대역 영역(30)에 전극 패턴(600)이 형성된다.

그 후, 저주파대역 영역(20)의 전극형성이 행해진다. 이 방법은 고주파대역 영역(30)의 전극형성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먼저, 고주파대역 영역(30)에 전극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압전성 기판 표면 전체를 레지스트로 피복한다. 다음으로, 저주파

대역 영역(20)의 레지스트를 노광 및 현상하여 저주파대역 영역(20)에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제 4 층으로서 알루미늄-구리층, 제 3 층으로서 탄탈-알루미늄 합금층, 제 2 층으로서 알루미늄-구리층, 그리

고 제 1 층으로서 탄탈-알루미늄 합금층이 반응성 이온 에칭 방법에 의해 한번에 에칭된다.

에칭 후, 레지스트가 제거되면, 도 12(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주파대역 영역(20)에 전극 패턴(700)이 형성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주파대역 영역(30)의 전극 패턴(600)의 형성과 저주파대역 영역(20)의 전극 패턴(700)의 형성은 개

별적으로 행해진다. 이 경우, 전극패턴(600, 700)의 막두께와 선폭이 상이한 구조를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서

로 다른 주파수에 대하여 최적의 막두께와 선폭을 갖는 전극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고주파대역 영역(30)에 전극패턴(600)을 형성하고, 그 후, 저주파대역 영역(20)에 전극패턴(700)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저주파대역 영역(20)의 전극패턴(700)이 먼저 형성된 후 고주파대역 영역(30)의 전극

패턴(600)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고주파대역 영역(30)의 전극패턴(600)과 저주파대역 영역(20)의 전극패턴(700)은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하나의 압전성 기판상에 서로 다른 막두께와 선폭을 갖는 금속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10㎚의 막두께를 갖는 4층 구조의 전극과 150㎚의 막두께를 갖는 3층 구조의 전극을, 저주파대역 영역(20)과 고주파대

역 영역(30)에 각각 형성할 수 있다.

전극패턴이 형성된 후, 상기 구조는 다이싱에 의해 칩으로 분리된다. 각각의 칩은 고주파대역 영역(30)과 저주파대역 영역

(20)을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의 칩상에 2개의 주파수로 동작하는 필터 등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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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구성을 갖는 칩은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하여 세라믹제의 패키지내에 장착된다. 그 후, 패키지의 접속패드와 칩의

전극패드를 금속 와이어로 본딩하고, 세라믹제의 패키지를 금속 리드(lid)로 밀폐하여 탄성표면파 필터를 완성한다.

상기한 실시예에 따르면, 서로 다른 막두께를 갖는 전극의 두께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된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특성은 변동이 적어지고, 반복하여 제조한 경우 특성의 재현성이 개선된다.

이제 도 13의 평면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부호 "131"는 압전성 기판을 나타낸다. 압전성 기판(131)으로는 LiNbO3, LiTaO3, Li2B4O7 또는 수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64°-Y-커트, X-전파의 LiNbO3를 사용한다. 압전성 기판(131)상에는 입력 전극(132) 및 출력 전극(133)을 구성

하는 복수의 전극 핑거(134)가 설치되어 있다. 복수의 전극 핑거(134)는 버스 바(135)에서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고, 버스

바(135)는 전극패드(136)에 접속되어 있다. 입력 전극(132) 및 출력 전극(133)의 외측에는 격자 반사기(137)가 설치되어

있다. 전극 핑거(134), 버스 바(135), 전극 패드(136), 격자 반사기(137) 등은 모두 소정 패턴의 도체막으로 형성되어 있

다.

상기 구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가 800㎒대역 필터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전극 핑거(134)의 선폭은 약 1.2㎛이고,

막두께는 약 160㎚이다. 전극 핑거(134)는 약 155㎚의 막두께를 갖는 알루미늄-구리층과 약 5㎚의 막두께를 갖는 탄탈-

알루미늄층의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버스 바(135)와 전극패드(136)는 모두 약 1㎛의 막두께를 갖는다. 버스 바(135)와 전

극패드(136)는 약 155㎚의 막두께를 갖는 알루미늄-구리층, 약 5㎚의 막두께를 갖는 탄탈-알루미늄층 및 약 840㎚의 막

두께를 갖는 순수한 알루미늄층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버스 바(135)의 일부는 알루미늄-구리층과 탄탈-알루미늄층의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단차(135a)가 설치되어 있다. 부호 "Z"는 단차(135a)와 전극 핑거(134)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버스 바(135)는 전체를 2층 구조로 하고, 전극 핑거(134)와 동일한 막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한 구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는 세라믹제의 패키지에 수납된다. 이 경우, 전극패드(136) 부분에 금의 범프

(bump)가 설치되고, 전극패드는 이 범프를 통해 패키지의 외부회로와 접속한다. 그 후, 패키지는 세라믹제의 리드(lid)로

밀폐된다.

이제 도 14를 참조하여 상기한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전성 기판(141)상에 제 1 층으로서 0.5중량%의 구리를 포함하는 알루미늄-구리층(142)을 약 155㎚의 막두께로

형성한다. 제 2 층으로서 탄탈-알루미늄 합금층(143)을 약 5㎚의 막두께로 형성한다. 또한, 제 3 층으로서 0.5중량%의 구

리를 포함하는 알루미늄-구리층(144)을 약 840㎚의 막두께로 형성한다. 제 1 내지 제 3 층은 예를 들어 스퍼터링 방법으

로 형성된다. 제 2 층을 구성하는 탄탈과 알루미늄의 조성은 탄탈의 조성비가 39% 내지 75%(원자백분율)로 조정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범위내에 포함되면, 제 3 층을 구성하는 알루미늄-구리층(144)의 배향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도 1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 바와 전극패드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레지스트

(145)로 피복한다.

다음으로, 도 1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성된 구조를, 예를 들어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산에 함침시키고, 레지스

트(145)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에칭하여 최상층의 알루미늄-구리층(144)을 제거한다. 이 때, 혼합산은 탄탈-알루

미늄 합금을 전혀 에칭하지 않으며, 따라서 최상층의 알루미늄-구리층(144)만이 에칭되고, 제 2 층과 그 이하의 층들은 남

는다. 다음으로, 레지스트를 제거한다. 이 경우, 버스 바와 전극패드의 형성 영역은 두껍고, 전극 핑거가 형성되는 영역은

얇다.

다음으로, 전체를 레지스트로 피복하고,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고, 버스 바와 전극패드의 부분을 피복하여 전극 핑거에 대

응하는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1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Cl2 가스를 이용한 반응성 이온 에칭 방법으로 에칭하여 전극 핑거(146)

를 형성한다. 부호 "147"과 "148"은 각각 버스 바와 전극 패드를 나타낸다.

등록특허 10-0713966

- 14 -



이 때, 전극 핑거(146)에서 버스 바(147)의 단차(147a) 까지의 거리 Z는 5㎛ 이상으로 조정되고, 그 결과 전극 핑거에 대

응하는 레지스트 패턴이 평탄하게 형성될 수 있다. 버스 바의 막두께의 단차(147a)가 전극 핑거(146)에 가까이 위치하면,

도 14(d)의 공정 후, 전극 핑거를 형성하기 위한 레지스트를 도포할 때, 필연적으로 단차(147a)의 영역에 레지스트가 집중

하여 레지스트를 평탄하게 도포할 수 없게 된다.

상기한 방법에 의해, 하나의 압전성 기판상에 서로 다른 막두께를 갖는 전극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입력 전극 또는 출력

전극을 구성하는 전극 핑거(146)는 약 155㎚ 두께의 알루미늄-구리층과 5㎚ 두께의 탄탈-알루미늄 합금층의 2층 구조로

서, 2층의 전체 막두께는 160㎚로 되어 있다. 또한, 버스 바(147)와 전극패드(148)는 약 155㎚ 두께의 알루미늄-구리층,

5㎚ 두께의 탄탈-알루미늄 합금층 및 840㎚ 두께의 순수한 알루미늄층의 3층 구조로서, 3층의 막두께는 1㎛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도 1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세라믹제의 패키지내에 수납한

다. 이 때, 전극 패드(148)상에 금의 범프(150)를 형성하고, 전극패드(148)가 범프(150)를 통하여 패키지의 외부회로 패턴

에 접속하도록 소자가 장착되어 접합된다. 소자는 접합시 약 200℃로 가열된다. 그 후, 패키지(149)는 세라믹제의 리드

(151)로 밀폐되어, 탄성표면파 필터를 완성한다.

상기한 실시예에 따르면, 탄성표면파 필터는 전극 핑거의 막두께가 주파수특성 등의 전기적 특성을 최적으로 하는 값으로

설정되고, 전극 패드의 막두께가 범프 강도 등의 기계적인 특성을 최적으로 하는 값으로 설정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는 각각의 압전성 기판에 대하여 고유한 음속을 갖는다. 따라서, 전극 핑거의 막두께와 선폭은 원하

는 주파수에 따라 거의 결정된다. 예를 들어 942.5㎒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필터의 경우에 막두께와 선폭은 각각 160㎚와

1.2㎛로 조정된다.

종래의 탄성표면파 필터에 있어서, 전극 패드와 전극 핑거는 동일한 막두께로 형성된다. 전극 패드가 전극 핑거와 동일한

막두께를 갖더라도, 전극 패드가 와이어 본딩 방법에 의해 외부회로 또는 외부용기에 접속하는 경우에, 기계적인 강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형화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범프를 통해 접속하는 플립-칩 본딩 방법의 경우

에는, 범프가 형성된 전극 패드에 큰 힘이 가해진다. 따라서, 전극 패드의 막두께가 전극 핑거의 막두께와 동일하면 전극

패드의 기계적인 강도가 약해지며, 예를 들어 1.5m 높이에서의 자연낙하시험에서 범프가 박리되어, 불량품이 발생한다.

기계적인 강도는 리프트오프 방법에 의해 전극 패드의 막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리프트

오프 방법에 의해 형성된 막과 바탕층 사이의 접합 강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극패드상에 범프가 형성될 때 양자 사

이의 접합이 박리하여 수율이 떨어진다.

게다가, 범프가 형성될 수 있어도, 자유낙하시험 등에서 불량품이 발생하고, 따라서 만족스런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없다.

본 발명의 구조에 따르면, 전극 패드의 기계적인 강도는 높고, 범프가 형성되는 경우, 또 낙하 또는 진동 시험에서도 불량

이 발생하지 않는다. 버스 바의 막두께가 증가하면, 전기 저항이 감소하고, 필터의 삽입 손실 등이 감소한다. 따라서, 전기

적 특성이 개선된다.

이제 도 15를 참조하여, 전극 패드의 막두께와 불량발생률의 관계와, 전극 패드의 막두께와 칩의 접합 강도의 관계에 대하

여 기술한다. 도 15의 횡축은 전극패드의 막두께(㎛), 종축은 좌측이 불량발생률이고, 우측이 칩의 접합강도이다. 또한 부

호 "P"와 "Q"는 각각 불량발생률 특성과 접합강도 특성을 나타낸다. 불량발생률의 허용범위의 상한과 접합강도의 필요범

위의 하한은 각각 선 "M"과 "N"으로 나타낸다. 이들 특성들은 전극패드의 막두께가 0.3㎛ 이상이면 불량발생률이 낮고, 접

합강도도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 중간층으로서 탄탈-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니오븀, 티타늄, 텅스

텐, 몰리브덴, 니켈, 하프늄, 스칸듐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탄탈과 티타늄은 진공상태에서 게터(getter)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탄탈 또는 티타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스퍼터링에

의해 진공장치내에서 중간층이 형성될 때 진공장치의 내부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탄탈 또는 티타늄이 수분 등을 흡수한다.

따라서, 탄탈-알루미늄을 스퍼터링한 후, 다음의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구리층을 형성할 때의 진공도가 개선되고, 따라

서 낮은 저항률의 알루미늄층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탄탈-알루미늄의 저항이 비교적 높아도 적층막 전체로서는 문제

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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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 방법 이외에도 진공증착방법 또는 CVD 방법과 같은 박막형성방법이 막형성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도 1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16은 방송위성수신기의 중간주파수 필터 등에 이용

되는 480㎒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부호 "161"은 압전성 기판을 나타내며, 이것은 예를 들어 LiNbO3(리튬 니오베이트)로 형성된다. 압전성 기판(161)상의 전

역에 걸쳐 탄탈-알루미늄층(162)이 형성되어 있다. 탄탈-알루미늄층(162)상에는 입력 전극(163) 및 출력 전극(164)이 형

성되어 있다. 입력 전극(163) 및 출력 전극(164)은 복수의 빗살형 전극 핑거(16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전극 핑

거(165)는 버스 바(166)에서 공통으로 접속되고, 버스 바(166)는 전극패드(167)에 접속되어 있다. 입력 전극(163) 및 출

력 전극(164) 사이에는 실드 전극(168a)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입력 전극(163) 및 출력 전극(164)의 외측에는 탄성표면

파 흡음재(168b)가 설치되어 있다. 전극 핑거(165), 버스 바(166), 전극 패드(167), 실드 전극(168a) 등의 도체막은 알루

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도 17은 선 A-A를 따라 취한 상기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단면도이다. 도 17에서 도 16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부

호를 붙이고,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은 상기한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세정된 표면을 갖는 압전성 기판 웨이퍼를 스퍼터링 장치내에 설치하고, 제 1 층으로서 탄탈-알루미늄막을 스퍼터

링에 의해 형성한다. 이 경우, 탄탈-알루미늄막의 막 조성비를 제어하기 위해, 타겟 부재로서 탄탈과 알루미늄의 작은 조

각들을 미리 하나의 타겟에 소결성형한 것이 이용된다. 원하는 막 조성비는 타겟상의 작은 조각들의 표면적의 비에 따라

제어된다. 면적비와 막 조성비는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조성비는 분말소결성형방법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조성비의 제어가 용이하고, 설계한 대로 조성비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탄탈-알루미늄층을 형성한 후, 그 층의 표면을 대기에 노출시키기 않고, 진공상태에서 알루미늄의 도체막을 형

성한다. 표면이 대기에 노출되면, 탄탈-알루미늄막의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고, 상층에 형성된 알루미늄의 도체막의 배

향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대기에 노출시키기 않고 알루미늄의 도체막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도체막상에 소정의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에칭을 행하여 전극을 형성한다. 이 에칭

처리에 습식 에칭 방법이 사용된다. 습식 에칭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알루미늄막이 에칭될 때 알루미늄의 도체막 아래에

위치한 제 1 층의 에칭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칭이 종료한 후, 레지스트를 박리처리한다.

다음으로, 웨이퍼상에 형성된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소정의 크기로 절단한다. 각각의 절단된 칩을 패키지내에 배치한다.

그 후, 와이어 본딩에 의해 전기적 접속이 행해지고, 질소 분위기에서 밀봉하여 탄성표면파 필터를 완성한다.

또한, 탄탈-알루미늄층은, 탄탈의 조성비가 39% 내지 75%(원자백분율)의 범위내이면, 알루미늄의 도체막은 높은 배향성

을 나타낸다. 따라서, 탄탈-알루미늄층의 조성비를 상기한 범위내에서 선택하면, 내전력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

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압전성 기판상의 탄탈-알루미늄층은 저항층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입력 전극 및 출력 전극을 구

성하는 전극 핑거 쌍은 탄탈-알루미늄 저항층에 의해 접속되고, 따라서 정전기에 의한 전극 핑거 등의 파괴가 방지된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 따르면, 압전성 기판으로 LiNbO3가 사용된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LiTaO3, Li2B4O7, 수정 등이 압

전성 기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도 18 내지 도 2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18은 사시도, 도 19는 평면도, 그리고 도

20은 부분단면도이다.

부호 "181"은 압전성 기판을 나타낸다. LiNbO3, LiTaO3, Li2B 4O7 또는 수정이 압전성 기판(181)의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압전성 기판(181)상에 제 1 및 제 2 필터 소자(182, 183)가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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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필터 소자(182)는 입력 전극(184) 및 출력 전극(185), 격자 반사기(18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전극(184) 및

출력 전극(185)은 빗살형 전극 핑거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제 1 필터 소자(182)는 예를 들어 1.9㎓ 대역통과필터로서 기

능한다. 입력 전극(184) 및 출력 전극(185)을 구성하는 전극 핑거는 순수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에 예를 들어 실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5중량%씩 첨가한 합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원하는 반사율을 얻기 위해 막두께 t1은 약 150㎚로 되

어 있다.

제 2 필터 소자(183)는 입력 전극(187) 및 출력 전극(188), 격자 반사기(18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전극(187) 및

출력 전극(188)은 빗살형 전극 핑거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제 2 필터 소자(183)는 예를 들어 800㎒ 대역통과필터로서 기

능한다. 전극 핑거는 순수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에 예를 들어 실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5중량%를 첨가한 합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원하는 반사율을 얻기 위해 막두께 t2는 약 300㎚로 되어 있다.

상기한 구성의 경우에,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필터 소자(182)의 막두께 t1은 제 2 필터 소자(183)의 막두께 t2와

상이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막두께를 갖는 2개의 필터 소자(182, 183)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갖는 대역통과필터로

서 기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20에서는 2개의 주파수대역에 대한 대역통과필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하나의 압전성 기판상에 3개

이상의 막두께를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형성하여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주파수대역에 대한 대역통과필터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구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가 외부용기(190)내에 설치되고, 외부용기(190)에 부착된 접속패드(191a-

191j)와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의 전극패드(192)는 금속 와이어(193) 등으로 접속된다. 필터 소자는 리드(lid)(도시하지 않

음)에 의해 외부용기(190)내에 밀봉된다.

이제 도 21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21 내지 도 23에서 도 18과 도 19에 대응

하는 부분은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21의 실시예에서, 제 1 필터 소자(182) 및 제 2 필터 소자(183) 사이에 탄성표면파 흡음재(211)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제 1 필터 소자(182) 및 제 2 필터 소자(183)로부터 여진된 표면파는 탄성표면파 흡음재(211)에 의해 차단된다. 따

라서, 제 1 필터 소자(182)에서 제 2 필터 소자(183)로 또는 제 2 필터 소자(183)에서 제 1 필터 소자(182)로의 표면파의

누출은 없으며, 따라서 필터 소자들 사이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

필터 소자들 사이의 간섭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필터 소자(182) 및 제 2 필터 소자(183) 사이의 압전성 기판

(181)상에 홈(221)을 설치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필터 소자(182)의 표면파의 전파방향(231)과 제 2 필터 소자(183)의 표면파의 전파

방향이 엇갈리도록 제 1 필터 소자(182) 및 제 2 필터 소자(183)의 위치를 압전성 기판(181)상에서 어긋나게 배치할 수 있

다.

이제 도 2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24의 탄성표면파 필터에 있어서, 입력단(241)과 출력단(242) 사이에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로 형성된 5개의 공진자

(243-247)가 사다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공진자(243, 244)의 공진주파수는 20㎒ 정도 차이가 있

다. 또한,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진자(243, 244)의 막두께는 대응하는 공진주파수에 대한 최적값으로 조정되어 있

다.

이제 도 25의 수직단면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25에 도시된 탄성표면파 필터는 도 18 내지 도 20에 도시된 탄성표면파 필터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제 1 필터 소자(182)의 재료는 알루미늄에 실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5중량%씩 첨가한 합금이다. 반면에, 제 2 필터 소자

(183)의 재료는 순수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에 실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1중량%씩 첨가한 합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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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에 실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5중량%씩 첨가한 합금은 내전력성을 갖으며, 순수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에 실

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1중량%씩 첨가한 합금은 주파수특성이 양호하다. 제 1 필터 소자(182)는 1.9㎓에서 내전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맞는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제 2 필터 소자(183)는 800㎒에서 양호한 주파수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맞는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막두께가 두꺼운 제 2 필터 소자(183)를 2층 구조로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층(183a)은

제 1 필터 소자(182)와 동일한 재료, 즉 알루미늄에 실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5중량%씩 첨가한 합금으로 형성되고, 반면

에 상층(183b)은 순수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에 실리콘과 구리를 각각 약 0.1중량%씩 첨가한 합금으로 형성될 수 있

다. 이 구성도 도 25의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이제 도 27의 리프트오프 Ⅰ 공정도를 참조하여 상기한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도 2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증착에 의해 압전성 기판(270)의 전면에 걸쳐 약 150㎚의 두께로 알루미늄막(271)을 형

성한다.

다음으로, 도 2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막(271)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a)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도 2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a)을 노광, 현상하여 그 일부를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2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칭에 의해 알루미늄막(271)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27(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a)을 제거하여 제 1 필터 소자(270a)를 형성한다. 이 경우, 에칭

대신에 리프트오프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7(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필터 소자(270a)를 포함한 전면에 레지스트막(272b)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도 27(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b)을 노광, 현상하여 그 일부를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27(h)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도체막(273)을 전면에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27(i)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c)을 전면에 도포한다.

그 후, 바람직한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는 2가지 방법으로 형성된다.

첫번째 방법은 도 27(j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c)을 노광, 현상하여 제 1 필터 소자(270a)를 형성하는 영역

을 제외하고, 제 2 필터 소자(270b)를 형성하는 영역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후, 도 27(k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

지스트막(272c)을 에칭에 의해 제거한다. 또한 도 27(l)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필터 소자(270a, 270b)를 갖는

원하는 탄성표면파 필터를 얻기 위해 제 1 필터 소자(270a)상의 제 2 도체부(273)를 리프트오프 방법에 의해 제거한다.

두번째 방법은 도 27(j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c)을 노광, 현상하여 제 1 필터 소자(270a)상의 영역 및 제 2

필터 소자(270b)에 대한 영역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후, 도 27(k2)에 도시된 방법으로 에칭한다. 또한 도 27(l)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필터 소자(270a, 270b)를 갖는 원하는 탄성표면파 필터를 얻기 위해 레지스트막(272b,

272c)을 제거한다.

이 실시예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제 2 필터 소자(270b)는 알루미늄막(271)과 도체막(273)의 2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방법은 예를 들어 도 26에 도시된 탄성표면파 필터의 제조에 적합하다.

이제 도 28의 리프트오프 Ⅱ 공정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다. 먼저, 도 2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전성 기판(270)의 전면에 걸쳐 알루미늄막(271)을 진공증착에 의해 약 150㎚의

두께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2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막(271)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a)을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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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2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a)의 일부(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를 형성하는 영역 전

체)를 노광, 현상에 의해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28(d)에 도시된 방식으로 에칭한다.

다음으로, 도 2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a)을 제거하여 제 1 필터 소자(270a)를 형성한다. 이 경우, 에칭

대신에 리프트오프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8(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필터(270a)를 포함한 전면에 레지스트막(272b)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도 28(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b)을 노광, 현상하여 그 일부를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28(h)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에 제 2 도체막(273)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28(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에 레지스트막(272c)을 도포한다.

그 후, 원하는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는 2가지 방법으로 형성된다.

첫번째 방법은 먼저 도 28(j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c)의 제 1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를 제외하고,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의 영역을 노광, 현상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28(k1)에 도시된 방식으로 에

칭한다. 다음으로, 도 28(l)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c)을 제거하고, 제 1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상의 제

2 도체막(273)을 리프트오프 방법에 의해 제거하여,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갖는 원하는 탄성

표면파 필터를 얻는다.

두번째 방법은 도 28(j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c)의 제 1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상의 영역 및 제 2 탄

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에 대한 영역의 일부를 노광, 현상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28(k2)에 도시된 방법

으로 에칭한다. 다음으로, 도 28(l)에 도시된 방법으로 레지스트막(272b, 272c)을 제거하여 제 1 및 제 2 필터 소자(270a,

270b)를 갖는 원하는 탄성표면파 필터를 얻는다.

이 실시예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필터 소자(270a, 270b)에 대한 알루미늄막을 별개의 공정으로 형성한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2개의 독립된 공정으로 형성하는 경우에 비해 내층에 산화막이나 레지스트가 잔존하는 일이 없다.

이제 도 29의 공정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도 2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전성 기판(270)의 전면에 진공증착에 의해 알루미늄막(275)을 약 300㎚의 두께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2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막(275)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a)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얇은 패턴인 제 1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의 상면의 레지스트막(272a)을 도 29(c)에 도시된 방법으로 제거

한다.

다음으로, 도 2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얇은 패턴인 제 1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의 도체부를 에칭에 의해 약 150㎚

의 두께로 조정한다.

다음으로, 두꺼운 패턴인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상의 레지스트막(272a)을 도 29(e)에 도시된 방식으로 제거한

다.

다음으로, 도 2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b)을 도

포한다.

다음으로, 도 29(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b)의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형성하는

영역을 노광, 현상하여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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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29(h)에 도시된 방법으로 에칭한다.

다음으로, 도 29(i)에 도시된 방법으로 레지스트막(272b)을 제거하여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갖는 원하는 탄성표면파 필터를 얻는다.

이 실시예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의 도체 패턴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체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이 간단해진다. 또한, 도체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마스크는 고정밀도의 것이 요구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레지스트막에 대한 마스크는 그 정도로 고정밀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조

방법은 고정밀도의 마스크를 단지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

이제 리프트오프 Ⅲ에 대한 도 30의 공정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다.

먼저, 도 3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전성 기판(270)의 전면에 진공증착에 의해 알루미늄막(271)을 약 150㎚의 두께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3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막(271)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a)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두꺼운 패턴인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의 상면의 레지스트막(272a)을 도 30(c)에 도시된 방법으로 제

거한다.

다음으로, 도 3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증착에 의해 전면에 약 150㎚의 두께로 알루미늄막(273)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30(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프트오프 방법에 의해 레지스트막(272a) 및 레지스트막(272a)상의 알루미늄막

(273)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30(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b)을 도

포한다.

다음으로, 도 30(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b)의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형성하는

영역을 노광과 현상에 의해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30(h)에 도시된 방법으로 에칭한다.

다음으로, 도 30(i)에 도시된 방법으로 레지스트막(272b)을 제거하여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갖는 원하는 탄성표면파 필터를 얻는다.

이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에서도 도 29의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리프트오프 Ⅳ에 대한 도 31의 공정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3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증착에 의해 압전성 기판(270)의 전면에 알루미늄막(271)을 약 150㎚의 두께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3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막(271)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a)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두꺼운 패턴인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의 상면의 레지스트막(272a)을 도 31(c)에 도시된 방법으로 제

거한다.

다음으로, 두꺼운 패턴인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의 도체부를 도 31(d)에 도시된 방법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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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31(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증착에 의해 압전성 기판(270)의 전면에 알루미늄막(275)을 약 300㎚의 두께

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31(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프트오프 방법에 의해 레지스트막(272a) 및 레지스트막(272a)상의 알루미늄막

(275)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31(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b)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도 31(h)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b)의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형성하는

영역을 노광, 현상에 의해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31(i)에 도시된 방법으로 에칭한다.

다음으로, 도 31(j)에 도시된 방법으로 레지스트막(272b)을 제거하여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갖는 원하는 탄성표면파 필터를 얻는다.

이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에서도 도 29의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도 32의 공정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도 3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증착에 의해 압전성 기판(270)의 전면에 약 300㎚의 두께로 알루미늄막(275)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3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막(275)의 전면에 레지스트막(272a)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도 3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272a)의 제 1 및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 270b)를 형성하는

영역을 노광, 현상에 의해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32(d)에 도시된 방법으로 에칭한다.

다음으로, 도 32(e)에 도시된 방법으로 레지스트막(272a)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32(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꺼운 패턴인 제 2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b)의 도체패턴을 레지스트막(272b)

으로 피복한다.

다음으로, 도 32(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얇은 패턴인 제 1 탄성표면파 필터 소자(270a)의 도체패턴을 에칭에 의해 약 150

㎚의 두께로 될 때까지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32(h)에 도시된 방법으로 나머지 레지스트막(272b)을 제거한다.

이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에서도 도 29의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도 33의 블럭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탄성표면파 필터가 양방형 휴대용 전화에 적용된 예에 대하여 기술한다.

양방형 휴대용 전화의 경우에, 수신 및 송신 신호에 대하여 각각 2개의 주파수가 사용된다.

외부에서 송신된 신호는 안테나(331)에 의해 수신된다. 안테나(331)에 의해 수신된 수신신호는 듀플렉서(332)에 의해 수

신라인측에 입력된다. 수신라인측에 입력된 신호는 증폭기(333)에 의해 증폭되어 수신 필터(334)에 입력된다.

수신 필터(334)는 통과주파수가 상이한 2개의 필터 소자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 필터(334)에 입력된 신호는 그 주

파수를 통과시키는 필터소자를 통하여 출력된다. 수신 필터(334)에서 출력된 신호는 스위치(335)에 의해 선택된다. 다음

으로, 신호는 혼합기(336)에서 중간주파수로 변환되고, 신호처리부(337)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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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호처리부(337)에서 출력된 신호는 혼합기(338)에서 송신주파수의 신호로 변환되고, 스위치(339)를 통해 송신부

필터(340)에 입력된다.

송신부 필터(340)는 서로 다른 통과주파수를 갖는 2개의 필터 소자로 형성되어 있다. 신호는 스위치(339)가 접속된 측의

필터 소자를 통해 출력된다. 송신 필터(340)에서 출력된 신호는 증폭기(341)에 의해 증폭되고, 듀플렉서(332)를 통과하여

안테나(331)로부터 송신된다.

신디사이저(342)에서 출력된 발신 신호는 필터(343)를 통과하여 혼합기(336)에 국부발진신호로서 공급된다. 또한 신디사

이저(342)에서 출력된 발신신호는 혼합기(338)에 국부발진신호로서 공급된다.

상기 실시예의 경우, 수신측의 수신 필터(334)와 송신측의 송신 필터(340)에는 2개의 주파수대역의 신호를 선택하는 2개

의 필터 소자가 형성되어 있다. 도 18 및 도 19에 도시된 구성을 갖는 탄성표면파 필터는 수신 또는 송신 필터(334 또는

340)로서 사용된다.

이 실시예의 경우, 하나로 구성한 탄성표면파 필터가 2개의 주파수대역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의 비용, 크

기 및 무게가 감소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고주파화에 따른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과 스트레스마이그레이션에 대응하고, 전극패드의 기계적 강도

와 버스 바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며, 소형화와 동시에 입출력 전극의 정전기에 의한 파괴에 대응하는 탄성표면파 필터

및 그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의 패턴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 부분의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타겟(target)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도체막을 형성하는 탄탈 및 알루미늄의 조성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의 패턴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 부분의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 부분의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의 패턴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 부분의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체막의 패턴도,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등록특허 10-0713966

- 22 -



도 1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특성도,

도 1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1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19는 도 18에 대응하는 평면도,

도 20은 도 18에 대응하는 단면도,

도 2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2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2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2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

도 2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2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2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2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2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3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3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3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도 3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 및

도 34는 종래예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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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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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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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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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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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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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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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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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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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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