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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적회로의 상호접속 구리 배선에 전기적 와이어/리본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튼튼하고 신뢰성 있으며 저비용인 금속 
구조물과 그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구조물은 배리어 층이 250℃에서 구리의 확산을 배리어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
와 비교하여 80% 이상 감소시키도록 조정된 두께로 비산화 구리 표면에 침착되어 구리 확산을 저지하는 배리어 금속층
을 포함한다. 구조물은 또한 250℃에서 배리어 금속의 확산을 본딩가능한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80% 
이상 감소시키는 본딩가능한 최외부 층을 더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금속 와이어를 금속 접속을 위해 최외부 층에 본딩
한다.
    

배리어 금속은 니켈,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및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한다. 본딩가
능한 최외부 금속층은 금, 백금 및 은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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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집적회로, 상호접속 구리 배선, 배리어 금속층, 본딩가능한 최외부 금속층, 본드 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로서, 구리 배선을 갖는 집적회로의 본드 패드 상의 적층된 층의 
본딩가능한 캡의 단면도.

도 1b는 볼-본드 와이어를 포함하는 도 1a의 본드 패드의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더욱 상세한 개략적인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더욱 상세한 개략적인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본드 패드 캡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도.

부록 : 표 1는 하부 금속의 업-확산을 배리어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80% 이상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배
리어 금속층의 계산된 두께의 리스트.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 1 실시예

101 : 보호 오버코팅 층

102 : 윈도우

103 : 구리 배선

104 : IC 부분

105 : 금속층

106 : 최외부 금속층

110 : 와이어

111 : 와이어 본드

201 : 보호 오버코팅 층

201a : 감소된 두께

203 :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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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a : 비산화 구리 표면

205 : 배리어 층

205a : 캡

206 : 본딩가능한 층

206a : 캡

208 : 금속 시드 층

211 : 와이어 볼

301 : 보호 오버코팅 층

302 : 금속 쉴드

303 : 구리 배선

303a : 비산화 구리 표면

304 : 유전체

304a : 보강재

305,306 : 금속층

308 : 얇은 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디바이스와 그 프로세스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구리 배선 집적회로의 본드 패드에 
대한 와이어링 본딩에 관한 것이다.

    
집적회로(IC) 기술에 있어서, 상호접속과 본드 패드를 위한 배선 선택으로서 순수한 또는 도핑된 알루미늄이 40년 이
상 사용되어 왔다. 알루미늄의 주요장점은 침착과 패터닝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알루미늄 본드 패드에 대한 금, 구
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된 본딩 와이어 기술은 높은 수준의 자동화, 소형화 및 신뢰성으로 개발되어 왔다. 알루미늄에 대
한 와이어 본딩의 높은 기술 표준은 발명의 명칭이 " 집적회로 전도성 본드에서 금속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한 방법" 인 
Ramsey 등의 1995년 10월 3일자 미국 특허 제 5,455,195호와, 발명의 명칭이 " 125 ㎑ 이상의 초음파 본딩 프로세
스" 인 Ramsey 등의 1993년 9월 14일자 미국 특허 제 5,244,140호와, 발명의 명칭이 " 집적회로 상호접속부에서 향
상된 금속간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 인 Alfaro 등의 1993년 4월 13일자 미국 특허 제 5,201,454호와, 그리고 발명의 
명칭이 " 구리 와이어 볼 본딩을 갖는 반도체 디바이스" 인 Tsumura의 1991년 6월 11일자 미국 특허 제 5,023,697
호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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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를 최소화시키는 연속되는 경향에 있어서, 능동 회로 소자간의 상호접속부의 RC 시간 상수는 얻을 수 있는 IC 스피
드-파워 제품을 꾸준히 좌우한다. 따라서 비교적 높은 상호접속 알루미늄의 저항율은 이제 구리와 같은 낮은 저항율의 
금속에 비해 열등하게 나타난다. 또한 전자이동에 대한 알루미늄의 뚜렷한 감도는 심각한 장애로 되고 있다. 그 결과로
서, 높은 전기전도성과 낮은 전자이동 감도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상호접속 금속으로서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반도
체 업계에서 강한 구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숙한 알루미늄 상호접속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구리로의 변환은 상당
한 기술적 도전이다.
    

    
구리는 IC의 실리콘 기본 재료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회로를 실리콘 격자에 위치한 구리 원자의 특성을 해치는 캐리어 
존재로부터 방지해야 한다. 구리로 된 본드 패드에 있어서, 제조공정 중에 얇은 산화구리 막의 형성은 이 막이 본딩 와
이어의 신뢰성 있는 부착을 심각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통상의 금-와이어 볼 본딩에 대해서는 방지되어야 한다. 금
속 알루미늄을 덮는 산화알루미늄 막에 비하여, 금속 구리를 덮는 산화구리 막은 본딩 프로세스에서 적용된 열압축과 
초음파 에너지에 조합에 의해 용이하게 깨어지지 않는다. 다른 난점으로서, 노출된 구리 본드 패드는 부식에 민감하다
는 점이 있다.
    

상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깨끗한 구리 본드 패드를 알루미늄 층으로 씌우는 프로세스, 즉 통상의 금-와이어 
볼 본딩에 의해 본딩될 알루미늄 패드의 전통적 상태를 재구성하는 프로세스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적합한 본딩 프
로세스로는 발명의 명칭이 " 기존의 IC 와이어 본딩 기술과 호환성이 있는 진보된 구리 상호접속 시스템" 인 Cheung 
등의 1998년 7월 28일자 미국 특허 제 5,785,236호가 있다. 그러나 상기 제안한 방안은 다수의 결점이 있다.

    
첫째, 알루미늄 캡의 제조단가는 그 프로세스가 금속 침착, 패터닝, 에칭 및 세정을 위한 부가적인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높다. 둘째, 캡은 구리가 캡 금속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두꺼워야 하며, 이것
은 IC 트랜지스터에 해로울 수 있다. 셋째, 캡에 사용된 알루미늄은 연하고, 이에 따라서 전기 테스트에서 멀티프로브 
접점의 마킹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받을 수 있다. 이 손상은 다시 본드 패드의 여전히 축소하는 사이즈를 좌우하여 결과
적인 볼 본드 부착이 더 이상 신뢰성 있게 되지 않는다.
    

    
구리 배선 IC의 구리 본드 패드를 캡핑하기 위한 저비용의 구조물과 그 방법은 2000년 2월 18일자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 60/183,405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발명은 그 용도에 관련되어 있다. 연속 와이어 본딩을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금속의 최대 업(up)-확산 제어와 최소 제조단가를 조합하는 긴급한 요건이 캡핑된 본드 패드를 와이어 본딩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방법에 대두되었다. 본딩 방법은 이종의 IC 제품 가족과 광범위한 디자인 및 프로세스 변경에 적용하
기에 충분한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제조 사이클 타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며, 반면에 고가의 부
가적인 제조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튼튼하고 신뢰성 있으며 저비용인 금속 구조물과, 집적회로(IC)의 상호접속 구리 배선에 전기적 와이어 접속
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세스를 기술한 것이다. 구조물은 배리어 층이 250℃에서 배리어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
교하여 80% 이상 구리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두께로 비산화 구리 표면에 침착되어 구리 확산을 방지하는 배리어 금속층
을 포함한다. 구조물은 또한 250℃에서 배리어 금속의 확산을 본딩가능한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80% 
이상 감소시키는 최외부 층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금속 와이어가 금속 접속을 위해 최외부 층에 본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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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 금속은 니켈,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및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한다. 최외부 
층은 금, 백금 및 은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한다.

본 발명은 구리 상호접속 배선을 가지며, 특히 많은 수의 배선 입력/출력(input/output) 또는 " 본드 패드" 를 갖는 고
밀도 및 고속 IC에 관련된다. 이러한 회로는 프로세서, 디지털 및 아날로그 디바이스, 논리 디바이스, 고주파 및 고전력 
디바이스, 그리고 큰 영역 및 작은 영역 칩 카테고리 양자와 같은 많은 디바이스 가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태양은 본드 패드 영역 감소에 적용가능하여 IC 칩의 축소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본 발명은 셀 
통신, 호출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랩톱 컴퓨터 및 의료장비와 같이 연속적으로 축소하는 용도의 스페이스 압박을 완
화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본드 패드 금속 캡을 무전해 침착의 자기정의(self-defining) 프로세스로 제조하여 비용이 드
는 포토리소그래픽 및 얼라인먼트 기법을 면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알맞은 금속 쌍에 조정된 층 두께를 선택하기 위해 금속 확산계수를 유도하여 상승 본딩 온도에
서의 업-확산과 결과적인 본드 억제 화학반응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프로브 마크를 삭제하고, 그 결과 본딩 난점을 극복하여 웨이퍼 레벨 멀티 프로빙의 프로세스와 
신뢰성을 진보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많은 반도체 제품 가족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다수 세대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
는 디자인과 프로세스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IC 디바이스의 제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허용된 디자인과 프로세스만을 사용하여 신규 
투자자금의 비용을 없애고, 기존 설치된 제조장비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선택 기준과 프로세스 흐름에 관련한 본 발명의 기술사상에 의해 달성되었다. 본드 패
드의 구리의 비산화 표면은 팔라듐과 같은 금속에 의해 시딩(seeding)되고, 니켈과 같은 배리어 금속으로 피복된다. 
배리어 층의 두께는 본딩 작업의 상승 온도에서 과도한 구리 업-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최외부 층은 팔라
듐 또는 금과 같은 본딩가능한 금속이다. 층 두께는 와이어 본딩을 산화시키고 저해하는 장소에서 니켈이 그 표면에 업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대량 생산에 있어서, 각종 금속층은 무전해 도금에 의해 침착되어 고가의 
포토리소그래픽 규정 단계의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
    

본 발명 뿐 아니라 그 태양에 의해서 나타난 기술적 진보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며, 신규한 특징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a는 도면부호 100으로 표시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집적회로(IC)는 구리 상호접속 
배선을 가지며, 습기 불가입성 보호 오버코팅(101)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이 오버코팅은 통상적으로 두께가 0.5-1.
0㎛이며, 일반적으로 실리콘 질화물로 되어 있다. 윈도우(102)는 오버코팅에서 개방되어 구리 배선(103)의 부분을 노
출시키게 되어 있다. 도 1a에 도시되지 않은 것은 구리를 매립하고 IC의 부분 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부 층(일
반적으로 탄탈룸 질화물, 탄탈룸 실리콘 질화물, 텅스텐 질화물, 텅스텐 실리콘 질화물, 티타늄, 티타늄 질화물 또는 티
타늄 텅스텐으로 구성됨. 도 3 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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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에서 유전체 IC 부분(104)은 개략적으로만 나타나 있다. 이 전기절연 부분은 이산화실리콘과 같이 통상적인 플라
즈마 증강 화학증착된 유전체를 포함할 뿐 아니라 실리콘 함유 수소 실세스키옥산(silsesquioxane), 유기 폴리이미드, 
에어로겔 및 파릴렌(parylene), 또는 플라즈마 발생되거나 오존 테트라에틸오르소실리케이트 산화물을 포함하는 유전
체 층의 적층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는 밀도가 낮고, 또 기존의 표준 절연체보다 기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구
리 하부의 유전체는 종종 강화된다. 이에 대한 예는 발명의 명칭이 " 반도체에서 본드 패드를 강화하기 위한 미세 피치 
시스템 및 그 방법" 인 Saran 등의 1998년 5월 18일자 미국 특허원 제 60/085,876호와 발명의 명칭이 " 능동 집적회
로 상에 본딩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인 Saran의 1998년 7월 14일자 미국 특허원 제 60/092,961호에서 찾을 수 있
다.
    

구리는 부식에 민감하고, 또 얇은 구리(Ⅰ) 산화물 막은 본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발명은 도 1, 2 및 3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노출된 구리 상에 형성된 캡 구조물과 그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캡은 적층이 다음과 같은 3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된 두께를 갖는 금속 적층으로 구성된다.

*캡은 구리가 후속 와이어 본딩 작업을 저해하는 장소에서 캡의 표면에 구리의 업-확산을 방지하는 배리어로서 작용한
다. 특히 캡 금속 선택과 두께는 캡이 250℃에서 구리의 업-확산이 배리어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80% 
이상 감소시키도록 조정된다.

*캡은 고가의 포토리소그래픽 단계를 회피하는 기법으로 제조한다. 특히 무전해 도금을 사용하여 캡 금속층을 침착한다.

*캡은 본딩가능한 최외부 금속 표면을 갖는다. 특히 통상의 볼 및 웨지(ball and wedge) 본딩 기법을 사용하여 금속 
와이어와 다른 결합 부재를 본드 패드에 금속학적으로 접속시킨다.

도 1b 및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이어 볼 본딩은 전기접속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 부재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웨지 본더를 사용하는 리본 본딩이다. 웨지 본딩과 비교하여 볼 본딩은 본 발명의 재료와 프로세스가 조화
되기에 필요한 상승 온도에서 작업한다.

    
와이어 본딩 프로세스는 IC 칩을 본드 패드와, 그 온도를 170℃와 300℃ 사이로 올리기 위하여 가열된 받침대 상에서 
칩이 본딩되는 대상물 양자를 위치시키는 것으로 개시된다. 두께가 전형적으로 18-33㎛이며, 전형적으로 금, 금-베릴
륨 합금, 기타 금 합금, 구리, 알루미늄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된 와이어(110, 도 1b)는 온도가 통상 200-500℃
로 가열된 캐필러리(capillary)를 통해 배열된다. 와이어의 선단에는 개방(free air) 볼이 플레임 또는 스파크 기법에 
의해 형성된다. 볼은 와이어 직경에 약 1.2-1.6의 전형적인 직경을 갖는다. 캐필러리는 칩 본딩 패드(102, 도 1a)를 
향하여 이동하고, 볼은 본딩 패드 캡의 배선(도 1a와 1b에서 층(106))에 대해 프레싱된다. 압축력과 초음파 에너지의 
조합은 금속간확산에 의해 강한 금속 본드의 형성체를 만든다. 본딩시에 온도는 통상적으로 150-270℃이다. 도 1b에
서 개략적인 형태(111)는 와이어 볼 본딩에서 부착된 " 볼" 의 최종 형상을 예시한 것이다.
    

    
와이어 본딩에서 최근의 기술적 진보는 이제 작고 게다가 신뢰성 있는 볼 접점과 와이어 루프의 완전하게 제어된 형상
의 형성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본 발명에 중요하다. 볼 피치는 40-75㎛ 사이만큼 작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진
보의 예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윌로우 그로브 소재의 Kulicke & Soffa에 의한 컴퓨터화 본더 8020 또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의 Texas Instrument에 의한 ABACUSSA에서 찾을 수 있다. 캐필러리를 공기를 통해 예정된 방식 및 검
퓨터 제어 방식으로 이동시키면, 정확하게 규정된 형상의 와이어 루프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캐필러리를 원하는 목적
지에 도달시키고 하향하여 대상물의 접점 패드와 접촉시킨다. 캐필러리를 임프린트(imprint)하여 금속학적 스티치 본
드(stitch bond)를 형성하고, 와이어를 열절단하여 캐필러리를 해제한다. 스티치 접점은 작지만 신뢰성이 있는데, 스티
치 임프린트의 횡방향 치수는 와이어 직경의 약 1.5-3배이다(그 정확한 형상은 사용된 캐필러리의 형상, 즉 캐필러리 
벽 두께와 캐필러리 풋프린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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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멀티 프로빙에 사용된 미세 선단 니들이 프로브 마크를 형성하지 않기에 충분히 단단한 본드 패드의 금속 캡 표면
을 제공하는 것은 본 발명의 한 장점이다. 니들 임프린트에 의해 찢어진 연한 금속 표면은 본드 패드의 영역이 작아서-
현재 본드 패드 축소 경향-임프린트가 이용가능한 본딩 영역의 대부분을 방해할 때 특히 본딩하기 어렵다.

본 발명에 따라서 구리(103) 상의 금속 캡은 2개 층에 의해 제공된다.

    
층(105)은 구리(203) 상에 위치하는데, 가끔 시드 금속층 상에 침착된다(도 2 및 3 참조). 층(105)을 위한 예는 니
켈,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및 이들의 합금이다. 이들 금속은 비싸지 않으며, 무전해 도금에 의해 침착
될 수 있지만, 본딩성이 좋지 않다. 상기 금속에서 구리는 250℃에서 1×10E-23㎠/s보다 작은 확산계수를 갖는다. 따
라서 상기 금속은 우수한 구리 확산 배리어이다. 구리 확산을 층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80% 이상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층 두께는 확산 계산으로 얻는다. 예로서 부록의 표는 구리를 250℃ 또는 160℃에서 확산할 때 변수로서 확
산 시간(분)과 니켈의 층 두께를 리스트로 묶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0.5-1.5㎛의 배리어 두께는 구리 감소 기준을 안
전하게 만족시킬 것이다.
    

    
층(106)은 캡의 최외부 층으로서 층(105) 상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본딩가능하여 와이어 본드(111)를 허용할 수 있
다. 층(106)의 예로는 금, 백금, 팔라듐 및 은이 있다. 부가적으로 이들 금속은 250℃에서 1×10E-14㎠/s 이하의 배
리어(105, 예로서 니켈)에 사용된 금속을 위한 확산계수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 금속은 층(105)의 재료에 대해 우수한 
확산 배리어이다. 층(105)에 사용된 금속의 업-확산을 층(106)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80% 이상 감소시키
는데 필요한 층 두께는 확산 계산으로부터 구한다. 예로서 부록의 표는 니켈이 250℃ 또는 160℃에서 업-확산될 때 
금의 층 두께(㎛)와 변수로서 확산 시간(분)을 리스트로 묶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1.5㎛ 또는 이보다 다소 작은 최외부 
층 두께는 층(105)으로부터 확산되는 금속을 위한 감소 기준을 안전하게 만족시킬 것이다.
    

다른 예로서, 부록의 표는 니켈이 250℃ 또는 160℃에서 업-확산될 때 팔라듐의 층 두께(㎛)와 변수로서 확산 시간(
분)을 리스트로 묶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 0.4-1.5㎛인 최외부 층(106) 두께는 층(105)으로부터 확산되는 금속을 
위한 감소 기준을 안전하게 만족시킬 것이다.

    
무전해 도금 공정을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금된 층은 보통 본드 패드 개구부(102, 도 1a)의 사이즈 내에 일치한
다. 그러나 감소된 층의 보호 오버코팅을 갖는 본드 패드에 대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금 층이 개구부의 원주를 
넘어 무전해 성장할 수 있다. 도 2는 이러한 층 성장의 일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보호 오버코팅 층(201)은 감
소된 층(201a)(예로서 통상의 1.0㎛ 대신에 0.5㎛)을 갖는다. 구리 배선(203)의 비산화 표면(203a) 상에 직접 도금
된 금속 시드 층(208)은 오버코팅 개구부 내에 용이하게 일치하지만, 배리어 층(205)과 본딩가능한 층(206)은 개구
부 원주를 넘어 성장한다. 이러한 캡 구역은 도 2에서 도면부호 205a와 206a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와이어 " 볼
(211)" 의 금속학적 부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접한 본드 패드에 대한 최소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더 상세히 도시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치수 범위는 도 1a 및 1b에서 인용한 것이
며, 무전해 도금과 그 밖의 제조 프로세스 단계는 도 4에서 검토한다. 보호 오버코팅(301)은 본드 패드의 사이즈를 규
정하는 개구부를 가지며, 그 두께는 본드 패드 IC 구리 배선(303)을 씌우는 모든 적층을 수용하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
다. 구리 트레이스(303, trace)는 유전체(304)와 금속 보강재(304a)에 의해 둘러싸인 내화 금속 쉴드(302, shield)
(예로서 탄탈룸 질화물)에 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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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되고 산화되지 않은 구리 표면(303a)에 직접 면하는 것은 캡의 제 1 층, 즉 시드 금속의 얇은 층(308)(예로서 두
께가 약 5-10㎚인 팔라듐, 다른 선택은 주석)이다. 시드 금속층 바로 다음은 구리 업-확산에 대한 배리어로서 금속층
(305)(예로서 니켈)이다. 배리어 층의 정상에는 배리어 금속(예로서 니켈)의 업-확산에 대한 배리어로서 또 동시에 
금속학적으로 본딩가능한 캡의 최외부 층으로서 금속층(306)(예로서 금 또는 팔라듐)이 위치한다.

도 3의 본드 패드 캡의 제조에 사용된 무전해 도금은 도 4에서 설명한다. 본드 패드를 보호 오버코팅에서 개방시킨 후
에 본드 패드 영역에서 구리 IC 배선을 노출시키면, 캡 침착 프로세스는 단계(401)에서 개시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
스 단계 순서를 밟는다.

＊단계(402) : 실리콘 IC 웨이퍼의 뒷면에 스핀-온(spin-on) 기법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를 코팅한다. 이 코팅은 웨이
퍼 뒷면 상에 우발적인 금속 침착을 방지한다.

＊단계(403) : 전형적으로 약 30-60분 동안 110℃에서 레지스트를 베이킹한다.

＊단계(404) : 플라즈마 애싱(ashing)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노출된 본드 패드 구리 표면을 약 2분 동안 세정한다.

＊단계(405) : 본드 패드의 노출된 구리를 갖는 웨이퍼를 황산, 질산 또는 기타 산의 용액에 약 50-60초 동안 침지하
여 세정한다.

＊단계(406) : 오버플로우 린서(overflow rinser)에서 약 100-180초 동안 세척한다.

＊단계(407) : 웨이퍼를 팔라듐 염화물과 같은 촉매 금속 염화물 용액에 약 40-80초 동안 침지하여 구리 표면을 " 활
성화" 시킨다. 즉 시드 금속(예로서 팔라듐)의 얇은 층을 세정된 비산화 구리 표면 상에 침착한다.

＊단계(408) : 덤프 린서(dump rinser)에서 약 100-180초 동안 세척한다.

＊단계(409) : 구리의 업-확산에 대해 배리어 금속을 무전해 도금한다. 니켈을 선택할 경우, 150-180초 동안 도금하
면 약 0.4-0.6㎛ 두께의 니켈이 침착된다.

＊단계(410) : 덤프 린서에서 약 100-180초 동안 세척한다.

    
＊단계(411) : 본딩가능하며, 동시에 하부 배리어 금속의 업-확산에 대한 배리어를 제공하는 최외부 층을 무전해 도금
한다. 금이나 팔라듐을 선택할 경우, 150-180초 동안 도금하면 약 0.4-0.6㎛ 두께의 금 또는 팔라듐이 각각 침착된
다. 바람직한 프로세스는 먼저 표면 금속 교체를 자기제한하는 침지 단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금을 선택할 경우, 400-
450초 동안 도금하면 약 30㎚ 두께의 금이 침착된다. 두꺼운 금속층(0.5-1.5㎛의 두께)을 위한 제 2 단계로서 침지 
프로세스는 자동촉매 프로세스 단계로 이어진다.
    

＊단계(412) : 덤프 린서에서 약 100-180초 동안 세척한다.

＊단계(413) : 약 8-12분 동안 웨이퍼 뒷면의 보호 레지스트를 박리한다.

＊단계(414) : 약 6-8분 동안 스핀 세척하고 건조한다.

본드 패드 캡 제조 프로세스는 단계(415)에서 종료한다.

볼 또는 웨지 본딩 프로세스에 의한 금속 와이어 또는 리본의 후속 금속 접속은 상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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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발명을 도시된 실시예를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했지만, 상세한 설명은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당업자는 상세한 설명의 참조로부터 본 발명의 도시된 실시예 뿐 아니라 다른 실시예의 각종 변형 및 조합이 가능함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서, 본 발명은 구리보다는 통상의 볼 또는 웨지 본딩 기법에 의해 본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예로서 내화금속 및 귀금속의 합금의 IC 본드 패드 배선에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본 발명은 와이어/
리본 본딩 및 땜납 상호접속의 히브리드 기술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는 그와 같은 어떠한 변형
예나 실시예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서 제조 사이클 타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반면에 고가의 부가적인 제조장비를 필요로 하
지 않으면서 많은 반도체 제품 가족과 다수 세대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디자인과 프로세스 개념을 제
공함으로써 서두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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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리 상호접속 배선을 갖는 집적회로 상에 위치한 금속 와이어와 본드 패드 사이의 금속 접속을 위한 구조물에 있어서,

비산화 구리의 본드 패드 표면과,

상기 구리 표면 상에 침착된 구리의 확산을 저지하는 배리어 금속층 - 상기 배리어 금속과 그 두께는 상기 배리어 금속
층이 상기 배리어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구리의 확산을 2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키도록 조정함 - 
과,

본딩가능한 금속의 최외부 층 - 상기 최외부 층은 그 두께가 상기 본딩가능한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배
리어 금속의 확산을 2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키도록 조정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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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딩가능한 금속의 최외부 층에 본딩된 상기 금속 와이어 중 한 와이어를 포함하는 구조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 금속층은 니켈,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및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되는 그
룹에서 선택되는 구조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가능한 금속층은 금, 백금, 팔라듐 및 은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구조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산화 구리와 상기 배리어 금속층 사이의 얇은 시드 금속층을 더 포함하는 구조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시드 금속은 팔라듐 또는 주석인 구조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와이어는 금, 구리, 알루미늄 및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구조물.

청구항 7.

구리 상호접속 배선을 갖는 집적회로 상에 위치한 금속 와이어와 본드 패드 사이에 금속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에 있어서,

상기 본드 패드의 상기 구리 배선의 표면을 활성화하여 시드 금속을 침착하는 단계와,

구리의 확산을 저지하는 배리어 금속층을 무전해 침착으로 도금하는 단계 - 상기 배리어 금속과 그 두께는 상기 배리
어 금속층이 상기 배리어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구리의 확산을 250℃에서 80%이상 감소시키도록 조정
함 - 와,

본딩가능한 금속층을 무전해 침착으로 도금하는 단계 - 상기 본딩가능한 금속과 그 두께는 본딩가능한 상기 금속층이 
상기 본딩가능한 금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구리의 확산을 2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키도록 조정하여 상
기 본드 패드의 본딩가능한 최외부 금속층을 형성함 - 와,

상기 금속 와이어 중 한 와이어를 상기 최외부 금속 상에 본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본딩 단계는 볼 본딩 또는 웨지 본딩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구리 배선을 갖는 표면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집적회로의 표면 상에 보호 오버코팅을 침착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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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버코팅의 선택된 영역을 상기 구리 배선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포토리소그래픽 기법으로 개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로 상기 본드 패드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개방 단계 후에, 상기 노출된 구리 표면을 황산, 질산 또는 기타 산의 용액에 침지하는 세정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단계는 본드 패드를 촉매 금속 염화물 용액에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염화물은 팔라듐 시드를 침착하는 팔라듐 염화물인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가능한 금속층의 무전해 도금은 침지 도금인 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가능한 금속층의 무전해 도금은 침지 도금이고 자동촉매 도금으로 이어지는 방법.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 단계 전에 상기 본드 패드의 상기 최외부 금속을 전기적으로 프로빙하여 실질적으로 프로브 
마크를 남기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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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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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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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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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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