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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부 크랙을 방지하고 레이저 빔의 에너지 윈도우를 넓힐수 있는 레이저 링크 구조 및 이를 이용하는 

퓨즈박스

요약

상부 크랙을 방지하고 또한 퓨즈박스의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레이저 빔의 에너지 윈도우를 넓힐 수 있는 레이저 링

크 구조 및 이를 이용하는 퓨즈박스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는, 소정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

되는 복수개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 및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과 링크시키기 위한 홀 영역들 이외에 상기 제1도전

라인 패턴들 위에 넓게 형성되는 제2도전라인 패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홀 영역들은 상기 각각의 제

1도전라인 패턴 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홀 영역들에는 비아 홀이 형성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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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종래의 레이저 링크 구조를 나타내는 레이아웃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서 X-X' 절단면의 수직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를 나타내는 레이아웃 도면이다.

도 4는 도 3에서 Y-Y' 절단면의 수직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하부 크랙에 의해 제1도전라인 패턴과 제2도전라인 패턴이 서로 링크된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를 이용한 퓨즈박스를 구비하는 리던던트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일례를 나타내

는 회로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퓨즈 박스의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장치에 사용되는 레이저 링크 구조(Laser Link Structure) 및 이를

이용하는 퓨즈박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수율(yield)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말 메모리 셀 어레이와 리던던시 메모리 셀 어

레이를 구비하고 결함이 발생된 노말 메모리 셀 (이하 '결함 셀(defect cell)'이라 한다.)을 리던던시 메모리 셀(이하 '

리던던트 셀(redundant cell)'이하 한다.)로 대체(repair)한다.

당업계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결함 셀을 리던던트 셀로 대체하기 위한 리던던시 회로를 구

비하고, 리던던시 회로는 결함 셀의 어드레스를 프로그램하기 위한 프로그램수단 및 리던던시 회로를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프로그램 수단은 결함 셀을 리던던트 셀로 대체하기 위하여 레이저나 전류에 의하여 결

함 셀의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기 위한 다수개의 퓨즈들을 구비한다. 프로그램 수단은 통상적으로 퓨즈박스라 불리운

다.

일반적으로 퓨즈들은 폴리실리콘 퓨즈 또는 메이크 링크(Make-link)로 구성된다. 메이크 링크는 레이저 링크라고도 

불리운다. 그런데 퓨즈들이 폴리실리콘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퓨즈박스가 레이아웃되는 면적이 커지는 단점이 있으

므로, 근래에는 퓨즈들이 메이크 링크로 구성되는 것이 선호된다.

도 1은 종래의 레이저 링크 구조를 나타내는 레이아웃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서 X-X' 절단면의 수직 구조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실리콘 웨이퍼(21)위에 절연물질인 PTEOS(Plasma enhanced TEOS)(23)가 형성되고 PT

EOS(23)위에 질화막인 SiN(25)이 형성된다. SiN(25)위에 제1도전라인 패턴(11)이 형성되고 다시 그 위에 PTEOS(2

7)가 형성된다. 제1도전라인 패턴(11) 상부에는 제2도전라인 패턴(13)이 형성되고, 제1도전라인 패턴(11)과 제2도전

라인 패턴(13)을 링크시키고자 할때 홀 영역(15)에 레이저 빔이 주사된다.

좀더 설명하면, 홀 영역(15)에 레이저 빔을 소정시간 주사하면 레이저 빔이 제1도전라인 패턴(11)에 포커스(Focus)

되어 열 에너지가 제1도전라인 패턴(11)에 침투된다. 이에 따라 제1도전라인 패턴(11)이 팽창하여 하부 크랙(Crack)

이 형성됨으로써 제1도전라인 패턴(11)과 제2도전라인 패턴(13)이 서로 링크된다.

그런데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레이저 링크 구조에서는, 홀 영역(15)에 약간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이 주사되면

제2도전라인 패턴(13)의 측면 부분이 터지던가 또는 제2도전라인 패턴(13)에도 크랙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제1도전라인 패턴(11)과 제2도전라인 패턴(13) 사이에 링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레이저 링크 구조를 이용하여 퓨즈박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레이저 빔의 에너지 윈도우

(Window)가 좁아지게 됨으로 인하여 퓨즈박스의 면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말해 제1도전라인 패턴(11)으

로부터 또 다른 제1도전라인 패턴(11)까지의 거리, 즉 퓨즈 피치를 줄일 경우 홀 영역(15)도 역시 줄여야 한다. 그런

데 홀 영역(15)이 줄어들게 되면, 링크를 형성하고자 할때 홀 영역(15)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가 주사되

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레이저 빔의 에너지 윈도우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제2도전라인 패턴에 발생되는 크랙, 즉 상부 크랙을 방지하고 또한

퓨즈박스의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레이저 빔의 에너지 윈도우를 넓힐 수 있는 레이저 링크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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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상기 레이저 링크 구조를 이용하는 퓨즈박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는, 소정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되는 복수개

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 및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과 링크시키기 위한 홀 영역들 이외에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 

위에 넓게 형성되는 제2도전라인 패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홀 영역들은 상기 각각의 제1도전라인 패턴 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홀 영

역들에는 비아 홀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퓨즈박스는 소정의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기 위한 복수개의 레

이저 링크들을 구비하고, 상기 레이저 링크들의 구조는, 소정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되는 복수개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 및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과 링크시키기 위한 홀 영역들 이외에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 위에 넓게 형성

되는 제2도전라인 패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홀 영역들은 상기 각각의 제1도전라인 패턴 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홀 영

역들에는 비아 홀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 상의 잇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

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를 나타내는 레이아웃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는 제2도전라인 패턴(33)이 소정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되는 

두 개 이상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31) 위에 넓게 형성되는 점이 도 1에 도시된 종래기술과 다르다. 각각의 제1도전라

인 패턴들(31) 위에는 한 개 이상의 홀 영역들(35)이 형성된다. 도 1에서는 각각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31) 위에 두 

개의 홀 영역들(35)이 형성된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도 4는 도 3에서 Y-Y' 절단면의 수직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5는 하부 크랙에 의해 제1도전라인 패턴(31)과 

제2도전라인 패턴(33)이 서로 링크된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실리콘 웨이퍼(41)위에 절연물질인 PTEOS(43)가 형성되고 PTEOS(43)위에 질화막인 SiN(45)이 

형성된다. SiN(45)위에 제1도전라인 패턴(31)이 형성되고 다시 그 위에 PTEOS(47)가 형성된다. 제1도전라인 패턴(

31) 상부에는 제2도전라인 패턴(33)이 형성되고 그 위에 다시 질화막인 SiN(45)이 형성된다.

제1도전라인 패턴(31)과 제2도전라인 패턴(33)을 링크시키고자 할때는 홀 영역들(35)중 하나에 레이저 빔이 주사된

다. 홀 영역(35)에 레이저 빔을 소정시간 주사하면 레이저 빔이 제1도전라인 패턴(31)에 포커스(Focus)되어 열 에너

지가 제1도전라인 패턴(31)에 침투된다. 이에 따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도전라인 패턴(31)이 팽창하여 크랙(

Crack)(51)이 형성됨으로써 제1도전라인 패턴(31)과 제2도전라인 패턴(33)이 서로 링크된다.

한편 링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기 홀 영역들에 비아(Via) 홀을 형성시켜 비아 홀을 통해 레이저 빔이 포커스되

도록 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에서는 제2도전라인 패턴(33)이 넓기 때문에 홀 영역(35)에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이 주사되더라도 제2도전라인 패턴(33)에 의해 레이저 빔의 에너지가 분산된다. 이에 따라 제2도전라

인 패턴(33)에 상부 크랙이 형성되는 것이 방지되고, 결국 제1도전라인 패턴(31)과 제2도전라인 패턴(33) 사이에 링

크가 형성되는 성공률이 종래기술에 비하여 훨씬 높아진다. 또한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이 주사될 수 있으므로

레이저 빔의 에너지 윈도우(Window)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나의 제2도전라인 패턴(33)이 여러개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31)에 의해 공유되므로 퓨즈 피치, 즉 제1도전라

인 패턴(31)으로부터 또 다른 제1도전라인 패턴(31)까지의 거리가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홀 영역(35)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를 이용하여 퓨즈박스를 구성하면 퓨즈박스의 면적이 크게 감소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에서는 각각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31) 위에 다수개의 홀 영역들(35)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홀 영역을 이용한 레이저 링킹이 실패할 경우 다른 홀 영역을 이용하여 다시 레이저 링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링크 성공률이 매우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를 이용한 퓨즈박스를 구비하는 리던던트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일례를 나타내

는 회로도이다. 도 6의 리던던트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400)는 하나의 결함 셀을 하나의 리던던트 셀로 대체하기 위

한 구조를 갖는다.

도 6을 참조하면, 리던던트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400)는 다수개의 트랜지스터들과 퓨즈 박스(500), 리던던시 워드 

라인 선택회로들(510, 610, 710, 810)을 구비한다.

퓨즈 박스(500)는 제 1퓨즈 박스(501), 제 2퓨즈 박스(503), 제 3퓨즈 박스(505) 및 제 4퓨즈 박스(507)를 구비하며,

각각의 퓨즈 박스(501, 503, 505, 507)는 다수개의 레이저 링크들을 구비한다. 레이저 링크들은 결함 셀의 어드레스

를 디코딩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링크된다. 어드레스(DRA01)는 하나의 워드 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이다. 

각각의 퓨즈 박스(501,503,505,507)의 디코딩 방법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여기에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도 6을 참조하여 워드 라인(WL1)이 선택되는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레이저 링크들(F100 내지 F103)은 결함

셀의 어드레스(DRA01)를 나타내기 위하여 디코딩되고, 레이저 링크들(F104 내지 F127)은 결함 셀의 어드레스(DRA

234, DRA56, DRA78, DRA910, DRA1112)에 상응하게 디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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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던던시 워드 라인 선택회로(510)는 제 1NAND게이트(511), 제 2NAND게이트(513), 제 3NAND게이트(515) 및 N

OR 게이트(517)를 구비하며, 리던던시 워드 라인 선택회로(510)는 노드(N27 내지 N32)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리던

던시 워드라인 인에이블 신호(WL1)를 리던던시 워드 드라이버(미도시)로 출력한다. 그리고 리던던시 워드 드라이버

는 리던던시 워드라인 인에이블신호(WL1)에 응답하여 리던던트 셀의 워드라인을 인에이블시켜 리던던트 셀을 구동

시킴으로써 결함 셀을 리던던트 셀로 대체한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퓨즈 박스(500)의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하나의 결함 셀을 하나의 리던던트 

셀로 대체하기 위한 퓨즈 박스(500)의 레이아웃 구조로, 4개의 퓨즈 박스들(501, 503, 505, 507)을 구비한다. 레이저

빔을 홀로 주사시켜 레이저에 의한 반응에 의해 제1도전라인 패턴(METAL1)과 제2도전라인 패턴(METAL2)이 서로

링크된다.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제2도전라인 패턴(METAL2)이 여러개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METAL1)에 의해 공유

되므로 퓨즈 피치, 즉 어느 제1도전라인 패턴으로부터 또 다른 제1도전라인 패턴까지의 거리가 줄어들 수 있으며 또

한 홀 영역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를 이용한 퓨즈박스는 그 

레이아웃 면적이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상기 퓨즈 박스를 구비하는 리던던트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가 레이아웃되는 

면적도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에서는 제2도전라인 패턴에 상부 크랙이 형성되는 것이 방지되고,

그 결과 제1도전라인 패턴과 제2도전라인 패턴 사이에 링크가 형성되는 성공률이 종래기술에 비하여 훨씬 높아진다. 

또한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이 주사될 수 있으므로 레이저 빔의 에너지 윈도우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

나의 제2도전라인 패턴이 여러개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에 의해 공유되므로 퓨즈 피치가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홀 영

역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를 이용하여 퓨즈박스를 구성하면 퓨즈박스의 면적이 

크게 감소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링크 구조에서는 각각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 위에 다수개의 홀 영역들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홀 영역을 이용한 레이저 링킹이 실패할 경우 다른 홀 영역을 이용하여 다시 레이저

링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링크 성공률이 매우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되는 복수개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 및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과 링크시키기 위한 홀 영역들 이외에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 위에 넓게 형성되는 제2도

전라인 패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레이저 링크 구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홀 영역들은 상기 각각의 제1도전라인 패턴 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장치의 레이저 링크 구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과 상기 제2도전라인 패턴 사이에는 절연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장치의 레이저 링크 구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홀 영역들에 비아 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레이저 링크 구조.

청구항 5.
소정의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기 위한 복수개의 레이저 링크들을 구비하고,

상기 레이저 링크들의 구조는,

소정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되는 복수개의 제1도전라인 패턴들; 및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과 링크시키기 위한 홀 영역들 이외에 상기 제1도전 라인 패턴들 위에 넓게 형성되는 제2도

전라인 패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퓨즈박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홀 영역들은 상기 각각의 제1도전라인 패턴 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장치의 퓨즈박스.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라인 패턴들과 상기 제2도전라인 패턴 사이에는 절연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장치의 퓨즈박스.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홀 영역들에 비아 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퓨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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