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1/60

(45) 공고일자   1999년02월01일

(11) 등록번호   특0163526

(24) 등록일자   1998년09월07일
(21) 출원번호 특1995-012206 (65) 공개번호 특1996-043058
(22) 출원일자 1995년05월17일 (43) 공개일자 1996년12월21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김광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번지
(72) 발명자 김윤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565 우성아파트 5동 301호
(74) 대리인 윤동열, 이선희

심사관 :    송원선

(54) 자외선/오존을 조사하여 접속패드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칩의 접속패드에 보호막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으로서 패키
지재료인 성형수지 성분으로 인한 흡습 또는 고온·고압 강제 흡습검사 등으로 인하여 흡수된 물이나 할
로겐 이온이 접속패드를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외선과 오존을 이용하여 접속패드 상면에 
산화막을 형성하고 이 접속패드에 직접 금속선을 접합하여 부식 발생원으로부터 접속패드를 차단하고 반
도체 패키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단수한 제조공으로 이룰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외선/오존을 조사(照射)하여 접속패드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접속패드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단면도.

제2도는 보호막이 형성된 접속패드와 내부단자가 금속선에 의해서 연결된 것을 도시한 단면도.

제3도는 제2도 A부분의 확대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반도체칩                                      3 : 접속패드

5 : 비활성층(passivation layer)         7 : 보호막

10 : 반도체 패키지                             12 : 다이패드

14 : 내부단자                                     16 : 외부단자

18 : 성형수지                                      20 : 금속선

22 : 볼(ball)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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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오존을 여기
(勵起) 산소로 분해하여 반도체칩의 접속패드에 산화 보호막을 형성시켜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웨이퍼 프로세서에 의해 원하는 회로 패턴 형성이 완료된 반도체칩은 외부와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접
속패드  제조공정을  거친다.  접속패드가  형성되고  나면,  이  접속패드를  제외한  전표면에 비활성층
(passivation layer)를 입힌 다음 패키지 공정으로 넘어간다. 패키지 공정은 먼지, 열, 습기, 전기 및 기
계적 부하 등 각종의 외부 요인에 의한 칩의 손상을 방지하고 반도체 소자와 외부 간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것이다. 패키지 공정은 주로 패키지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칩 주위를 금소, 세라믹 또
는 수지(혹은 수지계 성형재료)에 의하여 밀봉(encapsulation)한 패키지 형태로 실용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에폭시 계열의 성형수지를 이용한 플라스틱 밀봉법은 경제적인 효율 측면이나 대량 생상성 면
에서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에폭시의 흡습에 의한 부식 등의 신뢰성에 문제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신뢰성 검사법 중 하나인 증기압 시험(PCT ; Pressure Cooker Test, 약 2기압의 압
력과 약 121℃ ±2℃ 정도의 온도에서 검사를 하는 고온고압 강제 흡습검사) 동안에 습기가 에폭시 수지
에 의해 흡수되거나 성형 수지와 단자 프레임 계면을 통해 침투하게 되어 칩 표면에 도달하게 되고 비활
성층으로 보호되지 않은 접속패드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흡습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이미 제시되었고, 접속패드 표면에 습기와 부식
을 유발하는 할로겐족 이온의 침투를 억제하는 보호층을 형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된 바 있으나 
공정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크게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아 널리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공보 116634/1981에 개시된 방법은 금속선 접합후의 반도체 패키지를 고온의 수
증기에 노출시켜 알루미늄 접속패드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시켰으며, 일본 특헝공개공보 50687/1977에 개
시된 방법은 반도체 패키지를 80℃ 내지 250℃의 고온 수조(水槽)에 5분 내지 100분간 담가서 알루미늄 
접속패드 표면에 수산화층을 형성시킨 것이다. 그러나, 수증기나 물은 이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도 산도(pH)값에 해당하는 OH
-
와 H

+
농도를 가지므로 오히려 부식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

적으로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리콘 젤 등의 폴리머를 금속선 접합후의 칩 표면에 도포하여 습기나 이온의 침투를 막는 확산경
계층(Diffusion barrier film)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폴리머의 흡습 특성상 습기로부터 반도체 소
자를 보호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Improvement of Moisture Resistance by the New Surface Treatment of Aluminum Bonding Pads in 
LSI, ISTFA ' 93, The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esting  Failure Analysis에는 접속패드에 얇
은 알루미늄 산화막을 형성시켜서 흡습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웨
이퍼 프로세서의 최종 단계에서 알루미늄 접속패드가 형성된 반도체 웨이퍼를 오존(O3) 용액에 담가서 접

속패드에 알루미늄 산화막을 형성시킨다. 이렇게 하면, PCT 검사에 의한 불량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 개시되어 있는 오존 용액을 사용한 방법은 탈이온수(de-ionized water)에 오존을 불어 
넣어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킨 다음 알루미늄 금속을 산화시키는 것으로서 물속에 포함된 오존에 의해 반
응이 일어나므로 공기 중의 오존에 비해서 용액속의 오존의 확산계수가 낮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웨이퍼를 오존 용액에 담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용액에 의해 웨이퍼가 오염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간단한 공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접속패드에 보호막을 형성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산화 보호막 형성방법은 웨이퍼 공정이 완료된 상태의 반도체칩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
여 오존을 여기 산소로 분해하고 이때 생성된 여기 산소와 접속패드의 금속 원자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접속패드에 보호막을 형성시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막이 형성된 반도체 소자의 단면도이다.

웨이퍼 프로세서에 의해 반도체칩(1)에 형성되어 외부와 전기적인 연결을 하기 위한 접속패드(3)를 제외
한 반도체칩의 전표면에 비활성층(5)을 도포하여 반도체칩 표면을 보호한다. 이렇게 제조 공정이 끝난 웨
이퍼 상태의 반도체칩을 오존(O3)분위기에 노출시키고 자외선(UV)을 조사하면, 오존으로부터 여기 산소가 

생성되며, 이 여기 산소는 접속패드를 이루는 금속과 반응하여 접속패드상에 산화물 보호막(7)을 얇게 형
성한다. 이 보호막은 접속패드의 금속 재료가 주로 알루미늄이므로 Al2O3가 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보호막(7)은 자외서/오존 발생장치에 의해 생성되는데, 자외선/오존 발생 장치에 의한 생
성 조건으로서 본 발명자가 행한 실시예의 조건을 기술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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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호막 생성에 관한 화학 반응식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보호막(Al2O3)은 웨이퍼상태의 반도체칩의 오존/자외선 처리를 간단하게 하

여 반도체칩의 부식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제2도는, 위와 같이 하여 보호막이 형성된 접속패드에 금속선을 접합하여(wire bonding) 완성한 반도체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제3도는 제2도 A부분의 확대도이다.

제2도 및 제3도를 참조하면, 반도체 패키지(10)는 반도체칩(1)과 다이패드(12)와 내부단자(14)와 외부단
자(16)와 성형수지(18)로 이루어진다. 다이패드(12)에는 반도체칩(1)이 은에폭시 등에 의해 접착되어 있
고 접속패드(3)와 내부단자(14)는 금속선(20)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외부단자(16)는 내부단자(1
4)와 일체형으로 제작되는데, 이 외부단자(16)는 패키지 밖으로 노출되어 외부회로와 접속된다.

제3도를 참조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외선/오존 처리에 의해 Al2O3 보호막(7)이 형성되어 있는 

접속패드(3)에 금속선 접합 공정이 행해진다. 접합되는 금속선(20)은 접속패드와의 접합 부분에서 높은 
내식성과 고속 접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본딩(22)에 의해 접속패드에 접합된다. 여기서, 비
록 접속패드(3)에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막(7)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 두께가 얇고 (즉50  이하) 금속선 
접합시 비교적 높은 압력과 온도(약 300℃) 또는 초음파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보호막(7)이 볼(22)의 
면적만큼 파괴되어 볼(22)이 접속패드(3)에 완전히 접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마스크없이도 접속패
드에 보호막을 남겨둔 채로 금속선 접합을 행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이, 여기산소와 오존이 노출되어 있는 알루미늄 접속패드를 산화시켜 치밀하고 견고
한 보호막을 형성시켜 부식을 유발하는 물과 이온으로부터 접속패드를 보호하게 된다. 즉, 자외선/오존 
처리는 자외선/오전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오존과 여기 산소가 웨이퍼 표면에 작용하여 산화 반응을 일으
키고, 따라서 노출되어 있는 알루미늄 접속패드에 치밀한 보호막이 형성되어 신뢰성 검사시 습기와 이온
이 알루미늄 접속패드로 침투되지 못하도록 한다. 습기의 침투를 막는 것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습기가 
알루미늄 접속패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증가되므로 이것은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이 향상
됨을 뜻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 제조방법에 의하면 반도체 패키지로부터 접속패드로의 습기 침투가 
현저히 감소되며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노출된 금속표면에 부식 저항성이 강한 산화물 보호막을 형성시켜
서, 신뢰성이 우수한 반도체 패키지를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접속패드와 이 접속패드를 제외한 전표면에 비활성층이 도포된 반도체칩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칩
을 오존에 노출시키면서 오존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외선에 의해 여기된 산소가 접속패드를 이루는 금
속원자와 반응하여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산화막이 형성된 접속패드와 내부단자를 금속선으로 접합하
는 단계, 반도체칩을 성형수지로 밀봉하여 패키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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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패드를 이루는 금속원자는 알루미늄원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
조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의 파장은 253.7nm 또는 184.9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
자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을 5분 내지 10분 정도 조사(照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자외선을 조사할 때 접속패드의 온도는 약 1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산화막의 두께는 약 50Å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5-4

1019950012206



    도면3

5-5

101995001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