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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집적회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투입 웨이퍼 수에 대하여 얻어지는 양품 디바이스 수를 결정하기 위한 수율의
추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집적회로장치의 예측수율을 고정밀도로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칩면적(A), 소자수, 결함밀도(D) 등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소자밀도(TD), 평균소자밀도(TDM)를 산출한다. 결함밀도
(D) 및 칩면적(A) 에 대한 수율의 의존특성을 나타내는 스테퍼의 식 등의 추정식 Y= f(A)로부터 역 칩면적(A´) 을 산출한
다. 다음에, 확산공정에서의 각종 집적회로장치에 대하여 비(A´/A) 와 비(TD/TDM)의 관계 데이터로부터 가장 적정하다
고 생각되는 함수관계 g(TD/TDM)를 결정하고, 이 관계식 g (TD/TDM)로부터 보정계수(K)를 산출한다. 그리고, Y= f
(A* K) 에 보정계수(K), 칩면적(A)의 값을 도입하여 예측수율(Y)을 산출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각 실시예에 따른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의 순서를 나타낸 흐름도.

도 2는 제 1 실시예에 의한 예측수율과 실제의 수율 결과를 비교 도시한 그래프.

도 3은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이용한 각종 집적회로장치의 A´/A와 TD/TDM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그래프.

도 4는 제 2 실시예에 의한 집적회로장치의 ALROM 셀과 CWROM 셀에서의 배선구조의 상위를 나타내기 위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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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종래의 스테퍼의 식을 이용한 산출방법에 의한 예측수율과 실제의 수율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 6은 칩면적과 수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로부터 결함밀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도.

도 7은 칩면적으로부터 수율을 추정하기 위한 각 모델을 기술하는 추정곡선을 도시한 특성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Za1, Zb1, Zc1 : 수율의 실제값

Za2, Zb2, Zc2 : 실제값의 보정점

Ya1, Yb1, Yc1 : 미보정된 예측수율

Ya2, Yb2, Yc2 : 보정후의 예측수율

g1 : A´/A = TD/TDM의 함수 곡선

g2 : A´/A = SQRT(TD/TDM)의 함수 곡선

y1 : 스테퍼의 추정곡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집적회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투입 웨이퍼 수에 대하여 얻어지는 양호한 품질(양품)의 디바이스 수를 결정
하기 위한 수율의 추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로직, 마이크로 컴퓨터, ASIC 등의 새로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많은 다품종 소량생산용의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생산된 양품 디바이스수가 필요한 수만큼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일정한 여유를 갖
는 다수의 웨이퍼를 투입하게 된다. 그 결과, 필요한 수를 초과하는 많은 양품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는 등의 낭비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집적회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투입한 웨이퍼수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어질 양품 디바이스
의 수를 정확히 추정함으로써, 투입 웨이퍼수의 여유를 작게 하여 쓸데없는 웨이퍼의 삭감과, 디바이스의 제조에 필요한
쓸데없는 시간, 자재의 절약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종래부터 집적회로장치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수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확산공정 등의 결함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것은, 집적회로의 각각의 칩면적과, 해당 집적회로장치가 제조되는 확산공정 등의 결함밀도를 이용하여
집적회로장치의 예측수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집적회로장치의 칩면적을 A(단위 : ㎠), 제조에 사용되는 확산공정의 결함밀도를 D(단위: 개/ ㎠)로 하면 예측수율 Y(단
위:%)는 예를 들면, 다음의 각 식을 기초로 산출된다.

Y = ｛exp (-A * D)}* 100 (포아송(Poisson)의 식)

Y = {1/(1 + A * D)}* 100 (시즈(Seeds)의 식)

Y = l/ {(1 + A * D * S)1/s}* 100 (스테퍼(Stapper)의 식)

(단, S는 공정변동 허용도임)

Y = [{1-exp(-A * D)} / (A * D)]2 * 100 (머피(Murphy)의 식)

Y = exp {-√(A * D)} * 100 (무어(Moore)의 식)

단지, 결함은 산화막의 핀홀, 마스크 불량, 오염, 결정결함 등의 점 형상결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기 포아송(Poisson)의 식은 이하의 순서에 의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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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발생 확률에 대하여, 각 공정에서의 사상이 독립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X 개의 결함
이 발생하는 확률 P를 나타내는 2항분포를 산출하고, 이것에 공정수가 충분히 크고 결함의 발생확률이 충분히 작으며, 결
함의 분포가 웨이퍼 면내, 웨이퍼 사이, 로트 사이에서 똑같은 것으로 가정하면 결함밀도(D)는 정수가 되기 때문에, 확률
(P)은 다음과 같은 포아송 분포로 나타난다.

P {X = x} = {(A * D)x/x !} exp (-A * D)

따라서, 수율(Y)은 다음의 포아송의 식으로 나타난다.

Y = P{X = 0}={exp(-A * D)} * 100

다만, 일반적으로는 상기 포아송의 식에 따라서 산출한 수율은 실제의 수율보다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한편, 상기 포아송 분포의 평균값(A * D)에 분포가 있다고 하고 상기의 분포함수를 감마함수로 가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스테퍼의 식을 얻을 수 있다.

Y = 1/{(1 + A * D * S)1/s} * 100

또한, 상기 스테퍼의 식에 있어서 S= 1로 함으로써 다음의 시즈(Seeds)의 식을 얻을 수 있다.

Y = {1/(1 + A * D)} * 100

따라서, 이 시즈의 식은, 광의로 스테퍼의 식에 포함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이 시즈의 식을 스테퍼의 식의 특수한 경우
로 파악하여, 이들을 스테퍼의 식으로 총칭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종래 방법에서는 상술한 각 추정식을 사용하여 예측수율을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에 따라서 투입하는 웨이퍼
매수를 결정함으로써, 쓸데없는 웨이퍼, 처리시간, 원료의 소비를 될 수 있는 한 회피하도록 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종래의 각 식을 이용하여 수율을 추정하는 경우, 칩면적이 작은 경우, 혹은 마스크 회수가 적은 경우에는 실
제의 수율과 비교적 잘 일치하지만, 칩면적이 커지면 실제값과 크게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7은 상기 각 식에 있어
서의 수율의 칩면적 의존특성을 나타내는 특성곡선이다. 포아송의 식, 스테퍼의 식(시즈의 식), 머피(Murphy)의 식은 칩면
적이 작은 경우에는 서로 근사한 예측수율의 값을 나타내지만, 칩면적이 커지면 서로 크게 틀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특성곡선의 형상으로부터도 칩면적이 커지면 추정값과 실제의 수율이 크게 어긋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례로서, 상기 스테퍼의 식을 이용하여 수율을 추정하는 경우의 추정값과 실제값의 비교를 이하에 행하기로 한다. 단,
S=1로 한다.

결함밀도가 D = 0.63(단위 : 개/㎠)인 확산공정에서, 이하의 각종의 집적회로장치(A∼C)를 제조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집적회로장치 A 칩면적 0.44 (단위 : ㎠)

집적회로장치 B 칩면적 0.79 (단위 : ㎠)

집적회로장치 C 칩면적 O.3O (단위 : ㎠)

상기 각 집적회로장치(A∼C)에 대하여 상기 스테퍼의 식을 이용하여 예측수율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집적회로장치 A 예측수율 Yal = {1/(1 + 0.44 * 0.63)｝* 100 = 78.3%

집적회로장치 B 예측수율 Yb1 = {1/(1 + 0.79 * 0.63)｝* 100 = 66.8%

집적회로장치 C 예측수율 Yc1 = {1/(1 + 0.30 * 0.63)｝* 100 = 84.1%

로 산출된다.

도 5는 상기 종래의 산출방법의 일례인 스테퍼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의 예측수율의 칩면적 의존곡선(y1)과, 상
기 집적회로장치(A∼C)를 실제로 제조하였을 때의 수율(Za1∼Zc1)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제
의 수율(Za1∼Zc1)은 스테퍼의 식에 근거하는 추정값 곡선(y1)에 일치하지 않으며 곡선(y1)의 상하로 분포된다.

그 때문에, 종래의 수율 추정에 있어서는 어느 쪽의 추정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상당히 큰 여유를 갖는 웨이퍼를 투입시킬
수 밖에 없으며, 쓸데없는 웨이퍼나 시간 등을 절약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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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는 개발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웨이퍼의 수량을 예측해야만 하지만, 예측한
수율로부터 크게 빗나가는 집적회로장치가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수율의 추정값과 실제값과의 상위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해명과 그 해
결을 시도한 결과, 그 주된 원인이 집적회로장치 내에 설치된 트랜지스터 등의 소자 밀도의 상위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
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집적회로장치 내에 배치되는 소자밀도를 고려하여 수율을
추정함으로써 칩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밀도 높은 집적회로장치의 예측수율을 산출할 수 있는 통일적인 수율 추정방법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이 강구한 수단은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으로서, 칩면적으로부터 수율을 예
측하는 추정식을 이용할 때 소자밀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칩면적으로부터 수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에 관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본 발명의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은, 집적회로장치내의 소자수와 상기 집적회로장치의 칩면적과 상기 집적회로장
치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결함밀도를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소자의 단위 면적당의 수인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와, 예
상되는 수율의 결함밀도 및 칩면적에 대한 의존특성을 나타내는 추정식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산출된 상기 소
자밀도에 따라서 칩면적을 보정하는 단계와, 상기 보정된 칩면적과 상기 결함밀도를 상기 추정식에 대입하여, 상기 집적회
로장치의 예측되는 수율을 산출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이 방법에 의해, 동일한 칩면적을 갖는 다수의 집적회로장치가 있다고 하면, 소자밀도가 큰 집적회로장치일수록 그 칩면적
이 커지도록 보정된다. 즉, 소자밀도가 커지면 배선밀도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수의 결함에 대한 고장의 발생확률이 높아
지고, 즉 수율이 저하하는 것으로부터 이와 같이 칩면적이 보정됨으로써, 칩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고정밀도의 수율을 추
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조공정에서 제조되는 집적회로장치의 소자수를 기초로 하여 얻은 평균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칩면적을 보정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소자밀도를 평균 소자밀도로 나눈값의 함수로서 보정계수를 결정하
고, 이 보정계수를 입력된 칩면적에 곱함으로써 칩면적을 보정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보정값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를 더욱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어, 수율 추정을 위한 통일적인 방법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칩면적을 보정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사용하는 추정함수로부터 역산하여 얻어지는 역산 칩면적을 칩면적으로
나눈 값과, 소자밀도를 평균 소자밀도로 나눈 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각종 집적회로장치에 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보
정계수를 소자밀도를 평균 소자밀도로 나눈 값의 가장 확실한 함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현실의 집적회로장치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데이터에 기초한 정확한 수율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상기 집적회로장치 내에 다른 종류의 회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기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회로의 종류
에 따른 가중을 하고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에 의해, 소자밀도뿐만 아니라 회로의 종류에 의해서 다른 배선밀도의 상위를 반영한 수율을 추정할 수 있어, 수율
의 추정 정밀도가 향상된다.

또한, 상기 집적회로장치 내에 논리회로 영역과 메모리셀 영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메모리셀 영역의 소자수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가중 계수를 곱하여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에 의해, 메모리셀 영역의 트랜지스터에서는 1 트랜지스터당의 배선이 적은 사실을 반영한 수율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상기 집적회로장치 내에 디지털 회로영역과 아날로그 회로영역이 설치된 경우에는, 상기 아날로그 회로영역의 소자수
에 1보다도 큰 가중을 하여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에 의해, 아날로그 회로내의 트랜지스터는 1 트랜지스터당의 배선량이 많은 등의 사실을 반영한 수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집적회로장치내의 각 소자의 확산층간을 접속하는 배선층의 형성상태에 의해, 동일한 개수의 결함이 주는 고장
확률이 서로 다른 복수종류의 소자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각 소자와 배선의 접속
부에서의 결함이 주는 고장확률에 따라서 상기 소자수에 가중하여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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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에 의해, 예를 들면 ALROM 셀과 CWROM셀과 같이 배선구조의 상위에 의해서 동일한 결함수가 가져오는 고장의
확률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고려한 고정밀도의 수율 추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ALROM 이란 기억시키는 데이
터의 형성에 알루미늄 배선을 이용하는 형식의 ROM을 말하고, CWROM이란 기억시키는 데이터의 형성에 비아 홀(콘택
트)의 유무를 이용하는 형식의 ROM을 말한다.

또, 상기 결함밀도의 추정을 해당 집적회로장치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각종집적회로장치에 대해서의 칩면적 및 결함밀도
와 실제의 수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행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직접결함을 관찰하여 실제의 수율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것을 회피하면서, 각 제조라인 및 각종 집적회
로장치 특유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많은 실제의 수율에 기초한 정확한 결함밀도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칩면적으로서 각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의 소자밀도에 따라 소자밀도가 클수록 칩면적을 크게 하도록 보정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에 의해, 결함밀도의 추정 정밀도도 비약적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율 추정 정밀도도 더욱 높게된다.

상술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과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것
이다.

(실시예)

(제 1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대하여, 도 1∼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란에서 예시한 3종류의 집적회로장치(A∼C)에 관해서, 트랜지스터 밀도를 고려하면서 스테퍼의 식
을 이용하여 수율을 추정한다. 단, 본 실시예에서는,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집적회로장치(A∼C)가 메모리를 포함하지
않는 랜덤 로직만을 설치한 집적회로장치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수율의 추정방법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단계 ST1에서, 집적회로장치(A∼C)의 칩면적, Tr 수, 결함밀도를 입력한다. 단, 각 집적회로장치의 Tr 수는 이하와
같다.

집적회로장치 A 칩면적 0.44㎠ Tr 수 140,840개,

집적회로장치 B 칩면적 0.79㎠ Tr 수 739,851개,

집적회로장치 C 칩면적 0.30㎠ Tr 수 154,387개

집적회로장치 A는, 단위 면적당의 Tr 수가 적은(트랜지스터밀도가 작음)것이고, 집적회로장치 B는 단위면적당의 Tr 수가
많은 것이며, 집적회로장치 C는 단위 면적당의 Tr 수가 평균값인 것이다.

또한, 상기 집적회로장치(A∼C)의 제조 공정중에서 확산공정의 결함밀도(D)는, 예를 들면 반도체 기판면을 관찰하여 결정
결함수, 파티클수 등을 검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구해진다. 단, 현실적으로 디바이스의 불량으로 이어지는 결함과 실제로
검출되는 결함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다수의 공정에서 1개의 결함을 중첩하여 세는 것 등을 고려하여, 경
험적으로 결함밀도(D)를 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용하는 제조라인에 있어서는 스테퍼의 식 등으로 나타내는 수율의
칩면적 의존특성이 결함밀도(D)를 파라미터로서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험으로 얻어진 칩면적과 수율의 데이터로부터
최소 2 제곱법 등에 의해 결함밀도(D)를 비교적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6에 나타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는, D = 1.1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결함밀도(D)를 결정할 때에도, 칩면적을 트랜지스터 밀도로 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6에 있어서, 각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 실제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각 점이 추정곡선으
로부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술한 트랜지스터 밀도의 상위 이외에, 설계 잘못이나 공정수의 상위 등의 많은
요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란에서와 같이, 결함밀도(D)가 마찬가지로 0.63(개/㎠)인
것으로 한다.

다음에, 단계 ST2에서, 집적회로장치의 단위 면적당의 Tr 수인 트랜지스터 밀도 TD(단위: 개/㎠)를, 하기 식으로부터 산
출한다.

TD = Tr 수/칩면적

또한,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 각종 집적회로장치의 트랜지스터 밀도(TD)의 평균값인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단위: 개
/㎠)도 마찬가지로 산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확산공정에서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 각종 집적회로장치의 평균 트랜
지스터 밀도(TDM)가 5400(개/㎠)으로 산출되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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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단계 ST3에서, 사용할 추정식 Y= f(A)를 선택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스테퍼의 식인 하기 수학식 1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본 발명의 수율 추정방법에서는, 상기 수학식 1에 있어서의 칩면적(A)을 집적회로장치 내에서의 트랜지스터 밀
도를 고려하여 보정하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밀도가 커지면 배선밀도도 높아지고, 동일한 결함밀
도에 대한 고장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칩면적(A)의 보정계수를 K로 하여, 상기 수
학식 1을 하기 수학식 2로 변형한다.

여기에서, 상기 수학식 2 중의 K값은 실제의 집적회로장치 마다의 Tr 수를 반영하도록 칩면적(A)을 보정하는 계수이지만,
이 보정계수 K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하의 처리를 한다.

우선, 단계 ST4에서, 상기 수학식 1로부터, 그 역함수인 A= f-1(Y)을 산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제로 제조하는 각 집
적회로장치의 실제의 확산공정의 수율 Y(단위:%)와, 확산공정의 결함밀도 D(단위: 개/㎠)로부터 스테퍼의 식을 이용하여
역산한다. 즉, 역산 칩면적 A´(단위: ㎠)는 하기 수학식 3으로 나타내고, 이 수학식 3에 결함밀도(D)를 대입한다.

상기 수학식 3에 있어서의 예측수율(Y)이 최종적으로 트랜지스터 밀도(TD)를 고려하여 보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
이 산출된 역산 칩면적(A´)은 보정된 칩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K= A´/A로 생각하여도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 보정계수(K)가 트랜지스터 밀도(TD)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함수이다. 즉, K값은 트랜지스터 밀도(TD)
와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의 비 (TD/TDM)의 함수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하기 수학식 4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도 3은 역산 칩면적(A´)과 실 칩면적(A)의 비 (A´/A)와, 집적회로장치의 트랜지스터 밀도(TD)와, 상기 집적회로장치를 제
조하는 확산공정에서 실제로 제조하는 각종 집적회로장치의 TD의 평균값인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의 비(TD/TDM)
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 (A´/A)와 비(TD/TDM)와의 사이에는, 개략적으로 이하와 같
은 경향이 있다.

(1) 트랜지스터 밀도(TD)가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는 Tr 상호의 위치관계가 가깝게 됨으로써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1 Tr 당의 평균 배선길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A´/A)(TD/TDM)로 된다. 즉, 도 3에 있어서, A´/A= TD/TDM으로 하였을 때의 직선(g1)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점이 많
다. 또한, 트랜지스터 밀도(TD)가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상기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차는
커진다.

(2) 트랜지스터 밀도(TD)가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1 Tr 당의 평균 배선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A´/A) (TD/TDM)으로 되고, 트랜지스터
밀도(TD)가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좌변과 우변의 차는 커진다. 즉, 도 3에 있어서, A´/A=
TD/TDM으로 하였을 때의 직선(g1)보다도 위쪽에 있는 점이 많다.

또, 실제로 설계되는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는, 비 (TD/TDM)의 값은 0.3∼4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의역에 있어서 데
이터로 적합한 함수관계를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상술의 관계를 만족하고 또한 도 3의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함수관계 K = g(TD/TDM)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도 3
의 각 점의 분포상태로부터 보아, 도 3에 나타내는 곡선(g2)이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함수를 나타내도록 한다. 즉, 보정계
수(K)를, 비(TD/TDM)의 평방근의 함수로서 하기 수학식 5에 근사한다.

이것은, 실용상 충분히 근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단계 ST6에서, 상기 수학식 5로부터 보정계수(K)를 산출한다. 예를 들면, 상기 집적회로장치(A∼C)의 K값은 아
래와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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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장치 A Ka = SQRT(TD/TDM) = SQRT ｛(140,840/0.44)/5400} = 0.770

집적회로장치 B Kb = SQRT(TD/TDM) = SQRT ｛(739,851/0.79)/5400} = 1.317

집적회로장치 C Kc = SQRT(TD/TDM) = SQRT ｛(154,387/0.30)/5400} = 0.976

다음에, 단계 ST7에서, 상기 Ka, Kb, Kc를 상기 수학식 2에 대입함으로써, 예측수율을 산출한다. 예를 들면, 상기 각 집적
회로장치(A∼C)의 예측수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집적회로장치 A Ya2 = ｛1/(1 + 0.44 * 0.770 * 0.63)｝* 100= 82.4%

집적회로장치 B Yb2 = ｛1/(1 + 0.79 * 1.317 * 0.63)｝* 100= 60.4%

집적회로장치 C Yc2 = ｛1/(1 + 0.30 * 0.976 * 0.63)｝* 100= 84.4%

도 2는 보정된 칩면적(A* K)과 수율(Y)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2중 실선으로 나타내는 점(Ya2∼Yc2)은 상술한 산출결과
를 나타낸다. 또한, 점선으로 표시되는 점(Za1∼Zc1)은 보정되지 않은 칩면적(A)에 대하여 실제의 수율을 표시한 점이고,
실선으로 표시되는 점(Za2∼Zc2)은 실제의 수율을 보정된 칩면적(A * K)에 대하여 표시한 점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보정된 칩면적(A* K)을 이용하여 비교하면, 실제의 수율과 예측수율은 각 집적회로장치(A∼C)에 대하여 잘 일치된다.

또한, 곡선(y1)은 보정계수를 K = 1로 하였을 때의 상기 수학식 1, 즉 스테퍼의 식으로부터 산출되는 곡선이고, 상기 도 5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곡선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측수율(Ya2∼Yc2)은 곡선(y1)에 거의 가깝게 된다. 즉, 칩
면적을 보정함으로써 스테퍼의 식 등의 기본적인 추정식을 이용한 수율의 추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트랜지스터 밀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추정식(본 실시예에서는 스테퍼의 식)으
로부터 예측수율을 산출함으로써, 실제값에 거의 일치하는 수율을 산출할 수가 있어, 대단히 높은 추정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즉, 트랜지스터 밀도가 크면 그만큼 배선밀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내에 동일한 수의 결함이 있다고 해도, 그 결함
에 의해서 집적회로장치가 고장나는 확률도 증대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 밀도(TD)가 큰 것으로서는 이 칩면적을 외견상
실제의 값(A)보다도 크도록 보정함으로써 추정식을 이용하면서 추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경우, 반드시 본 실시예와 같이, 보정계수(K)를 비 (TD/TDM)의 함수로서 나타낼 필요는 없고, 실험 등으로부터 보
정계수(K)를 트랜지스터 밀도(TD)의 함수로서 결정하여도 된다.

다만, 본 실시예와 같이, 각종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의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를 구하여, 비(TD/TDM)에 따라 보정
계수(K)를 결정함으로써 보정계수(K)를 결정하기 위한 변수를 더욱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K값을 구하기 위한
통일적인 방법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역산 칩면적(A´)을 산출하여, 각종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의 비 (TD/TDM)와 비 (A´/A)와의 상관관계로부터 비
(TD/TDM)와 보정계수(K)의 함수관계를 결정함으로써, 현실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더욱 확실한 함수관계(g)를 구할 수 있
다.

또한,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함밀도(D)의 결정시에도, 본 실시예의 수법을 이용하여 칩면적을 트랜지스터 밀도(TD)
로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도 6에 도시된 점(A, B, C)은 보정전의 칩면적이지만, 이들을 트랜지스터 밀도
(TD)와 평균 트랜지스터 밀도(TDM)의 비로 보정함으로써, 각각 도 6에 도시된 점(A´, B´, C´)과 같이 추정곡선에 가까운
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소 2 제곱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인 결함밀도(D)의 결정을 할 때에도, 더욱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제 2 실시예)

다음에, 메모리를 포함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예측수율에 관한 제 2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메
모리로서 ROM을 포함하는 집적회로장치(D)의 수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집적회로장치(D)에 관한 데이터는 이하와 같다.

칩면적 A= 0.46㎠,

Tr 수

집적회로장치내의 ROM 부분의 Tr 수를 Tr R0M(단위 : 개)으로 하면,

Tr R0M = 524,2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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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장치내의 ROM 이외의 Tr 수를 Tr L0G(단위 : 개)로 하면,

Tr L0G= 130,000개,

집적회로장치(D)를 제조하는 확산공정의 결함밀도

D = 0.63 (개/㎠)

상기 확산공정에서 실제로 제조하는 각종 집적회로장치의 TD의 평균값

TDM= 5400(개/㎠)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도 1의 흐름도의 각 단계(ST1∼ST7)에 따라 수율을 추정하는 점은 동일하다. 단, 본 실시예에서는
수율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는 파티클의 존재에 따라 생기는 배선의 쇼트나 단선이 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한다.

단계 ST1에서는, Tr 수로서 Tr ROM과 Tr L0G를 입력하고, 단계 ST2에서는 이하의 고려에 기초하여 트랜지스터 밀도
(TD)를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랜덤 로직 회로내의 Tr과 ROM 내의 Tr에서는 1 Tr 당의 배선수(단, 전원과의 접속배선을 제외함)에 이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랜덤로직 2개 (드레인과 게이트)

ROM 1개 (드레인)

그리고, 1 Tr 당의 배선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선부분에서 같은 결함밀도가 존재하더라도, 그 결함밀도의 집적회로장
치의 수율로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트랜지스터 밀도(TD)를 산출함에 있어서, ROM 부분의 Tr 수를 상기 배선
수의 비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즉, 하기식

TD = (TrL0G + 0. 5 * TrR0M)/A

에 의해, 트랜지스터 밀도(TD)를 산출한다. 바꾸어 말하면, 트랜지스터 등의 소자의 종류에 따라서 가중한다.

그리고, 도 1의 흐름도의 각 단계(ST1∼ST7)에 따라, 보정계수(K)의 산출, 예측수율(Y)의 산출을 실행한 결과, 하기의 값
을 얻게 된다.

TD = (130,000 + 0.5 * 524,288)/0.46 = 8,525

K = SQRT (8525/5400) = 1.256

Yd = {1/ (1 + 0.46 * 1.256 * 0.63)} * 100 = 73.3 (%)

도 2의 점 Yd는 그 결과 얻어진 예측수율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점 Yd는 곡선 y1에 매우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
다.

즉, 본 실시예의 수율 추정방법에 의하면, 메모리 Tr과 로직 Tr에서는 1 Tr 당의 배선 수 상위가 있는 점에 착안하고, 그것
에 따라서 가중한 트랜지스터 밀도(TD)를 이용하여 수율을 추정함으로써, 메모리와 로직을 구비한 집적회로장치에 대하
여도 높은 수율을 추정할 수 있다.

단, 가중의 값 그 자체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가중의 값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 3 실시예)

다음에, 제 3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 2 실시예와 같은 Tr의 배선수의 상위뿐만 아니
라, 배선의 구조에 의한 불량의 발생확률의 상위도 고려한다.

도 4의 (a) 및 (b)는 ALROM 셀과 CWROM 셀에 있어서 불량의 발생확률의 상위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이다. 여기서,
ALROM이란 기억시키는 데이터의 형성에 알루미늄 배선을 이용하는 형식의 ROM을 말하고, CWROM이란 비아 홀(콘택
트)의 유무를 이용하는 형식의 ROM을 말한다. ALROM 셀과 CWROM 셀에 있어서, 같은 4개의 파티클이 같은 위치에 존
재하고 있다고 할 경우, 도 4의 (a)에 도시된 ALROM 셀에 있어서는 3지점에서 쇼트가 발생하는 데 대하여, CWROM에서
는, 2지점밖에 쇼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배선의 형성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CWROM 셀에 있어서는 X 방향만에 있어서
AL간 쇼트가 문제가 되는 데 대하여, ALROM 셀에 있어서는 콘택트에 있어서의 알루미늄 데이터가 각각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X, Y 방향중 어디에서도 쇼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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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메모리셀 영역에서의 ALROM 셀의 수를 TRALR0M으로 하고, CWROM셀의 수를 TRCWROM
으로 하고, 트랜지스터 밀도(TD)(실질적으로는 배선밀도)를 하기식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TD = (TrL0G + O. 5 * (TrALROM + TrCWROM * 0.55)}/A

또, 상기 도 1의 흐름도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은, 상기 제 1,제 2 실시예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각 Tr의 확산층간을 접속하는 배선의 형성방법에 의해서, 같은 수의 결함에 대한 고장확률이 다른 것
에 착안하고, 그것에 따라서 소자수에 가중을 하여 트랜지스터 밀도(TD)를 산출함으로써, 더욱 높은 정밀도로 수율을 추
정할 수 있다.

단, 가중 값 그 자체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가중 값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실시예)

상기 제 2, 제 3 실시예에서는, 어느 것이나 디지털 회로만이 배치된 것을 전제로 설명하였지만, 디지털 회로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등을 갖는 아날로그 회로가 배치된 경우에 대해서도, 1 Tr 당의 배선수 등을 고려한 Tr 수의 가중을 할 수 있
다. 그 경우, Tr의 크기와 배선량을 고려하여, 예를 들면 아날로그 회로의 Tr 수를 TrANA로 하면, TrANA에는 4배 정도
의 가중을 함으로써, 하기 식과 같이 트랜지스터 밀도(TD)를 산출할 수가 있다.

TD = (TrLOG + 4 * TrANA)/A

상기 각 실시예에서는, 공정변동 허용도(S)가 1인 경우의 스테퍼의 식(좁게는 시즈의 식)을 이용하여 수율을 추정하였지
만,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변동 허용도(S)가 1이 아닌 스테퍼의 식에 있어서, 칩면적 A 대
신에 A* K를 이용하여도 된다.

Y = 1/{(1+ A * D * S)1/s} * 100

또한, 포아송의 식, 머피의 식, 무어의 식, 혹은 다른 추정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각 실시예에 있어서의 소자는 어느 것이나 트랜지스터이지만, 본 발명의 소자는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다이오드 등의 트랜지스터 이외의 능동소자나, 저항소자, 용량소자 등의 수동 소자에 대해서도 본 발명을 적용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에 의하면, 결함밀도 및 칩 면적에 대한 수율의 의존 특성
을 나타내는 추정식을 이용하여 집적회로장치의 수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칩면적을 트랜지스터 밀도에 따라서 보정하
도록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집적회로장치를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하는 집적회로장치 제조사업에 있어서, 해
당 집적회로장치의 레이아웃 설계 완료 전에 정확한 수율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집적회로장치의 제조공정의 투입 웨이
퍼 등의 낭비를 삭감할 수가 있다.

특히, 소자밀도와 평균소자밀도의 비에 따라서 칩면적을 보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의 추정 정밀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소자의 종류에 따라 배선밀도가 다른 것이나, 배선의 종류에 따라 결함이 주는 고장확률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소자
밀도를 산출할 때의 소자수에 가중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수율의 추정 정밀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결함밀도를 산출할 때에도 소자밀도에 따라 칩면적을 보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수율의 추정 정밀도를 한층 더 향
상시킬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통해 각종 수정, 변경, 대체 및 부가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집적회로 장치내의 소자수와, 상기 집적회로 장치의 칩면적과, 상기 집적회로장치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결함밀도를 입
력하는 단계와,

상기 소자의 단위 면적당의 수인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와,

예상되는 수율의 결함밀도 및 칩면적에 대한 의존특성을 나타내는 추정식을 선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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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에서 산출된 상기 소자밀도에 따라서 칩면적을 보정하는 단계와,

상기 보정된 칩면적과 상기 결함밀도를 상기 추정식에 대입하여, 상기 집적회로장치의 예측되는 수율을 산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공정으로 제조되는 집적회로장치의 소자수를 기초로 하여 얻은 평균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
고,

상기 칩면적을 보정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소자밀도를 평균 소자밀도로 나눈 값의 함수로서 보정계수를 결정하고, 상기 보
정계수를 입력된 칩면적에 곱함으로써 칩면적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청구항 3.

(정정)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칩면적을 보정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사용하는 추정함수로부터 역산하여 얻어지는 역산 칩면적을 칩면적으로 나눈
값과 소자밀도를 평균 소자밀도로 나눈 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각종 집적회로장치에 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보정계
수를 소자밀도를 평균 소자밀도로 나눈 값의 가장 확실한 함수로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
정방법.

청구항 4.

(정정)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회로 장치 내에는 다른 종류의 회로가 설치되고,

상기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회로의 종류에 따른 가중을 하여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
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회로장치 내에는 로직회로 영역과 메모리셀 영역이 설정되고,

상기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메모리셀 영역의 소자수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가중 계수를 곱하여 소자밀
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회로장치 내에는 디지털회로 영역과 아날로그회로 영역이 설정되고,

상기 아날로그회로 영역의 소자수에 1보다도 큰 가중을 하여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
율 추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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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정정)

제 1항 내지 제 3항, 제 5항,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회로 장치내의 각 소자의 확산층간을 접속하는 배선층의 형성상태에 의해, 동일한 개수의 결함이 주는 고장확률
이 서로 다른 복수종류의 소자가 설정되고,

상기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각 소자와 배선의 접속부에서의 결함이 주는 고장확률에 따라 상기 소자수에
가중하여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정정)

제 1항 내지 제 3항, 제 5항,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밀도의 추정은 해당 집적회로장치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각종 집적회로장치에 대해서의 칩면적 및 결함밀도와
실제의 수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칩면적으로서, 각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의 소자밀도에 따라 소자밀도가 클수록 칩면적이 크게 되도록 보정하는 것
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신설)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회로 장치 내에는 다른 종류의 회로가 설치되고,

상기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회로의 종류에 따른 가중을 하여 소자밀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
적회로장치의 수율 추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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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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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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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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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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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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