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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장치 매칭의 장애를 방지하고 옵션으로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제한하면서 더미 금속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

법은 집적 회로의 입력 레이아웃 및 집적 회로의 장치 매칭의 명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장치 매칭을 유지하면서 더미 

룰들에 따라 집적 회로에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대칭축에 따라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로서, 장치 매칭이 대칭축에 따른, 배치 단계 및 반복된 엘리먼트들의 

매칭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로서, 장치 매칭이 매칭된 엘리먼트들을 반복하는 배치 단계

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집적 회로의 하나 이상이 네트를 임계 네트로서 지정하는 단계로서, 그 임계 네

트들이 집적 회로의 전체 네트의 세브세트만을 갖는 지정 단계, 각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금속 도체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식별된 각 금속 도체에 금속 도체로부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 (NBD) 의 거리를 

연장하여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는 단계로서, 상기 배치 단계는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더미 충전물들

을 배치하는, 상기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집적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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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 출원의 상호 참조

본 출원은 '평면 프로파일 균일성 (Planar Profile Uniformity) 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더미 금속 충전물에 의한 

커패시턴스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이라고 명명되어, 2002 년 3 월 12 일에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

국특허출원 제 10/097,978 의 CIP(continuation-in-part) 이며, 이 출원의 전부는 여기에 참조된다.

본 발명의 배경

1. 본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프로세싱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장치 매칭의 방해를 방지하고 커패시턴스의 

증가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면서 더미 금속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2. 관련 기술의 설명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는, 금속화, 유전체, 및 다른 재료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인가되어 적층된 상

호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일련의 적층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웨이퍼로부터 형성된 집적 회로는 일반적으로 금속 충전 

된 바이어스 (vias) 에 의해 상호접속된 다수 층을 가로지르는 복수의 금속 라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조 프로세스

에서의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는 집적 회로 소자의 층을 연결하는 상호접속을 형성하여, 높은 복잡성 및 회로 집적도

를 갖는 집적 회로 소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서브-0.35㎛ 반도체 소자의 제조에 있어서, 제조 프로세스가 다음의 적층 단계로부터의 프로세스 산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적층 단계에 앞서 집적 회로의 각 층에 대한 우수한 평탄화를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평탄화된 면

은, 다음 단계에서의 포토리소그래피의 포커스 깊이의 요구되는 레벨을 유지하고 금속 상호접속이 컨투어 단계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종 필요하다.

예를 들어, 층 간의 상호접속의 금속화를 위해 대머신 법(damascene method) 이 종종 이용된다. 대머신 법은 바이어

스 또는 트렌치 패턴을 소자의 활성 영역 아래로의 평면 유전체에 식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또는

트렌치를 채우기 위하여 과도한 금속이 전체 웨이퍼 표면에 걸쳐 적층된다. 그 다음, 금속층의 과도한 부분이 연마되

고 패터닝된 금속 표면의 아래로 제거되고, 금속의 얇은 라인을 상호접속으로 남겨둔다. 제조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다른 단계에서와 같이, 연마된 상호접속 대머신층이 평탄화되는 것은 중요하다.

초고밀도 집적회로를 생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평탄화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학적-기계 연마(CMP; chemical-m

echanical polishing) 또는 평탄화 프로세스가 막의 토포그래피 또는 기판상의 층을 평탄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일반

적으로 CMP 프로세스는 화학적 슬러리가 있는 곳에서 제어되는 압력량을 인가하면서 연 마 패드와 웨이퍼를 서로에

대하여 회전시킴으로써,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선택적인 금속의 제거를 포함하는 연마 프로세스이다. CMP 는 산화물 

및 금속 양자에서 실행될 수 있고, 우수한 국지적 평탄화를 실행할 수도 있다. CMP 프로세스 후에, 더 많은 층을 더하

는 것과 같은 다음 프로세스 단계를 위해 준비된다.

그러나, CMP 프로세스로부터 기인하는 평면 프로파일은 아래에 있는 층의 패턴 밀도에 종종 의존하며, 따라서 30∼

40% 이상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아래에 있는 패턴 의존성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하는 'An Integrated Charac

terization and Modeling Methodology for CMP Dielectric Planarization', Ouma et al., Proc. of Interconnect Te

chnology Conference, Feb. 1998, pp 67∼69 에서 설명된다.

패턴 의존성으로부터 기인하는 CMP 평면 프로파일 변화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더미 금속 충전물을 이용하는 것이

다. 특히, IC 칩에서 패턴 밀도를 더욱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즉 레이아웃에 걸친 피쳐(feature) 밀도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CMP 프로세스 전에 더미 금속 충전물 또는 피쳐를 웨이퍼 안으로 삽입한다. 균일한 피쳐 밀도는 CMP 와 같

은 어떤 동작을 위한 웨이퍼-프로세싱 균일성을 개선한다. 따라서, 더미 금속 충전물은 CMP 후의 패턴-의존 프로파

일 변화를 줄이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더미 충전물의 위치는, 공간이 사용될 수 있는 곳에 균일한-밀도의 더미를 배치시키는 종래의 더미 충전

물 룰 (룰에 기반을 둔 더미 충전물)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Analyzing the Effects of Floating Dummy-Fills :

From Feature Scale Analysis to Full-Chip RC Extraction,' Lee et al., Proc. of IEDM 2001, DEC. 2001를 참조

한다. 그러나, 룰에 기반을 둔 더미 충전물에서의 하나의 문제는 허용되는 더미-충전된 밀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커

서, 규정된 밀도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설계마다 트라이얼-앤드-에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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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의존성으로부터 기인하는 CMP 평면 프로파일 변화를 줄이기 위해 모델링에 기반을 둔 더미 충전을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마 패드의 회전에 의한 평균 효과로서 CMP 평면 프로파일이 효과적인 패턴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모델링에 기반을 둔 더미 충전은 효과적인 밀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미 충전물을 소정의 범위에 선택적으로

삽입함으로써 큰 평면 프로파일 변화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Model-Based Dummy Feature Placement for O

xide Chemical-Mechanical Polishing Manufacturability,' Tian et al., IEEE Transactions on Computer-Aided D

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Vol. 20, No. 7, July 2001, pp. 902∼910를 참조한다.

그러나, 삽입된 더미 금속 충전물은 전기장에 역으로 영향을 주고 원래 금속 라인의 커패시턴스를 증가시킨다. 네트 

커패시턴스에서의 증가는 어떤 긴 임계 네트에서의 25% 이상이 될 수 있다. 몇몇 네트들은 칩 임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칩에 걸쳐 스패닝한다(span). 공통적인 임계 네트들은 클록과 같이 국지적인 제어 신호들이다. 일반적으

로, 긴 상호접속 네트들의 전체 지연은 상호접속 RC 지연에 의해 지배되어, 전체 네트 지연에서의 증가는 네트 커패

시턴스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따라서, 25% 네트 지연 증가는 회로 기능성에 대한 오류 조건을 야기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전술하여 참조한 Tian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커패시턴스는 더미 금속과 원래 금속 라인 사이의 거리와 함께 빠르게 

감소한다. 커패시턴스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Tian 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제한에서 원래 금속 라인과 더미 금속 사

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모델링에 기반을 둔 더미 금속 충전물을 제안하였다. Tian 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모든 네트

들에 대하여 커패시턴스 증가를 줄이는 것을 시도한다. 그러나, 모든 네트에 대하여 커패시턴스 증가를 줄이는 것은 

어려우며, Tian 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긴 시간의 임계 네트들에 대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의 커패시턴스의 증가의 감

소를 보장할 수 없다.

삽입된 더미 금속 충전물은 또한 원래 회로 또는 소자 설계의 다른 특성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회

로 특성 또는 소자 특성을 유지 또는 보존하면서 CMP 후의 평면 프로파일의 균일성을 개선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필

요하다.

발명의 요약

장치 매칭의 방해를 방지하고 옵션으로 커패시턴스 증가를 제한하면서 더미 금속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시스템 및 방

법이 개시된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장치 매칭의 방해를 제한하고 옵션으로 커패시턴스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웨

이퍼 상에 인쇄된 구조로 이동된 더미 충전 금속의 영향을 고려한다. 본 발명은 프로세스, 장치, 시스템, 소자, 방법 또

는 컴퓨터 판독 기억장치 매체 또는 프로그램 지시가 광학 또는 전자 통신 라인을 통해 전송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다양한 발명의 실시형태들을 

설명한다.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컴퓨터-자동화된 방법은 일반적으로, 입력으로서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과 집적 회로에 대한 장치 매칭의 명세를 수신하고, 장치 매칭을 유지하면서 더미 룰에 따라서 집적 회로에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집적 회로는, 집적 회로가 장치 매칭 대칭을 가지고 따르는 적어

도 하나의 대칭축을 가짐으로써 장치 매칭을 가질 수도 있다. 다른 예로서, 집적 회로는 행, 열, 또는 행렬과 같은 반복

하는 매칭된 구성요소를 가짐으로서 장치 매칭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것은 더미 충전

물을 장치 매칭이 대칭축을 따르는 적어도 하나의 대칭축을 따라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것과 장치 매칭이 반복적

인 매칭된 구성요소인 반복된 구성요소의 매칭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더미 충전물로 인한 커패시턴스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본 방법은 집적 회로의 적어도 하나의 네트를 집적 회

로의 모든 네트의 유일한 서브세트인 임계 네트로서 지정하고, 레이아웃 파일로부터의 각각의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

응하는 금속 도체를 식별하고, 식별된 각각의 금속 도체에 대하여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 (NBD) 

의 거리를 연장하는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는 (delineating) 것을 선택적으로 더 포함할 수 있다. 더미 충전물

을 배치시키는 단계는 더미 충전물을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임계 네트는 사용자로부터 또는 CAD 툴 (tool) 로부터의 입력으로서 수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최소 NBD를 설정하

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본 발명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를 바람직하게 회로 기능

성을 보정하는 레벨로 설정하고,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를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로 제한하는 최소 NB

D 를 결정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최소 NBD 는 PASCAL TM 및/또는 RAPHAEL TM 과 같은 커패시턴스 시

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결정될 수도 있고, 바람직하게 단지 지정된 임계 네트(들)를 평가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의 지정된 임계 네트에 따른 금속 도체들은 레이아웃 파일이 GDS-Ⅱ 포맷과 같은

네트 트레이싱 및/또는 레이아웃 파일이 네트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레이아웃 파일을 사용한 태깅(tagging)을 이용하

여 식별된다. 일반적으로 네트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레이아웃 파일은 주석이 달린 GDS-Ⅱ 포맷 또는 LEF/DEF(li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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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 exchange format/design exchange format)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은 대응하는 금속 

도체를 포함하는 지정된 신호 네트 레이어 및 대응하는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NDB 의 거리 내에 있는 다른 레이어

에서 적어도 블로킹된 존을 포함한다. 또한,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것은 모델-기반 및/또는 룰-기반의 더미 충전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시스템은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을 포함하는 데

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 집적 회로의 장치 매칭의 명세 및 장치 매칭을 유지하면서 더미 룰에 따라서 더미 충전물

을 배치시키는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더미 충전물로 인한 커패시턴스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입력은 집적회로의 모든 네트의 유일한 서브 세트를 

지정된 임계 세트(들) 로 지정하는 데이터,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각각의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는 금속 도체를 식

별하는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 및 각각의 식별된 금속 도체에 대한 금속 도체로부터 최소의 NBD 거리를 연장하는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기 위한 배제 존 프로세서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미 충전물 위치 지정기는 대

칭축을 따라 소자 대칭을 보존하거나 또는 매칭된 구성요소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 장치 매칭을 보존하면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더미 룰에 따라서 더미 충전물을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로 배치시킬 수 있다.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기 위한 컴퓨터-자동화된 방법은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의 레

이아웃을 구체화하는 레이아웃 파일을 판독하고, 집적 회로의 적어도 하나의 네트를 집적 회로의 모든 네트의 유일한

서브세트인 임계 네트로 지정하고, 금속 도체를 레이아웃 파일로부터의 각각의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식별하

고, 각각의 식별된 금속 도체에 대한 금속 도체로부터 최소의 NBD 거리를 연장하는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고,

더미 충전물을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기 위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회로 레이아웃 파일을 포함하고 

집적 회로의 모든 네트들의 유일한 서브세트를 지정된 임계 네트(들)로 지정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각각의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는 금속 도체를 식별하는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 각각의 식별된 금속

도체에 대한 금속 도체로부터 최소의 NBD 거리를 연장하는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기 위한 배제 존 프로세서 

및 예를 들어, 더미 충전물을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더미 룰에 따라서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로 배치시키는 더

미 충전물 위치 지정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특성 및 효과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본 발명의 원리를 예로서 설명하는 다음의 도면에서 더욱 상

세하게 제공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에 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본 발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일한 도면 부호는 동일한 구성 요

소를 지정한다.

도 1 은 다수의 금속 층을 가지는 예시회로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2 는 지정된 신호 네트를 포함하는 도 1 의 회로의 금속층의 부분 평면도이다.

도 3 은 지정된 신호 네트를 포함하는 층의 위 및 아래의 도 1 의 회로의 금속층의 부분 평면도이다.

도 4 는 대칭축을 따라서 소자 대칭을 제공함으로써 장치 매칭하는 다수의 금속층을 가지는 다른 예시회로의 부분 단

면도이다.

도 5 는 지정된 신호 네트를 포함하는 도 4 의 회로의 금속층의 부분 평면도이다.

도 6 은 반복하는 매칭된 구성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장치 매칭을 가지는 다른 예시 회로를 도시한다.

도 7 은 장치 매칭을 보존 및/또는 더미 금속 충전물에 의한 커패시턴스 증가의 제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속 충

전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컴퓨터-자동구현된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8 은 더미 충전물을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 배치시키기 위한 도 7 의 프로세스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9 는 여기에서 설명되는 방법 및 프로세싱의 다양한 실시형태에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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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은 도 9 의 컴퓨터 시스템의 시스템 블록도를 도시한다.

구체적인 실시형태의 설명

장치 매칭의 방해를 방지하고 옵션으로 커패시턴스 증가를 제한하면서 더미 금속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시스템 및 방

법이 개시된다. 당업자가 본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설명을 제공한다. 단지 실시예 및 다양

한 변형으로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실시형태 및 응용들에 대한 설명은 당업자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여기에서 정의

된 일반적인 원리들은 본 발명의 정신 또는 범위를 일탈함이 없이 다른 실시형태 및 응용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개시되는 원리 및 특징에 일치되는 다양한 대안, 변형 및 균등물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 일치

된다. 명확함의 목적을 위해, 본 발명에 관한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기술 재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발명을 불필요하

게 불명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았다.

도 1 은 다수의 금속 층(102 및 106-112) 을 가지는 집적 회로(IC) 칩 (100) 의 부분 단면도이다. 일반적으로 층 (11

2) 은 기판이다. 도 2 는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를 포함하는 지정된 신호 네트 층 (102) 의 부분 평면도이며, 도 3 은

지정된 신호 네트 (104)를 포함하는 지정된 신호 네트층 (102) 의 위 및 아래의 금속층 (106, 108) 의 부분적인 평면

도이다.

고정된-바이어스 원 금속 (104) 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지정된 임계 신호 네트는 지정된 신호 네트 층 (102) 에

위치한다. 상부 및 하부 금속 층 (106 및 108) 은 각각 지정된 신호 네트 층 (102) 의 위 및 아래에 있는 층이다. 또한 

접지 층 (110 및 112) 은 각각 상부 및 하부 접지면이다. 부유 더미 금속 층 (114) 은 금속 층 (106 및 108) 의 상부 

및 하부 뿐만 아니라 지정된 신호 네트 층 (102) 에 배치된다.

도 1 에 부분적으로 도시된 IC 칩 (100) 과 같은 IC 칩에서, 네트의 전체 지연은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지연 및 상호

접속 RC 지연을 포함한다. 짧은 네트에 대하여, 전체 지연은 트랜지스터 지연을 거의 포함하며, 상호접속 RC 지연에

서의 증가는 거의 무시한다. 대조적으로, 긴 네트에 대하여, 전체 지연은 상호접속 RC 지연을 거의 포함하며, 트랜지

스터 지연은 거의 무시한다. 따라서, 더미 금속 충전물 (114) 에 의한 커패시턴스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단지 긴 시간 

임계 네 트에 대해 중요하다. 따라서, 커패시턴스 증가를 단지 긴 시간 임계 네트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안으로 제안

하는 것은 회로 기능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

소정의 IC 칩에 대해, 롱 타이밍-임계 네트의 임의의 적합한 수가 선택될 수 있으며 지정된 임계 신호 네트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된 임계 신호 네트에 대한 더미 금속 충진물에 기인한 커패시턴스의 증가량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프로

세스에 따르는 회로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특정한 범위로 선택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하게는 더미 금속 충전물은, 도 4 - 6 을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치의 매칭 (matching) 을 유

지한다.

더미 금속 충전물에 의한 커패시턴스를 특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해, 더미 금속 충전물 및 오리지널 금속 라인 사

이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더미 금속 충전물에 의해 도입되는 커패시턴스의 증가량은 급속히 감소한다. 그러나, 더

미 금속 제거는 매우 시간-소모적이며, 더미 금속 제거가 임계 네트에 대해서만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수백만개의 트랜지스터 IC 칩에서 일일이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유 (floating) 더미 금속 충전물 (114) 은, 지정된 신호 네트의 고정-바이어스 오

리지널 금속 (104) 로부터의 최소 또는 네트 블록킹 또는 버퍼 거리 (NBD) (116) 내로부터 블록킹 또는 배제 (extrud

e) 된다. 오리지널 금속 (104) 과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 (114) 사이에 NBD 의 최소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더미 충전

물에 기인한 임계 네트에서의 커패시턴스 증가량은 제한될 수 있다.

도 1 -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더미 금속 충전물 (114) 은 X, Y, 및 Z 방향에서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의 NB

D 의 거리 내로부터 블록킹된다. 특히, 더미 금속 충전물 (114) 은 지정된 신호 네트층 (102) 의 X 방향에서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의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블록킹된다. 지정된 신호 네트 (104) 가 Y 방향으로 지정된 신호 

네트층 (102) 의 길이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더미 금속 충전물 (114) 또한 지정된 신호 네트층 (102) 의 Y 방향으로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블록킹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더미 금속 충전물 

(114) 도, Z 방향으로, 즉 도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층 (102, 106, 108) 에 수직하게,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블록킹된다.

설명한 특정 실시예에서, 상층 및 하층 금속층 (106, 108) 만이 지정된 신호 네트로부터 Z 방향에서 NBD 의 거리 내

에 있다. 따라서, 각각의 상층 및 하층 금속층 (106, 108) 은, 도 3 의 부분평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된 신호 네

트층 (102) 와 유사한 NBD 배제 영역을 갖는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더미 금속 충전물 (114) 은, 지정된 신호 네트

층 (102) 의 위 및 아래의 0 이상의 층에서,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블록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NBD 가 충분히 작을 때, 더미 금속 충전물은, 지정된 신호 네트층 (102) 에서만, 지정된 신호 네트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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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블록킹된다. 다른 실시예로서, NBD 가 더 클 때, 더미 금속 충전물은, 지정된 신호 네

트층 (102) 뿐만 아니라 지정된 신호 네트층 (102) 의 위 및/또는 아래의 추가적인 층에서도, 지 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블록킹된다. 일반적으로, 더미 금속 충진 블록킹이 적용되는 층의 수는 지정된 신호 네

트층 (102) 의 위 및 아래의 층의 수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NBD 배제 영역은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 NBD 의 최소 거리를 커버하는 영역에 정의된다. NBD

배제 영역은, 예를 들어,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를 전방향으로 둘러싸는 가상의 구형 (sphere-like shape) 을 도시

함으써 정의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NBD 배제 영역은 지정된 신호 네트 (104) 로부터 X, Y, 및 Z 의 각각의 

방향으로 NBD 의 거리를 연장하는 가상의 형상을 도시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정된 신호 네트 (104

) 는 일반적으로 NBD 배제 영역이 또한 직사각 프리즘이 되도록, 6 면을 갖는 직사각 프리즘, 즉 직사각 다면체형이

다. 다른 임의의 적합한 NBD 배제 영역의 윤곽도 구현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회로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커패시턴스의 증가량을 소정의 양 아래로 제한하도록, NBD 가 결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컴퓨터-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이용되어 더미 금속의 위치를 결정하여, 임계 네트로부터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더미 금속을 배제한다. 컴퓨터-자동화 프로세는 도 7 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장치 매칭의 특성은, 예를 들어, 노이즈 말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장치 매칭을 유지하

는 동안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것은 장치 대칭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장치 매칭 은, 

적어도 하나의 대칭축을 따르는 것 및/또는 반복되는 매칭 소자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장치 대칭을 제공함으로써 제

공될 수 있다. 또한, 장치 매칭은 열, 행, 또는 배열로서 제공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대칭축을 따라 장치 대칭을 제

공하는 것에 의해 제공되는 장치 매칭은 도 4 및 5 을 참조하여 후술되며, 반복되는 매칭 소자를 제공함으로써 장치 

매칭을 하는 것은 도 6 을 참조하여 후술된다.

도 4 는, 다층 금속층 (152 및 156-162) 및 대칭축 (168) 을 따른 장치 대칭을 제공함에 따른 장치 매칭을 갖는 다른 

예시적인 IC 칩 (150) 의 부분단면도이다. 도 5 는 대칭축 (168) 을 따라 대칭인 지정된 신호 네트 (154 및 154') 를 

포함하는 지정된 신호 네트인 층 (152) 의 부분평면도이다. 명백하게, 집적 회로 칩 (150) 은, 집적회로가 그에 따라 

장치 매칭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대칭축 (168) 을 가짐으로써 장치 매칭을 가질 수 있다.

도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층 (162) 은 통상적으로 기판이다. 2 개의 IC 칩 소자만이 단일 대칭축을 따라 매칭된 것으

로 도시되었지만, 장치 매칭을 갖는 칩은 통상적으로 임의의 적합한 수의 대칭적으로 매칭된 소자를 열, 행, 또는 배열

로 포함할 수 있다. 대칭축을 따라 대칭 장치 매칭을 갖는 IC 칩 (150) 은 도 1 - 3 을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된 IC 

칩과 유사하며, 유사한 구성요소 및 개념은 간결성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고정-바이어스 오리지널 금속 (154, 154') 에 의해 표현된 신호 네트는 임계 신호 네트로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임계 신호 네트를 포함하는 신호 네트층 은 지정된 신호 네트층 (152) 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부 및 하부 금속층 (15

6, 158) 은 각각 지정된 신호 네트층 (152) 의 위 및 아래에 있다. 또한, 그라운드층 (160, 162) 은 각각 상부 및 하부 

그라운드 평면이다.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 (164) 은, 대칭축 (168) 에 따른 장치 대칭이 유지되도록, 상부 및 하부 금속층 (156, 158) 뿐

만 아니라 지정된 신호 네트층 (152) 에 배치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 (164) 은, 지정된 

신호 네트의 고정-바이어스 오리지널 금속 (154, 154') 으로부터 최소 또는 네트 불록킹 또는 버퍼 거리 (NBD) 로부

터 선택적으로 블록킹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도 4 및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 (164) 은 각

각의 층 (152, 156, 158) 에서 대칭축을 따라 대칭적으로 배치된다.

도 6 은, 반복되는 매칭 소자 (140A, 140B, 140C) 를 제공함으로써 장치 매칭을 갖는 다른 예시적인 IC 칩 (150') 을

설명한다. 반복되는 매칭 소자 (140A, 140B, 140C) 는 나타낸 바와 같이 열로 나타낼 수도 있고, 행 또는 배열일 수

도 있다.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 (164) 은 각각의 매칭 소자 (140A, 140B, 140C) 에 배치되어 반복되는 소자의 매칭

을 유지한다. 즉,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 (164) 은 각각의 매칭 소자가 부유 더미 금속 충전물 (164) 와 같은 수 및 배

치를 갖도록 매칭 소자 (140A, 140B, 140C) 에서 배치되어, 따라서 반복되는 소자 중의 매칭을 유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장치 매칭을 갖는 소정의 IC 칩에 대해, 대칭축 및/또는 반복되는 매칭 소자는, 장치 매칭을 유지함과 

동시에 더미 배치를 용이하게 하도록 특 정된다. 컴퓨터-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이용되어, 대칭축을 따라 대칭을 유지

함으로써 장치 매칭을 유지함과 동시에, 또는 반복되는 소자 중에서 매칭을 유지함과 동시에, 임계 네트로부터 NBD 

의 거리 내로부터 더미 금속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도록 더미 금속의 위치를 결정한다. 컴퓨터-자동화된 프로세스는 도

7 을 참조하여 후술된다.

도 7 은, 장치 매칭의 유지 및/또는 더미 금속 충전물에 의한 커패시턴스 증가량의 제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더미 

금속 충전물의 배치를 결정하는 컴퓨터-자동화된 프로세스 (130) 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프로세스는 장치 매칭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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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으로, 커패시턴스 증가량 제한 특성만으로, 또는 양 특성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더미 금

속 충전물은, 레이아웃 전반에 걸쳐 특성 밀도의 평균화 (level) 를 돕기 위해 이용된다. 컴퓨터-자동화된 프로세스 (

130) 은, 회로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더미 금속 충전물을 배치하여, 장치 매칭의 유지 및/또는 더미 금속 충전물에 기

인한 커패시턴스 증가량의 롱 타이밍-임계 네트에 대한 소정 범위로의 제한을 한다. 특히, 프로세스 (130) 는 장치 매

칭을 유지 및/또는 임계 네트로부터 안전 버퍼 거리 내로부터 더미 금속 충전물을 블록킹 또는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

게 한다.

단계 132 에서, 집적 회로에 대한 장치 매칭이 식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치 매칭은 대칭적으로 매칭된 집적 회

로를 따라 적어도 하나의 대칭축을 가짐으로써, 또는 열, 행, 배열로 반복되는 소자를 매칭되게 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

다.

프로세스 (130) 가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제한하기 위해 임계 네트로부터의 버퍼 거리 내로부터 더미 금속 충전물을 

블록킹 또는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는 화살표 (14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후술하는 단계

140 으로 진행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또한 공정 (130) 이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제한하기 위해 임계 네트로부터 버퍼 거리 내로부터 더미 

금속 충전물을 블록킹 또는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면, 임계 네트로 지정될 네트 및 최대 허용 가능 커패시턴스 

또는 더미 금속 충전물에 기인한 지연 증가는, 예를 들어, 단계 132 에서 사용자에 의한 입력 및/또는 CAD 툴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 134 에서, 컴퓨터-자동화 공정은, 더미 금속 충전물에 기인한 커패시턴스 또는 지연 증가를, 단계 13

2 에서 결정되는 최대값 내로 제한하는 최소 안전 또는 버퍼 거리 NBD 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단계는 지정

된 임계 네트에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명백하게, 단계 134 는 단계 132 의 전에, 동시에, 또는 후에 수행될 수

있다. 한국 서울의 삼성전자에 의해 보급되는 3D 커패시턴스 시뮬레이터인 PASCAL TM 등의 시판 기성품 (COTS; 

commercial of-the-shelf) 커패시턴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합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이용되어 최소 안전 거리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서 참조하는, 박진규 등의 'An Exhaustive Metho

d for Characterizing the Interconnect Capacitance Considering the Floating Dummy- Fills by Employing an E

fficient Field Solving Algorithm', Simulation of Semiconductor Processes and Devices (SISPAD 2000), pg.98-

101, September 7, 2000 을 참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의 AVANT! Corporation 에 의해 보급되는 배선 

분석 소프트웨어인 RAPHAEL TM 과 같은 임의의 다른 적합한 3D 커패시턴스 시뮬레이터가 이용될 수도 있다.

단계 136 에서, 컴퓨터-자동화된 공정은, 단계 132 에서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는 금속 도체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이는, GDS-II 포맷의 레이아웃 파일과 같은, 집적 회로에 대한 입력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하는 네트 트레이싱을

이용하여 획득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단계 136 은, 주석이 달린 (annotated) GDS-II 포맷의 레이아웃 파일과 

같은, 주석이 달린 회로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하여 태깅 (tagging)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단계 138 에서, 단계 136 에서 식별된 각각의 금속 도체에 대해, 컴퓨터-자동화된 공정은, 금속 도체를 포함하는 지

정된 신호 네트층 및 NBD 배제 영역 내에 있는 지정된 신호 네트층의 위 및 아래에 있는 임의의 층에서, NBD 배제 

영역의 윤곽을 그린다. 지정된 신호 네트층의 위 및 아래의 지정된 임의의 층(들)이 NBD 배제 영역 내에 있다면, 지정

된 신호 네트층에서의 경우와 유사한 각각의 그러한 층에서 블록킹된 면적 또는 영역은, 그곳에 배치된 임의의 더미 

금속 충전물을 갖지 못하게 블록킹된다.

단계 140 에서, 더미 금속 충전물의 배치는, 장치 매칭을 유지하며 옵션으로 단계 138 에서 결정된 블록킹 영역을 따

르도록 결정된다. 즉, 더미 금속 충전물 배치는 특정한 대칭축을 따라 대칭 및/또는 반복되는 소자 중에서 매칭되며 

블록킹 면적 또는 영역 외의 가능 면적 내에만 선택적으로 있다. 룰-기반 또는 모델-기반 더미 충전 공정과 같은 임의

의 적합한 더미 충전물 방법이, 원하는 평면 프로파일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공정 (130) 은 여기에 주어진 다양한 단계의 특정 순서에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공정 (130) 의 다

양한 단계는 임의의 적합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된 장치 매칭을 유지 및/또는 더미 금속 충전물에 기인한 커패시턴스의 증가량을 제한하는 시스템 및 방

법은, CMP 와 같은 특정의 웨이퍼-처리 동작에 대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은 임의의 적합

한 웨이퍼-공정 동작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 8 은, 집적 회로 제조 공정에서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도 7 의 공정을 수행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시스

템 (170) 은, (a) 장치 매칭의 명세, 즉 (i) 대칭적인 장치 매칭을 갖는 집적 회로가 따르는 대칭축 또는 축들의 명세 및

/또는 (ii) 반복되는 매칭 소자의 명세, (b) 지정된 임계 네트로서 집적 회로의 적어도 하나의 네트를 지정하기 위한 입

력, (c) 더미 충전물에 기인한 최대 허용가능한 커패시턴스 증가량 또는 최소 NBD 에 대한 입력, (d) 집적 회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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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는 레이아웃 파일, (e) 더미 룰, 및/또는 (f) 기술 파일로도 지칭되는 상호접속 구성 정보를 수용하는 입력 (1

72) 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레이아웃 파 일은, 당업계에 잘 알려진, GDS-II 포맷 또는 주석달린 GDS-II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각각의 입력이 입력 (172) 을 통해 수용되지만, 예를 들어, 더미 룰은 시스템 (170) 에 이미 저장

될 수도 있다. 비록 각각의 입력 데이터가 별개의 입력으로 열거되고 설명되었지만 데이터 중의 일부 또는 전체는 임

의의 적합한 수의 별개의 입력에서 입력 (172) 을 통해 수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또한, 레이아웃 파일은 장치 매칭

의 명세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입력 (b), (c) 는, 시스템 (170) 이 또한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제한하기 위해 임계 네트로부터 버퍼 

거리 내에 더미 금속 충전물을 블록킹 또는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때에만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에, 또한 시스템 

(170) 은 최소 블록킹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커패시턴스 시뮬레이터 (174) 를 포함할 수 있다. 커패시턴스 시뮬레이

터는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설정된 최대 커패시턴스로 제한하는 최소 네트 블록킹 거리를 결정한다. 커패시턴스 

시뮬레이터는, 전술한 PASCAL TM 및/또는 RAPHAEL TM 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커패시턴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

어를 포함할 수 있다. 최소 네트 블록킹 거리가 주어진 공정에 대하여 시스템 (170) 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경우, 커패

시턴스 시뮬레이터 (174) 는 시스템 (170) 의 일부분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의 공정에 이용될 필요가 없

다.

또한, 시스템 (170) 은, 각각의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되는 금속 도체를 식별하는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 (176)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금속 도체는 지정된 신호 네트층에 배치된다. 따라서, 시스템 (170) 은, 또한, 지정된 신

호층 및 금속 도체의 네트 블록킹 거리 내에 있는 임의의 다른 층에서 네트 블록킹 배제 영역을 설정하는 배제 영역 

프로세서 (178) 를 포함한다.

시스템 (170) 은, 더미 룰에 따라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키는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 (180) 를 포함한다.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 (180) 는, 장치 매칭을 유지하면서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켜서, 장치 매칭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 (180) 는, 특정된 대칭축을 따라 더미 충전물을 대칭적으로 배치 및/또는 반

복되는 소자 중에서 매칭을 유지하도록 더미 충전물을 배치시킬 수 있다. 또한,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 (180) 는, 시

스템 (170) 이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제한하기 위해 더미 금속 충전물을 블록킹 또는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경

우, 네트 블록킹 배제 영역의 외부에 더미 충전물을 선택적으로 배치시킨다.

비록 각각의 소자 또는 프로세서가 별개의 프로세서로서 도시 및 설명되었으나, 임의의 적합한 수의 프로세서가 여기

서 설명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도 9 및 10 은 각각, 여기서 설명한 방법 및 공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범용 컴퓨터 

시스템 (1001) 의 실시예에 대한 개략도 및 블록도이다. 여기에 도시하고 설명한 컴퓨터 시스템 (1001) 의 구조 및 구

성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다른 컴퓨터 시스템 구조 및 구성이 이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 (1001) 은 디스플레이 (1003), 스크린 (1005), 캐비 넷 (1007), 키보드 (1009), 및 마우스 (1

011) 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캐비넷 (1007) 은, 여기서 설명한 방법 및 공정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또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쓰이는 데이터를 저장 및/또는 회수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1015), 시스템 메모리 (1053), 및 하드 드라이브 (1055) 를 갖는다. CD 및 플로피 디스

크 (1015) 는 대응되는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ROM 또는 CD-RW 드라이브 (1013) 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로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판독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임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말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장치의 예시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그리고 CD-ROM 디스크와 같은 광학 매체, 그리고 플롭티컬 디스크와 같은 자기-광

학 매체, 및 애플리케이션-특정 집적 회로 (ASIC),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PLD), 및 ROM, RAM 장치 등과 같

은 특별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는 또한, 네트워크에서 운반되는 반송파에 구체화되는 데이터 신호와 같은, 반송파

로서 구체화된 데이터 신호를 포함한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기업 또는 다른 환경 내의 인트라넷, 인터넷,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가 분배된 형태로 저장 및 실행될 수 있는 복수의 접속된 컴퓨터의 임의의 네트워크일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101) 은 마이크로프로세서 (1051)(CPU 또는 중앙 처리 장치로도 지칭됨), 시스템 메모리 (1053), 고

정식 기억장치 (1055)(하드 디스크 등), 착탈식 기억장치 (1057)(CD-ROM 드라이브 등), 디스플레이 어댑터 (1059),

사운드 카드 (1061), 트랜스듀서 (1063)(스피커 및 마이크로폰 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65), 및/또는 프린터/팩

스/스캐너 인터페이스 (1067) 와 같은 여러 서브시스템들을 구비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 (1001) 은 시스템 버스 (1

069) 를 포함한다. 그러나, 나타낸 특정 버스들은 단지 여러 서브시스템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기능하는 어떤 상호접

속 구성의 예들이다. 예를 들어, 로컬 버스는 중앙 처리 장치를 시스템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 어댑터에 접속하는데 이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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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시된 방법 및 프로세스는 CPU (1051) 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도 있거나 및/또는 프로세싱의 일부를 공유하

는 원격 CPU 와 함께 인터넷, 인트라 네트워크, 또는 LAN (local area network) 와 같은 네트워크를 따라서 수행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예시하였지만, 이들은 단지 예시적이며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 실시형태들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하의 청구범위들에 의해서만 한

정되도록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집적회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더미 충전물 (fill) 을 배치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으로서,

입력으로서 상기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및 상기 집적 회로에 대한 장치 매칭의 명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장치 매칭을 유지하면서 더미 룰들에 따라 상기 집적 회로에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자

동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매칭의 명세는 상기 집적 회로가 장치 매칭되어지는 하나 이상의 대칭축의 명세 및 상기 집적 회로의 반복 

매칭된 엘리먼트들의 명세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는,

장치 매칭의 명세가 하나 이상의 대칭축의 명세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대칭축에 따라 상기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 및

장치 매칭의 명세가 집적 회로의 반복 매칭된 엘리먼트들의 명세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반복된 엘리먼트들의 매칭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더미 충전물들을 배 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의 하나 이상의 네트를 임계 네트로서 지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는 상기 집적 회

로의 전체 네트들의 서브세트만을 구비하는 지정 단계;

각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금속 도체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식별된 각 금속 도체에 대하여, 상기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를 연장하여 네트 블로킹 배제 

(exclusion) 존을 도시 (delineate)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며,

상기 더미 충전물을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상기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5.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으로서,

상기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을 규정하는 레이아웃 파일을 판독하는 단계;

상기 집적 회로의 하나 이상의 네트를 임계 네트로서 지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는 상기 집적 회

로의 전체 네트의 서브세트만을 구비하는 지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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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상기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금속 도체들을 식별하는 단계;

식별된 각 금속 도체에 대하여, 상기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를 연장하여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는 단계; 및

더미 룰들에 따라 상기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상기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

화 방법.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지정될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에 대한 임계 네트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수신된 입력은 사용자, 및 CAD 툴의 출력 중 하나로 이루어진,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7.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를 사용자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출력 중 하나로부터의 입력으로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8.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9.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최대 허용가능한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상기 설정된 최대 허용가능한 커패시턴스 증가량으로 제한하는 최소 네트 블로킹 거

리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는 커패시턴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

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턴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PASCAL TM 및 RAPHAEL TM 중 하나인,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지정된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만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3.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단계는 상기 지정된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전체 금속 도체들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

퓨터 자동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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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단계는 상기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한 네트 트레이싱 및 태깅 중 하나를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단계는 상기 레이아웃 파일이 GDS-Ⅱ 포맷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네트 트레이싱을 포함하며 ,

상기 식별 단계는 상기 레이아웃 파일이 네트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태깅을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아웃 파일이 네트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레이아웃 파일은 주석이 달린 GDS-Ⅱ 포맷 및 LEF/DE

F 포맷 중 하나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7.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은 대응하는 금속 도체를 포함하는 지정된 신호 네트 층, 및 대응하는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

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내에 있는 어떤 다른 층들에서 하나 이상의 블록화된 존을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8.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단계는 모델기반 더미 충전 프로세스 및 룰기반 더미 충전 프로세스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자동화 방법.

청구항 19.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및 상기 집적 회로에 대한 장치 매칭의 명세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부; 및

장치 매칭을 유지하면서 더미 룰들에 따라 상기 집적 회로에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더미 충전물 위치 지정기 (loc

ator) 를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매칭의 명세는 상기 집적 회로가 장치 매칭을 갖는 하나 이상의 대칭축의 명세 및 상기 집적 회로의 반복 

매칭된 엘리먼트들에 대한 명세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충전물 위치 지정기는 장치 매칭의 명세가 하나 이상의 대칭축의 명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미 룰들에 

따른 하나 이상의 대칭축에 따라서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며, 장치 매칭의 명세가 집적 회로의 반복 매칭된 엘리먼

트들에 대한 명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복된 엘리먼트들의 매칭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장치 매칭을 유지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는 또한 집적 회로의 하나 이상의 네트를 지정된 임계 네트로서 지정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는 상기 집적 회로의 전체 네트의 서브세트 및 상기 집적 회로의 전체 네트보다 작은 서브세트만을 구비하며,



공개특허 10-2005-0007440

- 12 -

각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상기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금속 도체들을 식별하는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 및

식별된 각 금속 도체에 대하여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를 연장하여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는 배제 존 프로세서를 더 구비하며,

상기 더미 충전물 위치 지정기는 또한 더미 룰들에 따라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시

스템.

청구항 23.
집적 회로 제조 프로세스로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을 규정하는 레이아웃 파일을 포함하며 상기 집적 회로의 하나 이상의 네트를 지정된 임계

네트로서 지정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부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는 상기 집적 회로의 전체 네트의 서

브세트만을 구비하는, 입력부;

각 지정된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상기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금속 도체들을 식별하는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

각 식별된 금속 도체에 대하여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를 연장하여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는 배제 존 프로세서; 및

더미 룰들에 따라 상기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더미 충전물들을 배치하는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를 구비하는

,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네트 입력은 사용자 및 CAD 툴의 출력 중 하나로부터 이루어진, 시스템.

청구항 25.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를 입력으로서 부가적으로 수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입력으로서 부가적으로 수신하며,

상기 시스템은,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량을 수신된 최대 커패시턴스로 제한하는 거리인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를 결정하는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 프로세서를 더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커패시턴스 증가량 입력은 상기 집적 회로의 기능을 보장하는 커패시턴스 증가 레벨인, 시스템.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 프로세서는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커패시턴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

어를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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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커패시턴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PSACL TM 및 RAPHAEL TM 중 하나인, 시스템.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 프로세서는 지정된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만을 평가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는 지정된 하나 이상의 임계 네트에 대응하여 모든 금속 도체들을 식별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는 상기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한 네트 트레이싱 및 태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시스

템.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는 상기 레이아웃 파일이 GDS-Ⅱ 포맷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네트 트레이싱을 수

행하며 ,

상기 금속 도체 식별 프로세서는 상기 레이아웃 파일이 주석이 달린 GDS-Ⅱ 포맷 및 LEF/DEF 포맷 중 하나로 이루

어진 경우에는 태깅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배제 존 프로세서는, 대응하는 금속 도체를 포함하는 지정된 단일 네트 층, 및 대응하는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 이내에 있는 어 떤 다른 층들에서 하나 이상의 블록화된 존을 포함하도록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을 도시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는 모델기반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 및 룰기반 더미 충전물 위치지정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장치 매칭 레이아웃을 갖는 복수의 신호 네트; 및

장치 매칭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복수의 더미 충전물을 구비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매칭은 하나 이상의 대칭축에 따른 장치 대칭, 반복 매칭된 엘리먼트들과의 장치 대칭, 로우 대칭, 컬럼 대

칭, 및 어레이 대칭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제공되는, 집적 회로.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충전물들은 장치 매칭이 하나 이상의 대칭축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하나 이상의 대칭축에 따라 배

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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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더미 충전물들은 장치 매칭이 반복 매칭된 엘리먼트들을 갖는 것을 포 함하는 경우에 반복된 엘리먼트들의 매칭

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집적 회로.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네트들 중 하나 이상은 임계 신호 네트로서 지정되고, 신호 네트들 중 나머지는 비임계 신호 네트들이며, 

상기 하나 이상의 임계 신호 네트는 집적 회로의 전체 신호 네트보다 작은 서브세트를 구비하며, 각 임계 신호 네트는

이와 연관된 금속 도체들을 가지며,

상기 더미 충전물들은 각 임계 신호 네트와 연관된 상기 금속 도체들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를 연장

하여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배치되며, 상기 더미 충전물들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비임계 신호 네트들과 연관

된 금속 도체들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 이내에 배치되는, 집적 회로.

청구항 40.
하나 이상이 임계 신호 네트로서 지정되며 나머지가 비임계 신호 네트들로 지정되는 복수의 신호 네트로서, 상기 하

나 이상의 임계 신호 네트는 집적회로의 전체 신호 네트 보다 작은 서브세트를 구비하며, 각 임계 신호는 이와 연관된

금속 도체들을 갖는, 복수의 신호 네트; 및

복수의 더미 충전물을 구비하며,

상기 더미 충전물들은 각 임계 신호 네트와 연관된 상기 금속 도체들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를 연장

하여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의 외부에 배치되며, 상기 더미 충전물들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비임계 신호 네트들과 연관

되는 금속 도체들로부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 이내에 배치되는, 집적 회로.

청구항 41.
제 39 항 또는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는 상기 지정된 하나 이상의 임계 신호 네트에만 의존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42.
제 39 항 또는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 블로킹 배제 존은 하나 이상의 임계 신호 네트와 연관되는 해당 금속 도체를 포함하는 각 지정된 신호 네트

층, 및 대응하는 금속 도체로부터의 최소 네트 블로킹 거리의 거리 이내에 있는 어떤 다른 층들에서 하나 이상이 블록

화된 존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43.
제 39 항 또는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충전물들은 모델기반 더미 충전 프로세스 및 룰기반 더미 충전 프로세스 중 하나 이상에 따라 배치되는, 집

적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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