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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급 처리 제어 시스템 내의 부정확한 계측 데이터의 취급방법, 시스템 및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위해 설계된, 개선된 피드백 제어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피드백
제어부는 오류 데이터 포인트를 검출하여 이들 데이터 포인트가 피드백 제어부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하는 특징을 포함한다.

배경기술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불변의 경향은 집적 회로 디바이스, 예를 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디바이스 등의 접
적 회로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비용을 저감시키면서 품질과 신뢰도 및 스루풋(throughput)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저가로서 더욱 빠르고 고품질인 컴퓨터와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공
급된다. 이들 요구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서의 지속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함에 있어서, 고품질 및 저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드백 제어부를 사용하는 것은 주지의 관
행이다. 피드백 제어부 시스템(100)의 일례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로 결합된 툴(103)과 피드백 제어부
(107)를 포함한다. 상기 툴(103)은 화학 기계적 평탄화(CMP) 툴, 증착기, 에처(etcher) 등의 반도체 제조 툴 중의
하나 또는 어떠한 조합이 될 수 있다. 특히, 상기 툴(103)은 웨이퍼를 입력(101)으로서 수신해서 한 집합의 제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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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109), 예를 들면, 상기 제어부(107)로부터 수신한 레시피에 따라서 처리한다. 처리된 웨이퍼는 출력(105)으
로서 칭한다. 처리의 예는 새로운 층의 막을 증착하거나 층을 에칭하는 것 등이다.

상기 툴(103)이 웨이퍼를 일단 처리하면, 1개 이상의 계측 스테이션(도 1에 도시하지 않음)이 처리된 웨이퍼에 대한
측정을 행한다. 측정값은 상기 제어부(107)에 전달된다. 다음에 상기 제어부(107)는 상기 측정값을 미리 계산된 예
측값과 비교한다. 상기 비교에 의거하여, 제어부(107)는 제어 파라미터(109)에 대한 조정을 행한다. 예를 들면, 측
정값을 예측값과 비교할 때에 새로 증착된 층의 두께가 소망하는 범위의 바깥쪽에 있을 경우, 제어부(107)는 1개 이
상의 제어 파라미터(109), 예를 들면, 가스의 유량, 처리 시간의 길이 등을 조정하여 다음의 웨이터 위에 더 얇은 박
막을 증착시킨다. 다음에 상기 툴(103)은 다른 웨이퍼를 받아서, 조정된 제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상기 웨이퍼를
처리한다.

피드백 제어부의 성능은, 어느 정도, 계측 스테이션으로부터 정확한 측정값을 수신하는 것에 좌우된다. 부정확한 또
는 오류 측정값을 수신할 경우, 피드백 제어부는 그러한 측정값을 식별하여 그러한 측정값이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의 피드백 제어부에서는, 로버스트(robust)한 매커니즘이 오류
측정값을 다루는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류 측정값이 상기 제어부(107)로 반복적으로 입력될 경우, 처리된 웨이퍼
위에 형성되는 디바이스에 결함, 저수율, 또는 양쪽을 증가시키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는 오류 측정값을 식별하여 상기 오류 측정값이 피드백 제어부로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는 오류 데이터 포인트를 초기에 식별하여 그것이 피드백 제어부의 동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 방법 및 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기 툴의 출력에 관한 데이터 포인트를
수신하는 특징을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포인트는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적어도 1개의 이전(previous) 데이터 포인
트를 포함한다. 적어도 1개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는 현재 데이터 포인트 이전에 수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또한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적어도 1개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오류
아웃라이어(outlier)인지의 여부를, 적어도 1개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도 아웃라이어였는지의 여부에 의거하여 판정
하는 특징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오류 아웃라이어로서 판정된 경우, 상기 피
드백 제어 메커니즘의 피드백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는 특징을 더 포함한다.

다양한 특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본 출원의 상세한 설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한 설명을 읽을 경우 이해가
가장 잘 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예시한 블록도.

도 2는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의 일례를 예시한 그래프.

도 3은 스텝 변화의 일례를 예시한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최적화기(optimizer) 및 추정기(estimator)를 포함하는 피드백 제어부를 예시한 블
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추정기의 고수준 특징을 예시한 플로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아웃라이어의 판정에 관한 추정기의 특징을 예시한 플로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측정값의 조정에 관한 추정기의 특징을 예시한 플로차트.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스텝의 전체 순서의 특징을 예시한 플로차트.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처리된 측정값의 예를 예시한 그래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피드백 제어부의 실시예의 일례가 동작할 수 있는 컴퓨터를 표시한 블록도.

실시예

반도체 제조 툴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상기 툴의 출력(예를 들면, 처리된 웨이퍼)의 1개 이상의 특성
에 대한 측정을 행하기 위한 계측 스테이션(상기 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음)과 데이터 포인트(데이터 포인
트는 단일 또는 복수의 웨이퍼의 1개 이상의 측정값으로부터 계산되거나 상당하는 것임)에 의거하여 상기 툴의 동
작을 변화시키기 위한 피드백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각종 실시예는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즉, 1개 이상
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와는 실질적으로 상이한 데이터 포인트)를 식별하고,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를 오류 아웃
라이어 데이터 포인트와 무오류 아웃라이어 포인트(예를 들면, 상기 툴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아웃라이어)로 구
별하여, 상기 오류 데이터 포인트가 피드백 제어부와 그 툴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특징을 포
함하는 피드백 제어부에 관한 것이다. 이들 실시예는 도 5 및 도 6과 관련하여 예시하고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
이, 데이터 포인트는 단일 웨이퍼의 1개 이상의 측정값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이들 측정값은 또한 웨이퍼로부터
취한 다른 측정값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한 아웃라이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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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어 측정값은 웨이퍼에 대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계산하기 이전에 식별하여 제거한다. 도 7과 관련하여
이들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측정값과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아웃라이어를 식별하
여 제거하는 것에 관한 상기 언급한 실시예의 일부분 또는 전체의 특징은 1개의 시스템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들 실
시예는 도 8a 및 도 8b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각종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아웃라이어의 일반적 개념을 먼저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아웃라이어는 이전의 데이터 포인트와는 아주 상이한 데이터 포인트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통계치, 예를
들면,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등의 표현으로 측정될 수 있다.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는 상기 툴에 변화가 일어나
서 피드백 제어부에 의한 응답이 요구될 수 있다(예를 들면, 제어 파라미터의 조정)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다른 예
에서,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는 계측 스테이션에 의해 행해진 측정이 오류임(즉, 오류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
트)을 가리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오류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는 피드백 제어부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
거한다. 이러한 개념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류 아웃라이어의 일례를 도 2에 예시하고 있고, 무오류 아웃라이어를
나타내는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를 도 3에 예시하고 있다.

더욱 상세하게는, 도 2에서, 검은선(201)은 처리된 웨이퍼의 순서대로 데이터 포인트와 그들 각 예측값 간의 차이의
기록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예측값은, 어느 정도, 이전의 데이터 포인트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y축은, 처리된 웨
이퍼의 차이값 F(k)를 나타낸다. 처리된 웨이퍼(20)는 1의 차이값을 갖지만, 웨이퍼(1 내지 19) 및 웨이퍼(21 내지
40)는 0의 차이값을 갖는다. 도 2에 나타낸 웨이퍼(20)의 데이터 포인트는, 차이값이 웨이퍼(20)에 대해 1로 점프하
고 다시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기 툴에서 발생한 처리를 잘못 전하거나 부정확하게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차이
값을 계산하는 것을 기초로 한 데이터 포인트를 계산함에 있어서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는
오류 입력으로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피드백 제어부에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에서, 유사한 변화가 처리된 웨이퍼(20)에서 발생하지만, 차이값은 웨이퍼(21 내지 40)에 대해 1로 남아 있다.
그러한 경우, 웨이퍼(20)에 대한 차이값은 오류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선단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도 3에 예시한 변화는 상기 툴에서 발생한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피드백 제어부에 대한 변화의 선단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오류 아웃라이어로부터 오류 아웃라이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른 특징 중에서, 툴(401)과,
1개 이상의 계측 스테이션(403)과, 도 4에 예시한 바와 같이 추정기(405)와 최적화기(407)를 포함하는 피드백 제어
부(406)를 포함한다. 상기 툴(401)은 도 1과 관련하여 상기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계측 스테이션(403)(툴
(401)의 부분이거나 외부에 있을 수 있음)은 처리된 웨이퍼 위에서 1개 이상의 측정을 행하도록 구성된다. 특히, 측
정은 상이한 카테고리, 예를 들면, 증착막의 두께, 전이의 다양한 특징 등이 될 수 있다. 계측 스테이션(403)은 또한
카테고리 측정마다 1개 이상의 측정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측 스테이션(403)은 처리된 웨이퍼 위의 다중 포
인트에서 웨이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계측 스테이션(403)에 의해 행한 측정의 값은 상기 제어부(406)로 전달된다. 측정값을 수신할 때, 추정기(406)는
측정으로부터 1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계산한다. 추정기(405)는 새로운 정보, 예를 들면, 데이터 포인트 등에
의거하여 상기 제어부(406)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된다.

데이터 포인트가 일단 계산되면,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리한다. 특히, 추정기(405)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예측값과 상당히 상이한 경우를 판정하여 "후보" 아웃라이어로 고려될 수 있다(스텝 503). 그러한 경우, 상기 데이
터 포인트는 후보 아웃라이어로서 지정된다(스텝 504). 상기 아웃라이어는 오류 데이터 포인트인지 또는 변화를 나
타내는 데이터 포인트인지가 나중에 결정되므로 후보라고 칭한다.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가 아닌 경우,
추정기(405)는 최적화기(407)에 데이터 포인트의 피드백 값을 계산하여 전달한다(스텝 509). 여기서, 피드백 값은
데이터 포인터의 값과 제어기(406)에 의해 계산된 예측 값간의 차(있는 경우)에 비례하는 값이다. 다음으로 최적화
기(407)는 새로운 세트의 제어 파라미터를 계산하는데 피드백 값을 이용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최적화기
(407)는 최적의 방식(예컨대, 소기의 출력을 생성하도록 툴을 구동할 경우에 모든 타깃을 만족시키면서 제어 파라
미터를 최소 변경함)으로 제어 파라미터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데이터 포인터가 후보 아웃라이어이고,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로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전 데이
터 포인트를 처리하는 경우에 단계 505에 의해 판정됨), 데이터 포인트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가장 유력한
오류 데이터 포인트(예컨대, 오류 아웃라이어)이다. 그것으로서, 어떠한 피드백 값도 최적화기(407)에 전달되지 않
는다(단계 511(a)). 달리 말하면,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는 최적화기(407)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가 아니고,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이고, 후속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가 아닌 경
우, 데이터 포인트는 오류 데이터 포인트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몇가지 실시예에서, 추정기(405)는 2 이상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단지 한개의 이전 데이터 포인
트 대신에 아웃라이어로서 표시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2 이상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
어로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포인트는 오류 아웃라이어로서 지정된다. 또 다시, 어떠한 피드백 값도 최적화
기(407)에 전달되지 않는다. 피드백 값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최적화기(407)는 툴(401)을 제어하는데 이전 세트의
제어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적어도 몇가지 실시예에서, 모든 후보 아웃라이어의 피드백 값이 최적화기(407)에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에,
한계 테스트가 우선적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인 것
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데이터 포인트와 예측 값간의 차가 한계 값 미만/이상에 해당하면, 피드백 값은 제어 파라
미터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최적화기(407)에 전달된다. 한계가 또한 어느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추정기(405)가 이전 데이터 포인트도 아웃라이어(또는 후보 아웃라이어)인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이 상태는 이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발생한 변화가 현재 데이터 포인트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도 3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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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경우,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피드백 값은 이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하여 최적화기(407)에 전달되지 않았는
데, 피드백 값은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달되었어야 했다. 그러므로, 추정기(405)는 우선적으로 이전 데이터 포
인트의 피드백 값을 계산하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의 피드백 값이 계산된다. 후자의 값은 제어 파라미터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최적화기(407)에 전달된다(단계 507).

위에서 하나의 피드백 값을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는 설명을 하였지만, 임의 개수의 피드백
값을 계산하는데 임의 개수의 데이터 포인트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적화기(407)는 추정기(405)로부터 임
의 개수의 피드백 값을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기(405)로부터 피드백 값을 수신하는 경우, 최
적화기(407)는 새로운 세트의 제어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새로운 세트의 제어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경우에, 최적화
기(407)는 수신된 피드백 값에 기초하여 이전 세트의 제어 파라미터를 간단히 조정할 수 있다.

상술한 제어기(406)의 특징들을 도 6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적어도 몇가지
실시예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통계 필터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몇
가지 실시예에서, 지수 가중 이동 평균(exponentially-weighted moving average; EWMA) 필터가 사용된다. 본 발
명의 실시예에서, 기타 다른 필터 유형, 예컨대 유한 임펄스 응답, 무한 임펄스 응답, 또는 웨이브릿 기반(wavelet-
based) 필터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 예측 값의 분산에 대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대응하는 표준 편차의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중,

1. β는 EWMA 필터에 사용되는 계수;

2. F k 는 웨이퍼 k에 대한 예측 값과 데이터 포인트간의 차이고, 로서 표현될 수 있고,

식 중, 은 시간/웨이퍼 k-1에서 측정된 실제 값이고,

은 시간/웨이퍼 k-1에서의 예측 값이고,

3. Δk는 시간 k에 대한 피드백 값이다. 피드백 값을 계산하기 위한 일례의 세트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식 중, λk는 선택적으로 시간 및/또는 다른 처리 이벤트의 함수인 EWMA 기반 필터에 사용되는 계수(λk의 값은 웨

이퍼 개수, 타깃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새로운 로트(lot)의 개시나 처리 조건의 변경과 같은 또 다른 유형의 처리 관
련 이벤트의 함수가 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Kn은 일정한 값, 예컨대 0.1로 설정될 수 있는 아웃라이어 계수로 불리는 값.

피드백 값에 대한 위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패드백 값은 Fk와 피드백 값의 차가 특정한 한계 값 Knsk보다

큰 경우에 갱신된다. 이는 최적화기(407)가 행할 수 있는 조정의 크기에 대한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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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인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설명한다. 먼저, 데이터 포인
트가 수신되는 경우, 이동 평균과 그 제곱근 값이 갱신된다(단계 601). 이들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인 시기를 판정하도록 한계 테스트가 이행된다. 예를 들면,

이면, 데이터 포인트는 "후보=1"로서 표시될 수 있고,

이면, 데이터 포인트는 "후보=-1로서 표시되고,

다른 모든 경우에 데이터 포인트는 "후보=0"으로서 표시된다.

달리 말하면, 데이터 포인트는 가 보다 큰 경우 후보 아웃라이어로서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라이어로서 표시되지 않는다. 여기서, K는 일정한 값, 예컨대 3으로 설정된다. 실제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지정
된다: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가 아닌 경우에 "0",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실제 값이 예측 값과 피드백(후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 "1",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실제 값이 예측 값과 피드백(후보)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에 "-1".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인지의 여부를 판정한 후, 추정기(405)는 데이터 포인트의 상태를 판정한다. 여기서, 상태는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로서 표시되었는지를 나타낸다(단계 603):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가 아닌 경우, 상태는 '정규'으로 설정되고,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이고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로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포인트는
그 동안 아웃라이어로서 간주되고, 상태는 '무시함'으로 설정되고,

데이터 포인트가 후보 아웃라이어이고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로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양 포인트는 필
터 계산에 사용되고, 상태는 '2'로 설정된다.

다음은 데이터 포인트의 상태를 설정하는 상술한 특징을 캡쳐하는 한 세트의 의사 코드이다:

일단 상태가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되면, 추정기(405)는 피드백 값을 계산하는데 도 5와 연관하여 설명된 단계를 수
행한다. 또한, 추정기(405)는 또한 다음의 데이터 포인트가 도래하는 경우에 사용될 지수 가중 이동 평균 필터 및 그
분산의 다양한 값을 계산한다:

상태=='2이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1" 또는 "+1"로 표시된 경우:다음의 방정식은 이전과 현재의 데이터 포인
트에 대한 값(단계 605 및 607)과 피드백 값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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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정규'이면:다음의 방정식은 현재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값(단계 607)과 피드백 값을 계산한다.

상태=='무시'이면 (데이터의 소실시 도래한 웨이퍼가 없는 경우 또한 구현됨): 이전 설정된 값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
다.

이제부터 데이터 포인트를 계산하는데 아웃라이어 측정을 식별 및 제거하는 것에 관련된 실시예의 설명에 있어서,
아웃라이어 측정은 측정 좌표의 오정렬과 같은 계측 스테이션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그리고 입자의 존재와 같은 물
리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측정 정밀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데이터 포
인트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기 전에 아웃라이어 측정을 식별 및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적어도 몇가지
실시예에서, 아웃라이어를 판정하는데 요구되는 측정 및 정보는 특정 자원이다. 이는 웨이퍼가 어느 특정 툴 또는
챔버에 기초하여 처리된 정보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 분석에 대한 값은 절대값보다 오히려 상대값
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실시예에서, 추정기(405)는 하나 이상의 계측 스테이션(403)(단계 701)으로부터 특정수를 수신한다. 특히, 추
정기(405)는 웨이퍼가 어는 특정 툴 또는 챔버에서 처리되었느지를 판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다. 계측 스
테이션으로부터 측정값을 수신한 후, 추정기(405)는 평균 및 분산 값을 계산한다(단계 703). 특히, 평균 및 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중,

데이터 집합은 집합 j와 작업/웨이퍼 i로서 지정되고,

Mi는 평균,

Vi는 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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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및 분산 값은 작업/웨이퍼 i에 대하여 수집된 측정값의 일부 또는 모든 집단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집합 i
는 Xik(k-1, ..., ni)로서 정의된 수행된 총 데이터 측정값의 부분집합인 데이터에 대응하는데, 여기서 ni는 작업/웨이

퍼 i에 대하여 수집된 총 데이터의 부분이다.

대부분 반도체 제조에서 평균 값으로 계측 스케일의 분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동작(즉, 제곱 평균에 의해
상기 분산을 나눔)이 수행되어 스케일링된 분산, Di로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스케일링 동작 전에 이 평균이 스케
일링 동작을 수행하기에 너무 작은지, 즉, 제곱 평균값의 절반이 이 분산보다 작은지를 판정하는 확인을 수행한다
(스텝 705). 만약 스케일링이 수행되면, "FLAG"라고 부르는 레지스터는 일(one)로 설정된다(스텝 709). 만약 스케
일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FLAG" 레지스터 및 스케일링된 분산은 영(zero)으로 설정된다(스텝 707)). 다음은 이
들 특성을 설명하는 방정식의 집합이다.

만약 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추정기(405)는 각각 및 으로 지정된 Di 및 Vi의 필터링된 추정값을 산출한다(스텝 711).

EWMA는 필터의 일례이다.

만약 i = 1 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추정기(405)는 표준 편차, i를 산출한다. 이 값은 "FLAG"가 설정된 값에 근거하여 2가지의 다른 방법으

로 산출된다(스텝 713).

만약 i = 1 이면

만약 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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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면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로 부터 신뢰도를 입력받은 추정기(405)는(스텝 715) 이 신뢰도에 근거하여 시그마 계수 Kf를 산출한다. 또

한 추정기(405)는 측정값들의 중앙값, Rji를 산출한다(스텝 717). 이 중앙값, Rji, 작업/웨이퍼 i 데이터 집합 j, 에 대

한 시그마 계수 Kf, 및 표준 편차 i의 필터링된 추정값을 이용하여, 추정기(405)는 구간을 산출한다(스텝 719).

이 특성의 예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만약 이면

그렇지 않으면

추정기(405)는 이 구간 내로 들어오는 측정값의 집합의 평균값을 산출한다(스텝 721). 추정기(405)는 상기 구간 밖
에 있는 집합 j의 모든 측정값들을 상기 평균값으로 대신하고, 이들 지점들을 아웃라이어로 설정한다(스텝 723). 그

다음 추정기(405)는 필터링된 추정값들을 재산출하고 저장한다(스텝 725). 의 값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서 구성될 수 있다.

비록 도 7과 관련하여 상술한 실시예는 도 5~6과 관련하여 상술한 실시예와는 구분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들 실시
예의 특성은 조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계측 스테이션이 처리되는 웨이퍼 상에 다수
의 측정값을 생성할 때, 이들 측정값들은 우선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출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어서, 산출된
평균값은 데이터 포인트로서 지정되고, 도 5~6에 나타낸 바와 같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특성들을 조합
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 8a 및 8b와 관련하여 하기에 설명한다.

도 8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합도(goodness-of-fit, GOF) 값을 포함하는 측정값들은 계측 스테이션(403)으로 부
터 입력된다(스텝 801). 추정기(405)는 측정 아웃라이어 스크리닝을 수행한다(스텝 803). 이 스텝은 측정값에 대한
구간 산출과 관련하여 상술한 스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실시예에서, 적합도 및 통계적인 아웃라이어 범위는
메모리로부터 공급된다(스텝 805). 만약 모든 측정값들이 구간 외부에 있게되면, 이 측정값들은 피드백 값 산출에
이용되지 않는다(스텝 809). 만약 모든 측정값들이 구간 외부에 있지 않는다면, 추정기(405)는 구간 내에 들어온 측
정값들의 평균값을 산출한다(스텝 811). 그 다음 추정기(405)는 통계 정보를 갱신하고(스텝 813), 이것은 이전 작
업들로부터 소정의 제어된 출력에 대한 통계 정보의 배열로서 저장될 수 있다(스텝 815).

스텝 811에서 산출된 평균값은 데이터 포인트로서 사용된다. 추정기(405)는 데이터 포인트 아웃라이어 스크리닝
스텝을 수행하며, 이 데이터 포인트가 도 5~6과 관련하여 상술한 스텝과 유사한 적합한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817에 근거하여, 추정기(405)가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이것이
아웃라이어일 경우, 데이터 포인트는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스텝 825). 데이터 포인트의 상태는
스텝 603, 605 및 607과 관련하여 상술한 스텝과 유사하게 판정된다(스텝 821). 추정기(405)는 데이터 포인트의
현재 상태를 저장한다(스텝 823). 만약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가 아닐 경우, 추정기(405)는 피드백 값 스크리
닝을 수행하고(스텝 827), 이는 도 5~6과 관련하여 상술한 임계값 테스트와 유사하다. 피드백 값 스크리닝에 근거
하여, 추정기(405)는 피드백 값이 노이즈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829). 만약 피드백 값이 노이즈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피드백 값은 최적화기(407)와 전달하지 않는다(스텝 831).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 값은 최적
화기와 전달한다(스텝 833). 피드백 값이 노이즈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추정기는 데이터 포인
트와 관련하여 통계 정보를 갱신한다(스텝 835). 결과 값은 피드백 아웃라이어 스크리닝(스텝 837) 및 노이즈 스크
리닝 스텝(스텝 839)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도록 이전 작업들로부터 특정의 제어된 출력에 대한 통계 정보로서 저장
된다.

본 발명의 상술한 실시예를 수행한 결과는 도 9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특히, 각 데이터 포인트는 화학적 기상 증착
(CVD)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웨이퍼를 나타낸다. 계측 스테이션은 처리된 웨이퍼의 두께 측정값들을 수집한다. 정
상 동작에서 측정값들에 대해, 이들 측정값들의 평균값들이 데이터 포인트로서 이용된다. 측정값들이 범위(907)를
벗어날 경우(즉, 급격한 분산의 경우를 검출하도록 설정된 임계값을 넘는 경우), 장비는 정지되고 메시지(즉, 이메일
메시지 및/또는 페이지)가 조작자에게 보내진다. 더욱이, 이런 측정값들의 집합은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측정값들 중 하나가 구간을 벗어날 경우(즉, 스텝 905), 이 측정값은 구간 내에 있는 측정값들의 평균값으로
대체되고 필터 값들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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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는 컴퓨터 실행 코드(즉, 컴퓨터 프로그램)들로서 수행될 수 있고, 컴퓨터 하드웨이를 이용하여 수
행되거나 이들 임의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 5~8a,b에 나타낸 다양한 플로차트에
의하여 설명된다. 플로차트에 서술된 다양한 동작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설명으로, 도 10은 이러한 실시예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버스(1056)는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접속하는 주요 정보 고속도로로써 동작한다. CPU(1058)는 본 발명의 처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과 논리 동작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유닛이다. ROM(Read Only
Memory)(1060)과 RAM(Random Access Memory)(1062)은 메인 메모리를 구성한다. 디스크 제어기(1064)는 시
스템 버스(1056)에 하나 이상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인터페이스한다. 이들 디스크 드라이브는, 예를 들면, 플로피 디
스크 드라이브(1070), 또는 CD ROM 또는 DVD(Digital Video Disks) 드라이브(1066), 또는 내부 또는 외부 하드
드라이브(1068)이다. 이들 다양한 디스크 드라이브 및 디스크 제어기들은 부가적인 디바이스들이다.

화면 인터페이스(1072)는 화면을 인터페이스하여 버스(1056)로 부터 화면에 표시될 정보를 전송한다. 상술한 시스
템의 다른 구성 요소와 같은 외부 디바이스와의 통신은, 예를 들면, 통신 포트(1074)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광섬
유 및/또는 전기선 및/또는 도체 및/또는 광통신(즉, 적외선 등) 및/또는 무선 통신(즉, 무선 주파수(RF) 등)은 외부
디바이스와 통신 포트(1074) 사이에 전송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주변 인터페이스(1054)는 키보드(1050) 및 마
우스(1052)와 인터페이스하고, 버스(1056)로 입력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이들 구성 요소 이외에, 분석기는 적
외선 전송 및/또는 적외선 수신기를 또한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적외선 송신기는 컴퓨터 시스템이 적외선 신호 전송
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구성 요소/스테이션과 연계되어 사용될 때 부가적으로 사용
된다. 적외선 송신기 또는 적외선 수신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컴퓨터 시스템은 또한 옵션으로 저전력 무선 송신기
(1080) 및/또는 저전력 무선 수신기(1082)를 사용할 수 있다. 저전력 무선 송신기는 생산 처리의 구성 요소에 의한
수신을 위한 신호를 전송하고, 저전력 무선 수신기를 통하여 구성 요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저전력 무선 송신기
및/또는 수신기는 산업계에서 표준 디바이스들이다.

비록 도 10에 설명된 실시예는 단일 프로세서, 하나의 하드 디스크 및 하나의 로컬 메모리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
지만, 분석기는 옵션으로 임의의 다수 또는 조합의 프로세서 또는 저장 디바이스로 적절히 구성된다. 예를 들면, 다
양한 실시예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임의의 효과적인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대체되거나 조합될 수 있고, 정교한 계
산기, 및 포켓용 렙탑/노트북, 소형의 메인 프레임 및 수퍼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것의 프로세싱 시스템 네트워크 조
합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메모리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 또는 명령을 저장한다. 일례로써, 이 매체는 도 10에 나타낸
디스크 드라이브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D ROM,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또는 플로피 디스크 등의 메모리
미디어는 예를 들면, 한 바이트 언어에 대한 다중 바이트 로케일(locale) 및 컴퓨터가 여기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하는 모델러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또는, 도 10에 나타낸 ROM(1060) 및/또는
RAM(1062)은 중앙 처리 유닛(1058)이 본 발명의 다양한 자동 처리와 관련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데 이용
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적합한 컴퓨터 판독가능 미디어의 다른
예들은 자기, 전자, 또는 광학(홀로그래픽 포함) 저장 장치, 이들의 몇몇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하드웨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 및 스텝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로 수행될 수 있다. 현재 사용가능 하거나 향후 개발되는 임의의 컴퓨터 소프트
웨어 언어 및/또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채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상술한 얼
마의 기능은 비주얼 베이직, C, C++, 또는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서의 관점에서 적합한 임의의 컴퓨터 언어를 이용
하여 수행될 수 있다. 자바(Java)와 같은 해석적 환경으로 작성 되어 다양한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많은 특성 및 장점은 상세한 명세서에서 명백하므로, 본 발명의 이러한 모든 특성 및 장점을 포
함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본질과 범위에 속한다. 또한, 다양한 변형과 변경은 당업자
에게 용이하게 실행될 것이고, 본 발명은 예시되고 기술된 정확한 구조와 동작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적합한
변형과 등가의 것은 본 발명에 속하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툴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는 상기 툴의 출력에 관한 복수의 데이터 포
인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outlier)인지의 여부를

(b-1)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에 대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의 비교와,

(b-2)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판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로서 판정된 경우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피드백값을 산출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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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가 아닌 경우에만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아웃라이어로서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d)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상기 적어도 하
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상기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d)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이고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 경우에, 상
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이전 피드백 값을 산출하고, 그 다음 상기 이전 피드백 값과 상기 현대
데이터 포인트에 기초하여 상기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
어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가중 이동 평균(weighted moving average)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지수 가중 이동 평균(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통계 표시는

으로 표현되고

식 중에서, β는 계수이고,

F k 는 웨이퍼 k에 대한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예측값 사이의 차이고,

△k는 시간 k에 대한 피드백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값 △k는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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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고,

식 중에서, λ k 는 계수이고,

K n 은 아웃라이어 계수이고,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S k 를

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된 경우 S k 를 S k = S k-1 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상기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되
지 않은 경우,

S k 를 로 갱신하고, 그 다음

S k 를 로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

어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계측 스테이션(metrology station)을 사용하여 상기 툴의 출력에서 복수의 측정을 행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측정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측정에 관한 통계 정보에 기초하여 구간(interval)을 산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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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간 내에 있는 상기 복수의 측정 중에서 부분 집합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측정의 부분 집합으로부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정보는 상기 복수의 측정의 중앙값 및 표준 편차에 관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
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측정의 분산과 스케일링 분산(scaled variance) 중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16.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툴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는 상기 툴의 출력에 관한 복수의 데이터 포인트
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추정기를 포함하고,

상기 추정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에 대한 현재 데이터 포인트의 비교와 상기 적어
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인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추정기는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되는 경우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피드백 값
을 산출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인 경우에만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아웃라이너로서 판정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서 판정되는 경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
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피드백 값을 산출하도록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터가 아웃라이너이고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
이너인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하여 이전 피드백 값을 산출하고, 그 다음 상기 이전 피드
백 값과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에 기초하여 상기 피드백 값을 산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
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가중 이동 평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
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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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
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표시는

으로 표현되고

식 중에서, β는 계수이고,

F k 는 웨이퍼 k에 대한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예측값 사이의 차이고,

△k는 시간 k에 대한 피드백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값 △k는 이면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고,

식 중에서, λ k 는 계수이고,

K n 은 아웃라이어 계수이고,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S k 를

로 갱신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된 경우 S k 를 S k = S k-1 로 갱신하도록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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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상기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
웃라이너로서 판정되지 않은 경우,

S k 를 로 갱신하고, 그 다음

S k 를 로 갱신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

스템.

청구항 2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툴의 출력에서 복수의 측정을 행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계측 스테이션을 더 포함하고, 상기 추정기는 또
한 상기 복수의 측정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복수의 측정에 관한 통계 정보에 기초하여 구간을 산출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구간 내에
있는 상기 복수의 측정 중에서 부분 집합을 식별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복수의 측정의 부분 집합으로부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에 있어서,

상기 통계 정보는 상기 복수의 측정의 중앙값 및 표준 편차에 관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
스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복수의 측정의 분산와 스케일링 분산 중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표준 편차를 산출하도록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1.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툴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a)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는 상기 툴의 출력에 관한 복수의 데이터 포
인트를 수신하는 수단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는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 이전에 수신됨 -;

(b)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를

(b-1)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에 대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의 비교와,

(b-2)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판정하는 수단; 및

(c)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로서 판정된 경우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피드백값을 산출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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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 경우에만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아웃라이어로서 판정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d)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상기 적어도 하
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상기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d)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이고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 경우에, 상
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이전 피드백 값을 산출하고, 그 다음 상기 이전 피드백 값과 상기 현대
데이터 포인트에 기초하여 상기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
어 시스템.

청구항 3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가중 이동 평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
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
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7.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표시는

으로 표현되고

식 중에서, β는 계수이고,

F k 는 웨이퍼 k에 대한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예측값 사이의 차이고,

△k는 시간 k에 대한 피드백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값 △k는 이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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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이고,

식 중에서, λ k 는 계수이고,

K n 은 아웃라이어 계수이고,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S k 를

로 갱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된 경우 S k 를 S k = S k-1 로 갱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1.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상기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되
지 않은 경우,

S k 를 로 갱신하고, 그 다음

S k 를 로 갱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

어 시스템.

청구항 42.

제 3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계측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상기 툴의 출력에서 복수의 측정을 행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측정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측정에 관한 통계 정보에 기초하여 구간을 산출하는 수단;

상기 구간 내에 있는 상기 복수의 측정 중에서 부분 집합을 식별하는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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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측정의 부분 집합으로부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정보는 상기 복수의 측정의 중앙값 및 표준 편차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
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측정의 분산와 스케일링 분산(scaled variance) 중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6.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되고,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툴을 제어하도록 하나 이상
의 컴퓨터에 지시하는 명령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은

(a)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는 상기 툴의 출력에 관한 복수의 데이터 포
인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를

(b-1)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에 대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의 비교와,

(b-2)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판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로서 판정된 경우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피드백값을 산출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는 단계의 구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 경우에만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아웃라이어로서 판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d)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상기 적어도 하
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상기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9.

제 46 항에 있어서,

(d)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이고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 경우에, 상
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이전 피드백 값을 산출하고, 그 다음 상기 이전 피드백 값과 상기 현대
데이터 포인트에 기초하여 상기 피드백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
체.

청구항 50.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상기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가중 이동 평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판독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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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2.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통계 표시는

으로 표현되고

식 중에서, β는 계수이고,

F k 는 웨이퍼 k에 대한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예측값 사이의 차이고,

△k는 시간 k에 대한 피드백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값 △k는 이면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고,

식 중에서, λ k 는 계수이고,

K n 은 아웃라이어 계수이고,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4.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S k 를

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5.

제 5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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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된 경우 S k 를 S k = S k-1 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6.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상기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되
지 않은 경우,

S k 를 로 갱신하고, 그 다음

S k 를 로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

체.

청구항 57.

제 46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계측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상기 툴의 출력에서 복수의 측정을 행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측정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측정에 관한 통계 정보에 기초하여 구간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구간 내에 있는 상기 복수의 측정 중에서 부분 집합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측정의 부분 집합으로부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정보는 상기 복수의 측정의 중앙값 및 표준 편차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
독 가능 매체.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측정의 분산와 스케일링 분산 중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1.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웨이퍼 상에서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제조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처리 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처리 툴에 연결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웨이퍼 상에서 측정을 행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계측 스테이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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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계측 스테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정에 기초하여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적어도 하나의 이
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툴의 출력에 관한 복수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추
정기를 포함하고,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에 대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의 비교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인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
어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너로서 판정되는 경우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피드
백 값을 산출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시스
템.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기는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 경우에만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아웃라이어로서 판정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시스템.

청구항 63.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값을 수신하도록 상기 추정기에 연결되고, 상기 피드백 값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툴을 조작하
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제어 파라미터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최적화기(optimize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반
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시스템.

청구항 64.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툴은 에처(etch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시스템.

청구항 65.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툴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현재 데이터 포인트, 후속 데이터 포인트 및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는 상기 툴의 출력에 관
한 복수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신하는 단계;

(b) (b-1)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로부터 산출된 예측값과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 사
이의 차가 임계치를 벗어난 경우,

(b-2)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가 아닌 경우, 및

(b-3) 상기 후속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가 아닌 경우,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오류 아웃라이어로서 판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오류 아웃라이어로서 판정된 경우 상기 피드백 제어 매커니즘의 피드백 값을 산출시
상기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어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통계 표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제어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67.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b-1)의 통계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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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고

식 중에서, β는 계수이고,

F k 는 웨이퍼 k에 대한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예측값 사이의 차이고,

△k는 시간 k에 대한 피드백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청구항 68.

제 67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으로 산출되고,

식 중에서, λ k 는 계수이고,

K n 은 아웃라이어 계수이고,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툴의 제어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피드백 제어 메커니즘을 이용한 반도체 제조 툴을 제어하는 시스템, 방법 및 매체에 관한 것이다. 상기 피
드백 제어 메커니즘은 상기 툴의 출력에 관한 데이터 포인트를 수신하는 특징을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포인트는 현
재 데이터 포인트와 적어도 1개의 이전(previous)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한다. 상기 피드백 제어 메커니즘은 또한 현
재 데이터 포인트를 적어도 1개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의 통계 표시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오류 아
웃라이어(outlier)인지를, 적어도 1개의 이전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의 여부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특징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피드백 제어 메커니즘은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오류 아웃라이어로서 판정된 경우, 상기 피드
백 제어 메커니즘의 피드백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무시하는 특징을 더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피드백 제어 메커니즘, 데이터 포인트, 아웃라이어, 계측 데이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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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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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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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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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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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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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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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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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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