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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웨이퍼 특성은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 의해서 제어된다. 먼저,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데이터가 웨이퍼 레시피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되는 공정 동안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다. 

다음으로, 이 공정은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데이터와 웨이퍼 출력에 사용되는 공

정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와의 사이의 비교에 따라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그후, 상

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후속 공정이 수행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그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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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제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제조 공정 동안 인사이튜 센서를 사용하여 레시피

파라미터를 제어함으로써 반도체 공정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합 회로의 제조시, 다수의 통합 회로가 전형적으로 단일 반도체 웨이퍼 상에 동시에 구성된다. 그 후, 웨이퍼에 분리

공정을 수행하여 웨이퍼로부터 개별 통합 회로를 분리(즉, 추출) 시킨다.

제조의 임의의 단계에서, 종종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여 

국부적으로 높은 지세, 결정 격자 손상, 스크래치, 러프니스와 같은 표면 결함, 또는 오물 또는 먼지의 매립 입자를 제

거한다. 이 연마 공정은 종종 기계적 연마(MP : mechanical planarization)라 하고 반도체 스테이션의 품질 및 신뢰

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공정은 통상적으로 각종 장치와 통합회로를 웨이퍼 상에 형성하는 동안 수행된다.

또한, 연마 공정은 반도체 표면의 막 사이의 제거율과 선택도를 보다 용이하게 향상시키는 화학적 슬러리의 도입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마 공정은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라 한다.

연마 공정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문제는 반도체 표면의 비균일성 제거이다. 제거율은 웨이퍼 상의 하방 압력, 플래튼(p

laten)과 웨이퍼의 회전 속도, 슬러리 입자 밀도 및 크기, 슬러리 구성 성분, 및 연마 패드와 웨이퍼 표면 사이의 유효 

접촉 면적에 직비례한다. 연마 플래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어는 그 플래튼의 회전 위치에 관련된다. 마찬가지로, 제

어율은 경계 효과, 휴지(idling), 소모 설정 등을 포함하는 다른 각종 이유 때문에 웨이퍼를 가로질러 가변될 수 있다.

종래 연마 공정에서의 다른 문제는 반도체 웨이퍼에 적용된 비균일막 또는 층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데 있다. 

통합 회로의 제조 동안, 특정 층 또는 막은 비균일 표면에 불균일하게 증착되거나 또는 성장되고 연속하여 연마 공정

이 수행된다. 이러한 층 또는 막의 두께가 매우 작고(0.5 내지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따라서 비균일 제거의 허용 오

차도 거의 없다. 반도체 웨이퍼 상에서 휘어진 표면을 연마하는 경우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통합 회로의 제조 

동안 열 사이클을 변경하면 웨이퍼에 휨이 발생될 수 있다. 휨의 결과로서, 반도체 웨이퍼는 면적이 넓어졌다 축소되

었다 하기 때문에 높은 영역이 연마되어 낮은 영역보다 더욱 넓게 확장된다.

이들 연마의 결과로서, 동일한 반도체 웨이퍼의 개별 영역은 상이한 연마율을 경험할 수 있다. 예로서,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매우 높은 속도로 연마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영역에서는 너무 많은 재료가 제거되고 저속 영역에서 

너무 적은 재료가 제거된다.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는 것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는 발생하는 상기 고유 연마 문제들을 검출하고 보정하기 위해

서 연마 조건을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연마 공정 개시 전에 웨이퍼에 대해 연마전에 다수의 측정을 행

하고 마찬가지로 연마후 웨이퍼에 대해 다수의 측정을 행하여 상기 연마 공정으로 소망하는 토포그라피(topography)

, 두께 및 균일성이 얻어졌는 지를 판정한다. 그러나 이들 연마전 또는 연마후 측정은 노동 집약적이어서 제품 생산성

이 떨어진다.

종래 기술은 실시간으로 연마 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알려져 있다. 이들 기술에서, 연마 데이터는 인사이튜 센서

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모아진다. 이 데이터는 웨이퍼 연마 공정 동안 어플리케이터(applicator)에 의해서 인가되는 압

력을 조절한다. 그러나, 이들 기술들은 웨이퍼가 연마되는 시간의 양을 수정하여 웨이퍼 상에서의 웨이퍼내 균일성을

제어하는데 상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들 기술은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데이터와 

다른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 더욱이 이들 기술을 사용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단일 연마 공정에서 사용되고 특히 연마 

공정이 정지되어야 하는 때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연마 공정을 미세 조정시 또는 후속 웨이퍼를 연마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공된 제어의 레벨은 여전히 최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

해 효율이 향상된 기술들이 요구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인사이튜(in situ) 센서(즉, 공정 동안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

체 공정 공구에서의 웨이퍼 특성을 제어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

시예에서,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데이터는 웨이퍼 레시피(recipe)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되는 공정 동안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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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이 공정은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데이터와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

는데 사용되는 공정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 사이의 비교에 따라서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조절된다. 

그 다음,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공정이 수행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제어될 웨이퍼 특성은 웨이퍼 두께를 포함한다. 이들 예에서, 공구는 복수의 연마

스테이션을 포함하고 각 연마 스테이션은 연마 시간과 같은 연마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다. 더욱이, 각 인사이튜 센

서로부터의 데이터는 공정의 수행 동안 보다 향상된 제어 및 정확성을 위해서 제어 시스템으로 이송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웨이퍼 모델에 의해서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는 임의의 인사이튜 센서, 인라

인 센서, 또는 업스트림(upstream) 공구 센서로부터 모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센서들로부터 모아진 데이터의 조

합을 상기 모델에 의해서 사용되기 전에 통합함으로써 레시피 파라미터가 생성될 수 있다. 더욱이, 인라인 센서 또는 

업스트림 공구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인사이튜 센서가 교정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각종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과 연계하여 이하 본 발명 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더욱 잘 이해

되어 명확해질 것이다:

도 1은 화학적 기계적 연마장치(CMP :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의 적어도 일예를 나타낸 개념도이고;

도 2는 도 1의 CMP 장치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의 블록도이고;

도 3은 특정 웨이퍼 특성을 만들기 위해 도 1의 CMP 장치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는 다수의 파라미터 프로파일 중 적

어도 일부 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제조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구형될 수 있는 공정의 적어도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병의 개념에 따라 레시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 공정의 적어도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제조 공정을 제어하도록 구현할 수 있는 적어도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의 일부로서 및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계산 장치의 예를 나타낸 하이 레

벨 블록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의 컴퓨터 구현 공정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 매체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따르면,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서 웨이

퍼 특성을 제어하는 기술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제조 공정 또는 다른 유사 공정 동

안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후속 공정을 최적화 한다. 이 방식에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

시예들의 기술은 이 정보를 후속 웨이퍼 공정과 함께 사용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예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한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 C

MP) 장치(20)의 적어도 하나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CMP 장치(20)는 테이블 탑(table top)(23)이 장착된 하부 기계 베이스(22) 및 제거 가능한 상부 외

부 커버(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테이블 탑(23)은 일련의 연마 스테이션(25)과 기판(예를 들면 웨이퍼)(10)을 로

딩 및 언로딩하는 이송 스테이션(station)(27)을 지지한다. 이송 스테이션은 3개의 연마 스테이션을 가지고 일반적으

로 사각 배열을 형성할 수 있다.

각 연마 스테이션은 연마 패드(32)가 위에 놓인 회전 가능 플래튼(platen)(30)을 포함한다. 기판(10)이 8인치(200밀

리미터) 또는 12인치(300밀리미터) 직경 원판이라면, 그 플래튼(30) 및 연마 패드(32)는 각각 약 20 또는 30인치의 

직경을 갖는다. 플래튼(30)이 기계 베이스(22) 내부에 위치된 플래튼 구동 모터(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연마 공정에서, 플래튼 구동 모터는 분당 30 내지 2백회전의 속도로 플래튼(30)을 회전시키고 있지만,

보다 낮은 또는 높은 회전 속도가 사용될 수 있다. 각 연마 스테이션(25)은 상기 연마 패드의 연마 조건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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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연관된 패드 컨디셔너(conditioner) 장 치(4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반응제(예를 들면, 산화 연마를 위한 탈이온수) 및 화학적 반응 촉매제(예를 들면, 산화 연마를 위한 칼륨)를 함유하는

슬러리(50)가 결합 슬러리/린스 암(52)에 의해서 연마 패드(32)의 표면에 공급될 수 있다. 연마 패드(32)가 표준 패드

라면, 슬러리(50)는 또한 연마 입자(예를 들면, 산화 연마를 위한 실리콘 2산화물)를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전

체 연마 패드(32)를 덮어 적시도록 충분한 슬러리가 제공된다. 슬러리/린스 암(52)은 몇 개의 슬러리 노즐(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고 이 노즐은 각 연마 및 조절 사이클의 끝에서 연마 패드(32)의 고압 린스를 제공한다.

캐루셀 지지판(66) 및 커버(68)를 포함하는 회전 가능 멀티 헤드 캐루셀(carrousel)(60)은 상기 하부 기계 베이스(22

) 위에 배치된다. 캐루셀 지지판(66)은 중앙 포스트(62)에 의해서 지지되고 기계 베이스(22) 내에 조립된 캐루셀 모터

에 의해서 캐루셀 축(64)을 중심으로 회전된다. 멀티 헤드 캐루셀(60)은 축(64)을 중심으로 동일한 등각 간격으로 캐

루셀 지지판(66) 상에 탑재된 4개의 캐리어 헤드 시스템(70)을 포함한다. 상기 캐리어 헤드 시스템 중 3개는 기판을 

수용하여 고정 유지하고 이들을 연마 스테이션(25)의 연마 패드로 연마한다. 상기 캐리어 헤드 시스템 중 나머지 한개

는 이송 스테이션(27)으로부터 기판을 수용하고 또한 이송 스테이션으로 기판을 이송한다. 캐루셀 모터는 상기 캐리

어 헤드 시스템 및 이에 부착된 기판을 연마 스테이션과 이송 스테이션 사이에서 캐루셀 축(64)을 중심으로 선회시킬

수 있다.

각 캐리어 헤드 시스템은 연마 또는 캐리어 헤드(100)를 포함한다. 각 캐리어 헤드(100)는 그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회전하고 캐루셀 지지판(66)에 형성된 방사형 슬롯(72)에서 독립적으로 측면으로 진동한다. 캐리어 구동

축(74)은 슬롯(72)을 통해 연장되어 캐리어 헤드 회전 모터(76)(커버(68)의 1/4을 제거하여 도시되어 있음)를 캐리어

헤드(100)에 연결한다. 각 헤드에 하나의 캐리어 구동축 및 모터가 있다. 각 모터 및 구동축은 슬라이더(도시되지 않

음) 상에 지지될 수 있으며 이 때 이 슬라이더는 방사형 구동 모터에 의해서 슬롯을 따라 선형적으로 구동되어 캐리어

헤드를 측면으로 진동시킬 수 있다.

실제로 연마를 행하는 동안, 캐리어 헤드 중 3개는 3개의 연마 스테이션에서 그 위에 위치된다. 각 캐리어 헤드(100)

는 연마 패드(32)와 접촉하게 기판을 아래로 내린다. 통상적으로, 캐리어 헤드(100)는 기판을 연마 패드에 대한 위치

에 기판을 고정 유지시키고 기판의 배면을 가로질러 힘을 분배시킨다. 또한 캐리어 헤드는 구동축으로부터 기판으로 

토크를 이송한다. 동일한 장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에 전체 명세가 편입된 미국 특허 번호 제6,159,079호에 개

시되어 있다. 상용하는 CMP 장치는 예를 들면 CMP 장치의 Mirrameas TM 및 Reflexion TM 라인의 임의의 수를 포

함하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에 있는 Applied Materials, Inc.에 의해서 제공된 임의의 수의 공정 스

테이션 또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장치는 연마 공정을 수행하도록 실시되고 임의의 연마 스테이션

을 포함하며, 본 발명의 개념은 예를 들면 non-CMP 장치, 에칭 공구, 증착 공구, 연마 공구 등을 포함하는 공정 자원 

및 각종 다른 타입의 반도체 제조 공정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 자원의 다른 예는 연마 스테이

션, 챔버, 및/또는 연마 셀 등을 포함한다.

도 2는 CMP 공구(20)를 제어하는데 (예를 들면, 각종 연마공구를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의 블록도

를 나타낸 도면이다. 특히, 인사이튜 센서(210)는 제조 공정 전, 공정 시, 및 공정 후 하나 이상의 웨이퍼 특성을 측정

하도록 실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실시 동안 이루어지는 측정을 통해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대하여 주목

하게 됨). 일 예로서, 인사이튜 센서(210)는 연마하는 동안 웨이퍼면의 토포그라피(topography)를 측정하기 위한 웨

이퍼 두께 측정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사이튜 센서(210)는 레이저 간섭계 측정 장치의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이 때 이 간섭계 측정 장치는 측정을 위해 광파의 간섭을 채용한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인사이튜

센서의 일예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Applied Materials, Inc.에 의해서 제공되는 In Situ Removal Monit

or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인사이튜 센서(210)는 전기 용량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 마찰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 

파 전달을 측정하는 음향 기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연마하는 동안 막 및 층이 제거됨), 이들 모두가 실시간으로 두께

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산화 및 동(copper)층 둘 다를 측정할 수 있

는 인사이튜 센서의 실시를 고려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의해서 고려되는 장치를 

측정하는 웨이퍼 특성의 다른 예는 통합된 CD(critical dimension) 측정 공구 및 침식물 과 잔여물을 세척하고 그리

고/또는 입자 감시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구를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인사이튜 센서(210)에 의해서 검출된 두께 데이터 및/또는 다른 정보와 같은 웨이퍼 특성이 연마 공

정 등의 제조 공정 시작 전, 공정 동안 또는 공정 후에 실시간으로 제어 시스템(215)으로 이송된다. 따라서, 제조 공정

이 연마 단계에 있는 경우, 제어 시스템(215)이 실시되어 특정 웨이퍼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 단계를 제어한

다(이하 더욱 상세하게 설명함). 따라서, 제어 시스템(215)은 인사이튜 센서(210)에 부가하여 복수의 제조 공정을 감

시 및 제어하기 위해 CMP 장치(20)의 부품에 효과적으로 결합된다.

제어 시스템(215)은 인사이튜 센서(21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의의 수의 동작 파라미터를 조절 또는 

수정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타깃 웨이퍼 특성을 얻는다. 일 예로서, 인사이튜 센서(210)로부터 수신된 두께 정보는 웨

이퍼의 어떤 영역(예를 들면 중앙 영역)에서의 두께가 소망하는 것보다 큰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제어 시스템(

215)은 어느 특정 단계에서 연마 시간을 증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 시스템(215)은 중앙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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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비율로 연마하는 연마 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 이하 설명하겠지만, 동작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예를 들면,

특정 연마 단계가 수행되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임의의 웨이퍼 프로파일이 얻어질 수 있다. 연마 시간에 부가하

여, 임의의 수의 다른 파라미터가 조작되어 결국 타깃 프로파일 또는 웨이퍼 특성은 예를 들면 연마 속도, 압력, 슬러

리 성분 및 유속 등을 포함한다.

다수의 캐리어 헤드 시스템(70)(도 1)은 임의의 수의 제조 또는 연마 단계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적어도 각 캐리어 헤드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인사이튜 센서가 예를 들면 제어 시스템(

215)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중앙 제어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연결된다. 이 방식에서, 각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피

드백이 개별적으로 감시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순차로 이들 제조 단계 각각이 사용되어 특정 웨이퍼 파라미터

(또는 웨이퍼 두께의 경우에 프로파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제조 단계(예를 들면, 연마 단계)가 

사용되어 외부 에지 영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이 기판을 제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제조 단계를 사용하여 중

앙 영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의 기판을 제거할 수 있다.

도 3은 캐리어 헤드(100)(도 1)와 같은 캐리어 헤드의 제어를 통해서 특정 웨이퍼 두께를 제조하기 위해서 CMP 장치

(20)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다수의 연마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예를 들면, 프로파일 1은 웨

이퍼의 중앙 영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의 기판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프로파일 2는 전체 웨이퍼로부터 거의 

균일한 제거 속도로 기판을 제거한다. 프로파일 3은 중앙 영역에서 균일하게 연마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더욱 연마된

다. 프로파일 4는 캐리어 헤드 시스템이 중앙 영역으로부터 기판을 적게 제거하면서 외부 에지 영역에서 더욱 연마시

킨다. 연마 공정에서, 각 캐리어 헤드는 이들 임의의 또는 모든 실시예를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캐리어 헤드 시

스템 등은 본 발명의 개념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의해서 숙고된 제조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다. 먼저, 웨이퍼 두께

와 같은 입력 웨이퍼 특성 또는 측정전 정보(premeasurment information)가 모아져서 제어 시스템(단계 405)에서 

실시되는 알고리즘 엔진으로 공급된다. 이하 기술하는 바와 같이, 입력 웨이퍼 특성이 웨이퍼 모델에 기입되고 이 때 

이 모델은 최적의 또는 목표로 하는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해 레시피 파라미터를 순차로 생성한다.

이들 입력 웨이퍼 특성은, 제조 단계 이전 또는 이후에 예를 들면 특정 공구 또는 플래튼에 위치된 센서(예를 들면 연

마 단계 전에 연마 공구에 위치된 센서) 또는 인라인(inline) 센서(410)를 포함하는 임의의 수의 소스로부터 수신되거

나 또는 그 소스에 의해서 모아질 수 있다. 인라인 공정과 같은 일 예는 메트롤로지(metrology) 기술로 통합된 공구(

예를 들면, 이스라엘 리호보트에 있는 Nova Measuring Instruments, Ltd.에 의해서 제공되는 Nova 2020 TM 또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Nanometric에 의해서 제공되는 Nano 9000 TM ) 을 사용한다.

입력 웨이퍼 특성은 또한 업스트림 측정 공구 또는 피드 포워드 공구(415)(예를 들면, 연마 단계 전에 연마 공구로부

터 업스트림에 위치된 공구)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이 예에서, 상기 특성은 이전 특정 단계의 끝에서 또는 그 단계 동

안 다른 공구에서 센서에 의해서 측정되어 그 공구 또는 플래튼에서 그 공정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 이송된다. 이러

한 공구의 예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KLAS-Tencor에 의해서 제공되는 RS-75 TM 과 같은 외부 메트롤로지

공구를 포함한다.

다른 예에서, 입력 웨이퍼 특성은 그 공구와 함께 동작하도록 위치된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들 

예에서, 데이터는 그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기판의 각 영역을 가로지르는 캐리어 헤드와 인사이튜 센서를 스위핑(sw

eeping)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사이튜 센서의 일예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

는 APPlied Materials, Inc.에 의해서 제공되는 In Situ Removal Monito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상기 센서의 임의의 결합으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레시피 파라미터를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 인라인 및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웨이퍼 특성이 제어 시스템으로 이송된 후에, 하나 이상의 최적의 또는 목적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을 만드는데 유용

한 것으로 상술한 레시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거나 또는 생성하기 위해서 웨이퍼 제조 모델이 사용된다. 즉, 웨이퍼의

레시피를 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입력 웨이퍼 특성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그 레시피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또는 

규칙, 명세서, 동작 및 각 웨이퍼 또는 기판을 가지고 수행되어 임의의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최적의 특성(예를 들면, 

두께 또는 균일성을 포함함)에 부합하는 웨이퍼를 제조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이 레시피는 임의의 출력을

얻는데 요구되는 복수의 단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도 3의 각 프로파일은 하나의 공구 또는 결합 공구에 의해서 수

행되는 특정 단계 또는 결합 단계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센서로부터 수신되는 소망하 는 최종 웨이

퍼 특성 및 입력 웨이퍼 특성에 기초하여, 그 모델은 이들 소망하는 최종 특성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상술한 레시피 

파라미터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판의 내부 웨이퍼 범위(즉, 웨이퍼를 관통하는 두께)를 최적화 하도록 레

시피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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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인사이튜 센서(210)가 동적으로 조정된다(단계 430). 예를 들면, 인라인 또는 업스트림 공구 센서 데이터

는 제조 공정의 정상적인 동작의 결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임의의 변화를 지정하도록 인사이튜 센서를 리셋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사이튜 센서(210)는 일단 조정되면 그 제조 단계가 개시된다(단계 435). 연마 단계 또는 공정의 경우에, 캐리어 헤

드(100)는 기판을 연마 패드(32)와 접촉하게 하향하여 낮춘다. 구체적으로, 기판(10)은 제어 시스템의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레시피 파라미터에 따라 결정된 시간동안 임의의 압력 하에서 연마 패드(32)로 하향하여 낮아진다. 다시 한번,

비록 본 실시예가 연마 공정의 정황에서 설명하였지만 다른 제조 공정이 또한 본 발명의 개념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연마하는 동안, 인사이튜 센서(210)는 연속하여 기판의 웨이퍼 특성을 측정한다(단계 440). 예를 들면, 기판의 두께

는 인사이튜 센서(210)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계속해서, 이 데이터(예를 들면, 두께 또는 다

른 정보)는 제어 시스템 모델에 의해서 예견된 바와 같이 기대 결과와 비교된다(단계 445). 즉, 상기 모델의 예측에 대

하여 실제 측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인사이튜 센서 데이터가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모델로부터 의 예측과 실제 측정 데이터 사이의 모델 기반 제어 또는 비교 방법을 고려한 것이다.

이 비교는 제조 공정을 수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예로서 기판 두께를 사용하는 경우, 측정 또는 실제 두께가 기

대치보다 두껍거나 또는 얇다면(단계 450), 이에 따라서 제조 단계의 파라미터가 수정된다. 예를 들면, 측정된 기판 

두께가 예측치보다 큰 경우, 연마 시간이 연장되거나 증가한다(단계 455). 이와 마찬가지로, 측정 기판 두께가 예측치

미만인 경우 연마 시간이 단축되거나 감소한다.

한편, 실제 측정된 특성(예를 들면, 두께)이 최적이거나 또는 목적 범위 내에 있는 경우(단계 450), 예를 들면 목적 두

께가 얻어진 시간을 포함하는 동작 파라미터가 저장되어(단계 460) 다음 웨이퍼를 위한 피드백으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특정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 예측치보다 단축된 연마 시간을 지시하는 데이터 또는 정보가 저장되어 후속 웨

이퍼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델의 후속 예측은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하나의 작업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후속 작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방식에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의 공정은 인사이튜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웨이퍼 내(within wafer)' 제

어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인사이튜 센서 정보는 플래튼과 플래튼 동작 사이의 작업간 제어(run-to-r

un control) 및 구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인사 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는 모든 

플래튼의 에버리징을 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업스트

림 공구 센서 및 인라인 센서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레시피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는데 유용한 모델링 공정의 일예를 설명한다. 특히, 예를 들

면, 인사이튜 센서, 인라인 센서 또는 업스트림 공구 센서에 의해서 측정된 입력 웨이퍼 특성이 제어 시스템으로 공급

된다. 예를 들어, 반입 웨이퍼(532)의 두께 및 특정 프로파일(534)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이 입력될 수 있다. 이로부터,

모델(510)은 예를 들면 웨이퍼 내(within wafer) 범위(522) 및/또는 최종 두께(524) 등의 특정 출력 또는 목적으로 

하는 특성을 만드는데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는 레시피 파라미터(520)를 생성한다. 따라서,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

를 사용하여 웨이퍼 모델이 최적 또는 목적으로 하는 결과를 얻는데 요구되는 파라미터를 예측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해서 고려되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특정 실시

예에서, 동 처리 공정(예를 들면 웨이퍼로부터 동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공정)용 연마 공구는 복수의 단계를 가지는 

레시피를 사용한다. 이 레시피는 다른 단계들 중에서 벌크(bulk) 제거 단계 및 엔드 포인트(end point) 제거 단계를 사

용한다. 벌크 제거 단계는 동을 벌크로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엔드 포인트 단계는 벌크 제거 단계와는 반대로 느린 연

마 단계이고 따라서 엔드 포인트에서 연마 공정을 마무리하는데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서 공정은 엔드 포인트 시간을

넓게 가변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와 효율이 더욱 견실해진다. 비록, 도 6에 나타낸 예가 동 처리 공

정을 사용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술된 기술들은 예를 들면 산화 공정을 포함하는 다른 타입의 공정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은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인사이튜 센서(210)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으로서 엔드 포인트 시간을 감시하고 후속 동작을 위한 피드백으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벌크 제어 단계의 연마율을 더욱 높이는 이점을 취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 대한 연마 시간이

조절될 수 있다.

도 6에 나타낸 실시예는 업스트림 공구 또는 인라인 센서(단계 607)로부터 및/또는 인사이튜 센서(단계 609)로부터 

웨이퍼 레시피 데이터의 수신(단계 605)을 개시한다. 다음으로, 공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벌크의 기판이 제거될 수 있

는 벌크 제거 단계(단계 610)로 들어간다. 이 벌크 제거 단계는 웨이퍼 레시피에 의해서 결정된 바와 같이 소정량의 

시간 동안 지속된다.

벌크 제거 단계 후에, 공정은 벌크 제거율 보다 낮은 제거율로 연마하는 엔드 포인트 제거 단계(단계 620)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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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엔드 포인트 제거 단계는 웨이퍼 두께 등의 수용 가능 엔드 포인트 파라미터가 얻어질 때까지 지속된다(단계 625

). 그 후 연마가 중단된다.

한번 연마 단계가 완료되면, 웨이퍼가 각 단계를 위한 엔드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실제 시간이 측정된다(단

계 630). 이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계들 중 어느 단계가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조절될 수 있는지 식별한

다(단계 635). 예를 들면, 비교적 긴 엔드 포인트 제거 단계는 벌크 제거 단계 시간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벌크 제거 단계에 예를 들면 10초를 부가함으로써 예를 들면 40초 엔드 포인트 제거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예에서, 엔드 포인트 제거 시간은 비교적 높고 벌크 제거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단계 640). 어떤 경우에는

, 시간이 조절되든지 안되든지, 실체 측정 시간이 저장되고(단계 645) 후속 작업에서 피드백으로서 사용된다. 결과적

으로, 데이터는 후속 공정에서 작업간 제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도 7은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Intel 사에 의해서 제조되는 Pentium TM 계열 프로세서를 갖는 

다수의 상이한 타입의 컴퓨터 중 임의의 컴퓨터를 포함하는 도 2의 제어 시스템(215)의 내부 하드웨어의 일예의 블록

도이다. 버스(756)는 시스템(215)의 부품들간을 상호 연결하는 주정보 링크로서 역할을 한다. CPU(758)는 본 발명

의 공정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계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이

다. ROM(read only memory)(760) 및 RAM(random access memory)(762)은 시스템의 주메모리를 구성한다. 디스

크 제어기(764)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 드라이브와 시스템 버스(756)를 인터페이스한다. 이들 디스크 드라이브는 예

를 들면,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770), 또는 CD ROM 또는 DVD(digital video disk) 드라이브(766), 또는 내장 또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768)이다. CPU(758)는 Illinois Schaumberg의 Motorola 또는 Intel 사에 의해서 제조되는 것을

포함하는 임의의 상이한 타입의 프로세서일 수 있다. 메모리/저장 장치는 DRAM 및 SRAM뿐만 아니라 자기 및 광학 

매체를 포함하는 각종 타입의 저장 장치와 같은 임의의 상이한 타입의 메모리 장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메모리/저장

장치는 또한 이송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772)는 디스플레이(748)와 인터페이스하고 버스(756)로부터의 정보가 디스플레이(748) 상

에 표시되게 한다. 디스플레이(748)는 또한 선택적 액세서리이다. 상술한 시스템의 다른 부품 등과 같은 외부 장치와

의 통신은 예를 들면 통신 포트(774)를 사용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면, 포트(774)는 CMP 장치(20)에 연결된 버스/네

트워크와 인터페이스될 수 있다. 광섬유 및/또는 전기 케이블 및/또는 도전체 및/또는 광통신(예를 들면, 적외선 통신 

등) 및/또는 무선 통신(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등)이 외부 장치와 통신 포트(774) 사이의 이송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주변 인터페이스(754)는 키보드(750)와 마우스(772) 사이를 인터페이스 하여 데이터가 버

스(756)로 송신되게 한다. 이들 부품에 부가하여, 제어 시스템은 또한 선택적으로 적외선 송신기(778) 및/또는 적외

선 수신기(776)를 포함할 수 있다. 적외선 송신기는 컴퓨터 시스템이, 적외선 신호 이송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처리 부품/스테이션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적외선 송신기 또는 수신기를 사용하는

댄신에, 제어 시스템은 또한 저전력 무선 송신기(780) 및/또는 저전력 무선 수신기(782)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저전력 무선 송신기는 제조 공정의 부품에 의해서 수신용 신호를 송신하고 저전력 무선 수신기를 통해 상기 부품

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도 8은 모델, 레시피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명령 또는 코드를 저장하는데 유용한 예시적인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 매체(884)를 나타낸 도면이다. 일예로서, 매체(884)는 도 7에 나타낸 디스크 드라이브가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플라피 디스크, 또는 CD ROM,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등의 메모리 매체는 컴퓨터가 여기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보 및 단일 바이트 언어(language)를 위한 멀티 

바이트 배경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ROM(760) 및/또는 RAM(762)은 또한 순간 공정과 연관된 동작을 수행

하도록 중앙 처리 장치(758)에 명령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저장하기에

적절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다른 예는 자성, 전자 또는 광학(홀로그램 포함) 저장부 및 이들 일부의 조합 등을 포

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적어도 다른 실시예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가 이송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각종 예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각 부분이 메모리/저장 장치

에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각종 부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당연

하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각종 부품 및 단계는 하드웨어 및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본 발명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의 현재 입수 가능하거나 또는 미래에 개발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언어 및/또는 하드웨어 부품이 본 발명

의 이러한 실시예에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적어도 일부의 기능성은 C 또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

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는 주로 본 발명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짐이 명백하다.

상술한 원리를 감안하여 당해 분야의 숙련된 자에 의해 각종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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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사이튜(in situ)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서의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서,

(1)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 공정 모델에 따라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레시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단계;

(2) 상기 레시피(recipe) 파라미터에 따라 상기 공구로 웨이퍼 상에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

(3)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 상기 공정을 수행하는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

(4) 상기 웨이퍼에 관련하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 사

이의 비교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하는 단계; 및

(5)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퍼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은 웨이퍼 두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연마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자원은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

터는 상기 공정 수행 동안 실시간으로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인라인(inline)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

기 데이터와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calibrate)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업스트림(upstream) 공구에 위치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

진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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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처리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들의 작업간 제어(run

-to-run control)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각 처리 장치는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른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와 비교되어 각 장치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2.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서의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1) 웨이퍼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되는 공정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여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 데이터를 모으

는 단계;

(2)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여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공정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 사이의 비교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하는 단계;

(3)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퍼상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사용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단계는 처리 시간을 증가 또는 단축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간은 연마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처리 자원은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공정 수행 동안 실시간으

로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가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

지는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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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업스트림 공구에 위치되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

아지는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

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방법.

청구항 19.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레시피 파라미터에 따라 웨이퍼를 처리하는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공정 공구;

상기 공정의 수행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데이터를 모으도록 구성된 인사이튜 센서; 및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 공정 모델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상기 웨이퍼 특성과 

관련하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모델에 의해 예측되는 결과와의 비교에 따라 상

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

퍼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특성은 웨이퍼 두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연마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자원은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

터는 상기 공정 수행 동안 실시간으로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도록 구성된 인라인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가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

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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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도록 구성된 업스트림 공구에 위치된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

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가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처리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8.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 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29.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각 처리 장치는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

로부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른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와 비교되어 각 장치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0.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웨이퍼 레시피 특성에 따라 반도체 공정 공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정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인사이튜 센서; 및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여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

되는 공정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와의 비교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하

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퍼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

이터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공구의 처리 시간을 증가 또는 단축 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간은 연마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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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처리 자원은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공정 수행 동안 실

시간으로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가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

어 시스템.

청구항 34.
제 30 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도록 구성된 인라인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라인 센서는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모아

진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5.
제 30 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도록 구성된 업스트림 공구에 위치되는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센서는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6.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

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7.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서의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공정 모델에 따라 상기 웨이퍼 특성과 관련하는 레시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수

단;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에 따라 상기 공구로 웨이퍼 상에 공정을 수행하는 수단;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 상기 공정의 수행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단;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

과 사이의 비교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 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하는 수단; 및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퍼상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

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은 웨이퍼 두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연마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자원은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의 데이터는 상기 공정 수행 동안 실시간으로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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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 37 항에 있어서,

인라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수단;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

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

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43.
제 37 항에 있어서,

업스트림 공구에 위치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수단;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

진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45.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처리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 어 시스템.

청구항 46.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해 사

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47.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각 처리 장치는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

로부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른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와 비교되어 각 장치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48.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서의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웨이퍼 레시피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되는 공정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여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 데이터를 모

으는 수단;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여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

되는 공정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 사이의 비교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

하는 수단; 및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퍼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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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수단은 처리 시간을 증가 또는 단축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간은 연마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51.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처리 자원은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공정의 수행 동안 

실시간으로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가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52.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수단;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

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53.
제 48 항에 있어서,

업스트림 공구에 위치되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수단;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

아지는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54.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

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특성 제어 시스템.

청구항 55.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서의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매체로서,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공정 모델에 따라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레시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컴

퓨터 판독 가능 명령;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에 따라 상기 공구로 웨이퍼 상에 공정을 수행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 상기 공정을 수행하는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 

사이의 비교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및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퍼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

퓨터 판독 가능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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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은 웨이퍼 두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7.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연마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8.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자원은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의 데이터는 상기 공정 수행 동안 실시간으로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

체.

청구항 59.
제 55 항에 있어서,

인라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

독 가능 매체.

청구항 61.
제 55 항에 있어서,

업스트림 공구에 위치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

진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상기 인사이튜 센서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3.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처리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4.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해 사

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5.
제 5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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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각 처리 장치는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

로부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른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와 비교되어 각 장치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6.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 공구에서의 웨이퍼 특성을 제어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서,

웨이퍼 레서피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되는 공정 동안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여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 데이터를 모

으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상기 웨이퍼 특성에 관련하여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웨이퍼 출력을 예측하는데 사용

되는 공정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 사이의 비교에 따라 상기 레시피 파라미터를 수정함으로써 상기 공정을 조절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및

상기 공구에 의해서 수행될 후속 웨이퍼상의 공정에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진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7.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은 처리 시간을 증가 또는 단축시키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8.
제 67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시간은 연마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9.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복수의 처리 자원을 포함하고, 각 처리 자원은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공정 수행 동안 실

시간으로 하나의 인사이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가 다른 처리 자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매체.

청구항 70.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인라인 센서로부터 모아

지는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71.
제 66 항에 있어서,

업스트림 공구에 위치되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및

상기 후속 웨이퍼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인사이튜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와 상기 업스트림 공구로부터 모

아지는 상기 데이터를 통합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72.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사이튜 센서에 의해서 모아지는 상기 데이터는 상기 공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후속 웨이퍼의 작업간 제어를 위

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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