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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는 방법, 장치 및 매체는, 연마 패드(102) 및 컨디셔닝 디스크(108)를 갖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장치(100)에서 연마되는 웨이퍼를 설치하는 단계와,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제거

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선택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하에서 웨이퍼를 연마하는 단계와, 상기 연마 단계

중에 생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단계와,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와 방향에 기초

하여 연마 패드의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예측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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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에서 연마 패드의 수명 및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연마 영역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는 반도체 웨이퍼의 완전한 평탄화를 얻기 위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다. 이 방법은

기계적 접촉 및 화학적 부식(예를 들면, 슬러리로 포화된 이동형 연마 패드)을 사용하여, 웨이퍼(통상, 이산화 실리콘(

SiO 2 ))로부터 재료(예를 들면, 표면 재료의 희생층)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마는, 높은 지형의 영역(hill)을 낮

은 지형의 영역(valley)보다도 빠르게 제거하기 때문에, 높이차를 평평하게 한다. 도 1a는 CMP 기기(100)의 상면도

를 나타내고, 도 1b는 도 1a의 A-A선에 따른 측면도를 나타낸다. CMP 기기(100)는 웨이퍼를 연마하기 위해 제공된

다. 통상, CMP 기기(100)는 암(arm)(101)으로 웨이퍼(105)를 집어 들어 회전식 연마 패드(102) 상에 놓는다. 연마 

패드(102)는 탄력성(resilient) 재료로 이루어지고, 연마 공정을 돕도록 텍스쳐를 갖는 경우도 있다. 연마 패드(102)

는 플래튼(platen)(104) 또는 연마 패드(102) 바로 아래에 놓이는 턴 테이블 상에서 소정 속도로 회전한다. 웨이퍼(10

5)는 암(101)에 의해 연마 패드(102) 상에 제자리에 보유된다. 웨이퍼(105)의 하면은 연마 패드(102)에 대향하도록 

위치한다. 웨이퍼(105)의 상면은 암(101)의 웨이퍼 캐리어(106)의 하면에 대향하고 있다. 연마 패드(102)가 회전함

에 따라, 암(101)은 소정 속도로 웨이퍼(105)를 회전시킨다. 암(101)은 소정량의 하향력(down force)으로 웨이퍼(10

5)를 연마 패드(102)를 향해 힘을 가한다. CMP 기기(100)는 또한 연마 패드(102)의 반경을 횡단하여 연장되는 슬러

리 디스펜스 암(slurry dispense arm)(107)을 포함한다. 슬러리 디스펜스 암(107)은 슬러리의 흐름을 연마 패드(102

) 상에 분배한다.

연마 패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거칠기(roughness)와 탄성도(elasticity) 및 그에 따른 소망하는 제거율(연마율)

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정의 연마 패드에 의해 제공되는 재료 제거율이 도 2에 나타낸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함은 공지되어 있다. 이 감소된 제거율은 웨이퍼로부터 재료의 소망하는 제거율을 회복

하기 위하여, 계속 증가하는 컨디셔닝 파라미터, 예를 들면 하향력 및/또는 컨디셔닝 각속도(angular velocity) 및/또

는 컨디셔닝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연마 패드는 연마 사이클 사이에서 (예를 들면, 컨디셔닝(conditioning) 디

스크(108)를 사용하여) 컨디셔닝되어야 한다. 이 컨디셔닝 디스크는 암(109)에 의해 연마 패드상의 위치에 유지된다.

연마 패드가 회전함에 따라, 컨디셔닝 디스크(108)도 또한 회전한다. 이와 같이 패 드의 표면을 거칠게 함으로써, 그 

본래의 재료 제거율을 적어도 일시적으로 회복한다. 또한, 과도한 컨디셔닝은 패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종래의 컨디셔닝 방법이 갖는 문제점은 이들이, 연마 패드를 오버-컨디셔닝, 예를 들면 너무 일찍 낡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패드가 교체될 때마다, 하나 내지 수 개의 웨이퍼가 필요한 연마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위에서 연마되고, 그 결

과가 측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처리 지연으로 되어, 도구 효과를 상실케한다.

패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연마 패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컨디셔닝하거나, 또는 평탄화 표면에 걸쳐있

는 소모 물질의 분포에 기초하여 CMP 패드의 표면을 따라 컨디셔닝 소자(예를 들면, 컨디셔닝 디스크(108))의 하향

력을 변경시킬 수 있다. 패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연마패드의 불균일성에 응답하여 연마 패드의 

표면에 걸쳐있는 컨디셔닝 레시피(recipe)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보고된 CMP 공정은 일반적

으로 패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보다 CMP 공정을 향상시키는 것, 예를 들면 웨이퍼 내 불균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 관련되어 있다.

패드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에 따라 패드 교체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의해서 웨이퍼 제조 공정시 큰 비

용 절감을 줄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패드의 작업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연마 패드의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매

체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연마 패드 성능을 예측하고 패드 수명을 연

장하 기 위해 패드 웨어(wear)와 웨이퍼 평탄화 공정의 물리적 및/또는 화학적 모델(단일 모델 도는 다수의 모델로서 

실행될 수 있음)을 사용한다. 그 결과, 단일 연마 패드로 연마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나 또는 다른 기판의 수가 증가

하게 되어, CMP 공정시의 큰 비용 절감과, 패드 수명 연장, 패드 교체에 걸리는 시간 경감을 모두 제공한다.

상기 모델은 컨디셔닝 공정의 '컨디셔닝' 동작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연마 효율(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예측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컨디셔닝의 동작 파라미터는 컨디셔닝중인 컨디셔닝 디스크(여기서의 디스크는 컨

디셔닝을 위해 사용됨)의 각방향과 각속도를 포함하며, 또한 컨디셔닝 빈도 및 컨디셔닝 시간 등의 다른 팩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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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상기 모델은 허용가능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제공하면서, 패드의 오버컨디셔닝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연마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유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CMP 연마 공정의 피드포워드 및 피드백

제어를 위한 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서는, 연마 패드 및 컨디셔닝 디스크를 구비한 CMP 장치에서의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는 방

법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선택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하에서 상기 CMP 장치 내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단계; 상기 연마 단계중에 생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측정

하는 단계;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에 기초하여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모델을 사용하여, 컨

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 및 방향을 포함하는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그리고 측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고,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상기

차이를 줄이도록 계산되고, 여기서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식 k = (k 1 )+g*(k-(k 1 )) 에 따라 갱신되고, 

여기서 k는 측정된 파라미터이고, k 1 은 파라미터 추정치이고, g는 추정 이득이고, (k-(k 1 )) 은 예측 오차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는 실험적으로, 또는 이력 데이터(historical 

data)나 실험계획(DOE)의 결과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모델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빈도, 컨디셔

닝 시간 또는 컨디셔닝 중인 컨디셔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translational velocity)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단계는 연마 전후의 웨이퍼 두께를 측정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단계 c)에서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는 순환 최적화

공정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상기 파라미터가 결정된 최대값과 최소값 이내

에 있 도록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이득은 측정된 파라미터의 변화도(variability) 또는 신뢰도(reliability)를 나타내

고, 상기 이득은 대략 0.5 내지 1.0의 범위 내에 있거나, 또는 상기 이득은 대략 0.7 내지 0.9의 범위 내에 있다.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상기 패드 웨어 및 패드 컨디셔닝 모델의 출력과 상기 단

계 c)에서의 웨이퍼 재료 제거율간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계산된다.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한 차이는 최소화

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상기 단계 b) 내지 e)는 반복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 대 컨디셔닝 하향력 곡

선의 포화점이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초기 비율이거나, 또는 적어

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소값은 최대 허용가능한 웨이퍼 연마 시간에 의해 정의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은 하기 식에 의해 정의되고,

여기서, ω disk 는 연마 패드 컨디셔닝 중인 컨디셔닝 디스크의 각속도이고, t는 컨디셔닝 시간이고, f는 컨디셔닝 빈

도이고, direction은 상기 컨디셔닝 디스크 의 회전(spinning) 방향이고, T 2 는 상기 컨디셔닝 중인 컨디셔닝 디스크

의 스위핑 속도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서, 기판 평탄화를 위해 사용되는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기 위한 장치는, 연마 패드의 평탄화 

표면상에 위치할 수 있는 암을 갖는 캐리어 어셈블리; 상기 캐리어 어셈블리에 부착된 컨디셔닝 디스크; 상기 컨디셔

닝 디스크의 동작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는 액츄에이터; 및 상기 액츄에이터와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액츄에

이터를 동작시켜 상기 컨디셔닝 디스크의 동작 파라미터를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컨디셔닝 패드의 회전 속도 및 방향

에 기초하여 예측하는 패드 웨어와 패드 회복 모델의 함수로서 조정하는 제어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모델을 사용하여,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 및 방향을 포함하는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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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되고 그리고측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고,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상기 차이를 줄이도록 계산되고, 여기서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식 k = (k 1 )+g*(k-(k 1 )) 에 따라 갱신

되고, 여기서 k는 측정된 파라미터이고, k 1 은 파라미터 추정치이고, g는 추정 이득이고, (k-(k 1 )) 은 예측 오차이

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모델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빈도, 컨디셔닝

시간 및 컨디셔닝 중인 컨디셔닝 디스크 의 이송 속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이득은 측정된 파라미터의 변화도(variability) 또는 신뢰도(reliability)

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는, 웨이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 패드의 패드 컨디셔닝의 최적화를

위한 패드 웨어 및 패드 컨디셔닝 모델을 개발(developing)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a) 적어도 하나의 패

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재료 제거율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b)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

미터 및 웨이퍼 재료 제거율 각각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제거율의 관계 및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복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상기

웨이퍼 제거율은 복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가중 함수로서 정의되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를 포함하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방향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디셔닝 파리미터는 컨디셔닝 디스크의 하향력,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 및 방향, 컨디셔닝 빈도 및 기간, 컨디셔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제거율간의 관계는 상기 컨디셔

닝 파라미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결과의 웨이퍼 제거율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최대값은 상기 웨이퍼 제거율의 점진적 증가가 관찰되

지 않는 값이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최소값은 최소 웨이퍼 제거율을 제공하는

값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와 방향을 포함하는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제거율 이내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유지하도록 선택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하에서 상기 CMP 

장치 내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단계; 상기 연마 단계중에 생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단계; 웨이퍼 재료 제

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 및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에 기초하여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상기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의 출력

과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간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계산되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식 k = (k 1 )+g*(k-(k 1 )) 에 따라 갱신되고, 여기서 k는 측정된 웨이 퍼 재료 제거율이고, k 

1 은 계산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고, g는 추정 이득이고, (k-(k 1 )) 은 예측 오차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고,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의 컴퓨터 구현용 소프트웨어 어플

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명령을 구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제공된다. 상기한 공정을 실행을 위한 명령은, a) 화학

적 기계적 연마 도구로부터 상기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에서 처리된 적어도 하나의 웨이퍼의 웨이퍼 제거율에 관련

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단계 a)의 데이터로부터, 정의된 최대값과 최소값 이내에서 갱신된 패드 컨디

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정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패

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의 출력과 상기 단계 a)의 데이터간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계산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 계산 단계는 상기 파라미터가 상기 결정된 최소

값과 최대값 이내에 있도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단계 b)에서

의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는 순환 최적화 공정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 대 컨디셔닝 하향력 곡

선의 포화점이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초기 비율이거나, 또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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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 부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소값은 허용가능한 최소 웨이퍼 연마 시간에 의해 정의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차이는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전에 추정 이득을 사용

하여 조정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는, 웨이퍼가 그 재료의 제거를 위해 위치되고, 컨디셔닝 디스크가 연마 패드의 컨디셔닝

을 위해 위치되는 연마 패드를 갖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장치에서의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는 방법이 제공

된다. 상기 방법은,

a)

(i)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재료 제거율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ii)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 및 웨이퍼 재료 제거율 각각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고,

(iii)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제거율의 관계 및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록함으로써,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정의하는 패드 웨어 및 패드 컨디셔닝 모델을 개발하는 단

계;

b)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선택된,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 및 

방향을 포함하는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하에서 상기 CMP 장치 내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단계;

c) 상기 연마 단계중에 생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단계;

d)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료 제

거율, 및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에 기초하여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및

e)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는, 웨이퍼가 그 재료의 제거를 위해 위치되고, 컨디셔닝 디스크가 연마 패드의 컨디셔닝

을 위해 위치되는 연마 패드를 갖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장치에서의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는 시스템에 있

어서,

a)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 및 방향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

미터의 함수로서 정의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b) 상기 CMP 장치에서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연마 수단;

c)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측정 수단; 및

d)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상기 단계 c)의 수단을 사용하여 측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 및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에 기초하여,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계산 수단을 포함

한다.

따라서, 연마 패드 수명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허용가능한 범위 내로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컨디셔닝 각속도를 사

용하고, 제거율이 허용가능한 제거율 아래 로 떨어질 때마다 컨디셔닝 방향을 반전시키거나 및/또는 각속도나 또는 

다른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연장된다. 종래의 공정은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에 '하나의 크기로 모든 경

우를 맞추는' 접근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실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서 컨디셔닝 파

라미터를 결정함으로써, 과잉 보상하여, 패드 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제거하여 패드 웨어를 가속시킨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은 손상된 패드를 리컨디셔닝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힘만을 결정함으로써 개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제공한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양한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다음의 도면과 연관지어 볼 때 본 발명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보다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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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및 도 1b는 CMP 기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 1a는 종래의 CMP 기기의 평면도를 나타내고, 도 1b는 라인 A

-A를 따라 취해진 도 1a로부터의 종래의 CMP 기기의 측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2는 도 3b 및 도 3c 사이에서 발생하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지수 감소 및 이 제거율의 평형 상태의 일례를 나타

낸다.

도 3a 내지 도 3c는 연마 패드의 단면도로서, 도 3a는 새로운 연마 패드의 도면이고, 도 3b는 단일(또는, 몇 가지)의 

컨디셔닝 이벤트 후의 연마 패드의 도면이고, 도 3c는 반복된 컨디셔닝에 의해서 거친 표면(asperity)이 매끈해진 구(

old) 연마 패드를 나타낸다.

도 4a 내지 도 4c는 연마 패드의 단면도로서, 도 4a는 새로운 연마 패드의 도면이고, 도 4b는 제 1 각도 방향으로 컨

디셔닝한 후의 연마 패드의 도면이고, 도 4c는 그 반대 각도 방향으로 컨디셔닝한 후의 동일 연마 패드를 나타낸다.

도 5는 CMP 공정 최적화를 위한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피드백 루프의 흐름도이다.

도 6은 데이터 수집,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생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은 CMP 공정에서의 웨이퍼 제거율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데 사용되는 도 3 및 도 4에 기초한 연마 패드 웨어의 

모델이다.

도 8은 CMP 공정에서의 웨이퍼 제거율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데 사용되는 도 3 및 도 4에 기초한 연마 패드 복구 모

델이다.

도 9는 CMP 동작 파라미터를 예측하고 변경하여 웨이퍼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도 5 및 도 6에 기초한 모델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사용하기 위한 CMP 기기의 측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사용하기 위한 도구 표시와 액세스 제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

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플로피디스크의 예이다.

실시예

여기에서는, 연마 패드의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CMP 공정의 피드포워드 및 피드백 제어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

해서 설명한다. 패드 수명의 연장에 의해서 CMP 공정을 위한 시간이 감소되는데, 그 이유는 연마 패드가 필요한 교환

이나 조정(예를 들면, 패드의 손상 부분의 제거)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보다 많은 웨이퍼를 연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웨이퍼란 용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연마를 받는 소정의 대체로 평탄한 객체를 포함하여 사용된다. 웨이퍼는 모

놀리식 구조와 함께 하나 이상의 층 또는 박막 또는 상부에 증착되는 다른 구조의 기판을 포함한다.

연마 패드 표면은 CMP 공정에서 필요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칠기와 탄성도를 소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상기 패드의 거칠기 및 탄성도는 일련의 웨이퍼 연마에 의해 감소되고, 이것에 의해 웨이퍼 재료 제거

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3a에는 초기 연마 패드의 표면 상태(거친 표면(320))를 나타내었는데, 이 때의 표면 거칠

기는 최대이다. 패드가 연마를 위해 사용된 후, 상기 거친 표면은 흔히 방향 변화에 의해 밀려 내려간다. 이것을 보상

하고, 적어도 패드 거칠기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하여, 패드는 예를 들면 도 3b에 나타낸 화살표(340)로 표시된 방향

으로 회전시키는 컨디셔닝 디스크를 사용하여 컨디셔닝된다. 본 발명을 디스크 스타일의 컨디셔너와 관련해서 본 명

세서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른 컨디셔닝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패드 표면 형

상(320)으로의 방향성 치우침(bias)을 생기게 한다. 동일한 컨디셔닝 방향을 사용하는 다음의 컨디셔닝 동작에 의해

서 패드의 거친 표면에서의 방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패드에서의 슬러리의 흐름을 막을 수 있고, 또한 패드의 거친 

표면과 연마 웨이퍼 사이의 접촉면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도 3c의 거친 표면(320)의 보다 큰 방향성 치우침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패드 표면 형상의 방향 치우침으로 악화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 증가한다. 도 2는 도 3a 내지 도 

3c에 나타낸 컨디셔닝 공정 결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거율이 감소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4a, 도 4b 및 도 4c는 상술한 치우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순화한 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컨

디셔닝 디스크의 각속도(angular velocity)는 변경된다. 먼저, 도 4a를 참조하면, 이 도면은 초기 연마 패드의 표면 상

태를 나타낸다. 연마 패드(400)는 상기 패드와 컨디셔닝 디스크를 제 1 각속도(예를 들면, 도 4b에서 화살표(420)로 

나타낸 시계방향)로 접촉하여 컨디셔닝된다. 다음 컨디셔닝 이벤트에서, 컨디셔닝 디스크의 각속도는 이전 컨디셔닝 



공개특허 10-2004-0010757

- 7 -

이벤트의 결과를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예를 들면, 도 4c에서 화살표(460)로 나타낸 바와 같은 반시계방향으로) 반

전된다. 이 컨디셔닝 속도 및 방향의 변화는 표면 거칠기와 탄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 4a, 도 4b 및 도 4c에 나

타낸 공정은 더 이상 이용될 수 있는 활성 지역이 없을 때까지 패드의 전체 수명 주기동안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연마 패드는 컨디셔닝 방향이 반전된 후, 제 1 방향으로 소정 횟수 컨디셔닝될 수 있다. 특정한 방향에서의 컨

디셔닝 이벤트의 최적 횟수는 패드 연령에 따라 변화(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패드 컨디셔닝 및 회복을

위한 모델이 상기 공정을 조정한다.

웨이퍼 평탄화 및 연마 패드의 컨디셔닝 중에 상술한 기계적 공정에 의해 평탄화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모델을 제공

한다. 상기한 모델에 따라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패드 수명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과의 절충없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컨디셔닝 디스크의 속도 및 방향, 패드 표면에 걸쳐 있는 컨디셔닝 디스크의 컨디셔닝 빈도와 

컨디셔닝 기간 및 이송 속도 등의 임의의 다른 동작 변수들이 피드포워드와 피드백 루프에서 조정되어, 패드 컨디셔닝

동작 파라미터를 예측하고 최적화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 실시예에 따르면, 초기 모델은 웨이퍼 연마 공정의 정보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도 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사용된다. 상기한 초기 모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웨이퍼 및 연마 패드 파

라미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초기 처리 조건이 식별되어, 소정의 컨디셔닝 파라미터 세트에 대해서 미리 선택된 최

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웨이퍼 제거율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후 이것을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허용가능한' 범위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패드의 과도한 컨디셔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된다.

이하, 도 5를 참조하면, 웨이퍼는 스텝 500에서 초기 조건에 따라 연마된다. 스텝 510에서, 상기 연마된 웨이퍼의 두

께가 측정되고,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 계산되는데, 그 정보는 피드백 루프에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허용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사용된다. 실제 제거율은 (패드 웨어 모델로부터 유도된) 예측 제거율과 비교된다. 편차, 즉 예측 오

차는 본 발명의 모델에 따라 스텝 520에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모델에서의 식별에 따라서 연마 패드

의 연마 능력 감 소를 보상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모델링되지 않은 결과를 정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마 패드는 스텝

530에서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에 따라 컨디셔닝된다. 연마는 스텝 540에서 반복되고, 그 연마 결과는 스텝 510

~530을 반복함으로써 연마 상태를 더 갱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웨이퍼 재료 제거율 및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패드의 오버컨디셔닝

이 방지되는데, 즉,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연마 패드의 효율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만, 패드를 부적절하게 손상시키

지는 않을 정도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동작시에는, 최소의 허용가능한 제거율에 근접한 웨이퍼 재료 제거율로 되는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디셔닝력을 보다 약화시키고, 따라서 연마 패드의 오버컨디셔닝을 회피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패드 상태의 급격한 열화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최소의 허용가

능한 제거율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제거율에 너무 근접한 곳에서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또는, 적어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패드 컨디셔닝 최적화는 특정한 연마 시스템과 관련하여 수행된다. 즉, 패드 수명을 향상시키는 조건이 연마되는 웨

이퍼의 형태, 연마에 사용되는 슬러리 및 연마 패드의 구성에 지정된다. 일단, 웨이퍼/슬러디/연마 패드 시스템이 식

별되면, 시스템은 개발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모델을 사용하여 특정지워진다. 연마 패드와 웨이퍼 파라미터의 일례

로는, 연마 패드 크기, 연마 패드 조성, 슬러리 조성, 웨이퍼 조성, 연마 패드의 회전 속도, 연마 패드 압력 및 웨이퍼의

이송 속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독립적 모델(또는, 적어도 합성 모델에 추가한 모델)이 소정 형태의 웨이퍼로 

제조시에 사용될 수 있는 각 슬러리/연마 패드 웨이퍼 조합(즉, 각 슬러리의 다른 형태/브랜드 및 각 패드의 형태/브랜

드)마다 생성됨을 감안하였다.

도 6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의 개발에 사용되는 스텝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스텝 600에서, 실험계획(DOE)시, 즉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실험 세트, 웨이퍼 재료 제거율과 제 1 컨디셔닝 

파라미터(x1) 사이의 관계, 예를 들면 컨디셔닝 디스크 각속도(rpm)는 선택된 연마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이 

관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연마력, 연마 기간 등의 웨이퍼 파라미터에 의해 다른 컨디셔닝 디스크 각속도에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웨이퍼는, 예를 들면 특정한 시간동안, 특정한 연마 패드와 웨이퍼 속

도 등의 특정한 조건하에서 연마되어, 그 재료 제거율이 결정된다. 패드 컨디셔닝 및 웨이퍼 연마('연마 이벤트')는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동시에 수행되거나, 또는 패드 컨디셔닝에 이어서 웨이퍼 연마가 수행될 수 

있다. 컨디셔닝 디스크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든 다른 파라미터에 의해 웨이퍼마다(또는, 두께 측정시마다) 점

진적으로 증가하여, 웨이퍼 제거율이 다시 결정된다. 소정의 연마 시스템에 대한 웨이퍼의 재료 제거율(일정하게 유

지되는 모든 다른 파라미터)에 따른 컨디셔닝 디스크 속도의 결과를 예시한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은 곡선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곡선은 관심 제거율에 대해서 선 형 곡선으로 나타내었지만,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비선형

, 예를 들면 2차 또는 지수적 곡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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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의 스텝 610에서는,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최소값과 최대값

이 결정된다. 도 7을 참조하면, 곡선(700)은 주어진 동작 파라미터 세트에 대해서 (연마되는 웨이퍼의 수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서) 시간에 따른 웨이퍼 재료의 제거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제거율은 평형률이 달성될 때까지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최소 제거율(770)보다 적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며, 

이것은 예를 들면 제조 요구에 기초하여 조작자에 의해 결정된다. 곡선의 기울기는 각도 θ 1 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이 곡선은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선형 또는, 예를 들면 지수적 또는 2차적 등의 비선형일 수 있다. 최소 웨이퍼 재료

제거율은 최소 웨이퍼 처리량(throughput rate)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 최대 웨이퍼 재료 

제거율(795)은 초기 제거율로서 정의된다.

일련의 곡선(720, 740, 760)은 또한 다른 컨디셔닝 디스크 속도(여기서는 증가하는 속도로 나타남)에 대해서 생성될 

수 있다. 제거율 범위(780)는 모델에 대한 최대와 최소 제거율을 정의하는데, 여기서 최대 제거율은 초기 제거율이고,

최소 제거율은 제조시 결정된다. 최소 제거율을 갖는 곡선(700, 720, 740, 760)의 교점은 정의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

미터하에서 연마될 수 있는 웨이퍼의 상한을 정의한다. 각도 θ 1 , θ 2 , θ 3 및 θ 4 는 평형 곡선(790)과 곡선(70

0, 720, 740, 760) 간의 각 교점으로 정의된다. θ의 값은 컨디셔닝 파라미터에 대한 연마 공정 응답의 설명이다. θ

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평탄화 공정은 컨디셔닝 파라미터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다.

스텝 620에서는,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웨이퍼 재료 제거율과 제 2 컨디셔닝 파라미

터간의 관계, 예를 들면 패드 컨디셔닝 방향은 동일한 연마 시스템에서 결정된다. 스텝 630에서는, 제 2 컨디셔닝 파

라미터 및 웨이퍼 제거율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x 2 가 결정된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일단 평형 웨이퍼 재료 제거율 또는 최소의 허용가능한 재료 제거율에 도

달하면, 패드 컨디셔닝 방향을 반전시킴으로써 회복이 가능하다(도 4c 참조). 도 8을 참조하면, 웨이퍼 제거율에 따른

컨디셔닝 패드 회전 방향의 결과를 예시하기 위한 곡선이 생성되어 있다(다른 모든 변수는 상수를 유지). 곡선(800)은

연마 패드 표면의 평탄화가 역방향으로의 컨디셔닝시에 완화됨에 따라 소정의 각속도마다 (연마되는 웨이퍼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시간에 따른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 제거율은 포화점(810)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패드의 초기 최대 제거율보다 작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곡선은 선형 또는 예를 들면, 지수적 또는 2차적 등의 비선형일 수 있다. 추가적인 연

마시 반대 방향으로의 배향으로 인해 표면 거칠기가 손상되고, 그래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

측된다. 따라서, 최대 웨이퍼 재료 제거율(815)은 곡선 최대값에서 정의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작 최소 웨이퍼 재

료 제거율(825)은 최소 웨이퍼 처리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 목적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제거율 범위(880)는 패

드 회복 모델에 대한 제거율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의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일련의 곡선(820, 840, 860)은 또한 컨디셔닝 디스크의 다른 속도마다 생성된다.

각 곡선은 컨디셔닝 방향의 반전으로 인해 연마 패드의 최적 회복을 나타내는 최대값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각도 φ 

1 , φ 2 , φ 3 및 φ 4 는 각 곡선(800, 820, 840, 860)마다 각각 정의된다. φ의 값은 연마 패드 회복의 설명이다. 

φ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회복 공정은 컨디셔닝 파리미터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다. 컨디셔닝 방

향의 반전에 의해 패드 웨어에 대해서 완전히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각속도에서 컨디셔닝되는 주어진 샘플 

곡선에 대해서 θ＞φ이다.

상기한 모델에 따르면, 일단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웨이퍼 재료 제거율은 다시 감소해서,

최소 허용가능한 제거율에 접근한다. 컨디셔닝 디스크의 방향은 다시 반전되고, 웨이퍼 재료 제거율은 다시 한번 증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8의 회복 곡선에서의 각 일련의 최대값은 상기한 최소 제거율 이상의 성능이 불가능할 때까

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컨디셔닝 속도는 제거율을 허용가능한 범위 내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증가된다. 지금은 향후의 성능 예측을 위해서 보다 고속의 모델이 사용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다른 컨디셔닝 속도에서의 성능과 최대 및 최소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곡선 

기울기와 관련된 상수값 θ 1 -θ 4 및 φ 1 -φ 4 가 결정될 수 있다. 상기 실험계획이 파라미터 진폭의 증가와 함

께 웨이퍼 제거율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반대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서,

최소 파라미터 값으로 최대 웨이퍼 제거율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기 모델이 조정될 수 있

다. 최대와 최소 조건은 공지된 연마 패드, 웨이퍼 및 연마 슬러리의 소정의 조합으로 결정될 수 있다. x n 까지의 부

가적 파라미터가 상기 모델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은 스텝 640 및 65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정된다.

상기 모델은 시스템을 반영하는 원(raw) 데이터로서 나타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시스템의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

는 다중 입력-다중 출력 선형, 2차 및 비선형 식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피드백 및 피드포워드 제어 알고리즘은 다양

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상기한 모델에 기초해서 스텝 660에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웨이퍼 제거율은 모든 패드 컨디

셔닝 파라미터 x 1 내지 x n 의 가중치 부여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순환 파라미터 추정 등의 다양한 방

법을 사용하여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순환 파라미터 추정은 상기한 것과 같은 상황

에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입력-출력 데이터가 수신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환 파라

미터의 추정은 적응적 제어 또는 적응적 예측 등의 온라인 결정에 적합하다. 상기한 식별 알고리즘 및 이론에 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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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한 것은, 「Ljung L., System Identification - Theory for the User,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

.J. 2nd, 1999」를 참조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CMP 패드 수명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표면 거칠기 및 패드 탄성도의 함수이

다.

PadLife = f(표면 거칠기, 탄성도) (1)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은 식(2)에 따라 설명된다.

(2)

여기서, ω disk 는 연마 패드 컨디셔닝 중의 컨디셔닝 디스크의 각속도(회전 속도, 예를 들면 rpm)이고, 방향은 스핀 

방향, 즉 컨디셔닝 디스크의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의 방향이고, T 2 는 도 10의 CMP 장치 예에 나타낸 바와 같

은 패드 표면에 걸쳐 있는 컨디셔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이고(이하에 더 상세히 설명함), t conditioning 은 컨디셔닝 기

간이고, f는 컨디셔닝 빈도이다. 빈도는 간격으로서 측정되는데, 예를 들면, 컨디셔닝 이벤트와 방향 사이에서 연마되

는 웨이퍼의 수는 상기와 같이 정의된다. 예를 들면, 빈도 1은 매 웨이퍼마다 패드가 컨디셔닝됨을 의미하고, 빈도 3

은 3개의 웨이퍼마다 패드가 컨디셔닝됨을 의미한다. 스위핑 속도는 컨디셔닝 디스크가 연마 패드의 표면에 걸쳐서 

이동하는 속도이다. 이 움직임은 도 10에서 화살표 T 2 로 나타내었다. 초기 조사 목적으로, 본 발명의 적어도 일 부 

실시예에서는, t(time), T 2 (sweep speed) 및 f(frequency)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실질적인 기능은 컨디셔닝 디스크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고, 선택적으로 컨디셔닝 빈도와 기간, 컨디셔닝 디스크 

하향력, 패드 표면에 걸쳐 있는 컨디셔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 등의 다른 요소를 제어함으로써 제거율을 최소와 최대의

허용가능한 비율('수용가능한 비율') 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컨디셔닝 파라미터들 각각은 마찬가지로 최대와 최소값의

미리 결정된 경계 조건 내에서 유지된다.

이 후, 상기 모델로부터의 CMP 파라미터(변수) 및 상수는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된 다음, 처리하는 동안 상기 파라미

터를 계속 모니터하고, 적절하게 변화시켜서,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웨이퍼 재료 제거율과 패드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초 연구로부터의 파라미터(901)가 웨이퍼 연마 공정을 행하는 컴퓨터 또는 다른 제어기(902) 및 그 공정 

파라미터를 모니터하고 변화시키는 추정기(903)에 입력된다. 실제 출력(즉, 측정된 제거율)(904)이 모니터되고, 추정

기(903)에 의해 계산된 예측 출력(즉, 목표 제거율)과 비교된다. 실제 출력(904)과 예측 출력(905) 사이의 차이(906)

가 결정되어 추정기(903)에 보고(907)된 다음, 프로세스(902)용 갱신 파라미터(908)를 적절하게 생성한다.

피드백 제어를 위한 갱신 모델 파라미터는 식(3)에 기초한다.

k = (k 1 )+g*(k-(k 1 )) (3)

여기서, k는 현재 파라미터이고, k 1 은 이전 파라미터 추정치이고, g는 추정 이득이고, (k-(k 1 ))은 예측 오차이다. 

추정 이득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상수로 서, 기기 오차 또는 변화의 측정치로서 사용된다. 이득 팩터는 실험적으

로 또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이득은 약 0.5 내지 1.0의 범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0.7 내지 0.9의 범위에 있다.

일례로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과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 및 방향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곡선이 

상술한 바와 같은 관심 연마 시스템에 대해서 생성될 수 있다. 곡선은 조사시의 파라미터(들) 이외에 일정하게 유지되

는 모든 동작 조건과 함께 표준 연마 절차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연마 패드와 웨이퍼 파라미터의 

일례로서는, 연마 패드 크기, 연마 패드 조성, 웨이퍼 조성, 연마 시간, 연마력, 연마 패드의 회전 속도 및 웨이퍼의 회

전 속도를 포함한다. 가변 파라미터는 적어도 컨디셔닝 디스크의 각속도와 방향을 포함한다. 그러나, 부가적인 파라미

터가 상기 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모델 및 도 7 

및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성된 곡선을 사용하여, θ 1 -θ 4 , φ 1 -φ 4 의 값,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소와 

최대값, 컨디셔닝 하향력 및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가 결정된다. 웨이퍼 평탄화를 모델링한 알고리즘이 정의되고,

실험적으로 또는 이력 데이터나 DOE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심 연마 시스템에 대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

의 제 1 세트가 결정될 수 있다.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처리를 모델링한 알고리즘은 추정기에 입력되고, 예 측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은 상기 모델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그 실제 결과는 예측된 결과와 비교되고, 예측 오차는 추정기로 피드백되어 상기 모델을 리파인(r

efine)한다. 이 후, 새로운 컨디셔닝 파라미터가 결정된다. 여기서 설명한 모델에 기초하면, 상기 파라미터들은 오버

컨디셔닝없이 패드 표면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모델 기준에 맞는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최소 증가치가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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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마다 선택된다. 갱신된 모델의 후속 추정을 통해 얼마나 적합한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

다면 그 처리가 최적화될 때까지 다른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도 7 및 도 8에 나타낸 점진적 곡선에 의해 일례로서 정의된

불연속 점진이나 스텝으로 갱신된다. 적합한 곡선 수는 컨디셔닝 파라미터에 최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스텝이 충분히 작게 생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곡선 사이에 놓일 수 있는 적절한 파라미터와

의 보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보간은 보다 적은 수의 곡선이 초기에 생성되는 경우에 적절할 수 있으며, 그 실험 

결과는 파라미터의 정밀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예측 비율로부터의 편차는 부분적으로 상기 처리에 기여하는 모든 팩터를 고려할 수 없는 모델의 무능력을 반

영하지만(이것은 피드백 처리의 계속적인 반복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 시간에 따라 예측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로부

터의 편차는 CMP 패드 연마의 열화를 나타낸다. 연마 능력의 상기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 하여 패드 컨디셔닝 처리를 

식별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최적의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컨디션 패드의 오버컨디셔닝없이, 예를 들면 상기한 시스템

의 포화점 위에서 동작하지 않고 유지한다.

상기 방법의 부가적인 특징은 식(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측 오차의 적격화를 위해 이득 팩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

라서, 상기 방법은 모델이 예측된 값으로부터 편차의 100%까지 정확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이득 팩터는 측정되거나 

또는 계산된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나, 또는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큰 범위로 파라미터를 변화시킨 

결과를 '댐프(damp)'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델이 예측 오차에 대한 과대 보상을 할 수 있어서, 이 

과대 보상에 대해 반응하는 다른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급변하는 최적화 처리를 유도하고, 최적화된 상태가 실

현될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한다. 피드백 제어를 위한 파라미터를 갱신시의 이득 팩터의 사용을 통해서 모델이 예측 

오차에 반응하는 범위를 정한다.

일단 기본 시스템이 이해되고 최적화되면, 다른 컨디셔닝 동작 파라미터를 실험적으로 변화시켜서, 패드 컨디셔닝 및

웨이퍼 연마에 그 영향을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기 연구에서 상수값으로 설정될 수 있는 컨디셔닝 하향력은

증가(또는 감소)된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한 변화가 시스템에서 갖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모니터된다.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과 관련된 다른 팩터(factor)가 상기한 방식으로 추정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일례로서, 컨디셔닝 시간(패드

상의 디스크의 잔류 시간), 컨디셔닝 디스크 이송 속도, 컨디셔닝 하향력 등은 상기한 방 식으로 검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모델은 이 모델 내의 부가적 파라미터를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도 10에 나타낸 것과 같은 장치(1000)를 사용하여 예측될 수 있다. 이 장치는 캐리

어 어셈블리(1020), 이 캐리어 어셈블리에 부착된 컨디셔닝 디스크(1030), 및 상기 캐리어 어셈블리와 작동적으로 연

결되어 컨디셔닝 디스크의 하향력(F) 및 회전률(ω)을 제어하는 제어기(1040)를 포함한 컨디셔닝 시스템(1010)을 구

비하고 있다. 캐리어 어셈블리는 컨디셔닝 디스크(1030)가 부착된 암(1050), 및 컨디셔닝 디스크를 평탄한 표면 내외

로 접촉해서 이동시키는 수단(1060a-d)을 구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기(1040)는 상기 이동 수단과 작동적으로

결합되어 컨디셔닝 디스크를 운반하는 암(1060a, 1060b, 1060c, 1060d)의 높이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웨이퍼의

위치와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와 마찬가지의 제어도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동작상, 제어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

의 변화에 응답하여, 예를 들면 하향력과 회전률 등의 컨디셔닝 디스크의 동작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제어기는 계산된

컨디셔닝 레시피(recipe)에 따른 컨디셔닝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어되는 컴퓨터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장

치는 웨이퍼(1090)의 평탄화 공정과의 절충없이 패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패드(1080)의 동작 수명에 걸쳐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른 구성요소가 조정되는 장치의

높이, 위치 및/또는 회전을 갖는 다른 형태의 장치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의해서 고려된다.

피드포워드 및 피드백 루프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가적인 장치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두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막 두께 측정 도구를 포함한다. 상기 도구는 본래 장소에서의 인라인 측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마 장치상에 위치되거나, 또는 연마 장치로부터 원격으로 위치될 수 있다. 상기 도구는 광학적, 전기적, 음향

적 또는 기계적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적합한 두께 측정 장치로는 나노메트릭스(Milpitas, CA) 또는 노바 측정 

기구(Phoenix, AZ)의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는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된 모델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측정된 

막 두께 및 계산된 제거율에 기초해서 최적의 패드 컨디셔닝 레시피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적절히 통합된 

제어기 및 연마 장치(iAPC를 갖는 Mirra 또는 iAPC를 갖는 Mirra Mesa)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즈로사의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개념을 사용하여 연마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의 일례로는, 실리콘, 텅스텐, 알루미늄, 동, BP

SG, USG, 열산화물, 실리콘계 막 및 낮은 k 유전체 및 그 혼합물을 포함하지만, 이것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소정 수의 다른 형태의 종래 CMP 연마 패드를 사용하여 예측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우레탄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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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로 이루어진 기술의 수 많은 CMP 연마 패드가 있다. 그러나, 리컨디셔닝될 수 있는 소정의 패드가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고 최적화될 수 있다. 연마 패드의 일례로서 Epic TM 연마 패드(Cabot Microelectronics Co

rporation, Aurora IL) 및 Rodel IC1000, IC1010, IC1400 연마 패드(Rodel Corporation, Newark, DE), OXP 시

리즈 연마 패드(Sycamore Pad), 토마스 웨스트 패드 711, 813, 815, 815-Ultra, 817, 826, 828, 828-E1(토마스 웨

스트)를 포함한다.

또한, 소정 수의 다른 형태이 슬러리가 본 발명의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내의 특수한 

형태의 금속을 연마하기 위해 이루어진 기술의 수 많은 CMP 공정 슬러리가 있다. 슬러리의 일례로는 Semi-Sperse 

(Semi-Sperse 12, Semi-Sperse 25, Semi-Sperse D7000, Semi-Sperse D7100, Semi-Sperse 

D7300, Semi-Sperse P1000, Semi-Sperse W2000 및 Semi-Sperse W2585)(Cabot Microelectron

ics Corporation, Aurora IL), Rodel ILD1300, Klebesol 시리즈, Elexsol, MSW1500, MSW2000 시리즈, CUS 시

리즈 및 PTS(Rodel)을 포함한다.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도구 예약을 위한 패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웨이퍼의 수가 각 상태 사이클 후에 감소하면, 패드 수명 종료 시점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을 사용하여 리툴링을 계획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웨이퍼 연마 파라미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상술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

예에서는, 웨이퍼 연마 파라미터가 최적의 엔진을 통해서 변화할 때, 최적 엔진과 함께 상기한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

다.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패드 컨디셔닝 최적화는 웨이퍼 연마의 최적화와 함께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최적화를 통

해서 서치 엔진의 실질적인 기능이 연마 및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모두 기술하는 기능을 최소화함으로 최적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웨이퍼 연마중에 변화될 수 있는 연마 파라미터의 수 n을 N1, N2, N3...Nn으로 가정하고, 제어 파라미터의 수 y를 Y

1, Y2,...Yy로 가정하면,

여기서, W x 는 파라미터 x(예를 들면, N1, N2, Y1, T1, F 등)의 가중 팩터이고, ω는 패드 회전 속도이고, d는 스핀

의 컨디셔닝 패드 방향이다. 다른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상기 함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후, 최적화 공정은 S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연마 파라미터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또는 연마 파라미터가 최적화를 

통해 변화될 때의 조건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또는 다른 제어기(902)를 포함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도 11에 나타낸 것을 

포함한 소정 수의 제어/컴퓨터 실체일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버스(1156)는 시스템(1111)의 다른 구성요소를 상

호접속하는 주요한 정보 고속도로로서 작용한다. CPU(1158)는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로서,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본 발명의 실시예의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판독 전용 메모리(ROM)(1160)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162)는 시스템의 주 메모리를 구성한다. 디스크 제어기(1164)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 드

라이브를 시스템 버스(1156)와 인터페이스한다.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로는,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1170

) 또는 CD ROM, 또는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드라이브(1166) 또는 내장이나 외장 하드 드라이브(1168)가 있

다. 상기한 여러 가지 디스크 드라이브와 디스크 제어기는 선택적 장치이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1172)는 디스플레이(1148)와 인터페이스하여, 버스(1156)로부터의 정보가 디스플레이(114

8)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디스플레이(1148)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상

술한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 등의 외부 장치와의 통신은, 예를 들면 통신 포트(1174)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광섬유 및/또는 전기 케이블 및/또는 도체 및/또는 광 통신(예를 들면, 적외선 등) 및/또는 무선 통신(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RF) 등)이 외부 장치와 통신 포트(1174) 사이의 전송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주변 인터페이스(1154)는 키

보드(1150) 및 마우스(1152)와 인터페이스하여, 입력 데이터가 버스(1156)에 전송되도록 한다. 상기한 구성요소와 

더불어, 시스템(1111)은 또한 적외선 송신기 및/또는 적외선 수신기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적외선 송신기는 컴퓨터

시스템이 적외선 신호 전송을 통해 송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처리 구성요소/스테이션과 함께 사용될 때 선택적으로 이

용된다. 적외선 송신기 또는 적외선 수신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컴퓨터 시스템은 또한 저전력 무선 송신기(1180) 및/

또는 저전력 무선 수신기(1182)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전력 무선 송신기는 제조 공정의 구성요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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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을 위한 신호를 송신하고, 저전력 무선 수신기를 통해 상기 구성요소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다. 저전력 무선 송

신기 및/또는 수신기는 산업 표준 장치이다.

도 11의 시스템(1111)이 단일 프로세서, 단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단일 로컬 메모리를 구비한 것으로 예시하였

지만, 시스템(1111)은 다수의 프로세서나 스토리지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체를 선택적으로 적절히 구비한다. 예를 들

면, 시스템(1111)은 정교한 계산기, 휴대용 랩탑 노트북, 미니, 메인프레임 및 슈퍼 컴퓨터를 포함한 본 발명의 실시

예의 원리에 따라 동작하는 소정의 적절한 처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들의 프로세싱 시스템 네트워크 조합으로 대체

되거나 조합될 수 있다.

도 12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코드 또는 명령을 기억하는데 사용가능한 컴퓨터 판독가능 메모리 매체(1284)의 일례를 

나타낸다. 그 일례로서, 매체(1284)는 도 11에 예시된 디스크 드라이브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 ROM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등의 메모리 매체는, 예를 들면 컴퓨터가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보 및 단일 바이트 언어용의 멀티-바이트 로케일(lo

cale)을 포함한다. 또한, 도 11에 예시한 ROM(1160) 및/또는 RAM(1162)은 또한 중앙 처리 장치(1158)에 지시해서 

인스턴트 공정과 연관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기

억하기 위한 적절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다른 예로서는, 자기, 전기 또는 광학적(홀로그래픽을 포함함) 스토리지 

및 그 조합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매체가 전송 형태(예를 들면, 디지털 

또는 전파 신호)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스텝들은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어 본 발명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소정의 현재 이용가능한 또는 향후에 개발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언어 및/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들

은 본 발명의 상기한 실시예들에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기능들 중 적어도 일부는 C, C++ 또는 사용되

는 프로세서(들) 관점에서 적합한 소정의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자바 등의 해석 환경에서 

기입되어 다양한 유저에게 다수의 수신자로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개념을 구체화한 다양한 실시예들을 본 명세서에 나타내고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들은 상기한 개념을 구체

화한 많은 다른 변경된 실시예를 용이하게 계획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웨이퍼가 그 재료의 제거를 위해 위치되고 컨디셔닝(conditional) 디스크가 연마 패드의 컨디셔닝(conditioning)을 위

해 위치되는 연마 패드를 갖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장치에서의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 및/또는 방향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

미터의 함수로서 정의하는 패드 웨어(wear) 및 컨디셔닝 모델을 제공하는 단계;

b)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선택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하에서 상기 CMP 장치 내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단계;

c) 상기 연마 단계중에 생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 및 상기 단계 a)의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에 기초하여, 갱

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및

e)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는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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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는 실험적으로(empirically) 결정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는 이력 데이터(historical data)를 사용하여 결정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는 실험계획(DOE: design of experiment)의 결과를 사용하여 결정되는 컨

디셔닝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모델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빈도, 컨디셔닝 기간, 컨디셔닝 중인 컨디셔

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translational speed)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더 포함하는 컨디

셔닝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상기 단계 d)는 상기 파라미터가 상기 결정된 최소값과 최대값 이내에 있도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의 출력과 단계 c)의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

료 제거율간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계산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차이는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전에 추정 이득을 사용하여 조정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득은 측정된 파라미터의 변화도(variability) 또는 신뢰도(reliability)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는 컨디셔닝 방

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식 k = (k 1 )+g*(k-(k 1 )) 에 따라 갱신되고, 여기서 k는 측정된 웨이퍼 재

료 제거율이고, k 1 은 계산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고, g는 추정 이득이고, (k-(k 1 )) 은 예측 오차인 컨디셔닝 방법

.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 내지 e)는 반복되는 컨디셔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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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에서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는 순환 최적화 공정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 대 컨디셔닝 하향력(down force) 곡선의 포화점인 컨디셔

닝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초기 비율인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소값은 최대 허용가능한 웨이퍼 연마 시간에 의해 정의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은 하기 식에 의해 정의되고,

여기서, ω disk 는 연마 패드 컨디셔닝 중인 컨디셔닝 디스크의 각속도(angular velocity)이고, t는 컨디셔닝 시간이

고, f는 컨디셔닝 빈도이고, direction은 상기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spinning) 방향이고, T 2 는 상기 컨디셔닝 중

인 컨디셔닝 디스크의 스위핑(sweeping) 속도인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18.
재료의 제거에 의해서 기판을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 패드의 컨디셔닝 장치에 있어서,

연마 패드의 평탄화 표면상에 위치할 수 있는 암(arm)을 갖는 캐리어 어셈블리;

상기 캐리어 어셈블리에 부착된 컨디셔닝 디스크;

상기 컨디셔닝 디스크의 동작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는 액츄에이터; 및

상기 액츄에이터와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액츄에이터를 동작시켜 상기 컨디셔닝 디스크의 동작 파라미터를 패

드 웨어와 패드 회복 모델의 함수로서 조정 하는 제어기

를 포함하고,

상기 모델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 및 방향을 포함하는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함수

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디셔닝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모델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기간, 컨디셔닝 빈도 및 컨디셔닝 중인 컨디

셔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더 포함하는 컨디셔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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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차이는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해 추정 이득을 사용하여 조정되는 컨디셔닝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식 k = (k 1 )+g*(k-(k 1 )) 에 따라 갱신되고, 여기서 k는 측정된 웨이퍼 재료 제

거율이고, k 1 은 계산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고, g는 추정 이득이고, (k-(k 1 )) 은 예측 오차인 컨디셔닝 장치.

청구항 22.
웨이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 패드의 패드 컨디셔닝의 최적화를 위한 패드 웨어 및 패드 컨디셔

닝 모델을 개발(developing)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 및 웨이퍼 재료 제거율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b)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 및 웨이퍼 재료 제거율 각각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단

계; 및

c)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제거율의 관계 및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복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상기 웨이퍼 제거율은 상기 복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가중 함수로서 정의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를 포함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방향을 더 포함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

델 개발 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디셔닝 파리미터는 컨디셔닝 디스크의 하향력,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 및 방향, 컨디셔닝

빈도와 기간 및 컨디셔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패

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제거율간의 관계는 상기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

고, 그 결과의 웨이퍼 제거율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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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최대값은 상기 웨이퍼 제거율의 점진적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 값인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29.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최소값은 최소 웨이퍼 제거율을 제공하는 값인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30.
제 22 항에 있어서,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와 방향을 포함한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제거율 이내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유지하

도록 선택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하에서 상기 CMP 장치 내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단계;

상기 연마 단계중에 생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단계;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 및 컨디셔닝 모

델에 기초하여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상기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의 출력과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

간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계산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식 k = (k 1 )+g*(k-(k 1 )) 에 따라 갱신되고, 여기서 k는 측정된 웨이퍼 재료 제

거율이고, k 1 은 계산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이고, g는 추정 이득이고, (k-(k 1 )) 은 예측 오차인 패드 웨어 및 컨디

셔닝 모델 개발 방법.

청구항 33.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고,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의 컴퓨터 구현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명령을 구

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은

a) 기계적 연마 도구로부터 상기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에서 처리된 적어도 하나의 웨이퍼의 웨이퍼 제거율에 관련

된 화학적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단계 a)의 데이터로부터, 정의된 최대값과 최소값 이내에서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공정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의 출력과 상기 단계 a)의 데이터간의 차이를 결

정함으로써 계산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 계산 단계는 상기 파라미터가 상기 결정된 최소값과 최대값 이내에 있도록 파라미터

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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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이는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전에 추정 이득을 사용하여 조정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의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는 순환 최적화 공정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 대 컨디셔닝 하향력 곡선의 포화점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

청구항 38.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초기 비율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소값은 최소 허용가능한 웨이퍼 연마 시간에 의해 정의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0.
웨이퍼가 그 재료의 제거를 위해 위치되고, 컨디셔닝 디스크가 연마 패드의 컨디셔닝을 위해 위치되는 연마 패드를 

갖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장치에서의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i)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재료 제거율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ii)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 및 웨이퍼 재료 제거율 각각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고,

(iii)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와 웨이퍼 제거율의 관계와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록함으로써,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정의하는 패드 웨어 및 패드 컨디셔닝 모델을 개발하는 단

계;

b)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미리 선택된 최소와 최대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선택된, 컨디셔닝 디스크 회전 속도 및 

방향을 포함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하에서 상기 CMP 장치 내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단계;

c) 상기 연마 단계중에 생기는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단계;

d)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결정된 웨이퍼 재료 제

거율, 및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에 기초하여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 및

e) 상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마 패드를 컨디셔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컨디셔닝 방법.

청구항 41.
웨이퍼가 그 재료의 제거를 위해 위치되고, 컨디셔닝 디스크가 연마 패드의 컨디셔닝을 위해 위치되는 연마 패드를 

갖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장치에서의 평탄화 표면을 컨디셔닝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컨디셔닝 디스크의 회전 속도 및 방향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정의하는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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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CMP 장치에서의 웨이퍼를 연마하는 연마 수단;

c)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결정하는 측정 수단; 및

d) 웨이퍼 재료 제거율을 상기 최대와 최소 제거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상기 단계 c)의 수단을 사용하여 측정된 웨이

퍼 재료 제거율, 및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에 기초하여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계산 수단

을 포함하는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의 제 1 세트는 실험계획(DOE)의 결과를 사용하여 결정되는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웨어 및 패드 회복 모델의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컨디셔닝 빈도, 컨디셔닝 기간, 컨디셔닝 중인 컨디셔

닝 디스크의 이송 속도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더 포함하는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싱기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파라미터가 상기 결정된 최소값과 최대값 이내에 있도록 파

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5.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는 상기 패드 웨어 및 컨디셔닝 모델의 출력과 상기 단계 c)를 사용하여 측정된 

웨이퍼 재료 제거율간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계산되는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차이는 갱신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전에 추정 이득을 사용하여 조정되는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7.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에서의 갱신된 패드 컨디셔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단계는 순환 최적화 공정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8.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웨이퍼 재료 제거율 대 컨디셔닝 하향력 곡선의 포화점인 컨디셔닝 시스템.

청구항 49.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재료 제거율의 최대값은 초기 비율인 컨디셔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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