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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제조에서 잠재적 문제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샷 단위로 인-라인 데이터, PCM 데이터, 탐침 테스트 데

이터를 각각 수집하고, 탐침 테스트 데이터의 확률분포로부터 양품/불량품을 층별화하며, 각각의 샷에 해당하는 칩에 대한

데이터로 정렬한다. 이어서, 데이터를 상관분석하여 상관계수와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얻고, p값을 기준척도로 하여

일차적으로 유의인자를 선별한 후, 다중선형 회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역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여 유의인자를

도출한다. 본 발명은 수많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공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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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a) 샷 단위로 인-라인 데이터, PCM 데이터, 탐침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는 단계;

(b) 상기 탐침 테스트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얻고,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상기 확률분포에서 기울기가 서로 다

른 그룹들로 층별화하는 단계;

(c) 상기 인-라인 데이터, 상기 PCM 데이터, 상기 탐침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의 샷에 해당하는 칩에 대한 데이터로 정렬하

는 단계;

(d) 상기 칩에 대한 데이터를 상관분석하여 상관계수와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얻고, 상기 p값을 기준척도로 하여 일

차적으로 유의인자를 선별하는 단계; 및

(e) 상기 선별된 유의인자에 대해서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전체 회귀방정식에 대한 p값을 고려하고 각각의 인자

에 대한 p값을 보고 유의인자를 도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 후, (f) 양품/불량품의 구분 결과와 상기 상관분석에서 선별된 유의인자를 가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유의인자를 도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또는 상기 (f) 단계 후, (g) 출력 인자로부터 입력 인자를 2개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상기 유의인자에 대

한 역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품의 통계적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제조에서 잠재적 문제 공정의 통

계적 검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기술 경쟁이 심한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품질과 수율은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잠재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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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공정으로 제조되는 반도체 제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단위 공정에서의 물리적인 인-라인 데

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라인 데이터는 단지 단위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을 뿐, 반도체 제

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불량 분석을 하기에는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하여 인-라인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되는 공정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검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은, (a) 샷 단위로 인-라인 데이터,

PCM 데이터, 탐침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는 단계와, (b) 탐침 테스트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얻고,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확률분포에서 기울기가 서로 다른 그룹들로 층별화하는 단계와, (c) 인-라인 데이터, PCM 데이터, 탐침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의 샷에 해당하는 칩에 대한 데이터로 정렬하는 단계와, (d) 칩에 대한 데이터를 상관분석하여 상관

계수와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얻고, p값을 기준척도로 하여 일차적으로 유의인자를 선별하는 단계와, (e) 선별된 유

의인자에 대해서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전체 회귀방정식에 대한 p값을 고려하고 각각의 인자에 대한 p값을 보고

유의인자를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은, (d) 단계 후, (f) 양품/불량품의 구분 결과와 상관분석에서 선별된

유의인자를 가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유의인자를 도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고, (e) 단계 또는 (f)

단계 후, (g) 출력 인자로부터 입력 인자를 2개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유의인자에 대한 역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이 속

하는 기술 분야에 익히 알려져 있고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는 불필

요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지 않고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용어의 정의

인-라인 데이터(in-line data):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단위 공정을 진행한 후 측정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포토 공정을 진행

하고 나서 측정하는 감광막의 폭이 이러한 예이다.

PCM 데이터(process control monitoring data): 테스트 패턴을 측정하여 공정의 불량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예

컨대, 트랜지스터의 길이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탐침 테스트 데이터(probe test data):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 휴대폰의 배터

리 수명을 알기 위해 측정하는 대기 전류(standby current).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통계적 검출 방법

은 데이터 수집 단계(10), 탐침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 확인 및 층별화 단계(20), 샷 단위 데이터의 칩 단위 정렬 단계(30),

데이터 상관분석을 통한 유의인자 선별 단계(40), 다중선형 회귀분석 단계(50),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단계(60), 역 샘플

테스트 단계(70), 실험을 통한 검증 단계(80)로 이루어진다. 이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데이터 수집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인-라인 공정에 대한 데이터는 동일한 런 웨이퍼(run wafer)를 이용하여 동일한 지점에 대하

여 좌측, 하측, 중앙, 상측, 우측 각각의 샷(shot)에 대해서 측정한 것을 수집한다. 여기서 샷은 마스크 제조 공정에서 여러

개의 칩을 동시에 패터닝(patterning)하는 단위를 말하며, 대개의 경우 8개 내지 30개의 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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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데이터 역시 인-라인 데이터를 측정한 웨이퍼의 동일 지점에 대하여 수집한다. 탐침 테스트 데이터도 동일 지점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단순한 패스/페일(pass/fail)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로그 파일(log file)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침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 확인 및 층별화

통계적 검출 방법의 제2 단계는 탐침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 확인 및 층별화 단계이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출력 특성의

분포를 살펴야 하는데, 통계용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미니탭(Minitab)을 이용하여 정규성 검증 테스트를 한다. 이어서, 확

률분포에서 기울기가 서로 다른 그룹들을 층별화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한다.

층별화 방법은 도 2a와 같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도 2b와 같이 변곡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

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출력 특성이 매우 민감한 경우에 변곡점보다 큰 지점을 불량품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 양품과 불

량품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그룹으로 층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2a는 동작대기 상태의 누설전류 특성(IDDS)을, 도 2b는 CMOS 이미지 센서의 암전류 특성(Black Signal)을 보여준다.

도 2a에서 IDDS가 증가하는 제품은 전력 소모가 많은 불량제품을, 도 2b에서 Black Signal이 증가하는 제품은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제품으로, 각각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샷 단위 데이터의 칩 단위 정렬

통계적 검출 방법의 제3 단계는 샷 단위의 데이터를 칩 단위로 정렬하는 단계이다. 즉, 샷 단위로 구한 인-라인 데이터와

PCM 데이터를 각각의 샷에 해당하는 칩에 대한 데이터로 정렬한다. 이를 통해 랏 아이디(Lot ID), 웨이퍼 번호, 샷, 칩 각

각에 대응하는 데이터 표를 작성한다. 도 3a에 도시된 표는 그 예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탐침 데이터, 인-라인 데이터,

PCM 데이터를 하나의 표에 모두 일대일 대응시킨 표를 작성한다. 도 3b에 도시된 표는 그 일례이다.

데이터 상관분석을 통한 유의인자 선별

통계적 검출 방법의 제4 단계는 앞서 작성한 표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상관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전술

한 미니탭을 이용한다. 미니탭을 활용하면 상관계수뿐만 아니라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얻을 수 있다. 도 4a는 IDDS

와 인-라인 데이터 69개 항목에 대하여 상관계수와 p값을 구한 예이고, 도 4b는 Black Signal과 인-라인 데이터 10개 항

목에 대하여 상관계수와 p값을 구한 예이다.

이렇게 얻어진 p값을 기준척도로 하여 수백 개에 이르는 유의인자 중에서 몇 개의 항목을 선별한다. 선별 기준은, 예를 들

어, 1차로 p값이 0.05 이하, 2차로 p값이 0.1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도 4a에 적용하면, 1차로 M1 FI2(p값:

0.013)와 LDD P-2 PEP(p값: 0.032)가 간추려지며, 2차로 M2C FI2(p값: 0.076)와 AA FICD2(p값: 0.086)가 간추려진

다. 마찬가지로 위 기준을 도 4b에 적용하면, p값이 0.000인 SPACER SH와 NSAL WET 및 p값이 0.007인 GC Rox를 검

출할 수 있다.

다중선형 회귀분석

통계적 검출 방법의 제5 단계는 다중선형 회귀분석 단계이다. 상관분석은 단순히 두 변수 간의 선형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여러 공정의 집합체이므로 상호 간의 간섭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한다. 전 단

계의 상관분석 결과 선별된 유의인자에 대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전체 회귀방정식에 대한 p값을 고려하고 각각의

인자에 대한 p값을 보고 유의인자를 도출한다. 여기서 다중의 의미는 인자가 여러 개임을 뜻하며, 1차로 상관분석에서 검

출된 인자를 모두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1차로 선별된 인자로 구성된 IDDS에 대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의 결

과가 도 5a에 예시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회귀방정식의 유의성은 분산 분석 결과에 대한 p값을 보고 판단하는데, 도 5a의 예에서 p값이 0.08이

나, 좀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유의하지 않은 인자(즉, p값이 가장 큰 AA FICD2)를 제외하고 다시 회귀분석을 진행

한다. 도 5b는 2차로 선별된 인자로 구성된 IDDS에 대한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의 예시도이다. 도 5b의 예에서 p값이

0.043이므로 신뢰도가 좀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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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c는 Black Signal에 대해 1차 선별된 인자간의 회귀분석 결과의 예시도이다. 예시된 회귀분석 결과에서 p값을 보면

0.000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만일 회귀방정식의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잔차 플롯을 확인하여 전체적

으로 균일한지 검증한다. 잔차 플롯은 회귀방정식과 실제의 차이의 제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 그래프로부터 정규성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도 5d는 도 5c의 회귀방정식에 대한 잔차 플롯의 결과를 보여준다. 도 5c와 도 5d의 경우, 분산분

석 결과 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고, 잔차 플롯에서 정규성을 띄고 분포가 좌우, 상하로 대칭

되므로 결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검출 방법의 목적은 유의인자를 찾는 것이므로 다시 유의인자에 대한 개별 p값을 보면, GC Rox가 0.315, SPACER SH가

0.000, NSAL WET도 0.0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lack Signal의 경우 SPACER SH와 NSAL WET을 유의인자로 간

추릴 수 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통계적 검출 방법의 제6 단계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단계이다. 이 단계는 출력 인자가

계량형이 아닌 패스/페일과 같이 계수형인 것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자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앞서 제2 단계에서 계량형으로 나타낸 탐침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계수형인 양품과 불량품으로 전환시킨 것을 이용한다. 즉, 도 3b의 양품/불량품 구분 결과와 상관분석에서 1차로 검출한

인자를 가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면 된다.

도 6a는 IDDS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예시도이다. 여기서도 회귀방정식이 유의한지 p값을 보고 알 수 있

는데, p값이 0.089이므로 유의수준 10%일 때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인자에 대한 p값을 보고 판단한 결과이

다. 즉, M1 FI2가 p값이 0.019로 매우 유의한 인자임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도 6b는 Black Signal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예시도이다. 여기서도 p값을 보고 회귀방정식이 유의한지

알 수 있는데, p값이 0.000이므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인자에 대한 p값을 보고 판단하면, 모두

0.05 이하로서 유의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규성을 보일 때에는 계량형 특성을 이용한

회귀분석만으로도 인자 도출이 가능하지만, 정규분포 검사에서 기울기가 2개인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까지 추

가 검증을 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신뢰수준의 인자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을 해 보면, 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공통된 인자가 가장 유의수준이 높은 인자이며, 특히 본

예의 경우는 그 분포의 특성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검출된 인자(즉, GC Rox, SPACER SH, NSAL WET)가 모두

유의인자라고 통계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역 샘플 테스트

통계적 검출 방법의 제7 단계는 역 샘플 테스트(reverse sample test) 단계이다. 출력 인자로부터 입력 인자를 2개 집단

으로 구분해주는 분석을 하기 위하여 전술한 확률분포의 변곡점을 이용해 각각의 유의인자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

다. 일반적인 샘플 테스트는 출력 인자에 대해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보는 것이지만, 역 샘플 테스트는 입력 인자에

대하여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일례로, 도 7a는 유의인자로 나온 M1 FI2에 대해 역 샘플 테스트를 적용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판정기준은 p값이다. p값

이 0.021이므로 두 그룹 간의 유의차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M1 FI1에 대해서도 역 샘플 테

스트를 적용한다. 도 7b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M1 FI1의 p값은 0.068이고 M1 FI2의 p값은 0.021이므로 M1 FI2가 우선

관리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도 7c는 Black Signal의 경우에 도 2b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패스/페일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SPACER SH에

역 샘플 테스트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 예에서 p값은 0.000으로 매우 높은 신뢰수준(1-p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95%

신뢰구간으로 두 집단 간의 차분추정치를 보면 3.1Å임을 알 수 있다.

실험을 통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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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검출 방법의 제8 단계는 실험을 통한 검증 단계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IDDS의 경우는 M1 FI2가 유의인자인

데,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PCM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면 VIA1 Chain 저항이 유의인자로 나왔으며, 이는 VIA1 컨

택과 접촉하는 제1 금속배선의 폭이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이다.

또한, Black Signal의 경우, NSAL WET와 SPACER SH가 가장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는데, NSAL WET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PCM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밟으면 살리사이드(salicide) 및 비살리사이드(non-salicide)의 저

항이 유의인자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SPACER SH에 대한 검증 실험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여 결과를 확

인하였다. 즉, 스페이서 식각후 잔여 산화막 두께가 155Å인 14AT06 랏과 190Å인 152617 랏의 Black Signal의 평균 검

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도 8a에 도시되었다.

두 그룹 간의 유의차 여부는 p값(0.000)을 보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Spacer Rox를 일반적 경험에 따라 상

향한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박스 플롯(box plot)으로 다시 살펴본 것이 도 8b이다.

도 8b로부터 SPACER SH가 유의한 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은 반도체 제조 단위 공정에서 얻어지는

물리적인 인-라인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수많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몇 개의 공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통계적 검출 방법은 반도체 제품의 불량

분석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품질 향상 및 수율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명세서와 도면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개시하였으며, 비록 특정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 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예들이 실시 가능하

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제조 공정의 통계적 검출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2a와 도 2b는 탐침 테스트 데이터의 정규분포 및 층별화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3a와 도 3b는 샷 단위의 데이터를 칩 단위로 정렬한 표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4a와 도 4b는 데이터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5a 내지 도 5c는 다중선형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5d는 도 5c의 회귀방정식에 대한 잔차 플롯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6a와 도 6b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7a 내지 도 7c는 역 샘플 테스트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 8a와 도 8b는 실험을 통한 검증 결과를 나타내는 예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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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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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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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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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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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d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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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a

도면7b

도면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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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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