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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티클 모니터 장치 및 이를 구비한 파티클 무진화 프로세싱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웨이퍼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파티클을 인 ·시튜(in-situ)·실시간으로 계측하고,  파티클로  
인하여 유도되는 불량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 해결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장치는  프로세스 장치 (12) 중에 부유하고 있는 파티클에 의한 레일
레이 (Rayleigh) 산란광이나 라만 (Raman) 산란광을 수광기 (13) 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신호 강도 
판정기 (14) 로 전달한다.     이 판정기에는  파티클 발생상황과  웨이퍼 비율의  상관관계를 근거로하
여  산란광 강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     얻어진  산란광 강도와 설정치와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그 
상황을 신호표시기 (15) 또는 프로세스 제어기 (16) 에 전달하고,  제어기 (16) 는 판정기 (14) 에서의 
결과에 대응하는 신호를 인·시튜 클리닝기 (17) 또는 오버홀용 정지기 (18) 에 전달되어서,  이들의 작
동을 스탠바이 또는 실제로 작동시킨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제 1 의 실시예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는 산란광 강도에  대한  파티클 직경 의존성의 개념도이다.

도 5 는 산란광 강도에  대한 파티클 수밀도 의존성의 개념도이다.

도 6 은 검출 가능한 파티클 직경과 수밀도 관계의  개념도이다.

도 7 은 산란광의 편광 해석 방법의 구성 개념도이다.

도 8 은  검출 가능한 텅스텐 파티클 직경과 수밀도 관계의  개념도이다.

도 9 는 본 발명의 제 2 의 실시예 (산란광의 편광 해석을 이용한 경우) 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
며,  도 산란광의 편광 해석을 이용한 경우의 구성 개념도이다.

도 10 은 산란광의 편광 해석을 이용한 경우의 검출 가능한 파티클 직경과 수밀도의 관계 개념도이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제 2 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2 는 본 발명의 제 2 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신호의 흐름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3 은 본 발명의 제 3 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폴리실리콘 (poly-Si) 미립자로부터의  
라만 산란광의 파장에  대한  강도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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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는 본 발명의 제 4 의 실시예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 는  펄스산란광의 시간 분해 측정 결과의 개념도이다.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

11 : 레이저광원12 : 프로세스장치

13 : 수광기14 : 신호 강도 판정기

15 : 신호표시기16 : 프로세스장치 제어기

17 : 인·시튜 클리닝기18 : 오버홀용 정지기

19 : 검광자20 : 회전 1/4 파장판

21 : 편광자22 : 레이저광

23 : 파티클24 : 산란광

25 : 레이저장치26 : 수광소자

27 : 데이터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티클 모니터 장치에 관하며,  특히,  웨이퍼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파티클 또는 그 전구체를 
인·시튜 로 모니터하고,  프로세스 장치내의 파티클의 존재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웨이퍼에 파티
클이 부착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량을 예지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파티클의 존재 
정보에 근거하여 웨이퍼상의 공간에서 파티클을 제거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LSI 의  양산단계의 비율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서 파티클로 기인된 결함이 있는 것은 잘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양산의 몇 개의 공정이 종료할 때마다,  파티클 검사
를 실시하고 있다.     파티클 검사로서,  종래,  표면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그 산란광으로  파티클을 검
출하는 것과,  인접하는 칩의 화상의 비교에서 차이분을 취출함으로써 검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종래의 방법에서는,  LSI 가 미세화됨에 따라,  표면의 요철이 파티클의 크기보다도 커
지기 때문에,  파티클을 검출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 종료후에 검사하는 대신 장치내에서  파티클을 측정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레이저광 산란에 의해 장치의 파티클을 측정하는 방법의 종래기술로서,  예를들면,  특개평 3-39635 호 
공보에는,  입자경이 0.07 ㎛ 이하의 미립자이더라도,  좋은 정밀도로 검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광빔을 발생하는 광원과,  광빔의 광축상에 설치한 피측정유체가 흐르게되는 프
로셀과,  이 프로셀에 대향하면서 상기 광축에 관하여 대상이 되는 위치에 각각 1 개씩 설치한 2 개의 수
광기와,  이들 2 개의 수광기에 접속하여 설치한 검출부와,  또한  상기 검출부는 상기 2 개의 수광기에 
각각 접속하여 설치되어서 이들 각 수광기의 출력신호들중에  미리 설정한 문턱치를 초과하고 있는 출력
신호만을 취출하는  총 2 개의 식별회로와,  이들 2 개의 식별회로에 접속하여 설치되어서  이들 2 개의 
식별회로의 출력신호들중에  동시성을 갖는 출력신호만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판정회로와, 이 판정회로의  
출력신호를 계수하는 카운트 회로를 갖는 미립자 측정장치가 제안되고 있다.

산란광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종래기술로서는, 예컨대 특개평 4-352077 호 공보,  실개평 3-
39721  호 공보의 기재가 참조된다.      또 셀빈 (Gary  S.Selwyn)  에 의한 논문 (Journal  of  Vacuum 
Science and Technolgy 지, 제B9권, 1991년, 제 3487 ∼ 3492 면) (「문헌 1」이라 함) 의 기재가 참조된
다.     또한,  와따나베 등에 의한 논문 (Applied Physics Letters), 제61권, 1992년, 제 1510 ∼ 1512 
면) (「문헌 2」라 함) 의 기재도 참조된다.

또, 소정의 편광상태의 레이저광을 사용하여 파티클에 의해서 산란된 광을 편광상태의 입사 레이저광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레이저 발진기로부터의 레이저광을 편광자를 통과시켜서  수평면
에 대하여 방위각 45。 로 직선편광시킨 후에 프로세스 장치로 도입한다.     파티클에 의한 산란광은 회
전검광자를 통과한 후, 광검출기에 도달한다.     광검출기에서의 신호강도를  광검출기의 앞에 장착한 
1/4 파장판을 통과시킨 경우와,  1/4 파장판을 사용하지않은 경우의 2 종류로 측정하면,  회전검광자의 
회전주파수로 변조된,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신호가 수득된다.     이것을 퓨리에 변환하면,  파티클의 조
성, 수밀도, 분포를  결정하는데에  필요한  스토크스·파라미터가 요구된다.

이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는,   예를들면,   하야시  등에  의한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Jpn.J.Appl.Phys.) 지의 제 33권 (1994년) 의 제L476면부터 L478 면에 발표된 논문 (「문헌 3」이라 함) 
이 참조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종래기술중,  상기 특개평 3-39635 호 공보에 기재된 기술은,  레이저광 산란을 사용하여 액체중 
또는 기체중과 같은 유체중의 파티클을 측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지만,  프로셀에 피측정유체를 도입하
여 측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웨이퍼상의 파티클과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19-2

1019970015733



또,  산란광을 화상신호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종래기술로서는,  상기한 특개평 4-352077 호 공보에 기재
된 것이 있으나,  이 종래기술에서는 발연 또는 발진이 있는 경우의 화상을,  이들이 없을 때의 것과 비
교하여 그 차이분에서 발연이나 발진을 인식하는 것으로,  연기나 먼지의 농도나 입경,  그 분포를 측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연이나 발진의 기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곤란하여,  발생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실개평 3-39721 호 공보에 기재의 종래기술은,  산란광 강도를 어느 특정의 수광소자에 집광하고,  
파티클의 크기를 복수개의 배열된 LED (반도체 발광소자) 에 표시하고,  파티클의 농도를 프린터로 출력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종래의 방법에서는,  프로세스 장치 내에서의 파티클 발생원의 설명이나 
웨이퍼의 비율에 직접 관여하는 파티클의 발생원을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  프로세스 장치내의 웨이퍼 표면상의 공간에서의 파티클을 광산란으로 측정하고,  산란광을 CCD (전
하축적소자) 카메라로 측정하여 화상을 얻는 방법이 예컨대,  셀빈 (Gary S.Selwyn) 에 의해 상기 문헌 1 
(Journal of Vacuum Science and Technolgy지, 제B9권, 1991년, 제 3487 ∼ 3492 면) 에 기재되어 있다.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와따나베 등에 의해 상기 문헌 2 (Applied Physics Letters), 제61권, 1992년, 제 
1510 ∼ 1512 면) 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의 각 문헌에 보고되어 있는 산란광의 2 차원 화상은,  수 10 nm 정도의 미소한  크기의 파티클에서
의 산란광과  서브 ㎛ 에서  ㎛ 정도의  큰  파티클로부터의 산란광이  동일한 화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 화상에서는,  파티클 전체가 하나의 빛나고 있는 구름처럼 관측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수
득된 화상을 일단 테이프에 담은 후 (기억한 후),  휘도에 따라 입경의 공간분포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웨이퍼 표면보다 위의 공간에 존재하는 파티클의 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고,  웨이퍼의 
비율이나 장치의 시시각각의 변화하는 상황을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
상의 취득후의 처리에서는,  웨이퍼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예컨대 양산 프로세스 기술자는,  행동을 어
떻게 해야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파티클의 입경과 그 밀도를 측정하기위해,  원하는 프로세스 중의 공간의 1 점으로부터의 산란광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는  파티클  전체의  움직임이나  분포의  시간변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도 웨이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량생산프로세스 기술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상기 문헌 3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회전검광자법을 이용한 산란광의 편광해석에서는,  1/4 
파장판을 삽입하였을 때와 분리하였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측정하지 않으면,  파티클의 입경, 수밀
도, 굴절율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스토크스·파라미터 전체를 구할 수 없다.

현재,  LSI의 제조공정에서는 매엽식(枚葉式) 프로세스 장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웨이퍼 1 장당 걸
리는 프로세스 시간은 60 초에서 120 초 정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간내에서 파티클의 발생상
황을 시시각각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기술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전검광자법에서는,  웨이퍼에 대한 프로세스 시간, 길어야 120 초내 동안에 시시각각의 변화를 
추적하는 목적으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즉, 1/4 파장판의 유무를 2 회 측정하는 동안에  
파티클의 파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로부터 구해지는 스토크스 파라미터가 특정 시각에서의 
프로세스 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은 웨이퍼상의 공간
에 존재하는 파티클을 인·시튜 또한 실시간으로 계측함으로써, 파티클 유기불량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
는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파티클 모니터장치는,  광원과,  프로세스 장치와,  상기 광원
으로부터의 빛을 상기 프로세스 장치로 도입하는 수단과,  상기 프로세스 장치내로부터의 산란광 또는 발
광을 측정하는 수광수단과,  상기 수광수단으로부터의 신호강도를 소정 값과 비교하여 대소를 판정하는 
신호강도 판정수단과,  상기 프로세스 장치내로부터의 산란광, 발광의 강도 또는 그 강도분포를 표시하는 
수단이나  혹은  상기 산란광이나 발광을 일으키는 물질의 크기, 수 등의 분포를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
거나  혹은  그  양자를  포함하느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LSI의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장치내에서 발생하는 파티클을 레이저광 산란법을 
이용하는 모니터 장치로서,  산란광의 편광상태의 변화를 검광자와 파장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파티클의 굴절율, 입경 및 그 분포, 수밀도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스토크스 파라미터를,  프로
세스 장치의 시시각각의 변화에 대응하여 구하기 위하여, 파장판을 회전시키는 기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파티클 모니터링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펄스 레이저광을 사용해서 레이저광의 펄스수를 계수하여  원하는 펄스수마다 파장판을 
회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파티클 모니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광기로부터의 신호강도를 소정 값과 비
교하는 신호강도 판정수단으로부터의 비교결과신호에 의거하여 작동하는 상기 프로세스 장치의 용력 (用
力) 을 제어하는 수단,  또는  상기 프로세스 장치에 장착한 인·시튜 클리닝 수단,  또는  상기 프로세
스 장치의 오버홀을 지시하는 수단 중 적어도 1 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진화 프로세스 장치
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 및 실시예를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의 원리·작용을 다음에 설명한다.     프로세스에  유도된  파티클로 인한 불량의 예지보전
을 위해서는,  수 ㎚ 에서 수십 ㎚ 의 크기를 가지는 파티클을 검출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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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파장을  제공하면,  통상 가시영역의 빛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상으로 하는 파티클은 파장보다 매우 작고,  광산란은 레일레이 산란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통상,  반경(a), 복소굴절율(m), 수밀도(N) 의 파티클에 의한 파장 (λ) 의  빛의  
레일레이 산란광 강도 (I) 는, 입사광 강도를 IO 라 하고, 산란체와 측정점 사이의 거리를 r, 산란체로부

터 측정점을 향하는 방향과 레이저광의 진행방향을 이루는 각을 θ 라 하면, 다음 수학식 1 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수학식 1]

I=A·(2π/λ)
4
·f(m)·a

6
·N·IO

단,

A=(1＋cos
2
θ)/2r

2

f(m)=｜(m
2
－1)/(m

2
＋2)｜

2

산란광을 수광기로 받았을 때,  수광기의 전기신호에 대한 변환효율을 η으로 하면, 발광기로부터의 신호
강도 (S) 는 다음 수학식 2 로 표시된다.

[수학식 2]

S=ηI

도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세스 장치 (12) 중의 파티클로부터의 산란광을 입사 레이저광에 대하여 
직각방향에서 관측하는 경우를 살펴 본다.     파티클로부터의 산란광을 CCD 소자 어레이의 수광소자로 
이루어지는 수광기 (13) 로 받았을 때,  수광소자로부터의 신호강도의 파티클 직경 의존성은 도 4, 수밀
도 의존성은 도 5 에 각각 나타낸 바와 같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검출가능한 파티클의 직경과 
수밀도의 관계는 도 6 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한편, 웨이퍼 표면에 대한 파티클 유기불량을 사전에 예지하여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량발생으로 이어지
지만, 그 시점에서는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크기와 수밀도의  미소 파티클을 프로세스 중에 인·시튜 로 
검출하여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미소 파티클의 크기와 수밀도의 시간변화를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크기 또는 소정의 
수밀도를 초과하면  프로세스 기술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또는  프로세스 장치의 사용력을 자동제어하여 
파티클 발생을 억제하거나,  인·시튜 클리닝하거나,  장치의 오버홀을 지시한다.

모니터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파티클의 크기를 도 4 의 ai 로 또는 수밀도를 도 5 의 

Ni 로 한다.     또한, 도 6 에  이 ai 와 Ni 로부터 결정되는 직선 (l1) 을 나타낸다.

ai, Ni, 또한 1i 는, 프로세스의 종류나 재료, 나아가서는 사용장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제조하는 LSI의 집

적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 판단이 프로세스의 단속과 중단이라는 1 종류뿐만 아니라, 미소 파
티클 발생의 경고, 불량발생 가능성의 경고, 클리닝의 지시, 오버홀의 지시 등과 같이 다단계의 판단을 
실행할 때에는,  각각의  판단기준으로 되는 ai, Ni, 1i 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산란광을 발생시키기 위한 입사 레이저광은  연속광이어도  펄스광이어도 되지만,  
펄스광을 이용하여 산란광을 측정하는 경우에 더욱 이점이 있다.     후방산란 또는 전방산란의 관측에 
있어서, 상술한 산란광 강도의 식에 따라서  그 강도로부터 파티클 크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어느 한개의 입사 펄스광의 입사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관측되는 산란광의 펄스 수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파티클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파티클의 크기와 수를 분리하여 계측할 수 있게 된
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파티클의 모니터로부터 일련의 동작까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레이저 발진기와 레이저광을 공간적으로 주사하는 
기기로  이루어지는  레이저  광원  (11)  으로부터의   펄스광  또는  연적광이  프로세스  장치  (12)  로 
도입되어,  이 내부에 부유하고 있는 파티클에  의하여 산란광이 발생한다.     이 산란광은 레일레이 산
란과 같이 입사광과 동일한 파장의 산란광이어도 되고, 라만 산란과 같이 입사광과 상이한 파장의 것이어
도 된다.     주된 산란형태는 레일레이 산란이지만, 대상으로 하는 재료에 따라서는 라만 산란이 발생하
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산란뿐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는 발광의 관측도 기대할 
수 있다.

산란광은 수광기 (13) 에서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이 전기신호로의 변환은 산란광 강도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산란광 강도와 전기신호가 1 대 1 로 대응하는 것이면 비선형이어도 된다.

이 수광기 (13) 로서는 CCD, 포토멀티플레이어, 멀티채널플레이어 등을 비롯한 광전변환장치라면 어느 것
이어도 된다.     또한, 이 수광기 (13) 앞에 분광기를 장치하여도 된다.     라만 산란이나 발광 관측의 
경우에는  입사 레이저광이나 프로세스 분위기 중의 광으로부터의 분리에 유효하다.

수광기 (13) 로부터의 전기신호는 신호강도 판정기 (14) 에 입력된다.     신호강도 판정기에는 설정치 
ai, Ni, 1i 에 대응하는 강도 Ii 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산란광의 신호 (I) 와 설정치 (Ii) 의 대소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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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I) 와 설정치 (Ii) 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I＜Ii 일 때에는 프로세스 단 속의  경고를, I≥Ii 일 때

에는 인·시튜 클리닝이나 오버홀 지시의 경고를 표시한다.

또, 신호 (I) 의 시간변화, 설정치(Ii) 에 대한 신호 (I) 의 접근 방법, 신호 (I) 의 프로세스 장치내에서

의 공간분포 등을 신호 표시기 (15) 로 표시한다.     그럼으로써  프로세스 기술자가 프로세스나 그 장
치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것과  평행하여  신호 강도 판정기 (14) 로부터의  신호는  프로세스 장치 제어기 (16) 로도  
송신된다.

이 프로세스 장치 제어기 (16) 는  신호 표시기 (15) 가  단순한  표시기인 것에 대해  I 〈 Ii,  I ≥ Ii 

에 따라  프로세스 장치 (12) 를  최적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한  피드백 (feedback) 을  건다. 

예를 들면  I 〈 Ii 일 때,  프로세스가  계속되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라도,  미량의  파티클이  발생하

면  전력,  온도,  가수 유량 등의  사용력 변화를  검출해서  이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거나  최적 조건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한편,  I ≥ Ii 이면  프로세스 장치의  인·시튜 클리닝기 (17) 의  스탠바이  또는  가동을  행하거나  

오버홀용 정지기 (18) 의  스탠바이  또는  가동시켜서  프로세스 장치를  일시  정지시킨다.     설정치 
(Ii) 를  하나가 아니라  복수개  사용하면  더  상세한  표시나  제어가  가능해진다.

이상  설명한  파티클에 의한  산란광의  계측 결과에  의거한  프로세스 장치 상태의  인·시튜,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및  불량 발생의  예지 보전은  산란광 강도의  상기  수학식 1 에  의거하여  파티클
의  반경 (a),  수밀도 (N) 에  대해  원하는  관리 수치를  결정하고,  실측된  산란광 강도와  이들 관
리 수치에서  결정된  산란광 강도의  대소를  판정하는 것이다.

상기 수학식 1 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산란광 강도를  부여하는  파티클의  반경 (a),  복소 굴절
률 (m), 수밀도 (N) 의  조합이  복수개  있기 때문에,  a, N 만이 아니라  복소 굴절률 (m) 도  개별로  
추정할 수 있으면,  파티클 조성마다  공간  분포에  관한  지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량한  
예지 보전을  행한는 데에  있어서  유효성이  현격히  향상된다.

a, N, m 을  개별로  추정하는  방법은  특정한  편광 상태에  있는  레이저광을  프로세스 장치 내에  
도입해서  산란광의  편광 상태가  레이저광의  그것에 대한  변화를  계측하는 것이다.

이 산란광의  편광 해석 방법의  원리는  상기 문헌 3 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장치 구성 상의  광
학 소자의  배열과  구성 요소는  상기 문헌 3 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
는  도 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란광의  수광 소자 (26) 앞에  설치하는  검광자 (19) 를  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 1/4 파장판 (20) 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헌 3 에서는  검광자를  회전시켜  
1/4 파장판은  고정시키고 있다.

편광자 (21) 를  사이에 두고  특정한  편광 상태의  레이저광 (22) 이  프로세스 장치 (12) 에  도입되
어,  내부에  있는  파티클 (23) 에 의해  산란광 (24) 이  발생한다.     이것을 회전 1/4 파장판을  사
용하는  회전 이상자 (移相子) 법으로는  수광기 (13) 로  검출되는  산란광 강도 (I) 는  다음식 (3) 으
로  표시된다.

[수학식 3]

I=IDC (2-Q) - IDC Qcos 4ωt + IDC 2V sin 2ωt - IDC U sin 4ωt

단,  

IDC = 수광소자 (26) 로부터의  출력 직류 (DC) 성분

Q = -cos2Ψ

U = sin 2Ψcos△

V = -sinΨsin△

tanΨ = 산란광의  수평 편광 성분과  수직 편광 성분의  강도비 

△ = 산란광의  수평 편광 성분과  수직 편광 성분의 위상차

ω = 1/4 파장판의  회전각 속도

즉,  수광소자 (26) 에 있어서,  산란광 강도의  시간 변화는  필요한 스토크스·파라미터 전부를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변화를  푸리에 변환해서  1/4 파장판의  회전각 속도의  푸리에 계수에서  이
들을  구할 수 있다.

즉,  상기 문헌 3 의  회전 검광자법으로는  Q, U, V 를  구하는 데에는 1/4 파장판의  유무의  2 회 계
측이  필요해지는 데에 대해,  회전 이상자법으로는  일회의  측정 결과로부터  파티클의  입경,  광학정
수,  수밀도 등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 기술로는  곤란했던  프로세스 장치 내의  파티클 발
생을  인·시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입경이나  수밀도,  굴절률도  인·시튜,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회전 이상자법을  사용하면,  웨이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파티클이  프로세스 중의  반응
에 의해  성장한 것인지  아니면  전극이나  장치 내벽에서의  박리에서  기인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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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반응에 의해  성장한  파티클과  박리에 의해  생긴  파티클은  조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성 차이는  굴절률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이 실시 형태에 의하면,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그것에 적합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반응 중에  성장하여  부유하는  파티클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조건의  호전,  변경 관점
에서  불량한 예지 보전을  할 수 있다.     한편,  장치 내벽으로부터의  박리에서  기인하는  파티클에 
대해서는  장치의  인·시튜  클리닝이나  오버홀의  관점에서  예지 보전이  가능해진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도 1,  도 2 에  나타낸  신호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는  동일하지만,  도 
4,  도 5  및  도 6 에 있어서  ai, Ni, li 을  각 굴절률 (m) 에 대해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것과  동일한  신호 강도의  판정으로  파티클에  의한  불량 발생에 대한  예지 보전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프로세스 중의  미소 파티클을  레이저광의  산란광으로  
검출하고,  그 신호 강도를  미리  설정한 값과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 장치 상태를  인·시튜,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지하여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무진화 (無塵化)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다.

상기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로  텅스텐의  열 CVD 프로세스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3 은  본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다.     YAG 레이저의  제 2 고조파 532 ㎚ 에서  수득되는  산란광의  신호 강
도의  파티클 직경과  수밀도 관계를  도 8 에  나타낸다.

파티클로  기인된 불량을  예측하여  불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열 CVD 장치로의  피드백을  실시
할  것인가의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파티클의  직경을  a1 = 20 ㎚,  a2 = 100 ㎚,  또한  이들 수밀도

를  N1 = 10
9
 개/㎤,  N2 = 10

6
 개/㎤ 로 하고,  a1 과  N1 에서  결정되는  l1, a2 및  N2 에서 결정되는  

l2 를  도 8 에  다시  나타낸다.

도 8 을  참조해서  산란광 강도가  l1 로  결정되는  값보다도  작을 때에는  불량 발생은  생기지 않는

다.

또한  l1 보다도  크고,  l2 보다  작을 때에는  불량은  발생하지 않지만,  파티클이  생기는 것을  나타

낸다.

그리고,  l1 보다도  큰 경우에는  불량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의  신호 흐름  및  프로세스 장치에 대한  제어 방식을  도 1 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상술한  l1 과  l2 의  값은  신호 강도 판정기 (14) 에  설정해 둔다.

프로세스 장치 (12) 의  상태가  좋고  파티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레이저광원 (11) 로부터
의  빛의  산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수광기 (13) 로부터  신호 판정기 (14) 로  전달되는  신호 강
도는  작다.     이 때의  신호 강도는 l1  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인식되며,  그 취지가  신호 표시기 

(15) 에  전달되어  표시된다.     동시에  이 취지는  프로세스 제어기 (16) 에  전달된다.     그리고  
신호 강도가 l1 보다도  작기 때문에,  프로세스 장치 (12) 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도  걸리지  않는다.

또한  신호 강도가  l1 보다도  크고  l2 보다도  작을 때에는  그 취지가  신호 표시기 (15) 에  표시됨

과  동시에,  프로세스 제어기 (16) 로부터  인·시튜  클리닝기 (17) 작동을  스탠바이 시키는  신호가  
전달된다.     그 결과  프로세스 중의  웨이퍼 처리가  종료되면  NF3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에 의해 

인·시튜 클리닝이  실시되어  프로세스 장치 (12) 는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신호 강도가  l2 보다도  클 때에는  그 취지가  신호 표시기 (15) 에  표시됨과  동시에,  프로

세스 제어기 (16)  로부터 오버홀용 정지기 (18)  의  작동을  스탠바이  시키는  신호가  전달된다.     
그 때,  프로세스 중의 웨이퍼를  외관 검사 장치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프로세스를  
계속하지만,  불량이  발생할 때에는  프로세스 장치 (12) 를  정지해서  오버홀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산란광 강도를 모니터하여  설정치의  값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 장치
에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장치의  중단시간의  삭감,  불량 웨이퍼의  발생을  크게  저감할  수  있
다.

본  실시예에서는,  a1 = 20 ㎚, a2 = 100 ㎚,  N1 = 10
9
개/㎤,  N2 = 10

6
개/㎤ 로  하였으나,  사용 장치

나  프로세스 조건에  따라  이들  값은  상이해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들  값이  설정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신호강도 판정기 (14) 로부터의  신호가  신호 표시기 (15) 와  프로세스 장치 
제어기 (16) 에  평행하여  전달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도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호강
도 판정기 (14) 로부터의  신호가  신호 표시기 (15) 에  전달되어,  신호 표시기 (15) 로부터  프로세스 
제어기 (16) 에  신호가  전달되는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프로세스  기술자가  
신호 표시기 (15) 를  보고  프로세스 제어기 (16) 를  작동시키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레이저 광은  공간적으로  주사되고  있지  않지만,  레이저 광원 (11) 의  구
성요소의  하나인  레이저 광을  공간적으로  주사하는  기기를  작동시키면,  산란광 강도의  2 차원,  
3 차원적인  분포를  신호 표시기 (15) 로 측정할 수 있고,  프로세스 장치 (12) 내의  파티클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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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상태를  알  수  있다.

[실시예 2]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텅스텐의  플라즈마 에칭 프로세스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9 에  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다.

레이저 광원 (11) 은,  YAG  레이저  발진기와  제 2 고주파 발생용  비선형 광학 결정을  포함하는  레
이저 장치 (25) 와  편광자 (21) 를  포함하며,  이  편광자 (21)를  투과한  후,   45。 의  직선 편광
으로  된  532 nm 의  레이저 광 (22) 을  얻는다.    

레이저 광 (22) 은,  프로세스 장치 (12) 내부에  부유하고  있는  파티클 (23) 에  의해  산란된다.     
산란광 (24) 은,  일정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 1/4 파장판 (20) 을  투과한  후,  고정되어  있는  검광
자 (19) 를  통과하여,  간섭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수광소자 (26) 에  도달한다.

데이터 처리기 (27) 에서는,  광강도의  시간 변화를  푸리에 변환하여,  상기 수학식 3 의  계수를  구
하고,  추가로  스토크스·파라미터 Q, U, V 를  구한다.

이들  Q, U, V 로부터,  산란광 강도와  산란광의  편광 상태를 판정하는 Ψ,  Δ 를  산출한다.     그
리고,  이들  수치로부터,  파티클의  입자경,  광학 정수 (굴절율),  수밀도 등을   구한다.

파티클로  유도된  불량을  예측하여  불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에칭 장치에의  피드백을  실시하
는가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파티클의  직경을  a1 = 20 ㎚, a2 = 100 ㎚,  또는  그것의  수밀도

를  N1 = 10
9
개/㎤,  N2 = 10

6
개/㎤ 로  한다.

이들 수치와  데이터 처리기 (27) 에서  산출되는 굴절율 m 에서,  a1,  N1,  m 으로  정해지는  선  I1, 

a2,  N2,  m 으로  정해지는  I2 를  도 10 에  나타낸다.

파티클의  성장에  의해  입자경이  변화하거나,  성장의  과정에서  파티클의  중심부와  표면의  조성
이  변화하면,  굴절율 m 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즉,  도 10 에  있어서,  판단 기준선  I1 과 I2 

는,  m 의  실측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데이터 처리기 (27) 에서는,  m,  a,  N 을  산출하
므로,  계측의  각  시점에서  I1 , I2 에  대해  신호 강도의  대소를  판단할  수  있다.

도  10 을  참조하여,  산란광 강도가  I1 으로  정해지는  값보다  작을  때에는  불량의  발생은  생기

지  않는다.

또,  I1 보다  크고,  I2 보다  작을  때에는  불량은  발생하지  않지만  파티클이  생기는  것을  나타

낸다.

그리고,  I1 보다  큰  경우에는,  불량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신호 흐름  및  프로세스  장치에  대한  제어 방식을  도 11 을  참조하여  이
하에  설명한다.

수광기 (13) 로부터의  신호는  데이터 처리기 (27) 에  입력되고,  데이터 처리기 (27) 에서,  파티클의  
반경 a,  수밀도 N,  굴절율 m 이,  시시각각  산출된다.

전술한  I1 과 I2 의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a1, a2,  N  1 , N2 는 신호강도 판정기 (14) 에  미리  설

정해둔다.    굴절율 m 의  값에  대해,  I1 과 I2 의  값이  시시각각  정해져서  a,  N,  m 으로부터  

정해지는  산란광 강도와의  대소가  판정된다.

프로세스 장치 (12) 의  상태가  양호하고,  파티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산란광은  거의  
생기지  않고,  수광기 (13),  데이터 처리기 (27) 로부터  신호 판정기 (14) 로  전달되는 신호 강도는  
작다.     이  때의  신호 강도는  I1 보다  작은  것으로  인식되고,  그 사실이  신호 표시기 (15) 에  

전달되어  표시된다.     동시에,  이 사실은  프로세스 제어기 (16) 에  전달된다.     그리고,  신호 
강도가  I1 보다  작으므로,  프로세스 장치 (12) 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드백도  실시하지  않는다. 

또,  신호 강도가  I1 보다  크고  I2 보다  작을  때에는,  그 사실이  신호 표시기 (15) 에  표시되는  

동시에,   프로세스 제어기 (16) 로부터의  인·시튜 클리닝기 (17) 의  작동을  스탠바이  시키는  신호
가  전달된다.

그  결과,  프로세스 중의  웨이퍼의  처리가  종료되면  NF3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에  의한  인·시

튜 클리닝이  행해져,  프로세스 장치 (12) 는  원래의  정상  상태로  복귀된다.

그리고,  신호 강도가  I2 보다  클 때에는,  그것이 신호 표시기 (15) 에  표시되는  동시에,   프로세스 

제어기 (16) 로부터  오버홀용  정지기 (18) 의  작동을  스탠바이 시키는 신호가  전달된다.    그 때,  
프로세스중의  웨이퍼를  외관검사장치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프로세스를  게속하지만,  불량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프로세스 장치 (12) 를  정지하여  오버홀을  행한다.

이와 같이,  산란광 강도를  모니터하여  설정치의  값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 장치
에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장치의  중단시간의  삭감,  불량 웨이퍼의  발생을  크게  저감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a1 = 20 ㎚, a2 = 100 ㎚,  N1 = 10
9
개/㎤,  N2 = 10

6
개/㎤ 로  하였으나,  사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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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세스 조건에  따라  이들  값은  상이하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들  값이  설정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신호강도 판정기 (14) 로부터의  신호가  신호 표시기 (15) 와  프로세스 장치 
제어기 (16) 에  평행하게  전달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도 1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호강
도 판정기 (14) 로부터의  신호가  신호표시기 (15) 에  전달되어,  신호표시기 (15) 로부터  프로세스 
제어기 (16) 에  신호가  전달되는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프로세스  기술자가  
신호표시기 (15) 를  보고  프로세스 제어기 (16) 를  작동시키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레이저 광은  공간적으로  주사되고  있지  않지만,  레이저 광원 (11) 의  구
성요소의  하나인  레이저 광을  공간적으로  주사하는  기기를  작동시키면,  산란광 강도의  2 차원,  
3 차원적인  분포를  신호표시기 (15) 로 측정할  수  있고,  프로세스 장치 (12) 내의  파티클의  발생
과  분포상태를  알  수  있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제 3 의  실시예로서,   폴리실리콘 (poly-Si) 의  플라즈마 CVD (화학기상증착)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Si 미립자에서는  관측되는  라만 산란광의  파장이  미립자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Si 미립자의  크기가  7 nm 일  때에는  조사 레이저 광에  대해  

480 ㎝
-1 
의  저 에너지측에  라만 산란광이  생긴다.

미립자의  크기가  8 ㎚ 로  되면  이  변화량은  485 ㎝
-1 
로,    10 ㎚ 로  되면  510 ㎝

-1 
로,  14 ㎚ 

로  되면  517 ㎝
-1 
 로  된다.     22 ㎚ 에서는,  벌크 Si 와  같은  520 ㎝

-1 
로  관측된다.

그래서,  도 1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폴리실리콘 미립자로부터의 라만 산란광의  파장에  대한  강

도의  측정결과를  근거로,  강도 I1 과  I2 를  설정하고,  예를  들면  510 ㎝
-1 
의  강도가,   I1 보다 

작을  때에는  파티클에  의한  불량은  발생하지  않지만,  520 ㎝
-1 
의  강도가  I1를  초과하면  불량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을  나타낸다.     즉,  라만 산란광이  관측되는  파장과,  그  강도를  측정함
으로써,  파티클  발생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게  된다.

도 1 에   나타낸  프로세스 장치 (12) 로부터의  레일레이 산란광과  라만 산란광을,  다중 채널 분광기
과  포토 멀티플라이어로  이루어지는  수광기 (13) 에서  받는다.    분광기에서   레일레이 산란광의  
파장과  라만 산란광의  파장을  분리하여,  각  파장의  강도를  측정한다.      이들  신호가  신호강

도 판정기 (14) 에  전달된다.     이  판정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510 ㎝
-1 
와 520 ㎝

-1  
에  대해  

I1 과  I2  의  값이  설정되어  있다.

프로세스 장치 (12) 의  상태가 양호하고,  파티클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레이저 광
원 (11) 으로부터의  산란광에  포함되는  라만 산란광은  거의  생기지  않고,  수광기 (13) 로부터  신

호강도 판정기 (14) 에  전달하는  라만 산란의  신호 강도는 작다.     이 때의  510 ㎝
-1  

의  신호강도
는 I1 보다  작다고  인식되고,  그것이  신호 표시기 (15) 에  전달되어서  표시된다.     동시에,  그것

은  프로세스 제어기 (16) 에  전달된다.     신호 강도가  I1 보다  작으므로,  프로세스 장치 (12) 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드백도 실시하지 않는다.

또  510 ㎝
-1
 의 신호강도가 I1 보다도 크고 520 ㎝

-1 
의 신호강도가 I2 보다도 작을 때는,  10 nm 정도의 

파티클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보다도 큰 것의 존재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신호강도의 판정 결과가 신호표시부 (15) 에  표시됨과  동시에,  프로세스 제어기 (16) 로부터 인·시튜 
클리닝기 (17) 의 작동을 스텐바이  시키는 신호가 전달된다.     그 결과,  프로세스중의  웨이퍼의 처
리가 종료되면 BCl3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에 의한 인·시튜 클리닝이 행해지며,  프로세스장치 (12) 는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510 ㎝
-1
 와 520 ㎝

-1
 두 신호의  신호강도가 I2 보다도  커지면,  발생한  파티클에  의한  불량 

발생이 우려된다.     그것이 신호표시부 (15) 에 표시됨과  동시에,  프로세스 제어기 (16) 로부터 오버
홀용 정지기 (18) 의 작동을 스텐바이  시키는 신호가 전달된다.     이 때,  프로세스중의  웨이퍼를  
외관검사장치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프로세스를  계속하는데,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프로세스
장치 (12) 를  정지시키고  오버홀한다.

이와 같이,  산란광  강도를  모니터하여  설정치의  값과  비교해서,  그 결과에  기초하여  프로세스 
장치에  피드백을 실시하여,  장치의  중단시간의 삭감,  불량  웨이퍼의  발생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
다.

본 실시예에서는,  신호강도판정기 (14) 로부터의 신호가 신호표시부 (15) 와 프로세스장치 제어기 (16) 
에  평행하게  전달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제 1 의 실시예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도 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호강도 판정기 (14) 로부터의 신호가 신호표시기 (15) 에 전달되고,  그곳에
서부터 프로세스제어기 (16) 에 신호가 전달되는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프로세스 기술
자가 신호표시기 (15) 를 보고 프로세스 제어기 (16) 를 동작시키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레이저광은 공간적으로 주사하고 있지 않지만,  레이저광원 (11) 의 구성요소
의 하나인 레이저광을 공간적으로 주사하는 기기를 작동시키면,  라만산란광 강도의 2 차원,  3 차원적인 
분포를 신호표시기 (15)  로  측정할 수  있고,   프로세스장치 (12)  내의  파티클의 발생과 크기의 분포 
상태,  공간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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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입사레이저광에 대하여 가로방향으로부터 레일레이 산란광 또는 라만 산란광을 관
측하였다.     입사레이저광은 펄스광  혹은  연속광으로도  만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이저광으
로서,  극초단 펄스광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도 14 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레이저광원 (11) 은 레이저광이 10 ps 의 레이저 펄스광 발진기와 펄스 레이저광을 공간적으로 주사하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광이 프로세스장치 (12) 에 도입되고,  파티클에 의해서 반사되는 산란
광을 레이저광원 (11) 에 인접하여 설치된 수광기 (13) 로 검출한다.

이 수광기 (13) 는 적어도  입사레이저광의 펄스폭의 시간 분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펄스수를 
계수하는 카운트  수단도 갖추고 있다.     레이저광이 발진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수광기에 도달할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프로세스장치 (12) 내에 존재하는 파티클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수광기 (13) 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는 도 1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그래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파티클의 발생량은 반사되어 오는 산란광 펄스수로 측정할 수 있다.

파티클의 크기는 각각의 산란광 펄스의 강도로 구할 수 있다.     이 강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일레이 
산란광 강도로 구할 수 있다.

조사하는 레이저광의  펄스폭이 10 ps 일 때,  N2 분자의 속도를 500 m/s 로하면  분자는 약 5 ㎛ 움직인

다.

그런데,  파티클의 질량이 이것의 10
4
 배 정도라고 하면,  그 속도는 10

-2
 배가 되어,  이동거리는 약 5 

pm 가 되며,  측정중의  파티클의 장소 이동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즉 공간 분해능은 5 pm 이상이
다.

도 1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2 종류의 설정치를 설정해 둔다.     제 1 의 설정치

는 다른 장소로부터의 산란광 펄스수로서 10
9 
개/㎤ 에 대응하는 2 × 10

10
 개,  펄스강도로서 입경 20 nm 

의 크기에 대응하는 강도 I1 이다.   

제 2 의 설정치는 10
6 
개/㎤ 에 대응하는 2 × 10

7
 개,  펄스강도로서 입경 100 nm 의 크기에 대응하는 강

도 I2 이다. 

도 14 를 참조하여,  신호강도판정기 (14) 에 미리 설정된 2 종류의 설정치에 대하여,  반사되는 산란광
의 펄스수와 그 강도가 제 1 의 판정 레벨 이하면,  파티클에  의한  불량 발생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
정되어,  프로세스장치 (12) 에는 아무런 피드백도 실시하지 않는다.

제 1 의  판정 레벨 이상,  제 2 의  판정 레벨 이하면,  인·시튜 클리닝기의 작동을 스텐바이  시킨다.     
프로세스중의  웨이퍼의 처리가 종료되면 인·시튜 클리닝이 행해지며,  프로세스장치는 원래의 정상 상
태로 되돌아온다.

또,  제 2 의 판정 레벨을 넘는 경우에는 오버홀용 정지기의 작동을 스텐바이시킨다.     프로세스중의 
웨이퍼를 외관검사장치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프로세스를 계속하는데,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프로세
스장치 (12) 를 정지시키고 오버홀한다.

이와 같이,  산란광 강도를 모니터하여 설정치의 값과 비교해서,  그 결과에 기초하여 프로세스장치에 피
드백을 실시하여,  장치의  중단시간의 삭감,  불량 웨이퍼의 발생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일레이 산란광을 측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라만산란광의 측정이라도  
마찬가지로 하여 적용된다.

또,  상기 실시예 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란광의 편광분석에 의해서,  파티클의 입경,  수밀도,  
굴절율을 계측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 14 의 수광기 (13) 와 신호강도판정기 
(14) 사이에  데이터처리기 (27) 를 삽입하면 된다.     데이터처리기 (27) 의 기능은 상기 실시예 2 에
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웨이퍼 표면보다도 위의 공간에 존재하는 파티클 또는 그의 
전구체를 인·시튜 로 모니터하여,  웨이퍼의 효율을 예측하고,  동시에 프로세스장치의 상태 파악을 실
시간에 가능하게 한 파티클 모니터장치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모니터 데이터를 화상으로서 취득하고,  화상 처리에 의해 수득되는 정보에 따
라서,  파티클에 의한 웨이퍼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장치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실현
한 것이며,  파티클 유기 불량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이에 의해 제조공정의 신뢰성을 
특별히 향상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원과,

프로세스 장치와,

상기 광원으로 부터의 광을 상기 프로세스 장치에 도입하는 수단과,

상기 프로세스 장치 내에서의 산란광 또는 발광을 측정하는 수광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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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광수단에서의 신호강도를 소정의 값과 비교하여 대소를 판정하는 신호 강도 판정수단과,

상기 프로세스 장치 내에서의 산란광 또는 발광의 강도,  또는 그 강도분포를 표시하는 수단  혹은 상기 
산란광 또는 발광을 일으키는 물질의 크기,  및  수 등의 분포 상태를 표시하는 수단을 함유하거나  혹은  
그  양자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티클 모니터 장치.

청구항 2 

광원과,

프로세스 장치와,

상기 광원에서의 광의 편광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하는 광학적 수단과,

상기 광학적 수단에서의 광을 상기 프로세스 장치에 도입하는 수단과,

상기 프로세스 장치 내에서의 산란광 또는 발광의 편광상태를 파장판을 회전하여 측정하는 수광수단과,

상기 수광수단에서의 신호강도를 소정의 값과 비교하여 대소를 판정하는 신호강도 판정수단과,

상기 프로세스 장치 내에서의 산란광 또는 발광의 강도,  또는 그 강도분포를 표시하는 수단이나  혹은  
상기 산란광 또는 발광을 일으키는 물질의 크기,  수,  굴절율 등의 분포상태를 표시하는 수단을  함유하
거나  혹은  그  양자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티클 모니터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기재된  파티클 모니터 장치에서, 상기 수광기에서의 신호강도를 소정의 값과 
비교하는 신호강도 판정수단으로부터의 비교 결과 신호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상기 프로세스 장치의 용력
을 제어하는 수단,  상기 프로세스 장치에 장착한 인·시튜 클리닝수단  및  상기 프로세스 장치의 오버
홀을 지시하는 수단중의  적어도  하나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진화 (無塵化)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강도 판정수단이,  파티클의 입경, 농도  혹은  입경 및 농도에 관련하여,  
미리 설정되는 문턱치를 상기 수광수단에서의 신호강도와 비교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티클 모니
터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강도 판정수단이,  파티클의 입경, 농도  혹은  입경 및 농도에 관련하여,  
미리 설정되는 문턱치를 상기 수광수단에서의 신호강도와 비교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티클 모니
터 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강도 판정수단이,  파티클의 입경, 농도  혹은  입경 및 농도에 관련하여,  
미리 설정되는 문턱치를 상기 수광수단에서의 신호강도와 비교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진화 프로
세싱 장치.

도면

19-10

1019970015733



    도면1

    도면2

19-11

1019970015733



    도면3

    도면4

19-12

1019970015733



    도면5

    도면6

19-13

1019970015733



    도면7

    도면8

19-14

1019970015733



    도면9

19-15

1019970015733



    도면10

19-16

1019970015733



    도면11

19-17

1019970015733



    도면12

    도면13

19-18

1019970015733



    도면14

    도면15

19-19

1019970015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