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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웨이퍼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a) 전기 절연된 구조가 전기 접지된 구조에 대하여 전압 상승되도록 웨이퍼에 전하를 인가하는 단계 ; b)전자 빔을 사용하

여 상기 구조를 포함하는 웨이퍼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는 단계 ; 및 c) 상기 구조에 대한 기준

전압과 다른 전압을갖는 구조를 검출하도록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

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는 많은 형태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간단한 형태에서, 전

자 빔의 라인 스캔상의 많은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일련의 전압 레벨 및 스캔 위치로서 얻어지고 표시되거나 저장될 수 있

다. 변형적으로, 일련의 스캔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로서 표시될 수 있다. 분석은 한 세트의 전압 콘

트라스트 데이터, 예컨대 웨이퍼상의 한 다이로부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다른 세트, 예컨대 하나 이상

의 선행 다이스상의 해당하는 구조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들의 차를 결정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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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라 웨이퍼 결함을 검출하는 시스템의 개략도,

도 2 는 도 1 의 장치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플루드 건 ( flood gun ), 2차 검출기 및 전자 빔 칼럼의 목적 단부의 세부도,

도 3 (a) - 도 3 (d) 는 서로 다른 결함을 지니는 IC의 단면의 개략적인 전압 콘트라스트 ( contrast ) 이미지,

도 4 (a) 및 (b) 는 결함이 있고 없는 IC 의 단면의 SEM 마이크로그래프,

도 5 는 도 3 (a) - (d) 에서의 구조로 구조로부터 얻어지는 라인 스캔 데이터,

도 6 은 본 발명에 따라 웨이퍼 결함을 검출하는 시스템의 부가적인 개략도,

도 7 은 도 6 의 시스템의 작동 순서를 보여주는 시스템 제어 타이밍선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라 칼럼내에 플루드 건을 지니는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9 및 도 10 은 칼럼내에 플루드 건을 지니지 않는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라 칼럼내에 플루드 건 및 플루드 빔 굴곡 렌즈를 지니는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라 플루드 빔 굴곡 렌즈의 단면도,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라 구형 전극의 플루드 빔 굴곡 렌즈를 보여주는 도 12의 라인 (A-A) 을 따라 취해진 도면,

도 14 는 본 발명에 따라 원통형 전극의 플루드 빔 굴곡 렌즈를 보여주는 도 13의 라인 (A-A) 을 따라 취해진 도면,

도 15 는 작은 플루드 스폿을 만들도록 낮은 배율로 설정된 플루드 광학기기를 지니는 도 11의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16 은 커다란 플루드 스폿을 만들도록 높은 배율로 설정된 플루드 광학기기를 지니는 도 11의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

도,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라 개구를 통과하기 전의 플루드 빔의 모양,

도 18 은 본 발명에 따라 개구를 통과한 후의 플루드 빔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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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는 도체로부터 기판까지의 저항 단락을 지니는 웨이퍼의 일부의 단면도,

도 20 은 전기적으로 누설되는 대형도체 네트워크를 지니는 웨이퍼의 일부의 단면도,

도 21 은 다중 부동 도체 네트워크사이에 단락을 지니는 웨이퍼의 일부의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제조에서 사용되는 웨이퍼상에 형성된 다이의 결함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다이내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제조 공정중에 전자 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웨이퍼를 검사할 수 있도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상기 결함은 종래의 검사 절차에서 가시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다이로 부터 제조된 집적 회로 디바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의 생산 공정은 직경이 전형적으로 8”인 원형 실리콘 웨이퍼의 처리 단계를 포함한다. 이 처리 단계는 반복적인 일

련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 산화 및 데포지션 ; 리소그래피 ; 에칭 ; 및 도핑 (주입 및 확산 ). 사용되는 제조 공정의 발달에 따

라, 웨이퍼는 입자/제조 결함, 마스크 정렬 및 처리 단계간의 중대한 치수 도량형학 ( metrology )에 대하여 검사될 수 있

다. 검사 회수는 공정의 전개 단계에서 매 웨이퍼 만큼, 또는 향상된 공정에서는 두 제조 로트 ( lot ) 에 한번의 웨이퍼 만큼

빈번할 수 있다.

입자 ( 제조 결함 )검출은 제조 공정에서 도입된 오염 입자의 존재 또는 처리 단계의 결함으로 디바이스의 구조에서 불필요

한 특징을 낳는 영역 중 어느 하나를 검출한다. Tencor Instruments 또는 KLA Instruments 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입자 검출의 현행 방법들은, 미국 특허 제 4,347,001 ; 4,378,159 ; 4,755,874 ; 4,766,324 ; 4,845,558 ; 4,898,471 ;

5,030,008 ; 5,131,755 ; 5,264,912 ; 5,276,498 ; 5,355,212 ; 5,416,594, 5,438,413 호에 기술된 광학 기술, 또는 KLA

SEMSpec 시스템과 같은 도량형학적 이미지 스캐닝 전자 마이크로스코프 기술이나 JP 61 88294호에 설명된 기술들을 사

용하여 웨이퍼의 표면으로 부터 도량학적 정보를 얻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현행 기술들은 " 킬러 ( killer ) " 결함으로 알려진, 완전한 집적 회로 ( IC )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입자 )과,

" 장애 " 결함으로 알려진, 유해한 효과가 없는 결함을 동일하게 다룬다. 장애 결함이 검출된 결함의 90 % 을 차지할 수 있

기 때문에, 연산 IC 의 만족한 수율을 낳을 수도 있는 웨이퍼가 거부되지 않도록 일부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검사는

현재 수동식이다. 결함은 검사 시스템에 의해 식별되는 결함을 포함하는 웨이퍼 이미지의 검사에 의해 분류된다. 검토는

광학 또는 스캐닝 전자 마이크로스코프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SEM ) 검토 스테이션 상에서 이행되는 것이 전

형적이다. 오퍼레이터는 사전의 경험과 결함 위치에 기초하여 결함을 분류 및 도표화한다. 비교적 낮고 수동적인 결함 분

류는 웨이퍼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결함의 수를 감소시키는 유일한 현행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은 결함이 완

전한 디바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들은 표면에서 볼 수 없는 장애 또는 킬러 결함을 검출할 수 없는 문제를 또한 겪는다. 비가시적 킬러 결함은

개방 비어 ( via ), 불완전한 비어 정공 및 게이트 산화물의 본질성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다. 이 모두는 부동 디바이

스를 초래할 수 있지만 존재하는 인라인 ( in - line ) 결함 검출 시스템으로 검출할 수 없다. 더욱이, 반도체의 구조가 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광학 기술은 분해능의 광 회절 한계에 의해 제한되는 정확도로 인해 덜 유용해 진다. 0.25 μm 의 기하

적 집적 회로에 대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50 % 미만의 킬러 결함이 광학 기술을 사용하여 관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단파장의 UV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광학 기술은 평면 형성으로 인해 화학 기계적

폴리싱 단계 이후에 덜 성공적으로 또한 수행되는데, 이는 결함이 몇몇의 광학적 결함 검출 방법에서의 주 요인인 광을 덜

산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SEM 체계 검사 시스템은 다이 -다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되어 왔다. 이와같은 시스템은 도량학적 정보를 얻는데 가

장 적합하다. 공지된 기술들은 적은 픽셀 사이즈 ( 0.1 μm ) 를 갖고 결과적으로 완성된 웨이퍼에 대해 10 내지 80 시간 정

도의 매우 긴 검사 시간이 걸린다. 이는 장애 결함 검출의 높은 빈도수와 더불어 이와같은 기술들을 생산 용도에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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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한다. 또한 도량형학적 데이터는 숨은 결함을 찾지 못하여 광학 방법의 단점을 겪는다. 웨이퍼의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전자 빔 프로버를 사용하는 것이 앞서 제시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양호한 이미지를 얻

을 수 있기 전에 전자 빔이 여러차례 웨이퍼 상에 스캐닝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느리다.

SEM, 및 집적 회로내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검사하는 공지된 SEM의 변형인 전자 빔 프로버는 디바이스의 전압 콘트라스

트 이미지를 얻는데 또한 종종 사용된다.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에서, 이미징되는 구조의 전압은 이미지내에서 구조의 밝

기를 결정한다. 이는 전압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에 좌우되는 2차 전자의 검출을 제어하는데 필터 전자 그

리드를 사용함으로써 성취된다. 이와같은 방법은 제조 공정의 신뢰성의 인디케이터로서 웨이퍼내에 형성된 테스트 구조를

이미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SEM은 부분 완성된 멀티칩 모듈 기판 ( multi - chip module substrate ; MCMs ) 내의 보이지 않는 결점을 검출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들의 실례는 미국 특허 제 4,415,851, 4,417,203, 및 4,443,278 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특허들은 2 keV의 전자 플루드건이 MCM 기판의 도전성 네트에 전하를 인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설명하는데, 상기 기

판의 노드는 노드에 존재하는 전압을 측정하고 네트를 방전시키도록 노드로부터 노드까지 벡터화되는 전자 빔 프로브를

사용하여 검사된다. 전압 측정치는 네트내의 결점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 기술로 검사되는 MCMs 는 완성된

많은 IC디바이스를 배치 및 연결시키도록 의도된다. 도체를 예비 충전하는데 고·저 에너지의 플루드 건을 사용하는 유사한

기술들이 MCMs에 적용되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위에서 개략 설명된 공지된 광학 시스템의 결함을 갖지 않고, 감춰진 결함을 밝혀낼 수 있는 반도체 웨

이퍼를 검사하는데 적당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한 실시태양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내의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a)전기 절연된 구조가 전

기 접지된 구조에 대하여 전압 상승되도록 웨이퍼에 전하를 인가하는 단계 ; b) 전자 빔을 사용하여 상기 구조를 포함하는

웨이퍼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는 단계 ; 및 c) 상기 구조에 대한 소정의 전압과 다른 전압에 있

는 구조를 검출하도록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하의 인가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 ∼1 keV ) 전자로 웨이퍼를 플루딩시켜 성취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부동하는 웨이퍼

내의 도전 구조는 이러한 전하를 유지시키고 웨이퍼내의 접지 구조와 비교하여 상승된 전압으로 유지시킨다. 전압 콘트라

스트 이미지는 이와같은 구조간에 분화된다. 전자 빔 또는 SEM 디바이스로부터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얻는 것은 쉽게

성취된다. 전자 빔은 웨이퍼 상으로 스캐닝되고 웨이퍼로부터 분사된 2 차 전자는 검출된다. 웨이퍼 상에서 주어진 위치에

대해 검출된 전자의 개수는 상기 지점에서 구조의 전압을 나타낸다. 비교적 높은 접지 전압 구조 사이의 콘트라스트의 최

적화는 플루딩 전자의 에너지를 적당히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검출기에서 소정 에너지의 전자 검출을 향상시키도록 필터

그리드 전압을 설정함으로써 성취된다. 여기서 용어 "플루딩 ( flooding ) "은 검사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높은 분해능 보다

는 오히려 비교적 확산적인 빔으로 전자(또는 기타 하전 입자 ) 가 웨이퍼에 인가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플루딩

스폿 크기 및 빔 전류는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는데 사용되는 스폿 크기 보다 더 큰 크기일 수 있다. 플루딩은 프로

빙 소스에 부가하여 하나 이상의 플루딩 소스를 사용하여 성취될 수 있다. 변형적으로, 동일한 소스는 어느 기능이 이행되

는지에 따라 빔 스폿 크기 및 빔 전류의 조절에 사용될 수 있다.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는 많은 형태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간단한 형태에서, 전자 빔의 라인 스캔상의 많은 위치에 대

한 데이터는 일련의 전압 레벨 및 스캔 위치로서 얻어지고 표시되거나 저장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 내에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디바이스는 접지 전압에서 몇몇의 구

조를 그리고 접지에 대하여 플로팅 전압에서 기타 구조를 지니며, 상기 방법은 a) 일련의 이격된 스캔 라인에서 디바이스

표면을 가로질러 전자 빔을 스캐닝하는 단계 ; b)일련의 스캔 라인 각각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입수하는 단계 ;

및 c) 구조에 대한 소정의 전압과 다른 전압에 있는 구조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스캔 라인으로부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

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자 빔이 웨이퍼 상으로 스캐닝되는 방법은 매 부분의 웨이퍼 표면을 스캐닝하지 않고서 전압 레벨을 신뢰성 있게 결정하

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입수하는데 최적화될 수 있다. 이와같은 최적화는, 킬러 결함으로 인한 모든 기능적 고장을 검출하

는 동안 이를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스캔 라인의 개수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이를 검사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도록 구

조들이 충분히 상세하게 검사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이 최적화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다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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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질러 스캐닝 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모든 구조가 검사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타 다른 방법들은 다

이 내의 도전성 트레이스 각각의 단부를 가로질러 스캐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단부의 위치는 설계 데이터 또는

기준 다이로부터 결정된다. 빔의 일부 편향이 스캐닝하는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부들이 빔의 규모 ( 0.2 μm ) 로 절

대 선형 배열된 필요가 없지만 1 μm 등의 보다 폭 넓은 창에 놓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구조가 전형적으로 서로 직각으

로 놓여있는 동안 빔이 한 방향으로 수직으로만 스캐닝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우선

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90。회전시킨 후 웨이퍼를 스캐닝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 다른 기술은 웨이퍼상의 구조

축 또는 웨이퍼를 전달하는 스테이지의 축에 직각인 방향으로 빔을 스캐닝하는 것이다. 이 스캔 라인의 개수 및 동작은 설

계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변형적인 방법은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로 표시하는 것이다.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 또는 라

인 스캔 데이터는 기대되는 것 보다 더 높거나 낮은 전압 상태인 구조, 예컨대 결함으로 인해 절연 또는 접지된 구조를 식

별하는데 분석될 수 있다. 분석은 한 세트의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 예컨대 웨이퍼상의 한 다이로부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다른 세트, 예컨대 하나 이상의 선행 다이스상의 해당하는 구조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들의 차를 결정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와같은 비교는 광학 이미지내에서 입자의 존재를 검출하는 광학 기

술에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또 다른 기술은 설계 데이터로 부터 유도된 구조의 예기된 전기적 성능과 전압 콘트라스트 데

이터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로팅 및 접지 도체를 검출하는 것은 킬러 결함을 발견하는 신뢰성있는 비접점 수단을 제공한다. 구조상

의 단지 한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은 상기 구조가 알려진 정확한 웨이퍼로 부터 예기되는 것과 다른 전압 상태인지를 식별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가능하다. 반도체 제조 공정 ( 전형적으로 1 - 3 폴리실리론 레벨 및 2 - 6 금속 층 ) 에서 도체 형

성 단계 동안, 몇몇 도체들은 기판으로 부터 전기 절연 ( 부동 ) 되고 몇몇은 기판에 전기 접속 ( 접지 ) 된다. 예를들어, 웨

이퍼를 충전하고 전자 빔으로 스캐닝하는 동안, 부동 도체는 적은 양의 전압으로 충전되며, ( 도량형학 또는 금속 콘트라스

트 보다는 오히려 )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최적화된 검출 장치로 2차 전자를 검출하는 경우 이들은 어두워

보이는 반면에, 기판을 통해 접지된 도체는 충전되지 않고 동일한 이미지 내에서 밝게 나타나며 절연체는 어두운 배경으로

나타난다.

이제 도 1 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전자 빔 디바이스(12)를 하우징하는 진공실 (10), 스테이지 (14), 및 웨이퍼

처리 로봇 (16) 을 포함한다. 전자 빔 디바이스는 스캐닝 전자 마이크로스코프 칼럼 (20) 을 포함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주 산 조세시의 Schlumberger Technologies, Inc. Automatic Test Equipment 로 부터 입수가능한 IDS 10000 과 같은

IC e - 빔 프로빙 디바이스에 사용된다. 칼럼 (20)은 반도체 IC 제조 웨이퍼 (22) 를 지탱할 수 있는 스테이지 (14) 상에 위

치하며 두 방향 ( X - Y 스테이지 ) 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스테이지 (14) 는 웨이퍼 (22) 의 임의 부분이 칼럼 (20) 의 시

야(a field of view)내에 올 수 있도록 배치된다. 낮은 에너지 ( ∼1keV ) 전자 소스 (24) 는 칼럼의 측면으로 부터 삽입되

고 칼럼 (20) 의 시야 내에 웨이퍼 (22) 를 전자로 플루딩하도록 배치된다. 2 차 전자 검출기 (26) 는 웨이퍼 (22) 의 표면으

로부터 방출된 2 차 전자를 검출하도록 제공되며, 이 경우에 전자 빔은 상기 표면 상으로 스캐닝된다. 검출기 (26) 가 웨이

퍼내의 부동 및 접지 구조간에 전압 콘트라스트를 검출하는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바이어스된 필터 메시 ( filter mesh ,

28 ) 는 웨이퍼 (22)와 검출기 (26) 사이에 제공되며, 메시 (28) 는 바이어스 전압으로 유지되어 소정의 에너지 보다 높은

전자만이 검출기 (26) 로 통과하고 검출된다. 검출기의 응답은 광멀티플라이어 튜브 (30) 에 의해 향상된다.

웨이퍼 (22) 는 도시된 챔버 (10) 내에 또는 적당히 챔버의 외부에 배치될 수 있는 처리기 로봇 (16) 에 의해 스테이지 (14)

상에 위치한다. 이와같은 로봇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일반적이다. 로봇 (16)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웨이퍼 (32) 의 카세트

는 밀봉되고 챔버 (10) 의 압력으로 낮아질 수 있는 로드 록 ( load lock ; 34 ) 내로 로딩된다. 이는 웨이퍼의 새로운 카세

트가 삽입될 때 마다 챔버를 대기압으로 상승시킬 필요성을 감소 시킨다. CAD 설계 데이터 및 최적화된 라인 스캔 방법의

데이터 베이스 (44) 를 포함하는 컴퓨터 (42) 로 부터 제어하에 자체적으로 작동되는 제어 시스템 (40) 은 이 시스템의 동

작을 제어한다. 제어 시스템은 칼럼 제어 전자기기 ( CCE ), 이미지/라인 스캔 프로세서 ( I/LSP ), 필터 메시 드라이브 (

FMD ), 스테이지 제어 전자기기 ( SCE ), 웨이퍼 처리기 제어 전자기기 ( WHCE ), 진공 펌프 및 로드 록 제어기 ( VP/

LLC ), 및 플루드 건 제어기 ( FGC ) 를 포함한다.

칼럼 (20)의 목적 단부에서 플루드 건 (24)및 검출기 (26)를 배치한 보다 상세한 도면이 도 2 에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

Kimball Physics ELG5 와 같은 적당한 플루드건 (124) 은 칼럼 (120) 의 한 측면에 위치하고 대물 렌즈 (142) 위의 빔 (

P ) 에 위치한 편향기 (140) 를 통해 칼럼의 1 차 빔 ( P )내로 플루딩 빔 ( F ) 투영하도록 배치된다. 편향기 (140) 는 한쌍

의 평행 플레이트 ( 144, 146 ) 를 포함한다. 플루드 건 (126) 에 가장 인접한 플레이트 (144) 는 플루딩 빔 ( F ) 이 통과할

수 있는 개구 (148) 를 지니며 접지 전위로 유지된다. 다른 플레이트 (146) 는 충분히 높은 전압으로 유지되어 1 차 빔 (

P ) 의 경로를 따라 그리고 웨이퍼 상으로 플루딩 빔 ( F ) 을 편향시킨다. 2 차 전자 검출기 (126) 는 칼럼의 한 측면에 배

치되고 대부분의 전자 플루딩 위치에서 수십 볼트 ( 예컨대 50 - 100 V ) 로 유지되는 전극 구조 (150) 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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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딩 빔의 인가는 플루드 건 (124) 의 단부에 인접한 유사 전극 구조 (152) 의 사용에 의해 또는 전자 소스 ( 도시되지 않

음 ) 근처의 내부 전극의 사용에 의해 턴온 및 턴 오프될 수 있다. 플루드 건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전자의 빔을 제공하도록

작동된다. 에너지 범위의 상한치는 약 1.5 keV 인 것으로 보통 여겨진다 (이 에너지의 이상에서 디바이스는 알루미늄으로

부터의 Bremstrahlung 방사 또는 비규칙적인 음의 충전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 2 차 전자의 수율이 1 보다 큰 에

너지 범위 ( 에너지는 두 개의 " 크로스오버 ( cross - over ) " 사이에 있다) 내에서 작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반

도체 웨이퍼내의 대부분의 재료에 대해 600eV내지 1.5 keV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통 여겨지며, 정확한 범위는 기판

재료 및 웨이퍼의 제조 스테이지에 좌우된다. 웨이퍼에서 플루드 거의 스폿 크기는 50 μm 내지 500 μm 의 범위내에서 조

절가능한 것이 전형적이다. 빔 전류는 1nA 내지 30 μA 의 범위내에서 조절가능하다. 스폿 크기 및 빔 전류 모두는 웨어퍼

의 대상 영역에서 측정가능한 전압 콘트라스트 (수 볼트, 전형적으로는 1V 미만 ) 를 얻기 위해 소기의 전류 밀도를 제공하

도록 조절된다.

도 3(a) - 3(d) 에는 부동 ( 어두움 ) 하는 또는 접지 ( 밝음 ) 된 구조를 지니는 IC 웨이퍼의 단면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도면이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3(a) 는 정확한 배열을 보여준다. 도 3 (b) 는 전압 콘트라스트(VC; voltage

contrast) 이미지가 위치 ( X ) 에서 불량한 비어로 나타나는 방법을 보여준다. 광학 이미지로 볼 수 없는 이 결함은 접지에

대하여 부동하는 구조 (A )를 초래한다. 도 3(C) 는 구조 (A) 에서 끊어진 라인의 효과를 보여준다. 구조 (A) 가 다른 접지

구조에 정확히 전기 접속되는 동안, 라인내의 절점은 위치 (Y)를 넘은 부분이 접지에 대하여 부동하도록 한다. 도 3(d) 는

의도된 부동 구조를 접지 구조에 전기 접속하는 위치 (Z) 에서 전기적 단락의 효과를 보여준다. 도 4(a) 및 도 4(b) 는 동일

한 것으로 의도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해당하는 부분의 SEM 유도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보여준다. 디바이스 중 하나

내의 결함은 구조 (Q) 가 도 4(a) 에서 접지되고 도 4(b) 에서 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임의 정보가

없는 경우, 어느 이미지에 오차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미지를 알려진 결함

없는 디바이스의 해당하는 이미지와 비교하여 결정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디바이스로부터의 한 이상의 해당하는 이미지

의 입수 및 광학적 결함 검출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결함 검출 알고리즘의 사용은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변형

적으로, 이 구조에 대한 CAD 데이터의 분석은 구조 (Q)가 이 제조 스테이지에서 부동하거나 또는 접지되는 지를 알려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결함의 존재는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 보다는 오히려 라인-스캔 데이터의 분석

에 의해 또한 찾아낼 수 있다. 이는 도 5 에 도시되어 있다. 도 3(a) - 3 (d) 의 라니 ( SS 또는 TT ) 을 따라 전자 빔을 스캐

닝하는 것은 스캔 라인 상의 위치에 대한 도 5 에 도시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 (접지 전압 Vg 또는 부동 전압 Vf ) 를 만

들어 낸다. 알려지지 않은 디바이스 ( b, c 또는 d )로부터의 신호와 알려진 디바이스 (a)로부터의 신호간의 차를 얻어낸

후, 임의의 잔류 신호 ( Dab, Bac, Dad )는 오차를 나타낸다. 도 3 (c) 에서의 스캔 라인은 감산 후 보여주는 잔류 신호 (

Dac ) 는 없고, 결함은 보통 검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만, 스캔 라인 ( SS ) 은 결함을 나타내는 잔류

신호 ( Dac ) 를 초래한다. 이 사실로 부터, 본 발명이 결함을 검출하도록 완전한 이미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닌

데, 그 이유는 방법이 앞선 광학적 방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외형 보다는 오히려 디바이스의 전기적 행동에 의존하기 때문

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설계 데이터의 사용은 어느 스캔 라인이 동일한 구조와 교차하는 지를 결정하여 연속성을 결

정하는데 비교될 수 있다.

라인 스캐닝 방법에서, 전자 빔은 한 방향 ( Y 방향) 으로 다이를 가로질러 반복적으로 스캐닝되는 동안 웨이퍼는 스테이지

상에서 수직 (X) 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다이는 이미지를 얻는데 사용되는 주파수의 1/10 로 스캐닝되는 것이 전형적

인데, 예컨대 스캔 라인은 이미징 라인 보다 10 배 더 이격된다. 이는 다이당 스캔의 수가 10 의 비율 만큼 감소되어 해당

비율 만큼 처리량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이지 이동의 방향이 반대되는 동안 한 방향으로 정렬된 모든 다

이스가 스캐닝될때 까지 한 방향으로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나서 다이스의 다음 열을 가로질러 한 다이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편리하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각각의 다이는 빔의 다중 시야를 사용하여 스캐닝되는데, 예컨대 다이

의 일부("시아")는 어느 한 시간에 예비 충전되고 나서 스캐닝되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분은 다이가 완성될 때까지 예비

충전 및 스캐닝된다. 이 기술은 다이의 스캐닝이 완성되기 전에 전하 손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임의의 한 시야를 스캐닝하는데 요구되는 총 시간은 예비 충전 시간 및 스캐닝 시간에 종속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여

기서 설명된 예비 충전 방법이 다이상에 전하를 증착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캐닝 라인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은 전하를 인가하는데 스캐닝 빔을 사용하고 나서 분석용 이미

지를 얻는 선행 기술의 방법들 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다. 위에서 기술된 실시예에 대하여, 100 의 비율 만큼의 처리량의

향상은 일부 선행 기술의 시스템 이상으로 기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웨이퍼 결함을 검출하는 적당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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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록을 통해 칼럼 하부의 스테이지 상으로 로딩하고 스테이지상에 정렬하기 ;

2. 전자 빔을 셋업하기 : 촛점 마추기, 비점 수차의 편차를 결정하기, 초점 맵을 준비하기, 1 차 빔과 플루드 빔에 의해 발생

된 SEM 이미지를 비교하여 두 빔을 정렬하기 ;

3. 웨이퍼에 대하여 전자 빔을 정렬/기록하기 ;

4. 웨이퍼에 대한 최적화된 스캔 라인 패턴의 컴퓨터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검색하기.

동작

1. 스테이지 이동 ( X 방향 ) 을 개시하기 ;

2. 플루드 건을 사용하여 ∼1 ms 에 대한 제 1 다이내의 제 1 시야를 예비 충전하기 ;

3. 전자 빔으로 제 1 시야에 응답신호 요청하기 ;

4. 제 1 시야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

5. X 방향으로 다음 시야를 예비 충전하기 ;

6. 전자 빔으로 다음 시야에 응답신호 요청하기 ;

7. 다음 시야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

8. 제 1 다이가 완성되고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가 저장될 때 까지 단계 5 내지 7 을 반복하기 ;

9. X 방향으로 다음 다이에 대해 단계 2 내지 8 을 반복하기 ;

10. 다음 다이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정렬하고 이를 앞선 다이 또는 다이스로부터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차를

결정하기 ;

11. 웨이퍼 결함 맵 파일내에 차의 위치를 기록하기 ;

12. 정렬 및 빔 초점을 감독하기 ;

13. 마지막 다이가 웨이퍼상에 도달되었을 때 까지 단계 2 내지 12를 반복하기 ;

14. 기록된 결함의 개수가 상기 웨이퍼에 대해 소정의 최대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플래킹 하기 ;

15. 보다 높은 크기의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에서 결함이 있는 네트 각각을 검토하고 기준 이미지와 비교하여 오퍼레이터

의 검토를 위해 저장하기 ;

16. 다음 웨이퍼.

위에서 설명된 배열에 대한 여러 변형들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유지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들면, 다이 도체는 전

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는데 사용되는 전자 빔으로 예비 충전될 수 있는데, 예컨대 동일한 전자빔은 예비 충전 및 검사

에 사용된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라인 스캐닝 방법에 의해 유용할 수도 있는 향상된 처리량이 유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

는데, 그 이유은 전자 빔이 도체를 충전하는데 최적화되지 않고 이를 행하는데 위에서 설명된 플루드 건 보다 더 길게 걸릴

것이다. 또 다른 변형은 하나 이상의 플루드 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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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개략 설명된 작동 순서는 다이에 대한 완전한 스캐닝 조작에 앞서 전체 다이를 예비 충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선택된 특정 순서는 다이로부터의 전하 손실 및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의 연속적 저하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처리량을 향상시키는데 최적화될 수 있다.

또 다른 변형은 일단 모든 데이터가 또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여 특정 웨이퍼에 대해 수집된 경우에 모든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데이베이스내에 저장하고 비교 및/또는 분석을 이행하는 것이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라 웨이퍼 결합을 검출하는 시스템 (600) 의 부가적인 개략도를 보여준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주

요 요소들을 보여주는데 단순화되어 있다 ; 제어 시스템 및 블랭커 ( 도시되지 않음 ) 를 지니는 1 차 전자 건 (605), 전자

칼럼 (610), 제어 시스템 및 블랭커 (620)를 지니는 플루트 건 (615), 빔 굴곡 렌즈 (622), 래스터 스캔 코일 ( 또는 정전 편

향기 ) (625), 제어 시스템 ( 도시되지 않음 ) 을 지니는 2 차 전자 블라인드 ( 전자 플루딩 동안 편향기를 보호하는 도 2 의

전극 구조 (150) 와 같음 ), 스캐닝 제어 시스템 (645), 충전 제어 전극 (650), 검사될 웨이퍼 (660) 에 대한 소기의 전압으

로 충전 제어 전극 (650) 을 유지하는 전압 소스 (655), 및 빔 굴곡 렌즈를 제어하는 1차/플루드 스위칭 제어기 (665).

빔 굴곡 렌즈 (622)는 빔 칼럼 (610) 의 대물 렌즈 ( 도 6 에 도시되지 않음 ) 의 광학 축에 1 차 빔 또는 플루드 빔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정렬하는데 사용된다. 1 차 건 블랭커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차 빔을 블랭킹 ( 턴오프 ) 하고 필요한

경우 1 차 빔을 언블랭킹 ( 턴온 ) 하는데 사용된다. 플루드 건 블랭커 (620) 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플루드 빔을 블랭킹 (

턴오프 ) 하고 필요한 경우 플루드 빔을 언블랭킹 ( 턴온 ) 하는데 사용된다. 전압은 2 차 전자 블라인드 (640) 에 인가되어

2 차 전자들을 반발시키고 이들이 플루딩하는 동안 검출기 (630) 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1차 빔 (670)의 래스터 편향

에 보통 사용되는 스캔 코일은 충분한 플루드 면적을 덮을 수 있도록 플루드 빔 (675) 을 편향시키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

다. 아래의 실시예 중 하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같이, 플루드 건 광학기기의 크로스 오버 지점의 위치에 따라,

플루드 빔 사이즈는 적은 플루딩에 의해 도포될 면적보다 더 작은 경우, 플루드 빔은 소기의 면적을 도포하도록 스캔 코일

(625) 을 사용하여 래스터링된다. 플루드 빔을 래스터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넓은 면적상에 플루드 균일성을 위한 것으로,

균일성은 빔 프로파일에 무관하다.

도 7 은 인칼럼 ( in - column ) 플루드 건을 포함하는 도 6 의 시스템의 작동 순서를 보여주는 시스템 제어 타이밍선도이

다. 타이밍 순서는 (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42)의 제어를 받는 제어 시스템 (40) 과 같은 ) 제어 시스템에서 프

로그램된 제어 논리에 의해 제어되어 웨이퍼상의 전하를 제어하는 플루드 빔으로 이미징 ( 또는 부분 이미징 ) 하는 1 차

빔을 동기화한다. 즉, 라인 (705)으로 도시된 제어 논리 순서는 1 차 빔이 이미징하도록 스캐닝되는 이미징 간격과 플루드

빔이 웨이퍼 표면의 충전을 제어하도록 활성되는 충전 제어 간격 사이에서 교번한다. 라인 (700) 은 1 차 빔과 플루드 빔

사이에서 교번하는 빔 스위칭 제어 신호를 보여준다. 이미징 간격 동안, 플루드 빔 블랭커는 스위칭 온 ( 라인 (715) 을 참

조 ) 되고 1 차 빔 건 (605)의 블랭커 및 플루드 빔 굴곡 렌즈 (622) 및 2 차 전자 블라인드 (640) 는 스위칭 오프 ( 라인 (

720, 730 ) 을 참조 ) 됨으로써, 1 차 빔 (670) 은 웨이퍼 (660)로 향하고 2 차 전자는 검출기 (630) 에 도달할 수 있다. 또

한 이미징 간격 동안, 래스터 스캐닝 코일 (625) 및 충전 제어 전극 (650) 은 이미징 ( 라인 ( 725, 730 ) 을 참조 ) 하도록

소기의 프로그램 값으로 설정된다.

충전 제어 간격 동안, 플루드 빔 굴곡 렌즈 (622) 및 1 차 빔 건(605) 의 블랭커는 스위칭 온 ( 라인 (720) 을 참조 ) 되고 플

루드 빔 블랭커는 스위칭 오프 ( 라인 (715) 을 참조 ) 됨으로써 플루드 빔은 동작하도록 선택된다. 또한 충전 제어 간격동

안, 2 차 전자 블라인드 (64) 는 스위칭 온 ( 라인 (735) 을 참조 ) 되어 2 차 전자가 검출기 (630) 을 압도하는 것을 방지하

며, 래스터 스캐닝 코일 (625) 및 충전 제어 전극 (650) 은 플루딩 ( 라인 ( 725, 730 ) 을 참조 ) 하도록 소기의 프로그램된

값으로 설정된다. 도 6 및 도 7 의 실시예에서, 동일한 래스터 스캐닝 코일들이 1 차 빔 및 플루딩 빔에 의해 공유되지만 개

별 코일들이 원하는데로 제공될 수도 있다고 가정된다. 1 차 빔 (670) 과 플루트 빔 ( 라인 (710) 을 참조 ) 의 듀티 사이클

은 빔들이 매우 다른 전류와 대상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또한 가정된다. 래스터 스캐닝 진폭은

플루딩 보다 이미징하는 동안 다른 면적 범위에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이미징과 플루딩 간격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라 칼럼내에 플루드 건을 지니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 도 6 의 칼럼 ( 610) 과

도 1의 칼럼(20) 과 같은 ) 전자 칼럼은 대물 렌즈 (805) 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1 차 빔과 플루드 빔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번적으로 향하게 된다. 칼럼내의 플루드 건 설계는 많은 단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1 차 빔이 짧은 작용 거리

(810) 에서 동작하고 공통적인 "시야 " 를 플루드 빔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도 9 및 도 10 은 칼럼내에 플루드 건을 지니지 않은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기타 사용하기 위한 선행기술의 장치

들은 나란하게 그리고 칼럼의 외부에 플루드 건을 지닌다. 이 장치에서, 플루드 건 빔은 칼럼의 빔 광학기기를 공유하거나

또는 광학축의 세그먼트를 1 차 빔과 공유한다. 칼럼에 인접한 플루드 건을 지니는 장치에 있어서, 칼럼은 큰 작용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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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도 9 를 참조 ) 에서 웨이퍼로부터 이격되어야 하거나, 또는 스테이지는 플루드 빔이 웨이퍼에 도달할 수 있는 제 1

위치 ( 도 10 의 좌측을 참조 ) 와 이미지 빔이 웨이퍼에 도달할 수 있는 제 2 위치 ( 도 10 의 우측을 참조 ) 사이에서 칼럼

을 이동시켜야 한다. 작용 간격이 도 9 에서와 같이 큰 경우, 이미지 해상도는 감소된다. 스테이지가 도 10 에서와 같이 이

동해야 하는 경우, 웨이퍼의 플루딩과 연관된 시간 오버헤드는 높다 ; 스테이지 이동은 전형적인 이미징 시간보다 더 큰 크

기의 600ms와 2sec사이에 있는 것이 전형적이다.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라 칼럼내의 프루드 건 및 플루드 빔 굴곡 렌즈를 지니는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11 은 플

루드 빔의 광학 요소들이 도시된 플루드 빔 궤도 평면에 관한 도면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플루드 빔 굴곡 렌즈는 플루

드 빔 (675) 을 굴곡 및 스위칭하는데 이용되는 한쌍의 동심 부분 구형 전극 ( 1105, 1110 ) 을 포함한다. 도 12 는 플루드

빔 궤도 평면내의 전극 ( 1105, 1110 ) 의 개략도이다 ; 도 13 은 도 12 의 라인 ( A-A ) 을 따라 취해진 도면이다. 동작하

도록 플루드 빔을 선택하기 위해, 전위가 전극 ( 1105, 1110 ) 양단에 인가된다. 1차 빔 (670)을 선택하기 위해, 전극 (

1105, 1110 )은1 차 빔 (670) 이 전극 (1105) 내의 개구부 (1115) 를 통해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지된

다. 도 1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루드 건 (615)으로 부터의 플루드 빔 (6750 은 정렬 편향기 (1120), 선택적인 성형 개구

(1125), Einzel 렌즈 (1130), 및 옥타폴 ( octapole , 1135 ) 을 통해 굴곡 렌즈 (622) 로 통과한다. 적당한 전압이 굴곡 렌

즈 (622) 의 전극 ( 1105, 1110 ) 양단에 인가되는 경우, 플루드 빔 (675) 은 칼럼 축으로 굴곡되고 정렬 편향기 (1140),

Wien 필터 (1145) 및 대물 렌즈(805) 를 통과하여 웨이퍼 (660) 의 표면상의 영역을 플루딩한다.

굴곡 렌즈 (622) 는 플루드 빔 (675) 을 동시에 편향 및 집속시킨다. 렌즈의 굴곡각은 전극 ( 1105, 1110 ) 의 각도 ( 도 12

에서 세타 ) 에 의해 결정된다. 플루드 빔 (6750 을 칼럼 축으로 굴곡시키기 위해, 인가된 전압은 플루드 빔의 전자의 에너

지 레벨에 대해 조절된다. 인가된 전압은 수백내지 수천 볼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 15 및 도 16 에는 집속 작용이 예시되어 있다. 도 15 는 웨이퍼에서의 작은 플루드 빔 스폿 및 저배율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6 은 웨이퍼에서의 큰 플루드 빔 스폿 및 고배율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굴곡 렌즈의 이미지 (도 15 및 도 16

에서 위치 ( P3 ) 에서의 교차 ) 가 형성되는 부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굴곡 렌즈의 대상물 (플루드 건 (615) 에 의해 형성된

위치 ( P1 )에서의 교차 ) 이 도 15 에서와 같이 전극 ( 1105, 1110 )으로부터 이격되게 또는 도 16 에서와 같이 전극 (

1105, 1110 ) 을 향해 이동된다. 플루드 건 (615) 에 대한 대상물 교차의 위치는 플루드 건 (615) 의 집속 작용에 의해 결

정되고, 이는 다시 플루드 건 (615) 에 내재하는 집속 전극 (예시되지 않음 ) 에 인가된 전위에 의해 제어된다. 플루드 건 교

차 (위치 ( P1 ) 는 굴곡 렌즈 (622) 에 의해 집속되어 위치 ( P3 ) 로 " 경로 선택 " 된다. 굴곡 렌즈 (622) 의 배율은 대상물

거리 ( P1 에서 P2 까지의 거리 ) 에 대한 이미지 거리 ( P2 에서 P3 까지의 거리 ) 의 비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도 16 에서와 같이 플루드 건의 집속 작용을 미약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굴곡 렌즈 (622) 에 의한 배율이 더 높아지

는데, 그 이유는 P1 및 P2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P2 및 P3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플루드 건의

집속작용을 또한 미약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상 렌즈 비율이 더 높아지는 데, 그 이유는 P3 및 P4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P4 및 P5 사이의 거리가 거의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된다.

따라서, 웨이퍼에서의 플루드 빔 스폿은 플루드 건의 집속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플루드 건의 집속 작용을

미약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인 배율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플루드 빔 스폿이 더 커진다. 미세한 플루드 빔 에

지 한정이 필요하다면, 선태적인 성형 개구 (1125) 은 플루드 건의 교차에서 삽입될 수 있다. 도 17 은 빔 폭을 가로 지른

전자의 분포로서 성형 개구 (1125) 을 통과하기전의 플루드 빔의 형상 (1700)을 도시한 것이다. 도 18 은 또한 빔 폭을 가

로지른 전자의 분포로서 성형 개구 (1125) 을 통과한 후의 플루드 빔의 형상 (1800) 을 도시한 것이다. 도 11 에 도시된 어

떤 구성요소는 기계가공 및 조립의 결함을 보상하도록 채용되어 있다. 정렬 편향기 (1120) 는 선택적인 성형 개구 (1125)

나 굴곡 렌즈 (622) 에 대해 플루드 빔을 정렬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8 개의 극 (1135) 은 비점수차를 보정하는 데 제공

되며 또한 굴곡 렌즈 (622)에 대한 빔 정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정렬 편향기 (1140)는 대상 렌즈 (805 )에 대해 플루

드 빔을 정렬시키는 데 제공된다.

플루드 빔 굴곡 렌즈(622)의 전극에 대한 다른 구성도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극쌍은 전술한 동심원의부분적 구형이

라기 보다는 오히려 동심원의 부분적 원통형일 수 있다. 플루드 빔 궤도면에서의 원통 설계의 단면은 구형 전극 설계에 대

한 단면과 동일하므로 도 12 의 예시와 동일하다. 광학기기는 또한 2가지 설계에 대하여 플루드 빔 궤도면에서 동일하다.

도 14 는 플루드 빔 궤도판에 직각인면에서의 원통형 전극 플루드 빔 굴곡 렌즈를 보여주는 도 12 의 라인 A-A 를 따라 취

해진 도면이다. 플루드 빔 궤도면과 직교인 면에서, 플루드 빔이 편향되어 구형 전극에 의해 접속되지만, 단지 원통형 전극

에 의해서만 편향된다. 그 결과로서, 원통형 전극 설계가 사용되는 경우 기다란 단면의 플루드 빔이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에, 플루드 빔은 웨이퍼 표면에서 균일한 플루드 적용 범위를 이루도록 래스터 스캐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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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기술한 플루드 건 스폿 사이즈 및 빔 전류 파라미터는 웨이퍼의 검사에서 직면하는 여러 상황에 의해 적합하다. 그

러나, 다른 용도는 고전류 플루드 작용으로부터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플루드 건 설계에 대한 한 실시예는 수밸 마이크

로 암페어의 범위에서 플루드 전류를 발생시키도록 극히 높은 전류 건을 채택하는 것이다. 2.5mm 스폿로써 ∼ 400 마이

크로 암페어를 공급할 수 있는 FRA - 2 × 1 - 2 또는 Kimball Physics EFG-8 과 같은 고빔 전류 플루드 건은 이러한 용

도에 이상적이다. 집속렌즈 ( 예컨대, Einzel 렌즈 (1130) ) 는 빔이 렌즈 (622) 의 빔 굴곡 전극에 들어가기 전에 1 밀리미

터 이하의 교차 스폿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건으로 부터 스폿을 축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전류 설계는, 다른 방법으로는 금속 스트링어 또는 오염물질 브릿징(bridging)에 기인한 저저항 단락 ( 10 킬로

오옴만큼 작은 저항 )과 같이 검출하기에 곤란한 결함의 검출을 용이하게 한다. 도 19 는 도체로부터 기판까지의 저항 단락

을 지니는 웨이퍼의 일부에 대한 일례를 단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면밀하고 미세한 결함의 검출은 상기 결함이 진

보된 디바이스 제조 ( 0.35 마이크론 기술 및 그 이상의 기술 ) 에서는 점진적으로 보편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한 결함은 광학 현미경으로 검출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것은 대전입자 현미경하에서는 보일지모르지만 격리되기

에는 극히 곤란한데, 그 이유는 고비율에서 운영될때 상기 현미경이 극히 작은 시야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전압

대비 대전 입자 빔 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에 직면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나노범위의 결함자체보다는 오히려 결함의

결과를 스폿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노범위의 결함에 기인한 현미경 회로상의 전압 대비 전하는 이러

한 경우에 용이하게 검출될 수 있다. 전압 대비 시스템이 이러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시스템은 부동 및 접지 도

체사이의 전압 대비를 확립하도록 도체를 충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수백 마이크로 암페어를 공급할 수 있는 플루드 건을

사용하는 것은 수십킬로오옴만큼 작은 저항 단락의 검출을 허용한다.

그러한 고전류 플루드 건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SRAM 메모리 네트워크와 같은 대형 부동 도체 네트워크상에서의 단

락을 검출하는 것이다. 도 20 은 전기 누설이 있는 대형 도체 네트워크를 지니는 웨이퍼의 일부에 대한 단면도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셀로부터의 누설이 적으면,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로부터의 누설이 누적되는 데, 이는 고전류 플루드 건이

네트워크를 충전시키는 데 필요할 정도로 매우 크다.

고전류 플루드 건 설계는 또한 도 21 의 네트워크 ( 2105, 2110 ) 과 같은 2 개의 대형 부동 도체 네트워크 사이의 브릿징

과 같은 아마도 가장 최근에 도전하는 결함의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유형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도면 부호 (

2120, 2125 )로 도시된 바와 같은 도체 패드는 디버깅을 위해 각각의 네트워크내에 설계될 수 있다. 도체패드가 정방형인

경우 도체 패드는 각각의 변마다 수 마이크론내지 수십마이크론일 수 있다. 회로는 테스트하기 위해, 우선 네트워크 중 하

나는 이 네트워크용 디버그 패드를 플루드함으로써 충전된다.

그 후, 시스템은 나머지 네트워크 (2110) 의 전압 대비를 알아보는데 주빔을 사용한다. 제 2 네트워크 (2120) 이 충전되어

있는 경우 2 개의 네트워크사이에는 단락이 존재한다. 변형적으로는, 기계적인 프로브나 프로브 카드를 디버그 패드에 떨

어뜨려서 플루드 건으로 충전하는 대신에 외부 공급 전압으로 도체 전압을 상승시키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기계적인 위치선정 및 정렬에 기인하는 적은 처리 능력 및 기계적인 접촉에 기인하는 입자 오염의 결점을 지닌다.

본 발명은 전자 플루드 건 및 전자 빔 프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명되었다. 기타 하전 입자기술들은 전자 빔 기

술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예컨대 집속 이온 빔 기술, 또는 기계 광학적 또는 원자력 프로브가 또한 유용할 수도 있

다. 전하를 인가하는 기타 수단은 직접적인 전기 접촉 또는 전계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공지된 광학 시스템의 결함이 없고 감춰진 결함을 밝혀낼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데 적당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는 많은 형태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간단한 형태에서, 전자 빔의 라인 스캔상의 많은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일련의 전압 레벨 및 스캔 위치로서 얻어지고 표시되거나 저장될 수 있다. 변형적으로, 일련의 스캔

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로서 표시될 수 있다. 분석은 한 세트의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 예컨대 웨

이퍼상의 한 다이로부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다른 세트, 예컨대 하나 이상의 선행 다이스상의 해당하는

구조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들의 차를 결정함으로써 성취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등록특허 10-0544222

- 10 -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프로브의 시야(a field of view)에 대응하는 상기 웨이퍼의 소정의 영역에 전하를 인가하여,상기 소정의 영역 내의 전기

절연된 구조가 전기 접지된 구조에 대하여 전압 상승되도록 하는 단계 ;

b) 상기 소정의 영역의 일부분을 프로빙하여,상기 소정의 영역의 일부분내 구조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는 단

계 ; 및

c) 상기 전압 콘트라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준 전압과 다른 전압들에 있는 구조들을 검출하되, 상기 기준 전압은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예견되고 만일 그러한 전하가 인가되면 그 구조가 결함이 없어 그에 따라 결함이 있는 구조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하 인가 단계는 상기 소정의 영역이 프로빙되는 분해능 보다 훨씬 더 낮은 분해능으로 전하를 상기 소정의 영역에

인가하여 수행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a) 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전자로 상기 소정의 영역을 플루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루딩 단계는 단일 단계에서 상기 소정의 영역의 적어도 주요 부분에 전자를 인가하는 반도체 웨

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b) 는 상기 구조와 교차하는 일련의 스캔 라인내의 상기 소정의 영역을 가로질러 하전 입자 빔을 스

캐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하전 입자 빔은 상기 소정의 영역의 전체 면적보다 실제 적게 스캐닝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b) 는 상기 영역의 일부분의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단계 c) 는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상기 기준 전압들에 있는 해당하는 구조의 이미지와 비교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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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단계 c) 는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이미지를 웨이퍼 상의 다른 곳의 해당하는 구조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이미지간의 차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압들은 상기 다이의 설계 데이터로부터 추출되고, 상기 단계 c)는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

이터를 상기 기준 전압들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c) 는 단락, 게이트 단락, 개방 비어, 단절된 도체 라인, 연결된 도체들 및 손실 확산으로 구성된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결함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결함에 대해 웨이퍼를 광학적으로 검사하여 상기 검사에 의해 검출된 결함을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 검출된 결함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해, 광학 검사에 검출된 어떤 결함이 구조상에 전기적 영향

이 없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웨이퍼에 적용되는 제조 공정 단계에 의해 분리된 단계 a) - c)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14.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a) 소정의 영역 내의 전기 절연된 구조가 전기 접지된 구조에 대하여 전압 상승되도록 프로브의 시야에 대응하는 상기 웨

이퍼의 소정의 영역에 전하를 인가하는 수단;

b) 상기 구조를 포함하는 상기 소정의 영역의 일부분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상기 전하를 전하를 인

가하는 수단 보다 훨씬 더 높은 분해능을 지니는 상기 프로브 ;

c) 상기 구조에 대해 그것들이 하전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함이 없는지에 대한 기준 전압을 결정하는 수단;

d) 상기 구조들에 대해 상기 기준 전압과 다른 전압들에 있는 구조들을 검출하여 그에 따라 구조들이 결함이 있는 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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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를 웨이퍼에 인가하는 수단은 하전 입자 플루드 건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

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하전 입자 플루드 건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전자를 상기 웨이퍼에 인가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

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상기 다이를 가로질러 전자 빔을 스캐닝하는 전자 빔 프로브 기기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

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빔 프로브는 상기 전자 빔이 상기 다이를 가로질러 스캐닝되는 동안 상기 다이로 부터 방출

된 2차 전자에 대한 검출기를 또한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빔 프로브는 상기 소정의 영역의 전체면적 보다 실제 더 작은 면적을 가로질러 빔을 스캐닝

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은 상기 소정의 영역의 부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다른 디바이스의 해당 영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와 비교하는 반도체 웨이퍼상

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콘트라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은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상기 다이의 디자인 데

이터로부터 추출된 예견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와 비교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

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22.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의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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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브의 시야에 대응하는 상기 웨이퍼의 소정의 영역에 전하를 인가하여 상기 소정의 영역 내의 어떤 구조들을 전기

접지에 대해 부동 전압으로 올리고 상기 시야의 다른 구조들은 접지 전압에 남아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기 구조와 교차하

도록 일련의 이격된 스캔 라인에서 상기 디바이스의 상기 소정 영역의 표면을 가로질러 하전 입자 빔을 스캐닝하는 단계 ;

b) 상기 일련의 스캔 라인 각각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는 단계 ; 및

c) 상기 전압 콘트라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준 전압과 다른 전압들에 있는 구조들을 검출하되, 상기 기준 전압은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예견되고 만일 그러한 구조가 그렇게 하전되면 결함이 없어 그에 따라 결함이 있는 구조들을 식별할 수 있

게 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의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하전 입자 빔은 스캔 라인의 간격과 비교되는 스캔 라인을 따라 실제 더 큰 분해능으로 스캐닝되

는 전자 빔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의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빔은 소정의 영역 중 50% 미만을 덮도록 스캐닝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의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 라인의 간격은 실제 모든 구조가 스캔 라인에 의해 교차되도록 선택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의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스캔 라인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상기 웨이퍼상의 또 다른 디바이스 상의 해당하는 라인에

대해 얻어지는 것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의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27.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a) 상기 웨이퍼의 하전 입자 빔 프로브의 시야에 대응하는 소정의 영역 내의 어떤 구조들을 전기 접지에 대해 부동 전압으

로 올리고 상기 시야의 다른 구조들은 접지 전압에 남아있도록 상기 웨이퍼의 프로브의 시야에 대응하는 소정의 영역에 전

하를 인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디바이스 내 구조와 교차하도록 일련의 이격된 스캔 라인에서 상기 디바이스 표면의

상기 소정의 영역을 가로질러 하전 입자 빔을 스캐닝하는 상기 하전 입자 빔 프로브,

b) 상기 스캔 라인에 대한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한 2 차 입자 검출기 ; 및

c) 상기 구조가 그렇게 하전되면 결함이 없어 그에 따라 결함이 있는 구조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상기 구조에 대한 기준

전압과 다른 전압들에 있는 구조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등록특허 10-0544222

- 14 -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하전 입자 빔 프로브는 스캔 라인의 간격과 비교되는 스캔 라인을 따라 실제 더 큰 분해능으로 스

캐닝되는 전자 빔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소정의 영역중 50% 미만상으로 전자 빔을 스캐닝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은 상기 데이터를 또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얻어진 해당하

는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들간의 차를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디바이스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전자 빔 프로브에 대하여 웨이퍼를 이동시킬 수 있는 웨이퍼용 스테이지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디바이스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칼럼 축 및 대물 렌즈를 갖는 하전 입자 빔 칼럼을 포함하고, 상기 하전 입자플루드 건은

상기 칼럼 내에 위치함으로써 플루드 빔이 상기 대물 렌즈를 벗어나는 경우 상기 플루드 빔이 상기 칼럼 축에 평행하게 되

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1 차 빔 소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웨이퍼에 대한상기 칼럼의 작용 거리를

변경시키지 않고 상기 소스로부터의 1 차 빔과 상기 플루드 건으로부터의 플루드 빔을 웨이퍼에 교번적으로 인가하는 빔

스위칭 요소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1 차 빔 또는 플루트 빔 중 어느 것이 상기 웨이퍼에 인가되는 지를 선택하는 제어가능한 편향기

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편향기는 한쌍의 실제 동심인 부분 구형전극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

을 검출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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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은 상기플루드 빔 스폿 보다 훨씬 더 큰 상기 웨이퍼의 영역 상에 상기 플루드 빔을 스캐닝하

는 래스터 스캐닝 코일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7.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은 상기 플루드 빔 스폿 보다 훨씬 더 큰 상기 웨이퍼의 영역 상에 상기 플루드 빔을 스캐닝하

는 정전 편향기 (electrostatic deflector)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은 상기 플루드 빔 스폿 보다 훨씬 더 큰 상기 웨이퍼의 영역 상에 상기 플루드 빔을 스캐닝하

고 상기 1 차 빔 스폿 보다 더 큰 상기 웨이퍼의 영역 상에 상기 1차 빔을 스캐닝하는 한 세트의 래스터 스캐닝 코일을 포함

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39.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루드 건은 수백 마이크로 암페어의 빔 전류를 지니는 플루드 빔을 전달할 수 있는 반도체 웨이

퍼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

청구항 40.

제 1 항에 있어서, 전하가 인가되는 상기 소정의 영역은 상기 다이의 다른 부분으로의 불필요한 저항성 단락을 갖는 도체

를 포함하며, 상기 인가된 전하량은 부동과 접지 도체 사이에 전압 콘트라스트를 설정하도록 상기 도체를 충전시키는데 충

분한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1 항에 있어서, 전하가 인가되는 상기소정의 영역은 커다란 부동도체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상기 인가된 전하량은 상기

네트워크와 상기 다이의 주변 구조 사이에 전압 콘트라스트를 설정하도록 상기 네트워크를 충전시키는데 충분한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는 복수개의 커다란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전하가 인가되는 상기 소정의 영역은 상기 네트워

크 중 제 1 네트워크의 일부를 포함하며, 상기 전압 콘트라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는 전하가 네트워크 중 제 2 네트워

크 상에서 검출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다이 내 전기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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