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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및 장치와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요약

작업편의 표면 상의 유전막층에 대해 화학-기계적 연마 머신에 의해 연마 슬러리로 연마를 행한 후 인-
라인 두께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작업편은 접합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
브-라인(BEOL) 구조를 포함한다.  측정 장치는 플래튼 및 그 플래튼 내에 매립된 전극을 포함한다.  위
치 설정 기구는 작업편의 유전층을 매립된 전극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작업편을 매립된 전극 상에 위
치시킨다.  슬러리 댐을 사용하여 매립된 전극 상에서 규정된 레벨의 도전성 연마 슬러리를 보존시키며, 
이 규정된 레벨은 작업편의 희망 슬러리 피복력을 보장한다.  캐패시턴스 감지기는 RC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감지하며, 여기서 RC 등가 회로는 슬러리 및 작업편의 저항을 나타내는 저항 R과 
유전 물질 및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는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에 따라 변환시키며, 규
정된 교정은 작업편의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에 대응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성능 VLSI 회로의 일부 제조시 두 장치들 상에 유전층을 형성하는 일례를 도시,

도 2는 도 1의 고성능 VLSI 회로의 일부에 대한 후속 제조 단계에서 유전층의 형성에 대한 일례를 도시,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화학-기계적 평탄화(CMP) 장치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르며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
의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측정 플래튼 내에 매립되며 중심 전극 및 보호 전극을 포함하는 측정 전극의 상
부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측정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교류의 이상 성분(out-of-phase component)을 나타내
는 전압을 얻기 위한 표본 회로를 도시,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측정 시스템의 RC 등가 회로 모델링에 대해 각종 금속화 및 유전층을 상부에 갖
고 부분적으로 형성된 VLSI 회로 중에 반도체 웨이퍼의 일부에서의 전류 흐름 패턴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캐패시턴스의 결정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류의 이상 성분을 나타내는 
신호를 인가된 신호 주파수의 함수로서 도시한 그래프 플로트,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특정의 백-엔드-오브 라인(back-end-of-line) VLSI 웨이퍼 구조에 대한 교정 특
성에 따라 측정된 시스템의 캐패시턴스 대 1/광 두께의 표본 교정 특성을 도시,

도 10은 본 발명의 정밀도를 예시하기 위해 광 두께 측정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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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얻어진 두께 측정을 도시한 플로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 : 화학-기계적 평탄화 장치

52 : 웨이퍼 캐리어

54 : 웨이퍼

68 :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화학-기계적  평탄화  혹은  연마  도구(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or 
polishing  tools),  특히  반도체  웨이퍼(semiconductor  wafer)의  화학-기계적  연마  후에  인-라인(in-
line) 산화물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규모 집적 (VLSI) 회로를 제조하는 반도체 장치에서는, 박막형이고 평탄한 반도체 웨이퍼 상에 극히 
미소한 전자 장치들(extremely small electronic devices)이 독립된 다이(separate dies) 형태로 형성된
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상에 집적 회로를 제조할 경우에는 전도성, 절연성, 또는 반전도성인 
각종 물질들을 사용한다.  이들 물질들을 여러 공정(process)을 거쳐 패턴화시키고, 불순물을 도핑시키
거나, 또는 층들로 피착시킴으로써 집적 회로가 형성된다.  VLSI 집적 회로는 일반적으로 산화믈과 같은 
유전 물질로 피복된 후 금속화(metalization) 등이 행해진 패턴화된 금속층들(patterned metal layers)
을 포함한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들은 금속화 층들 및 레벨간 유전체들(interlevel dielectrics)을 
포함한다.

회로가 점점 소형화되어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게 밀도도 증가되어져 제조 중에 외부 웨이퍼 표면 상에서
는 토포그래피(topography) 변화의 발생 정도가 높게 된다.  거의 평탄한 플래너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변화하는 토포그래피를 갖는 반도체 웨이퍼를 평탄화시킬 필요가 종종 있다.  본 기술 분야에 공지
되어 있는 이러한 평탄화 공정 중 하나가 화학-기계적 연마(CMP)이다.

화학 기계적 연마 또는 평탄화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 상의 피착물(coating) 즉 층들을 평활, 연마 
또는 평탄화시킴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공정은 예를 들어, 반도
체 웨이퍼 표면 상에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는 층들의 평탄화, 제어된 두께 감소 또는 완전한 제거를 달
성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용 장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널리 공지되어 사
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품화되어 있다.

요약을 하자면,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에서는 작업편(workpiece)을 회전 테이블 (rotating table)상에 
지지된 연마 패드 상에서 희망하는 피착면을 페이스 다운(face  down)시킨 채 연마용 슬러리(abrasive 
slurry)의 면전에서 보유시킬 필요가 있다.  화학 기계적 연마 머신(machine)은 단일의 회전 연마판과 
웨이퍼(또는 웨이퍼들)가 장착되어지는 보다 작은 직경의 회전 웨이퍼 캐리어(carrier)를 포함할 수 있
다.  웨이퍼 캐리어는 연마판 및 웨이퍼 캐리어 모두가 그들의 각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고정된 일정 위치에서 또는 소정 경로에서 전후로 왕복하면서 연마판 상에서 보유되어 진다.  웨이퍼의 
연마 중에 에칭 반응제룰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연마용 서스펜션(abrasive suspension)으로 이루어진 
슬러리를 연마판 내로 공급한다.  캐리어 액체라고도 불리우는 슬러리는 피착물을 평탄화시키며 공정 중
에 포함된 다른 물질을 사실상 공격하지 않는 에칭제(etchant)를 포함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슬러리는 
또한 연마판들 사이에 공급되어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제거될 물질을 연마하여 유출시켜 버린다.

지금부터 도 1을 간략히 살펴보면, 고성능 VLSI 회로(12)의 제조시에 두 장치들 상에 유전층(10)을 형성
하는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점선은 웨이퍼(14)의 표면 상에 유전층(10)이 형성 및/또는 피착된 후에 
유전층(10)의 비-평탄 토폴로지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층(10)의 상부면(18)에 범프(bumps, 16)가 표시
되어 있으며, 층(10)은 예를 들어, 화살표(20)로 표시된 바와 같이 10,500Å 정도의 명목 두께(nominal 
thickness)를 갖는다.  다음에 유전층(10)은 장치들 상에서 희망 레벨(22)까지 평탄화되어, 유전층(10)
은 화살표(24)로 표시된 바와 같이 6,500±500Å 정도의 희망 명목 두께를 갖는다.  CMP를 이용하여 실
선으로 도시된 레벨(22)까지 연마해 들어감으로써 평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기판을 사
용하여 제1 유전층(10) 내의 국부 배선용(local interconnect) 금속화 MO, 비어(32)가 형성되어진 중간 
유전층(32),  및  제1  배선용  금속화층  M1을  포함하는  후속  제조  단계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유전층(34)은 제1 배선용 금속화층 M1 상에 형성되며, 여기서 점선은 제1 배선용 금속화층 M1 상에서의 
유전층의 비-평탄 토폴로지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층(34)의 상부면(18)에 범프(bumps, 18)가 표시되어 
있으며, 유전층(34)은 예를 들어, 화살표(40)로 표시된 바와 같이 20,500Å 정도의 명목 두께를 갖는다.  
다음에 유전층(34)을 CMP를 이용하여 제1 배선용 금속화층 M1 상에서 희망 레벨(42)까지 평탄화시킴으로
써, 유전층(34)은 화살표(44)로 표시된 바와 같이 9,000±500Å 정도의 희망 명목 두께를 갖는다.  

VLSI 웨이퍼의 제조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곤란한 점은 유전층 연마 단계 중에 필요한 두께 또는 종단
점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필요한 두께 또는 CMP 종단점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평가된 CMP 속도(rate) 및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CMP 속도는 예를 들어, 연마 패드 
특성의 변화로 인해 시간에 따라 상당히 변화한다.  제조 공정시에는 엑스-시투(ex-situ) 광 두께 측정
을  위해  종종  중단할  필요가  있다.   엑스-시투(ex-situ)  광  두께  측정에서의  방법은 
조작자들(operators)이 엑스-시투(ex-situ) 광 두께 측정을 행하기 전에 각 웨이퍼를 연마한 후에 취급
하고(handle), 언로드하고(unload), 건조시켜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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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공정 처리량이 감소하여 수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CMP 종단점 검출 방법 및 장치
가 요구된다.

화학-기계적 평탄화 후의 패턴화된 VLSI 웨이퍼 상에 남아 있는 레벨간 유전층의 두께를 웨이퍼의 바람
직하지 않은 여분의 취급, 언로딩, 및 건조 없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저 전압 동작을 이용하며 저 전압(즉, 1/2볼트 미만) 실리콘 접합 장치들의 
VLSI 제조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두께 결정 방법 및 장치가 바람직하다.  또한,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
에서는 화학-기계적 평탄화 공정의 연마 시퀀스(polishing sequence) 동안 유전층의 두께를 정확하고 효
율적으로 검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본 기술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화학-기계적 연마 머신에 의해 연마 슬러리로 유전막층을 연마한 후에 작업편 표면 
상의 유전막층의 인-라인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는 이하의 구성 성분들을 포함하며, 여기서 작업편은 접
합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BEOL) 구조를 갖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장치는 
측정 플래튼(measurement platen) 및 측정 플래튼 내에 매립된 측정 전극(measurement electrode)을 포
함한다.  작업편을, 유전층을 측정 전극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측정 전극 상에 위치 설정시키기 위한 
위치 설정 수단이 제공된다.  측정 전극 상에서 규정된 레벨의 도전성 연마 슬러리를 보유하기 위한 슬
러리  레벨  보유  수단이  제공되어  있으며,  이  규정된  레벨은  작업편에  대해  희망하는  슬러리 
피착력(coverage)을 보증하는 정도이다.   이 슬러리는 유전층 및 작업편과 정전 접촉을 유지한다.  저
항 R이 슬러리와 작업편 저항을 나타내며 시스템 캐패시턴스 C가 유전층과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감지하기 위한 용량성 감지 수단이 제공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prescribed  system 
capacitance/optical  thickness  calibration)에 따라 유전층 두께로 변환시키기 위한 캐패시턴스-두께 
수단이 제공되어 있다.  규정된 교정은 작업편의 BEOL 구조의 주어진 레벨에 대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화학-기계적 연마 머신에 의해 연마 슬러리로 유전막층을 연마한 후에 
작업편의 표면 상의 유전막층의 인-라인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하의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작업
편은 접합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BEOL) 구조를 갖는 것으로 특징지워 진다.  이 
단계는 측정 플래튼 및 측정 플래튼 내에 측정 전극을 매립되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작업편을, 
유전층을 측정 전극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측정 전극 상에 위치 설정시킨다.  측정 전극 상에서 작업
편에 대해 희망하는 슬러리 피착력을 보증하는 정도의 규정된 레벨의 도전성 연마 슬러리가 보유되며, 
여기서 슬러리는 유전층 및 작업편과 정전 접촉을 유지한다.  저항 R이 슬러리와 작업편 저항을 나타내
며 시스템 캐패시턴스 C가 유전층과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
시턴스 C를 감지한다.  마지막으로,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에 따
라 유전층 두께로 변환시키며, 규정된 교정은 작업편의 BEOL 구조의 주어진 레벨에 대응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은 작업편 표면 상의 유전층에 대해 연마 
슬러리로 화학-기계적 연마를 행하기 위한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작업편은 접합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특징지워 진다.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
과 독립적으로,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수단은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에 의해 작업편의 유전층에 대
해 규정된 연마를 행한 후 유전막 층의 인-라인 두께 측정을 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인-라인 유
전층 두께 측정 수단은 또한 두께 출력 신호를 공급한다.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과 인-라인 유전층 두
께 측정 수단 사이에 작업편을 위치 설정시키기 위한 위치 설정 수단이 제공된다.  최종적으로, 두께 측
정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에 의한 작업편의 연마 시퀀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수
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교시 및 장점들은 본 발명을 실시하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이하의 기술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였으며,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병기하였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지금부터 도 3을 참조해 보면, 본 발명에 따라 화학-기계적 평탄화 공정을 행하는 데 적합한 장치가 도
시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참조  부호(50)로  표시하였다.   화학-기계적  평탄화  장치(50)는  반도체 
웨이퍼(54)를 보유하기 위한 웨이퍼 캐리어(52)를 포함하고 있다.  웨이퍼 캐리어(52)는 필요에 따라 구
동 모터(56)에 의해 회전하도록 장착되어 있다.  또한, 웨이퍼 캐리어(52)는 양방향 화살표(58)로 표시
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트래버스(traverse) 이동하도록 장착되어 있다.  웨이퍼 캐리어(52)는 또한 
웨이퍼(54)의 후방 측에 접촉하기 위한, 연질 물질로 형성된 웨이퍼 캐리어 패드(60)를 포함하고 있다.  
웨이퍼 캐리어(52)는 또한 화학-기계적 평탄화 공정 중에 웨이퍼를 웨이퍼 캐리어(52) 내에서 보유시키
기 위한 진공 보유 수단(도시 안됨)을 포함하고 있다.  웨이퍼 캐리어(52)는 게다가 웨이퍼(54) 상에 하
향력 F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화학-기계적 평탄화 장치(50)는 또한 구동 모터(64)에 의해 회전하도록 
장착되어 있는 연마 플래튼(62)을 포함한다.  연마 플래튼(62)에는 블로운(blown) 폴리우레탄 등의 적합
한 물질로 형성된 연마 패드(64)가 장착된다.  연마 플래튼(62)은 웨이퍼(54)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화학-기계적 평탄화 공정 중에 웨이퍼(54)는 웨이퍼 캐리어(52)에 의해 연마 패드(64)의 표면 전
체에 걸쳐 희망하는 이동에 따라 이동될 수 있다.  염기성 용액 또는 산성 용액 중에 떠도는 실리카 또
는 알루미나 연마제 입자 등과 같은 연마제 유체(fluid)를 함유하는 연마 슬러리가 연마 패드(64)의 표
면 상에 도관(66)을 통해 피착된다.

계속하여 도 3을 참조해 보면, 제어기(68)는 연마 작업 중, 또한 희망 작업 및/또는 평탄화 시퀀스에 따
라 웨이퍼 구동 모터(56) 및 플래튼 구동 모터(64)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을 신호 라인(56s 및  
64s)을  통해  웨이퍼  구동  모터(56)  및  플래튼  구동  모터(64)에  공급한다.   제어기(68)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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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70)로 표시된 바와 같이 플래튼(62) 상에서 웨이퍼(54)를 상승시키고 하강시키는 것과 같이, 웨
이퍼 캐리어(52)의 의도된 위치 설정 및/또는 이동을 행하는 기계적 암(arm) 또는 다른 적당한 기계 장
치를 제어하기 위한 출력 제어 신호(점선(69)으로 도시)를 포함한다.  웨이퍼 캐리어(52)의 다른 기계적 
배치는 또한 제어기(68)에 의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다.  제어기(68)는 특정의 백-엔드-오브-라인(back-
end-of-line)의 VLSI 웨이퍼 구조에 대해 화학-기계적 평탄화 장치(50)에 의해 실행되는 화학-기계적 평
탄화 공정 시퀀스를 제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측정 방법 및 장치에 따라 측정된 유전층 두
께를 나타내는 입력(72)을 더 포함한다.  제어기(68)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의도한 작업 및 기능들을 행
하기 위해 컴퓨터와 같은 임의 적당한 프로그래머블 제어기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
래머블 제어기 장치, 컴퓨터, 관련 인터페이스 회로, 및 그 프로그래밍은 본 기술 분야에서는 공지되어 
있는 사실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부터 도 4를 참조해 보면, 유전막 층을 화학-기계적 연마 머신에 의해 연마 슬러리로 연마를 행한 
후에 이어지는 작업편의 표면 상의 유전막 층에 대한 인-라인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100)에 대해 기술하
기로 한다.  기술 목적 상, 이하의 설명은 도 2에서 도시된 작업편 또는 웨이퍼 구조를 참조하지만, 그
러나, 다른 구성의 작업편 층들도 가능하다.  웨이퍼 구조(12)(도 2에서 도시됨)의 경우, 상술된 바와 
같이 접합(junctions)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BEOL)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도 1의 구조는 도 2의 구조와는 다른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 구조를 갖는다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도 4의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는 측정 플래튼(102) 및 측정 플래튼(102) 내에 매립된 측정 
전극(104)을 포함한다.  측정 전극(104)은 도 5에서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측정 전극은 원형의 
중심 전극(106) 및 이 중심 전극(106)의 주변에서 동심으로 위치되어 있는 원형의 링 보호 전극(108)을 
포함한다.   중심  전극(106)  및  보호  전극(108)은  적합한  절연  물질(110)에  의해  서로  또한  측정 
플래튼(102)과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계속해서 도 4를 참조해 보면, 위치 설정 수단(112, 점선으로 도시됨)은 작업편(54)을, 유전층(34)을 측
정 전극(104)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측정 전극(104) 상에 위치시키기 위한 임의의 적합한 기계적 암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  위치 설정 수단(112)이 웨이퍼 캐리어(52)에 연결되어 화살표(114)로 표시된 바
와  같이  측정  전극(104)  상에서  웨이퍼  캐리어(52)를  상승시키고  하강시키는  것과  같은,  웨이퍼 
캐리어(52)의  의도된  위치  설정  및/또는  이동을  행한다.    위치  설정  수단(112)은  또한  도  3에서 
점선(69)으로 도시된 기계 암 또는 다른 적합한 기계 장치와 동일한 기구로서, 도 3의 화학-기계적 평탄
화 장치(50)와 도 4의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 간에서 웨이퍼 캐리어(52)의 의도된 위치 설
정 및/또는 이동을 행할 수 있다.  화학-기계적 평탄화 장치(50)와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 
간에서 웨이퍼 캐리어(52)의 이러한 후자의 위치 설정 및/또는 이동은 또한 도 3의 제어기(68)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될 수 있으며, 여기서 장치(50)와 장치(100)는 서로 근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도 4를 참조해 보면, 측정 전극(104) 상에서 규정된 레벨의 도전성 연마 슬러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116)이 제공되어 있다.  규정된 레벨은 측정 전극(104)과 협력하여 작업편(54)에 대해 희망의 
슬러리 피착력을 보장하도록 선택된다.  측정 장치(100)에서의 희망 슬러리 레벨에 의해, 슬러리는 측정 
동작  중에  유전층(34)과  작업편(54)의  결합체와  측정  전극(104)  간의  정전  접촉(static  electrical 
contact)을 유지시킨다.  슬러리 배스(bath)로부터 웨이퍼(54) 및 웨이퍼 캐리어(52)의 제거로 인해 발
생하는 임의의 슬러리 손실은 후속 측정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것은 슬러리 레벨이 조절되고 
보충되기 때문이다.  후자가 유전층 두께 측정의 신뢰성 및 반복성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측정 장치(100) 내에서 일정하고 반복 가능한 슬러리 배스가 보존된다.  일정 레벨을 보존시키는 한 방
법으로서는 측정 플래튼(102) 상에서 일정한 높이로 위치된 측정 장치(100)의 벽(119)에 배출관(117)을 
삽입시키는 것이 있으며, 여기서 슬러리가 배출관(117)으로 유출되기 시작할 때까지 슬러리의 연속 흐름
에 의한 측정 장치(100)의 충전에 의해 자체적으로 슬러리는 희망 레벨로 조절될 것이다.  측정 동작을 
준비하기 위해 및/또는 측정 동작 중에 측정 장치 내에서 주어진 레벨의 슬러리를 보존시키는 다른 장치
를 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CMP 장치(50)와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 사이에 각 장치에 
동일한 슬러리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도시 안됨)을 연결시킬 수 있다.  

상기 이외에, 측정 감지기 셋-업(set-up)은 또한 플래튼(102) 상에 놓이며 측정 감지기 전극(104) 부근
에서 구멍을 갖고 있는 패드(103)를 포함한다.  두께 측정 장치(100)의 실효 측정 면적은 직경 3 내지 5
인치 정도이다.  측정 감지기 전극(104) 주변의 패드(103)의 구멍 및 슬러리 댐(즉, 슬러리 댐은 슬러리
를 희망 레벨로 보존시킴으로써 제공된 슬러리 배스와 유사하다)의 사용과 함께, 감지기 주변의 구멍이 
형성된 패드와 슬러리 댐에 의해 종래 공지된 기술의 CMP 산화물 두께 측정 기술에 비해 측정 기술의 재
현성(reproducibility)이 개선된다.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 캐패시턴스 감지 수단(120)이 
제공된다.  후술되어질 RC 등가 회로 모델은 저항 R이 슬러리 및 작업편 저항을 나타내며 시스템 캐패시
턴스 C가 작업편의 유전 물질 및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회로 모델이다.  시스템 캐패시턴스 감지 
수단(120)은 측정 전극(104)의 보호 전극(108)의 보호 입력에 연결된다.  감지 수단(120)은 또한 측정 
전극(104)의 중심 전극(106)의 중심 입력에 연결된다.  또한, 시스템 캐패시턴스 감지 수단(120)은 감지
된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출력 신호를 공급한다.  최종적으로, 시스템 캐패시턴스 감지 수단(120)에 의
해  제공되어진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prescribed  system 
capacitance/optical thickness calibration)에 따라 유전층 두께로 변환시키기 위한 캐패시턴스 대 두
께 변환기 수단(122)이 제공된다.  규정된 교정은 작업편(54)의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에 대응한다.

지금부터 도 4 및 도 6을 참조해 보면, 캐패시턴스 감지 수단(120)은 또한 (i) 사전 선택된 각종 주파수 
및 일정 인가 전압으로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교류의 이상 성분을 감지하기 위한 수단인 감지기 전자 장
치(124)와, (ii) 일정의 인가 전압을 사전 선택된 각종 주파수로 제공하기 위한 가변 주파수 교류(AC) 
전압원 즉 신호 발생 수단(126) 및, (iii) 각종 주파수의 AC 전류 중 감지된 이상 성분을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류-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128)을 포함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감지기 전자 장치(124)는 AC 신호 발생 수단(126)의 출력에 전기적으로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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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폴로워(123)를 포함한다.  전압 폴로워(123)의 출력은 측정 전극(104)의 보호 전극(108)에 전기적
으로 결합된다.  전압 폴로워(123)는 신호 발생 수단(126)의 바람직하지 않은 로딩(loading)을 방지한
다.  감지기 전자 장치(124)는 또한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 및 차동 증폭기(127)를 포함한다.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는 제1 및 제2 입력과 한 출력을 포함한다.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의 비반전 입
력은 측정 전극(104)의 중심 전극(106)에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의 반전 입력
은 신호 발생 수단(126)의 출력에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는 측정 동작 동안 
중심  전극(106)을  통해  흐르는  전류  I(ω)를  그  출력의  전압  신호로  변환시킨다.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의 이득은 그 비반전 입력과 그 출력 사이에 결합된 궤환(feedback) 저항 Rf 값에 의해 제어
된다.  차동 증폭기(127)의 비반전 입력은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의 출력에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차동  증폭기(127)의  반전  입력은  신호  발생  수단(126)의  출력에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차동 
증폭기(127)는 중심 전극(106)을 통해 흐르는 전류 I(ω)를 나타내는 출력 전압을 공급한다.  차동 증폭
기(127)는 신호 발생 수단(126)의 신호에 기인되는 전류 대 전압 변환기(125)의 출력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전압 신호의 해당 부분을 추출해 내는 작용을 한다.  감지기 전자 장치(124)를 위한 다른 구현도 
또한 가능할 수 있다.

가변  주파수  신호  발생  수단(126)은  적절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희망  주파수를  공급하는 
프로그래머블(즉, 제어 가능한) 신호 발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선택된 각종 주파수
는 1 내지 50 KHz의 범위 내에 속하는 주파수를 포함하며 일정의 인가 전압은 0.5 볼트보다 작은 전압을 
포함한다.

이 시점에서 레벨간(interlevel) 유전 산화물층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대해 기
술하기로 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목적으로 하는 레벨간 유전층은 화학-기계적 평탄화 후에 패턴화된 
VLSI 웨이퍼 상에 남아 있는 유전층이다.  본원에서는 유전층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수순(procedure)을 
인-시투(in-situ) 또는 엑스-시투(ex-situ) 측정에 대비하여 인-라인 측정이라 부른다.  인-시투 측정은 
일반적으로 CMP 장치로 웨이퍼를 실제 연마하는 중에 행해지는 측정을 말하는 것이다.  엑스-시투 측정
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측정을  행하기  전에  웨이퍼의  언로딩(unloading),  취급(handling), 
세정(rinsing) 및 건조(drying)를 포함하는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는 측정을 말하는 것이다.  상술된 바
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일정의 BEOL 구조를 갖는 특정 레벨의 특정 타입 웨이퍼의 제
조 생산 중에 웨이퍼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여분의 언로딩, 취급, 세정 또는 건조를 행함이 없이 인-
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을 제공한다.  

레벨간 산화물층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우선 웨이
퍼를 CMP 장치(50)에 의해 소정의 시간 동안 연마시킨다.  웨이퍼(54)를 웨이퍼 캐리어(52)로부터 언로
딩하지 않고 또한 웨이퍼(54)를 세정 및/또는 건조시킴이 없이, 웨이퍼(54)를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의 측정 감지기 전극(104) 상에 위치시키며, 여기서 측정 감지기 전극(104)은 슬러리 배스 중
에 침지(immerse)시킨다.  측정 스테이션(100)의 슬러리 배스는 웨이퍼의 연마에 사용되는 슬러리와 유
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웨이퍼에 측정 전극(104)을 통해  저 진폭(＜0.5볼트)의 AC 전압을 인
가하고 결과적으로 생성된 AC 전류의 이상 성분(out-of-phase component)을 측정한다.  저 진폭의 AC 전
압의 인가를 여러번, 바람직하기로는 10회 정도 반복한다.  인가 신호의 희망 주파수는 1 내지 50 KHz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선택되며, 또한 인가 신호는 각 주파수에서 동일한 전압 진폭을 갖는다.  다음에,  
회로 모델에 대해 각종 주파수로 측정된 최종 전류값에 대해서 수학적 적합성(mathematical fit)을 행하
며(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함), 회로 모델은 연마 중의 다레벨 구조(multilevel structure)를 나타
낸다.   수학적  적합성을  얻음으로써,  공지된  적합한  최소  제곱법  수학적  적합성  알고리즘  또는 
수순(suitable known least squares mathematical fit algorithm or procedure)을 이용하여 감지된 캐패
시턴스(적합성 파라미터 중 하나)를 추출한다.  이로써 주어진 VLSI 구조와 배선 레벨에 대한 캐패시턴
스 대 광 두께의 소정의 교정 커브를 이용하여 바로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감지된 캐패시턴스로부터 최
종적인 유전층 두께가 얻어진다.  캐패시턴스 대  광 산화물 두께 교정 수순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
히 기술하기로 한다.

상기에서 간략히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는 연마 중의 구조, 교정 수순, 및 인-
라인 유전층 두께 및 감지기 셋-업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한다.  결합된 다중-주파수 기술 및 최소 제곱
법 루틴은 유리하게도 단일의 인-시투 측정에 관련된 잡음으로 인한 에러량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는 또한 +/- 500Å 정도의 정밀도를 제공한다.  게다가, 전기적 측정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해 보면,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에 따른 용량성 감지기 동작에 대한 기본 원리에는 (단일층
의 캐패시턴스 측정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함으로써 연마 중의 산화물의 두께를 결정
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2 원리는 주어진 BEOL 레벨에 대해, 교정 커브를 설정하기 위해 산화물 두께와 
시스템의 캐패시턴스(시스템 캐패시턴스) 간의 관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해 보면,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캐패시턴스 결정 수순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캐패시턴스 결정은 여러 주파수 및 일정한 인가 전압으로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전류 중 이상 성분(즉, 허수 성분)에 대한 측정으로 시작된다.  이 측정은 0.5볼트 미만, 바람직하기로
는, 400mV 정도의 인가 전압으로 1 내지 50 KHz의 범위에 속하는 주파수에서 행해진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는, 시스템을 모델링하는데 단일의 저항-캐패시터 RC 등가 회로를 사용하며, 여기서 파라미터 R은 
슬러리 및 웨이퍼 저항을 나타낸다.  파라미터 C는 산화물과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타낸다.  

다음에는, R 및 C 값을 인가된 신호 주파수의 함수로서 전류의 이상 성분에 대해 (본 기술 분야에서 공
지된 임의 적합한 최소 제곱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두 (2) 파라미터 비선형 최소 제곱 (LS) 적합성을 
이용하여 결정한다(도 8).  이상(out-of-phase) 전류는 다음의 수학식 1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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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행하기 위해, 캐패시턴스 측정을 동일한 웨이퍼에 대해 여러 유전층 두께로 반복한다(즉, C 및 
대응하는 광 두께를 연마하고, 중단시켜 결정한다).  이로써 두께와 캐패시턴스 간의 관계를 (예를 들
어, 임의의 적합한 공지된 선형 회귀(regress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하기 위한 캐패시턴스 대 
1/(광 두께)의 그래프가 도시된다.  광 두께에 대한 측정된 캐패시턴스의 관계는 다음의 수학식 2로 표
현될 수 있다.

수학식 2에서 표현된 상기 식을 이용하여, 특정 웨이퍼 구조에 대한 유전층 두께를 측정된 캐패시턴스가 
주어지면 다음의 수학식 3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Cmeasured는 수학식 1의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되는 웨이퍼로부터 얻어지며, α 및 C0는 수학식 2의 

관계에 따라 교정 수순에서 결정된 상수이다.

도 4로 돌아가 참조해 보면,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128)은 감지된 캐패시턴스 C를 제공하기 
위해 전류의 이상 성분에 대해 최소 제곱법을 인가된 신호 주파수의 함수로서 구현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128)은 적절한 입력들을 수신하고, 의도한 기능들을 
실행하고, 희망의 출력들을 공급하기 위해 컴퓨터 등의 임의의 적합한 프로그래머블 장치를 사용하여 구
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128)으로부터 나온 출력 신호는 상술된 바
와 같이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얻는 과정 중에 여러 주파수를 통해 신호 발생 수단(126)을 시퀀스시키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 수단(122) (도 4)은 유전층 두께를 감지된 캐패시턴스의 함수로서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유전층 두께의 결정은 다음의 수학식 4,

으로 주어진 관계에 따르며, 여기서 Cmeasured는 용량성 감지 수단(120)에 의해 감지되어진 측정된 캐패시

턴스이며, α 및 C0는 기준 작업편의 사용에 대해 교정 수순에 따라 결정된 상수이다.  교정 수순에 사용

되는 기준 작업편은 유전층 두께 측정 하의 작업편과 동일한 유전층 및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를 포함
하였다.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 수단(122)을 교정시키기 위해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128) 및 캐패
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 수단(122)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정 수단(129)이 제공되어 있다.  교정 수
단(129)은 (i) 기준 작업편의 사용으로 얻어진 적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를 입력시키기 위한 입력 수
단(130)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 각각은 기준 작업편을 사용하여 얻어지며 또한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두께로 연마되어졌다.  교정 데이타는 또한 기준 작업
편을 사용하여 용량성 감지 수단(120)에 의해 감지된 캐패시턴스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기준 작업
편의 유전층 두께 각각에 대한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을 독립적으로 광학 측정한 대응하는 두께를 포함한
다.  교정 수단(129)은 또한 (ii) 교정 데이타를 이용하고 적합한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얻어
진 캐패시턴스 대 1/(광 두께)의 도면으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5

로 표현된 두께와 캐패시턴스 간의 관계에 따라 상수 α 및 C0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Cmeasured는 용량성 감지 수단(120)에 의해 측정된 감지된 캐패시턴스이며, Toptical은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

을 독립적으로 광학 측정한 대응하는 두께이다.  도 9는 특정의 BEOL 웨이퍼 구조에 대한 감지된 캐패시
턴스 대 1/(광 두께)의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본 기술은 연마 하에서 서로 다른 기술 및 서로 다른 레
벨의 웨이퍼에 대한 명확한 교정 커브를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이 연마 하에서 서로 다른 기술 및 서로 
다른 레벨의 웨이퍼에 대해 독립된 교정 커브를 필요로 하므로, 교정은 임의의 한 특정 웨이퍼 구조에 
대해서 한 번만 행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 후, 제조 실행 동안과 같이 동일한 구조를 갖는 임의의 웨이
퍼들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적절한 교정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은 작업편의 표면 상의 유전층을 연마 슬러리
로 연마시키기 위한 화학-기계적 연마 장치(50)를 포함하며, 여기서 작업편은 접합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를 포함한다.  화학-기계적 연마 장치(50)와는 독립적으로, 화학-기계적 연마 장치(50)
에 의한 작업편의 유전층의 규정된 연마에 이어지는 유전막층의 인-라인 두께 측정을 측정하기 위한 인-
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가 제공되어 있다.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는 또한 두께 
측정 출력 신호를 공급한다.  화학-기계적 연마 장치(50)와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장치(100) 사이에 
작업편을 적합하게 위치 설정시키기 위한 위치 설정 수단이 제공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100)에 의해 제공된 두께 측정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화학-기계적 연마 장치(50)에 의한 작업
편의 연마 시퀀스를 제어시키기 위한 제어기가 제공되어 있다.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100)는 대응하
는 도면에 대해 상술된 바와 같다.  

요약을 하자면, 본 발명은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 스테이션(100)를 사용하여 실행된 전류 측정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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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전층 두께를 얻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측정 시스템에서 유전층 및 웨이퍼의 다층 구조
를 모델링하는 데 단순한 RC 회로를 사용한다.  본 발명은 양호한 측정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예를 들
어, 매일 0.44 nFd @ 41 nFd의 1 시그마 편차를 갖는 안정성을 얻었다.  또한 슬러리 중에 침지된 제품 
웨이퍼를 사용하는 다른 공지된 인-시투 유전층 두께 측정 기술에 비해 +/- 500Å 또는 보다 양호한 측
정 범위가 얻어졌다.  

본 발명은 포스트 연마 세정에 민감하지 않은데, 이것은 두께 측정이 연마에 사용되는 동일한 CMP 슬러
리 즉 동일한 슬러리 중에서 웨이퍼 연마 직후에 행해지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또한 측정되는 웨이퍼
의 감응성 집적 회로 성분들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로 보증하는 일정의 저 전압을 이용한다.  본 발명은 
또한 칩 두께 변화 내에서는 덜 감응하는데, 이것은 본 발명이 3 내지 5 인치의 대면적 상에서 산화물의 
두께를 실제로 평균화시켰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또한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단순한 RC 모델에 관련하
여 다중 주파수(프레이즈(phrase) 다중-주파수 기술을 초래함)를 사용함으로써 고정밀도의 측정을 제공
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은 구현함에 있어서 고장 확률을 최소화시키면서, 기계적으로 단순하며 비
교적 저가인 산화물 두께 측정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이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 단순한 RC 모델에 관련하여 다중-주파수 임피던스 측정을 
이용하는 인-라인 유전층 두께 측정을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캐패시턴스 측정 및 교정 커브를 
이용함으로써, 산화물 두께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습식 산화물 CMP 공정에서 인-라인 두께 도
량형(metrology)을 구현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유리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인-라인 방법 및 장치는 +/- 500Å 정도의 정밀도를 갖는다.  도 10을 참조해 보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정밀도를 도시하고 있다.  특히, 연마 동작 동안 여러 단계에서의 일정한 BEOL 구조 레벨을 
갖는 단일 웨이퍼에 대해 8번의 두께 비교 측정을 행하였다.  도 10에서는 좌측 상에서 표시된 축(즉, "
산화물 두께(Å)")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8개 비교 측정 각각에 대한 산화물 두께의 플로트를 포함한다.   
각 측정 번호마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에 따라 측정된 광 두께 및 두께 측정이 얻어졌으며 도시되었
다.  우축(즉, "ΔT=TF1-Sensor (Å)"로 표시)을 참조해 보면, Δ두께(ΔT)는 Tencor 모델 TF-1 광 두께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광학 측정된 산화물 두께와 도시된 바와 같이 측정 번호 각각마다 본 발명
의 방법 및 장치에 의해 측정된 산화물 두께 간의 차에 대응한다.  Tencor 모델 TF-1은 캘리포니아주 마
운틴 뷰에 소재하는 Tencor Instruments에서 판매하고 있다.

비록 본 발명을 특정 실시예에 대해서만 도시 및 기술하였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는 각종 변
형 실시예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주 및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상기에서 기술된 실시예 이
외에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에 관련하여 보다 복잡한 모델의 RC 등가 회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하게, 본원에서 기술된 
실시예의 다른 변형, 결합 및 수정 실시예도 또한 명백하게 된다.  기술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실시를 
행함에 있어서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에만 한정되는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 범위
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것이며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 내에서는 여러 변경, 수정, 결합 
실시예를 고려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에 따르면 작업편의 표면 상의 유전막층에 대해 화학-기계적 연마 머신에 의해 
연마 슬러리로 연마를 행한 후 인-라인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접합(junctions)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BEOL) 구조를 갖는 작업편(workpiece)의 
표면 상의 유전막층을 화학-기계적 연마 머신(chemical-mechanical polishing machine)에 의해 연마 슬
러리(polishing slurry)로 연마한 후에 인-라인 두께 측정(in-line thickness measurement)을 행하기 위
한 장치에 있어서,

① 측정 플래튼(measurement platen)과,

② 상기 측정 플래튼 내에 매립된 측정 전극(measurement electrode)과,

③ 상기 작업편을, 상기 유전층을 상기 측정 전극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상기 측정 전극 상에 위치 
설정시키기 위한 수단과,

④ 상기 측정 전극 상에 규정된 레벨의 도전성 연마 슬러리를 보존시키기 위한 수단 ― 상기 규정된 레
벨은 상기 작업편의 희망 슬러리 피복력(desired slurry coverage)을 보장할 정도이며, 상기 연마 슬러
리는 상기 유전층 및 상기 작업편과 정전 접촉(static electrical contact)을 유지함 ―과,

⑤ R은 슬러리 및 작업편의 저항을 나타내며 시스템 캐패시턴스 C는 유전 물질 및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
타내는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감지(sensing)하기 위한 수단과,

⑥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prescribed  system 
capacitance/optical thickness calibration)에 따라 유전층 두께로 변환시키기 위한 수단 ― 상기 규정
된 교정은 상기 작업편의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에 대응함 ―

을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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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측정 전극은 원형의 중심 전극 및 상기 중심 전극의 주변에 동심으로 위치하는 원형의 링 보호 전
극을 포함하며, 상기 중심 전극 및 상기 보호 전극은 서로 또한 상기 측정 플래튼과 전기적으로 절연되
어 있는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감지 수단은 

ⓐ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 및 일정의 인가 전압으로 상기 장치를 통해 흐르는 교류 중 이상 성분(out-
of-phase component)을 감지하기 위한 수단과, 

ⓑ  상기  일정의  인가  전압을  상기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로  공급하기  위한  가변  주파수 
교류원(variable frequency alternating current source)과, 

ⓒ 상기 여러 주파수의 AC 전류 중 상기 감지된 이상 성분을 상기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
패시턴스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

을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는 1 내지 50 KHz 범위에 속하는 주파수를 포함하며 상기 일정의 인가 전
압은 0.5 볼트보다 작은 전압을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은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 C를 공급하기 위해 인가된 신호 주파수
의 함수로서 상기 전류 중 이상 성분에 대해 최소 제곱법(least-squares fit)을 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 수단은 상기 유전층 두께를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의 함수로서 아래의 
수학식

Tsensor =

으로 표현된 관계에 따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Cmeasured는 상기 용량성 감지 수단에 의

해 감지되어진 측정된 캐패시턴스이며, α 및 C0는 기준 작업편의 사용에 대해 교정 수순(calibration 

procedure)에 따라 결정된 상수이며, 상기 기준 작업편은 유전층 두께 측정 하에서의 작업편과 동일한 
유전층 및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를 갖는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 수단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교정 수단은 

ⓐ 상기 기준 작업편의 사용으로 얻어진 적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 ― 상기 적
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 각각은 상기 기준 작업편을 사용하여 얻어지며, 또한 상기 기준 작업편의 유
전층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두께까지 연마되어졌으며, 상기 교정 데이타는 상기 기준 작업편을 사용
하여 상기 용량성 감지 수단에 의해 감지된 감지된 캐패시턴스(Cmeasured)와 상기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 두께 각각에 대해 상기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 중 독립적으로 광학 측정된 대응하
는 두께(Toptical)를 포함함 ―과, 

ⓑ 상기 교정 데이타 및 적합한 선형 회귀 알고리즘(suitable linear regress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얻어진 캐패시턴스 대 1/(광 두께)의 플로트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Cmeasured = C0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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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진 두께와 캐패시턴스 간의 관계에 따라 상수 α 및 C0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장치.

청구항 8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chemical-mechanical polishing system)에 있어서,

① 접합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BEOL) 구조를 갖는 작업편의 표면 상의 유전층을 
화학-기계적 연마하기 위한 수단과,

②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에 의한 상기 작업편
의 유전층에 대한 규정된 연마에 후속하여 상기 유전막층에 대해 인-라인 두께 측정을 행하는 수단 ― 
상기 두께 측정 수단은 두께 측정 출력 신호를 공급함 ―과, 

③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과 상기 인-라인 두께 측정 수단 사이에 상기 작업편을 위치 설정시키기 
위한 수단과,

④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 수단에 의한 상기 작업편의 연마 시퀀스(polishing sequence)를 상기 두께 측
정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인-라인 두께 측정 수단은 

ⓐ 측정 플래튼(measurement platen)과,

ⓑ 상기 측정 플래튼 내에 매립된 측정 전극 ― 상기 위치 설정 수단은 또한 상기 작업편을, 상기 유전
층을 상기 측정 전극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상기 측정 전극 상에 위치시킴 ―과,

ⓒ 상기 측정 전극 상에 규정된 레벨의 도전성 연마 슬러리를 보존시키기 위한 수단 ― 상기 규정된 레
벨은 상기 작업편의 희망 슬러리 피복력(desired slurry coverage)을 보장할 정도이며, 상기 연마 슬러
리는 상기 유전층 및 상기 작업편과 정전 접촉을 유지함 ―과,

ⓓ R은 슬러리 및 작업편의 저항을 나타내며 시스템 캐패시턴스 C는 유전 물질 및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
타내는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감지하기 위한 수단과,

ⓔ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에 따라 유전 두께로 변환시키기 
위한 수단 ― 상기 규정된 교정은 상기 작업편의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에 대응함 ―

을 더 포함하는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전극은 원형의 중심 전극 및 상기 중심 전극의 주변에 동심으로 위치하는 원형의 링 보호 전
극을 포함하며, 상기 중심 전극 및 상기 보호 전극은 서로 또한 상기 측정 플래튼과 전기적으로 절연되
어 있는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감지 수단은 

ⓐ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  및  일정의  인가  전압으로  상기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교류  중  이상 
성분(out-of-phase component)을 감지하기 위한 수단과, 

ⓑ  상기  일정의  인가  전압을  상기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로  공급하기  위한  가변  주파수 
교류원(variable frequency alternating current source)과, 

ⓒ 상기 여러 주파수의 AC 전류 중 상기 감지된 이상 성분을 상기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
패시턴스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

을 포함하는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는 1 내지 50 KHz 범위에 속하는 주파수를 포함하며 상기 인가 전압은 0.5 
볼트보다 작은 전압을 포함하는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기 수단은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 C를 공급하기 위해 인가된 신호 주파수
의 함수로서 상기 전류 중 이상 성분에 대해 최소 제곱법(least-squares fit)을 행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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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 수단은 상기 유전층 두께를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의 함수로서 아래의 
수학식

Tsensor =

으로 표현된 관계에 따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Cmeasured는 상기 용량성 감지 수단에 의

해 감지되어진 측정된 캐패시턴스이며, α 및 C0는 기준 작업편의 사용에 대해 교정 수순에 따라 결정된 

상수이며, 상기 기준 작업편은 유전층 두께 측정 하에서의 작업편과 동일한 유전층 및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를 갖는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기 수단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교정 수단은 

ⓐ 상기 기준 작업편의 사용으로 얻어진 적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 ― 상기 적
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 각각은 상기 기준 작업편을 사용하여 얻어지며, 또한 상기 기준 작업편의 유
전층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두께까지 연마되어졌으며, 상기 교정 데이타는 상기 기준 작업편을 사용
하여 상기 용량성 감지 수단에 의해 감지된 캐패시턴스(Cmeasured)와 상기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기준 작

업편의  유전층  두께  각각에  대해  상기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  중  독립적으로  광학  측정된  대응하는 
두께(Toptical)를 포함함 ―과, 

ⓑ 상기 교정 데이타 및 적합한 선형 회귀 알고리즘(suitable linear regress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얻어진 캐패시턴스 대 1/(광 두께)의 플로트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Cmeasured = C0 + α(

으로 주어진 두께와 캐패시턴스 간의 관계에 따라 상수 α 및 C0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화학-기계적 연마 시스템.

청구항 15 

접합(junctions)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BEOL) 구조를 갖는 작업편(workpiece)의 
표면 상의 유전막층을 화학-기계적 연마 머신(chemical-mechanical polishing machine)에 의해 연마 슬
러리(polishing slurry)로 연마한 후에 인-라인 두께 측정(in-line thickness measurement)을 행하기 위
한 방법에 있어서,

① 측정 플래튼(measurement platen)을 제공하는 단계와,

② 상기 측정 플래튼 내에 측정 전극을 매립되게 제공하는 단계와,

③ 상기 작업편을, 상기 유전층을 상기 측정 전극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상기 측정 전극 상에 위치 
설정시키는 단계와,

④ 상기 측정 전극 상에서 규정된 레벨의 상기 연마 슬러리를 보존시키기 위한 단계 ― 상기 규정된 레
벨은 상기 작업편의 희망 슬러리 피복력(desired slurry coverage)을 보장할 정도이며, 상기 연마 슬러
리는 상기 유전층 및 상기 작업편과 정전 접촉을 유지함 ―와,

⑤ R은 슬러리 및 작업편의 저항을 나타내며 시스템 캐패시턴스 C는 유전 물질 및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
타내는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감지하는 단계와,

⑥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에 따라 유전 두께로 변환시키는 
단계 ― 상기 규정된 교정은 상기 작업편의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에 대응함 ―

를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전극은 원형의 중심 전극 및 상기 중심 전극의 주변에 동심으로 위치하는 원형의 링 보호 전
극을 포함하며, 상기 중심 전극 및 상기 보호 전극은 서로 또한 상기 측정 플래튼과 전기적으로 절연되
어 있는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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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를 감지하는 단계는 

ⓐ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  및  일정의  인가  전압으로  상기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교류  중  이상 
성분(out-of-phase component)을 감지하는 단계와, 

ⓑ  상기  일정의  인가  전압을  상기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로  공급하기  위한  가변  주파수 
교류원(variable frequency alternating current source)을 사용하는 단계와, 

ⓒ 상기 여러 주파수의 AC 전류 중 상기 감지된 이상 성분을 상기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
패시턴스로 변환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선택된 여러 주파수는 1 내지 50 KHz 범위에 속하는 주파수를 포함하며 상기 일정의 인가 전
압은 0.5 볼트보다 작은 전압을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대 캐패시턴스 변환 단계는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 C를 공급하기 위해 인가된 신호 주파수의 
함수로서 상기 전류 중 이상 성분에 대해 최소 제곱법(least-squares fit)을 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 단계는 상기 유전층 두께를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의 함수로서 아래의 
수학식

Tsensor =

으로 표현된 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Cmeasured는 상기 용량성 감지 단계에 의해 

감지되어진 측정된 캐패시턴스이며, α 및 C0는 기준 작업편의 사용에 대해 교정 수순에 따라 결정된 상

수이며, 상기 기준 작업편은 유전층 두께 측정 하에서의 작업편과 동일한 유전층 및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를 갖는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턴스 대 두께 변환 단계를 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교정 단계는 

ⓐ 상기 기준 작업편의 사용으로 얻어진 적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를 입력하는 단계 ― 상기 적어도 
3 셋트의 교정 데이타 각각은 상기 기준 작업편을 사용하여 얻어지며, 또한 상기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
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두께까지 연마되어졌으며, 상기 교정 데이타는 상기 기준 작업편을 사용하여 
상기 용량성 감지 단계에 의해 감지된 캐패시턴스(Cmeasured)와 상기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기준 작업편

의  유전층  두께  각각에  대해  상기  기준  작업편의  유전층  중  독립적으로  광학  측정된  대응하는 
두께(Toptical)를 포함함 ―와, 

ⓑ 상기 교정 데이타 및 적합한 선형 회귀 알고리즘(suitable linear regress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얻어진 캐패시턴스 대 1/(광 두께)의 플로트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Cmeasured = C0 + α(

으로 주어진 두께와 캐패시턴스 간의 관계에 따라 상수 α 및 C0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라인 두께 측정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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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계적 연마 방법에 있어서,

① 접합(junctions)을 포함하여 주어진 레벨의 백-엔드-오브-라인(BEOL) 구조를 갖는 작업편(workpiece)
의 표면 상의 유전층을 연마 슬러리로 화학-기계적 연마하는 단계와,

②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 단계에 의한 상기 작업편의 유전층에 대한 규정된 연마에 후속하여 상기 유전
막층의 인-라인 두께를 측정하는 단계 ― 상기 인-라인 두께 측정 단계는 출력 신호를 공급함 ―와,

③ 상기 작업편을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 단계 동안 연마하기에 적절하고 상기 인-라인 두께 측정 단계 
동안 두께 측정을 행하기에 적절하게 위치 설정시키는 단계와,

④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 단계에 의한 상기 작업편의 연마 시퀀스를 상기 두께 측정 출력 신호에 응답
하여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인-라인 두께 측정 단계는  

ⓐ 측정 플래튼(measurement platen)을 제공하는 단계와,

ⓑ 상기 측정 플래튼 내에 측정 전극을 매립되게 제공하는 단계와,

ⓒ 상기 작업편을, 상기 유전층을 상기 측정 전극의 방향으로 대향시키면서 상기 측정 전극 상에 위치 
설정시키는 단계와,

ⓓ 상기 측정 전극 상에 규정된 레벨의 상기 연마 슬러리를 보존시키기 위한 단계 ― 상기 규정된 레벨
은 상기 작업편의 희망 슬러리 피복력(desired slurry coverage)을 보장할 정도이며, 상기 슬러리는 상
기 유전층 및 상기 작업편과 정전 접촉을 유지함 ―와,

ⓔ R은 슬러리 및 작업편의 저항을 나타내며 시스템 캐패시턴스 C는 유전 물질 및 접합 캐패시턴스를 나
타내는 RC 등가 회로 모델에 따라 시스템 캐패시턴스 C를 감지하는 단계와,

ⓕ 상기 감지된 캐패시턴스를 규정된 시스템 캐패시턴스/광 두께 교정에 따라 유전층 두께로 변환시키는 
단계 ― 상기 규정된 교정은 상기 작업편의 주어진 레벨의 BEOL 구조에 대응함 ―

를 포함하는 화학-기계적 연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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