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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학 기계적 연마시 종결점을 검출하기 위한 인-시츄 방법및 장치

요약

화학 기계적 연마중에 반도체 웨이퍼 또는 기판상의 국소 지역에서 재료를 제거하는데 인-시츄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
과 장치가 제공된다. 특히,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는 웨이퍼 표면상의 특정 국소 영역 또는 지역내 상이한 재료간의 반
사율(134)의 차이를 탐지를 제공한다. 반사율의 차이(150)는 각각의 특정 국소 지역내에서 재료 제거의 비율 또는 공
정(152)을 지시하도록 사용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화학 기계적 연마 중에 종결점(end point)을 검출하기 위한 인-시츄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화
학 기계적으로 연마되는 반도체 웨이퍼나 기판 표면의 국부영역을 감시하여 웨이퍼 표면의 국부 영역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관련 출원

본 발명은 동일자로 출원되어 본 발명에 전체적으로 참조된 미국 특허출원 번호 ------(대리인 사건 번호 A-691
75/MSS)와 공공 계류중인 출원이다. 본 발명은 또한 2000년 12월 29일자로 출원되어 본 발명에 전체적으로 참조된 
미국 가출원 번호 60/258,931호를 우선권으로 주장한다.

관련 문헌

다음 문헌 번호들은 화학 기계적 연마법 및 종래의 다양한 종결점 검출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다.

방사선 과학 제 16권(1981년), 1327 내지 1335페이지에 바하, 이.에 의해 게재된 " 복합적인 임의 표면에 대한 스캐
터링 크로스 섹션(Scattering Cross Section for Composite Random Surfaces): 완전 파장 분석" .

에스피아이이 과정(Proc. of SPIE), 제 3507권, 210 내지 207페이지에 바킨 디. 브이., 글렌 디. 이., 및 선 엠. 에이
치에 의해 게재된 " 섈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웨이퍼(shallow tranch isolation wafer) 상의 인-시츄 CMP 종결점 
검출을 위한 배향 광섬유 시스템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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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물리학(1998), 제 73권, 169 내지 171 페이지에 배네트 엠. 제이., 펑크스 엠., 로거스 제이. 에이., 레이놀드 제
이. 에이취., 네크트 제이. 엠., 로쓰차이드 엠., 로간 알., 마즈네브 에이. 에이., 및 넬슨 케이. 에이.에 의해 게재된 " 
레이저를 기초로한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 고정밀 박막 두께 결정법" .

에스피아이이 과정(1999), 제 3882권, 118 내지 125 페이지에 백키지 피. 제이., 루크너 알., 조 더블유., 에드워드 
케이., 제스터 엠., 및 샤우 에스.에 의해 게재된 " 캐리어 속도 제어기의 출력 또는 패드 온도의 감시에 의한 개선된 금
속 CMP 종결점 제어법" .

저어널 전자 재료(J. Electronic Materials), 제 27권, 1073 내지 1081 페이지에 비비 티., 및 홀랜드 케이.에 의해 
게재된 " CMP에서의 종결점 검출법" .

저어널 진공 과학 기술, 제 17권, 2378 내지 2384 페이지에 비비 티., 아담스 제이. 에이., 및 홀랜드 케이.에 의해 게
재된 " 화학 기계적 평탄화를 위한 광학적 종결점 검출법" .

아이이이/에스이엠아이 어드밴스 세미콘덕터 엠에프지 컨퍼런스 및 워크숍(1998), 377 내지 384 페이지에 챤 디. 에
이., 스웨덱 비., 위스베서 에이. 및 비랭 엠.에 의해 게재된 " 화학 기계적 평탄화에서 레이저 간섭계를 기초로한 종결
점 검출법" .

방사선 과학(1975), 제 16권, 1315 내지 1326 페이지에 데산토 제이. 에이.에 의해 게재된 임의의 주기적인 표면에의 
완전 반사로 인한 산란법" .

저어널 어코스틱 사이언스 어메리칸(J. Acoustical Soc. Am.), 제 57권, 1195 내지 1197 페이지에 데산토 제이. 에
이.에 의해 게재된 " 사인 곡선으로부터의 산란법: 필드 진폭용 선형 방정식의 결정법" .

미국, 뉴욕의 채프만 앤드 홀(1997)에서 드레인 디.가 발표한 " 공업적 공정 제어용 통계학적 방법" .

피지컬 리뷰(1933), 제 44권, 12 내지 14 페이지에 엑카르트 씨.가 게재한 " 완전 회절 격자에 의한 확산 공식의 일반
적인 결정법" .

프로세스 아이이이이(Proc. IEEE) 1998 인터내셔널 인터콘넥트 테크놀로지 컨퍼런스(1998)에서 프랭 에스. 제이., 
바아다 에이., 제네코 티., 리틀 더블유., 아웃리 디., 헴펠 지., 조시 에스., 모리간 비., 신 지이. 비. 및 버랭 엠.에 의해 
게재된 " 간섭계를 기초로한 종결점 센서를 이용한 유전 화학 기계적 연마법(CMP)의 제어" .

프로세스 1999 CMP-MIC 컨퍼런스(1999), 73 내지 76 페이지에 조페 엠. 에이., 윙 에이취., 후크스 엠., 바네트 엠. 
제이. 및 하이메스 에스.에 의해 발표된 " CMP 적용을 위한 신규한 박막 계측법" .

1993년 5월 25일자로 리치 엠. 에이., 매체스니 비. 제이. 및 노왁 유. 에스에게 특허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213,655
호.

세미콘덕터 인터내셔날(1996), 259 내지 264 페이지에 리트박 에이취. 이. 및 텡 에이취. 엠에 의해 게재된 " CMP에
서의 실시간 종결점 제어 실행법" .

솔리드 스테이트 테크놀로지(Solid State Technology)(1981), 제 115 내지 122 페이지에 말콕스 피. 제이. 및 후 피. 
디.에 의해 게재된 " 플라즈마 에칭용 종결점 검출 방법" .

미국 뉴욕 소재의 존 윌리 앤드 선즈 인코포레이티드에서 몽고메리 디. 씨.가 발행한 " 통계학적 품질 제어에 대한 서론" 
제 3판 101 내지 111 페이지.

1997년 6월 10일자로 무라카 에스., 구트만 알., 두 퀘트 디. 및 스테이거 왈드 제이.에게 특허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
637,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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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로얄 사이언스 에이.(Proc. Roy. Soc., A.)(1907), 399 내지 416 페이지에 로드 레이레그에 의해 게재된 " 
회절 격자의 동역학적 이론에 대하여" .

프로세스 1999 CMP-MIC 컨퍼런스(1999), 184 내지 191 페이지에 파크 티., 턱바와 티., 보닝 디., 청 제이, 헤임스 
에스., 무라리드하르 알., 윌크스 비., 스메칼린 케이., 베르슈커 지.에 의해 게재된 " 기계 화학적 구리 연마의 전기 특
성" .

응용 물리학, 제 71(2)권, 225 내지 227 페이지에 로거스 제이. 에이., 후크스 엠., 바네트 엠. 제이., 한젤만 제이. 비., 
로간 알. 및 넬슨 케이. 에이.에 의해 게재된 " 순간 회절 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금속 특성파악을 위한 광 시스템: 초미
세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박막의 비파괴 평가방법의 적용" .

뉴욕에 거주하는 레이나로비취 제이.가 번역한 사크 엘.의 응용 통계학: 기술 편람.

1991년 7월 31일자로 샨후 지., 슐츠 엘. 및 도안 티.에게 특허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036,015호.

1992년 1월 21일자로 슐츠 엘.에게 특허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081,796호.

솔리드 스테이트 테크놀로지(1996), 77 내지 86 페이지에 스미쓰 더블유. 엘., 크루즈 케이., 홀랜드 케이. 및 하우드 
알.에 의해 게재된 " 화학 기계적 평탄화를 위한 박막 두께 측정법" .

저어널 일렉트로케미컬 사이언스(1994), 제 141호, 2842 내지 2848 페이지에 스테이거 왈드 제이. 엠., 지르폴리 알., 
무라카 에스. 피., 프라이스 디. 및 구트만 알. 제이.에 의해 게재된 " 내부 구리 구조물의 화학 기계적 연마에서의 패턴 
형상화 효과" .

메사츄세츠 인스티튜드 오브 테크놀로지의 박사 논문집(1997)에 스틴 비. 이.에 의해 게재된 "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파라메터를 어쎄싱하고 특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학" .

에스피아이이 과정(1999), 제 3743권, 112 내지 119 페이지에 스틴 디. 제이. 및 헤테링톤 디. 엘에 의해 게재된 " 공
정 온도 및 캐리어 모터의 전류 측정으로부터 얻은 종결점 기록 및 블랭킷 제거율을 사용하여 텅스텐 CMP 패드의 수명 
예측" .

물리학 연감(1965), 제 33권, 400 내지 427 페이지에 우레트스키 제이. 엘.에 의해 게재된 " 주기적 표면으로부터 평
면파의 산란" .

초미세 전자 공학(2000), 제 50권, 411 내지 416 페이지에 자이들러 디., 프로트너 엠. 및 드레셰 케이.에 의해 게재
된 " 구리 CMP용 종결점 검출방법" .

응용 광학(1966), 제 5권, 1954 내지 1957 페이지에 지핀 알. 비.에 의해 게재된 " V형 홈을 갖는 표면의 양방향 스
펙트럼 반사에 대한 예비 조사" .

    배경기술

    
반도체의 제조는 반도체 소자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복잡도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밀도 회로들은 통상적으
로 보다 근접 배열된 금속 상호연결 라인(interconnecting line)들과 상기 상호연결 라인들의 상부 및 그 사이에 형성
되는 산화물과 같은 절연 재료 다중 층들을 필요로 한다. 반도체 웨이퍼 또는 기판의 표면 평탄도는 층들이 증착됨에 따
라 하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층의 표면은 그 다음 층과 일치하는 형상을 가지나, 층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층 표
면의 평탄도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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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학 기계적 연마(CMP) 공정이 사용되었다. CMP 공정은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재료
를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평탄한 표면을 제공한다. 더욱 최근에, CMP 공정은 상호연결 라인의 조립에도 사용되었다. 예
를 들어, 구리 도입선(copper lead)나 상호연결 라인을 증착할 때, 전체 금속층(13)이 도 1a 및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산화물 층(11)내에 형성된 홈(12)을 갖는 웨이퍼(10)의 표면 상에 증착된다. 상기 금속 층(13)은 스퍼터링 또는 
기상 증착 또는 종래의 어떤 적합한 기술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보통 도프 또는 비도프형 이산화 실리콘과 같은 산화
물 층이 화학 기상 증착(CVD)에 의해 형성된다. 금속 층은 웨이퍼의 전체 표면을 덮고 홈 내측으로 연장된다. 그후, 개
개의 도입선들이 산화물 표면으로부터 금속 층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CMP 공정은 표면 금속을 제거하고 홈 내부에 
도입선만을 남겨두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입선이 산화물 층 사이에 형성됨으로써 서로를 절연시킨다.
    

일반적으로, CMP 공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MP 장치가 사용된다. 다수 형태의 CMP 장치가 반도체 산업에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상부에 연마 패드를 갖춘 연마 회전반 및 표면이 평탄화 및/또는 연마될 웨이퍼를 운송하는 소직경의 웨이
퍼 회전 캐리어를 사용한다. 회전하는 웨이퍼의 표면은 회전 연마패드에 대해 유지 또는 압박된다. 슬러리는 웨이퍼의 
연마 중에 연마 패드의 표면으로 공급된다.

    
CMP 공정중에 웨이퍼의 상부면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할 때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과도 에칭으로 
인한 웨이퍼의 폐기나 에칭 부족으로 인한 웨이퍼의 재연마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CMP 공정을 언제 정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①회전반에 대한 전류를 검출함으로써 금속 상부층이 연마되어 실리
콘 산화물 층이 노출되는 경우와 같이 기능상의 변경을 검출하는 방법과, ②연마 패드로부터 열 또는 음향 신호를 감시
하는 방법이 있다. 전류 임피던스, 전도율 및 커패시턴스들도 금속 층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더욱 최근에, 본 기술분야에 있어서 광학적 측정법이 CMP 공정에 사용되었다. 예를들어, 미국 특허 제 5,838,448호에
는 간섭계를 사용하며 입사광의 입사각도 변경에 의한 반사율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박층의 두께, 또는 박층 두께의 변
화를 검출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5,835,225호에는 기판의 특정 표면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반사율 
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5,433,651호에는 연마 중에 웨이퍼를 관찰하고 인-시츄 
반사율에 있어서의 규정 변경값이 연마 공정의 규정 조건에 대응할 때 CMP 공정의 종결점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
치가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CMP 공정을 개선시켰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웨이퍼의 보다 작은 국소 영역 또는 지역에 대한 특징 
보다는 웨이퍼 표면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그로벌) 특징만을 제공할뿐이다. 이는 웨이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에 앞
서 연마되었을지라도 그로벌 시스템(grobal system)은 통상적으로 웨이퍼의 과도 에칭된 영역과 에칭 부족된 영역 사
이를 차별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특허 제 5,972,787호와 같은 다른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지시 영역(indicator area)이 웨이퍼 상에 제공된다. 이
들 지시 영역은 주어진 금속 CMP 공정의 표준 소모품 세트(패드/슬러리)를 사용하여 분배되는 방식으로 현존 기본 규
정을 벗어나도록 선택된 라인 폭과 패턴 인자를 갖는 평행한 금속 라인 블록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기술은 웨이퍼의 임
의의 영역에 연마할 것을 표시하기 위해 제공되지만, 그러한 공정들은 CMP 공정중에 실행되어야 할 검사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지시 영역은 이미 복잡해진 제조 공정에 추가의 단계를 더해야 하는 블록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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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속, 고성능, 및 저에너지 소모 방식의 초고밀도 집적(ULSI)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서 구리 다마
신 공정(copper(Cu) damascene process)이 출현되었다. 구리 다마신 공정에서, CMP 공정은 과도한 구리와 배리어 
재료(통상적으로, Ta, Ti, TaN 또는 TiN)를 제거하고 내부층 유전체(inter-layer dielectric; ILD, 통상적으로 SiO

2 또는 폴리머)의 트렌치 내측에 상호연결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구리 다마신 공정은 CMP 공정에 추가의 복잡성을 
더한다. 구리 재료의 제거율은 패턴 형상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불균일한 패턴의 레이아웃은 보통 다
이 영역 전체에 걸친 불균일한 연마를 초래하여, 보다 높은 구리 분율(fraction)을 갖는 영역의 부분적인 과도 에칭과 
연성 구리 라인의 접시형 에칭에 이르게 한다. 과도 에칭과 접시형 에칭으로 인한 구리 손실과 표면 불균일은 상호연결
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 구리 코팅의 불균일, 공정 파라메터(속도, 압력, 슬러리 
이송 등)의 공간적 변화, 및 공정의 임의 변화는 웨이퍼 내부(the within-wafer) 및 로트 내부(within-lot)의 연마 
불균일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구리 CMP의 완료 시간 또는 종결점의 변화를 초래하여 공정 수율에 영향을 미친다. 
연마 출력(균일도, 과도 에칭 및 접시형 에칭)의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정 달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 최적화 방법
에 인-시츄 감지 및 종결점 검출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리 CMP 공정을 위한 웨이퍼 레벨 종결점은 과도한 구리와 배리어 층이 특정 숫자(비율)의 웨이퍼 다이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의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연마 불균일로 인해, 웨이퍼 상의 모든 다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순간에 종결점
에 도달하지 못하며 다이중의 일부는 과도 에칭된다. 따라서, CMP의 종결점은 특정 다이를 벗어나는(또는 아연마(un
der-polishing) 또는 과연마(over-polishing)된) 수가 최소화되어 공정 수율이 최대화되는 최적 연마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다이 영역에 있는 나머지 구리의 두께는 실시간으로의 측정이 어려워 종결점을 결정하기가 어
렵게 된다. 종래 인-시츄 감지 기술의 대부분은 마찰력, 구리/배리어 재료의 이온 농도, 표면에 대한 전류 임피던스의 
변화와 같은 구리/배리어 제거 순간을 검출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높
은 노이즈 대 신호 비율의 문제와 신뢰성 결여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상당히 넓은 영역
(보통 웨이퍼 수준)에 대해 단지 평균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웨이퍼 내부 및 다이-레벨의 균일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방법은 단지 종결점 검출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1차적인 방법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
로만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 다층 필름의 두께 측정과 관련한 광 음향학적 기술(photoacoustic technique)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두 개의 
광학적 여기 펄스가 코팅의 표면에 중첩되어 간섭 패턴을 형성한다. 필름에 의한 광 흡수는 반대방향으로 전달되는 음
파를 생성한다. 음파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필름 두께가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비임 크기 보다 훨씬 
더 큰 칫수를 갖는 블랭킷 영역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패턴화된 영역에 있는 얇은 구리 필름에서의 음파의 발
생과 전달을 모델화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현재, 블랭킷 영역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블랭킷 웨이퍼 
또는 커다란 패턴에 대한 측정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모든 종결점 검출 기술 중에서, 광학적 센싱 기술이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간섭계를 이용하는 기술
은 상부 층 및 하부 층의 표면으로부터의 광의 간섭을 기초로 하여 필름 두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유전체 층과 
같은 투명 필름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나 불투명한 금속 필름의 측정용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론적으로, 반사 측정
법은 표면 형상과 표면상의 금속 영역 비율을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패턴화된 표면의 반사가 패턴 형상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의한 접시형 에칭 및 표면 평탄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반사 기
술은 유망하지만, 실용적인 종결점 검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욱 현저한 발전이 요망된다.
    

따라서, CMP 공정중에 웨이퍼 표면의 국소 영역을 연속적으로 인-시츄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 및 장치
가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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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CMP 공정중에 웨이퍼 표면의 국소 영역을 감시하기 위한 인-시츄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웨이퍼의 상이한 영역에서의 연마 과정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재료
를 제거하기 위한 종결점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웨이퍼 표면 상의 선택 지점에서 종결점 및/또는 연마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웨이퍼 상의 상이
한 재료들 사이의 반사율 차이값을 사용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웨이퍼의 다수의 표면 영역에서 반사율을 감시하고 그 상이한 영역에서의 연마 과정을 제어하
여 연마 중에 실질적으로 균일한 금속의 제거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표면 상태를 감시하고 구리 다마신 CMP용 공정상의 종결점을 검출하기 위한 인-시츄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및 그 이외의 목적은 제 1 직경의 연마 패드와 연마 회전반이 웨이퍼 캐리어에 의해 웨이퍼를 연
마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 및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연마 회전반과 패드에 윈도우(window)가 형성됨으로써 상기 
윈도우를 통해 웨이퍼 하부측 전체를 주기적으로 스캔할 수 있다.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광 검출기는 윈도우를 통해 웨
이퍼 표면으로 광을 전송하고 웨이퍼가 윈도우를 통과하여 회전할 때마다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윈도우를 통해 반사된 
광을 받아들이며, 반사광을 감시하고 반사광 정보에 반응하는 웨이퍼의 국소 영역에서 연마 공정을 제어하는 수단이 제
공된다.
    

특히,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 및 장치는 웨이퍼 표면의 영역에 대응하는 중앙의 동심 압력챔버 또는 격실을 갖는 박막을 
구비한 웨이퍼 캐리어를 포함한다. 액츄에이터는 중앙의 동심 격실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어함으로써 각각의 대응 영역
에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는 비율을 제어하도록 제공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수용되는 반사광에 반응하도록 
결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면으로서, 연마 패드, 및 웨이퍼 상의 대응 국소 영역에서 웨이퍼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내부에서 개
별적으로 변화하는 압력이 제공되는 다중 챔버를 갖춘 웨이퍼 캐리어를 포함하는 CMP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와; 웨이
퍼 상의 각각의 국소 영역에서 연마중 웨이퍼의 표면 반사율을 측정하는 단계와; 각각의 국소 영역 내부의 연마 상태를 
결정하도록 상기 반사율을 처리하는 단계; 및 각각의 대응하는 국소 영역 내부의 연마 상태에 반응하여 챔버중 어떤 하
나의 챔버 내부의 압력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이후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히 이해될 것이다.

도 1a는 표면에 코팅된 전도성 상호연결 재료로 코팅된 트렌치형 산화물을 갖는 웨이퍼의 표면을 도시하고, 도 1b는 그 
후 연마되어 인입선(lead)을 남긴 웨이퍼 표면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 캐리어와 관찰 윈도우를 갖는 연마 패드와 연마 회전반의 평면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회전반, 연마 패드 및 웨이퍼 캐리어를 도시하는 부분측단면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금속화된 웨이퍼와 관련된 웨이퍼 캐리어의 다이어프램 압력 패드를 도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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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동심 환형 영역을 갖는 웨이퍼 표면과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스캐닝 윈도우 경로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며,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학적 종결점 검출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해 광섬유 다발의 단부와 웨이퍼 표면 사이의 간격의 함수로서의 출력 전압을 도시하
며,

도 8은 다양한 재료에 대해 파장의 함수로서의 반사율을 도시하며,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해 다양한 연마 시간에서 웨이퍼 위치의 함수로서의 반사율을 도시하며,

도 10은 이상적인 신호와 비교된 시간의 함수로서의 실제적인 반사율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며,

도 11은 본 발명에 이용가능한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의 일 실시예에 대한 제어 루프의 개략적인 블록 선도이며,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해 반사율 센서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도 13은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에 따라 다양한 웨이퍼 영역에서의 압력 제어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도 14는 패턴화된 구리 표면 상에서 산란된 광의 개략적인 선도이며,

도 15a 및 도 15b는 (a) 평탄한 복합면, 및 (b) 비평탄한 복합면으로부터 산란광의 개략적인 선도이며,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센서의 운동역학(kinematics)을 도시하며,

도 17은 ωW = ωP 및 rs = rcc 조건에서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반사율 센서에 대한 모의 궤적을 도시하며,

도 18은 ωW = 1.05 ωP 및 rs = rcc 조건에서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반사율 센서에 대한 모의 궤적을 도시하며,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0.5 면적 분율(ω/λ= 0.5)을 갖는 패턴 상의 구리 평탄 영역에서 오프라인 측정 
결과를 도시하며,

도 20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 0.01 면적 분율(ω/λ= 0.01)을 갖는 패턴 상의 구리 평탄 영역에서 오프라
인 측정 결과를 도시하며,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일정한 면적 분율 0.5 및 0.01을 갖는 패턴에 대한 스텝-높이의 시간상 전개를 도시
하며,

도 22는 0.5 면적 분율을 갖는 패턴에 대해 다양한 공정 영역에서의 오프라인 측정치 결과를 도시하며,

도 23은 0.01 면적 분율을 갖는 패턴에 대해 다양한 공정 영역에서의 오프라인 측정치 결과를 도시하며,

도 24는 일정한 면적 분율 0.5와 다양한 선폭을 갖는 패턴에 대한 접시형 구리의 시간 변화를 도시하며,

도 25는 일정한 면적 분율 0.01과 다양한 선폭을 갖는 패턴에 대한 접시형 구리의 시간 변화를 도시하며,

도 26은 종결 개시시에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상이한 궤적을 따른 표면 반사율의 평균 편차 및 표준 편차의 오프라인 측
정치를 도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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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은 다양한 연마 단계에서 다이의 중심 및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오프라인 측정치(평균 편차 및 표준 편차)로서, 웨
이퍼를 가로지르는 데이타가 5개의 궤적을 따른 측정치에 기초하여 계산된 측정치의 비교를 도시하며,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인-시츄 반사율 측정치로부터의 데이타 원형을 도시하며,

도 29는 웨이퍼 레벨 표면 반사율의 이동 평균 및 표준 편차의 인-시츄 측정치의 결과를 도시하며,

도 30은 웨이퍼 레벨 표면 반사율의 표준 편차의 인-시츄 측정치의 결과를 도시하며,

도 31a 내지 도 31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인-시츄 측정치로부터의 표면 반사율 분포 대 연마 시간을 도
시하며,

도 32는 ωW = 1.05 ωP 및 rs = 1.25 r cc 조건에서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반사율 센서에 대한 모의 궤적을 도시하며,

도 33은 인-시츄 측정치에 대해 내부 웨이퍼 및 내부 다이 변화의 분해를 도시하며,

도 34는 99.5%의 신뢰구간에서 평가된 간격에서 표본 이동 평균 대 시간의 결과를 도시하며,

도 35는 표준 편차 대 평균 반사율(웨이퍼-레벨)의 비율의 인-시츄 측정치의 결과를 도시하며,

도 36은 연마 시간(웨이퍼-레벨) 대 표면 반사율의 범위의 결과를 도시하며,

도 37a 내지 도 37d는 다양한 인-시츄 센싱 및 종결점 검출 계획에 대한 실험적인 확인을 도시한 것이다.

    실시예

    
본원의 발명자는 화학 기계적 연마(CMP) 중에 반도체 웨이퍼 또는 기판 상의 국부 영역 내에서의 재료 제거의 인-시
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였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는 웨이퍼 표면의 소정 국부 영
역 내에 있는 도전성, 절연성 및 배리어 재료와 같은 상이한 재료 사이의 반사율 차이를 검출하는 단계를 제공한다. 반
사율의 차이는 상부 재료 또는 벌크 재료가 각각의 국부 영역에서 제거되었음을 알리는데 이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이러한 정보는 CMP 공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해 이용된다.
    

    
특히,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연마 회전반(21)과 웨이퍼 캐리어(도시 않음)에 의해 이송
되는 회전 웨이퍼(22)를 포함하는 CMP 장치의 일부가 도시된다. 회전반(21)은 연마 슬러리가 CMP 공정중에 코팅되
는 연마 패드(23)를 이송한다. 본 발명에 따른 CMP 장치는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표면 재료, 전도성 또는 절연성 재
료를 제거하는데 이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표면 재료는 금속이고, 상기 금속은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어 절연층 
내의 트렌치에 내장된 전도체를 남긴다. 전도성 재료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와 같은 소정의 적절한 전도체일 수 있다. 절
연 재료는 도핑되지 않은 이산화규소, 보론, 인, 또는 보론 및 인 양자로 도핑된 일산화규소, 또는 낮은 유전체 상수를 
갖는 재료와 같은 소정의 적절한 절연체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도전성 또는 절연성 재료를 제거하여 TaN 등과 같
은 배리어 재료를 노출시키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배리어 층이 제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도 1
b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것과 같은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해 표면의 금속 제거를 검출하는 방법이 설명된다. 본 발명은 
웨이퍼의 평탄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부 영역에서의 재료 제거가 완료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연마 공정의 종결점을 
결정하기 위해 전도성(일반적으로 금속) 재료와 절연성 재료 사이의 반사율 차이를 이용한다.
    

    
CMP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도성 재료와 절연성 재료 사이의 반사율 차이가 관찰된다. 반도체 장치에서 도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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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는 바람직한 전도성 재료는 알루미늄 및 구리이며, 이들은 약 1㎛의 파장을 갖는 광에 대해 약 90% 내지 
95%의 반사율을 갖는다. 구리, 알루미늄, 실리콘 및 탄탈에 대한 파장의 함수로서의 반사율이 도 8에 도시된다. 산화
규소와 같은 대부분의 절연 재료는 도 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파장에서 25% 내지 30%의 반사율을 갖는다. 
이러한 반사율 차이는 연마 공정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 CMP 공정중에, 예비 연마된 웨이퍼 표면으로부터의 반사
율은 웨이퍼 표면 상에서 금속의 전체 범위에 기인하여 약 90%임이 예상된다. CMP 공정 완료시 후-연마 반사율은 보
다 낮고, 일 실시예에서 약 25 내지 60% 범위임이 예상되는데, 이는 노출 표면이 트렌치 내에 절연 재료와 금속 전도
체의 혼합물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지 일반적인 목적에 대해 주어지며, 전도성 재료와 절연성 또는 배리어 
재료 사이의 실제적인 반사율 차이는 주로 재료의 종류와 패턴과 웨이퍼 표면 상의 패턴 밀도에 따라 변함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패턴화된 웨이퍼 상에 금속 라인의 밀도가 적을수록, 반사율 값도 작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전
도성 재료의 반사율 값과 CMP 공정이 소정의 영역에서 거의 완료되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반
사율 값 사이의 차이는 약 65%에 이르는 것이 관찰된다. 다시, 반사율의 실제적인 차이는, 예를 들어 재료의 종류, 재
료가 벌크 상태인지 패턴화된 상태인지, 패턴 밀도, 광의 파장, 및 웨이퍼의 표면 거칠기(이는 반사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와 같은 많은 인자에 따라 변할 것이다.
    

    
광 검출 시스템, 바람직하게 광섬유 반사 시스템이 본 발명에서 사용된다.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
시예는 발광 소자와 같은 광원(27)으로부터 센서 팁(28)으로 광을 전송하는 광섬유 다발(26)을 도시한다. 다발(26) 
내의 다른 광섬유는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을 캐패시터(33)와 레지스터(34)를 갖는 저역 필터와 연산 증폭기
(32)를 포함하는 증폭기 시스템(31)에 연결된 광검출기(29)에 보낸다. 연산 증폭기로부터의 아날로그 출력은 아날로
그-디지털 변환기(36)로, 그후 디지털화된 신호를 후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처리 시스템으로 보내진다. 필텍(Phi
ltec) D64 센서 시스템과 같은 광섬유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발산 및 수신 광 섬유는 평행하고 다발(26) 내에서 임의 분포되며 다른 방향이 허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웨이퍼 표면에 수직하다. 본 발명에 따라, 웨이퍼 표면 상의 특정 재료의 반사율 차이를 최대화하는 파장의 
광을 방출하기 위한 발광 소자가 선택된다. 이산화규소 중개층 내에 위치된 구리 도입선을 노출시키기 위해 구리 층이 
제거되는 일 실시예에서, 최적의 반사율 차이를 갖는 범위인 바람직하게 약 880㎚ 파장의 광을 방출하는 발광 소자가 
선택된다. 전도성 재료와 절연 재료 사이의 가장 최적의 반사율 차이를 제공하는 파장이 재료의 종류에 따라 변하지만, 
이러한 파장은 본 발명의 개시 내용에 기초해서 결정됨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센서 팁(28)과 웨이퍼(22) 사이의 간격 " g" 는 반사율 판독의 요동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센서 홀더는 간격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일 실시예에서, 센서 홀더는 너트 상에서 고정되는 나사산형 센
서 팁을 수용하는 너트를 갖는 단단한 하우징으로 구성되고 웨이퍼는 단지 비틈(twist)으로써 상하로 조절된다. 웨이
퍼 표면에 대한 조절을 허용하는 단단한 구조를 제공하는 한 다른 구성의 센서 홀더가 이용될 수도 있다.

    
간격 " g" 를 최대화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인 센서의 특성을 도시하는 도 7에 도시된 것처럼 간격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센서는 소정의 간격에서 소정의 전압을 나타내는데, 이는 실험적으로 결정되거나 센서
의 제조자로부터 알 수 있다. 곡선의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간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에서, 필텍 센서를 
이용할 때 간격 " g" 는 약 200 내지 250mm의 범위, 보다 바람직하게 약 200 내지 225mm 범위이다. 일 특정 실시예
가 도시되지만, 웨이퍼 표면의 반사율을 측정하는 다른 적절한 센서가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정의 적절한 센서는 
광을 웨이퍼 상에 투영하고 반사된 광을 모으며, 처리를 위한 출력 신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CMP 공정의 인-시츄 모니터링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는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연마 중에 웨
이퍼를 검사하기 위해 회전 연마 회전반 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윈도우(36)에 삽입된 센서 팁을 이용한다. 발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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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출기와 증폭기를 갖는 광섬유 다발은 연마 회전반의 회전을 위해 장착된다. 적절한 슬립 커플링(도시 않음)이 아
날로그 신호를 회전 인터페이스를 통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36)로 보내는데 이용된다. 하나 이상의 윈도우가 회전 
플레이트 내에 형성되며, 각각의 윈도우는 동시에 다중 위치를 검사하기 위해 내부에 삽입된 센서 팁을 갖는다. 다중 센
서를 이용할 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표본 기술이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윈도우
는 소정의 형태와 크기를 가질 수도 있고, 센서 팁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제한되고 바람직하게 연마 공정
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풋프린트(footprint)를 제공한다.
    

    
특별한 장점으로서, 윈도우(36)는 연마 중에 웨이퍼의 소정 영역을 가로지르도록 소정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웨이퍼와 윈도우의 중심 대 중심 오프셋 거리는 센서 팁이 웨이퍼의 중심을 통해 이동하는 스
캐닝 아크(scanning arc)에서 웨이퍼를 검사하도록 선택된다. 도 5에 도시된 스캔 라인(37)은 웨이퍼의 중심을 통해 
이동하는 스캐닝 아크의 일 예를 도시한다. 연마는 축 대칭이고, 웨이퍼 중심으로부터 소정의 거리에서 반사율 강도의 
측정치는 동일한 반경의 모든 영역에 대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마가 축 대칭인 경우, 연마 정도는, 센서가 웨이
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 소정의 환형 영역에서 다른 모든 반경에 대해 추측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이한 스캐닝 아크 궤도는 중심 대 중심 오프셋을 변경시키고 또는 웨이퍼 캐리어 및 회전반의 회전 속도
를 변경함으로써 선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까지의 회전 속도 오프셋(즉, 웨이퍼 캐리어와 연마 회전반 사이의 
속도 차이)으로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궤도를 " 스텝" 할 수 있다.

광 검출 시스템은 연마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연마 표면과 동일 평면이거나 약간 들어간 연마 패드 
내의 윈도우(들)(36)를 제공함으로써 수행된다. 바람직하게, 윈도우는 패드와 유사한 마모 특성을 가져 웨이퍼 표면에 
대한 소정의 손상을 방지한다.

    
중요한 장점 중 본 발명은 소정의 국부 영역에서 CMP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제공한다. 특히, 복수의 영역이 웨
이퍼의 표면 상에 형성되고 웨이퍼를 결합시키는 막 내에 형성된 영역에 대응한다. 바람직하게, 영역은 환형이지만, 소
정의 적절한 형태로 형성될 수도 있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이러한 영역의 일 예가 개략적으로 도시되고, 공동 특
허 출원 번호 ---호(대리인 사건 번호 A-69175/MSS)에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서 구분된 막은 웨이퍼의 상부 표면
과 결합하고 웨이퍼가 연마 패드를 가로지르게 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구획 또는 챔버는 동심 링 형태이고 환형 영역을 
한정하여 웨이퍼와 연마 패드 사이의 압력이 웨이퍼에 인접한 환형 영역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므로, 환형 영역 내의 압
력을 변경시킴으로써, 웨이퍼에 대한 연마 속도는 각각의 환형 영역에 대응하는 웨이퍼 상의 국부 영역에서 제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참조된 공동 특허 출원에 설명된 것처럼, 웨이퍼와 결합하고 연마 패드에 대해 웨이퍼를 가압하
는 가요성 막을 포함하는 웨이퍼 캐리어가 제공된다. 도 4는 내부에 형성되고 다중 챔버 또는 공동(46)을 한정하도록 
밀봉된 동심 구획(43)을 갖는 막(42)을 포함한다. 챔버(46)는 하나 이상의 외측 챔버(48)에 의해 둘러싸인 중심 챔버
(47)와 동심 링을 형성한다. 이들 챔버는 환형 영역으로 형성된다. 각각의 챔버는 웨이퍼(22)의 하부 표면과 분리되게 
결합되어, 인접한 환형 영역에 대응하는 웨이퍼 표면 상에 국부 영역을 형성한다. 웨이퍼(22)에 가해진 압력은 도 4에
서 화살표 P1 - P4 로 표시된 것처럼 각각의 챔버 내의 압력에 의해 분리 제어된다. 이에 의해 웨이퍼 표면 상의 동심 
영역(48)은 대응하는 챔버(46) 내의 압력을 제어함으로써 상이한 속도로 연마될 수 있다. 상기 도면에서 네 개의 영역
이 도시되지만, 소정의 적절한 둘 이상의 영역이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영역은 상이한 형태일 수도 있고, 환형 영역이 
외측 영역으로서 바람직하지만 환형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막은 네 영역을 형성하는 네 개의 
챔버를 포함하고, 네 개의 영역은 하나의 원형인 중심 영역과 세 개의 환형 동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센서는 연마 중에 웨이퍼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센서는 하나 이상의 동심 표면 영역에 대응하는 웨이퍼의 영역에서의 
연마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웨이퍼 표면 상에서의 불균일한 재료 제거는 연마 중 웨이퍼의 회전으로 인해 웨이퍼의 중
심 수직 축 주위의 동심 패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센서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소정의 거리에서 웨이퍼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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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출하고, 유사한 반사율 측정이 모든 동일한 반경에 대해 가정될 수도 있다. 이후 보다 자세히 설명되는 것처럼, 상
이한 영역에서 웨이퍼 표면의 조건에 관한 이러한 정보는 CMP 공정 중에 웨이퍼의 불균일 정도를 선택적으로 감소시
키는데 필요한 것처럼 웨이퍼 아래의 대응 챔버 내의 압력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제어 
시스템에 보내진다.
    

    
선택적으로, 센서는 특히 표면 재료가 구리일 때, 층의 평탄화 또는 제거 전에 웨이퍼 상의 표면 재료층에서 발견되는 
형태 변형으로 인한 산란 영향(scattering effect)에 민감하다. 이러한 형태 변형은 연마 중 및 제거 전에 보다 평탄히 
되어, 증가된 반사 신호를 야기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러한 정보는 연마 중에 웨이퍼의 표면 평탄도를 확
인하는데 이용되고, 그 후 보다 효과적이고 또는 효율적인 연마를 제공하기 위해 처리 파라메터를 수정하는데 이용된다. 
초기에, 낮은 압력이 보다 양호한 평탄도를 제공하고 증가된 반사 신호에 의해 표시된 평탄도에 도달할 때, 처리는 제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보다 높은 압력과 속도로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체 연마 시간이 감소될 수도 있다. 그
러므로, 본 발명은 CMP 공정 파라메터를 조절하기 위해 피드백 제어를 제공하고, 게다가 CMP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CMP 공정의 소정의 종결 시점은 인-시츄 연마 중에 검출된다. 다양한 방법이 CMP 공정
을 모니터링하고 종결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CMP 공정의 종결 시점은 센서 신호를 
소정의 한계값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도 10은 금속 코팅(구리 블랭킷 웨이퍼)의 제거 중에 얻어진 이상적인 신호
와 실제적인 신호를 비교한다. 전도성 구리층이 제거될 때 최초 하강이 있고, 배리어 층이 제거될 때 두번째 측정치 하
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는 이상적인 센서 신호와 실제적인 센서 신호 사이에 적절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
낸다. 따라서, 한계 반사율 값이 공정중에 얻어진 실제적인 신호와 비교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각각의 재료 종류 및 
패턴 형태에 대해 결정될 수 있다. 한계값이 소정의 영역에서 충족될 때, 대응 막 챔버에 대한 압력은 상기 영역에서 또
다른 연마를 방지하기 위해 감소되거나 제거된다.
    

    
또한, 한계값 외에, 마지막 웨이퍼 이동으로부터 각각의 영역 내의 전체 압력 프로파일이 다음 웨이퍼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은 " 피드 포워드(feed forward)" 또는 " 런-투-런(run-to-run)" 제어 시스템
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은 연마되는 다음 웨이퍼가 이전 웨이퍼와 동일한 영역 내에서 유사한 형태 및 재
료 제거 특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유사한 압력 프로파일이 유사한 연마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챔버에 적
용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된 시험 결과를 도시한다. 블랭킷 구리층을 갖는 웨이퍼가 연마되었다. 
연마는 블랭킷 구리층이 제거되어 TaN 배리어층이 나타날 때까지 수행되었다. 도 9는 웨이퍼 상에서 시간(t)의 경과
에 대한 다중 연마에서 웨이퍼 위치의 함수로서의 반사율을 도시한다. 많은 관찰이 수행될 수 있다. 우선, 재료의 제거
는 웨이퍼 중심의 대칭축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웨이퍼의 중심은 연마되는 마지막 국부 영역이고, 웨
이퍼의 엣지는 웨이퍼의 다른 영역 보다 신속히 연마된다. 이러한 정보는 전술된 압력 프로파일을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피드 포워드 또는 런-투-런 제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압력은 소정의 재료 제거를 달성하기 위해 웨이퍼 
상의 국부 위치(영역)에 대응하는 각각의 챔버 내에서 변한다. 예를 들어, 웨이퍼의 엣지에 대응하는 최외부 챔버 내의 
압력은 이러한 영역 내에서 보다 신속한 재료 제거를 설명하기 위해 연마 공정의 소정 시간에서 감소될 것이다. 압력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이러한 영역은 보다 느린 속도로 계속 연마될 것이다. 선택적으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는 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반대로, 웨이퍼의 중심 위치(영역)에 대응하는 중앙 챔버는 증가된 압력을 
수용할 수도 있고, 중심은 상기 특정 실시예에서 연마되는 마지막 영역이기 때문에, 압력은 이전 공정, 또는 두 기술의 
조합을 통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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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에 이용되는 일 실시예인 제어 시스템의 블록 선도이다. 상기 공정 시스템은 주로 공정 제어기(50), 압
력 분포 제어기(52), 센서(25), 및 웨이퍼 데이타베이스(54)로 구성된다. 공정 제어기(50)는 공정 파라메터 또는 공
정 레서피(recipe)를 형성하는 데이타를 수용하여, CMP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CMP 기계(56)에 명령을 전달한다. 게
다가, 전술한 것처럼 웨이퍼 캐리어에서 막 챔버 내의 압력을 제어하는 압력 분포 제어기(52)는 공정 제어기(50) 및 
CMP 기계(56)에 결합된다.
    

    
압력 분포 제어기(52)는 두 루트를 통해 데이타를 수용한다. 우선, 압력 분포 제어기(52)는 웨이퍼 상의 각각의 영역 
내의 반사율 측정치의 데이타 표본을 센서(25)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도 있다. 압력 분포 제어기(52)는 반사율 측정치
를 수신하고, 각각의 영역 내에서 요구되는(만일 요구된다면) 적절한 압력 조절을 결정하고, 그 후 대상 영역 내의 압력
을 적절히 선택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신호를 CMP 기계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센서
로부터의 반사율 데이타는 웨이퍼 데이타베이스(54)에 전송되어 저장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소정의 압력 프로파일 값 및/또는 한계값은 웨이퍼 데이타베이스(54)에 저
장된다. 이들 값은 그 후 공정 제어기(50) 또는 압력 분포 제어기(52)에 전송된다. 압력 분포 제어기는 이들 값을 센서
(25)로부터의 실제적인 실시간 반사율 값과 비교하고 각각의 영역 내의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신호를 CMP 기
계(56)에 보낸다. 웨이퍼의 예비 연마 두께(58) 및/또는 웨이퍼의 후연마 두께(60)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타는 적절한 
압력 조절의 결정을 돕기 위해 웨이퍼 데이타 베이스에 보내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검출 기초 모델이 CMP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제어 
기초 모델은 CMP 공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정이 되도록 CMP 공정 파라메터의 실시간 조절을 제공한다. 전
술한 검출 시스템은 웨이퍼의 국부 영역을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연마하기 위해 영역 내의 압력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데 주로 집중된다. 이는 소정 영역에서의 과도 연마 및 다른 영역에서의 아연마 발생을 최소화한다.

    
검출 및 제어 시스템 기초 모델은 센서로부터 수신된 반사율 신호의 분포량을 평가한다. 전술한 것처럼, 본 발명자는 분
포 정도가 웨이퍼 상의 표면 층의 형태를 표시하는 것임을 알았다. 신호 분포의 정도는 분포 형태 뿐만 아니라 표준 편
차 및 평균 변화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통계학적 기술에 기초해서 평가될 수도 있다. 높은 정도의 분포가 나타날 때 CM
P 공정은 보다 양호한 평탄화를 제공하기 위해 조절될 수 있다. 평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표면층의 형태 변화는 평탄해
지고, 신호의 분포가 감소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CMP 공정은 다시 웨이퍼 표면으로부터의 재료 제거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 조절은 예를 들어 상대 속도 및 적용된 압력 처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고, 이러한 조절은 각각의 영역 내에서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사 신호의 분산 정도는 
재료 제거 속도, 및 웨이퍼 상의 소정의 국부 영역에서 웨이퍼의 연마 상태의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CMP 공정 파라메터를 조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서,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 즉, 챔버내
의 압력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웨이퍼상의 상응하는 국소적 영역에서 웨이퍼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다중 
챔버를 갖는 웨이퍼 캐리어와 연마 패드를 포함하는 CMP 기계를 제공하는 단계와, 웨이퍼상의 각각의 국소 영역에서 
연마중에 웨이퍼 표면의 반사율을 측정하는 단계와, 각 국소 영역내에서 연마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반사 데이터를 처리
하는 단계와, 그리고 각각의 해당 국소 영역내에서 연마의 상태에 반응하여 어느 하나의 챔버내 압력을 개별적으로 조
절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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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방법의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도 12의 흐름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행된다. CMP 기계가 제
공되며 웨이퍼 연마가 단계(100)에서 행해진다. CMP 기계는 전술한 바와 같은 웨이퍼상에서 정의된 영역에서 챔버를 
갖는 가요성 박막과 같이, 국소 영역에서 웨이퍼에 대항하는 압력을 가변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
러한 특정 구성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웨이퍼의 국소 영역에서 압력의 개별적 제어를 위해 제공되는 다른 수단이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압력의 국소 제어를 위하여, 그리고 그로 인한 웨이퍼상의 국소적 재료의 제거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110)에서 
통상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센서 위치가 모니터링된다. 단계(112)에서 반사 신호가 측정되며 기록된다. 단계(114)에서 
신호 측정치가 지역으로 분리된다. 각 지역에 대한 반사 신호가 단계(116a~116d)에서 처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호의 처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사 신호는 임계값 또는 압력 프로파일과 비교될 수 있다. 
상기 단계(116a~116d)에서의 신호 처리의 출력을 기초로 하여, 압력이 어느 하나의 국소 지역에서 조절될 필요가 있
는지의 여부에 관한 단계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각 지역에 대하여 단계(116a~116d; 예시적 실시예에서는 4개 지역)
에서 조사되고, 그리고 상기 조사가 명확할 때 단계(118a~118d)에서 압력이 감소된다.
    

    
도 13은 상기 방법의 특정한 처리 단계를 상세히 도시한다. 본 방법은 단계(130)에서 시작하면서 단계(132)에서 웨이
퍼를 연마시킨다. 연마동안, 단계(134)에서 웨이퍼상의 다양한 지역의 반사율이 측정된다. 반사 데이터 측정은 데이터
가 단계(136)에 모아졌을 때 센서의 위치에 따라 지역으로 분리되거나 그룹화된다. 이후 그룹화된 데이터는 개별적으
로 처리된다. 일실시예에서, 그룹화된 데이터는 단계(138)에서 각 지역의 평균 반사율을 계산하도록 처리되고, 단계(
142)에서 필터링 평균이 얻어진다. 또한, 단계(144, 146)에서 각 지역에서의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계산되며, 그리고 
필터링 평균이 얻어지도록 동일한 반사 데이터가 처리된다. 단계(148)에서 표준 편차가 저장된다. 두개의 처리 단계(
142, 146)로부터 이동 평균값이 이전의, 예상된 값 또는 임계값에 대해 단계(150)에서 비교된다. 만일 값이 어떤 지
역과도 상이하지 않다면, 연마 공정은 조절없이 계속된다. 만일 값이 어떤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서 상이하다면, 그 지
역에서의 압력은 단계(152)에서 개별적으로 조절된다. 모든 지역에서 종결점(이전의, 예상된 값 또는 임계값과 비교함
으로써)을 나타내는 반사 데이터가 나타날 때 연마 공정이 중단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서, 웨이퍼상의 표면 조건이 결정되고, 그리고 특히 예시적 실시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블랭킷 
및 패턴된 구리 웨이퍼상의 표면 조건이 평가된다.

도 14와 도 15a 및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주기적 파장 표면에 의한 광의 산란은 많은 연구원(Rayleigh, 1907; Eck
art, 1933; Beckmann and Spizzichino, 1963; Uretsky, 1965; Desanto, 1975 및 1981)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중요한 식과 그 해답은 산란에 의한 표면 반사의 기하학적 패턴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이후 검토되어진다. 주기적 표
면(S)에 의해 산란되어지는 평면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방정식 1에 도시된 바와 같고, 여기에서 z = h(x)이다. E 1

과 E2 가 입사장과 산란장을 나타내도록 한다. 단위 진폭으로 가정된 입사광의 (전기)장(E 1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에서, k1 은 입사광 파장(k1 = 2π/λ)의 파동수이고, θ1 은 입사각이고, ω는 각주파수(ω= 2πf)이고, 그리고 t
는 시간이다. 만일 고정된 시간에서 산란장만이 관련된다면, exp(-iωt)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삭제될 수 있다. 전술한 
표면의 임의의 점(P)에서 관찰된 산란장(E2 )이 홀름홀쯔 적분(Beckmann, 1963)에 의해서 주어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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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3)이고,

여기에서, r은 주어진 관찰 지점(P)과 표면상의 임의의 지점(x, h(x))간의 거리이고, k 2 는 산란파(k2 = k1 = 2π/λ)
의 파동수이다. 지점(P)은 프라운호퍼(Fraunhofer) 영역 즉, r --->로 가 정하여, 구형 산란파보다는 평면 산란파에 
집중되도록 한다. 방정식 2에서 산란장(Es)을  풀기 위하여, 전체의 장(E)과 경계 표면에서의 그 평균 편차(∂E / ∂n)
는 특정화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는 다음과 같이 접근된다(" Kirchhoff의 방법" ).

                     (4)

그리고,

                                           (5)

여기에서, γ은 평면의 반사 효율이고, 그리고 n은 관계 지점에서의 표면에 평균인 단위 벡터이다. 반사 효율(γ)은 국
소 입사각 및 표면 재료의 전기적 특성과 입사 파장의 극성에 의존한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표면은 수평 편광(입사 평
면에 수직인 전기 벡터)에 대하여 다음의 분석과 같은 완전한 전도체, 즉 γ=-1로 가정한다.

방정식 2는 다음의 사인파형 표면 패턴과 같이 특정 주기 표면 프로파일에 걸쳐 적분될 수 있다.

                            ,(6)

여기에서 Δh는 중간 단계 높이이며 Λ는 외형의 피치이다. 산란장은 x방향을 따라 동일한 주기(Λ)를 따르며, 이는 전
체 표면에 걸치는 대신 하나의 주기내에 적분의 계산에 의해 방정식 2를 간략하게 적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구나, 문
제의 주기성은 산란장이 상이한 모드에서 평면파를 나타내는 푸리에 급수의 중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각 모드의 반사(산란)각(θ2m )은 다음과 같은 관계(그레이팅 방정식)를 따른다.

                                         (7)

제로 모드는 거울 반사의 조건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θ2 = θ1 이고, 산란 평면파의 방향은 m이 커지면서 거울 각도로
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다. 멀어진 장으로 각 모드(θ2m )의 주요 방향에서 산란장에 대한 해답은 방정식 3 내지 7을 방
정식 2에 적용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표면(-L≤x≤L)에 걸친 적분이 수행된다. 반사 효율(γ)은 코팅의 광학적 특성
과 계산된 적분의 국소 입사각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된다. 결과는 거울 평면 표면(E 20 )상의 반사된 장에 의해 정규화
되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Beckmann, 1963).

                                                              (8)

여기에서, J는 Bessel 함수이고, s = 2πΔh/λ(cosθ 1 + cosθ2 )이고, 그리고 n1 은 L/Λ비의 잔여 부분이다. 방정식 
8은 각 모드의 초기 산란각에서 산란 효율을 제공한다. 각(θ 2 )에서 모든 방향에 대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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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기에서, p = (L/λ)(sinθ 1 -sinθ2 )이고, s=2πΔh/λ(cosθ 1 +cosθ2 )이며 n은 L/Λ비의 적분 부분이다. 멀어
진 장(프라운 호퍼 영역, 즉 r--->)에서 , 방정식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산란 평면파의 하나의 모드만이 주어진 지점
(P)에서 (θ2의 방 향)목격될 수 있다. 근접 장, 또는 프레넬 영역에서 방정식 1에 나타난 바에 따라, E20에  의 해 표준
화된 지점(P)에서의 전체 산란장은 이웃 주기 표면으로부터 이바지된 전체 산란 모드에 중첩됨으로써 주어진다. 방정
식 8, 9에 의해 주어진 진폭 및 각 모드의 방향과, 그리고 각 모드간의 위상차는 전체 산란장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전체 산란장의 계산은 복잡하며 측정 표면 근처에 위치된 센서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확산 산란이 Δh/λ비가 일정한 피치(Λ)에 따라 증가될 때 발생한다(Brekhovskikh, 1952). 광은 거울 반사의 방향
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산란되는데, 즉 광은 고도의 산란 모드(큰 m)의 방향으로 반사되고, 센서에 수신되지 않
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반사장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표면 반사는 입사광의 파장 길이보다 크거나 비교가능한 Δ
h로서 Δh의 특징의 단계적 높이에 따라 감소한다. 이와는 반대로, 표면이 평탄화될 때, 즉 Δh가 ≒0일때, 표면 반사가 
거울 표면의 반사로 차단된다. 더욱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전체 산란 효율(φ)은 항상 동일하거나 단일성보다 
작게 되어야 한다.

산란장에 대한 가능한 모드(m)의 수는 αn= sinθn이 단일성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에 제한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만일 2π/kL(또는 λ/L)이 단일성에 근접한다면, 즉 파장이 패턴의 파동에 근접한다면, 여기에는 하나의 모드만
이 존재하며 표면은 그 거칠기에 관계없이 거울 반사를 할 것이다. 현재의 설계에서 사용된 미크론 이하의 구리 패턴에 
대하여, 비교가능하거나 또는 큰 파장을 가진 광원에 의한 공정 종결 시점에서 측정된 반사는 구리 영역의 분율만을 지
시한다. 과도 연마와 접시형 연마에 의한 미세 표면 형태는 반사율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방정식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사 효율의 제곱에 비례한, 종결 시점에서 복합 표면의 반사율(R)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0)

여기에서, Af는 구리 상호연결의 영역 분율이고, RCu 과 ROxide 는 거울 반사에서 각각 구리와 TEOS의 반사율이다.

회전 웨이퍼 표면상의 센서 궤적은 웨이퍼에 대한 센서의 상대 속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센서의 초기 위치는 방정
식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회전 웨이퍼의 센서의 상대 속도는 두 단계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데, 웨이퍼의 중심에 고정
된 고정 좌표(X, Y)에 대한 센서의 상대 속도를 찾는 단계와, 그 후에 웨이퍼 회전에 관련한 좌표 변환을 수행하는 단
계이다. 센서에 대한 속도 요소(vX,s , vY,s )와 좌표(X, Y)에 대한 웨이퍼의 속도 요소(v X,w , vY,w )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1a)

                              (11b)

그리고,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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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b)

여기에서, rs 는 회전반의 중앙으로부터 센서의 오프셋이고, rcc 는 웨이퍼와 회전반의 중앙의 오프셋이며, ωw 와 ωp는 
웨이퍼와 회전반의 각속도이고, 그리고 θ는 X 좌표에 관한 센서의 각도이다. 웨이퍼 회전에 추가하여, 실제로 웨이퍼
는 전체 패드 표면에 이용하도록 속도(     )를 갖는, 둥근 접시 중심에 상대적으로 이송될 수 있는 소위 스위핑(swee
ping)이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스위핑은 X 좌표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하여, X, Y 좌표에서 웨이퍼에 대한 
센서의 상대 속도의 요소(vX,R , vY,R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3a)

그리고,

                                                                    (13b)

이러한 속도 요소는 웨이퍼에 따라 웨이퍼의 중심에서 원래 위치와 동일한 각속도(ωw )에서 회전으로서 회전 좌표 시
스템(x, y)에 관해 표현될 수도 있다. 회전 좌표(v x,R , vy,R )상의 속도 요소는 좌표 변환 법칙에 의해 주어진다.

                                    (14)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5a)

                                                                   (15b)

그리하여, 회전하는 x, y 좌표에 관한 웨이퍼상의 센서의 변위는 방정식 15a와 15b에서 속도를 적분함으로써 주어질 
수 있다.

                                                                             (16a)

                                                                            (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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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간에서 웨이퍼 표면상의 센서의 위치에 대한 방정식 16a와 16b를 풀기 위하여, 초기 조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고정된 X 좌표에 관하여 초기 각도(θ0 )를 가지면서 센서가 초기에 웨이퍼의 엣지에 위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편리하다.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연마시 스위핑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즉        이다. 실제로, 웨이
퍼에 걸친 센서 궤도상의 스위핑 운동의 효과는 스위핑 속도가 패드에 상대적인 웨이퍼의 선형 속도보다 대단히 작은 
경우에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으로서, 웨이퍼상의 센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7a)

                                             (17b)

조건 x2 +y2 < rw (여기에서 rw 는 웨이퍼의 반경)이 만족됨에 따라, 센서는 웨이퍼/패드 접촉 경계면 내측에 위치된다. 
웨이퍼가 연마시 회전반에 대면하기 때문에, 방정식 16과 17에 주어진 센서 궤도는 웨이퍼 후측으로부터 관찰된다. 전
면상의 궤도는 방정식 16과 17의 y축에 관한 식으로부터 대칭으로 얻어진다.

웨이퍼와 회전반의 각속도가 동일할 때, 즉 ωw =ωp일 때, 방정식 17a와 17b는 보다 간단해질 수 있으며 센서의 궤적
은 rcc 와 같은 반경을 갖는 원호이며 회전 x, y 좌표에 상대적인 (r s cosθ, r s sinθ)에서 중심이 된다.

                                     (18)

웨이퍼와 회전반의 각속도가 동일할 때, 센서는 웨이퍼의 주변상의 같은 지점에서 웨이퍼/패드 경계면으로 유입되며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항상 웨이퍼 표면상에서 같은 궤적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웨이퍼의 각속도는 회전반로부터 다
소 오프셋되어야 하므로 센서는 전체 웨이퍼 표면에 걸쳐 상이한 반경 방향으로 스캔될 수 있다. 도 18은 조건 ω w =1.
05ωp및 rs = rcc 에 대한 센서 궤적이 도시되며, 여기에서의 궤적은 각각이, 웨이퍼 엣지의 주변에서 20개의 동일하게 
이격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20개의 단일한 궤적이며, 웨이퍼의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반복적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링 밀도는 웨이퍼의 중심에서 매우 높아지지만, 그러나 엣지에서는 낮아지며 여기에 많은 다이스가 위치된다. 
엣지 다이스상의 낮은 샘플링 밀도는 전체 표면 조건에 대하여 바이어스(bias) 추정을 야기할 것이다. 바람직한 표면 
영역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위한 센서 궤적의 설계는 이후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연마중의 웨이퍼의 표면 조건은 실시간 반사율 데이터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표면 조건을 추정하도록 사용된 통계치는 
최대 및 최소 반사율 값과, 범위와, 평균값과, 파라메터와, 반사율 데이터의 분포 형태 등을 포함한다. 정보의 웨이퍼 레
벨, 다이 레벨 및 장치 레벨 또는 서브 다이 레벨을 포함한 3개의 레벨은 데이터 세트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센서의 스
폿 크기는 서브 다이 영역과 비교가능하거나 그보다 작게 선택되지만 상호연결의 치수보다는 여전히 크게 된다. 그리하
여, 개별적인 측정치는 특정 장치의 반사율 또는 웨이퍼상의 패턴으로 표시되며, 이로부터 표면 형태와 구리 영역의 분
율이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는 측정치를 특정 장치 또는 패턴의 정확한 위치로 맵핑시키기 어려운
데, 그 이유는 캐리어의 내측으로 웨이퍼의 슬립 때문이다. 개별적인 데이터들은 일괄적으로 정의된 영역 내측의 표면
으로만 맵핑될 수 있다. 유사하게, 다이 레벨 정보는 궤적내 다이 위치에 상응하는 특정 세그먼트에 따른 샘플을 기초로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관계된 다이 영역의 주변 내측의 표면 조건을 단지 개략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다행하게
도, 연마는 웨이퍼 중심이 매우 자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도록 동일한 반경에서의 다이스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동일
한 반경에서의 주변 다이스 내측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조합될 수 있어 반경 방향으로 재료의 제거의 공간 의존을 명확하
게 밝히기 위해 특정 반경에서 다이에 대한 간단한 크기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 18 -



공개특허 특2003-0025281

 
더욱이, 웨이퍼 레벨 정보는 웨이퍼에 걸친 단일 스캔 또는 다수의 스캔중 하나로부터 복구될 수 있다. 실제적인 종결점 
탐지에서, 다수의 궤적으로부터 충분한 샘플을 취하여 특정 영역을 벗어난 표면 조건 또는 전체 웨이퍼 표면에 동등한 
표면 조건이 이러한 조합된(또는 " 합동" 된) 데이터 세트로부터 결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궤적들이 
사용되며, 많은 균일한 샘플과 커지는 크기의 샘플이 표면상에 취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높아진 추정 레벨이 달성될 
수 있다. 단지 관련된 것은 표면 조건이 여러 스캐닝의 기나긴 샘플링 주기동안에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며 결정 과정과 피드백 제어를 지연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없애기 위해, 이동 평균 
방법이 표면상의 평균 반사율을 평가하도록 사용된다. 센서는 회전반 회전당 웨이퍼 표면을 가로질러 한번 스캐닝한다. 
궤적을 따른 j번째 시간 주기를 따라 j번째 지점에서 샘플링된 반사율이라면, 각 시간 주기는 회전반의 일회전에 대한 
지속시간과 동일하며, xij 로 표시된다. 만일 전체 n 지점이 각 궤적을 따른다면, i번째 주기에서 궤적을 따른 평균 반사
율,    은 다음고 같이 주어진다.

                  (19)

전체 웨이퍼 표면 또는 관련 영역을 덮도록 궤적의 갯수를 w라고 가정하면, i번째 주기에서 샘플링 반사율의 이동 평균, 
Mi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0)

즉, i번째 시간 주기에서, 새로운 하나의 스캔과 이전의 (w-1) 스캔으로부터의 관찰은 전체 웨이퍼 또는 관련 표면의 
평균 반사율을 평가하도록 사용된다. 그리하여, 반사율 측정치로부터 추정된 표면 조건은 매 스캐닝시마다 갱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 10번의 스캐닝은 ω w = 1.05 ωp의 조건에서 센서가 웨이퍼를 덮게 하도록 한다. 만일 회전반이 
75rpm이라면, 이는 전체 표면에 걸쳐 스캔하는데 8초가 소요되고, 여기에서 궤적은 웨이퍼에 대하여 180도 회전하며, 
첫째 궤적으로 회전 복귀하는데 16초 소요된다. 이동 평균은 짧은 시간 주기내에 구리 영역 분율의 변화와 표면 형태의 
변화 모두에 기인하여 표면 반사율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이 경우에서는 1초보다 작다. 그러나, 이전의 데이터(이는 
예시적으로 8초에 걸쳐 소요된다)에 따른 현재의 데이터를 평균함으로써 종결 시점 근처의 웨이퍼 표면상의 작은 부분
에서의 일부 산화물 노출에 기인한 신속한 변화는 여전히 완만해진다.

이와는 달리, i번째 시간 주기에서 표면 반사율의 (전체) 변동인 S 2
i는 이동 평균에 사용된 동일한 집단 데이터 세트를 

기초로 평가될 수 있다.

                           (21)

    
여기에서 N은 이동 평균 서브세트의 샘플의 총 갯수(N=wn)이다. 전체 변동은 전체 웨이퍼 또는 관련 표면의 전체 평
가된 평균에 상대적인 각 샘플링 지점에서 반사율의 변동을 기초로 계산되고, 이는 이동 평균에 의해 평가된다. (전체 
변동)에 부가하여, 각 궤적에 따른 변동과, 데이터 범위와, 그리고 그들의 최대 및 최소 데이터는 배리어 또는 산화물 
층이 노출되는 순간에서의 표면 반사율의 신속한 변화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적된다. 또한, 데이터의 분포는 
연마 체제를 결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마에서 데이터 분포의 비대칭도(skewness)는 종결점에서의 이
론적 값과 비교될 수 있고, 이는 주어진 패턴 레이아웃과 센서 운동역학을 기초로 평가될 수 있다. 비대칭도(β)의 정의
는 많은 통계학 문헌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Sach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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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여기에서,    는 평균값이고,    는 중간값이며 S는 선택된 데이터 세트의 샘플 표준 편차이고, 이는 하나의 궤적 또는 
여러 궤적으로부터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방정식 19, 20, 21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표면 조건의 다
이 레벨 평가에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반경의 특정 범위(링 영역)내에 취해진 데이터는 조합될 수 있으며, 같은 
통계적 방법이 특정 영역에 걸친 표면 반사율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종결점 탐지에서 이러한 각각의 방법의 유
효성은 논의 부분에서 검토될 것이다.

이후의 실험들은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하여 제공되며, 어떠한 방식에서도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발광 
다이오드와, 광전달 및 수신을 위한 광섬유 다발과, 증폭기로 구성된 광학 센서 유니트(Philtec D64)는 표면 반사율에 
기초한 웨이퍼 표면의 조건을 탐지하는데 사용되었다. 센서의 사양은 표 1에 기입되었다.

[표 1 : 반사율 센서의 사양]

[표 1]
목록 사양
광원파장(nm)스폿 직경(mm)광 빔 확산(°)작동 거리(㎜)안정
도(%)주파수 응답(㎑)

고밀도 발광다이오드780~990(μ=880, σ=50)1.6300~6.35< 0.1
% 전체 스케일< 20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광 다이오드의 스펙트럼 광원 범위는 775nm 내지 990nm이며, 평균은 약 880nm이며 표
준 편차는 약 60nm이다. 센서 팁에서, 콜리메이팅되지 않은 광선이 전달 섬유로부터 바깥으로 발산되고, 약 1.6mm의 
광 섬유 다발중 동일한 직경을 가진 영역 내측에서 반사된 광만이 수신된다. 특정 스폿 크기는 웨이퍼상의 상이한 패턴
(서브 다이 영역)의 상이한 표면 조건을 탐지하는데 충분하게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는 개별 라인 또는 외형보다 커 재
료 제거의 국소적(서브 장치 레벨) 무작위성에 기인한 반사율의 작은 변동과 동등하도록 한다. 광 빔의 발산 때문에, 센
서는 팁과 목표 표면간의 갭에 민감하다. 도 20은 갭 차이에 상응하는 거울 표면상의 센서 출력의 특성(반사율)이 도시
된다. 실제로, 센서는 5mm주변의 거리에서 작동되어 센서 응답은 웨이퍼의 연마 또는 웨이퍼의 표면 요동동안의 갭 거
리의 미세한 변화에 덜 민감하게 되었다.
    

    
센서 유니트는 회전반을 통해 홀더 내측으로 내장된 팁을 갖춘 회전반상에 장착되었다. 회전반상에 적층된 폴리우레탄 
연마 패드에,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반투명 윈도우(Rodel JR111)가 사용되어 센서가 웨이퍼 표면을 관찰하도록 한다. 
윈도우 재질은 그 패드에 따른 비슷한 약한 특성을 가져 윈도우의 표면이 패드 표면의 나머지와 같은 레벨에서 남겨지
며 센서 측정치 또는 연마 균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센서는 회전 커플링을 통해 데이터 습득 시스템과 전력원에 연
결되었다. 출력 신호는 신호 대 잡음비를 강화하도록 커플링 이전에 증폭되었다. 또한, 오프 라인 설정은 연마된 웨이퍼
의 표면 반사율을 측정하도록 사용되었다. 각도 판독을 하면서 회전하는 두 단계가 웨이퍼 캐리어 및 회전반의 회전 운
동에 기인한 운동역학적 이동을 모사하도록 이용되었다. 웨이퍼상의 센서의 위치는 웨이퍼의 회전과 센서 아암 양자의 
각도와 회전 스테이지의 두 중심간의 거리를 기초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설정으로부터의 측정치를 인-시츄 센싱으로부
터의 측정치에 비교함으로써, 반사율 센싱의 웨이퍼 슬립과 슬러리의 효과가 확인될 수 있다.
    

    
블랭킷 및 패턴된 구리 웨이퍼 모두가 센서의 능력을 확인하며 탐지 계획을 결정하도록 실험에 사용되었다. 블랭킷 구
리 웨이퍼는 20nm TaN 배리어 층이 형성된 후에 실리콘 기판상에 1㎛두께의 PVD 구리가 코팅됨으로써 구성된다. 패
턴된 웨이퍼에 대하여, 테스트된 다마신 구조가 사용되었고, 이는 상이한 라인 폭과 피치를 갖춘 라인 이격 구조의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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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구성되었다. 패턴의 상세한 플로어 레이아웃은 전술한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100mm 실리콘 기판
상에 1㎛의 깊이로 트렌치 에칭되면서 1.5㎛두께의 TEOS 코팅으로 전이된다. 1㎛두께의 PVD 구리 레이어에 후속한 
20nm의 Ta 레이어가 패턴된 산화 표면의 상면에 증착되었다. 실험조건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 실험 조건]

[표 2]
실험 파라메터 실험 조건
웨이퍼 직경(mm)정규 하중(N)정규 압력(kPa)회전 속도(rpm)선형 속도(m/s)
지속시간(min)슬라이딩 거리(m)슬러리 유동율(ml/min)연마제연마 크기(nm)
농도(pH)

10039148750.701-642-252150α-Al 2 O3 3007

    
본 섹션에서, 블랭킷 및 패턴된 구리 웨이퍼의 실험 결과는 반사율 센싱 기술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검토된다. 연마에서 
측정된 평면 구리 영역의 반사율은 표면 거칠기, 슬러리 입자, 연마시 웨이퍼와 센서간의 갭 변동, 그리고 다양한 소스
로부터의 불규칙적인 노이즈에 기인하여 이론적 값으로부터 편차된다. 이러한 효과에 기인한 표면 반사율의 변동은 블
랭킷 웨이퍼 연마의 특정치를 기초로 연구된다. 또한, 패턴된 웨이퍼 연마의 표면 반사는 평탄화 영역의 표면 형태와 연
마 영역의 분율에 의해 영향받게 되고, 이는 측정치의 변동에 상당하게 기여한다. 오프 라인 및 인-시츄 측정치 모두가 
반사율의 구리 영역 분율과 패턴 기하학성의 영향을 연구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파장, 평면 입사 파장 및 주기
적 표면 구조의 가정을 가진 광 산란 이론으로부터 반사율과 비교된다. 웨이퍼 또는 연마동안의 소정의 영역에 걸친 반
사율의 특성은 상이한 구리 CMP 체계를 갖는 측정치와 상호관련되도록 검토된다. 이는 인-시츄 센싱 및 종결점 탐지
에 대한 상이한 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블랭킷 웨이퍼상의 테스트

    
연마중의 블랭킷 구리 웨이퍼상의 통상적인 표면 반사율 결과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 슬러리 및 스크래칭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균 반사율은 동일한 압력 조건하에서(웨이퍼와 센서 사이의 동일한 갭에서) 스크래치가 없
는 구리 웨이퍼의 반사율에 의해 분할되는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10회 통과에 걸친 평균 반사율로서 규정된다. 초기 단
계에서, 반사율은 슬러리가 없는 경우보다 반사율이 약 30% 작다. 그러한 감소의 원인은 슬러리 입자들의 빛 산란 및 
슬러리 층의 존재로 인한 갭 거리의 증가때문이다. 갭 거리의 변화에 덜 민감한 범위내에서 센서가 작동되기 때문에, 반
사율의 감소는 주로 입자 산란에 따른 것이다. 표준화된 평균 반사율은 30초의 연마후에 점차적으로 약 0.6 까지 0.1 
감소되며 표준 편차는 초기의 적은 값으로부터 약 0.15 까지 증가된다. 이러한 것은 입자 마모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진 
것을 나타낸다. 그 후에, 평균 반사율 및 표준 편차는 약 3 분동안 일정한 레벨에서 유지되었다. 4분 후, 표면 반사율의 
변화는 평균의 변화 없이 증가된다. 이 단계에서의 웨이퍼 표면의 검사는 적은 부분의 구리가 제거(clear)되고 덜 반사
적인 TaN 이 표면에 노출된 것을 나타낸다. 표면의 대부분이 여전히 구리로 덮여있기 때문에, 평균이 상당히 떨어지지
는 않는다. 그 후, 구리 제거의 증가에 따라 변화가 커지고 평균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구리가 제거될 때까지, 
약 6 분간, 표준 편차는 계속 감소되며 평균은 점차적으로 작은 레벨로 접근한다. 보다 경질인 TaN 배리어가 연마 정
지부로서 작용하고 모든 구리가 제거된 후에 표면 반사율의 작은 레벨 변화를 유지한다. 2분 이상의 과다 연마 후에, T
aN 은 연마되고 평균 반사율은 보다 감소된다.
    

패턴화된 웨이퍼에 대한 오프-라인 측정

    
표면 형상이 반사율에 미치는 영향은 도 19 및 도 20 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러 선폭 및 각각 0.5 및 0.
01 의 일정한 면적 비율을 가지는 중심 다이에서 패턴에 대해 오프-라인 관찰되었다. 각 하부-다이의 측정된 반사율
을 연마되지 않은 블랭킷 구리 표면의 반사율로 표준화함으로써 표준화 반사율이 규정된다. 이러한 다마신 구조물(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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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대한 대응하는 계단식-높이 진행은 도 21 에 도시되어 있다. 평탄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업계의 일반적
인 압력 및 속도 보다 적은 공칭 압력(28kPa) 및 상대적인 속도(0.46 m/s)가 가해진다. 6분 까지, 구리가 완전히 연마
되기 전에 표면은 평탄화되고 대부분의 높은 형상부가 제거된다. 0.5 면적 비율의 패턴에 대해, 상이한 하부-다이의 표
면에 대한 피치(pitch) 및 계단식-높이의 변화로부터 반사율의 초기 변화가 결과된다. 초기 계단식-높이가, 0.5 ㎛ 구
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2, 25 및 100 ㎛ 의 선폭을 가지는 패턴에 접근하기 때문에, 반사율은 주로 패턴의 피치(또는 
선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피치가 작을 수록, 표면에서 보다 많은 광 산란이 발생하고 반사율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증착 공정으로부터의 조대(粗大)한 미세구조로 인해 낮은 형상부상의 덜 반사적인 구리 표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2분간 연마한 후에, 평균화된 반사율은 계단식-높이의 감소와 함께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대신에 약 0.1 만큼 감소된다. 
이는 입자 마모에 의해 표면 조도(粗度)가 증가되고 표면 반사율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0.5 ㎛ 선 
면적의 반사율은 증가되는데, 이는 2 분이 경과하기 전에 표면이 대부분 평탄해지기 때문이다.
    

    
각 패턴에 대한 반사율은 초기 강하 후에 높은 형상부의 평탄화로 인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결국 일정 값에 도달된다. 
이러한 경향은, 계단식-높이가 감소되었을 때 광이 스펙트럼 반사 방향으로 보다 산란되기 쉽고 인접 수용 섬유에 의해 
수용된다는 이론 부분에서 설명된다. 도 22 및 도 24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여러 형상부에 대한 계단식-높이는 5분
간의 연마 후에 100 nm 이하이며, 테스트된 웨이퍼에서 여러 형상부에 대한 표준화된 표면 반사율은 약 0.85 의 유사
한 일정 레벨에 도달하였다. 이는 채용된 광학 센싱 기술이 표면 형상의 작은 변화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
01 면적 비율의 패턴에 대한 반사율 역시 표면 조도의 증가로 인해 약 0.1로 강하되고 그 후에 표면이 평탄화될 때까지 
0.9의 동일한 레벨에서 유지되었다. 면적 비율이 작기 때문에, 표면 반사율은 패턴 형상의 진행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는 않으며, 측정치는 블랭킷 구리 표면에 대한 측정치와 유사하다.
    

    
도 22 및 도 23 은 평탄화, 연마 및 과다연마의 여러 가지 공정 영역에서 0.5 및 0.01 면적 비율을 가지는 여러 가지 
패턴의 표면 반사율 경향을 도시한다. 대응하는 오목화(dishing) 진행이 도 24 및 25 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적용된 
압력 및 속도는 산업계의 일반적인 48 kPa 및 0.79 m/s 에 인접한다. 1분의 연마 후에 대부분의 패턴에서 표면 형상은 
평탄화되었고 표준화된 반사율은 테스트된 모든 패턴에서 약 0.9 의 유사한 레벨에 도달하였다. 1분과 3분 사이에, 평
탄한 구리 층은 블랭킷 구리 연마에서와 같이 제거되며 표준화된 반사율은 약 0.9 의 동일한 상수로 유지되고 최초의 
패턴 형상과 무관하였다. 3분 후에, 반사율은 상당히 그리고 급격히 강하되며, 이는 구리 층이 완전히 연마되고 그리고 
덜 반사적인 하부의 산화물이 표면상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탄화율이 패턴 형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면적 비율을 가지는 하부-다이 면적은 보다 빨리 연마될 것이다. 도 22 및 도 23 에서, 0.5의 큰 면적 비율을 가지는 
하부-다이 면적이 먼저 연마되고 그리고 Ta 배리어가 약 2분후에 노출되었다. 결과적으로, Ta 가 노출되기 시작할 때 
반사율은 약 0.8 로 강하되기 시작하며 그 후에 산화물 표면이 3분후에 노출되었을 때 약 0.5 로 추가로 강하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테스트된 패턴들은 2 내지 3 분 사이에서 산화물 노출이 개시된 것으로 보여진다.
    

산화물 노출의 개시 후에, 반사율은 약 4분의 연마 후에 모든 구리 및 배리어(Ta) 물질이 제거될 때까지(즉, 공정의 종
료) 계속 감소된다. 그 공정의 종료 후에, 연질 구리 선의 오목화 및 인접 산화물 영역에 대한 라운딩(rounding) 및 과
다연마로 인한 형태부의 약간의 증가에 관계 없이 반사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채용된 센싱 
기술이 계단식-높이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이전의 결과와 일치된다. 그에 따라, 이러한 영역내의 반사율의 변
화는 주로 구리 상호연결부의 상이한 면적 비율에 기인한다. 보다 큰 면적 비율을 가지는 면적은 대체적으로 보다 반사
적이다. 그러나, 모든 패턴의 경우에, 특히 큰 면적 비율의 경우에,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반사율값 보다 실험치가 보다 
작았다. 블랭킷 박막에 대한 실험적 측정을 기초로 0.23의 R TEOS /T구리 비율이 가정되며, 면적 비율이 각각 0.5 및 0.
01 인 패턴에 대한 (표준화된) 반사율은 약 0.62 및 0.24 일 것이라고 이론은 예상한다. 실제로, 산화물을 통해 전달되
고 하부의 실리콘 기판으로부터 반사되는 광은 구리 도입선에 의해 막힐 것이며, 상기 구리 도립선은 산화물 표면으로
부터의 반사된 빛의 강도를 감소시키고 하부-다이의 전체적인 반사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스크래치 및 (부식으로 인
해)덜 반사적인 구리 산화물은 구리 도입선의 표면상에서 발견되며, 그 산화물은 또한 특히 보다 많은 구리 면적 비율
을 가지는 패턴에서 표면 반사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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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궤적을 따른 오프-라인 측정

평균 값 및 표준 편차와 관련한 서로 상이한 센서 궤적(loci)을 따른 오프-라인 측정치가 도 26 에 도시되어 있다. 채
용된 웨이퍼는 앞 부분에서 도시한 것이고 정상 상태에서 4분간 연마되며, 다이들의 대부분은 종결점까지 연마되고 일
부는 약간 과다 연마된다. 채용되는 궤적들은, 센서가 반경 r cc 의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ωw = ωp및 rs = rcc 인 조건
에서의 연마시의 센서 궤도를 따른다. 상이한 반경방향을 가로지르는 궤적들은 서로 상이한 궤적들이 패턴화된 웨이퍼
의 표면 반사율의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도입되었다.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반사율 데이터의 변화 및 
평균은 궤적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균 값은 선택된 궤적들 사이에서 0.24 내지 0.26 사이에서 
변화되며, 중심 다이의 약 0.25 의 평균 반사율과 비교된다. 표준 편차는 1 과 1.2 사이에서 변화되고, 중심 다이에서
의 1.8 과 비교된다. 평균 및 표준 편차의 변화는 비-축선형-대칭 패턴 배열 및 웨이퍼 내부의 불균일 연마에 기인한 
여러가지 상이한 센서 궤적으로부터 초래된다. 웨이퍼 내부의 불균일 연마가 " 불스 아이 효과(bull's eye effect)" (
Stine, 1997)와 같은 축방향 대칭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에 따라, 웨이퍼-레벨 불균일성에 기인한 
궤적들 사이의 반사율 변화는 패턴 배열에 기인한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도 27 은 여러 상이한 연마 단계에서 설정된 오프-라인 측정에서 웨이퍼에 걸친 그리고 중앙 다이상에서의 표면 반사
율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도시한다. 상이한 궤적의 효과는 예를 들어 웨이퍼를 균일하게 가로지르는 5 개의 상이한 궤
적와 같은 몇개의 궤적로부터의 데이터를 조합함으로써 최소화된다. 웨이퍼 내부의 불균일한 연마가 표면 반사율에 미
치는 영향은 그러한 2개의 데이터 세트 사이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연마 전에, 웨이퍼에 걸친 평균 반
사율은, 구리 PVD 공정으로부터의 불균일 코팅으로 인해, 중앙 다이상의 평균 반사율 보다 크다. 패턴의 계단식-높이
는 엣지 다이에서 보다 작게 발견되며, 따라서 엣지 다이에서의 평균 반사율은 중앙 다이의 평균 반사율 보다 클 것이다. 
그에 따라, 전체적인 평균 반사율은 중앙 다이의 평균 반사율 보다 작다. 유사하게, 불균일 구리 증착으로 인해 트렌치
가 보다 얕기 때문에 엣지 다이들의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작다. 짧은 시간동안 연마한 후에, 전체적인 평균은 중앙 
다이의 평균 반사율 보다 작아 진다. 이는 엣지에서의 연마 속도가 중심에서보다 빠르기 때문이며, 보다 덜 반사적인 배
리어 및/또는 산화물 층이 웨이퍼 엣지에서 노출되기 때문이다. 웨이퍼에 걸친 반사율의 표준 편차는 표면 불균일 정도
가 큰 중심의 표준 편차 보다 크다. 시간이 지날 수록 엣지로부터 중심을 향해 배리어 및 산화물 층이 보다 많이 노출되
고 처리된다. 웨이퍼-레벨 불균일성의 증가와 더불어, 두개의 평균치와 표준 편차들 사이의 차이는 계속적으로 증가된
다. 다이의 대부분이 종결점에 도달할 때까지, 웨이퍼에 걸친 그리고 중심에서의 평균 표면 반사율은, 약간 과다 연마에
서도 경질 산화물 층이 표면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작은 오목화는 반사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사
한 레벨로 복귀된다. 구리/배리어 물질의 남아있는 작은 패치로 인해 4-분 샘플의 중심 다이의 반사율 변화는 크다. 실
질적으로, 공정 종결점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 평균 및 반사율의 변화는 서로 상이한 표면 면적(다이-레버 영역)들의 
평균 및 반사율 변화와 비교될 것이다.
    

패턴화된 웨이퍼상의 인-시츄 측정

패턴화된 구리 웨이퍼상의 인-시츄 측정의 예가 도 28에 도시되어 있다. y-축은 표준화된 표면 반사율의 원형 데이터
를 나타내며, 상기 표준화된 표면 반사율은 연마전의 블랭킷 구리 웨이퍼상의 반사율로 나눈 반사율 측정치이다. 실험
에서, 궤젝이 웨이퍼 표면을 덮도록, 웨이퍼의 각속도는 회전반의 각속도로부터 5%(ωw = 1.05 ωp)만큼 오프셋된다. 
10회의 통과에 대한 반사율의 이동 평균 및 그러한 통과로부터의 합동 데이터를 기초로한 표준 편차는 도 29에 도시되
어 있다. 오프-라인 장치로부터 값과 비교하면, 슬러리에 의한 광 산란으로 인해 연마중에 측정된 반사율은 작은 값을 
갖는다. 평탄화 영역에서 약 20% 내지 25% 감소되나, 과다 연마 영역에서는 그보다 적다. 표면 조질화(roughening)
로 인해 연마 직후에는 평균이 약간 감소한다. 그 후에, 전술한 바와 같이, 표면이 평탄화된 후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까
지 약 1분 동안 증가하기 시작한다. 2분후, 표면의 구리 노출로 인해 평균은 다시 감소된다. 초기 패턴 배열 및 피복 두
께의 변화로 인해 구리 가 불균일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하부의 산화물은 점차적으로 표면에 노출되고 전술한 예의 중
심 다이와 같은 특정 다이의 데이터에 비해 보다 덜 급격하게 평균이 감소된다. 이 실험에서 웨이퍼-레벨 종결 개시는 
약 4분이며 과다연마 및 오목화로 인한 표면 조도의 점차적 증가와 함께 종결점 이후에 평균은 느린 속도로 계속 증가
된다. 슬러리의 영향 및 제거(clear) 부족이 종결점 표식을 표시하기 때문에, 평균은 단지 공정의 종결 시점을 대략적
으로 표시하는 역할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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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통과에 걸쳐 설정된 이동 샘플링의 합동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도 30 에서 시간에 대해 도시되었다. 반사율의 변
화가 주로 패턴 형상 및 구리 면적 분율에 기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포는 평균적이지 않다. 상대도수(相對度數)
와 관련한 표준화된 반사율의 분포가 도 31a 내지 도 31e 에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도면들에서 오프-라인 측정으로부
터의 반사율의 분포는 또한 비교를 위해 점선으로 도시하였다. 두개의 표준 편차의 피크(peak)가 있다. 구리 평탄화 영
역내의 최소 평균 반사율에 대응하는 공정의 초기에 제 1 피크가 발생하며, 그 제 1 피크는 초기 표면 형상 및 표면 조
도에 기인한다. 웨이퍼의 초기 표면 형태를 나타내는 분포의 초기 형상은 오프-라인 측정된 형상과 유사하게 유지된다. 
패턴의 대부분이 매끄러워지고 평균이 최대치에 도달하였을 때 평탄화 영역내의 표준 편차가 최소치에 도달한다. 이러
한 단계에서 표면 상태는 블랭킷 웨이퍼의 표면 상태와 유사하다. 표면 반사율의 변화는 표면 조도, 슬러리 산란 및 측
정의 무작위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도 31b 및 도 31c 에 도시된 일반적인 유형을 나타낸다. 반사율의 최대 
변화는 이 경우에 약 3분의 연마에서 구리 제거 영역의 중간에서 발생한다. 두개의 피크를 가지는 넓은 분포는 도 31d 
에서 관찰된다. 하위 값에 중심이 맞춰지는 표면 반사율의 하위그룹은 산화물이 노출되는 하위다이(subdie) 영역을 나
타낸다. 거친 블랭킷 표면에 인접한 평균을 가지는 다른 하위그룹은 높은 반사성 구리 및/또는 Ta 배리어 층이 여전히 
표면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대치 후에, 산화물 노출 영역의 증가와 함께 표준 편차는 급격히 감소
된다. 종결점의 시작부에서, 표준 편차는 날카로운 전환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낮은 일정 레벨에서 유지된다. 전술한 오
프-라인 측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높은 반사율의 구리 가 제거되었을 때 표면 반사율의 변화는 최소치에 도
달한다. 그러나, 센서의 해상도가 점(spot) 크기로 제한되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작은 금속 패치를 효과적으로 탐지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구리/배리어 물질의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의 과다연마가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종결점 이후에, 표준 편차는 분포의 비대칭도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된 패턴 배열(지역적 구리 면적 분율)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표면 반사율의 변화는 과다 연마 및 오목화에 기인한 표면 형태의 작은 변화에 의해 크게 변
화되지 않을 것이다.
    

궤적 디자인 및 샘플링 계획

효과적인 계획을 달성하고 표면 반사율의 기본적인 분포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샘플링 순서(scheme)
는 센서 궤적의 디자인 및 샘플링 빈도에 크게 의존한다. 다이-레벨에서, 비균일 형태, 구리 면적 분율 및 비-대칭적 
배열로 인한 반사율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관심 다이 상의 많은 궤적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운동역학을 기초로, 센서 
궤적은 ωw , ωp , rs 및 rcc 의 파라메터에 의해 결정된다. ωw = 1.05 ωp및 rs = rcc 인 도 5 에 도시된 예에서와 같은 
몇몇 조건에 대해, 센서는 다수의 스캔으로 중앙 다이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엣지 다이를 한번만 통과하거나 또는 통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엣지 다이의 샘플링 밀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은 ω w 및 ωp사이의 오프셋을 감소시킴으로써 
웨이퍼상의 위치의 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웨이퍼 표면에 걸친 일회전의 스캔을 위한 시간을 증대시
킬 것이고 그에 따라 국부적인 면적의 반사율의 신속한 변화의 탐지를 지연시킬 것이다. 홈내의 회전 및 병진운동을 포
함한 웨이퍼 슬립은 작은 범위내의 속도 오프셋의 제어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웨이퍼의 가장 작은 오프셋 
및 회전반 속도는 통상적으로 약 3% 내지 5% 이다.

한편, 웨이퍼의 중심과 회전반 사이의 거리(r s )는 연마중에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 스위핑 운동" 은 웨이퍼 표면의 
원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도 32 는 외측 영역만이 샘플링된 ω w = 1.05 ωp및         인 
rs = 1.25 r cc 에서의 예를 도시한다. 도 18 의 중심에서의 높은 샘플링 밀도(sampling density)에 비해, 샘플링 밀도
는 엣지 둘레에서 보다 높고 균일하다. 실제로, 전체 표면 상태를 대략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먼저 전체 웨이퍼가 스캐닝
되고, 이어서 보다 양호한 국부적인 상태의 추정을 위해 특정 관심 반경에 있는 면적이 높은 샘플링 밀도로 스캐닝될 수 
있다. 또한, 동일 회전반상에 둘 이상의 센서가 상이한 반경(r s ) 및 상이한 각도(위상)에서 설치될 수도 있다. 조합된 
궤적들은 중심 및 엣지 영역 모두에서 보다 높고 보다 균일하게 분포된 샘플링 밀도를 제공할 것이다. 샘플링 계획을 디
자인하기 위한 다른 중요 파라메터는 샘플링 빈도이다. 상이한 하부-다이 면적과 상이한 다이들 사이의 반사율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센서 궤적를 따라 각 하부다이로부터 취해져야 한다. 측정에서의 무작위 변화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 패턴의 하나 이상의 복제품(replicant)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mm 패턴화된 
웨이퍼가 채용된 경우, 약 40 개의 하부다이가 궤적를 따라 위치된다(각 다이 대각선을 가로질러 4개의 하부다이를 가
지는 궤적를 따른 10개의 다이). 하나 이상의 복사를 각 하부다이 면적에 가지고, 60 rpm 의 통상적인 웨이퍼 회전 속
도에서 100Hz 샘플링 속도에 대응하는 총 약 100 지점이 테스트에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 크기는 보다 클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획득 시스템이 보다 높은 샘플링 속도를 제공한다면 무작위 오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추가
적인 복제품이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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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반사율의 변화 성분

패턴화된 웨이퍼의 표면 반사율은 표면 조도, 패턴 형태 및 면적 분율, 그리고 코팅 물질의 광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
다. 내부-웨이퍼 불균일 물질 제거로 인해, 연마중에 구리의 나머지 분율 및 표면 형태는 웨이퍼에 걸친 상이한 다이들 
사이에서 달라질 것이다. 내부-웨이퍼 불균일 연마는 대개 불균일 속도 분포, 압력 분포, 계면(界面) 온도 분포, 슬러
리 유동 및 접촉 조건(Stine, 1998)과 같은 특정의 규칙적인 원인으로부터 초래된다. 연마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규칙
적인 패턴을 따르며 동일한 로트(lot)내의 웨이퍼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웨이퍼-레벨 비균일성은 
유사한 경향으로 동일한 다이상의 패턴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다이상의 상이한 패턴들 사이의 물질의 상대적인 
제거 속도는, 웨이퍼-레벨 균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다이- 또는 장치- 레벨 연마 거동과 적은 상호작용을 가
지기 때문에, 상이한 위치에서 다른 다이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이-레벨 연마는 선폭 및 면적 분율
과 같은 패턴의 형상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이상의 반사율 측정치의 변화는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경향
이 있고 다이내에 수용(nest)된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내부-웨이퍼 및 다이-레벨 불균일성 연마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2-레벨 수용(nesting) 변화 구조가 도입된다. 각 레벨에서의 변화가 정상적으로 분포되었다고 가정하면, 웨이
퍼상의 다이(i)의 위치(j)에서의 반사율(R ij )은 다음과 같다. 즉,

Rij = μ+ Wi+ Dj(i) (23)

이 때, μ는 다수의 궤적로부터의 웨이퍼내의 평균 반사율이고, W i는 다이(i)에 대한 다이-대 다이(또는 웨이퍼내부) 
효과이고, Dj(i) 는 다이(i)상의 위치(j)에서의 내부-다이 효과이다. 표면 반사율의 전체 내부-웨이퍼 및 내부-다이 
변화는 각각    ,    ,    이다. 또한, 내부-다이 효과(D j(i) )는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2-레벨 변화 성분은 서로 독
립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반사율의 전체 변화    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    +    (24)

인-시츄 측정 데이터와 관련하여 추정된 변화 성분(    ,    )의 분해 결과를 도 33에 도시하였다. 표면 반사율의 변화
상에서 내부-웨이퍼 불균일성의 중대성을 검사하기 위해, 각 성분의 값 및 매 30 초마다의     /    로 규정되는 F 비는 
표 3 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반경에서 모든 다이에 대한 연마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다이-레벨 변화의 
평가를 위한 부분집합으로 조합된다. 연마전의 웨이퍼상의 높은 F 비는 상이한 반경에 있는 내부-다이 평균들이 서로 
상이하고 다이들 사이의 평균 차이의 확률(Pr(F))(내부-웨이퍼 불균일성의 존재를 의미함)이 약 0.6 이라는 것을 나
타낸다. 이는 분해 공정으로부터 초기 계단식-높이의 변화에 기인한다. 내부-웨이퍼 불균일성은 연마 개시 후에 감소
되고, 총 변화에 대해 낮은 레벨에서 유지된다. 가설의 신뢰 레벨은 20% 이하이다-다이들 사이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는 표면이 연마에 의해 평탄화되는(또는 형태가 웨이퍼에 걸쳐 보다 균일해 지는) 것을 나타낸다. 웨이퍼-레벨 종결
점에 도달한 후, 내부-웨이퍼 변화 및 F 비는 매우 낮은 레벨(Pr(F)~0)까지 강하된다. 이는 하부 산화물 표면이 구리 
보다 경질이고 표면 평탄도 및 웨이퍼 레벨 연마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다이 효과는 공정을 
통해 표면 반사율의 전체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공정 종결점은 구리 면적 분율의 급격한 변화의 결과로서 내부-
다이 변화 성분의 변화를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정 종결점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 변화가 도입되어 내
부-다이 변화를 어림잡을 것이다. 내부-웨이퍼 균일성의 작은 효과는 탐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표 3] 2-레벨 수용 모델 변화의 표면 반사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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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웨이퍼 변화는 단지 표면의 불균일 반사율의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구리 두께의 불균일 
반사율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 상태의 균일성을 직접 나타낸다. 이러한 정보는 웨이퍼
에 걸친 표면 상태 및 균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연마의 균일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드백 
제어 루프내에 도입되어 압력 분포 및 웨이퍼 캐리어 및 회전반의 속도와 같은 공정 파라메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종결점 탐지 알고리즘

    
전술한 부분에서, 이동 평균, 분포 및 웨이퍼에 걸친 반사율의 변화와 관련되어 종결점 및 구리 연마의 기타 단계에서의 
표면 반사율의 특징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종결점 탐지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데 채용될 수 있다. 이동 평
균은 도 2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 반사율이 특정 한계값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을 탐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그러한 
한계값은 도입된 파장과 관련한 표면 물질의 광학적 특성 및 구리 의 평균 면적 분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면 조도, 무작
위 오류 및 슬러리 산란의 무작위 효과로 인해, 상기 한계값은 전술한 부분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평균 반사율로부터 대
체적으로 벗어나며 몇 번의 예비적인 테스트로부터의 관찰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 진정한" 웨이퍼-레벨 종
결점에 대응하는 샘플링된 반사율은 초기 코팅 균일성의 변화, 공정 파라메터의 변화 그리고 샘플링 및 센싱으로부터의 
무작위 오류와 관련된 통계학적 분포내에 놓인다. 따라서, 이동 평균(M)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레벨과 관련하여 주어
진 간격내에 놓여질 수 있도록 가설 테스트가 실시되어야 한다. 표면 반사율의 진정한 변화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100(1-α) 신뢰 간격은 샘플 표준 편차(S)에 대한 적절한 실습생(Student: t) 샘플링 분포를 이용하여 결정
된다(Montgomery, 1996)
    

                                        (20)

    
도 34 는 99.5%의 신뢰 레벨(α= 0.005)에서 추정된 간격에서 표면 반사율의 이동 평균 대 시간을 도시한다. 샘플 크
기(N)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정된 진실한 평균은 작은 간격으로 제한된다. 또한, 한계값은 또한 전례(historical) 데
이터로부터 하부 분포를 가질 것이다. 두개의 신뢰 간격의 중첩으로부터 종결점을 결정하기가 때때로 모호할 수도 있다. 
한계값 역시 상이한 칩 배열 및 디자인에 따라 변한다. 모든 변화나 새로운 칩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종결점 탐지 방법
으로 개발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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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평균과 비교하여, 표면 반사율의 변화(또는 표준 편차)는 종결점을 탐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 변화는 도 30 의 종결점의 시작부에서 제거 변화를 도시한다. 종결점은 변화 곡선의 한계값 레벨 및 경사도 모두를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 구리와 산화물 사이의 큰 반사율 차이로 인해, 시간에 대한 변화의 변이는 임의 칩 디자인에 대
해 종결점 직전에 대체적으로 보다 급격하다. 높은 선택도를 가지는 산화물이 표면 균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표면의 
변화는 또한 종결점 이후에 낮은 레벨에서 유지된다. 유사하게, 변화는 원하는 신뢰 간격을 기초로한 측정치로부터 얻
어질 수 있다. 표면 반사율(σ2 )의 진정한 변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00(1-α) 신뢰 레벨을 가지는 변화 간격은 자
이(Chi)-제곱(χ2 ) 분포를 기초로 주어진다.

                            (21)

    
정해진 변화는 짧은 과다 연마 내에서는 상당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의 한계값은 주어진 패턴 디자
인에 대해 이동들 사이에서 일정하게 대략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종결점은 평균(이동 평균)으로부터의 경우 보
다 변화 정보를 기초로 더 용이하게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평균 반사율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은, 도 3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결점 탐지를 위해 반사율의 변화 및 평균의 특성을 통합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 종결점은 국부적인 최
소치로서 표시되며 신뢰 간격 및 경사도 계산의 복잡성 없이도 결정될 수 있다.
    

    
웨이퍼-레벨 종결점에 더하여, 다이상의 종결점의 시작은 웨이퍼 표면상의 샘플링 궤적의 맵핑을 기초로 결정된다. 상
이한 반경의 " 링" 들과 같은 상이한 영역상의 표면 조건은 웨이퍼-레벨 종결점 탐지에 채용된 동일한 기술을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 샘플링 궤적는 센싱 면적 및 해상도를 선택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될 수 있다. 또한, 평균, 
변화 및 표면 반사율의 분포는 또한 연마 공정에서 여러 단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변화 및 변화대 평균 비율은 
최소치에 도달하고, 분포는 구리 패턴이 평탄화되었을 때 표준화 된다. 도 3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 산화물이 노출
되기 시작할 때 반사율의 범위가 급격히 증가한다. 평균에 대한 변화의 비율은 표면상의 과다 구리 의 대부분이 제거되
었을 때 최대치에 도달한다. 이러한 정보는 인-시츄 센싱 기술의 일부로서 통합되어 CMP 공정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
다. 다단계 연마 공정의 경우에, 이러한 정보는 각 단계의 종결점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공정 제어의 능력을 향
상시킨다. 표 2 에 기재된 동일한 공정 조건을 가지는 여러가지 종결점 탐지 계획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 실
시되었다. 도 3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대 평균 비율, 및 범위가 (웨이퍼-레벨) 종결점의 시작을 
나타내자마자 연마가 중단된다. 웨이퍼들의 화상이 평가되었고 센싱 시스템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일치되었으며, 표면
상에서 구리가 제거되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관찰에 의해 식별하기가 곤란하지만, 두꺼운 층보다 빛이 보다 잘 투과
하는 초-박형 Ta 배리어는 표면상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광학적 센서에 의해 탐지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센
서가 종결점을 탐지 한 후에 짧은 시간동안의 과다 연마가 적용되어 모든 금속이 완전히 제거되게 할 것이다.
    

일람표 - 이하의 용어는 전술한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Af= 금속 패턴의 면적 분율

H = 코팅 물질의 경도(N/m 2 )

H' = 복합체 표면의 겉보기 경도(N/m2 )

h = 웨이퍼 표면상에서 제거된 물질의 두께(m)

h0 = 초기 코팅 두께(m)

kp= 프레스톤(Preston) 상수(m 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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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 마모 계수

pav = 웨이퍼상의 공칭 압력(N/m2 )

    = 패턴상의 평균 압력(N/m2 )

r = 두께 측정에서의 무작위 오류(m)

t = 실험 지속시간(s)

t* = 과다연마 지속시간(s)

vR= 웨이퍼의 상대적인 선형 속도(m/s)

w = 패턴 선폭(m)

x, y, z = 데카르트 좌표(m)

Δh = 산화물 과다 연마(m)

δ= 구리 오목화(m)

λ= 패턴 피치(m)

μ= 다이상의 평균 과다연마

φ= 차원이 없는 기하학적 함수

ν= 포아송비(Poisson's ratio)

    
전술한 설명 및 예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도체 웨이퍼를 화학기계적으로 연마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
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 및 예의 전술한 설명은 설명 및 묘사를 위한 것이고, 비록 본원 발
명이 특정의 실시예에 의해 설명되었지만, 그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상기 특정 실시예들이 포
괄적인 것이 아니고 또는 본 발명을 개시된 정확한 형태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전술한 기술로부터 수많은 변형
예, 실시예 및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범위 그리고 청구범위 및 그 균등
물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로서,

제 1 직경을 갖는 연마 회전반과,

상기 연마 회전반과 협력 관계로 웨이퍼를 유지하고, 웨이퍼에 대응하는 다중 국소 영역에서 웨이퍼에 대해 압박을 가
하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압력이 내부에 제공되는 웨이퍼 캐리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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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마 회전반 내에 형성되어 웨이퍼를 가로질러 주기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윈도우와, 그리고

상기 연마 회전반 상에 설치되며, 상기 다중 국소 영역에서 웨이퍼 표면 상의 재료 반사율을 검출하도록, 상기 윈도우를 
통해 광을 전송하고 웨이퍼를 지나쳐 회전할 때마다 상기 윈도우를 통해 웨이퍼로부터 반사된 광을 수용하는 광학 검출 
시스템을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율은 각각의 다중 국소영역 내부에서의 연마를 독립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사용되는 화학 기
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율은 각각의 다중 국소 영역 내부에 있는 웨이퍼의 연마 상태를 나타내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검출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다중 국소 영역에서의 웨이퍼 표면에 있는 재료의 반사율을 나
타내는 반사 신호를 수용하는 제어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각각의 국소 영역 내부에서의 연마 상태를 결정하
고 상기 연마 상태의 결정에 반응하여 각각의 다중 챔버 내부의 압력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변화시키도록 상기 반사 
신호를 처리하도록 구성되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챔버는 가요성 박막 내에 형성되고 하나 이상의 동심 챔버에 의해 둘러싸인 중앙 챔버를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챔버는 원형의 중앙 챔버 및 3개의 환형 동심 챔버를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검출 시스템은 선단에서 종결되는 송수신 광섬유 다발을 갖춘 하나 이상의 광섬유 센서와, 
송신 광섬유를 통해 웨이퍼 표면으로 광을 송신하는 광원과, 그리고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수신 광섬유를 통해 반사 광
을 수신하는 광 검출기를 더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 광섬유는 웨이퍼 표면에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지향되어 있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 선단은 간극을 형성하도록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있으며, 상기 간극의 크기는 
약 200 내지 250 mils 범위인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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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약 880 nm의 파장에서 광을 방출하는 광 방출 다이오드인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표면에 있는 재료는 전도성, 절연성 또는 배리어 재료 중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
합물인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는 웨이퍼 표면 상에 패턴화될 수 있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는 웨이퍼의 중앙을 통해 스캔할 수 있게 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장치.

청구항 14.

반도체 웨이퍼의 화학 기계적 연마(CMP) 방법으로서,

웨이퍼에 대한 대응 국소 영역에서 웨이퍼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개별적으로 변화하는 내부 압력이 제공되는 다중 
챔버를 갖춘 웨이퍼 캐리어 및 연마 패드를 포함하는 CMP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와;

웨이퍼 상의 각각의 국소 영역에서 연마중인 웨이퍼의 표면 반사율을 측정하는 단계와;

각각의 국소 영역 내부의 연마 상태를 결정하도록 상기 반사율을 처리하는 단계; 및

각각의 대응하는 국소 영역 내부의 연마 상태에 반응하여 챔버중 어느 하나의 챔버 내부의 압력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 내부의 압력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는 국소 영역 내부의 반사율 변화가 측정될 때 
상기 영역 내부에서의 화학 기계적 연마를 독립적으로 감소 또는 정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
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 기계적 연마는 반사율의 변화가 약 25% 내지 60 % 범위내에 있을 때 하나의 영역에서 
감소 또는 정지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 기계적 연마는 반사율의 변화가 예정된 임계값을 초과할 때 하나의 영역에서 감소 또는 
정지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 내부의 압력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는 선행 반사율 측정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 내
부에서의 화학 기계적 연마를 감소 또는 정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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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율 데이터에서 산란량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국소영역의 산란량에 기초하여 웨이퍼 표면 상의 형상 변화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형상 변화에 반응하여 웨이퍼 상의 국소영역에서 연마 공정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

도면
도면 1a

도면 1b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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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도면 5

 - 32 -



공개특허 특2003-0025281

 
도면 6

도면 7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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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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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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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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