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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웨이퍼는 런투런 컨트롤러 및 고장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된다. 레시피는

툴을 제어하기 위한 런투런 컨트롤러에 의해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다. 레시피는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세트포인트를 포함한다. 웨이퍼의 처리는 고장 검출 시스템 및 하나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여 고장 

상태 및 웨이퍼 특성을 포함하는 처리 속성을 측정함으로써 감시된다.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시피의 세트포인트는 처리 속성에 따라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수정되어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

지할 수 있다. 따라서, 툴 또는 웨이퍼 고장 상태의 존재 시에 획득된 데이터는 피드백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장 검출 모델은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들 경우, 고장 검출 모델은 런투

런 컨트롤러에 의해 수정된 레시피의 세트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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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미국출원 제10/135,405호(2002년 5월 1일) 및 미국예비출원 제60/305,140호(2001년 7월 16일)로부터 

우선권 주장되어 있고,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한 우선권을 참조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장 검출(fault detection) 개념을 런투런(run-to-run) 제어

와 통합하여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또는 단순히 웨이퍼는 팹(fab)이라 불리는 범위 내에서 다수의 스테이

션을 통하여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어셈블리 라인형(assembly line-like) 공정에서의 각 위치에서, 프로세싱 장비 또

는 툴(tool)은 프로세싱 동작을 행하여 웨이퍼를 수정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툴이 웨이퍼 상에 각종의 층(layer)들을

추가하는(예를 들면, 증착 툴) 한편, 다른 툴이 그 층들을 수정하여(예를 들면, 에칭 툴) 완성된 반도체 제품을 형성할 

수 있다.

웨이퍼들을 어셈블리 라인을 통하여 이동시킴으로써, 웨이퍼에 대하여 주기 적인 품질 검사가 행해진다. 품질 검사는

통상적으로 이상(aberration)을 찾기 위해 미세 라인의 폭 및 웨이퍼 상의 막 두께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다수

의 품질 검사에서는, 웨이퍼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툴)들에 수반하는 공정 동작이 웨이퍼에 행해진 후에만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시간 주기 및 다수의 공정 단계는 통상적으로 이상의 발생과 검출 사이를 통과한다. 따라서, 

다수의 공정들은 이상이 생긴 후에도 웨이퍼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후에도 툴은 

웨이퍼를 연속하여 처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다수의 웨이퍼가 스크랩(scrap)되어야 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2개의 예로서, 런투런 제어 및 고장 검출을 들 수 있다.

통상, 런투런 제어는 모델링 기법에 의해 반출 및 반입 웨이퍼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정 출력 드리프트(proce

ss output drifts)(즉, 공정 타겟으로부터의 드리프트)를 다루어 공정 파라미터들을 조정한다. 이들 드리프트는 툴이 

정상적인 툴 사용에 따른 출력을 생성하는 방식에서의 약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화학적 기계적 연마(C

MP) 공정에서, 막 두께를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연마 패드는 시간에 따라 마모된다. 그 결과, 마모된 연마 패드는 불

가피하게 새로운 패드보다도 원하는 두께를 생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런투런 제어는 연마 패드가 마

모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마 시간 등의 공정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런투런 제어는 하나 이상의 공정 단계에서 취해진 도량형(metrology) 데이터 를 사용하여 런투런 체제로 공정 레시

피(recipe)(즉, 처리 결과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미리 정해진 공정 파라미터의 세트)를 조정한다. 작업(run)은 웨이퍼

의 제조 공정의 하나 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작업은 특정한 요구 및 공정 단계와 팹의 능력에 따라서, 한묶

음의 웨이퍼 로트(lot), 단일 로트 또는 단일 웨이퍼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런투런 제어는 각 공정 또는 툴에

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툴의 레시피의 세트포인트를 약간 변경 또는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공칭값(nominal 

value)에 근접한 웨이퍼 특성(예를 들면, 막 두께, 균일 등)을 유지한다. 통상의 경우, 특정 툴의 공정 단계 중에 또는 

그 직후에 취해진 데이터를 피드백하여 다음 작업의 레시피를 조정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다음의 툴로 보내어 

다운스트림 레시피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런투런 제어는 공정 출력 드리프트를 다루는데 사용될 수 있다.

런투런 제어가 공정 드리프트를 다루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레시피 세트포인트로 행해지는 조정에 상관없이, 툴이 

단순히 수용가능한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적당하다. 마찬가지로, 런투런 제어는 웨이퍼가

결함이 있는 상황을 다루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툴 또는 웨이퍼 특성 고장이라 부른다. 고장 또는 파손 상태를 겪은

툴에 의해 이상 또는 결함이 웨이퍼 내에 생긴다. 마찬가지로, 웨이퍼 특성 고장은 수리할 수 없는 웨이퍼의 상태를 

나타낸다. 다수의 방법이 이러한 상태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어진 공정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온도로부터 현저한 온도 하강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장 상태의 다른 예로서는 공정 재료의 유량의 스파이

크(spike)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런투런 컨트롤러는 고장을 드리프트로서 취급하고, 단순히 조정을 행하여 문

제를 다룰 수 없는 경우에도 툴의 레시피를 조정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도록 시도한다. 따라서, 툴을 수용 가능한 동

작 상태로 복원시키는 대신에, 툴은 다음의 웨이퍼 내에 계속해서 이상이 생기게 하거나, 또는 결함이 있는 웨이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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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처리하게 되어, 추가적인 낭비를 초래한다.

런투런에 반해, 고장 검출은 공정 장비 파라미터 및 웨이퍼 속성을 감시하여 툴 및 웨이퍼 특성 결함 또는 고장 상태

를 검출한다. 고장 결함 시스템은 공정 장비의 동작 중에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상 또는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 고장이 검출되면, 고장 검출 시스템은 각종의 작용 방법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은 

장비 조작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정 장비의 실행을 종료할 수도 있다.

고장 검출은 툴 또는 웨이퍼 특성 결함 상황을 다루는데 적절하지만, 프로세스 드리프트를 다루지는 못한다. 따라서, 

툴 또는 공정이 실패할 때까지, 고장 검출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툴을 최적의 동작 상태로 드리프트시킨다.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한 유효한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 드리프트와 고장 상태 양자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런투런 및 고장 검출 기술을 통합하여 상기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및 그 외의

항목은 런투런 컨트롤러 및 고장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과 관련하여 처리된다. 우선, 본 발명의 하

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레시피는 툴을 제어하기 위한 런투런 컨트롤러에 의해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다. 이 레시피는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세트포인트를 포함한다. 그로부터, 고장 검출 시스템 및/

또는 센서를 사용하여 고장 상태 및 웨이퍼 특성을 포함하는 처리 속성(processing attribute)을 측정함으로써 웨이

퍼의 처리가 감시된다. 이들 처리 속성은 고장 검출 시스템으로부터 런투런 컨트롤러로 진행된다. 그 결과,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속성에 따라서 런투런 컨트롤러에 의해 레시피의 세트포

인트를 수정하여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또는 병행) 실시예에서는, 웨이퍼가 레시피에 따라서 또한 처리된다. 이 레시피는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

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한다. 이 기술은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고, 고장 상태(예를 들면, 웨이

퍼나 장비 고장)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는 것을 또한 포함한다. 고장 상태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레시피의 세트포

인트는 측정된 웨이퍼 특성에 따라 수정되어,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

우, 공정이 종료된다.

그 외(또는 병행)의 실시예에서는, 웨이퍼 특성이 처리 실행 전에 측정될 수 있다. 또 다른(또는 병행) 실시예에서는, 

온도, 압력, 전력, 처리 시간, 재료의 리프트 위치 및 유량을 포함할 수 있는 레시피의 2개 이상의 세트포인트가 수정

된다.

그 외(또는 병행)의 실시예에서는, 고장 검출 모델이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이들 실시예에서는, 고장 검출 모델이 런투런 컨트롤러에 의해 수정된 레시피의 세트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

도록 수정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양한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고려될 때 다음과 같은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

하여 보다 더 이해될 수 있음이 병백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시스템의 일부분의 적어도 일례를 나타내는 하드

웨어 블럭도.

도 2는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도 1의 반도체 제조 시스템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의 적어도 일례

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의 제조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의 적어도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의 런투런 제어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의 적어도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의 고장 검출 제어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의 적어도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의 일부로서 기대되고 사용하는 연산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하이레벨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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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의 컴퓨터 구현 공정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억 매체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런투런 컨트롤러 및 고장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과 연계

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제공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조 실행 시스템은 툴을 제어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한다. 이 레시피는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세트포인트를 포함한

다. 또한, 고장 검출 시스템은 고장 상태 및 웨이퍼 특성을 포함하는 처리 속성을 측정하여 웨이퍼의 처리를 감시한다.

런투런 컨트롤러는 처리 속성(고장 검출 시스템 및 그 외의 정보 수집원으로부터 수신된)에 따라 레피시의 세트포인

트를 수정하여,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시스템(100)의 일부를 나타내는 하드웨어 

블럭도의 적어도 일례를 나타낸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제조 시스템(100)은 기타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

(130)를 통하여 각각 상호접속된, 고장 검출 시스템(110), 런투런 컨트롤러(120), 및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장비 또는

툴(150)을 포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장 검출 시스템(110)은 고장 상태를 검출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툴(150) 

및 웨이퍼를 감시할 수 있다. 런투런 컨트롤러(120)는 제조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툴 레시피를 수정할 수 있다. 

도 1이 고장 검출 시스템(110) 및 런투런 컨트롤러(120)를 분리 또는 구별되는 구성요소로서 나타내고 있지만, 본 발

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는 단일 연산 노드로 고장 검출 시스템(110) 및 런투런 컨트롤러(120)를 구현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다.

런투런 컨트롤러(120) 및 고장 검출 시스템(110) 외에,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는 임의 수의 도량형 툴 또는 센

서(190)가, 하나 이상의 툴(150)에 의해 처리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툴(

150) 각각으로부터 상류측 또는 하류측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도량형 툴(109)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도량형 툴(190)이 네트워크(130)를 통하여 시스템(100)의 잔여 구성요소와 링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입력 웨

이퍼 특성이 상류 또는 피드포워드 툴(예를 들면, 다른 툴로부터 상류측에 배치된 툴)로부터 수신될 수도 있다. 따라

서, 특성들은 센서에 의해 이전의 제조 단계의 종료나 도중에 다른 툴에서 측정되어, 인스턴트 툴에서의 사용을 위해 

보내질 수 있다. 이러한 도량형 툴(190)의 예로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소재의 KLA-Tencor에 의해 제공

된 RS-75 TM 을 들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툴(150)은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이한 종류의 툴의 수를 임의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생성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CMP, 리소그래피, 증착, 또는 에칭 툴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서, 하

나 이상의 툴은 컨트롤러(152), 임의 수의 공정 챔버(154), 및 웨이퍼 측정 서브시스템(156)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컨트롤러(152)는 고장 검출 시스템(110) 및 런투런 컨트롤러(120)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웨이퍼를 처리한다. 동작 중에, 인입 웨이퍼(160)는 최초에 공정 챔버(154)로 이동된다. 그로부터, 웨이퍼가

처리되고 그 후에 툴로부터 이동된다. 일부 공정 챔버의 예로는 이중 플라즈마 에칭 챔버 및 CMP 연마 챔버를 들 수 

있다.

웨이퍼 측정 서브시스템(156)은 웨이퍼 처리 전, 그 도중 및/또는 그 후에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특성은 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막 두께, 균일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웨이퍼 측정 서브시스템(156)은 처리 중에 실

시간으로 웨이퍼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원위치(in situ)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웨이퍼 측정 서브시

스템(156)은 거의 실시간 측정을 위해 공정 챔버(154) 내에 또는 그 근처에 배치된 일체형 또는 인라인 센서를 포함

할 수 있다. 원위치 센서의 예로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소재의 Applied Materials, Inc.에 의해 제공된 'I

n Situ Removal Monitor'를 들 수 있다. 일체형 또는 인라인 센서의 예로서는 도량형 기술과 일체화된 툴(예를 들면, 

이스라엘 레호봇(Rehovot) 소재의 Nova Measuring Instruments, Ltd.에 의해 제공된 Nova 2020 TM 또는 미국 캘

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소재의 Nanometric에 의해 제공된 Nano 9000 TM )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툴(150)은 공정 레시피, 즉 처리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미리정해진 공정 파라미터의 세

트에 따라서 인입 웨이퍼(160) 상에서 동작을 행한다. 예를 들면, 통상의 레시피는 원하는 출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임의 수의 공정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세트포인트를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레시피는 특정 웨이퍼를 생성하는데 필

요한 온도, 압력, 전력, 처리 시간, 재료의 요구되는 리프트 위치 및 유량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특성들도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컨트롤러(152)는 필요에 따라 예

를 들어 상류측 도량형 툴로부터 수신된 정보 및 하나 이상의 툴(150)의 이전 동작 및 작업을 활용하여 이들 레시피를

수정한다. 따라서, 인입 웨이퍼의 측정된 막 두께는 처리하기 전의 이전 작업의 결과와 함께 컨트롤러(152)에 제공될 

수 있다. 그 후, 이 정보가 컨트롤러(152)에 의해 사용되어 공정 레시피의 하나 이상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생산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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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에, 웨이퍼 측정 서브시스템(156)은 임의 수의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웨이퍼 특성

은 처리 직전 또는 그 직후에 측정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서, 서브시스템(156)은 처리의 완료

를 검출(예를 들면, 엔드포인트 검출 등을 통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처리를 완료하면, 웨이퍼를 공정 챔버(154)로

부터, 예를 들면 하류측 툴로 이동시킨다. 웨이퍼 측정 서브시스템(156) 또는 다른 도량형 툴에 의해, 처리의 완료 시

에 수집된 임의의 웨이퍼 특성들은 하류측 툴로 전송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측정된 특성들은 장래의 작업을 수정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152), 고장 검출 시스템(110), 및/또는 런투런 컨트롤러(120)로 전송될 수 있다.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고장 검출 시스템(110) 및 런투런 컨트롤러(120)로 전송된 데이터는 임의의 고장 상태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의 공정 레시피를 수정할 때에 사용하기 위 해서 분석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반도체 제조 시스템(100)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200)의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 시스템(200)은 제어 공정(210), 고장 검출 공정(220), 런투런 공정(230) 및 웨이퍼 측정 공정

(240)을 포함할 수 있다. 제어 공정(210)은 예를 들면 제어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툴(150)의 동작을 제

어한다. 예를 들면, 제어 공정(210)은 웨이퍼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툴 또는 공정 레시피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공정 

레시피는 예를 들어 공정 엔지니어 등에 의해 시스템 내에 입력되거나 다운로드될 수 있다. 레시피는 임의 수의 타겟 

특성에 의해 지정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생성될 소망의 결과 또는 최종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 이들 타겟 특성은 예를

들면 CMP툴에 의해 생성될 소망하는 최종의 막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어 공정(210)은 예를 들어 상류측 도

량형 툴로부터 임의 수의 예비 웨이퍼(pre wafer) 측정(214)을 수신한다. 이들 측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입 웨이

퍼의 특징을 제어 공정(210)에 기술하고, 레시피 세트포인트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입력(즉, 레시피(212) 및 측정(214))을 사용하여, 제어 공정(210)은 소망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세트포

인트를 생성한다. 당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제어 공정(210)은 예를 들면 소정의 입력에 기초한 예상 

출력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사용하여 타겟 특성 및 측정(214)을 분석한다. 이 경우, 타겟 특성(예를 들면, 막 두께) 

및 예비 웨이퍼 측정(예를 들면, 실제 두께)이 입력된다. 그리고, 모델에 기초하여 소망의 타겟 특성을 얻는데 필요한 

세트 포인트 가 예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서, 모델은 시스템 초기화 단계 중에 예를 들어 공정 

엔지니어 등에 의해 입력되거나 구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적절한 반도체 웨이처 제조 모델이 활용될 수 있

다.

사용 중, 임의 수의 웨이퍼 특성의 측정이 웨이퍼 측정 시스템(240)에 의해 처리 전, 그 도중 및/또는 그 후에 수집된

다. 그리고, 이들 특성은 런투런 공정(230)으로 전송된다. 런투런 공정(230)은 웨이퍼 측정 시스템(240)에 의해 측정

된 웨이퍼 특성을 분석하고, 임의의 수정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툴의 공정 레시피(예를 들면 제어 공정(210)을 

통하여)에 행해질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CMP 연마 동작에서 연마 패드는 사용에 의해 마모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마모된 연마 패드가 특정의 막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드보다도 더욱 긴 연마 시간을 

필요로 한다. 런투런 공정(230)은 보다 많은 양의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인지하여 필요에 따라(예를 들면, 패드가 마모

된 때) 연마 시간을 증가시키도록 연마 툴에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런투런 공정의 분석 결과는 차후의 

동작에서 공정 드리프트를 다루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제어 공정(210)으로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고장 검출 공정(220)은 시스템(200)이 고장 상태를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이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고장 검출 공정(220)은 예를 들면, 처리 중에 원위치 또는 일체형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예는 이들 목적을 위해 고장 검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인덱스는 제어 공정(210)이 공정 레시피에 대하여 조정을 행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고장 검출 인덱스 및 런투런 제어 공정(230)에 의해 생성된 분석 결과는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처리

속성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어 공정(210)으로 전송되고 분석되어 공정 레시피를 변경해야만 하는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런투런 제어 공정(230)은 레시피에 대한 수정을 생성하고, 고장 검출 공정(220)은 수정을 해야 

하거나 수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들을 식별한다. 따라서, 제어 공정(210)은 적절한 때(즉, 다룰 수 있는 문제점이

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레시피를 조정할 수 있을 때)에만 레시피를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200)은 '

고장' 상태에서 런투런 기술에 따라 생성된 수정을 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조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의 적어도 일례를 나타낸다. 도 3(도 1과 연계하여) 을 참조하면, 

적어도 본 실시예에서는 처리가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단계 304)로 개시된다. 구체적으로, 전처리(pre proce

ss) 웨이퍼 특성이 툴(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툴(150))에 도착하기 전에 측정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류측 툴

, 원위치 센서, 일체형 또는 인라인 센서, 또는 그 외의 아날로그 장치에 배치된 임의의 후측정 센서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막 두께, 균일성, 임계 치수, 파티클 수 등을 포함하는 임의 수의 웨이퍼 특성들은 이 시점에서 측정될 수 

있다. 이들 웨이퍼 특성을 측정한 후, 데이터가 런투런 컨트롤러(120)로 전송된다(단계 308).

측정된 데이터를 런투런 컨트롤러(120)로 전송하는 것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웨이퍼가 임의의 연관된 공정 정보와 함

께 하나 이상의 툴(150)로 전달된다(단계 312). 또한, 제조 실행 시스템(MES)은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툴(150)에 의해 사용될 특정 레시피에 관한 그리고 그 레시피를 식별하는 정보를 송신한다. 통상적으로 당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MES는 사용될 특정 챔버, 임의의 공정 시컨스, 툴의 루팅(routing) 정보, 세팅 등을 식별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MES는 통상 출력 제품을 제작하거나 생성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공정 및 리소스의 자동화, 일체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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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를 행할 수 있다.

다음에, 하나 이상의 툴(150)이 그 제조 공정을 실행한다(단계 316).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 이상의 툴(150)은 런투런

컨트롤러(120) 및/또는 고장 검출 시스템(110)에 의해 제공된 임의의 정보와 연계하여 MES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따

라 웨이퍼를 처리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런투런 컨트롤러(120)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고장이 아닐 때 MES에 의해

제공된 레시피를 수정 또는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공정의 실행 중,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장 검출 시스템(110)은 툴 고장 또는 툴 결함의 검출을 위해 툴을 감시하고 웨

이퍼 특성 결함의 검출을 위해 웨이퍼를 감시한다(단계 320).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실시된 분석, 즉 고장이 검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런투런 컨트롤러(120)로 전송된다(단계 32

4). 예를 들면, 고장 검출 인덱스는 고장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해서 (고장 검출 시스템(110)으로부터) 컨트롤러(120)

로 통과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 정보는 런투런 기술에 따라 레시피가 수정되어야(수

정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툴 공정의 실행이 완료된 후, 웨이퍼는 후처리 측정 단계에서 측정된다(단계 328).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서

, 측정은 툴 상의 일체성 센서를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센서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 후, 

이 정보는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후의 레시피를 수정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한 바와 같이, 런투런 컨트롤러(120)가 고장 검출 정보와 연계하여 후처

리 측정을 사용하여 툴 레시피를 수정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에서 툴 또는 웨이퍼 특성 고장이 있는지의 판정이 우선 

행해진다(단계 332). 예를 들면, 이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고장 검출 시스템(110)에 의해 생성된 고

장 검출 인덱스(예를 들면, 웨이퍼 및/또는 툴 상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상태를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수)가 예를 들

면 런투런 컨트롤러(120)에 의해 수용가능한 값의 범위와 비교된다. 인덱스가 수용 가능하지 않으면, 고장이 생긴 것

이다. 고장이 생기면, 툴 고장이 생긴 동안의 작업으로부터 수집된 후처리 측정이 차후의 레시피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단계 336). 또한, 처리가 함께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고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본 발명

의 런투런 기술 하에서 레시피가 수정된다(단계 340). 이와 같이, 레시피는 툴 고장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된다

.

도 4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개념에 따른 런투런 제어 절차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정의 적어도 일례를 나

타낸다. 우선, 이전의 공정 또는 툴로부터의 후처리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여 본 발명의 런투런 및 고장 검출 기술이 실

행 되는 툴로 전송한다(단계 404). 측정은 상류측 공정 후이지만 인스턴트 툴 전에 위치하는 도량형 툴 또는 상류측 

툴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측정은 인스턴트 툴 그 자체, 또는 임의의 다른 아날로그 장치 또는 처리 전

의 위치에서 행해질 수 있다.

소정의 예에서, 상류측 측정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의 툴 또는 공정에서 각 웨이퍼를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웨이퍼 또는 작업이 측정될 수 없다. 예를 들면, 2차 또는 3차 작

업마다 측정이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웨이퍼로부터의 후처리 측정은 유효하지 않거나 공정에서 고

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류측 측정은 그들이 측정을 유효하게 하는지를 판정하도록 검사된다(단계 408). 그렇지 않

으면, 런투런 컨트롤러(120)는 측정된 상류측 측정을 무시하고, 이전의 작업을 위한 세트포인트를 사용하여 처리를 

계속한다(단계 432). 유효하면, 이 측정이 툴의 처리 레시피를 수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 따르면,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레시피에 대한 수정은 변수로서 

고장 검출 모델에 팩터링(factoring)될 수 있다. 이들 실시예에서, 런투런 컨트롤러(120)에 의해 구현되는 임의의 레

시피 세트포인트 변경은 이들 레시피 수정을 차례로 활용하여 새로운 고장 상태 범위를 식별하는 고장 검출 시스템(1

10)으로 전송된다. 이와 같이, 고장 검출 시스템(110)은 런투런 컨트롤러(120)에 의해 레시피 변경이 행해진 경우에

도 감각적으로(즉, 임의의 수정된 레시피 세트포인트와 일치하도록 고장 상태의 범위를 조 정하여) 동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기술한 실시예의 특정 단계 및 시컨스는 예를 위한 것이고, 본 발명에 의해서 그 외의 추가, 생략 

및 구성이 고려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런투런 컨트롤러에 의해 수신된 모든 처리 속성이 고장 검출 시스템을 

통과(또는 고장 검출 시스템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고장이 검출되면, 런투런 컨트

롤러는 임의의 처리 속성을 수신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고장 경고를 수신할 뿐이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형태에 따르면, 상기한 바와 같이, 툴 고장이 있거나 웨이퍼 특성 결함이 있는 툴에 의해 처리

되는 작업 또는 웨이퍼는 차후의 작업을 위해 런투런 공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리 툴에 관한 고장 검출 정

보는 계속하기 전에 고려된다(단계 416). 구체적으로, 이전 작업에서의 결함 또는 고장 상태가 검출되면, 툴의 레시피

는 수정되지 않는다(단계 412). 또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고, 처리가 함께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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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작업에서 고장이 검출되지 않았으면, 데이터에 대한 필요한 변환이 수행된다(단계 420). 예를 들면, 센서에 의해

판독된 원 데이터(raw data)가 보다 의미있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일례로서, 균일성 파라미터는 다수의 측정들 간

의 비율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예에서, 각각의 측정 비율이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막 두께의 평균은 측정된 모든

두께의 평균으로의 변환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소정의 측정으로 변환이 필요없을 수 있다.

임의의 변환(필요한 경우)을 행한 후, 제어 공정 알고리즘이 다음의 예측 출 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실행된다(단계 42

4).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각종의 모델링 기술, 툴 레시피, 및 인입 웨이퍼 및 툴에 의해 생성될 예측 출력을 수립하

기 위한 이전의 공정 작업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압력, 전력, 가스 유량 등의 파라

미터에 대응하는 세트포인트에 기초하여 특정의 출력 막 두께가 예측될 수 있다.

다음의 출력이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되면, 그 출력이 규격 한계(specification limit)에 대하여 비교된다(단계 42

8). 이 규격 한계는 웨이퍼 특성의 수용가능한 한계를 표시한다. 출력이 규격 한계 이내이면(즉, 예측 출력이 수용가능

한 범위 이내이면), 수정은 필요없고 이전의 작업에서 사용된 동일한 세트포인트가 재차 사용된다(단계 432). 한편, 

예측 출력이 규격 한계를 초과하면, 예측 출력은 툴의 수용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비교된다(단계 436). 툴의 범위는 툴

의 수용 능력을 기술한다. 툴 범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측 출력이 규격 한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수 없다. 이 경우, 공정은 그 결과를 무시하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며, 예를 들면 처리를 종료한다(단

계 440).

예측 출력이 규격 한계 밖이지만 툴 범위 이내이면, 툴 레시피에 수정이 행해질 수 있다(단계 444). 특히, 레시피의 하

나 이상의 세트포인트는 표준 모델링 기술에 따라 수정된다. 다수의 경우, 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이들 모델은 공정 엔지니어에 의해 설계되어 설비의 초기화 단계 중에 시스템(100) 상에 다운로드된다. 원하는 제품

을 얻는데 필요한 조정이 추정되면, 공정이 실행된다(단계 448). 이와 같이,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서, 제어 

알고리즘은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즉, 원하는 출력), 측정된 인입 웨이퍼 특성, 및 런투런 및 고장 검출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툴 레시피에 대한 수정을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효율적으로 생산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고장 검출 제어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의 적어도 일례를 나타낸다.

우선, 고장 검출 시스템(110)은 툴 또는 공정에서 구현되는 레시피를 식별한다(단계 504). 사용되는 레시피에 따라서

, 고장 검출 모델이 수립되거나 선택된다(단계 508). 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고장 검출 모델은 고

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레시피와 특히 연관된 모델이 사용된다.

고장 검출 모델을 선택한 후, 제조 공정이 개시되고, 제조 공정 동안센서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막 두께, 균일성 등의

웨이퍼 특성을 수집한다. 선택적으로, 웨이퍼 특성은 공정 전후에 수집될 수도 있다. 이들 특성은 고장 검출 모델에 

대하여 비교되어 고장 검출 인덱스 또는 고장 이벤트(즉, 트리거)를 생성한다. 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임의 수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장 검출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계 공정 제어, 신경망, 또는 분석 

기술에 기초한 모델 등 중 어느 하나가 사용될 수 있다. 인덱스는 툴에 의해 생성되는 웨이퍼의 최적 조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덱스는 미리결정된 값에 대하여 비교되어 툴 고장 또는 툴 결함을 표시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인

덱스는 웨이퍼 생산의 최적화 시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웨이퍼 처리 속성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상

기한 바와 같이, 런투런 컨트롤러(120)는 고장 상태가 있 는 툴에 의해 생성되는 작업으로부터의 측정된 웨이퍼 특성

을 무시할 수 있다.

간략히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의 실시예에서는 독립 파라미터로서 런투런 컨트롤러(120)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시피에 대한 수정을 상기 고장 검출 모델로 팩터링하는 것이 고려된다. 이 방식에서, 고장 검출 시스템(

110)은 고장 상태의 범위를 재 규정하여 시스템 감도가 증가하도록 레시피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장 상태 경계(boundary)는 레시피 세트포인트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에 따라 재 규정될 수도 있

다. 특히, 레시피 세트포인트 수정에 따라 고장 상태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고장 검출 모델에서 고장 상태의 범위가 더 

협소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고장 상태 범위는 레시피 세트포인트로부터 고정된 거리에 따

라 설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실시예에서, 세트포인트에 대한 수정으로 인해서 고장 상태 범위가 대응하여 수정

된다.

예로서, 1차원의 경우에, 특정 타겟 특성을 얻기 위한 고정된 레시피 세트포인트는 초기값(예를 들면, 50 유닛)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레시피와 연관된 고장 검출 모델에 따르면, 고장 상태 경계는 초기에는 주어진 범위(예를 들면 48 

유닛 및 52 유닛)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어진 범위(예를 들면, 52 유닛 이상 48 유닛 미만) 밖에서의 

실제 웨이퍼 특성 측정은 고장 상태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들 고장 상태 하에서는, 예를 들면 처리가 종료된다.

처리하는 동안, 런투런 컨트롤러(120)에 의해서 레시피 세트포인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 공정 출력 드리프트를 다

룰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예에서, 런 투런 컨트롤러(120)는 레시피 세트포인트를 증가(예를 들면, 50 유닛에서 53 

유닛으로 증가)시키면, 레시피 고장 상태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상 런투런 수정을 보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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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해결책은 고장 상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예를 들면, 43 유닛 및 57 유닛으로 넓힘). 그러나, 이러한 해결

책은 고장 검출 능력을 낮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자동 검출 모델에 수정된 세

트포인트를 편입시켜 그 세트포인트로부터의 거리에 기초하여 고장 상태 경계를 생성한다. 이 방식에서, 시스템 감도

는 고장 검출 개념과 런투런 기술을 통합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예에서, 고장 상태의 범위가 51 

유닛 내지 55 유닛으로 재설정된다.

통합 다차원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경우에, 비고장 상태 영역은 다차원 세트포인트의 좌표로부터의 거리

로서 보여질 수 있다. 레시피에서 세트포인트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좌표가 런투런 컨트럴러(120)에 의해서 수정되

는 경우, 고장 상태 경계의 범위는 조정된 레시피 파라미터의 함수로 재 규정될 수 있다.

또한, 다중 입력 및 출력 시나리오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에서, 예측 출력값과 실제 측정된 출력값 사이의 거리가 고장

검출용 측정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는 고장 상태 경계를 결정하는데 사용

될 수도 있다.

도 6은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소재의 Intel사에 의해서 제조되는 Pentium TM 계열 프로세서를 갖

는 다수의 상이한 타입의 컴퓨터 중 임의의 컴퓨터를 포함하는 도 1의 시스템(100)의 임의의 구성요소의 내부 하드웨

어의 일례의 블럭도이다. 버스(656)는 시스템(100)의 구성요소들 간을 상호 연결하는 주정보 링크로서 역할을 한다. 

CPU(658)는 다른 프로그램들 뿐 아니라 본 발명의 공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계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시스템

의 중앙 처리 장치이다. ROM(read only memory)(660) 및 RAM(random access memory)(662)은 시스템의 주메모

리를 구성한다. 디스크 컨트롤러(664)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 드라이브와 시스템 버스(656)를 인터페이스한다. 이들 

디스크 드라이브는 예를 들면,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670), 또는 CD ROM 또는 DVD(digital video disk) 드라이브

(666), 또는 내장 또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668)이다. CPU(658)는 미국 일리노이주 샤움버그 소재의 Motorola 또는

Intel사에 의해서 제조되는 것을 포함하는 임의 수의 상이한 타입의 프로세서일 수 있다. 메모리/저장 장치는 DRAM 

및 SRAM뿐만 아니라 자기 및 광학 매체를 포함하는 각종 타입의 저장 장치와 같은 임의 수의 상이한 타입의 메모리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메모리/저장 장치는 이송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672)는 디스플레이(648)와 인터페이스하고 버스(656)로부터의 정보가 디스플레이(648) 상

에 표시되게 한다. 디스플레이(648)는 또한 옵션 액세서리이다. 상술한 시스템의 나머지 구성요소와 같은 외부 장치

와의 통신은 예를 들면 통신 포트(674)를 사용하여 행해진다. 예를 들면, 포트(674)는 도량 형 툴(190)에 연결된 버스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될 수 있다. 광섬유 및/또는 전기 케이블 및/또는 도전체 및/또는 광통신(예를 들면, 적외선 통

신 등) 및/또는 무선 통신(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등)이 외부 장치와 통신 포트(674) 사이의 

이송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주변 인터페이스(654)는 키보드(650)와 마우스(652) 사이를 인터페이스 하여 데이터

가 버스(656)로 송신되게 한다. 이들 구성요소 외에, 제어 시스템은 또한 적외선 송신기(678) 및/또는 적외선 수신기(

676)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적외선 송신기는, 컴퓨터 시스템이 적외선 신호 전송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

는 하나 이상의 처리 구성요소/스테이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적외선 송신기 또는 수신

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제어 시스템은 또한 저전력 무선 송신기(680) 및/또는 저전력 무선 수신기(682)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전력 무선 송신기는 제조 공정의 구성요소에 의한 수신을 위해 신호를 송신하고, 저전력 무선 수신

기를 통해 상기 구성요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도 7은 모델, 레시피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또는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예시적인 컴퓨터 판독가능 기

억 매체(784)를 나타낸 도면이다. 일예로서, 매체(784)는 도 6에 나타낸 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

로,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 ROM,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등의 기억 매체는 컴퓨터가 여기에 기술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상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보 및 단일 바이트 언어(language)를 위한 멀티 바이트 로

케일(locale)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ROM(660) 및/또는 RAM(662)은 또한 인스턴트 공정과 연관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중앙 처리 장치(658)에 명령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저장하

기 위한 적절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다른 예는 자기, 전자 또는 광학(홀로그램 포함) 저장부 및 이들 일부의 조합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 실시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이송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각종 예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각 부분이 메모리/저장 

장치에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각종 구성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각종 구성요소 및 단계는 하드웨어 및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본 발명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의 현재 입수 가능하거나 또는 미래에 개발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언어 및/또는 하드웨어 구성요

소가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기능성의 적어도 일부는 BASIC, C, C++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또는 스크립팅(scripting)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짐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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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원리를 감안하여 당해 분야의 숙련된 자에 의해 각종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장 검출 시스템과 런투런(run-to-run)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웨이퍼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1)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stepoint)를 포함하는, 툴(tool)을 제어하기 

위한 레시피(recipe)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수신하는 단계;

2)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식별된 웨이퍼 특성 및 고장 상태(fault condition)를 포함하는 처리 속성(processi

ng attribute)을 측정하여 상기 웨이퍼의 처리를 감시하는 단계;

3) 상기 처리 속성을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단계; 및

4)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에 따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상기 레피시의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처리의 실행 전에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으로부터 고장 검출 인덱스(index)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

정하기 위해서 상기 인덱스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단계는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규격 한계(specification limit)에 대하여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웨

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단계는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범위에 대하여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의 검출 시에 상기 처리를 종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는 2개 이상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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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는 온도, 압력, 전력, 처리 시간, 재료의 리프트 위치 및 유량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툴 고장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웨이퍼 특성 고장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상기 레시피

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웨이퍼 특성은 웨이퍼 고장이 검출된 때에 상기 레시피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3.
웨이퍼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1)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서 상기 웨이퍼를

처리하는 단계;

2)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

3)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는 단계; 및

4) 상기 측정된 웨이퍼 특성에 따라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고장 상태의 부재 시

에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에 처리가 종료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처리 중에 수행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처리 후에 수행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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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

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웨이퍼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웨이퍼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며,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 툴을 제어하는 런투런 컨트롤러;

웨이퍼 특성을 포함하는 처리 속성을 측정하는 센서; 및

상기 웨이퍼 특성을 감시하여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고 상기 상태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고장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

는 상기 처리 속성에 따라 수정되어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처리의 실행 전에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센서를 더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검출기는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으로부터 고장 검출 인덱스를 생 성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

를 수정하기 위해서 상기 인덱스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는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규격 한계에 대하여 비교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는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범위에 대하여 비교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

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는 고장 상태의 검출 시에 처리를 종료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는 2개 이상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는 온도, 압력, 전력, 처리 시간, 재료의 리프트 위치 및 유량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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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툴 고장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7.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웨이퍼 특성 고장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18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상기 레시피

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9.
웨이퍼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서 상기 웨이퍼를 처

리하는 런투런 컨트롤러;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센서; 및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는 고장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는 상기 웨이퍼 특성에 따라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 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상기 

고장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고장 상태의 부재 시에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는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에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지 않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처리 중에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처리 후에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

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4.
고장 검출 시스템과 런투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웨이퍼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툴을 제어하기 위한 레시피를 상

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수신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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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식별된 웨이퍼 특성 및 고장 상태를 포함하는 처리 속성을 측정하여 상기 웨이퍼의 처

리를 감시하는 수단;

상기 처리 속성을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상기 처리 속성에 따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

서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처리의 실행 전에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으로부터 고장 검출 인덱스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세트포인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상기 인

덱스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수단은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규격 한계에 대하여 비교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수단은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범위에 대하여 비교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9.
제34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의 검출 시에 처리를 종료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0.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툴 고장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1.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웨이퍼 특성 고장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2.
제34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상기 레시피

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파라미 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3.
웨이퍼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서 상기 웨이퍼를 처

리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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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특성을 측정하는 수단;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는 수단; 및

상기 측정된 웨이퍼 특성에 따라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고장 상태의 부재 시에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에 처리가 종료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상기 레시피

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6.
고장 검출 시스템과 런투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웨이 퍼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툴을 제어하기 위한 레시피를 상

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수신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instruction);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식별된 웨이퍼 특성 및 고장 상태를 포함하는 처리 속성을 측정하여 상기 웨이퍼의 처

리를 감시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상기 처리 속성을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및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에 따라 상기 런투런 컨트

롤러에서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처리의 실행 전에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으로부터 고장 검출 인덱스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및 상기 세트포인트를 수

정하기 위해서 상기 인덱스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49.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은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규격 한계에 대하여 비교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0.
제46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4-0015813

- 15 -

상기 수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은 예측 출력을 수용가능한 툴 범위에 대하여 비교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

능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1.
제46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의 검출 시에 상기 처리를 종료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2.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툴 고장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3.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상태는 웨이퍼 특성 고장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4.
제46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상기 레시피

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5.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서,

하나 이상의 타겟 웨이퍼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서 상기 웨이퍼를 처

리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웨이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및

상기 측정된 웨이퍼 특성에 따라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고장 상태의 부재 시에 

상기 타겟 웨이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에 처리가 종료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7.
제55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고장 검출 모델은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

포인트를 파라미터로서 통합하도록 수정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8.
고장 검출 시스템과 런투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아이템(item)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1) 하나 이상의 타겟 아이템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툴을 제어하기 위한 레시피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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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식별된 아이템 특성 및 고장 상태를 포함하는 처리 속성을 측정하여 상기 아이템의 

처리를 감시하는 단계;

3) 상기 처리 속성을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단계; 및

4)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에 따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에서 상기 레피시의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상기 타겟 아이템 특성을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방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처리의 실행 전에 아이템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방법.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으로부터 고장 검출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상기 인덱스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방법.

청구항 61.
제58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의 검출 시에 상기 처리를 종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방법.

청구항 62.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는 2개 이상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방법.

청구항 63.
아이템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1) 하나 이상의 타겟 아이템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서 상기 아이템을

처리하는 단계;

2) 아이템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

3)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는 단계; 및

4) 상기 측정된 아이템 특성에 따라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고장 상태의 부재 시

에 상기 타겟 아이템 특성을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방법.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고장 상태가 검출된 경우에 처리가 종료되는 아이템 처리 방법.

청구항 65.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아이템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며, 하나 이상의 타겟 아이템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 툴을 제어하는 런투런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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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특성을 포함하는 처리 속성을 측정하는 센서; 및

상기 아이템 특성을 감시하여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고 상기 상태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고장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고장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고장 상태가 검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

는 상기 처리 속성에 따라 수정되어 상기 타겟 아이템 특성을 유지하는 아이템 처리 시스템.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처리의 실행 전에 아이템 특성을 측정하는 센서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시스템.

청구항 67.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검출기는 상기 측정된 처리 속성으로부터 고장 검출 인덱스를 생성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상기 인덱스를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아이템 처리 시스템.

청구항 68.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는 고장 상태의 검출 시에 처리를 종료하는 아이템 처리 시스템.

청구항 69.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는 2개 이상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아이템 처리 시스템.

청구항 70.
아이템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타켓 아이템 특성을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포함하는 레시피에 따라서 상기 아이템을 처

리하는 런투런 컨트롤러;

아이템 특성을 측정하는 센서; 및

고장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는 고장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런투런 컨트롤러는 상기 아이템 특성에 따라 상기 레시피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세트포인트를 수정하여 상기 고

장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고장 상태의 부재 시에 상기 타겟 아이템 특성을 유지하는 아이템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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