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1413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1L 21/6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1년11월15일
10-0314131
2001년10월25일

(21) 출원번호 10-1999-0044896 (65) 공개번호 특2001-0037386
(22) 출원일자 1999년10월16일 (43) 공개일자 2001년05월07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윤종용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전충삼
경기도화성군태안읍병점8리주공아파트108동103호
현필식
경기도용인시기흥읍농서리산7-1번지월계수동939호

(74) 대리인 이영필
정상빈
곽덕영

심사관 : 오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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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사 효율을 높이고, 고집적화 된 반도체 소자의 검사에 적합한 웨이퍼 검사 시스템 및 그 검사방법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웨이퍼 표면을 비접촉 방식으로 스캔닝(scanning)하는 센서부 및 센서부와 연결되어 센서부에
서 얻은 신호를 전기적 특성으로 변환하는 RLC 회로부를 포함하는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와,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와 연결된 이미지 처리 컴퓨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
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검사방법에 관해 개시한다. 따라서 탐지된 결함중에서 도전성 결함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함으
로써 검사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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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광학적 이미지를 이용한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는 기존의 광학적 이미지를 이용한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결함 인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RLC 회로부를 포함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 검사 시스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5는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에서 커패시터 센서를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6은 커패시터 센서가 웨이퍼에 있는 도전성 패턴을 스캔닝하는 것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7은 도 6의 커패시터 센서가 도전성 패턴을 스캔닝할 때 얻을 수 있는 전기적 특성중 전압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결함 인식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9는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도전성 패턴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서의 공진주
파수의 변화를 관찰한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웨이퍼, 102: 도전성 패턴,

104: 도전성 패턴 결함, 106: 비도전성 패턴 결함,

110: 탐지부, 120: RLC 회로부,

122: 도전성 패턴의 전압 특성, 124: 비도전성 부분의 전압특성,

126: 도전성 패턴 결함의 전압 특성, 130: 센서부,

140: 교류전압 공급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검사장치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웨이퍼의 외관불량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wafer inspection system)에 관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수율 향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수율 향상에는 공정 장비 및 공정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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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실제 제조 단계에서 적용되는 인-라인 모니터링(In-line Monitoring) 역시 크게 기여를 
하였다. 즉, 기존에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간접적인 모니터링 방식으로 검사하였다. 이
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웠다. 그러나 인라인 모니터링 기법은 실제 생산된 웨이퍼를, 웨이퍼 
검사 시스템(wafer inspection system)을 통해 단위 공정마다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얻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위 공정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정결함 및 장비결함을 신속히 탐지하여 이를 빠
른 시간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불량발생을 단시간내에 신속히 발견하여 이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수율을 극
대화시키고, 불량발생에 따른 생산비용의 낭비를 절감하여 생산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상기 인-라인 모니터링 공정중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것은, 레이저(LASER) 혹은 광학시스템(Optic Syst
em)을 이용하여 웨이퍼에 있는 외관불량을 검사하여 웨이퍼에 존재하는 결함의 크기, 결함 집단(defect cluster) 및 
형태, 결함의 색깔 및 밀도, 위치등을 감지하는 것이다.

도 1은 기존의 광학적 이미지를 이용한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금속패턴이나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 패턴과 같은 도전성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10)에서, 광학
시스템(20)을 이용하여 상기 웨이퍼(10)에 구성된 이미지를 이미지 센서(30)를 통해 인식(40)한다. 상기 인식된 이
미지는 컴퓨터에서 디지털화 된 상태로 처리를 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상태의 신호가 디지털 상태의 신호로 변환(50)
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상태로 변환된 이미지는 이미지 처리 컴퓨터(60)에서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filtering)을 수행
하고, 이를 기준 이미지(reference image)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미지 속에 포함된 결함(defect)을 추출하게 된다.
    

    
계속해서 상기 이미지 처리 컴퓨터(60)는 추출된 결함에 대하여 크기, 색깔, 형태를 탐지하고, 이러한 결함의 밀도 및 
위치등을 확인한다. 이렇게 결함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이미지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과 인-라인(In-line) 혹은 오프
-라인(off-line) 방식으로 구성된 리뷰 스테이션(70)에서 결함을 집단화(clustering)하고, 이를 다시 분류(classif
ication)하게 된다. 상기 결함분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웨이퍼(10)에 대한 결함 파일(80)이 만들어지고, 이
를 공정 모니터링 또는 컨트롤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 2는 기존의 광학적 이미지를 이용한 웨이퍼 검사 시스템에서의 결함 인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광학시스템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컴퓨터에서는, 검사하고자 하는 웨이퍼에서 얻은 이미지(10A)와 
기준 이미지(10B)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기준 이미지(10B)에서 칩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도전
성 패턴 이미지(71)는 검사하고자 하는 이미지(10A)와 비교하여 상쇄되고, 비정상적인 결함 이미지만을 추출한 후, 
이에 대한 위치 및 개수를 인식한다. 도면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10A, 10B)를 서로 비교하여 상쇄하고 난 후, 총 4개
의 결함(65, 67, 69, 73)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결함(65, 67, 69, 73) 중에는 웨이퍼에 형성된 칩의 동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함과,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비치명적인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도전패턴(71) 사이에서 단선(short)을 유발하여 칩
의 동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도전성 패턴 결함(73)과, 세정 및 에어 블루(Air Blow)와 같은 후속공정을 통하여 제거될 
수도 있는 비도전성 패턴 결함(65, 67, 69)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상술한 기존의 웨이퍼 검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기 결함중에서 비치명적인 결함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에서 수만 개까지 검사하고자 하는 이미지 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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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치명적인 결함들을 마이크로 스코프(Microscope)나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
ron Microscope)과 같은 리뷰(review) 스테이션(Station)에서 확인하고 이를 다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도 및 경험에 따라 많은 편자를 보일 수 있으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이 너무 과다
하기 때문에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검사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둘째, 광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결함의 최소 크기는 0.1∼0.2㎛ 사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
차 고집적화 되는 반도체 소자에서는 결함의 추출이 점점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집적화 된 반도체 소자의 웨
이퍼 검사시스템에서,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를 인식하는 픽셀(Pixel)의 크기를 줄여 해상도(resolutio
n)를 높이면, 이미지 처리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간(throughput)이 늘어나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가동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광학시스템이나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여 웨이퍼에 형성된 도전성 패턴에 있
는 외관결함(visual defect)들을 추출하지 않고, 도전성 패턴 속에 포함된 결함의 재질에 의존하여 외관결함을 추출함
으로써, 장비 가동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을 이용
한 검사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웨이퍼 표면을 비접촉 방식으로 스캔닝(scanning)하는 센서부와, 상
기 센서부와 연결되어 상기 센서부에서 얻은 신호를 전기적 특성으로 변환하는 RLC 회로부를 포함하는 도전성 패턴 결
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와,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와 연결된 이미지 처리 컴퓨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웨이퍼는 도전성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이고, 상기 센서부는 커패시
터 센서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에서 전기적 특성은 공진주파수의 변화에 의해 얻어지는 전기적 특
성으로서 전압, 전류 및 전력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이다. 따라서, 상기 RLC 회로부는 이러한 전기적 특성 변화를 탐
지하는 탐지부 및 교류전압 공급부가 더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미지 처리 컴퓨터는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에서 받은 전기적 특성 신호를 2차원인 
이미지로 변환시키고 상기 2차원인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로서, 처리한 결과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는 리뷰 스테이션
(review station)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
하는 방법은, 먼저 도전성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웨이퍼 검사시스템에 준비한다. 그리고 상기 웨이퍼 위를 도전성 패
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의 센서부로 스캔닝하고, 상기 센서부에서 얻은 신호를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의 RLC 회로부를 통하여 전기적 특성으로 변환한다. 상기 전기적 특성 변화를 2차원 이미지
로 변환하여 이미지 처리 컴퓨터에서 최종적으로 결함을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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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센서부는 커패시터 센서이고, 비접촉식 방식으로 웨이퍼 위를 스캔닝 한다.

상기 전기적 특성 변화는 공진주파수의 변화에 기인하여 RLC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특성으로 전압, 전류, 전력 중
에 어느 하나이다.

따라서, RLC 회로부는 이러한 전기적 특성을 얻을 수 있는 탐지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이미지 처리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함은 인-라인 혹은 오프-라인 형태의 리뷰 스테이션에서 이를 다시 최종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도전성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웨이퍼 검사 시스템으로 검사할 때, 웨이퍼에 형성된 칩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도전성 패턴 결함만을 선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회로 동작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도전
성 결함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결함 탐지 방식이 이미지만를 인식하는데 
의존하지 않고,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도전성 패턴 결함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크기의 결함까지 탐지해야 
하는 고집적화 된 반도체 소자의 웨이퍼 검사 시스템에서 해상도 향상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당 명세서에서 말하는 공진주파수를 이용한 전기적 특성은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 실시예에서 설명된 
전압특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압특성을 바람직한 실시예(best mod
e)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에 의하여 전력 및 전류특성으로 충분
히 변환이 가능하다. 또는 상기 센서부는 커패시터 센서 대신에 다른 수단으로 치환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RLC 회로
부를 본 발명에서는 직렬로 구성하였으나, 이는 필요에 따라서 병렬로 구성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재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RLC 회로부를 포함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
략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웨이퍼 검사 시스템은 외관 결함중에서 도전성을 띄는 외관 결함만을 선별적으로 탐
지하기 때문에 웨이퍼(100)로부터 결함을 감지하는 메커니즘이 특이하다. 즉, RLC 회로부에서 센서부인 커패시터 센
서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스캔닝함으로써 RLC 회로부에서 발생하는 공진주파수의 변화를 인지(200)한다.

이어서 상기 공진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변화, 즉 전압이나 전류나 전력의 변화를 2차원의 이미지로 처리
(300)한 후, 이러한 아날로그 상태의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상태의 이미지로 변환(400)한다.

계속해서, 상기 전기적 신호에 의한 2차원 이미지를 이미지 처리 컴퓨터(500)에서 필터링(filtering)하고 기준 이미지
(reference image)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도전성을 띄지 않는 결함은 탐지하지 않고, 도전성을 띄는 결함만을 추출한
다. 그 후, 이러한 도전성 패턴 결함의 개수, 밀도 및 위치를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리뷰 스테이션(600)에서 이러한 결함을 집단화하고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도전성이 있는 결함의 상태가 포
함된 결함파일(700)을 생성하여 이를 공정에 적용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 검사 시스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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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는, RLC 회로부(120), 교류전원 공급원(140), 탐지부
(110) 및 센서부(130)인 커패시터 센서(130)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탐지부(110)는 본 발명에서는 전압을 탐지하
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는 전류 및 전력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가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교류전원 공급원(140)에 공급되는 전압은 5V 미만의 교류전압이 적합하고, 교류전압 
공급원(140)인 Vc와 상기 탐지부의 Vd는 동일 주파수이다.
    

도 5는 도4의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에서 커패시터 센서를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센서부(130)인 커패시터 센서는 RLC 회로부에서 커패시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두 
개의 도전성 금속판으로 전극을 형성하고 가운데는 유전체인 에폭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그 후, 상기 도 4와 같이 
RLC 회로부에 교류전원을 인가하면 일정주파수에서 공진주파수(resonance Frequence)가 발생한다. 이 상태로 커패
시터 센서(130)를 도전성 패턴(102)이 있는 웨이퍼(100) 위를 스캔닝하면 커패시터 센서에서 커패시턴스(Capacita
nce)와 인덕턴스(Inductance)가 변화하게 되어 RLC 회로부에서 공진주파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진주파수의 변화는 RLC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도 변화를 야기하여 탐지부에서 측정된 Vd(도4의 110), 즉 V
rms(Voltage of Root mean square) 값이 변하게 된다. 그러나 웨이퍼(100)에 형성된 막질이 도전성이 없는 유전체
이면 이러한 변화는 미미하다.

도 6은 커패시터 센서가 웨이퍼에 있는 도전성 패턴을 스캔닝하는 것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센서부(130)인 커패시터 센서가 비접촉 방식으로 도전성 패턴(102) 있는 웨이퍼(100) 위를 스캔닝
한다. 이때, 상기 커패시터 센서는 웨이퍼(100)에 형성되어 있는 막질 특성이나 메탈 라인 브릿지(Metal bridge, 10
4) 등과 같은 결함에 따라 공진주파수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공진주파수의 변화는 전기적 특성, 즉 전압(Vrms) 값을 
변화시킨다.

도 7은 도 6의 커패시터 센서가 도전성 패턴을 스캔닝할 때 얻을 수 있는 전기적 특성중 전압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X축은 센서부인 커패시터 센서가 스캔닝하는 거리를 나타내고, Y축은 이때의 전기적 특성 즉 전압(
Vrms)의 변화치를 각각 나타낸다. 상기 전압 특성은 웨이퍼에 형성된 도전성 패턴과, 비도전성 부분의 전압특성(122, 
124)이 각각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메탈 라인 브릿지와 같은 도전성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전압
특성이 비정상적(126)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전압특성을 결함이 없는 표준 전압특성과 비교
하여 도전성 결함만을 추출할 수 있다. 설령 비도전성의 결함이 웨이퍼에 있더라도 이러한 결함은 본 발명에 의한 센서
부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함으로 추출되지 않는다. 상기 파형은 예시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RLC 회로의 구성 및 
파형을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파형의 모양이 다른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결함 인식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도전성 결함(104)과 비도전성 결함(106)이 함께 있는 웨이퍼(100A)와 결함이 없는 웨이퍼(100B)
를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 검사 시스템에서 외관불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RLC 회로 및 커패시터 센서를 이
용하여 얻는 전기적 특성 이미지를 이미지 컴퓨터에서 처리하면, 결함이 없는 웨이퍼(100B)의 도전성 패턴(102) 이미
지는 상쇄되어 제거된다. 그러면, 비도전성 결함(106)은 모두 제거되고, 오로지 도전성 결함(104)만이 결함으로 추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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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도전성 패턴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서의 공진주
파수의 변화를 관찰한 그래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도면에서 X축은 대역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Y축은 커패시턴스를 각각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된 
커패시터 센서는 커패시터 전극으로 반도체 기판위에 형성되어 있는 8000Å 두께의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였다. 커패시
터 센서의 유전체막으로 20㎛ 두께의 에폭시를 사용하였고, 상기 에폭시에 의해 2개의 상기 알루미늄판을 접착시켰다. 
그 후, 상기 커패시터 센서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LCZ 메타(Meter)를 사용하여 커패시터 센서 자체의 공진(Reso
nance) 발생을 확인하고, 커패시터 센서를 알루미늄이 적층된 웨이퍼에 접근시켜 공진(Resonance)의 변화를 확인하
였다.
    

그래프에서 B라인은 커패시터 센서 자체에서 공진이 발생하였을 때, 커패시턴스 변화를 나타내고, A라인은 알루미늄막
이 적층된 웨이퍼에 커패시터 센서를 접근시켜 공진을 발생시켰을 때의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A
라인의 경우는 B라인으로부터 약 10㎑ 정도 저주파쪽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의 이동은 반복
하였을 때, 일정한 양으로 재현성있게 나타났으며, A라인이나, B라인의 모양 역시 재현성있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기 실험을 통하여 웨이퍼의 도전성 패턴에 RLC 회로와 연결된 커패시터 센서를 접근하면 공진주파수의 이동
(shift)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면의 점선과 같이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두 개의 결과치로부터 
커패시턴스의 변화(도면의 C, D)를 비교하면, 커패시턴스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커패시턴스의 변화에 의해
서 도전성 결함과 비도전성 결함을 분류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웨이퍼 검사 시스템에서 웨이퍼를 검사할 때, 웨이퍼에 형성된 칩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도전성 패턴 결함인 도전성 폴리실리콘 브릿지(doped polysilicon bridge)나, 금속 라인 브릿지(M
etal line bridge)만을 선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비도전성 결함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도전성 패턴 결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크기의 결함까지 탐지해야 하는 고집
적화 된 반도체 소자의 웨이퍼 검사 시스템의 적용에 유리한 웨이퍼 검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웨이퍼 표면을 비접촉 방식으로 스캔닝(scanning)하는 센서부와, 상기 센서부와 연결되어 상기 센서부에서 얻은 신호
를 전기적 특성으로 변환하는 RLC 회로부를 포함하는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 및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와 연결된 이미지 처리 컴퓨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
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도전성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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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부는 커패시터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에서 전기적 특성은 공진주파수의 변화에 의해 얻어지는 전기적 특
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LC 회로부는 전기적 특성 변화를 탐지하는 탐지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LC 회로부는 교류 전압 공급원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탐지부는 전압, 전류 및 전력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LC 회로부는 저항, 인덕터 및 커패시터 성분이 직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교류전압 공급원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압은 5V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처리 컴퓨터는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에서 받은 전기적 특성 신호를 2차원인 
이미지로 변환시키고 상기 2차원인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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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처리 컴퓨터는 이미지를 처리한 결과를 분류하는 리뷰 스테이션(review station)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리뷰 스테이션은 이미지 처리 컴퓨터에 붙어 있거나 또는 떨어져서 별도로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 
시스템.

청구항 13.

도전성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웨이퍼 검사시스템에 준비하는 단계;

상기 웨이퍼 위를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의 센서부로 스캔닝하는 단계;

상기 센서부에서 얻은 신호를 상기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의 RLC 회로부를 통하여 전기적 특성
의 변화로 인지하는 단계; 및

상기 전기적 특성 변화를 2차원 이미지로 변환하여 이미지 처리 컴퓨터에서 결함을 탐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부는 커패시터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터 센서는 웨이퍼와 비접촉 방식으로 스캔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특성 변화는 공진주파수의 변화에 기인하여 RLC 회로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시스
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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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기적 특성 변화는 RLC 회로에 구성된 탐지부를 이용하여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도전
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탐지부는 전류, 전압 및 전력중에서 어느 하나를 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도전성 패
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처리 컴퓨터에서 결함을 탐지한 후에 리뷰 스테이션에서 상기 결함을 분류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검사시스템에서 도전성 패턴 결함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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