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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웨이퍼의 측정정보작성방법 및 측정위치결정방법

요약

복수의 측정장치의 사이에 측정위치를 포함하는 측정정보를 유용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측정정보를 
사용하여 웨이퍼상의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웨이퍼상에서  정의된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나타나  있는  측정점위치를  포함하는 
측정레시피(recipe)를 작성한다.  이 측정정보는 복수의 측정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측정레시피에 
포함되는 각 측정점의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을 스테이지상에서 정의된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변
환하면, 이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웨이퍼상의 각 측정점의 위치결정을 실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적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위치맞춤처리를 행하는 기능을 가진 측정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화상처리유닛(50)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실시예에서의 위치맞춤처리의 개요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4는 실시예에서의 위치맞춤처리의 전체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기준 웨이퍼 WF1을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은 웨이퍼의 화상회전각도 β1을 구하기 위한 스텝 T11의 상세한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7은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 δ를 구하기 위한 스텝 T12의 상세한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8은 웨이퍼좌표와 스테이지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스텝 T13의 상세한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반도체 웨이퍼(WF)내에 형성된 복수의 칩의 배열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도,

도 10은 웨이퍼의 중심부근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개념도,

도 11은 1차원 투영법에 의한 직선에지정보의 검출처리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12는 소벨 오퍼레이터에 의한 화상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13은 소벨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진 수평 에지값과 수직 에지값으로부터 화상의 직선부분의 각
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14는 처리대상으로 되는 다계조화상의 일례와, 이 다계조화상으로부터 소벨 오퍼레이터법에 의해 검
출된 각도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15는 4개의 등가회전각도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16은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위치에 시야 중심을 이동시킨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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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등록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18은 촬상 좌표계와 스테이지좌표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19는 제1과 제2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위치에서 촬상된 화상의 시야(Wa, Wb)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20은 스텝 S16, S17의 처리내용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21은 기준 웨이퍼(WF1)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 전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2는 기준 웨이퍼(WF1)의 화인얼라인먼트 전처리에서의 i번째의 측정점(PMi)를 포함하는 시야(W(i))
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23은 피측정 웨이퍼의 프리얼라인먼트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4는 피측정 웨이퍼의 화상회전각도 β2를 구하기 위한 스텝 T21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5는 피측정 웨이퍼에 있어서 설정되는 시야의 일례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26은 피측정 웨이퍼에 관한 패턴 매칭의 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27은 피측정 웨이퍼에서의 웨이퍼의 예비회전각도(α2pr)와 화상회전각도(β2)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28은 피측정 웨이퍼에서의 매칭패턴(MPd)의 기준점(Qd)과 제1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d)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29는 피측정 웨이퍼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30은 피측정 웨이퍼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처리에 있어서, 측정점의 근방에서 얻어진 회전후의 화
상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 부호의 설명 〉

30     제어조작유닛,              31     표시부,

32     조작부,                    33     제어부,

34     스테이지 구동부,           35     스테이지좌표 판독부,

36     XY 스테이지,               36a, 36b     웨이퍼 유지암,

38     통신경로,                  40     광학유닛,

41     카메라,                    42     광원,

43     하프미러,                  44     대물렌즈,

50     화상처리유닛,              110    CPU,

112    버스라인,                  114    ROM,

116    RAM,                        136    모니터,

138    자기디스크,                139    측정레시피,

140    입출력 인터페이스,         150    등가회전방향결정수단,

152    촬상위치결정수단,          154    패턴매칭수단,

156    각도선택수단,              158    회전방향결정수단,

160    기준위치결정수단,          162    측정위치결정수단,

164    좌표변환수단,              166    측정정보작성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의 측정점에 관한 측정정보를 작성하고, 이 측정정보를 사용하여 측정점의 위치
를 결정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는 그 제조공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이 행해진다.  측정처리시에는 
웨이퍼상의 미리 정해진 측정점에 측정 프로브(probe)(광학소자나 전극 등)를 정확하게 위치결정하는 「
위치맞춤처리(얼라인먼트(alignment)처리)」가 행해진다.

그런데, 복수의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동일한 측정을 행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복수의 측정장
치에 웨이퍼를 세트하면, 웨이퍼의 방향이나 위치가 각각의 장치에서 다르기 때문에, 웨이퍼상의 측정점
의 좌표도 서로 다른 값을 취한다.  따라서, 종래는 복수의 측정장치의 사이에서는 측정위치를 포함하는 
측정정보를 유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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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측정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도, 복수의 웨이퍼를 재치(載置)한 경우에는 각 웨이퍼상의 측정
점의 좌표가 서로 다른 값을 취하는 일이 있다.  예컨대, 측정장치에 세트된 웨이퍼의 방향이 항상 정확
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임의의 각도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점의 좌표는 각 
웨이퍼마다 다른 값을 취한다.  따라서, 동일한 측정장치에 있어서도, 측정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
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기술에서의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복수의 측정장치의 사이에서 
측정위치를 포함하는 측정정보를 유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측정정보를 사용하여 웨이퍼상의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제2 목적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과제의 적어도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방법은 웨이퍼상의 측정점에 관한 측정정보
를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측정정보는 상기 웨이퍼상에서의 측정점의 위치를 적어도 포함하고,

상기 측정점의 위치는 상기 웨이퍼상에서 정의된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 방법에서는 측정점의 위치가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측정장치
의 사이에 있어서 측정점위치를 포함하는 측정정보를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지상에 재치되는 웨
이퍼의 위치나 방향이 항상 일정하게 되지 않는 것같은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웨이퍼상의 측
정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 측정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1 방법에 있어서,

상기 측정정보는 또한 각 측정점 근방에서 촬상(撮像)된 화상에 대해서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실행함으로써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템플레이트(template) 화상을 포함하도록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템플레이트 화상을 사용한 템플레이트 매칭을 행함으로써, 측정점의 위치를 고정밀도로 결
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방법은 웨이퍼를 재치하는 스테이지를 구비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웨이퍼의 측정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제1 방법에 따라서 작성된 상기 측정정보를 사용하여 각 측정점의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을 상
기 스테이지상에서 정의된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공정과,

(b) 각 측정점에 관한 상기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상기 웨이퍼상의 각 측정점의 위치결정
을 실행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측정정보내의 측정점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웨이퍼상의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제2 방법에 있어서,

상기 측정장치는 또한 웨이퍼상의 화상을 촬상하기 위한 촬상 광학계(光學系)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촬상 광학계에서 정의된 촬상 좌표계에서의 좌표와, 상기 스테이지좌표계에서의 좌표와의 사이의 
회전을 포함하는 좌표 변환을 규정하는 좌표변환계수를 결정하는 공정과,

상기 좌표변환계수를 사용하여 상기 촬상 광학계에서 촬상된 촬상화상내에서의 촬상 좌표계의 좌표와 상
기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을 실행하는 공정을 포함하도록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촬상 좌표계가 스테이지좌표계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도, 촬상 화상내의 임의의 점의 
위치에 관한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하와 같은 다른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  제1 형태는 웨이퍼상의 측정점에 관한 측정정보를 
작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상에서의 측정점의 위치와,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조건을 포함하는 측정정보를 작성하는 측정
정보작성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측정점의 위치는 상기 웨이퍼상에서 정의된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 형태는 웨이퍼를 재치하는 스테이지를 구비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웨이퍼의 측정위치를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의 방법 또는 장치에 의해 작성된 상기 측정정보를 사용하여 각 측정점의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을 
상기 스테이지상에서 정의된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수단과,

각 측정점에 관한 상기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상기 웨이퍼상의 각 측정점의 위치결정을 
실행하는 측정위치결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3 형태는 컴퓨터에 상기 발명의 각 공정 또는 각 수단의 기능을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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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이다.  기록매체로서는 플렉서블 디스크(flexible disk)나 CD-ROM 등의 컴퓨터가 판독가능한 휴
대형 기억매체나,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기억장치(RAM이나 ROM 등의 메모리) 및 외부기억장치, 또는 이것 
이외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로서 컴퓨터 시스템이 판독가능한 여러 가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4 형태는 컴퓨터에 상기의 발명의 각 공정 또는 각 수단의 기능을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신 
경로를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장치이다.

A. 장치의 구성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실시예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적용하여 반도
체 웨이퍼의 위치맞춤처리(얼라인먼트처리)를 행하는 기능을 가진 측정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
다.  이 측정장치는 제어조작유닛(30)과, 촬상 광학계로서의 광학유닛(40)과, 화상처리유닛(50)을 구비
하고 있다.

제어조작유닛(30)은 표시부(31)와, 조작부(32)와, 제어부(33)와, 스테이지 구동부(34)와, 스테이지좌표 
판독부(35)와, XY 스테이지(36)를 구비하고 있다.  표시부(31)로서는, 예컨대 모니터나 액정디스플레이 
등이 사용된다.  또한, 조작부(32)로서는, 예컨대 키보드나 마우스 등이 사용된다.  XY 스테이지(36)의 
위에는 반도체 웨이퍼(WF)가 재치된다.  반도체 웨이퍼(WF)의 표면에는 타일모양으로 배열된 직사각형의 
복수의 반도체 웨이퍼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장치는 XY 스테이지(36)를 회전시키는 기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광학유닛(40)은  카메라(41)와,  광원(42)과,  하프미러(43)와,  대물렌즈(44)를  구비하고  있다.   
하프미러(43)는 광원(42)에서 출사(出射)된 광을 대물렌즈(44)를 향해 반사하여 XY 스테이지(36)상의 반
도체 웨이퍼(WF)에 광을 조사한다.  반도체 웨이퍼(WF)의 표면에서 반사된 광은 대물렌즈(44)와 하프미
러(43)를 통과하여 카메라(41)에 입사한다.  즉, 카메라(41)는 반도체 웨이퍼(WF)의 표면의 화상을 촬상
한다.  화상으로서는 다계조화상(多階調畵像)(그레이 화상)을 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실
시예에서는, 카메라(41)의 시야 사이즈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형성된 반도체 칩의 1개분의 사이즈보
다 작다.  이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반도체 웨이퍼(WF)의 다계조화상은 화상처리유닛(50)에 의해 처리되
고, 이것에 의해 반도체 웨이퍼(WF)의 회전방향이 검출된다.  화상처리유닛(50)의 모니터(136)에는 반도
체 웨이퍼(WF)의 일부의 촬상영역의 다계조화상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조작부(32)를 조작하여 XY 스테이지(36)에 대한 이동지령을 입력하면, 그 지령에 따라서 제어
부(33)가 스테이지 구동부(34)를 제어하여 XY 스테이지(36)를 X방향과 Y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또한, 조
작부(32)로부터 스테이지의 좌표판독지령이 입력되면, 그 시점의 스테이지좌표정보가 스테이지좌표 판독
부(35)에 의해 판독되어 제어부(33)에 공급된다.  스테이지좌표정보는 필요에 따라서 표시부(31)에 표시
된다.  스테이지좌표정보는, 또한 쌍방향 통신경로(38)를 통해 제어부(33)로부터 화상처리유닛(50)에도 
공급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화상처리유닛(50)은 화상처리에 의해 인식된 웨이퍼의 회전방향과, 이 
스테이지좌표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웨이퍼의 정확한 회전방향이나 측정위치를 결정한다.

도  2는  화상처리유닛(50)의  내부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화상처리유닛(50)은  CPU(110)와, 
ROM(114)과, RAM(116)과, 입출력 인터페이스(140)가 버스라인(112)에 접속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구성
되어 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140)에는 모니터(136)와, 자기 디스크(138)와, 통신경로(38)가 접속되어 
있다.

RAM(116)에는  등가회전방향결정수단(150)과,  촬상위치결정수단(152)과,  패턴매칭수단(154)과,  각도선택
수단(156)과, 회전방향결정수단(158)과, 기준위치 결정수단(160)과, 측정위치결정수단(162), 좌표변환수
단(164)과,  측정정보작성수단(166)의  기능을  실현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저장되어 있다.  이들 각 수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이들 각 수단의 기능을 실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플렉서블 디스크나 
CD-ROM  등의 휴대형 기록매체(운반형의 기록매체)에 기록된 형태로 제공되고, 이 기록매체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외부기억장치로 전송된다.  그리고, 실행시에는 RAM(116)에 기억된다.  또는, 통신경로를 통해 
프로그램 공급장치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해도 된다.  이 명세서에 있어
서,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포함하고,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제어하에서 동작
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에 상기한 각부의 기능
을 실현시킨다.  또한, 상기한 기능의 일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의
해 실현되어도 된다. 

B. 위치맞춤처리의 개요

도 3은 실시예에서의 위치맞춤처리의 개요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기준 웨이퍼(도 3의 (A))는 위치맞
춤처리의 대상으로 되는 피측정 웨이퍼(도 3의 (B))와 동일한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이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로트로 처리된 복수의 웨이퍼의 1매를 기준 웨이퍼(WF1)로서 사용하고, 다른 웨이퍼가 피측정 웨
이퍼(WF2)로 된다.   1매의 웨이퍼에는 위치맞춤 기준점(RP)과,  복수의 측정점(PM1~PM15)(흰동그라미로 
나타냄)이 설정된다.  도 3의 (A), (B)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웨이퍼가 XY 스테이지(36)위에 재치될 
때에는 임의의 회전방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스테이지(36)위에 웨이퍼를 반송하기 
위한 반송장치(도시생략)의 구성에 따라서는 웨이퍼의 노치(NT)가 거의 소정의 방향(예컨대, 시계의 6시 
방향)을 향하도록 웨이퍼가 재치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웨이퍼의 방향이 반드시 
정확하게 조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경사진 상태로 스테이지(36)위에 재치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는 웨이퍼가 임의의 방향을 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도 1에 나타낸 
측정장치는 XY 스테이지(36)위에 재치된 웨이퍼를 회전하기 위한 회전기구를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웨이퍼의 방향(회전방향)은 화상처리에 의해 인식되고, 보정된다.

도 4는 실시예에서의 위치맞춤처리의 전체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웨이퍼의 측정점의 위치맞춤처
리는 기준 웨이퍼를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pre-alignment) 전처리(前處理)(스텝 T1)와, 기준 웨이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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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fine-alignment) 전처리(스텝 T2)와, 피측정 웨이퍼를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처
리(스텝 T3)와, 피측정 웨이퍼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처리(스텝 T4)로 대별된다.  스텝 T1, T3에서의 
프리얼라인먼트처리는 기준위치결정수단(160)(도 2)의 제어하에, 측정위치결정수단(162) 이외의 다른 수
단 150, 152, 154, 156, 158, 164가 협력하여 실행한다.  스텝 T2, T4에서의 화인얼라인먼트처리는 측정
위치결정수단(162)의 제어하에, 촬상위치결정수단(152)과 패턴 매칭수단(154)과 촬상광학계 좌표변환수
단(164)이 협력하여 실행한다.

도 4의 스텝 T1에서의 기준웨이퍼(WF1)를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에서는 촬상좌표와 스테이지좌표
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와,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가 결정된다.  여기
서, 「촬상좌표」는, 촬상광학계인 광학유닛(40)으로 촬상된 촬상화상의 영역내에서 정의된 좌표계(「촬
상좌표계」라고 함)의 좌표이다.  「스테이지좌표」는 XY 스테이지(36)상에서 정의된 좌표계(「스테이지
좌표계」라고 함)의 좌표이고, 「웨이퍼좌표」는 웨이퍼상에서 정의된 좌표계(「웨이퍼좌표계」라고 함)
의 좌표이다.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는 XY 스테이지(36)상에 재치된 기준웨이퍼(WF1)의 
회전각도(θ1)와, 위치맞춤 기준점(RP)의 스테이지좌표값으로부터 결정된다(도 3의 (A)).  여기서, 기준
웨이퍼(WF1)의 회전각도(θ1)는 스테이지좌표계의 기준방향(Ds)과 기준웨이퍼(WF1)의 기준방향(D1)이 이
루는 각도이다.  스테이지좌표계의 기준방향(Ds)은 XY 스테이지(36)에 대하여 고정된 방향이고, 예컨대 
XY 스테이지(36)위의 X방향(시계의 3시방향)으로 설정된다.  기준웨이퍼(WF1)의 기준방향(D1)은 기준웨
이퍼(WF1)에 대하여 고정된 방향이고, 예컨대 기준웨이퍼(WF1)의 노치(NT)를 시계의 6시방향으로 했을 
때의 3시방향으로 설정된다.  또한, 이들 기준방향(Ds, D1)의 설정방법은 임의이고, 이 이외의 정의도 
가능하다.

스텝 T2에서의 기준웨이퍼(WF1)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 전처리에서는 기준웨이퍼(WF1)상의 복수의 측
정점(PM1∼PM15)의 위치와,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조건을 포함하는 측정레시피를 등록한다.  각 측정점의 
위치는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서 등록된다.  또한, 스텝 T1, T2에서 결정된 각종의 정보를 포함하는 
측정레시피(139)는 측정정보 작성수단(166)에 의해 작성되어 자기 디스크(138)에 저장된다.

스텝 T3, T4는 피측정 웨이퍼(WF2)를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처리와 화인얼라인먼트처리이다.  스텝 T3의 
프리얼라인먼트처리에서는 스텝 T1과 마찬가지로, 촬상좌표와 스테이지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와,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가 결정된다.  또한, 스텝 T4의 화인얼라인먼트처리
에서는 측정레시피(139)를 사용하여 각 측정점의 위치가 결정됨과 동시에, 각 측정점에 있어서 측정이 
실행된다.

피측정 웨이퍼(WF2)에 관한 스텝 T3, T4의 처리는 스텝 T1, T2에서 사용된 측정장치와 동일한 장치로 실
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일한 측정장치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촬상좌표와 스테이지좌표와의 좌표변환의 계수는 스텝 T1에서 구해진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측정 웨이퍼(WF2)의 방향은 도 3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의의 방향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의 좌표변환의 계수는 스텝 T3에서 수정하
여 구해진다.

한편, 스텝 T1, T2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른 그 외의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측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스텝 
T3에 있어서 스텝 T1과 동일한 처리가 행해지고, 촬상좌표와 스테이지좌표와의 좌표변환의 계수도 결정
된다.  또한, 스텝 T3, T4에 있어서 다른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웨이퍼(WF1)(제1 웨이퍼)를 
사용한 스텝 T1, T2의 처리를 행하는 측정장치를 「제1 측정장치」라고 하고, 피측정 웨이퍼(WF2)(제2 
웨이퍼)를 사용한 스텝 T3, T4의 처리를 행하는 측정장치를 「제2 측정장치」라고 한다.  제1 과 제2 측
정장치는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C. 기준 웨이퍼를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

도 5 내지 도 8은 기준웨이퍼(WF1)를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의 스텝 T11에서는 기준웨이퍼(WF1)의 화상회전각도(β1)가 구해진다.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화
상회전각도(β1)는 광학유닛(40)에서 촬상된 화상을 회전하여 정립(正立)한 화상을 얻기 위한 각도이다.

도 6은 스텝 T11의 상세한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스텝 S1에서는 웨이퍼의 칩치수와, X축 방향 
및 Y축 방향의 칩 개수를 사용자가 입력한다.

도 9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형성된 칩의 배열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반도체 웨이퍼(WF)의 표면상
에는 동일한 사이즈의 직사각형의 복수의 칩(CP)이 타일모양으로 배치된다.  X축 방향과 Y축 방향에 따
른 칩 개수의 짝수와 홀수의 조합은 짝수-짝수, 홀수-짝수, 짝수-홀수, 홀수-홀수의 4가지이다.  도 9의 
(A)는 짝수-짝수의 예이고, 도 9의 (B)는 짝수-홀수의 예이다.  이와 같은 4가지의 조합중 어느 것인가
를 나타내는 정보와, 칩의 종횡의 피치(LX, LY)로부터 웨이퍼의 중심(O)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부근의 칩
의 위치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텝 S1에서는 적어도 칩 개수의 4가지의 조합중 어느 것인가를 나
타내는 정보와, 칩의 피치(LX, LY)를 나타내는 정보가 입력된다.

도 6의 스텝 S2에서는 기준웨이퍼(WF1)의 중심위치에 있어서 다계조화상(그레이 화상)이 카메라(41)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웨이퍼가 최초로 XY 스테이지(36)상에 재치될 때는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웨이
퍼의 바깥 둘레가 XY 스테이지(36)의 웨이퍼 유지암(36a, 36b)으로 유지되어 XY 스테이지(36)의 거의 중
앙에 위치결정된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41)에 의해 촬상하면, 웨이퍼의 중심부근의 화상을 얻을 수 있
다.

도 10은 웨이퍼의 중심부근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각 칩(CP)의 오른쪽 윗
쪽  모서리에,  다른  3개의  모서리에는  없는  특징적인  패턴(PT)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패턴(PT)을 포함하는 화상부분은 후술하는 패턴 패칭에 있어서, 제1 템플레이트 화상으로서 이용된다.  
칩(CP)은 직교하는 스크라이브 라인(SL)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  웨이퍼 표면을 촬상하여 얻어진 다계조
화상에서는 스크라이브 라인(SL)은 어두운 영역으로서 식별되는 것도 있고, 또는 밝은 영역으로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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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도 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스크라이브 라인(SL)은 칩(CP)과는 명도가 다른 영역으로서 식
별 가능하다.

도 10에는 칩 개수의 4종류의 조합에 따른 카메라(41)의 시야(W1∼W4)의 위치가 예시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카메라(41)의 시야 사이즈는 칩 1개분의 사이즈보다 작기 때문에, 시야내에 1개의 칩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1 시야 W1은 칩개수가 짝수-짝수인 경우에서의 웨이퍼 중앙에서의 촬상영역에 상
당한다.  이 시야(W1)는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의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제2 시야(W2)는 칩
의 개수가 짝수-홀수인 경우에서의 웨이퍼 중앙에서의 촬상영역에 상당한다.  이 시야(W2)는 2개의 칩 
사이에 끼워진 위치에 있다.  제3 시야(W3)는 칩개수가 홀수-짝수인 경우에서의 웨이퍼 중앙에서의 촬상
영역에 상당한다.  이 시야(W3)도 칩 사이에 끼워진 위치에 있다.  제4 시야(W4)는 칩 개수가 홀수-홀수
인 경우에서의 웨이퍼중앙에서의 촬상영역에 상당한다.  이 시야(W4)도 2개의 칩의 거의 중앙에 끼워진 
위치에  있다.   또한,  실제로는  기준웨이퍼(WF1)의  방향은  도  10의  위치에서  회전하여  있기  때문에, 
시야(W1∼W4)는 스크라이브 라인(SL)으로 나타낸 정규의 방위에서 경사진 상태로 된다.

도 6의 스텝 S2에서는 웨이퍼의 중심위치에 있어서 화상을 받기 때문에, 도 10의 시야(W1∼W4)중 어느 
하나의 위치에서의 화상이 얻어진다.  이 화상은 다음 스텝 S3에 있어서, 화상내에 포함되는 직선부분(
스크라이브 라인(SL) 등)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다.  칩의 개수가 홀수-홀수인 경우에는 도 10의 제4 
시야(W4)와 같이 직선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칩의 피치 LX 또는 LY
의 1/2만큼 웨이퍼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촬상하도록 해도 된다.

도 6의 스텝 S3에서는 등가회전방향 결정수단(150)(도 2)이 화상에 포함되는 직선에지정보를 검출함과 
동시에, 그 직선에지정보로부터 기준웨이퍼의 초기회전각도를 결정한다.  「초기회전각도」는 직선에지
정보에서 얻어지는 비교적 저정밀도의 회전각도를 의미한다.  직선에지정보의 추출방법으로서는 이하에 
설명하는 1차원 투영법이나 소벨(Sobel) 오퍼레이터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1은 1차원 투영법에 의한 직선에지정보의 검출처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1에는 수평방향에
만 직선부분이 존재하는 2차원 다계조화상이 나타나 있다.  1차원 투영법에서는 이 2차원 다계조화상을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1차원 투영하여 화소값을 가산한다.  직선부분에 평행한 방향으로 투영한 경우에
는 직선부분이 존재하는 좌표에서의 화소값이 큰 피크값을 갖는다.  한편, 직선부분과 평행하지 않은 방
향으로 투영항 경우에는 가산된 화소값의 피크값은 이것보다 작게 된다.  이와 같이, 2차원 화상을 여러 
방향으로 1차원 투영하여 화소값의 누산값의 피크값이 최대로 되는 투영방향을 직선부분의 방향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  투영방향은 180°의 범위에 걸친 복수의 투영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이 직선
부분의 방향으로부터 초기회전각도가 결정된다.  예컨대, 스테이지좌표계(XY 스테이지(36)에 고정된 좌
표계)의 소정의 방향(예컨대, 시계의 3시방향)을 기준방향으로 하고 이 기준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
로 회전하여 직선부분의 방향까지 측정된 각도를 초기회전각도로 할 수 있다.

도 12 내지 도 14는 소벨오퍼레이터법에 의한 직선에지정보의 검출처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2
는 소벨오퍼레이터에 의한 화상처리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소벨오퍼레이터법에서는 우선, 도 12의 (A-
1) 또는 (A-2)로 나타낸 바와 같은 에지화소를 포함하는 소정의 사이즈의 화소블록(도 12의 예에서는 3
×3블록)을 다계조화상 중에서 선택한다.  여기서, 「에지화소」는, 「8근방의 화소중에서 적어도 1개 
화소의 화소값이 자신(도 12의 (A-1), (A-2)의 중심화소)의 화소값과 다르게 되어 있고, 또 화상의 경계
상에 없는 화소」로 정의된다.  도 12의 (A-1)에서는 화상의 모서리 부분의 화소가 에지화소로서 인식되
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도 12의 (A-2)에서는 직선부분의 화소가 에지화소로서 인식되는 상태를 나타
내고 있다.  에지화소의 식별은 3×3블록을 다계조화상내에서 주사하고, 블록의 중앙화소가 상기의 정의
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함으로써 행해진다.

도 12의 (B-1), (B-2)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소벨오퍼레이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에지화소를 포함
하는 3×3블록에 대하여, 이들 수평방향 오퍼레이터와 수직방향 오퍼레이터를 각각 작용시킴으로써 수평
에지값과 수직에지값이 각각 구해진다.   도 12의 (C)는 수평방향 오퍼레이터를 작용시킨 경우의 연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수평방향 오퍼레이터를 3×3 블록의 화소값에 작용시키면 수평에지값이 얻어지
고, 마찬가지로, 수직방향 오퍼레이터를 3×3블록의 화소값에 작용시키면 수직에지값이 얻어진다.

도 13은 소벨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진 수평에지값(x)과 수직에지값(y)으로부터, 화상의 직선부분의 
각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3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상의 직선부분의 

각도 α는, tan
-1
(y/x)로 주어진다.   여기서, 각도 α는, 수평 오른쪽 방향(시계의 3시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측정된 각도이다.   예컨대, 도 13의 (B)의 예에서는 수직에지값이 0이고 수
평에지값이 4이므로 각도 α는 0°라고 판정할 수 있다.  또한, 도 13의 (C)의 예에서는 수직에지값과 
수평에지값이 모두 1이므로, 각도 α는 45°라고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각도 α는 0°∼180°의 범위
의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180°∼360°의 범위는 0°∼ 180°의 범위와 등가이다.

도 14는 처리대상으로 되는 다계조화상의 일례와, 이 다계조화상에서 소벨 오퍼레이터법에 의해 검출된 
각도 α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4의 (A)에 나타낸 다계조화상내에 있어서, 도 12의 
(A-1) 또는 도 12의 (A-2)와 같은 에지화소를 중심화소로 하는 3×3블록을 검출하고, 에지화소를 포함하
는 각 3×3블록에 대해서 도 13에 나타낸 방법으로 각도 α를 결정한다.  도 14의 (B)는 이와 같이 하여 
다수의 3×3블록에 대해서 얻어진 각도 α의 빈도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다.  이 예에서는 40°와 130
°의 위치에 피크가 존재하고, 40°의 위치의 피크가 최대이다.   이 때, 최대 피크위치의 각도 α1을 
다계조화상내의 직선부분의 회전방향을 나타내는 초기회전각도인 것으로 채용한다.

또한, 상기한 1차원 투영법이나 소벨오퍼레이터법을 사용하여 검출된 초기회전각도(α1)에는 90°의 정
수배 다른 4개의 등가인 각도가 존재한다.  환언하면, 초기회전각도(α1)는 1/4의 불확정함를 갖고 있
다.   도  15는  4개의  등가회전각도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5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카메라(41)의 시야(W)내에 스크라이브라인(SL)의 교점부근의 화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
다.  이 실시예에서는 카메라(41)의 시야 사이즈가 칩사이즈에 비해 작기 때문에, 칩의 회전방향이 도 
15의 (B)∼(E)의 4종류중 어느 것인가를 화상데이터로부터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웨이퍼의 바른 회
전각도는, 90°간격인 4개의 등가인 회전각도중 1개이다.  도 6의 스텝 S3에 있어서는 이 4개의 등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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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각도중 적어도 1개를 초기회전각도로서 검출한다.  등가인 회전각도의 1개를 검출할 수 있으면, 그
외의 등가인 회전각도도 검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스텝 S3에서 얻어지는 직선에지정보와 그 초기회전각도는, 대개의 경우는 스크라이브라인(SL) 각도
이다.  다만, 스크라이브라인(SL)에 한정되지 않고, 웨이퍼의 다계조화상내에 존재하는 직선적인 화상부
분에 관한 직선에지정보나 그 초기회전각도를 검출해도 된다.   칩내의 회로가 갖는 직선적인 부분은 스
크라이브라인(SL)에 평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스크라이브라인(SL)  이외의 직선적 화상부분을 
검출해도 웨이퍼의 초기회전각도를 구할 수 있다.

도 6의 스텝 S4에서는 스텝 S3에서 검출된 직선에지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지 아닌지가 판정된다.  이 
판정은 예컨대, 도 13에 나타낸 1차원 투영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누산화소값의 피크치가 소정의 문턱치 
이상인가 아닌가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또한, 도 12∼도 14에 나타낸 소벨오퍼레이터법을 사용한 경우
에는 도 14의 (B)의 히스토그램의 피크값이 소정의 문턱치 이상인가 아닌가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또
는, 모니터(136)에 웨이퍼의 화상을 표시해 두면 확실하게 된 직선에지가 화상내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눈으로 판정할 수 있다.  직선에지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스텝 S5에 있어서, XY 
스테이지(36)를 소정의 양(예컨대, 1시야분)만 이동시켜 웨이퍼 중심부근의 다른 위치에서 다계조화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스텝 S3을 다시 실행함으로써 직선에지정보를 검출하여 초기회전각도(α1)를 구한
다.

이렇게 하여, 초기회전각도(α1)가 구해지면, 스텝 S6에 있어서 촬상위치결정수단(152)이 웨이퍼의 중심
부근에서 스크라이브라인(SL)의 교점위치를 시야에 포함하도록 XY 스테이지(36)의 목표위치좌표를 산출
하여 이동시킨다.  상기한 바와 같이, X축 방향과 Y축 방향에 따른 칩의 개수의 4종류의 조합(짝수一짝
수, 짝수一홀수, 홀수一짝수, 홀수一홀수)에 의해서, 웨이퍼의 중심에서의 초기 시야의 위치는 도 10에 
나타낸 4개의 시야(W1∼W4)의 위치로 거의 결정되어 있다.  촬상위치결정수단(152)(도 2)은 스텝 S3에서 
얻어진 초기회전각도(α1)와, 칩의 치수(피치 LX, LY)와, 칩의 개수정보로부터 X 방향과 Y 방향으로 각
각 어느 정도 이동시키면 스크라이브라인(SL)의 교점위치를 시야내에 포함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가
를 산출한다.  화상처리유닛(50)은 이 이동량을 제어부(33)(도 1)에 통지하여 XY 스테이지(36)를 이동시
킨다.  그 후, 카메라(41)에 의하여 다계조화상을 다시 촬상한다.   또한, 초기회전각도(α1)에는 I/4의 
불확정함이 있기 때문에, 1회의 이동에 의해 시야의 중심이 반드시 스크라이브라인(SL)의 교점위치에 도
달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예컨대 웨이퍼의 중앙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90°회전한 방
향으로 이동방향을 변경하여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하면, 스크라이브라인(SL)의 교점위치에 시야(즉, 촬
상영역)의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다.  도 16은 스크라이브라인(SL)의 교점위치에 시야의 중심을 이동시
킨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웨이퍼의 직선부분(스크라이브라인(SL))의 방향
은, 스테이지좌표계의 기준방향(Ds)에서 초기회전각도(α1)만큼 회전하여 있다.  스텝 S6에 있어서 카메
라(41)로 받아들여진 화상은 모니터(136)에 표시된다.

도 6의 스텝 S7에서는 스텝 S6에서 받아들여진 화상을 시계 방향으로 초기회전각도(α1)만큼 회전시키는 
화상처리를 행한다.  스텝 S8에서는 촬상위치결정수단(152)이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Pa)의 스테이
지좌표값을  구하고,  이것을  보존한다.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위치의  좌표값은  나중에, 
기준웨이퍼(WF1)의 위치맞춤 기준점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기준 웨이퍼의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
위치는 예컨대, 도 16에 나타낸 카메라(41)의 시야(Wa)의 중심점(Pa)의 좌표로 대표된다.  이 점(Pa)의 
위치는 사용자가 모니터(136)에 표시된 화상상에 있어서, 마우스 등의 포인팅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커서
를 이동시켜 지정할 수 있다.   또는, 카메라(41)에서 받아들여진 다계조화상을 처리함으로써, 스크라이
브 라인(SL)의 교점의 중심위치의 좌표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상처리에서 교점의 중
심위치를 구할 경우에는 우선, 상기한 스텝 S3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서 직선에지를 검출한다.  그리고, 
스크라이브 라인(SL)의 에지에 근사한 직선을 구한다.  또한, 이들 근사직선으로 구성되는 4개의 모서리
부의 중심위치를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위치로서 결정한다.  또, 시야(Wa)의 원점은 시야(Wa)내의 
소정의 위치(예컨대, 시야의 좌하점)로 설정되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촬상좌표가 정의 된다.  촬
상화상의 원점의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는 스테이지좌표 판독부(35)(도 1)에서 받아 들여진 좌표값으로 
나타낸다.  시야(Wa)내의 임의의 위치의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는 시야(Wa)내의 촬상좌표계에서의 그 임
의의 위치의 좌표값과, 시야(Wa)의 원점의 스테이지좌표값으로부터 산출된다.

또한, 스텝 S8에 있어서는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기준점(Qa)과,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a)과의 스
테이지좌표값의 오프셋(δx, δy)도 측정된다.

도 6의 스텝 S9에서는 스텝 S7에서 회전된 화상중에서 패턴 매칭용 제1 템플레이트 화상(모델패턴이라고
도 함)을 잘라내어 등록한다.  도 17은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등록 형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스텝 S7에서는 우선, 스크라이브 라인(SL) 교점위치에서의 다계조화상(도 17의 (A))을, 도 17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회전각도(α1)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고, 회전후의 화상을 모니터(136)에 표
시한다.  화상 회전은 아핀(affine) 변환에 의해 실행된다.  사용자는 표시된 화상을 관찰하여 템플레이
트 화상(MPa)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 패턴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템플레이트 화상(MPa)
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 패턴으로는 그 화상 패턴의 방향에서 초기회전각도(α1)으로서 등가인 4개
의 등가회전각도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바와 같은 화상 패턴을 의미한다.  템플레이트 화상(MPa)으로
서는 90°의 정수배의 회전대칭성이 없는 화상 패턴이 바람직하다.  환언하면, 90°의 정수배의 회전대
칭성(90°, 180°, 270°의 회전대칭성)중 어느 하나를 가지는 화상 패턴은 템플레이트 화상(MPa)으로서
는 부적절하다.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부근의 시야(Wa)에는 인접하는 4개의 칩의 각각의 모서리부
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4개의 모서리부내의 1개에만 포함되는 특유의 화상패턴을 제1 템플레이트 화
상(MPa)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야(Wa)내에 템플레이트 화상(MPa)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메라(41)로 받아들여진 화상을 모니터(136)에 표시하여 관찰하면서 XY스테이지(36)를 조금씩 이동시킨
다.  그리고, 템플레이트 화상(MPa)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패턴이 시야내에 들어오는 상태로 설정한
다.

현재의 시야(Wa)내에 템플레이트 화상(MPa)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패턴이 존재할 경우에는 도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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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전후의 화상내에서 템플레이트 화상(MPa)으로서 등록하는 영역을 잘라
낸다.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범위는 사용자가 마우스 등의 포인팅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지정한다.  템
플레이트 화상(MPa)은 스크라이브 라인(SL)의 교점부근에 존재하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교점부근에 존
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템플레이트 화상(MPa)은 화상내의 직선에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립한 상
태로 측정레시피(139)내에 등록된다.  여기서, 「정립된 상태」는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직사각형 영
역의 각 변이 화상내의 직선에지와 거의 평행 또는 수직으로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도 6의 스텝 S10에서는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화상과,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소정위치에 있는 
기준점(예컨대, 도 17의 (C)에 나타낸 좌상점(Qa))의 스테이지좌표값이 측정된다.

도 6의 스텝 S11에서는 사용자가 회전하여 잘라내어진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소정의 방향(예컨대, 시
계의 3시 방향)을 촬상화상에서의 기준방향(0°방향)(Dw1)으로 정함으로써 화상회전각도(β1)를 결정한
다.  예컨대, 도 17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회전각도(α1)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된 화상에 있
어서, 시계의 3시 방향이 촬상화상에서의 기준방향(Dw1)으로서 설정된다.  또한, 이 기준방향(Dw1)은 도 
3의 (A)에 나타낸 기준방향(D1)과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후술하는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만큼 다른 방
향이다.  또, 사용자가 기준방향(Dw1)을 지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시계의 3시 방향이 기준방향(Dw1)으
로서 설정되도록 해도 된다.  웨이퍼의 화상회전각도(β1)는 스테이지좌표계의 기준방향(Ds)으로부터 촬
상화상의 기준방향(Dw1)까지의 각도이다.  따라서, 도 17의 (B)의 경우에는, 기준 웨이퍼의 화상회전각
도(β1)는 초기회전각도(α1)와 동일하다.  또한, 촬상화상의 기준방향(Dw1)을 시계의 3시방향 이외의 
방향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준 웨이퍼의 화상회전각도 β1은 α1과는 다른 값으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초기회전각도 α1에 소정의 값을 가산 또는 감산한 값이 화상회전각도 β1으로 된다.  예컨대, 
도 17의 (B)의 상태에 있어서, 시계의 12시방향이 촬상화상의 기준방향(Dw1)으로서 선택된 경우에는 기
준웨이퍼(WF1)의 화상회전각도(β1)는 (α1+90°)으로 된다.  도 6의 스텝 S12에서는 이 화상회전각도(
β1)의 값이 측정레시피(139)로 보존된다.

광학유닛(40)에서 촬상된 화상은 이 화상회전각도(β1)만큼 회전하여 있기 때문에, 이하의 처리에서 화
상이 촬상될 때에는 이 화상회전각도(β1)만큼 촬상화상을 회전함으로써 정립시키고, 정립된 화상에 관
해서 처리가 실행된다.

그런데, 광학유닛(40)의 광학소자(예컨대, CCD 카메라(41))가 스테이지좌표계로부터 경사져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광학유닛(40)으로 촬상된 화상내에서 정의되는 촬상좌표계가 스테이지좌표계로부터 경사진 
상태로 된다.  도 18은 촬상좌표계의 좌표((U, V)ic)와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X, Y)sc)의 관계를 나타
내는 설명도이다.  이 도면에 있어서, 좌표값의 괄호 후의 첨자 「ic」는 촬상좌표계의 좌표인 것을 의
미하고  있고,  「sc」는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촬상좌표계의  좌표원점은 
시야(Wa)의 좌하점에 설정되어 있고, 그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은 (X1, Y1)sc이다.  또한, 촬상좌표계
의 좌표축 U, V는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축(X, Y)으로부터 각도 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있다.  
이 각도 δ는 광학유닛(40)의 광학소자의 설치 오차 등에 기인한 것이고, 이하에서는 「촬상광학계의 회
전각도」라고 한다.  촬상좌표((U, V)ic)와 스테이지좌표((X, Y)sc)와의 사이의 좌표변환은 이하의 수학
식 1에 나타낸 2차원 아핀 변환으로 주어진다.

촬상좌표((U,  V)ic)를 스테이지좌표((X,  Y)sc)로 정확하게 변환하기 위해서는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
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 5의 스텝 T12에서는 이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가 측정된다.

도 7은 스텝 T12의 상세한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스텝 S13에서는 촬상화상의 기준방향(Dw1)에 
따라서, 제1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에 인접하는 제2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의 위치에 촬상영역이 오도록 
XY스테이지(36)를 이동시켜 화상을 촬상한다.  이 이동에서는 촬상화상의 기준방향(Dw1)에 따라서, 칩의 
X방향 피치(LX)(도 9의 (A))만큼 이동하도록 XY스테이지(36)가 제어된다.  다만, 이 이동시에는 스테이
지좌표계의 기준방향(Ds)과, 촬상좌표계의 수평축(U축)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즉, δ=0으로 생
각된다)때문에, 실제로는 화상의 회전각도(δ)만큼 어긋난 방향을 따라서 이동이 행해진다.  제2 스크라
이브 라인 교점위치에서 촬상된 화상은 상기한 화상회전각도(β1)(도 17의 (B))만큼 회전된다.

도 19는 제1과 제2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 부근에서 촬상된 화상의 시야(Wa, Wb)를 나타내고 있다.  도 7
의 스텝 S14에서는 제2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부근에서 촬상된 화상에 대해서 패턴매칭처리를 행함으로
써,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과 동일한 화상패턴(매칭패턴)(MPb)을 검출한다.  그리고, 매칭패턴(MPb)
을 검출한 후에 그 기준점(Qb)의 스테이지좌표값을 측정한다.  이 때에도 화상의 회전각도(δ)는 0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2개의 화상패턴(MPa, MPb)의 기준점(Qa, Qb)끼리를 연결하는 직선의 방향을 기
준웨이퍼(WF1)의 정확한 기준방향(D1)으로서 결정한다.  이 기준방향(D1)은 도 3의 (A)에 나타낸 것과 
동일하다.  웨이퍼의 기준방향(D1)은 2개의 기준점(Qa, Qb)의 스테이지좌표값으로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
문에, 웨이퍼의 정확한 기준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화상의 직선에지로부터 결정된 화상의 기준방
향(Dw1)은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가 0°라는 가정하에서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의 정확한 기
준방향(D1)으로부터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만큼 어긋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 7의 스텝 S15에서
는 웨이퍼의 기준방향(D1)과 화상의 기준방향(Dw1)과의 사이의 각도를 촬상좌표계의 회전각도(δ)로서 
결정한다.

또한,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 2개의 기준점(Qa, Qb)의 스테이지좌표값은 회
전각도(δ)가 0°라고 가정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회전각도(δ)만큼의 어긋남을 포함
하고 있다.  그러나, 2개의 기준점(Qa, Qb)의 좌표값이 동일한 회전각도(δ)만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웨
이퍼의 기준방향(D1)을 결정할 때 그 어긋남은 상쇄되고, 이 결과, 정확한 기준방향(D1)을 얻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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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의 하부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웨이퍼의 기준방향(D1)과, 스테이지좌표계의 기준방향(Ds)과의 사이
의 각도(θ1)는 기준웨이퍼(WF1)의 정확한 회전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웨이퍼의 회전각도(θ1)는 화
상회전각도(β1)와,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와의 합이다.  환언하면, 화상회전각도(β1)는 웨이퍼의 
회전각도(θ1)에서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를 감산한 값과 동일하다.

촬상화상내의 임의의 위치의 좌표는 이렇게 하여 얻어진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를 사용하고, 상기한 
수학식  1에  따라서  촬상좌표((U,  V)ic)에서  스테이지좌표((X,  Y)sc)로  변환된다.   반대로, 
스테이지좌표((X, Y)sc)를 촬상좌표((U, V)ic)로 역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촬상광학계의 회전
각도(δ)를 구하기 전에 스텝 T11, T12에서 구해진 각 점의 스테이지좌표값에 대해서는 각 점의 촬상좌
표값으로부터 수학식 1에 따라서 정확한 값이 수정되어 산출된다.

도 5의 스텝 T13에서는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가 결정된다.  도 8은 웨이
퍼좌표와 스테이지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스텝 T13의 상세한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스텝 S14에서는 제1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위치에서 대각 방향에 있는 제3 스크라이
브 라인 교점위치에 촬상영역이 오도록 XY스테이지(36)를 이동시켜 화상을 촬상한다.  스텝 S17에서는 
이  화상에  대해서  패턴  매칭을  행함으로써,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과  동일한 
화상패턴(매칭패턴)(MPc)을 검출한다.

도 20은 스텝 S16, S17의 처리내용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예에서는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등록을 행한 교점위치에서 경사진 오른쪽 밑에 인접하는 제3 교점위치에 시야 Wc를 이동시키고 있다.

스텝 S17에 있어서는 매칭패턴(MPc)을 검출한 후에 그 기준점(Qc)의 스테이지좌표값도 산출한다.  스텝 
S18에서는  제3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c)(도  20)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  때,  제3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c)과 매칭패턴(MPc)과의 위치관계는 제1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a)과 템플레이트 화상(MPa)과의 
위치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제3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c)의 위치는 매칭패턴(MPc)의 
기준점(Qc)의 위치와, 제1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a)과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기준점(Qa)의 상대위치
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또는, 제1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a)의 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제3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c)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해도 된다.  즉, 제3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c)의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해도 된다.  
또한, 제3 시야(Wc)내의 화상을 해석함으로써, 제3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c)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결정
하도록 해도 된다.

스텝 S19에서는 제1과 제3 스크라이브 라인 교점(Pa, Pc)의 중점(Pac)의 스테이지좌표가 산출되고, 위치
맞춤 기준점(도3의 (A)의 점 RP)의 좌표값으로서 측정레시피(139)에 보존된다.  이 위치맞춤 기준점(RP)
은 각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때의 원점(즉 웨이퍼좌표계의 좌표원점)으로서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는 위치맞춤 기준점(RP)의 좌표가 스크라이브 라인으로 규정되는 격자의 대각 방향에 있는 2개의 스크라
이브 라인 교점(Pa, Pc)의 좌표로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고정밀도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위치맞춤 기준점으로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설정방법이 있다.  예컨대, 2개의 화상패턴(MPa, 
MPc)의 기준점(Qa, Qc)의 중점(Qac)을 위치맞춤 기준점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스크라이
브 라인 교점(Pa, Pc)와 기준점(Qa, Qc)중 1개의 점을 위치맞춤 기준점으로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준웨이퍼(WF1)의 회전각도(θ1)는 상기한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상회전각도(β1)와, 촬상광학
계의 회전각도(δ)와의 합으로서 얻고 있었지만, 이 대신에 2개의 화상패턴(MPa, MPc)의 기준점(Qa, Qc) 
끼리를 연결하는 직선의 방향으로부터 웨이퍼의 회전각도(θ1)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도 20의 하부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의 기준점(Qa, Qc)의 연결방향(DL1)으로부터 소정의 각도(Δθ)만
큼 회전된 방향이 웨이퍼의 기준방향(D1)으로서 채용된다.  2개의 기준점(Qa, Qc)은 격자모양으로 배열
된 칩의 대각방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각도(Δθ)의 값은 tanΔθ = LY/LX(LX, LY는 칩의 피치)로 주
어진다.  웨이퍼의 정확한 회전각도(θ1)는 이 웨이퍼의 기준방향(D1)과 스테이지좌표계의 기준방향(Ds)
과의 사이의 각도이다.  이렇게 하여 회전각도(θ1)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 회전각도(θ1)에서 화상의 회
전각도(β1)를 감산함으로써,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도 19 참조).  이 경
우에는 도 5의 스텝 T12(도 7의 스텝 S13 ∼ S15)를 생략할 수 있다.

도  5의  스텝  T13에서는  이와  같이  얻어진  위치맞춤  기준점(RP)의  스테이지좌표(XRP,  YRP)와, 

기준웨이퍼(WF1)의 정확한 회전각도(θ1)로부터, 스테이지좌표(X, Y)와 웨이퍼좌표(ξ, η)와의 사이의 
좌표변환의 계수가 결정된다.  이 좌표변환계수는 다음 수학식 2에서 나타내는 2차원 아핀 변환의 우변
의 3×3행열로 나타낸다.

이상의 기준웨이퍼에 관한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에 의해, 측정레시피(139)(도 2)내에 이하의 정보가 등
록된다.

(a) 화상회전각도 β1,

(b)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 δ,

(c) 기준웨이퍼의 회전각도(θ1),

(d)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화상데이터,

(e) 위치맞춤 기준점(RP)의 스테이지좌표계(XRP, Y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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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정보 (a)∼(d)는 촬상좌표와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의 좌표변환을 규정하기 위한 좌표변환
정보이다.   즉,  상기한  수학식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준웨이퍼의  회전각도(θ1)와  위치맞춤 
기준점(RP)의 스테이지좌표값(XRP, YRP)은 웨이퍼좌표와 스테이지좌표의 좌표변환계수로서 사용된다.  또

한, 수학식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는 촬상좌표와 스테이지좌표의 좌표
변환계수로서 사용된다.  이들 좌표변환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촬상좌표와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
의 사이의 좌표변환을 임의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촬상화상내의 임의의 위치의 촬상좌표값
을 스테이지좌표값 또는 웨이퍼좌표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웨이퍼상의 임의의 위치
의 웨이퍼좌표값을 스테이지좌표값 또는 촬상좌표값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D. 기준웨이퍼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 전처리

도 21은 기준웨이퍼(WF1)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 전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화인얼라인
먼트 전처리에서는 기준웨이퍼(WF1)상의 복수의 측정점(PM1∼PM15)(도 3의 (A)에 있어서 흰동그라미로 
나타냄)의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과,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조건이 이하와 같이 등록된다.

스텝 S21에서는 측정점(예컨대, 도 3의 (A)의 PM1)을 시야내에 포함하는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XY스
테이지(36)를 이동시킨다.  도 22는 i번째의 측정점(PMi)을 포함하는 시야(W(i))를 나타내는 설명도이
다.  이 시야(W(i))는 아핀 변환에 의해 화상회전각도(β1)만큼 회전한 후의 정립된 화상을 나타내고 있
고, 또한, 각 위치는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ξ, η)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 21의 스텝 S22에서는 사용자가 도 22에 나타낸 화면상에서 i번째의 측정점(PMi)의 위치를 마우스 등
의 포인팅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지시한다.  측정점(PMi)의 스테이지좌표값(ξi, ηi)은 측정레시피(139)
에 보존된다.  스텝 S23에서는 측정점(PMi)의 근방에 있어서, 제2 템플레이트 화상 MRa(제2 템플레이트 
화상)로서 적절한 화상패턴을 사용자가 찾는다.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으로서 적절한 화상패턴은 90
°의 정수배의 회전대칭성이 없는 화상패턴인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화상패턴이  나타나면,  스텝  S24에  있어서,  그  화상패턴이  화면의  중앙으로  되도록 
XY스테이지(36)의 위치를 사용자가 조정한다.  그리고, 스텝 S25에 있어서 시야내의 화상을 받아들이고, 
화상회전각도(β1)만큼 화상을 회전한다.

스텝 S26에서는 사용자가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의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
의 화상데이터를 잘라내고, 그 기준점(Ra)의 웨이퍼좌표값(ξa, ηa)과 함께 보존한다.

또한,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은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에서 사용된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도 17
의 (C))과 동일한 것이라도 된다.  예컨대, 각 측정점의 근방에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이 존재할 경
우에는 스텝 S26을 대신하여 패턴매칭수단(154)(도 2)이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을 사용한 패턴매칭처
리를 행하여 기준점(Ra)의 위치를 결정한다.

스텝 S27에서는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의 기준점(Ra)으로부터, i번째의 측정점(PMi)까지의 좌표의 오
프셋(Δξ, Δη)을 구하여 측정레시피(139)에 보존한다.  측정점(PMi)의 위치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다.   이  좌표의  오프셋(Δξ,  Δη)은  i번째의  측정점(PMi)의  근방에  존재하는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과, i번째의 측정점(PMi)과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스텝 S28에서는 이 측정점(PMi)에서의 측정조건을 사용자가 설정한다.  예컨대, 웨이퍼 표면의 박막의 
막두께 측정을 행할 경우에는 측정조건으로서는 측정대상의 박막의 종류(SiO2, SiN 등), 박막의 광학정

수, 막두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 등이 설정된다.  또, 측정조건은 측정점마다 설정할 필요는 없고, 예
컨대, 전체의 측정점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조건이 적용되도록 해도 된다.

스텝 S29에서는 다른 측정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고, 다른 측정점이 있는 경우에는 스텝 S21로 되
돌아가고, 상기한 스텝 S21∼S28의 처리가 반복된다.  한편, 모든 측정점에 관해서 스텝 S21∼S28의 처
리가 종료하면, 기준웨이퍼(WF1)에서의 화인얼라인먼트 전처리가 종료한다.

또한,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으로서는 모든 측정점에 대하여 공통의 1개의 화상패턴을 사용해도 되
고, 또는 각 측정점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화상패턴을 등록해도 된다.

상기한 기준웨이퍼(WF1)의 화인얼라인먼트 전처리에서는 복수의 측정점에 관하여 이하의 정보를 포함하
는 측정레시피(139)가 등록된다.

(a)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의 화상데이터,

(b) 각 측정점(PMi)의 웨이퍼좌표값(ξi, ηi),

(c) 각 측정점(PMi)과, 그 근방의 매칭화상의 기준점(Ra)과의 사이의 좌표의 오프셋(Δξ, Δη),

(d) 각 측정점(PMi)에서의 측정조건.

상기의 정보 (a)∼(c)는 웨이퍼좌표계에 있어서, 각 측정점(PMi)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
이고,  이하에서는 「측정위치정보」라고 한다.   이 측정위치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피측정웨이퍼에서의 
각 측정점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이상의 스텝 T1, T2의 처리 결과, 좌표변환정보와 측정위치정보와 
측정조건을 포함하는 측정레시피(139)의 등록이 종료한다.

E. 피측정웨이퍼를 사용한 프리얼라인먼트 처리

피측정웨이퍼(WF2)를 사용한 측정처리에 있어서는 측정레시피의 등록에 사용된 제1 측정장치와 동일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제2 측정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른 제2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레시피(139)가 제1 측정장치로부터 제2 측정장치에 전송(복사)되어 이용된다.  또한, 제2 
측정장치에서의 좌표변환정보는 제1 측정장치에서의 좌표변환정보와는 다르기 때문에, 측정레시피(139)
중의 측정위치정보와 측정조건만을 제2 측정장치에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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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피측정웨이퍼의 프리얼라인먼트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3의 스텝 T22, T23의 
처리는 기준웨이퍼에 관한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와 동일하고, 웨이퍼의 화상회전각도(β2)를 구하기 위
한 스텝 T21의 처리만이 다르다.  또한, 측정레시피의 등록에 사용된 제1 측정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피측정웨이퍼(WF2)의 측정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스텝 T22의 처리는 생략되고, 스텝 T21과 스텝 T23의 처리만 행해진다.  한편, 측정레시피의 등록에 사
용된 제1 측정장치와는 다른 제2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텝 T22의 처리도 실행된다.  이하에서
는 주로, 제1 측정장치와는 다른 제2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4는 스텝 21의 상세한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스텝 S1∼S6까지의 처리는 도 6에 나타낸 기준
웨이퍼에 관한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의 순서와 동일하다.  이것에 의해, 웨이퍼의 중심근방의 스크라이
브라인 교점의 화상이 받아들여진다.  도 25는 피측정웨이퍼에 설정된 시야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시야(Wd)를 촬상영역으로 한 화상이 받아들여진다.  도 24의 스텝 S3에 있어서는 도 25에 나
타낸 초기회전각도(α2pr)가 검출되어 있다.  또한, 이 초기회전각도(α2pr)는 90°의 정수배의 불확정
함을 가지고 있다.  피측정웨이퍼에 있어서는 불확정함을 제거하기 전의 초기회전각도를 「예비회전각도
」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불확정함을 포함하는 예비적인 회전각도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스텝 S31에서는 패턴매칭수단(154)(도 2)이 이 시야(Wd)내의 화상에 관하여, 기준웨이퍼의 전처리에 있
어서 등록된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을 사용한 패턴매칭처리를 행한다.

도 26은 피측정웨이퍼에 관한 패턴매칭의 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우선, 도 26의 (A)에 나타낸 판
독된 화상을 아핀 변환에 의해 예비회전각도(α2pr)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도 26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은 화상을 작성한다.  그리고, 회전후의 화상내에 있어서, 제1 템플레이트 화상(MPa)과 매칭하는 
화상패턴을 패턴매칭처리에 의해 검출한다.  이 때, 도 26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90°씩 회전된 4
개의 템플레이트 화상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들 4개의 템플레이트 화상중에
서, 매칭도가 가장 높게 되는 템플레이트 화상을 결정하고, 이것에 매칭된 화상패턴(매칭패턴)의 기준점
의 좌표를 결정한다.  도 26의 (B)의 예에서는 180°회전의 템플레이트 화상의 매칭도가 가장 높다.  따
라서, 이 피측정웨이퍼의 화상회전각도(β2)는 (α2pr+180°)인 것이 결정된다.  즉, 템플레이트 화상을 
사용한 패턴매칭에 의해 예비회전각도(α2pr)의 불확정함을 해소하고, 화상회전각도(β2)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회전대칭인 4개의 템플레이트 화상에 관련된 각도(0°, 90°, 180°, 270°)중 패턴매
칭에 의해 선택된 각도를 이하에서는 「매칭각도」라고 한다.

도 27은 피측정웨이퍼의 예비회전각도(α2pr)와 화상회전각도(β2)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예에서는 예비회전각도(α2pr)와 화상회전각도(β2)는 180°의 차이가 있다.  물론, 이들 각도 α2pr, 
β2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

도 24의  스텝 S32에서는 매칭패턴(MPd)의  기준점(Qd)의  웨이퍼좌표값(ξqd,  ηqd)이  보존된다.   스텝 
S33에서는 패턴매칭의 결과로부터 매칭패턴(MPd)의 근방에 있는 제1 스크라이브라인 교점(Pd)(도 27)의 
좌표를 구한다.  도 28은 매칭패턴(MPd)의 기준점(Qd)과, 제1 스크라이브라인 교점(Pd)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설명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패턴매칭처리에서는 도 28의 (a)∼(d)에 나타낸 4개의 매칭각도중 
어느 1개에 있어서, 화상패턴이 매칭하는 것이 확인된다.  스크라이브라인교점(Pd)의 웨이퍼좌표(ξd, 
ηd)는 매칭각도에 따라서 각각 이하와 같이 산출된다.

(a) 매칭각도가 0도인 경우:

ξd = ξqd + Δξ, ηd = ηqd + Δη

(b) 매칭각도가 90도인 경우:

ξd = ξqd + Δη, ηd = ηqd - Δξ

(c) 매칭각도가 180도인 경우:

ξd = ξqd - Δξ, ηd = ηqd - Δη

(d) 매칭각도가 270도인 경우:

ξd = ξqd - Δη, ηd = ηqd + Δξ

여기서, Δξ, Δη은 상기한 기준웨이퍼의 프리얼라인먼트 전처리에서 구해진 템플레이트 화상(MPa)의 
기준점(Qa)(도 17의 (B))과, 그 근방의 스크라이브라인 교점(Pa)과의 좌표의 오프셋이다.  이 좌표의 오
프셋(Δξ, Δη)을 사용함으로써, 매칭패턴(MPd)의 기준점(Qd)의 웨이퍼좌표값으로부터 스크라이브라인 
교점(Pd)의 웨이퍼좌표값을 상기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피측정웨이퍼(WF2)에 관한 스텝 T21의 처리가 종료하면, 도 23의 스텝 T22, T23에 있어서, 
촬상광학계의 회전각도(δ),  및 스테이지좌표와 웨이퍼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의 계수가 결정된다.  
스텝 T22, T23의 처리순서는 상기한 기준웨이퍼에서의 스텝 T12, T13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F. 피측정웨이퍼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처리

도 29는 피측정웨이퍼를 사용한 화인얼라인먼트처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스텝 S41에서는 프
리얼라인먼트 처리에서 얻어진 정보(프리얼라인먼트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의 측정점의 스테이지좌표를 
예측하고, 측정점의 근방에 있는 템플레이트 화상(매칭화상)의 위치에 XY스테이지(36)를 이동시킨다.  
이 때, 우선, 측정레시피(139)에 포함되어 있는 각 측정점의 웨이퍼좌표값이 좌표변환수단(164)에 의해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변환된다.  그런데, 좌표변환에서 얻어진 측정점의 스테이지좌표값은 스테
이지의 비뚤어짐 등의 원인에 의해, 실제의 측정점의 스테이지좌표값으로부터 다소 어긋날 가능성이 있
다.  그래서, 좌표변환으로 얻어진 스테이지좌표값은 측정점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고, 측정점
의 정확한 위치는 이하에 설명하는 패턴매칭처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좌표변환으로 얻어진 스

33-11

공개특허특1999-0036608



테이지좌표값은 측정점의 예측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값」이라고 한다.  한편, 패턴매칭
처리에 의해 결정되는 측정점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위치」이라고 하고, 그 좌표값을 「실측값」이라고 
한다.

스텝 S42에서는 측정점의 예측위치의 근방의 화상을 받아들이고, 프리얼라인먼트 처리에서 구해진 화상
회전각도(β2)만큼 화상을 회전한다.  도 30은 회전후의 화상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화상은 상기
한 기준 웨이퍼의 프리얼라인먼트처리에서의 도 22의 화상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도 30의 각 점의 위
치는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나타나 있다.

도 29의 스텝 S43에서는 제2 템플레이트 화상(MRa)(도 22)을 사용한 패턴매칭을 행하여 매칭패턴(MRb)(
도 30)이 결정된다.  스텝 S44에서는 매칭패턴(MRb)의 기준점(Rb)의 웨이퍼좌표값(ξb, ηb)을 결정한
다.  스텝 S45에서는 기준점(Rb)의 웨이퍼좌표값(ξb, ηb)을, 기준웨이퍼에서 구해진 측정점(PMi)과 기
준점(Ra)의 좌표의 오프셋(Δξ, Δη)으로 보정함으로써, 측정점(PMi)의 실측위치를 결정한다.  이 측
정점(PMi)의 실측위치는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이 측정점(PMi)의 실측위치에 
따라서, 측정 프로브를 측정점(PMi)에 정확하게 위치결정할 수 있다.

도 29의 스텝 S46에서는 다른 측정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고, 다른 측정점이 있는 경우에는 스텝 
S41로 되돌아가고 스텝 S41∼S45의 처리가 반복된다. 이렇게 하여, 피측정웨이퍼상의 복수의 측정점(PM1
∼PM15)(도 3)에 대해서 스텝 S41∼S45를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각 측정점의 실측위치를 정확하게 결
정할 수 있다.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처리(예컨대, 막 두께측정)는 스텝 S45와 스텝 S46의 사이에 행할 
수 있다.  또는, 모든 측정점에 관해서 스텝 S41∼S45를 반복하여 실행한 후에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처
리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상기 실시예에서는 측정점의 위치를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서 측정레시피(139)에 등록했
기 때문에, 피측정웨이퍼에서의 측정점위치의 결정시에 각 측정점의 웨이퍼좌표값을 스테이지좌표값으로 
변환함으로써 각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특히, 웨이퍼좌표값으로부터 스
테이지좌표값으로 변환된 좌표값으로 나타내는 위치를 측정점의 예측위치로서 사용하고, 예측위치근방에
서 패턴매칭처리를 행했기 때문에, 각 측정점의 실측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패턴매칭
처리를 행하여 각 측정점(PMi)의 정확한 실측위치를 결정하지 않고, 각 측정점(PMi)의 웨이퍼좌표값을 
변환하여 얻어진 스테이지좌표값을 실측좌표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패턴매칭처리를 실행한 편이 보다 고정밀도로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나 실시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컨대, 다음과 같은 변형도 가능하다.

(1)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고 있던 구성의 일부를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도록 해
도 되고, 반대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고 있던 구성의 일부를 하드웨어로 변환하도록 해도 된다.

(2)  위치맞춤기준점(RP)의 좌표를 결정하기 위한 제1 패턴매칭은 위치맞춤기준점(RP)의 근방의 영역의 
화상에 관해서 행하면 되고, 위치맞춤기준점을 포함하는 영역의 화상에 대하여 패턴매칭을 행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각 측정점의 좌표를 결정하기 위한 제2 패턴매칭도 각 측정점을 포함하는 영역의 화
상에 대하여 패턴매칭을 행할 필요는 없고, 각 측정점의 근방의 영역의 화상에 대하여 행하면 된다.

(3) 상기 실시예에서는 위치맞춤기준점(RP)의 위치와 웨이퍼의 회전각도(θ1)(또는 θ2)를 결정할 때, 2
개의 영역에 있어서 패턴매칭을 행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1곳의 영역에서의 패턴매칭에 의해 위치맞춤기
준점(RP)의 위치와 웨이퍼의 회전각도(θ1)(또는 θ2)를 결정하도록 해도 된다.  또는, 3곳 이상의 영역
에 대해서 패턴매칭을 행함으로써, 위치맞춤기준점(RP)의 위치와 웨이퍼의 회전각도(θ1)(또는 θ2)를 
결정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각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때, 복수의 영역에 관해서 패턴매칭을 행하도
록 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패턴매칭을 행하는 영역의 수가 증가할 수록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좌표나 
회전각도의 정밀도가 향상한다.

(4) 상기 실시예에서는, 장치에 웨이퍼의 회전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회
전기구를 가지는 장치에 대해서도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회전기능을 가
지는 장치에 있어서도 웨이퍼의 회전방향(회전각도)을 화상처리에 의해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점의 위치결정처리를 간단하고, 또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 측정레시피(139)는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조건을 포함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각 측정점의 위치를 나
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1 방법에 따르면, 템플레이트 화상을 사용한 템플레이트 매칭을 행함으로써, 측정점의 위치
를 고정밀도로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방법에 따르면, 촬상좌표계가 스테이지 좌표계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도, 촬상화상
내의 임의의 점의 위치에 관한 스테이지 좌표계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웨이퍼상의 측정점에 관한 측정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측정정보는 상기 웨이퍼상에서의 측정점의 위치를 적어도 포함하고,

상기 측정점의 위치는 상기 웨이퍼상에서 정의된 웨이퍼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의 측정정보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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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정보는 또한, 각 측정점 근방에서 촬상(撮像)된 화상에 대해서 패턴매칭(pattern matching)을 
실행함으로써 측정점의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템플레이트(template) 화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웨이퍼의 측정정보작성방법.

청구항 3 

웨이퍼를 재치(載置)하는 스테이지(stage)를 구비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웨이퍼의 측정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청구항 1 또는 2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작성된 상기 측정정보를 사용하여 각 측정점의 웨이퍼좌표
계의 좌표값을 상기 스테이지상에서 정의된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공정과,

(b) 각 측정점에 관한 상기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상기 웨이퍼상의 각 측정점의 위치결정
을 실행하는 공정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의 측정위치결정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장치는 또한, 웨이퍼상의 화상을 촬상하기 위한 촬상 광학계(光學系)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촬상광학계에서 정의된 촬상좌표계에서의 좌표와, 상기 스테이지좌표계에서의 좌표와의 사이의 회
전을 포함하는 좌표변환을 규정하는 좌표변환계수를 결정하는 공정과,

상기 좌표변환계수를 사용하여 상기 촬상광학계에서 촬상된 촬상화상내에서의 촬상좌표계의 좌표와 상기 
스테이지좌표계의 좌표와의 사이의 좌표변환을 실행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의 
측정위치결정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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