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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제1의 넓은 광빔으로 웨이퍼 표면의 제1부분을 조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학적 기계연마 프로세스동안 

종점을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가 수신된다. 데이터의 제1반사 스펙

트럼은 웨이퍼 표면의 제1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제1스펙트럼에 대응한다. 웨이퍼 표면의 제2부분은 

제2의 넓은 광빔으로 조명된다.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터가 수신된다. 데이터의 제2반사 스펙트럼은 웨이퍼 표면의 

제2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제2스펙트럼에 대응한다.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는 정규화되고,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도 정규화된다. 종점은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와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간의 차에 기초

하여 결정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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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화학적 기계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프로세스에서의 종점(end point) 검

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넓은 반사율 스펙트럼의 광 간섭을 이용하는 종점 검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장치의 제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집적회로장치는 다단계 구조형태이다. 기판 레벨에서, 확산영역을 갖춘 트

랜지스터 장치가 형성된다. 다음의 레벨에 있어서, 인터커넥트(interconnect) 금속화 라인은 원하는 기능장치를 규정

하기 위해 패터닝되어 트랜지스터 장치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패터닝된 도전층은 이산화규소

등의 유전재료에 의해 다른 도전층으로부터 절연된다. 더 많은 금속화 레벨과 관련 유전층이 형성됨에 따라, 유전재

료를 평면화시킬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평면화시키지 않고서는 부가적인 금속층의 제조가 표면 토포그래피(topograp

hy)의 보다 큰 변화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렵게 된다. 다른 응용에 있어서, 금속화 라인 패턴은 유전재료로 형성되고, 그

후 CMP 오퍼레이션은 초과 금속화를 제거하도록 행해진다.

종래기술에 있어서, CMP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벨트, 패드 또는 브러쉬가 웨 이퍼의 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스크럽(s

crub)하고 버프(buff)하며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벨트, 오비탈(orbital), 브러쉬 스테이션을 실현한다. 슬러리는 CMP 

오퍼레이션을 쉽게 하고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슬러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예컨대 벨트, 패드, 브러쉬 등의 이동하

는 준비표면으로 도입되고, CMP 프로세스에 의해 버퍼 및 연마되거나 준비되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뿐만 아니라 준

비표면 전체에 걸쳐 분포된다. 이 분포는 일반적으로 준비표면의 이동과 반도체 웨이퍼의 이동, 반도체 웨이퍼와 준

비표면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의 결합에 의해 달성된다.

도 1a는 다마신(damascene)과 듀얼 다마신 인터커넥트 금속화 라인을 구성하는데 일반적인 제조프로세스를 받는 유

전층(102)의 횡단면도를 나타낸다. 유전층(102)은 유전층(102)의 에칭 패터닝된 표면 전체에 걸쳐 퇴적되는 확산 배

리어층(104)을 갖추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확산 배리어층(104)은 통상적으로 TiN, Ta, TaN 또는 TaN과 Ta

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확산 배리어층(104)이 원하는 두께로 퇴적되었다면, 구리층(106)은 유전층(102)에서 에

칭된 특징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확산 배리어층 위에 형성된다. 또한, 몇몇 과도한 확산 배리어와 금속화 재료는 반

드시 필드 영역 위에 퇴적된다. 이들 과하중 재료를 제거하고, 원하는 인터커넥트 금속화 라인과 관련 비아(via; 도시

하지 않음)를 규정하기 위해, CMP 오퍼레이션이 행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CMP 오퍼레이션은 유전층(102) 위의 상부 금속화 재료를 제거할 예정이다. 예컨대, 도 1b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구리층(106)과 확산 배리어층(104)의 과하중 부분이 제거되었다. CMP 오퍼레이션이 일반적이기 때문

에, 모든 과하중 금속화 및 확산 배리어 재료(104)가 유전층(102) 위에서 제거될 때까지 CMP 오퍼레이션은 계속되

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확산 배리어층(104)이 유전층(102) 위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상

태와 그 CMP 프로세스동안의 웨이퍼 표면의 상태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점 검출로 일컬어지고

있다. 구리는 시간별 방법(timed method)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연마될 수 없기 때문에 구리를 위한 종점 검출이 

행해진다. CMP 프로세스로부터의 제거율이 구리층의 시간별 연마에 대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별 연

마는 구리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CMP 프로세스로부터의 구리에 대한 제거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시

는 종점이 도달되었을 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 CMP 오퍼레이션은 (1) Cu가 확산 배리어층 위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2) 확산 배리어층이 유전층 위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종점을 확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점 검출기술은 원하는 과하중 재료 모두가 제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금속의 CMP에서 종점 검출을 위한 많은 접근법이 제안되어 왔다. 종래방법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상태의 연마의 직

접적이고 간접적인 검출로 분류될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연마동안의 웨이퍼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명백한

외부 신호원이나 화학약제를 이용한다. 한편, 간접적인 방법은 연마프로세스동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 때문에 툴내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신호를 감시한다.

간접적인 종점 검출방법은 연마패드/웨이퍼 표면의 온도와, 연마툴의 진동, 패드와 연마헤드 사이의 마찰력, 슬러리의

전기화학적 포텐셜 및, 음파방사를 감시하는 단계를 갖추고 있다. 연마 슬러리가 연마되는 금속막과 선택적으로 반응

하기 때문에, 이 온도방법은 발열성 프로세스 반응을 이용한다. 미국특허 제5,643,050호는 이 접근법의 일례이다. 미

국특허 제5,643,050호와 미국특허 제5,308,438호에는 모터 전류변화가 다른 금속층이 연마됨에 따라 감시되는 마찰

에 기초를 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유럽출원 EP 0 739 687 A2에 개시되어 있는 다른 종점 검출방법은 연마프로세스시의 정보를 발생시키기 위해 그라

인딩(grinding) 프로세스로부터 초래되는 음파 방사를 복조시킨다. 음파 방사 감시는 일반적으로 금속 종점을 검출하

는데 이용된다. 이 방법은 연마동안 일어나는 그라인딩 동작을 감시한다. 출력 검출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재료 제거의

깊이가 인터페이스로부터의 일정한 결정가능 거리에 도달할 때 발생되는 음향파를 감지하기 위해 마이크로폰은 웨이

퍼로부터의 미리 정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들 모든 방법은 연마상태의 글로벌 측정을 제공하고, 프로세스 파라

미터 설정과 소모품의 선택시에 강한 종속을 갖는다. 그러나, 마찰감지를 제외하면 어느 방법도 제조산업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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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직접적인 종점 검출방법은 특정한 화학약제의 도입에 의한 음향파 속도와 광반사 및 간섭, 임피던스/컨덕턴스, 전기

화학적 포텐셜 변화를 이용하여 웨이퍼 표면을 감시한다. 미국특허 제5,399,234호와 미국특허 제5,271,274호에는 

음향파를 이용하여 금속에 대한 종점 검출의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들 특허는 금속 종점을 검출하기 위해 웨이퍼/

슬러리를 통해 전파되는 음향파 속도를 감시하기 위한 접 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금속층으로부터 다른 금속층으

로의 전이가 있을 때, 음향파 속도는 변화하고 이것은 종점을 검출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더욱이, 미국특허 제6,186,8

65호에는 연마패드 아래에 위치한 유체 베어링으로부터의 유체 압력을 감시하기 위해 센서를 이용하는 종점 검출의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센서는 연마동안 어떤 재료층으로부터 다음 재료층으로의 연마 전이시의 전단력(shear for

ce)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체압력의 변화를 검출하는데 이용된다. 공교롭게도, 이 방법은 프로세스 변화에 강하지 않

다. 게다가, 검출된 종점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웨이퍼 표면위의 특정한 포인트에서 로컬 종점을 검출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특허 제6,186,865호는 에어 베어링을 필요로 하는 선형 연마기에 한정된다.

웨이퍼표면으로부터의 광반사를 이용하여 종점을 검출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있었다. 그것들은 레이저 소스를 이용

하여 단일 파장으로 반사된 광신호를 감시하거나 전자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의 전체 가시범위를 덮

는 광대역 광원을 이용하는 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특허 제5,433,651호에는 레이저 소스로부터의 광

신호가 웨이퍼 표면에 부딪치고 반사된 신호가 종점 검출을 위해 감시되는 단일 파장을 이용하는 종점 검출방법이 개

시되어 있다. 어떤 금속으로부터 다른 금속으로 연마가 전이함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는 전이를 검출하는데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광대역 방법은 전자 스펙트럼의 다중 파장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의존한다. 미국특허 제6,106,662호에는 

광 스펙트럼의 가시범위에서 반사된 광의 강도(intensity)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분광계(spectrometer)를 이용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2개 밴드의 파장은 연마가 어떤 금속으로부터 다른 금속으로 전이함에 따른 반사율 변화에 양호

한 감도를 제공하는 스펙트럼에서 선택된다. 검출신호는 선택된 2개 밴드의 평균 강도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규정된

다. 검출신호의 현저한 이동은 어떤 금속으로부터 다른 금속으로의 전이를 나타낸다.

현재 종점 검출기술이 갖는 공통의 문제점은 모든 도전성 재료(예컨대, 금속화 재료가나 확산 배리어층(104))가 금속

화 라인간의 전기적인 부주의한 인터커넥트를 막기 위해 유전층(102) 위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의 과도한 연마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적당한 종점 검출이나 과도한 연마의 부작용은 디싱(dishing; 108)이 

유전층(102)내에 남아 있길 원하는 금속층 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디싱 효과는 본래 금속화 재료를 원하는 것보

다 많이 제거하고, 금속화 라인 위에 접시모양의 특징을 남긴다. 디싱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터커넥트 금속화 라인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너무 많은 디싱은 그 의도하는 목적을 위한 원하는 집적회로가 실패하

게 한다.

종래방법은 통상적으로 단지 실제 종점을 대강 예측할 수는 있지만, 실제 종점을 실제로 검출할 수는 없다. 종래기술

은 재료가 반투명하게 될 때(예컨대, 재료가 몇몇 파장에 대해서는 거의 투명하게 되지만 모든 파장에 대해서는 투명

하게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몇몇 파장의 강도가 변할 때 검출한다. 재료가 반투명하게 될 때, 이들 파장이

현재 제거되는 재료 아래의 층에 의해 반사되기 때문에 몇몇 파장의 강도는 변한다.

종래 프로세스에 의해 실제로 검출된 이벤트는 층이 제거될 때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반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종

래 프로세스는 실제 종점을 예측해야 한다(즉, 모든 원하는 재료가 실제로 완전히 제거될 때). 일례에 있어서, 검출된 

실제의 이벤트와 반투명 포인트는 재료가 500Å 두께일 때 발생한다. 이전의 프로세스로부터, CMP 프로세스는 분당

3000Å의 레이트로 재료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제의 종점은 아래의 공식 1에 의해 예측된다.

공식 1: (반투명 재료두께)/(재료 제거율) = 예측된 종점에 대한 시간지연

전류 예: (500Å)/(3000Å/분)=10초

따라서, 종래 CMP 프로세스는 실제 검출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추가 10초동안 CMP 제거 프로세스를 계속한다. 게

다가, 이 시간지연은 이전 경험에 기초하여 계산되어 일정한 제거율을 추정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에 비추어, 종점 검출시스템과 종점 검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발명은 광대역 광학 종점 검출의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필요성을 만족시킨다.

본 발명이 프로세스, 장치, 시스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또는 디바이스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몇가지 실시예를 아래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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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넓은 광빔으로 웨이퍼 표면의 제1부분을 조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학적 기계연마 프로세스동안 종점을 검

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 다.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가 수신된다. 데이터의 제1반사 스펙트럼은 

웨이퍼 표면의 제1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제1스펙트럼에 대응한다. 웨이퍼 표면의 제2부분은 제2의 넓

은 광빔으로 조명된다.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터가 수신된다. 데이터의 제2반사 스펙트럼은 웨이퍼 표면의 제2의 조

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제2스펙트럼에 대응한다.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는 정규화되고,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도 정규화된다. 종점은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와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간의 차에 기초하여 결정

된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1스펙트럼 데이터는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 각각의 파장에 대응하는 강도 레벨을 포함하고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2스펙트럼 데이터는 대응하는 제2스펙트럼에서 각각의 파장에 대응하는 강도 레벨을 포

함하고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1스펙트럼과 제2스펙트럼의 파장은 약 300nm∼약 720nm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1스펙트럼과 제2스펙트럼의 파장은 약 200∼약 520 개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1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단계는 대응하는 강도값을 거의 제거함으로써 제거되는 프로세

스 관련 강도변동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2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단계

는 대응하는 강도값을 거의 제거함으로써 제거되는 프로세스 관련 강도변동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대응하는 강도값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는 파장 각각의 강도값의 합이 0이 되고 파장 각각의 강도

값의 제곱의 합은 1이 되도록 파장 각각의 강도값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와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간의 차에 기초하여 종점을 결정하

는 단계는 제1스펙트럼과 제2스펙트럼에서의 복수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정규화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을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1스펙트럼과 제2스펙트럼에서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정규화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을 결

정하는 단계는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를 제1벡터로 변환하고,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를 제2벡터로 변

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제1벡터와 제2벡터간의 거리가 계산될 수 있다. 제1벡터와 제2벡터간의 거리는 드레

숄드 거리와 비교될 수 있고, 제1벡터와 제2벡터간의 거리가 드레숄드 거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1스펙트럼과 제2

스펙트럼에서의 복수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정규화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이 식별된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과 이점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기 위해 나타내는 첨부도면과 관련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와 도 1b는 다마신과 듀얼 다마신 인터커넥트 금속화 라인을 구성하는데 일반적인 제조프로세스를 받는 유전층

의 횡단면도이고,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패드가 롤러 주위에서 회전하도록 설계되 어 있는 CMP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b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종점 검출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CMP 프로세스동안 광대역 광원에 의해 조명되는 웨이퍼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

도 4a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CMP 프로세스에 대한 종점을 결정하는데 행해지는 방법 오퍼레이션을 나타낸 플

로우차트,

도 4b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제1 및 제2스펙트럼에서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비율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

법 오퍼레이션(450)의 플로우차트,

도 5a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하나의 수신된 반사 스펙트럼(즉, 샷(shot))을 나타낸 도면,

도 5b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하나의 정규화된 반사 스펙트럼(즉, 정규화된 샷)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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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c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몇개의 비정규화된 샷의 3차원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

도 6과 도 7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상기 도 5c에 나타낸 데이터의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

도 8과 도 9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라 향상된 상기 도 5c에 나타낸 데이터의 2차원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강도에 비례하여 정규화되지 않은 시간과 함께 파장에 따라 반사계수의 변화를 갖

는 반사된 데이터의 그래프 표현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강도 정규화된 반사계수 변화를 갖는 반사된 데이터의 그래프 표현을 나타낸 도면

,

도 12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종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오퍼레이션의 플로우차트,

도 13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재료 제거프로세스의 제곱된 VD(vector distance)의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이다.

실시예

지금부터 종점을 광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몇개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이 여기에 설명되는 몇몇 또

는 모든 명확한 상세화없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다.

CMP 시스템의 중요한 제어국면은 프로세스가 언제 끝나는지, 즉 CMP 프로세스가 언제 멈추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통상적으로 상술한 종래 시스템은 여러 가지 검출된 데이터 포인트에 기초하여 종점을 예측하지만, 아래에 보다 상

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정확한 종점을 정확히 검출할 수 없다.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패드(250)가 롤러(251) 주위에서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CMP 시스템을 나타낸

다. 플래튼(platen; 254)은 웨이퍼가 캐리어(252)를 이용하여 부착되는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패드(250) 아래에 위치

해 있다. 도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이 플래튼(254) 전체와 패드(250) 전체 및 연마되는 웨이퍼(200)의 표면위에 

가해지는 광검출기(260)를 이용하여 종점 검출이 행 해진다. 광학 종점검출을 달성하기 위해, 패드 슬롯(250a)은 패

드(250)로 형성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패드(250)는 패드(250)의 서로 다른 위치에 중요하게 배치된 복수의 패

드 슬롯(250a)을 갖출 수 있다. 통상적으로, 패드슬롯(250a)은 연마 오퍼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정도로 충

분히 작게 설계되어 있다. 패드 슬롯(250a)에 더하여, 플래튼 슬롯(254a)은 플래튼(254)에 규정되어 있다. 플래튼 슬

롯(254a)은 광대역 광빔이 연마동안 플래튼(254)과 패드(250) 및 웨이퍼(200)의 원하는 표면을 통과할 수 있게 설계

되어 있다.

광검출기(260)를 이용함으로써, 웨이퍼 표면으로부터의 어떤 필름의 제거의 레벨을 식별할 수 있다. 이 검출기술은 

광검출기(260)에 의해 수신된 산섭패턴을 조사함으로써 필름의 두께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욱이, 플래튼(2

54)은 웨이퍼(200)로부터 층의 정밀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패드(250)로 어느 정도의 역압력을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CMP 프로세스동안 광대역 광원에 의해 조명되는 웨이퍼(300)의 일부를 나타낸 도

면이다. 웨이퍼(300)는 실리콘기판(302)과, 이 실리콘기판(302) 위에 배치된 산화층(304) 및, 이 산화층(304) 위에 

형성된 구리층(306)을 갖추고 있다. 구리층(306)은 다마신 CMP 프로세스동안 형성된 과하중된 구리를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구리층(306)은 구리의 인터커넥트를 위한 트렌치(trench)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빠른 단계에서 에칭되는 

산화층(304) 위에 퇴적된다. 그 후, 과하중된 구리는 산화층(304)을 노출시키도록 연마함으로써 제거되어, 트렌치내

의 도전성 라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듀얼 다마신은 유사한 방식으 로 발생하고, 동시에 금속 플러그와 인터커넥트의 

형성을 허용한다.

연마프로세스동안, 광학 종점 검출시스템은 구리층(306)이 언제 제거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광간섭을 이용한다. 

처음으로, 301a에서 보면, 구리층(306)은 비교적 두껍기 때문에(예컨대, 약 10,000Å) 불투명하다. 이 때, 웨이퍼(30

0)의 표면을 조명하는 광(308)은 간섭이 거의 없이 뒤로 반사된다. 구리가 아래로 연마됨에 따라, 구리층(306)은 얇은

금속(예컨대, 약 300∼400Å 두께)으로 된다. 이것은 얇은 금속존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301b에서 보면, 구리층(3

06)은 적어도 몇몇 파장의 광(312)에 대해 투명하게 되고, 이들 파장은 아래 층을 조명하기 위해 구리층(306)을 통과

할 수 있다.

몇몇 파장의 광(312)이 층(304)을 조명할 때에는, 다른 파장의 광(312)은 얇은 금속존의 구리층(306)의 표면으로부

터 뒤로 반사하기를 계속한다. 구리층(306) 아래의 층(304)과 층(302)간의 인터페이스로부터 반사되는 반사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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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318)의 강도는 구리층(306)으로부터 반사되는 광(314)의 같은 파장의 강도와는 다르다. 그러나, 층(304)과 층(

302)간의 인터페이스로부터 반사되는 파장의 강도만은 변할 것이다. 구리층(306)으로부터 반사되는 나머지 파장의 

광(314)의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광(318)의 파장의 강도가 변하는 이유는 여러 층(302∼306) 각각이 대응하는 반사 인덱스를 갖는다는 사실 때문이

다. 반사 인덱스는 그 층으로부터 반사되는 광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구리가 완전히 제거됨에 따라, 30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리층(306)은 어 떤 파장의 광(322)의 통과라도 반사시키

거나 차단하기 위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파장의 광(322)은 구리층(306) 아래에 놓여 있는 층(304)

을 조명할 수 있다. 층(304)으로부터 뒤로 반사되는 거의 모든 파장의 광(324)은 구리층(306)으로부터 반사되는 같은

파장의 광의 강도와 비교하여 강도레벨의 변화를 가질 것이다.

광검출기(260)는 반사된 광(308, 314, 318, 324)을 검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1실시예에 있어서, 종점은 거의 모

든 파장의 반사된 광이 언제 강도의 변화를 겪는지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구리층(306)이 두꺼우면, 광(308)의 파장강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슬러리 두께, 벨트 간섭 및 다른 소스

등의 다수의 다른 간섭 소스는 반사된 광의 모든 파장의 강도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강도 '노이즈'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종점은 여러 가지 강도 노이즈 소스와 구별되어야만 한다. 1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실제의 종점을 검출

할 수 있고, 그 종점과 여러 가지 강도 노이즈 소스를 구별할 수 있다.

도 4a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CMP 프로세스에 대한 종점을 결정하는데 행해지는 방법 오퍼레이션을 나타낸 플

로우차트이다. 오퍼레이션(402a)에 있어서, 웨이퍼 표면의 제1부분은 광대역 광의 제1빔으로 조명된다. 오퍼레이션(

404)에 있어서,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즉, 제1샷)가 수신된다. 제1샷은 웨이퍼 표면의 제1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제1세트의 스펙트럼에 대응한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1샷은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의 몇몇 파장의 각각

에 대응하는 강도레 벨을 포함한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제1의 반사된 스펙트럼은 약 200nm∼약 720nm 파장의 범위

에 있다. 검출될 수 있는 복수의 개별 파장은 광검출기(260)의 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1실시예에 있어서, 512개

의 개별 파장이 검출되지만, 보다 적거나 보다 많은 개별 파장이 검출될 수도 있다.

오퍼레이션(406)에 있어서, 웨이퍼 표면의 제2부분은 광대역 광의 제2빔으로 조명된다. 오퍼레이션(408)에 있어서,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터(즉, 제2샷)가 수신된다. 제2샷은 웨이퍼 표면의 제2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제

2세트의 스펙트럼에 대응한다.

도 5a는 상기 도 4a의 오퍼레이션(404)에서 수신된 제1샷 등의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하나의 수신된 

반사 스펙트럼(즉, 샷(shot))을 나타낸다. 대략 512개의 개별 파장은 x축에 걸쳐 나타내어져 있다. 강도는 y축에 나타

내어져 있다.

도 4a를 참조하면, 오퍼레이션(410, 412)에 있어서 각각 제1샷과 제2샷은 정규화된다. 1실시예에 따르면, 제1샷과 

제2샷을 정규화하는 단계는 샷으로부터의 강도 양상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검출된 파장의 총 강도의 합은 0이 되고 모든 검출된 파장의 총 강도의 제곱의 합은 1이 되도록 검출된 파장 각각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강도는 거의 제거된다.

도 5b는 상기 도 4의 오퍼레이션(410)에서 결정되는 정규화된 제1샷 등의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하나

의 정규화된 반사 스펙트럼(즉, 정규화된 샷)을 나타낸다. 대략 512개의 개별 파장은 x축에 걸쳐 나타내어져 있다. 강

도는 y 축에 나타내어져 있다. 강도의 합은 0이고, 모든 검출된 파장의 총 강도의 제곱의 합은 1이다. 샷을 정규화하

는 방법 오퍼레이션을 아래에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4a를 참조하면, 오퍼레이션(414)에 있어서, 정규화된 제1샷과 정규화된 제2샷간의 차가 결정되어 CMP 프로세스

의 종점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1실시예에 있어서, 정규화된 제1샷과 정규화된 제2샷간의 차를 결정하는 단계는 제1

및 제2스펙트럼에서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 4b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제1 및 제2스펙트럼에서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비율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

법 오퍼레이션(450)의 플로우차트이다. 오퍼레이션(452)에 있어서,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는 제1벡터로 변환

된다. 오퍼레이션(454)에 있어서,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는 제2벡터로 변환된다. 오퍼레이션(456)에 있어서, 

제1벡터와 제2벡터간의 거리가 계산된다. 제1벡터와 제2벡터간의 거리는 제1벡터와 제2벡터간의 거리가 오퍼레이션

(458)에서 드레숄드 거리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판정하기 위해 드레숄드 거리와 비교된다. 제1벡터와 제2벡터간의 거

리가 드레숄드 거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강도의 비율의 변화는 오퍼레이션(460)에서 제1 및 제2스펙트럼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해 식별되고 이 방법 오퍼레이션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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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c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몇개의 비정규화된 샷의 3차원 그래프이다. 파장은 z축의 원래 끝에서 약 200nm

범위의 파장∼약 800nm 범위에 있다. 강도는 y축에 나타내어져 있다. x축에는 다수의 샷, 즉 약 13개의 샷(샷(3∼15

))이 나타내어져 있다. 도시한 다수의 샷은 CMP 처리시간(즉, 연마시간)에 대응할 수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샘플링

비율은 연마 벨트속도와 벨트내의 종점 검출 윈도우의 양의 함수이다. x축의 선은 제1샷의 주어진 파장의 강도를 다

음의 샷의 같은 파장의 강도에 연결하도록 그려져 있다. 예컨대, 포인터(551)는 샷(3; 샷(0∼2)은 도시하지 않음)에서

약 310nm의 강도레벨을 식별한다. 포인터(552)는 샷(4)에서 같은 310nm 파장의 대응하는 강도레벨을 식별한다. 여

러 검출된 파장의 강도는 샷으로부터 샷으로 변하지만, 모든 파장의 강도가 동시에 위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이동하는

변동은 충분히 균형잡혀 있다. 이것은 강도 차원의 노이즈를 나타내고, 샷을 반사하는 실제 표면 재료의 변화를 나타

내지 않는다.

13번째 샷(포인터(555))이 시작되자 마자, 이어지는 샷(14, 15)에 대한 모든 파장의 강도에서의 표시된 아래쪽 트렌

드가 나타난다. 포인터(555)로 지시되는 아래쪽 트렌드는 샷을 반사하는 재료의 변화를 식별한다.

도 6과 도 7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상기 도 5c에 나타낸 데이터의 그래프이다. 도 6에 있어서, 반사된 데이터는

나타낸 각 샷에 대한 반사된 광의 강도에서의 넓은 변화를 초래하는 절대 강도 변화 등의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반대로, 도 7은 상대적인 강도로 정규화된 같은 반사된 데이터를 나타낸다. 정규화는 나타낸 각 샷에 대한 반사광의 

강도에서의 좁은 변화를 초래한다.

반사된 데이터의 해상도는 절대적인 강도값보다 반사계수 변화를 분석함으로 써 증가될 수 있다. 반사계수 변화는 다

음과 같은 공식 2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반사계수의 변화는 종점을 나타낼 수 있다(즉, 원하는 층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도 8과 도 9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라 향상된 상기 도 5c에 나타낸 데이터의 2차원 그래프이다. 도 8에 있어서, 파

장과 시간에 따른 반사계수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도 9에 있어서, 파장과 시간에 따른 반사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단계는 간섭효과에 의존하는 필름의 특징을 제공한다. 즉, 2개의 표면이 만나는 투명필름의 특징은 광을 반사시킬 

것이다. 구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반사된 데이터의 변화는 가시 스펙트럼 구리의 불투명체로부터 구리층 아래의 투

명필름 층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반사된 데이터가 상술한 질적인 방식으로 획득된 후에, 데이터는 이 변화에

기초하여 종점 검출을 이루도록 처리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강도에 비례하여 정규화되지 않은 시간과 함께 파장에 따라 반사계수의 변화를 갖

는 반사된 데이터의 그래프 표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강도 정규화된 반사계수 변화를 갖는 반사

된 데이터의 그래프 표현이다. 도 11은 측정된 값이 몇몇 고주파 발진을 갖는 직선(1102, 1104)으로부터 명확한 정현

간섭 관련 발진(1106, 1108, 1110, 1112)과 과도상태(1114, 1116)를 갖는 이들 라인으로 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투명필름의 제2특징과 두께와 내화율의 함수(도시하지 않음)는 반사된 데이 터에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다른 주파

수의 정현함수는 하나의 필름으로부터 다른 필름으로의 변환과 관련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종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오퍼레이션(1200)의 플로우차트이다. 오퍼레이션(12

10)에 있어서, 제1샷을 위한 웨이퍼에 대한 반사계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 3에 따라 계산된다.

오퍼레이션(1215)에 있어서, 반사계수는 정규화되어, 다음과 같은 공식 4에 따라 상대적 강도유닛에 제공된다.

오퍼레이션(1220)에 있어서, 정규화된 반사계수의 변화(재료의 변화)는 아래에 나타낸 공식 5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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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1225)에 있어서, 현재 R' i 와 미리선택된 방법 기준값 R' k 사이의 벡터 거리제곱(VD)은 다음과 같은 공

식 6에 따라 계산된다.

오퍼레이션(1230)에 있어서, 계산된 벡터거리는 드레숄드 벡터거리와 비교된다. 드레숄드 VD는 1실시예에서 하부층

을 드러내도록 제거되기 위해 층을 제거하 는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결정된 벡터거리의 알려진 변화로 될 수 있다. 혹

은, 드레숄드 VD는 변화의 방향(예컨대, 정규화된 반사계수의 위쪽 트렌드나 아래쪽 트렌드)을 나타내는 미리선택된 

수일 수 있다. 계산된 VD가 드레숄드 VD보다 크지 않으면, I wi (λ)와 I Li (λ)는 상술한 바와 같은 오퍼레이션(121

0)에 입력되고, 방법 오퍼레이션(1210∼1230)은 반복된다. 그러나, 오퍼레이션(1230)에 있어서 계산된 VD가 드레

숄드 VD보다 크거나 같으면, 종점은 결정되었고 CMP 프로세스는 즉시 정지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재료 제거프로세스의 제곱된 벡터거리(VD)의 그래프이다. y축은 VD이다. x축은 

시간이거나 또는 보다 엄밀하게는 샷 번호이다. 원점부터 거의 12번째 샷에 있어서 그래프는 VD가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2번째 샷과 13번째 샷 사이의 VD는 그래프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훨씬 더 크

다. 12번째 샷에서 도시되는 VD의 변화는 종점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여러 국면과 실시예가 구리층을 제거할 때 종점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술되어 있지만, 여기에 설명

된 방법과 시스템이 어떤 다른 재료의 제거프로세스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설명된

방법과 시스템은 서로 다른 불투명하거나 불투명하지 않은 재료를 덮고 있는 다른 불투명하거나 불투명하지 않은 재

료의 제거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서, 여기에 설명된 방법과 시스템은 구리층(불투명 층) 위의 산화층(불

투명하지 않은 층) 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프로세스의 종점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불투명하

지 않는 재료층 위의 산화층(불투명하지 않은 층)을 제거하기 위한 종점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여러 국면과 실시예는 반사된 광대역 광(예컨대, 공식 6에서 j=1-512)을 다라 512개의 분리된 데이터 포

인트(예컨대, 파장)를 이용하여 종점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단지 512개의 분리

된 데이터 포인트에 한정되지 않고, 꽤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이용될 수도 있다. 이용된 다수의 데이터 포인트는 수신

된 데이터의 전송손실특성과 유사하다. 데이터의 양호한 해상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모여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여지는 보다 많은 개별 데이터 포인트는 계산적인 부하를 증가시킨다. 512개의 개별 데

이터 포인트는 프로세스의 전송손실특성의 하나의 레벨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약 200개 이하의 보다 적인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이용될 수도 있다. 혹은, 부가의 파장이 약 520개의 데이터 포인트보다 많이 이용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개의 다른 스케일은 같은 광대역폭 광에 대해 이용된다. 제1스케일은 광대역광의 스펙

트럼에 포함된 파장이다. 1실시예에 있어서, 광대역 광의 스펙트럼은 약 300∼약 720nm에 있다. 그러나, 이용되는 

광대역 광의 스펙트럼은 광의 보다 짧거나 보다 긴 파장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1실시예에 있어서, 광대역 광

의 스펙트럼은 CMP 프로세스에서 처리되는 재료에 대응하도록 선택된다. 1실시예에 있어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은 

여러 재료에 이용돌 수 있다.

광대역폭 광의 검출을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제2스케일은 광역광의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복수의 데이터 포

인트이다. 1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포인트수가 512개이고 광대역 스펙트럼이 약 300∼약 720nm에 있으면, 제1데

이터 포인트는 약 298.6nm 파장에 대응하고, 포인트는 약 719.3nm 파장에 대응한다. 데이터 포인트의 갯수와 광대

역 스펙트럼 전체에 걸친 데이터 포인트의 분산은 광검출기의 특별한 제조업자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는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산된다. 또한, 데이터 포인트는 화소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다.

상기 실시예의 경우,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여러 컴퓨터 구현 오퍼레이션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들 오퍼레이션은 물리적 수량의 물리적 조작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이들 수량은 저장, 전송, 결합, 비교 및 조작될 수 있는 전기신호나 자기신호 형태를 취한다. 게다가, 행해진 

조작은 종종 제작, 식별, 결정 또는 비교라고 일컬어진다.

본 발명의 일부를 이루는 여기에 설명된 모든 오퍼레이션은 유용한 기계 오퍼레이션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들 오퍼

레이션을 행하기 위한 디바이스나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장치는 요구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성될 수 있거나, 컴

퓨터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구성되는 범용 컴퓨터일 수 있다. 특히, 여러 범용의

기계는 여기에서의 교시에 따라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함께 이용될 수 있거나 요구되는 오퍼레이션을 행하기 위

한 보다 전문 화된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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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코드로 실시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

퓨터 시스템에 의해 판독된 후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저장장치이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예로서는 하

드드라이브, NAS(network attached storage), ROM, RAM, CD-ROM, CD-R, CD-RW, 자기테이프, 다른 광학 및 

비광학 데이터 저장장치를 들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코드가 분산 형태로 저장

되고 실행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분산될 수 있다.

도 4a, 도 4b, 도 12에서의 오퍼레이션에 의해 나타내어진 명령어가 도시된 명령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고, 오퍼레이

션에 의해 나타내어진 모든 처리가 본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평가될 것이다. 더욱이, 도 4a, 도 4b, 도 12

에 나타낸 프로세스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조합중 어느 하나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로 실현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여러 가지의 특정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발명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적 기계연마 프로세스동안 종점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광대역 광의 제1빔으로 웨이퍼 표면의 제1부분을 조명하는 단계와,

상기 웨이퍼 표면의 제1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복수의 제1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

터를 수신하는 단계,

광대역 광의 제2빔으로 웨이퍼 표면의 제2부분을 조명하는 단계,

상기 웨이퍼 표면의 제2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복수의 제2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

터를 수신하는 단계,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단계,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단계 및,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와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간의 차에 기초하여 종점을 결정하는 단계를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펙트럼 데이터는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복수의 파장 각각에 대응하는 강도레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상기 복수의 파장이 약 300nm∼약 720nm 범위에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상기 복수의 파장이 약 200∼약 520개의 개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강도값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강도값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파장 각각의 강도값의 합이 0이 되고 복

수의 파장 각각의 강도값의 제곱의 합이 1이 되도록 상기 복수의 파장 각각의 강도값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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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와 상기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간의 차에 기초하여 종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1스펙트럼과 상기 제2스펙트럼에서의 복수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강도의 비율의 변

경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펙트럼과 제2스펙트럼에서의 복수의 파장의 적어 도 일부에 대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를 제1벡터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를 제2벡터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제1벡터와 상기 제2벡터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1벡터와 상기 제2벡터간의 거리가 드레숄드 거리보다 큰지 또는 같은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벡터와 상기 제2벡터간의 거리가 드레숄드 거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기 제1스펙트럼과 상기 제2스펙트럼

에서의 복수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벡터가 상기 제1벡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복수의 파장

각각에 대응하는 강도레벨의 노이즈 부분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방법.

청구항 11.
웨이퍼 표면의 일부를 조명하기 위한 광대역 광원과,

복수의 샷 각각에 대한 웨이퍼 표면의 조명된 부분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복 수의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반사된 스펙트

럼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광검출기,

제1샷에 대응하는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기 위한 로직,

제2샷에 대응하는 제2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기 위한 로직 및,

상기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와 상기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간의 차에 기초하여 종점을 결정하기 위한 

로직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와 상기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간의 차에 기초하여 종점

을 결정하기 위한 상기 로직은, 상기 제1스펙트럼과 상기 제2스펙트럼에서의 상기 복수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을 결정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펙트럼과 제2스펙트럼에서의 상기 복수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강도의 비율의 변

경을 결정하기 위한 로직은,

상기 정규화된 제1스펙트럼 데이터를 제1벡터로 변환하기 위한 로직과,

상기 정규화된 제2스펙트럼 데이터를 제2벡터로 변환하기 위한 로직,

상기 제1벡터와 상기 제2벡터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로직,

상기 제1벡터와 상기 제2벡터간의 거리가 드레숄드 거리보다 큰지 또는 같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로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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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벡터와 상기 제2벡터간의 거리가 드레숄드 거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기 제1스펙트럼과 상기 제2스펙트럼

에서의 복수의 파장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강도의 비율의 변경을 식별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펙트럼 데이터는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복수의 파장 각각에 대응하는 강도레벨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상기 복수의 파장이 약 300nm∼약 720nm 범위에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상기 복수의 파장이 약 200∼약 520개의 개별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기 위한 로직은 상기 대응하는 강도값을 거의 제거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강도값을 거의 제거하기 위한 로직은 상기 복수의 파장 각각의 강도값의 합이 0이 

되고 복수의 파장 각각의 강도값의 제곱의 합이 1이 되도록 상기 복수의 파장 각각의 강도값을 변경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사 스펙트럼 데이터를 정규화하기 위한 로직은 상기 대응하는 제1스펙트럼에서의 복수

의 파장 각각에 대응하는 강도레벨의 노이즈 부분을 거의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패드 슬롯을 가진 연마패드와 플래튼을 갖춘 CMP 프로세스 툴을 더 구비하고,

상기 플래튼은 특정한 포인트의 화학적 기계연마 프로세스동안 상기 패드 슬롯과 정렬할 수 있는 플래튼 슬롯을 갖추

고 있으며,

상기 광대역 광원은 상기 플래튼 슬롯과 상기 패드 슬롯을 통해 웨이퍼의 일부를 조명하도록 배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점 검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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