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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용 기기용의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관리장치는, 조작 JOB파라미터값 및 비조작 JOB파라미터값에 의해 해당 산업용 기

기를 동작시킴으로써 얻어진 AGA계측결과를 획득하고, 검사장치는, 조작 JOB에 있어서 산업용 기기의 동작 결과를 검사

함으로써 얻어진 "검사결과"를 획득한다. 파라미터값 변화에 대한 검사결과의 변화는, 상기 AGA계측결과 및 검사결과에

의거해서 추정한다. 파라미터값 변화에 대한 검사결과의 민감도(경사) 및 처리되어야 할 대상물간의 검사결과의 변화의 양

쪽 혹은 적어도 한쪽을 최소화(극소)하는 변수를 최적 파라미터로서 설정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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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반도체노광장치의 얼라인먼트 파라미터값의 최적화에 적용한 경우의 장치구성의 실시예를 표시한 도면

도 2a는 본 발명을 반도체노광장치의 얼라인먼트 파라미터값의 최적화에 적용한 경우의 장치구성의 순서도

도2b는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OAP시스템의 처리를 설명하는 순서도

도 2c는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계측결과와 추정량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본 실시형태예에 있어서, 1개의 파라미터값의 함수로서 플롯한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결과(아래로 볼록)를 표시한

그래프

도 4는 본 실시형태예에 있어서, 1개의 파라미터값의 함수로서 플롯한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결과(볼록)를 표시한 그래프

도 5a 및 도 5b는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파라미터값의 최적화의 일례(변곡점)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도 6a 및 도 6b는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파라미터값의 최적화의 일례(극소)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도 7은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파라미터값의 최적화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도 8은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2개의 파라미터값의 최적화 방법을 3차원적으로 표시한 그래프

도 9는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피드포워드처리 및 피드백처리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10은 디바이스의 제조방법의 흐름을 설명하는 순서도

도 11은 웨이퍼프로세스공정을 설명하는 순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예에 의한 산업용 기기관리된 노광장치의 전체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13은 얼라인먼트유닛(617)의 주구축성분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14a는 얼라인먼트마크(14)를 표시한 도면

도14b는 얼라인먼트마크(14)의 단면구조를 표시한 단면도

도 15는 얼라인먼트신호를 표시한 차트

도 16a는 웨이퍼(20)상의 AGA샘플샷배치를 표시한 개략도

도 16b는 마크소자(32)를 표시한 개략평면도

도 16c는 도 15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신호의 부분을 표시한 확대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2: 노광장치 3: 중첩검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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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처리장치(PC/WS) 5: 데이터베이스

6: 사내LAN 10: 레티클

14: 얼라인먼트마크 20: 웨이퍼

32: 줄무늬형상 위치검출마크 602: 레이저원(유닛)

611: 웨이퍼스테이지 612: 웨이퍼척

613: 투영계 614: 레티클스테이지

615: 조명광학계 617: 얼라인먼트광학계

640: 제어기 918: 레이저원

919, 922: 빔스플리터 920, 921: 렌즈

923, 924: CCD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산업용 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시스템 및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반도체 노광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반도체디바이스제조용의 투영노광장치에 있어서는, 회로의 미세화 및 고밀도화에 따라, 레티클면상의 회로패턴을 웨이퍼

면상에 보다 높은 해상력으로 투영노광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회로패턴의 투영해상력은 투영광학계의 개구수

(NA)와 노광파장에 존재하므로, 고해상력화의 방법으로서는, 투영광학계의 NA를 크게 하는 방법이나 노광파장을 보다

단파장화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후자의 방법에 관해서, 노광광원은, g선으로부터 i선으로 이행하고, 또, i선으로부터

엑시머레이저로 이행하고 있다. 또, 엑시머레이저에 있어서도, 그 발진파장이 248nm 및 193nm인 노광장치가 이미 실용

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발진파장을 더욱 단파장화한, 파장 157nm의 VUV(Vacuum Ultra Violet)의 노광방식, 파장 13nm근방의

EUV(Extreme Ultra Violet)노광방식이 차세대의 노광방식의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회로패턴의 미세화에 따라, 회로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레티클과 해당 회로패턴이 투영되는 웨이퍼를 고정밀도로 얼

라인먼트로 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고, 그 필요정밀도는 회로선폭의 1/3이다. 예를 들면, 현상태의 180nm설계룰에 있어서

의 필요정밀도는 그 1/3인 60nm이다.

또, 디바이스구조도 다종 다양한 것이 제안되어 상용화를 향해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퍼스널컴퓨터 등의 보급에 따라서,

미세패턴화의 견인역활은, 이제까지의 DRA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로부터 CPU칩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금후, 더욱 IT혁

명화에 따라, 가정내무선LAN이나 Bluetooth라 불리는 통신시스템용 디바이스, 또 77㎓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자동차용

레이더로 대표되는 고속도로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나, 24 내지 38㎓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

선액세스시스템 LMDS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s)로 사용되는 MMIC(Millimeter-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등의 개발이, 회로패턴의 미세화를 한층 진행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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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도체디바이스의 제조프로세스도 다종 다양하며, 노광장치의 심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탄화 기술로서, 이미

W-CMP(Tungsten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프로세스는 과거의 기술로 되고 있어, 그 대신에, Cu의 듀얼 다마신

(Dual damascene)프로세스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디바이스의 구조나 재료도 다종 다양하며, 예를 들면, GaAs, InP 등의 화합물을 조합해서 구성한 P-

HEMT(Pseudomorphic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나 M-HEMT(Metamorphe-HEMT)나, SiGe, SiGeC 등을

사용한 HBT(Heterojunction Bipolar Transistor)가 제안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반도체산업의 현황에 있어서, 노광장치 등의 반도체제조장치를 사용하는 점에서의 설정해야 할 장치변수(=파

라미터)는, 각 노광방식, 각 제품에 대응해서 다수 존재한다. 이 최적화해야할 파라미터의 수는 매우 많으며, 또한 이들 파

라미터는 서로 독립되지 않고 상호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종래는, 디바이스메이커의 장치도입담당자가 이들 각 파라미터값을 시행착오에 의해 결정하고 있어, 최적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까지에 긴 시간을 요하고 있다. 또, 일단 파라미터값이 결정된 후더라도, 예를 들면, 프로세스에러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것에 대응한 제조프로세스의 변경에 따라서 제조장치의 파라미터값을 재차 변경할 필요가 생길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파라미터설정에 긴 시간을 요하고 있다.

또, 파라미터값은, 수매의 센드-어헤드(send-ahead) 웨이퍼를 노광해서, 중첩검사장치의 결과로부터, 오프셋으로서 결정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고 파라미터값을 최적화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반도체디바이스의 생산에 있어서는, 제조장치의 활성화이후의 양산화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각 파

라미터값의 결정을 위해 할애하는 것이 가능한 시간도 당연히 제한되어 있다. 또, CoO(Cost of Ownership)의 관점에 있

어서도 제조장치의 가동시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미 결정한 파라미터값을 변경할 때는 그것을 신속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다종 다양한 반도체디바이스를 최적의 파라미터값으로 제조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따라서,

본래는 높은 수율을 얻는 것이 가능한 제조장치라도, 파라미터값의 최적화가 행해지지 않은 채로 사용되므로, 잠재적으로

수율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수율저하는, 제조비의 증가나 출하량의 저하를 초래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

로 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산업용 기기의 양산가동중에 있어서, 그 산업용 기기에 설

정된 소정 파라미터의 값이 최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해당 산업용 기기의 파라미터값을 최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데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목적은,

파라미터에 따라 가동하는 산업용 기기;

상기 파라미터의 복수의 파라미터값에 대응하는 산업용 기기의 가동결과의 평가값을 얻는 획득수단;

상기 산업용 기기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해 상기 획득수단에 의해 얻어진 평가값을 유지하는 유지수단; 및

상기 유지수단에 의해 유지된 평가값을 분석하여, 상기 파라미터값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변화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및 처

리되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한 평가값의 편차량의 적어도 하나에 의거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최적화수단을 구비한

산업용 기기의 관리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의하면, 상기 목적은, 파라미터에 따라 가동되는 산업용 기기에 대한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관리방

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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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라미터의 복수의 파라미터값에 대응하는 산업용 기기의 가동결과의 평가값을 얻는 획득공정;

상기 산업용 기기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해 상기 획득공정에서 얻어진 평가값을 유지하는 유지공정; 및

상기 유지공정에서 유지된 평가값을 분석하여, 상기 파라미터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변화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및 처리되

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한 평가값의 편차량의 적어도 하나에 의거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최적화공정을 구비한 산업

용 기기의 파라미터의 관리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목적은, 산업용 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장치에 있어서,

파라미터에 따라 가동하는 산업용 기기와 통신하는 통신수단;

상기 파라미터의 복수의 파라미터값에 대응하는 산업용 기기의 가동결과의 평가값을 얻는 획득수단;

상기 산업용 기기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해 상기 획득수단에 의해 얻어진 평가값을 유지하는 유지수단; 및

상기 유지수단에 의해 유지된 평가값을 분석하여, 상기 파라미터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변화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및 처리

되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한 평가값의 편차량의 적어도 하나에 의거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최적화수단을 구비한 산

업용 기기의 관리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목적은, 파라미터에 따라 가동되는 산업용 기기에 대해 통신수단을 경유해서 접속

된 장치를 이용하는 산업용 기기의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의 복수의 파라미터값에 대응하는 산업용 기기의 가동결과의 평가값을 얻는 획득공정;

상기 산업용 기기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해 상기 획득공정에서 얻어진 평가값의 추정결과를 유지하는 유지

공정; 및

상기 유지공정에서 유지된 평가값을 분석하여, 상기 파라미터값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변화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및 처리

되어야 할 각 대상물에 대한 평가값의 편차량의 적어도 하나에 의거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최적화공정을 구비한 산

업용 기기의 관리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기타 특징과 이점은 첨부도면과 관련하여 취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며, 첨부도면에 있어

서, 동일 혹은 유사한 부분에는 마찬가지의 참조부호를 붙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예에 대해 첨부 도면을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노광장치의 얼라인먼트에 적용한 일실시형태예에 대해서, 도 1 및 도 2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

명에 있어서, 본 실시형태예의 관리시스템중, 노광장치의 얼라인먼트계에 적용하는 양산장치에 대응한 얼라인먼트변수의

최적화 시스템을, OAP(Optimization for Alignment Parameter in volume production)라 칭한다. 또, 본 명세서중에 있

어서의 파라미터값이란, 수치로 표현되는 수치파라미터값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샘플샷배치 혹은 얼라인먼트방식을 선택

하기 위한 설정파라미터선택데이터 등의 설정상태를 나타내는 값도 포함한다. 변수는, 또한, 수치이외에 선택 등의 장치변

수요소 및 일반조건을 포함한다.

도 1은,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OAP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노광관리시스템의 개략구성을 표시한 도면이다. 도 1에 있어

서, (1), (2)는 레티클패턴에 웨이퍼 등의 대상물을 노광하는 노광장치; (3)은 노광장치(1), (2)에 의해서 노광되어, 현상처

리된 웨이퍼에 대해서 패턴의 노광위치의 어긋남을 검사하는 중첩검사장치; (4)는 퍼스널컴퓨터 혹은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된 중앙처리장치(PC/WS); (5)는 노광장치(1), (2)에 의한 각종 계측결과(얼라인먼트계측결과 등), 얼라인먼트신호처

리결과 및 중첩검사장치(3)에 의한 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격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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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복수의 노광장치(도 1의 (1), (2))와, 데이터베이스(5)에 억세스해서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OAP를 실현하는 PC/

WS(4)(이하, PC(4)라 칭함)와, 얼라인먼트결과를 검사하는 중첩검사장치(3)는 예를 들면, 사내LAN(6)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도 12를 참조해서 노광장치(1)의 상세를 설명한다. 도 12는 도 1의 노광장치(1)의 전체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노광장치(1)는 레티클(10)의 패턴에 대해 웨이퍼(20)를 노광한다.

도 12에 있어서, (602)는 레이저원이다. 노광광으로서 기능하는 발광된 레이저빔은, 조명광학계(615)에 의해 정형화되어

레티클(10)의 패턴을 조사한다.

레티클(10)은 도 12에 있어서의 x-y평면내의 레티클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스테이지(614)상에 유지되어 있다. (613)

은 소정의 축소배율을 지닌 투영계이다. 조명광학계(615)를 통해 조명된 레티클(10)의 패턴은, 투영계(613)를 통해 웨이

퍼(20)의 1샷영역상에 투영되고, 웨이퍼(20)는 패턴에 대해 노광된다. 웨이퍼(20)는 레지스트(감광제)로 도포되어 있어,

노광에 의해 잠상이 형성된다. 웨이퍼(20)는 웨이퍼척(612)을 통해 웨이퍼스테이지(611)상에 설치되어 있다. (617)은 도

14a 및 도 14b에 표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20)상에 형성된 얼라인먼트마크(14)를 검출할 수 있는 얼라인먼트광학계이다.

웨이퍼스테이지(611)는 스테이지평면(x- 및 y-축 방향)내에서, 수직방향(z-축방향) 및 위치제어용의 각각의 축을 중심으

로 한 틸트 및 회전방향으로, 상기 설치된 웨이퍼(20)를 이동시킬 수 있다. 웨이퍼스테이지(611)를 z-축방향 위치결정함

으로써, 투영계(613)를 웨이퍼(20)상에 포커스(즉, 초점맞춤)시킨다.

단, 레티클스테이지(614) 및 웨이퍼스테이지(611)의 이동 및 위치제어는, 센서(도시생략)에 의해 스테이지위치 및 자세에

대한 정보를 계측함으로써 얻어진 위치정보에 의거한다.

레티클스테이지(614) 및 웨이퍼스테이지(611)는 제어기(640)에 접속되어 동기제어용의 실시간에 데이터를 교환한다. 레

이저원(602)도, 제어기(640)에 접속되어, 발광타이밍의 제어 및 스테이지(614) 및 (611)의 이동에 동기한 제어를 성취할

수 있다. 또, 제어기(640)는 LAN(6)에 접속되어 있다.

이하, 도 13을 참조해서 얼라인먼트광학계에 의한 얼라인먼트마크의 위치계측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도 13은, 얼라인먼트

광학계(617)의 주구축성분을 표시한 블록도이다. 레이저원(918)으로부터의 조명광은, 빔스플리터(919)에 의해 반사되어,

렌즈(920)를 통과해서, 웨이퍼(20)상의 얼라인먼트마크(14)를 조명한다. 얼라인먼트마크(14)로부터의 회절광은 렌즈

(920), 빔스플리터(919) 및 렌즈(921)를 통과해서, 빔스플리터(922)에 의해 분할되어, CCD센서(923), (924)에 의해 수광

된다. 얼라인먼트마크(14)는 렌즈(920), (921)에 의해 약 100배의 결상배율로 확대되어 CCD센서(923), (924)상에 결상

된다. CCD센서(923), (924)는 각각 얼라인먼트마크(14)의 X 및 Y위치를 계측하고, 하나의 센서는 서로에 대해 광축을 중

심으로 90° 회전한다.

계측원리는 X 및 Y방향간에 동일하므로, X위치계측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위치계측얼라인먼트마크(14)에 대해 설명한

다. 도 1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마크(14)는, 얼라인먼트계측방향(X방향)으로 4㎛,

비계측방향(Y방향)으로 30㎛인 복수의(도 14a에 있어서는 4개) 줄무늬형상 위치검출마크(얼라인먼트마크의 "요소"라 칭

할 경우도 있음)(32)로 구성되어 있고, 미리 설정된 간격(L=20㎛)으로 X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도 14b에 표시한 바와

같이, 각 요소(32)의 단면구조는 에칭에 의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해당 요소(32)는 레지스트(도시생략)로 피복되어 있

다.

도 15는, CCC센서(923), (924)에 의해, 조명광 및 광전변환광으로 복수의 위치검출마크(32)를 조사함으로써 얻어진 반사

광을 수광해서 얻어진 얼라인먼트신호를 표시한다. 도 15에 표시한 4개의 마크신호는 적절한 처리가 행해지고, 그들의 요

소위치(도 15에 있어서는 왼쪽으로부터 차례로 M1, M2, M3 및 M4)가 검출된다. 이들 요소간의 간격(도 15에 있어서는

왼쪽으로부터 차례로 L1, L2 및 L3)을 "마크요소간격"이라 칭한다.

도 2a는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OAP의 처리개요를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먼저, 노광장치(1)에 노광을 행할 웨이퍼가 반입

된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레티클이 노광장치(1)내에 설정된 것으로 한다(도 2a에는 도시생략). 그래서, 먼저, 조작

JOB에 설정된 파라미터값(실제의 노광을 위해 얼라인먼트에 이용하는 파라미터값)에 의해, AGA(Advanced Global

Alignment)라 불리는 글로벌 얼라인먼트를 실행하고, 그 때의 웨이퍼배율, 웨이퍼회전 및 시프트량(이들을 모두 AGA데

이터라 칭함)을 구한다(처리 11). "AGA"란 레이저간섭계가 장착된 X-Y스테이지의 정밀도에 따라 웨이퍼위치를 계측하는

글로벌 얼라인먼트이다. AGA에 있어서, 웨이퍼의 웨이퍼배율, 웨이퍼회전 및 시프트량이 얻어지고, 비정상값의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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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학적 처리가 행해진다. "글로벌 얼라인먼트"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추정결과에 의거해서 노광위치로 웨이퍼스테이

지를 이동하는 얼라인먼트시스템이다. 상기 처리 11에서 계측 및 산출된 AGA계측결과는, 데이저전송 18에 의해 OAP를

제어하는 PC(4)로 값으로서 전송된다. 파라미터값의 예로서는, 얼라인먼트마크의 선폭, 얼라인먼트광학계의 조명모드(중

심파장, 파장폭 및 σ), AGA에 사용된 샘플샷의 배치나 수(웨이퍼상의 위치를 실제로 계측하는 데 사용되는 샷) 및 이들의

조합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스테이지구동정보(이력)를 이용해서 재차 스테이지를 구동하고, 조작JOB이외의 파라미터값(예를 들면, 조작 JOB

파라미터값으로서 설정된, AGA에 사용되는 샘플샷의 수를 다른 값으로 변경)에 대해서 AGA계측을 행하고, 마찬가지로,

웨이퍼배율, 웨이퍼회전 및 시프트량을 구한다(처리 12). 이들 AGA데이터도 앞서의 JOB설정의 파라미터값으로 구한

AGA데이터와 마찬가지로 OAP를 제어하는 PC(4)로 값으로서 전송된다(데이터전송 18).

또, 데이터전송 18에서는, 이들 AGA데이터와, AGA를 행한 때에 검출된 얼라인먼트마크에 관한 전체의 신호(얼라인먼트

신호)를 PC(4)로 전송하는 것도 행한다. 또한, 얼라인먼트신호를 PC(4)에 전송하는 계를 ADUL(Alignment Data Up

Load)라 칭한다.

노광장치(1)에서는, 처리 12에 있어서 얻어진 데이터를 모두 취한 후, 조작 JOB에 설정된 파라미터값의 세트에서의 AGA

결과에 의거해서 노광을 행한다(처리 13). 이상의 처리 11 내지 13이 노광장치(1), (2)에 있어서 실행되는 처리이며, 노광

처리된 웨이퍼는 현상장치에서 현상되어, 중첩검사장치(3)에 제공되어, 얼라인먼트결과가 계측된다(처리 14). 중첩검사장

치(3)에 의한 검사결과는 PC(4)에 전송된다(데이터전송 19).

한편, 데이터전송 18에 의해서 노광장치로부터의 AGA데이터, 얼라인먼트신호 등을 수신한 PC(4)에서는, 수신한 웨이퍼

배율, 웨이퍼회전 및 시프트량을 포함한 AGA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5)에 격납한다(처리 15). 또, PC(4)는, AGA를 행한

때에 검출된 얼라인먼트신호에 대해서 별도의 신호처리(이것은 파라미터값의 변경에 상당하는 것임)를 실시하고, 그 때의

의사적인 AGA계측결과, 즉, 웨이퍼배율, 웨이퍼회전 및 시프트량을 추정해서, 마찬가지로 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격납한

다(처리 15). 또한, 이 별도의 신호처리란, 사용하는 신호범위를 한정하는 처리윈도우폭을 변경하는 처리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또, 중첩검사장치(3)에서 검사된 결과도 PC(4)로 전송되고(데이터전송 19),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격납된 AGA데

이터에 대응해서, 데이터베이스화에 등록된다(처리 15).

이상의 OAP에 있어서의 처리를 도 2c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PC(4)는, 상술한 데이터전송 18에 의해서 수신한 AGA데이

터, 얼라인먼트신호를 JOB파라미터마다 격납하는 동시에, 데이터전송 19에 의해서 수신한 검사결과를 격납한다(검사결과

는 전체의 JOB의 파라미터세트에 공통으로 됨). 예를 들면, 도 2c의 (201)에 표시한 바와 같이, JOB파라미터 1, 2,...마다

데이터가 격납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JOB파라미터를, 1. 마크선폭, 2. 조명모드, 3. AGA에 사용하는 샘플샷의 배치,

4. 처리윈도우폭 등으로 한다.

도 2c에 있어서, (202)는, 1개의 JOB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격납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웨이퍼마다 AGA데이터, 얼라인

먼트신호 및 검사결과가 격납된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의사적인 AGA계측결과가 AGA추정량으로서 결합된다. 본 예에

서는, 신호처리에 이용하는 소정의 파라미터 a의 값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킨 경우의 AGA데이터(예를 들면, 시프트량)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결과(도 2c의 (204))를 격납한다. 또한, 이들 데이터로부터 검사결과, 즉, 실제로 그 변경된 파라미터

값으로 노광이 실행된 경우의 중첩오차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결과(도 2c의 (205))를 격납한다. 또, 검사결과의 추정에 대

해서는 후술한다.

AGA계측치와 중첩검사장치의 검사결과는, 복수의 웨이퍼에 대해 획득하고, 현재의 JOB설정파라미터값의 조합이 최적인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처리 16). 또, 이 최적판단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 판단의 결과, 최적인 파라미터값의 조합이 다른

조합에 존재할 경우에는, 현행 로트이후의 로트노광에 대해서 그 최적인 파라미터값의 조합을 노광장치(1), (2)에 JOB설

정파라미터로서 반영시킨다(처리 17, 데이터전송 20).

이상의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프로세스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파라미터의 조합은 차기의 로트이후에서는 최적화

되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이, 양산현장에 부가해서, 본 실시형태예의 OAP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웨이퍼를 양산행위와 별도로 검

토하지 않고,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광장치의 실효성능

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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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한 OAP에서 최적화될 파라미터는, 도 16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샷 A 내지 샷 L의 조합을 고려한 글로벌 얼라인먼

트샘플샷 배치를 포함한다. 도 16a는 웨이퍼(20)상의 AGA샘플샷배치의 일례를 표시한 개략도이다.

상기 파라미터도, 마크얼라인먼트(32)의 폭과 라인폭을 포함한다. 도 14a 및 도 14b에 표시한 얼라인먼트마크(14)의 마크

요소(32)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나, 최근의 프로세스에서는, 웨이퍼표면상의 어떠한 오목한 것이라도 제거하기 위해, 윤

곽만이 오목하게 된 마크요소(32)를 채용한다. 이를 위해서, 도 1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얼라인먼트계측방향에 있어서의

마크요소(32)의 길이로서의 마크폭(ML) 및 마크요소(32)의 윤곽폭으로서의 마크선폭(MLW)이 얼라인먼트 파라미터로

될 수 있다. 도 16b는 마크요소(32)를 나타내는 개략평면도이다.

또, 파라미터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얼라인먼트신호처리에 사용된 신호대역을 제한하는 유효신호처리윈도우폭을 포함

한다. 도 16c는 도 15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신호의 부분(M1)을 표시한 확대도이다. 얼라인먼트신호는, 웨이퍼배율, 웨이

퍼회전 및 시프트량 등의 얼라인먼트결과를 얻기 위해 처리된다. 유효신호로서 얻어진 부분을 나타내는 유효신호처리윈도

우폭(WW), 또는 윈도우의 중심과 얼라인먼트신호의 중심간의 거리(처리윈도우중심거리)(WC)가 변경되면, 얻어진 웨이

퍼배율, 웨이퍼회전 및 시프트량도 변경된다. 그러므로, 신호처리윈도우폭(WW) 및 신호처리윈도우중심거리(WC)도 파라

미터로 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OAP의 처리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본 실시형태예의 OAP는, "피드포워드(feed forward)"

시스템이다. 즉, AGA데이터 및 얼라인먼트신호는, 복수의 혹은 하나의 소정의 JOB파라미터값이 실제로 얼라인먼트에 사

용된 AGA데이터를 얻기 위한 파라미터값으로 설정된 경우와 복수의 혹은 하나의 소정의 JOB파라미터값이 다른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된 경우의 양쪽에서 획득하고, 또, AGA데이터는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검사결과와 비교해서, 보다 적절한 파

라미터값을 취득하여, 차기 로트이후에 사용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피드포워드"와 그 반대의 "피드백"의 정의를 행한다.

"피드백"은 소위 선행처리이다. "피드백"에 있어서는, 수매의 센드-어헤드(send-ahead) 웨이퍼를 로트전에 공급해서 얼

라인먼트 및 노광을 행하여 중첩검사장치에 의해 오프셋을 구한다. 그 결과를 오프셋값으로서 노광장치에 입력시키고, 노

광장치는 해당 오프셋값을 이용해서 그 로트의 나머지 웨이퍼를 처리한다.

한편, "피드포워드"에 있어서는, 센드-어헤드 웨이퍼를 현행 로트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선행하는 로트의 결과를 각종 수

치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피드포워드"는, 고가의 노광장치의 Up Time을 높게 해서 사용하는 쪽이, 선행처리보다

CoO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피드포워드"는, 양산제조의 현장에서 적용되면 효과가 나오나, 그 전제는, 현재

의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대략 최적인 것일 필요가 있다.

도 9는 본 실시형태예에 의한 OAP시스템에 의한 최적 파라미터의 피드포워드를 표시한 블록도이다.

(1101) 내지 (1105)는 노광장치(1)에 있어서의 현행 로트에 대한 처리를 나태낸다. 또, (1121) 내지 (1125)는 노광장치

(1)에 있어서의 차기 로트에 대한 처리를 나타낸다. 먼저, 처리(1101)에서 웨이퍼를 로트단위로 장입, 즉, 반입한다. 처리

(1102)에서는, 반입된 로트로부터 인출된 노광대상 웨이퍼에 대해서 AGA계측을 행하여 AGA데이터(웨이퍼배율, 웨이퍼

회전, 시프트량)를 구한다. 처리(1103)에서는, 이 AGA데이터를 이용해서 레티클과 웨이퍼의 얼라인먼트를 행하면서 해당

웨이퍼의 노광처리를 행한다. 노광장치는 노광완료된 웨이퍼를 반출하는(1105) 동시에, 해당 로트에 미처리 웨이퍼가 있

다면 다음 웨이퍼에 대해서(1104) AGA계측 및 노광처리를 반복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AGA계측(1102)에서는, JOB 파라미터와 그것이외의 파라미터로 AGA계측을 행하고, 얻어진 얼라

인먼트신호나 AGA데이터를 OAP시스템(1110)에 통지한다(본 예에서는 PC(4)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또, 노광장치(1)로부터 반출된 노광완료된 웨이퍼는, 현상장치(도시생략)에 의해 현상되고(1106), 중첩검사장치에 의해

검사된다(1107). 이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계측결과는, PC(4)로 통지된다.

OAP시스템(1110)에서는, AGA데이터수집(1111)에 의해 노광장치로부터의 AGA계측결과(AGA데이터 및 얼라인먼트신

호)를 수집하고, 이들을 데이터베이스(5)로 격납한다. 또한, 처리알고리즘(1112)은, 수집된 AGA데이터나 얼라인먼트신

호에 의거해서 각종 파라미터값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킨 경우의 AGA데이터를 추정하고, 데이터베이스(5)에 격납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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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검사데이터수집(1113)에서는,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계측(1107)의 검사결과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5)에 격납한

다. 이와 같이 해서 동일한 웨이퍼에 대해서, AGA계측결과 및 검사데이터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5)에 격납된다. 이들

데이터는, 웨이퍼 ID에 대응해서, 웨이퍼마다 격납되는 것으로 된다.

최적 파라미터값 설정(1114)에서는, 실측 및 추정된 AGA데이터와 중첩검사장치(3)로부터의 계측결과에 의거해서, 각종

파라미터값을 변화시킨 경우의 중첩검사결과를 추정하고, 이 추정결과에 의거해서 최적인 파라미터값을 설정한다.

최적 파라미터값설정(1115)에서 설정된 최적 파라미터값은, 다음의 로트의 각 웨이퍼의 AGA계측의 파라미터값으로서 이

용된다(피드포워드(1115)). 즉, 노광장치는, 다음의 로트에 대해서, (1121) 내지 (1125)에 표시한 처리(각각 (1101) 내지

(1105)와 마찬가지 처리)를 실시하고, 이 AGA계측에 있어서는, 최적 파라미터값설정(1114)에서 설정된 파라미터값이 이

용된다.

도 9에 있어서, (1116)은 후술하는 피드백을 표시한다.

다음에, 도 2a, 도 2c 및 도 9에 표시한 OAP처리를 도 2b의 순서도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노광장치(1)에서는, 처리 11 및 18에 표시한 바와 같이, JOB파라미터값을 설정해서, 설정된 JOB파라미터값으로 AGA계

측을 행하고, 그 계측결과(AGA데이터, 얼라인먼트신호)를 PC(4)에 통지한다(스텝 S101, S102). 이어서, 처리 12 및 18

에 표시한 바와 같이, 설정된 JOB파라미터값이외의 파라미터값설정으로 AGA계측을 행하고, 그 계측결과와 얼라인먼트신

호를 PC(4)에 통지한다(스텝 S103).

이어서, 노광장치(1)는, 처리 13에 표시된 바와 같이, JOB파라미터값에 의해서 계측된 AGA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웨이

퍼에 대한 노광처리를 행한다(스텝 S104). 노광처리된 웨이퍼는, 노광장치(1)로부터 인출되어 현상되고(스텝 S105), 중첩

검사장치(3)에 반송된다. 중첩검사장치에서는 처리 14, 데이터전송 19에 표시한 바와 같이, 반송되어온 웨이퍼에 대해서

중첩검사를 실행하고(스텝 S106), 그 검사결과를 PC(4)에 통지한다(스텝 S107).

PC(4)에서는, 처리 15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텝 S102와 S103에 의해서 노광장치로부터 반송된 AGA데이터와 얼라인먼

트신호를 데이터베이스(5)에 격납한다(스텝 S201: 도 2c에 있어서 (202a) 및 (202b)). 또, 전송된 얼라인먼트신호에 신호

처리(예를 들면, (윈도우)를 신호처리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신호처리를 행함)를 실시해서, 파라미터값을 주

어진 범위에서 변화시킨 경우의 얼라인먼트계측결과를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AGA추정치)를 데이터베이스(5)에 격납한

다(스텝 S202: 도 2c에 있어서 (202d)). 또한, PC(4)는, 스텝 S107에서 중첩검사장치(3)로부터 송신된 계측결과를 수신

하고, 데이터베이스(5)에 격납한다(스텝 S203: 도 2c에 있어서 (202c)). 이들 처리에 의해, 도 2c의 (202)에 표시된 AGA

데이터, 얼라인먼트신호, AGA추정치가, JOB파라미터값과 웨이퍼 ID(202f)에 대응해서 격납된다. 단, 웨이퍼ID는 스텝

S102 및 S103에서 AGA데이터 및 얼라인먼트신호와 함께 노광장치로부터 전송된다. 또, 스텝 S107에 있어서, 웨이퍼ID

는 검사결과와 함께 중첩검사장치(3)로부터 전송된다.

다음에, 상기 스텝 S201 내지 스텝 S203에서 격납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주어진 범위내에서 연속적으로 변화

시킨 경우의 예측된 중첩검사장치의 계측치를 산출하고, 취득한다(스텝 S204). 이것은, 도 2c의 (202)에 있어서의 검사결

과추정치(202e)로서, JOB파라미터세트와 웨이퍼ID에 대응해서 격납된다. 그리고, 복수매의 웨이퍼에 대해서 취득된 예측

계측치를 이용해서, 최적인 파라미터를 결정한다(스텝 S205). 이 결정된 파라미터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와 다를

경우에는, 파라미터변경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결정된 파라미터를 노광장치에 통지한다(스텝 S206 및 S207). 즉, 현재

의 파라미터설정이 최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파라미터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면 다음의 로트이후에 반영한다(피드포워

드처리)(처리 17, 데이터전송 20).

단, 스텝 S206에서의 파라미터를 변경할지의 여부의 판정은, 파라미터가 후술하는 최적파라미터범위를 벗어났는지의 여

부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다음에, 도 2a의 처리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 파라미터의 최적화에 대해서 상세한 예를 1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설명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의 예에서 설명하는 파라미터값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는 "AGA에 이용하는 샘플샷번호

(배치), 조명모드, 마크선폭 또는 처리윈도우폭"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 이하에서는 1개의 파라미터값을 최적

화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복수의 파라미터값을 최적화한 경우에도, 본 예의 사상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

예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 파라미터의 최적화란, "중첩검사장치의 결과가 제로(즉, 0)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

검사장치의 결과의 민감도나 웨이퍼간의 편차가 최소(극소값)로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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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파라미터의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 및 도 4는 1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중첩검사장치의 결과를 플롯한 도이

다. 이하에서는, 이들 플롯곡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먼저, 중첩검사장치의 결과는, 각각의 웨이퍼에 대해, 도 3 및 도 4에서 장치 JOB파라미터값 ●에 있어서의 1개의 결과밖

에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장치 JOB파라미터값이외의 파라미터값(비장치JOB파라미터값)으로 실제로 계측된 AGA계측값,

예를 들면, 얼라인먼트신호연산처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의사적으로 예상된 AGA계측값(이하 의사AGA계측값이라고도 칭

함), 장치 JOB파라미터값에 의한 AGA계측결과 및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검사결과를 이용하면, 예상되는 중첩검사장치의

계측값을 이하의 식:

(주어진 파라미터값으로 예상되는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계측값)

= (장치 JOB파라미터값에 의한 AGA계측값)+(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검사값)

- (비장치 JOB파라미터값에 의한 AGA계측값 혹은 의사AGA계측값)

에 의해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비장치 JOB파라미터값은, 장치 JOB파라미터값으로부터 샘플샷배치, 조명모드, 마크선폭 등을 변경함으로써 얻어진

다. 또, 얼라인먼트신호산출처리에 있어서, 얼라인먼트신호는, 예를 들면, 처리윈도우폭을 연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처리하

여 의사AGA계측값을 산출한다.

"JOB파라미터값에 의한 AGA계측값"은, 스텝 S201에서 수신된 계측결과이며, 도 2c에 표시된 그래프중의 점(207)에 대

응한다. 또,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검사결과"는, 스텝 S203에서 취득된 것으로, 도 2c의 그래프중에 표시된, AGA계측결과

로부터의 시프트량(즉, 어긋남량)(206)이다. 따라서, 상기 식에 있어서, (JOB파라미터값에 의한 AGA계측값)+(중첩검사

장치에 의한 검사값)은, 도 2c의 그래프중의 점(208)에 상당한다. 또, "비장치 JOB파라미터값에 의한 AGA계측값 혹은 의

사AGA계측값"은, 주어진 파라미터값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킨 경우의 AGA계측값의 실제의 계측값/추정치로, 도 2c중의

곡선(204)에 대응한다. 따라서, 이 식에 의하면,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계측값의 추정치(도 2c중의 곡선(205))가 제공된다.

이와 같이 해서, 파라미터를 주어진 범위내에서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예상되는 중첩검사장치의 계측값을 산출해서

플롯시켜 둔다. 이것을 복수(여기서는 3개)의 웨이퍼에 대해서 실행하면, 도 3 및 도 4에 표시된 바와 같은 곡선이 얻어진

다. 여기에서, 세로축에 기재된 중첩검사장치의 결과는, 오프셋(시프트량)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웨이퍼배율 또는 웨이퍼회전이어도 된다.

일반적으로 검사장치에 의한 결과가 파라미터값의 변화에 대해서 거의 변하지 않는 영역(저감도영역)에서는, 각 웨이퍼에

대한 검사장치에 의한 결과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중첩검사장치의 예상결과가 파라

미터값의 함수로서 아래로 볼록한 형상으로 플롯된 경우에는, 중첩검사결과의 값에 상관없이, 아래쪽 영역(B)에 최적 파라

미터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즉, 도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영역(A)에서 중첩검사장치의 결과가 제로 혹은 제로에 가까

운 경우에도, 검사장치의 결과의 민감도가 낮거나 웨이퍼간의 어긋남이 적은 영역(B) 쪽이, 해당하는 파라미터값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하므로, 영역(B)를 최적 파라미터로 한다.

또, 도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중첩검사장치의 예측결과가 파라미터값의 함수로서 위쪽으로 볼록한 형상으로 플롯된 경우

에는, 중첩검사결과의 값에 상관없이, 위쪽의 영역(A)에 최적 파라미터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즉, 영역(B)의 파라미

터값의 쪽이 중첩검사의 결과를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측된 경우에도, 검사장치에 의한 결과의 민감도가

낮거나 웨이퍼간의 편차가 작은 영역(A)의 파라미터값을 최적 파라미터값으로서 설정한다. 따라서, 파라미터값의 경시변

화 및 웨이퍼상태의 편차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안정한 상태에서 위치계측 및 얼라민먼트가 실행가능하다. 그

때의 AGA계측값과 실제의 웨이퍼위치간의 벗어남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로부터 산출된 비얼라인먼트값(예를 들면, 중첩

검사장치에 의한 영역(A)에서의 결과)을 장치고유의 오프셋값으로서 AGA계측값으로부터 감산해서 위치계측 및 얼라인

먼트를 행하도록 노광장치를 설정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스텝 S206에 있어서 파라미터값을 변경할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최적 파라미터영역은, 예를 들면, 소정의 극

치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경험칙 혹은 과거의 데이터분석에 의해 얻어진 상하역치간을 규정한 영역이다. 이 역치는,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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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웨이퍼간의 편차의 양쪽에 대해 규정하거나, 이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들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규정해도

된다. 현재의 파라미터값이 최적 파라미터영역밖인 경우, 해당 파라미터는, 웨이퍼간의 편차가 최적 파라미터영역에서 작

게 되는 파라미터값을 이용해서 최적화한다.

또, 본 실시형태예의 경우, 복수종류의 파라미터값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예측할 때에는, 도 3 혹은 도 4에 표시한 바와 같

은 예측결과가 각 JOB파라미터마다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 파라미터마다 상기 최적의 파라미터값을 얻고, 이용하는 파

라미터값으로서 선택한다. 이것은 특히 복수종류의 파라미터간의 상관성이 약한 경우 특히 유효하다.

또한, 이제까지 설명한 파라미터최적화의 요지는,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결과가 제로인 값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

미터에 대한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결과에서 웨이퍼간의 편차(3σ)와 파라미터값의 변화에 대한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결과

의 민감도(경사)의 양쪽 혹은 적어도 어느 한쪽이 실질적으로 최소로 되는 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웨이퍼간의 편차와 민감

도는, 거의 동일한 정도로 증감하는 일이 많다고 예상되므로, 이 경우에는, 웨이퍼간의 편차와 민감도의 양쪽이 실질적으

로 최소로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내의 파라미터값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웨이퍼간의 편차와 민감도가 상이한 영역에

서 최소로 되면, 각 JOB파라미터의 최적값의 변동과 웨이퍼간의 상황의 편차의 영향의 우선도에 따라 어느 영역을 선택할

지를 결정한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예에서 파라미터값을 최적화하는 몇몇 경우를, 도 5a, 도 5b,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또, 도 5a, 도 5b, 도 6a 및 도 6b는, 영역(A)보다도 영역(B)의 쪽이 보다 파라미터값이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를 표시한 그

래프이다. 파라미터값이 최적으로 되는 점이란, 도 5a 및 도 5b에 표시한 바와 같은 형상으로 되는 변곡점이다. 또한, 도

6a에 표시한 바와 같은 아래로 볼록한 형상에서의 최소치가, 도 6b에 표시한 바와 같은 위로 볼록한 형상에서의 최대치이

다.

파라미터값이 본 실시형태예에서 최적화(웨이퍼간의 편차와 민감도가 상이한 영역에서 최소로 됨)되어 있는 드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의 영역(A)에 있어서, 얼라인먼트 파라미터값의 변화에 대한 중첩검사장치의 결과의 민감도(경사)는 높지만, 웨이퍼

간의 편차는 작다. 또, 도 7의 영역(B)에 있어서는, 얼라인먼트 파라미터값의 변화에 대한 중첩검사장치의 결과의 민감도

(경사)는 낮지만, 웨이퍼간의 편차는 크다. 이러한 경우에 단지 하나의 파라미터만이 대응할 수 있다면, 영역(A) 및 (B)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한다. 본 예에서는, "웨이퍼간의 편차가 작은 쪽"에 대해서 우선권이 부여되어, 영역(A)가 선택된다.

노광장치에 대한 파라미터의 피드백이 웨이퍼 대 웨이퍼에 대해서 제어가능한 환경에서는, 연속하는 웨이퍼간의 편차가

가능한 한 작다면, 영역(B)가 선택된 경우에도, 충분히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2개의 얼라인먼트 파라미터값을 최적화하는 일례에 대해서 OAP의 사상을 이용해서 설명한다.

도 8은, 프로세스 A에 대해서, 파라미터로서 기능하는 조명모드의 파라미터값이 조명모드 1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파라

미터 1 및 2의 값을 중첩검사장치밖으로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지정된 매수의 웨이퍼에 대해서 그 때의 중첩검사장치

의 계측치를 예상해서, 3차원적으로 플롯한 그래프이다. 파라미터 1 및 2란, 예를 들면, 처리윈도우폭이나 윈도우간의 거

리이다. 이들 파라미터값을 중앙처리장치(PC)(4)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검사장치의 계측값을 예측한 것이

다. 또, 이 때 실제로 노광에 사용한 장치JOB에 있어서의 파라미터 1 및 2의 조합은 (P2, Q5)이다. 도 8에 있어서, 주어진

파라미터조합에 있어서의 중첩검사장치에 의한 결과의 웨이퍼간의 편차는, 필요한 개소에서 쌍방향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

하고, 나머지 결과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도시생략하였다.

먼저, Q=Q5에 있어서의 P를 변화시킨 때의 중첩검사장치의 결과가 곡선 1인 것으로 가정하면, 이 곡선 1로부터 웨이퍼간

의 편차가 적은 P=P3이 최적 파라미터로서 선택된다. 또, P=P3에 있어서의 Q를 변화시킨 때의 중첩검사장치의 결과가 곡

선 2인 것으로 가정하면, 이 곡선 2로부터 웨이퍼간의 편차가 적은 Q=Q3이 최적 파라미터로서 선택된다.

이상으로부터, 파라미터 1 및 2의 조합이 (P3, Q3)인 때가, "중첩검사장치의 결과의 웨이퍼간의 편차(3σ)가 가장 적은" 것

으로 판명하고, 다음 로트로 피드포워드해야할, 최적의 얼라인먼트 파라미터는 (P, Q) = (P3, Q3)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다. 최적치의 탐색은,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실제로 값이 적은 영역을 플롯해서, 이중에서 최적 파라미터값

의 조합을 얻도록 해도 된다. 이와 같이 검사결과를 3차원적으로 추측해서 최적치를 결정하는 것은, 파라미터 1, 2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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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설명한 실시형태예에서는, OAP는 다음 로트에의 "피드포워드"에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OAP시스템의 고

속화에 의해 "웨이퍼 대 웨이퍼"에서의 제어가 가능하다면, 도 9의 (1116)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예의 OAP를

현재 로트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실시형태예의 개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실시형태예의 산업용 기기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산업용

기기는 조작 JOB(장치 JOB)에 설정된 파라미터값과, JOB이외의 파라미터값으로 동작해서 각각의 "계측결과"를 취득한다.

또, 검사장치는, 상기 조작 JOB파라미터값으로 해당 산업용 기기가 동작한 결과를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취득한다. 이와

같이 해서 얻어진 "계측결과"와 "검사결과"에 의거해서, 어느 파라미터가 최적인 지가 판단된다. 이 판단의 과정에 있어서,

파라미터에 대한 검사장치의 검사결과의 민감도(경사), 처리대상물간(예를 들면, 웨이퍼간)의 편차(3σ)의 양쪽 혹은 적어

도 어느 한쪽을 작게,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최소(극소)로 하는 영역내의 변수를 최적 파라미터로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얻어진 최적 파라미터를 가지고 상기 산업용 기기의 설정파라미터를 변경해서 사용한다.

또, 본 실시형태예에 있어서는, 산업용 기기를 실제로 작동시키지 않고 추정될 수 있는 파라미터에 관해서는, 최저한의 데

이터를 산업용 기기에 의해 취득한다. 산업용 기기의 작동후, 추정된 결과와 산업용 기기작동에 의해 취득한 결과와의 양

쪽을 고려해서 산업용 기기에 의한 계측결과를 판단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예에 의하면, 노광장치의 웨이퍼얼라인먼트의 파라미터최적화의 OAP에 있어서, 피드

포워드의 경우는 센드어헤드 웨이퍼를 사용하는 바와 같은 양산을 정지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피드백의 경우는 각 웨이퍼

마다의, 최적의 파라미터값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또, 그것이후에 프로세스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양산가

동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최적의 것으로 변경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노광장치의 파라미터값을, 양산가동중에 있어서,

최적의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파라미터값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제까지 산업용 기기로서 노광장치에 대해서, 기능으로서는 웨이퍼얼라인먼트에 대해서, 기준으로 되는 것은 중첩검

사장치에 의한 검사결과에 관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노광장치의 CMP장치 혹은 웨이퍼포커스기능에 적용해도 된다.

상기 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노광장치는, 기판으로서 기능하는 웨이퍼상에 반도체장치를 형성하는 반도체노광장치, 액정

을 생산하기 위해 유리기판을 노광하는 노광장치, 기판으로서 작용하는 구형 반도체용의 노광장치상에 집적회로를 형성하

는 노광장치 또는 광원으로서 전자빔 혹은 이온빔을 이용하는 하전입자빔노광장치이어도 된다.

또, OAP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중첩검사장치는, 예를 들면, 기준으로서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이용한 변수의 최적화를 행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명세서에서 제안된 파라미터값 최적화를, 예를 들면, CMP장치에 적용할 경우는, 파라미터로서 패

드의 회전수나 패드의 종류를 들 수 있고, 기준으로 되는 검사장치로서는, CD-SEM이나 프로파일러를 들 수 있다. 또, 웨

이퍼포커스기능에 파라미터값최적화를 적용할 경우에는, 파라미터로서는, 샷내의 계측위치나 마크종류, 기준으로 되는 검

사장치로서는 CD-SEM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본 발명은, 산업용 기기를 사용할 때, 설정하는 파라미터를, 양산과는 별도로 많은 시간, 비용을 사용하는 일없이, 양산시

에 파라미터의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생산성이 높고 또한 장치성능을 가장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일이 가능해져, CoO의

양호한 제조시스템을 달성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산업용 기기의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양산의 생산성을 거의 열화시키는 일없이 용

이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치의 실효성능을 향상시켜, 생산성 및 수율 향상으로 된다.

또, 상기 처리에서는, 전체 웨이퍼에 대해서 조작JOB 및 비조작JOB에 의한 계측과, 중첩검사에 의한 계측을 행하는 용도

로 설명하였으나, 소망의 웨이퍼ID에 대해서만을 계측을 행하여,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도모하도록 해도 되는 것은 당업자

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실시형태예의 기능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코드를 기억한 기억매체를, 시스템 혹은 장

치에 공급하고, 그 시스템 혹은 장치의 컴퓨터(또는 CPU 혹은 MPU)가 기억매체에 격납된 프로그램코드를 독출하여 실행

하는 것에 의해서도, 달성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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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억매체로부터 독출된 프로그램코드자체가 전술한 실시형태예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 그 프로그램코

드를 기억한 기억매체는 본 발명을 달성하는 것으로 된다.

프로그램코드를 공급하기 위한 기억매체로서는, 예를 들면,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광디스크, 광자기디스크, CD-

ROM, CD-R, 자기테이프, 불휘발성 메모리카드, ROM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컴퓨터가 독출한 프로그램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전술한 실시형태예의 기능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코드의

지시에 의거해서, 컴퓨터상에서 가동하고 있는 OS(오퍼레이션 시스템) 등이 실제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여, 그

처리에 의해서 전술한 실시형태예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기억매체로부터 독출된 프로그램코드가, 컴퓨터에 삽입된 기능확장보드나 컴퓨터에 접속된 기능확장유닛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입된 후, 그 프로그램코드의 지시에 의거해서, 그 기능확장보드나 기능확장유닛에 구비된 CPU 등이 실제의 처

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행하여, 그 처리에 의해서 전술한 실시형태예의 기능이 실현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

다.

다음에, 상기 설명한 반도체노광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도 10은, 반도체디바이스의 전체

적인 제조프로세스의 순서도를 표시한 것이다. 스텝 S201(회로설계)에서는 반도체디바이스의 회로를 설계한다. 스텝

S202(마스크제작)에서는 설계한 회로패턴에 의거해서 마스크를 제작하고, 스텝 S203(웨이퍼제조)에서는 실리콘 등의 재

료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제조한다. 스텝 S204(웨이퍼프로세스)에서는 이와 같이 해서 준비한 마스크와 웨이퍼를 이용해

서 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웨이퍼상에 실제의 회로를 형성하며, 전(前)공정이라고도 불리며, 스텝 S205(조립)는 후공정이

라 불리며, 스텝 S204에서 처리된 웨이퍼를 반도체칩으로 형성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어셈블리(다이싱 및 본딩)공정과

패키징(칩봉인)공정을 포함한다. 스텝 S206(검사)에서는 스텝 S205에서 작성된 반도체디바이스의 타당성 체크, 내구성

체크 등의 각종 시험을 수행한다. 이들 공정에 의해 반도체디바이스가 완성되어 출하된다(스텝 S207). 예를 들면, 상기 전

공정과 후공정은 각각 전용의 별도의 공장에서 행하고, 각 공장마다 상기 설명한 원격보수시스템에 의해서 보수가 행해진

다. 또, 전공정 공장과 후공정 공장과의 사이에서도, 인터넷 또는 전용성 네트워크를 개재해서 생산관리나 장치보수를 위

한 정보가 데이터통신된다.

도 11은 웨이퍼프로세스공정의 상세한 순서도이다. 스텝 S211(산화)에서는 웨이퍼의 표면을 산화하고, 스텝 S212(CVD)

에서는 웨이퍼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고, 스텝 S213(전극형성)에서는 증착법 등에 의해 웨이퍼상에 전극을 형성한다. 스

텝 S214(이온주입)에서는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고, 스텝 S215(레지스트처리)에서는 웨이퍼에 감광재를 도포한다. 스텝

S216(노광)에서는 전술한 노광장치를 이용해서 웨이퍼상에 마스크의 회로패턴을 노광하고, 스텝 S217(현상)에서는 노광

한 웨이퍼를 현상하고, 스텝 S218(에칭)에서는 현상한 레지스트상이외의 부분을 에칭하고, 스텝 S219(레지스트박리)에서

는 에칭공정후 불필요하게 된 레지스트재를 제거한다. 이들 공정을 반복함으로써, 웨이퍼상에 다중으로 회로패턴이 형성

된다. 상기 공정에서 사용하는 노광장치는 상기 설명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최적화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파라미터고정

에 의한 경시열화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만약 경시변화가 발생해도 양산현장을 정지시키지 않고 최적화 수정이 가

능하고, 종래에 비해서 반도체디바이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산업용 기기의 양산가동중에 있어서, 그 산업용 기기에 설정된 파라미터값을 최

적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로부터 이탈함이 없이 본 발명의 많은 명백하게 상이한 실시형태가 가능하므로, 본 발명은 청

구범위에 정의된 것이외에 그 구체적인 실시형태예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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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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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각각의 복수의 파라미터값에 대하여 파라미터에 따라서 가동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가동에 대한 평가값을 얻는 획득수

단과;

파라미터값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민감도와,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대상물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편차

중 적어도 하나에 의거하여, 파라미터값을 결정하는 결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

치.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수단은 민감도와 편차 중 적어도 하나가 최소가 되도록 파라미터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

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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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와 편차 중 적어도 하나가 소정의 범위를 벗어나면, 상기 결정수단은 민감도와 편차 중 적어도 하나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도록 파라미터값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2.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수단은 가동의 결과를 추정하고 평가값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디바이스 제조장치가 대상물에 대하여 계측을 수행하는 조건에 대응하고, 상기 평가값은 상기 계측결과

에 의거해서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해 처리된 대상물을 검사장치에 의해 검사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수단은 파라미터의 제 1값에 대응하는 조건에서 상기 계측결과에 의거해서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된

대상물을 검사장치에 의해 검사하여 얻어진 평가값에 의거한 가동결과와, 파라미터의, 제 1값과 상이한, 제 2값에 대응하

는 조건에서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수행된 계측결과를 추정함으로서 평가값 중 적어도 하나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5.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컴퓨터, 디바이스 제조장치 및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된 대상물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치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6.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제조장치는 기판을 패턴에 노광하기 위한 노광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파라미터는 기판을 위치맞춤하기 위

한 계측이 노광장치에서 수행되는 조건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7.

제 3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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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바이스 제조장치는 기판을 패턴에 노광하기 위한 노광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파라미터는 기판을 위치맞춤하기 위

한 측정이 노광장치에서 수행되는 조건에 대응하고, 상기 검사장치는 기판위의, 노광장치에 의해 형성된 패턴의 미스얼라

인먼트를 검사하는 중첩검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8.

제 29항에 있어서,

파라미터는 복수의 서브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장치.

청구항 39.

제 29항에 기재된 장치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제조장치가 가동함에 따라서 파라미터값을 결정하는 공정과;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파라미터값이 상기 결정공정에서 결정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대상물을 처리하

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40.

각각의 복수의 파라미터값에 대하여 파라미터에 따라서 가동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가동에 대한 평가값의 획득공정과;

파라미터값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민감도와,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물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편차 중

적어도 하나에 의거해서 파라미터값을 결정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공정은 민감도와 편차 중 적어도 하나가 최소가 되도록 파라미터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

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2.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민감도와 편차 중 적어도 하나가 소정의 범위를 벗어나면, 상기 결정공정은 민감도와 편차 중 적어도 하나가 소정의

범위내에 있도록 파라미터값을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3.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공정은 가동결과를 추정하고 평가값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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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디바이스 제조장치가 대상물에 대하여 계측을 수행하는 조건에 대응하고, 상기 평가값은 계측결과에 의

거해서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된 대상물을 검사장치에 의해 검사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

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공정은, 파라미터의 제 1값에 대응하는 조건에서 상기 계측결과에 의거해서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된

대상물을 검사장치에 의해 검사하여 얻어진 평가값에 의거한 가동결과와, 파라미터의, 제 1값과 상이한, 제 2값에 대응하

는 조건에서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수행된 계측결과를 추정함으로써, 평가값 중 적어도 하나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6.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컴퓨터, 디바이스 제조장치 및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된 대상물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치 중 적어

도 하나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7.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제조장치는 기판을 패턴에 노광하기 위한 노광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파라미터는 기판을 위치맞춤하기 위

한 계측이 노광장치에서 수행되는 조건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8.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제조장치는 기판을 패턴에 노광하기 위한 노광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파라미터는 기판을 위치맞춤하기 위

한 계측이 노광장치에서 수행되는 조건에 대응하고, 상기 검사장치는 기판위의 노광장치에 의해 형성된 패턴의 미스얼라

인먼트를 검사하기 위한 중첩검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49.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복수의 서브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관리방법.

청구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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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디바이스 제조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장치로서 가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기억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

매체로서, 상기 관리장치는,

복수의 각각의 파라미터값에 대하여 파라미터에 따라서 가동하는 디바이스 제조장치의 가동에 대한 평가값을 얻는 획득수

단과;

파라미터값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민감도와, 디바이스 제조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물의 변화시의 평가값의 편차 중

적어도 하나에 의거한 파라미터값을 결정하는 결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 매체.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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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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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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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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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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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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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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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a

도면14b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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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a

도면16b

도면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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