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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공정의 난이도 증가에 따라 검사 

기술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검사 기술이란 반도체 각 장비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검출하는 것으로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판단 및 공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반도체 검사는 주로 

고해상도 현미경에 의존하고 있으나 반도체 

선폭은 이미 광학 검사 장비의 해상도 한계를 

뛰어 넘고 있어 불량의 검출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학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파장, 편광, 조리개 등과 같은 적합한 

조건을 찾아 불량 검출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뮬레이션 방법 
 

결함 검출을 위한 광학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Photo lithography 시뮬레이션 

방식과 동일하다[1,2]. 계산 방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웨이퍼 

와 상호작용을 하여 산란되는 현상은 시공간상 

전자기파의 정보를 해석 및 계산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기술 중 하나인 FDTD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방식으로 계산되며[3], 

계산된 산란 계수를 바탕으로 CCD 에 맺히는 

부분의 계산은 일반적인 Fourier 광학식을 

따른다. Fig. 1 은 광학계 시뮬레이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조정 가능한 

변수는 광원의 파장과 편광, 입사부와 

수광부의 광 경로 중간에 위치하는 Fourier 

평면을 넣을 수 있는 Aperture 모양 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모두 실제 광학 검사장비에서 

조절 가능한 것들로서, 이 변수들을 조절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불량검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된다.  

 

 

 

 

 

  

a)illumination part    (b)collection part 

Fig. 1 Overview of the optic inspection simulation 

 

3. 시뮬레이션 구성 
 

본 논문에서는 DRAM 의 capacitor 구조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DRAM 의 capacitor 는 원통 형태로 

생성되는데, 그 크기가 기준 값보다 작게 되면 

제품 완성 후 data 를 쓰기 위한 전하를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거나 data 오류 등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표적인 결함의 

형태를 Fig. 2 와 같이 구성하였다. 정상적인 

크기의 capacitor 사이에, 크기가 정상보다 50% 

작은 1 개의 capacitor 가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광학 조건을 

발굴하기 위하여, 광학계의 파장, 편광 및 

aperture 모양을 달리하면서 검출되는 신호 

크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Table 1 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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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건들은 실제 검사 설비에서 지원 가능한 

것들로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Top view     (b)  Side view 

Fig. 2 Simulation modeling of s-poly small defect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변수 파장 편광 Aperture 

조건 

260nm 

360nm 

450nm 

None 

Horizontal 

Vertical 

43 개 조합 

 

4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수행 후 결함 신호의 크기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검사설비의 수광부에는 8bit dynamic 

range 의 CCD 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차영상에 대해 3 정도의 threshold 값으로 

결함을 검출하고 있으므로 결함신호가 1% 

이상의 신호 크기 일 경우 실제 설비에서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수행 후 파장과 편광의 

영향도는 Fig. 3 과 같다. 260nm 파장에서 2% 

대의 신호 크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파장에서는 검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apacitor 의 구조상 별다른 방향성이 없는 

것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편광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perture 모양에 따른 신호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260nm 파장을 고정한 후 

43 개의 aperture 를 변경하면서 계산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4 와 같다. x 축의 각 

항목이 Fourier 평면 상의 aperture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웨이퍼 표면에 

조사되는 빛의 각도가 결정된다. 6 번째 aperture 

모양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빛의 입사각이 수직 성분이 많을수록 이러한 

형태의 결함 검출이 유리한 것을 뜻한다. 최적 

조건 상의 신호 크기는 약 3%로서 결함 

검출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3 Comparison of the contrast with wavelength 

and polarization 
 

Fig. 4 Comparison of the contrast with various 

shapes of aperture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검사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대표적인 반도체 결함을 선정하여 최적 조건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조건은 향후 실험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더 정확한 검사 조건 발굴 및 

검사 셋업 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뮬레이션 기술의 실험은 

삼성전자 Device Solution 메모리 계측기술그룹 

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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