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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processes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displays and solar cells is increasing. And as the
processes is performed, multiple layers of films and various patterns are formed on the wafer. At this time, substrate
warpage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in stress between each film and pattern formed on the wafer. the substrate
warping phenomenon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in stress between each film and pattern formed on the wafer. We
developed a new warpage measurement method to measure wafer warpage during real-time processing. We
performed an experiment to measure the presence and degree of warpage of the substrate in real time during the
process by adding only measurement equipment for applying additional electrical signals to the existing ESC and
detecting the change of the additional electric signal. The additional electrical measurement signal applied at this time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direct current (DC) power applied to the electrostatic chuck whit a frequency that is not
generally used in the process can be selectively u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surement of substrate warpage can
be easily separated from other power sources without affecting.
Key Words : Semiconductor, Warpage measurement

다. 또한 적층 횟수가 증가할수록 휘어지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2]. 이러한 기판 휨 현상이 발생하면 공정 수
행 시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오차가 발생하며, 이후의 공
정에서 지속적인 불량 요인이 된다[3-5].
현재 기판 휨 현상 판별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광
학적 측정을 통한 휨 정도 측정 방식이 있다[6-9]. 광학적
측정 방식은 공정 사이에 기판의 휨 정도를 판별하는 것
은 가능하지만, 공정 진행 중 실시간으로 웨이퍼 휨 현상
을 측정하지는 못하여 미세 공정 조정은 불가능한 단점
이 있다[10,11]. 단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접촉식
프로브(Contact probe)를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coordinate
measuring machine, CMM)을 이용하여 기판의 휨 현상을 측
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CMM을 이용하는 방식은 간

1. 서 론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소자 제조에는 수
많은 공정을 수행하여 제조된다. 따라서 최초의 기판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웨이퍼가 제공되지만, 공정을 수행
함에 따라서 다층의 막과 다종다양한 패턴이 웨이퍼에
형성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되는 각각의 막과 패턴이
가지는 열팽창 계수 등의 차이에 의해서 기판 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1]. 특히 웨이퍼 적층 공정에서 웨이퍼 연
삭과정을 거치는 웨이퍼는 두께가 더욱 얇아지게 되고,
얇아진 웨이퍼는 잔류응력의 영향으로 크게 휘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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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지만 클린 룸 외부에서 발생하는 측정, 기계적 프로
브 및 금속 지지점의 웨이퍼 접촉 등으로 인해 박막이 손
상되거나 기판이 오염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장비 개조 없이 정전척
(Electrostatic Chuck, ESC) 장치에 추가 전기적 신호 인가를
위한 측정 장비만을 추가하고, 기판 휨 유무 및 정도에
따른 추가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서 공정 진
행 중 실시간으로 기판의 휨 유무 및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때 인가되는 추가 전기적
측정 신호는 정전척에 인가되는 직류(DC) 전원 또는 공정
중 인가될 수 있는 플라즈마 전력 등과 비교하여 매우 작
으며, 일반적으로 공정에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선택적
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타 전원
과 쉽게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실험 방법
Fig. 1은 웨이퍼의 휨 현상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의 구
성도이다. 웨이퍼의 휨 현상 측정은 쌍극형 정전척(bi-polar
electrostatic chuck)에 신호 생성/측정 회로부로 구성된 휨 측
정 시스템을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휨 현상 측정 시스템
(warpage measurement system)은 주로 신호 생성/측정 회로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회로와 동일
하게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기준 임피던스 소자
(Reference Impedance Device)와 신호 처리부(Signal Processing
system)로 구성된다[12]. 기준 임피던스 소자는 정전척의 전
극과 병렬 연결을 구성한다. 신호발생기에서 정현파 형태
의 기준 신호(Reference signal)를 인가하면 정전척 전극에서
형성되는 임피던스와 기준 임피던스 소자의 임피던스 간
전압 분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때 웨이퍼 휨 현상
이 발생하게 되면 정전척 전극에서 형성되는 임피던스의
값이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기준 임피던스 소 자에 인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ystem.

Fig. 2. Position of spacer between wafer and ESC.
가되는 전압의 값이 달라진다. 이 기준 임피던스에 인가
되는 전압의 값을 신호 처리부를 통해 측정하고, 변화하
는 전압의 값을 이용해 웨이퍼의 휨 유무를 확인할 수 있
게 된다. 이때 정전척에 인가되는 DC 전원과, 기타 잡음
(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호 생성/측정 회로와 정전척
사이에 대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를 추가하였다.
실제 임피던스의 변화와 휨 측정 시스템의 측정값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전척의 전극 사이를 애질런트
사의 4294A 임피던스 측정기(Impedance analyzer)를 사용해
임피던스 측정을 병행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기판으로는6인치 단결정(100)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이때 웨이퍼의 두께는 0.7 mm이다. 또한 FTO
가 증착된 유리 기판을 측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유리 기
판의 넓이는 4인치이고 두께는 1 mm 이며 면저항은 7.2 Ω/
□이다. 이때 휨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웨이퍼와 정전
척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추가하여 인위적인 휨 현상
을 발생시켰다. 스페이서의 위치는 각각 중앙(C, Center),
왼쪽(Left, L), 오른쪽(Right, R), 왼쪽 아래(Left Bottom, LB), 오
른쪽 위(Right Top, RT)에 위치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전척은 산화알미늄(Al2O3) 세라
믹 위에 구리 박막을 이용해 바이폴라(bypolar)형태로 전극
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구리 박막 전극 위에 300um 두께
의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을 접착하여 정전척 구조를
형성하였다. 정전척 전극에는 DC 전원 발생기를 연결하
여 신호 발생/측정 회로가 실제로 정전척 사용 중 동시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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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a)

표 1은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스페이서의 위치와 두께
에 따른 측정값을 나타낸 표이며 그림 3은 0.5 mm 스페이
서에서 대표적인 측정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임피던스의 크기 |Z|와 위상 ∠θ는 스페이서의 위치와
두께에 따른 정전척 전극 사이를 임피던스 측정기를 이
용하여 측정한 값이며, 측정 전압값은 신호 발생/측정 회
로를 통해 기준 임피던스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값
(Measured signal)을 측정한 것이다. 신호 발생/측정 회로를
통한 측정 중에는 DC 전원 발생기를 통해 정전척 전극
사이에 100 V의 DC 전원을 인가하였다.
(b)
스페이서의 추가 없이, 즉 휨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웨
이퍼에서 측정된 임피던스는 122.44 kΏ이며, 스페이서를
추가하는 경우 임피던스는 항상 증가하였다. 이때 측정된
위상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웨이퍼의 휨 현상에 의
한 정전척 전극 사이의 임피던스의 변화는 정전용량
(Capacitance)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웨이퍼의 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웨이퍼와 기판 사이
에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빈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 빈
공간이 본래 정전척 전극 사이의 신호가 이루는 경로(path)
에 직렬 커패시터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13,14]. 따라서 신호가 이루는 경로의 전체 커패시턴스
Fig. 3. (a)Impedance(|Z|) and measured voltage(V) using
warpage on a semiconductor wafer measurement
(Capacitance) 값은 작아지고, 리액턴스 성분인 임피던스가
system according to spacer position (b) The
항상 증가하게 된다.
difference between the impedance(|Z|) and measured
스페이서의 추가가 없는 경우 신호 발생/측정 회로에서
voltage(V) when the spacer is added and the
측정된 전압값은 3.80 V였다. 스페이서를 추가하는 경우
reference value(without spacer).
Table 1. various measured value on a semiconductor wafer
according to spacer position

Table 2. various measured value on a FTO glass according
to spacer position

Spacer
position

Spacer
thickness
(mm)

|Z|
(kΏ)

∠θ
(˚)

Measured
signal
(V)

Spacer
position

-

-

122.44

-88.81

3.80

-

0.25

145.99

-89.05

3.70

0.5

151.21

-89.09

3.58

0.25

134.35

-89.06

3.73

0.5

134.54

-88.98

3.66

0.25

160.38

-89.08

3.32

0.5

182.93

-89.18

3.09

0.25

152.79

-89.07

3.46

0.5

174.79

-89.09

3.23

0.25

133.24

-88.96

3.65

0.5

159.24

-89.13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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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acer
thickness
(mm)

|Z|
(kΏ)

∠θ
(˚ )

Measured
signal
(V)

-

103.64

-89.11

4.86

0.25

105.57

-89.07

4.81

0.5

114.79

-89.16

4.78

0.25

111.01

-89.19

4.79

0.5

120.94

-89.23

4.69

0.25

110.32

-89.19

4.55

0.5

124.64

-89.14

3.91

0.25

114.10

-89.16

4.58

0.5

132.61

-89.30

4.03

0.25

108.56

-89.10

4.75

0.5

119.87

-89.17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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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가하였다.
FTO가 증착된 유리 기판에서, 스페이서의 추가가없는
경우 신호 발생/측정 회로에서 측정된 전압값은 4.86 V였
다. 실리콘 웨이퍼에 비하여 정전척 사이에서 형성된 임
피던스의 값이 작기 때문에, 기준 임피던스에 인가되는
전압의 값은 더 커지게 되었다. 스페이서를 추가하는 경
우 측정된 전압값은 최소 0.05 V, 최대 0.95 V 감소하 평균
적으로 0.37 V의 감소가 일어났다.

3. 결과 및 고찰

(b)

기판의 휨 현상 발생에 따른 정전척 전극 사이의 임피
던스 변화와 기판 휨 측정 시스템의 신호 발생/측정 회로
를 통한 휨 현상 측정을 진행하였다. 기판의 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웨이퍼와 정전척 사이의 빈 공간이 발생
하여 직렬 커패시터가 추가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웨이퍼 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전척
전극의 임피던스는 증가하였다. 이 경우, 신호 발생/측정
부의 기준 임피던스에 분배되는 전압의 크기가 감소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전기적 신호 변화를 통한 실시간 웨이
퍼의 휨 현상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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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Impedance(|Z|) and measured voltage(V) using
warpage on a FTO coated glass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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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spacer position (b)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edance(|Z|) and measured voltage(V) 에 의해 연구되었음.
when the spacer is added and the reference
value(without sp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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