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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및 미세소자 Device 들은 수백 단계 

의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 되어지며, 각 단계 

별 다수의 관리 대상 Output Parameter 가 주어 

진다. 이 Output Parameter 의 Big Shift 현상을 

효과적으로 Monitoring 하고 제어하기 위해 

당사는 Shewhart 관리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에서는 Material 열화 

에 따른 시계열적 Output 의 미세변동이 발생 

하는 특성이 있으며(Fig. 1), 전통적 3Sigma  

Shewhart 관리도로는 검출이 불가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미세변동에 대한 감지력 향상을 목적 

으로 EWMA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로직을 적용하여 유효성을 검토하였 

고, Logic 최적화를 통해 가성 Interlock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본론 
 

2.1 EWMA 관리도의 해석 

Shewhart 관리도는 공정에 이상이 없는 경 

우 α Risk(False alram 발생 확률) 가 0.0027 로  

Fig. 1 Variation of measured data according to the 

cumulative usage time of the material 

 

매우 작아 안정적이고, Data 의 큰 Shift 발생을  

재빨리 감지 한다. 그러나 현재의 Data 만을 

고려하므로 Time Dependent Small Shift 는 검출 

이 불가하다. 반면, EWMA 관리도는 식 (1) 과 

같이 과거 시계열 Data 모두를 감안하며, 정 

의된 Tatget 으로부터의 차이를 감지한다.  

 

Zi = λyi + (1-λ)Zi-1                  (1) 

 

Where, I = time index , yi = i 번째 실 data 값 

    Z0 = center line 평균, λ = 가중치 상수 

 

2.2 EWMA 관리도의 적용 및 유효성 검증 

우리는 반도체 공정에서 EWMA 관리도 적 

용시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TEST 를 진행 하였 

다. TEST 결과 Fig. 2 의 Upper Chart  같이 기존 

에 검출 불가했던 미세변동이 EWMA 적용 

후 Lower Chart 와 같이 효과적으로 검출되었다. 

  

 

Fig. 2 Existing SPC Chart(Upper Chart) & Optimized 

EWMA Chart(Lower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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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WMA 관리도의 최적화 

우리는 앞절에서 Material 의 열화에 따른 

미세변동 검출에 있어 EWMA 가 보다 효과적 

으로 검출함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가성 Data 에 대해 최적화를 

진행 하였다. 

 첫째, Fig 3-a 와 같이 Data 가 Target 근처에 

서 작은 거동을 일으켜 발생되는 Interlock 은 

불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고자 Target 의 단방향 

폭의 12.5% 까지를  Target Zone 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최근 9Point 값의 평균이 Target 

Zone 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Interlock 에서 

제외하도 록 식 (2) 와 같이 구현하였다. 적용 

결과를 Fig 3-b 에 나타내었으며, 가성 Interlock 

이 효과적으로 제거 되었다.  

 

If [Z(t)>UCL or Z(t)<LCL] 

  if TZ=9 then P_avg=avg (recent 9points) 

  if [X(t)>Target + Tⅹ(USL-Target) or      (2) 

     X(t)<Target- Tⅹ(Target-LSL)] 

    Then “Interlock” else “Alarm” 

 

Where,  

T(Allowance) : One-way width of the Target Zone  

TZ : The number of the points  within the Target  

Zone during the recent 9 points 

 

 

(a)                 (b) 

Fig. 3 Example of the False Alram(Left Chart) & 

Optimized Chart(Right Chart) 

 

둘째, Fig 4-a 와 같이 Data 가 Target 에 수렴 

하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도 Interlock 

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6point 중 Target 으로 수렴하는 Point 수를 

이용하여 식(3) 과 같이 구현하였다. 적용 결과 

를 Fig 4-b 에 나타내었으며, 가성 Interlock 이 

효과적으로 제거 되었다. 

If [Z(t)>UCL or Z(t)<LCL] 

  if TC=6 then P_avg=avg(last 6points) 

 if [(X(t)-Target) ⅹ Z(t) > 0]              (3) 

    then “Interlock” else “Alarm” 

 

Where,  

TC : The number of the convergent towards Target  

 

 
(a)                   (b) 

Fig. 4 Example of the False Alram(Left Chart) & 

Optimized Chart(Right Chart) 

 

4. 결론 
 

우리는 반도체 공정에서의 미세변경 검출 

력을 높이기 위해 EWMA 를 도입하였고, Logic 

의 최적화를 통해 불필요한 가성 Interlock 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 하였다. 이로써 고질 SPC 

Interlock 의 39% 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검출력 유효성을 볼 때 본 공정과 유사한 

공정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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