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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제조 환경의 모든 생산 설비에서는 

정기적 PM(Preventive Maintenance) 혹은 

비정기적인 BM(Breakdown Maintenance), 

공정조건 변경 등 엔지니어 변경점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경점이 발생하게 되면 

엔지니어들은 변경점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가동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변경 전/후의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는 통계적 동일성검정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동일성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샘플 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도체 제조 

환경하에서 생산성을 고려할 때 변경점 직후 

초기 진행 물량만으로도 이상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데, 동일성검정 방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통계적 동일성검정 방식보다 

변경점 이상 여부를 조기 검출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들은 통계적 판정이 나오기 이전에 

Manual 방식으로 Trend 변동을 경험적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반도체 제품의 Design Rule 

감소 및 공정의 복잡도 증가로 변경점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변경점 

분석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anual 방식에서 발생하는 

엔지니어의 불필요한 공수를 줄이고 변경점 

직후 초도 물량과 같이 적은 샘플 수로도 

통계적 동일성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생산 설비 진행 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1FDC (Fault Detection & 

Classification) 방식과 계측 Output 데이터를 

이용한 2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방식을 

변경점 전/후 이상여부 판정에 활용하며, 다음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경점 관리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Fig. 1 Engineer change point management system 

 

2. 변경점 이상여부 판정 방식 
 

본 연구에서는 FDC 방식과 SPC 방식을 이

용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인 변경점 직후

의 초도 물량으로 변경점 이후의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우선 FDC 방식에서는 변경점 발생 

이후 진행된 Lot 수가 최소 3Lot 이상이면 분석

을 시작하며, 분석해야 될 항목들은 동일 

Process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들로 자동 선정된

다. 변경점 발생 전 진행한 3~15 개 Lot 을 

Reference 로 설정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Upper Limit(평균+6σ)과 Lower Limit(평균-6

σ)의 Band 를 생성한다. 이후 변경점 직후 진행

한 물량의 Wafer 들을 차례대로 해당 Band 위

에 Data 를 겹쳐 Data 들이 Band 를 얼마나 벗어

나는지를 체크한다. Wafer 1 매에 벗어난 Sample

의 개수가 전체 Sample 의 25%이상이면 해당 

Wafer 는 Fail 이고 이런 Wafer 가 1Lot(25 매)기

준으로 12%이상(3 매 이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Lot 은 변경점 이후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는 방식이다. 다음 [Fig. 2]는 FDC 방식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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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for Abnormal Detection by FDC 

 

SPC 방식에서는 최소 2Lot 이상이 되면 분석

을 시작하며, 동일 Process 조건을 만족하며 진

행된 과거 한달 내 계측된 Lot 들을 Reference 

Group 으로 정의하며 통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

해 최소 5Lot 이상에서 분석이 수행되도록 설

정한다. Reference Group Data 를 이용하여 Upper 

Limit(평균+3σ)과 Lower Limit(평균-3σ)의 관리

한계선을 산출하고 변경점 이후 진행된 Lot 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최소 50%이상(Lot 기준) 관

리한계선을 벗어나게 되면 변경점 이후 유의차

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경점 이상여부 판정 

방식을 엔지니어 Manual 분석이 아닌 자동분석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공정부서별 

변경점 항목을 List up 하고 생산 Data Base 및 

설비 Data Base 에 공통적으로 등록한다. 설비 

변경점 발생 시, List up 한 항목이 UI 화면에 

표시되면 해당 변경점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변경점이 반도체 생산시스템(엔지니어 

변경점)과 연동하여 분석되도록 등록을 

수행한다. 등록된 변경점은 자동분석 시스템에 

의해 초도 물량이 설정된 최소 물량 이상 

진행되면 분석 Logic 에 의해 자동 분석이 

수행되고 해당 변경점에 대한 이상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에게 자동 Mailing 하여 담당 

엔지니어가 설비를 재확인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4. 결론 
 

제안한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설비(공정) 

변경점들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자동으로 초도 

물량에 대해 변경 전/후 Data 를 분석하고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엔지니어는 

라인에서 발생하는 생산 설비들의 변경점들을 

한 화면에서 Monitoring 할 수 있고 이상점을 

감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초도 물량 관리 

미흡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도 조기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 

 

Table.1 Change point management system report for 

each process area 

 

[Table.1]은 각 공정 Area 별 주간 변경점 

건수 및 FDC, 계측 유의차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Manual 

방식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변경점 

10,424 건(주간기준)이 자동 분석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시스템 자동 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는 FDC 기준으로 14%, SPC 

기준으로 2%의 유의차 발생 건에 대해서만 

추가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로 인하여 

기존 Manual 방식으로 수행 시 약 

1,737 시간(건당 분석 시간=10 분) 소요되었으나, 

제안한 시스템 구축으로 2 시간으로 분석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후기 
 

본 논문은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지원으로 

작성 되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1. 조대호, 김명호, 도승용 “반도체 FAB 공정 

FDC 시스템에서의 인터락 범위 자동 설정 

방법” 한국경영과학회 2005 년 추계학술대

회 및 정기총회, 2005.10, 491-494 (4 pages), 

2005 

2. 차명선, 장중순 “반도체 제조공정의 효과적

인 SPC 시스템 운용” 대한설비관리학회지 , 

14 권 , 4 호 , Startpage 95 , Endpage 103,  

Totalpage 9, 2009  

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