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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을 위한 규칙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Rule-based Process Control System for multi-product,

small-sized production)

임 광 혁＊

(Kwang Hyuk Im)

요 약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에서는 동일 특성을 가지는 제품의 제작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정제어 기법인 통계적 공정관리(Statistical Process Control)를 적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통계적인 접근법과 아울러 다양한 제품 특성을 규정
짓기 위한 다양한 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SPEC규칙, 그리고 엔지니어의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가 응집되어 있는 KNOWHOW규칙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규칙기
반 공정관리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한 규칙기
반 공정관리(Rule-based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 시스템을 실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적용하여 그 성과를 검증하였다.

핵심주제어 : 다품종 소량생산, 규칙기반공정관리, 공정관리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to apply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which is a traditional process control technology to the process of multi-product,
small-sized production because a machine in the process manufactures small numbers, but
various kinds of products. Therefore, we need the new process control system that can
flexibly control the process by setting up the SPEC rules and the KNOWHOW rules. The
SPEC rule contains the combination of diverse conditions to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products. The KNOWHOW rule is based on engineers’ know-how. The study
suggests the Rule-base Process Control that can be optimized to the multi-product,
small-sized production. It was validated in the process of semiconductor production.

Key Words : Multi-product, small-sized production, Rule-based Process Control, Process
Control

1. 서 론1)

전통적으로 공정관리라고 하면, 통계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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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통계적 공정관리(Statistical Process

Control, 이하 SPC) 시스템을 생각하게 된다

[1-3]. SPC 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통계적 기법

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이고 체계적인 시스

템이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공정

관리 시스템으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표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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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기반한 SPC

는 통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즉, 통계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

을 만큼의 개수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가 수반된

다. 데이터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면 통계적인

접근이 어렵고, 통계적인 접근이 어렵다면 SPC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정 관리를 수행하기는 쉽

지 않다.[4]

R&D 전용라인이나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에

서는 하나의 설비에서 동일한 제품을 계속 제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성의 제품을 혼합하여

제작한다. 이전 제품이 공정적인 특성으로 문제

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그 다음 제품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과거 3개월 데이터를 가

지고 관리한계선(control limit)을 계산하고자 해

도 지난 3개월 동안 동일한 특성을 가진 제품을

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양이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한계선 설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듯, 다품종 소량생산의 공정적 특

성은 SPC적용의 전제조건인 관리한계선 설정

및 통계적인 연산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에 SPC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는 R&D 전용라인 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

정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업계 표준으

로 자리 잡고 있는 통계적인 접근법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 특성을 규정짓기

위한 다양한 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SPEC규칙, 그리고 엔지니어의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가 응집되어 있는 KNOWHOW규칙을 유

연하게 설정하여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규칙기

반 공정관리(Rule-based Process Control) 시스

템을 제안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실제 반도체

양산라인에 적용한 사례를 통하여 그 성과를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통

계적 공정관리의 개념과 대량생산에 적합한 통

계적 공정관리를 소량생산 공정에도 적용하기

위해 연구된 관리도의 종류와 한계에 대해서 정

리하였다. 또한, 엔지니어링 공정관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에 적합한 규칙기반

공정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고 4장에서는 규칙기반 공정관리 시스템을 반

도체 공정에 적용한 실질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점

을 밝히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 관련연구

2.1 통계적 공정관리(SPC)

일반적으로 SPC는 공정을 감시하고 공정 이

상의 원인을 파악하며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정으로부터 품질 특

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정이 관리 상태

에 있는지를 감시한다. 만일 공정이 이상 원인

에 의해 공정이 변화했고 관리 상태를 이탈했다

면, 해당 이상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SPC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정 변화를 감시하는 방법론 측면의 연구

들이 대부분이었다[5,6].

SPC의 가장 대표적인 공정 감시 방법론인 관

리도는 품질 특성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1930년대 슈와르트(Shewhart)에 의해 제

안된 관리도는 품질 특성의 중심을 관리하는 '

평균값 관리도(X-bar Chart)', 산포를 관리하는

'범위 관리도(R Chart)와 표준편차 관리도(s

Chart)', 계수형 관리도인 '불량률 관리도(P

Chart), 결점수 관리도(C Chart)' 등이 있다. 슈

와르트 관리도는 실제 공정에 구현하기 간단하

며, 이상 원인에 의한 공정 평균의 변동이 큰

경우에 이상 원인의 발생유무를 빨리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정 평균의 변동량이

작은 경우에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

안으로서 '누적합(CUSUM) 관리도'와 '지수가

중 이동평균(EWMA) 관리도'가 대표적인 예이

며, 이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6,7].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소량생산 공정에 적용

할 수 있는 관리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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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으며 Quesenberry(1990)가 운영 중인 프

로세스의 표본 평균과 분산의 추정값으로부터

생성되는 Q-Chart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연구분

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단

기 또는 소량 생산환경에서 적용되는 SPC 기법

들에 관한 연구는 <표 1>과 같이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8].

No. SPC기법 상세 설명

1
Pooling

기법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공정이나 유사제품의 자료를 pooling

하는 방법으로써 목표값을 차감하거나

목표값의 산포에 의해서 표준화시킨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SPC기법을 적

용하는 방법

2
관리한계

조정기법

주어진 제1종 오류확률(오탐지 확률)

을 정확히 만족하기 위하여 관리한계

를 조정하는 방법

3

평균 및

분산의

추정

평균 및 분산의 추정과 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Short run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환하여 사

용하는 방법. Q 관리도가 많이 활용됨

4
누적관리

도 활용

표준화 Shewhart 관리도보다 큰 민감

도를 가진 관리도(EWMA 또는

Cusum)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자료

가 축적될 때마다 통계량이 갱신되는

기법

5
공정입력

변수 강조

품질특성값보다 공정입력변수(온도,

압력)의 관측과 관리를 강조하는 방법

<표 1>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SPC기법들

<표 1>에 정리되어 있는 기법들 중에서 1~4

번의 기법들은 모두 통계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

황에서는 통계값을 적절히 계산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도입하여 가상데이

터를 생성해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으

로 보기는 어렵다[9-1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규칙기반 공정관리는 2

번과 5번 기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제품 특성에 맞게

공정입력 변수의 관측과 관리를 통하여 관리한

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기법

이다.

2.2 엔지니어링 공정관리(EPC, Engineering

Process Control)

엔지니어링 공정관리(이하, EPC)는 프로세스

산업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어온 기법의 하나

로서, 공정 출력변수들의 목표값에 일치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EPC는 공정 출력변수값을 감시

하고 이를 목표값과 비교하고, 출력값이 목표값

에 부합하도록 규칙적으로 공정투입값을 보상하

여 조정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공정조정

은 피드백 또는 피드포워드 제어를 사용하여 이

루어진다.

<그림 1> EPC 의 구조

피드백 제어는 <그림 1(a)>에서 보여지듯이

품질 특성값과 목표값과의 차이에 관한 정보가

피드백 루프를 통해 보정변수로 전달되어 보상

을 실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피드포워드 제어는

<그림 1(b)>에서 보여지듯이 피드백 제어와는

달리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 원인의 종류와

크기를 미리 예측하여 그것들이 공정에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보정 변수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취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피

드백 제어는 모든 방해 원인을 간단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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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피드포워드 제어는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 원인이 모두 측정 가능할 경우에

효과적이나 대부분의 생산공정에서는 공정 내의

모든 방해 원인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는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5].

입력 변수와 목표값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

계가 명확한 공정에서는 EPC 기법을 통하여 목

표값과 공정 출력값 사이의 차이를 미세하게 보

상조정함으로써 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EPC 기법은 개별적으로 적용될 때 자주 공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초과제어 또는 미달제어의

결과가 나타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규칙기반 공정관리는

SPC와 EPC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EPC

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면 더욱 정교한 공정관리

를 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과 같이 복잡한 공

정에서는 입력 변수와 목표값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식각공정과 같은

일부 공정에서만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P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력변수와 목표값과

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많은 센서설치와 실

험, 엔지니어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공정관리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노하우는 규칙으로 표현되

어 규칙기반 공정관리에 적용될 수 있다.

3. 규칙기반 공정관리(RPC, Rule-based

Process Control)

규칙기반 공정관리(이하 RPC)는 통계에 기반

하여 공정을 관리하는 SPC와 차별화 된 개념으

로, 규칙에 기반하여 공정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SPC는 일정기간 축적된 공정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리상한선(Upper Control Limit, 이하

UCL), 관리하한선(Lower Control Limit, 이하

LCL)을 설정하여 관리도를 통해 공정을 관리하

고 각 공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즉, 공정 1

이 공정 2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공정 1과

공정 2를 관리하기 위한 LCL, UCL을 각각 설

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RPC는 SPC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SPEC이나 엔지니어의 노

하우를 규칙화하여 규칙에 기반하여 공정을 관

리한다. 또한, 공정간 상호작용에 대한 엔지니어

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 노하우를 통하여 공정

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관련 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 즉, 공정 1의 결과에 따라서 공정 2가 영

향을 받는다면 공정 1과 2를 동시에 고려한 엔

지니어의 노하우에 기반한 규칙을 설정하여 공

정 1과 공정 2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 때문에 RPC는 R&D 전용라인이나 다

품종 소량생산 공정과 같이 동일 제품에 대한

공정데이터가 적어서 통계적인 기법 적용이 어

려운 공정이나 반도체 공정과 같이 공정이 민감

하여 엔지니어의 역할이 강조되고 엔지니어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공정에 적용하기

에 적합하다. <표 2>는 SPC와 RPC의 장ㆍ단

점을 소개한 표이다.

항목 SPC RPC

적용

대상

-동일 설비에서 동일

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함

-동일 설비에서 다양

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함

장점

-통계 이론을 기초로

한 범용적인 공정관

리 기법임

-적용 사례가 많고

Best Practice도 많

이 발굴되어 있음

-SPEC 및 엔지니어

의 노하우를 규칙화

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규칙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가

능함

-SPC와 병행하여 적

용 가능함

단점

-충분한 데이터가 확

보되지 않으면 적용

이 어려우며, 적용되

더라도 오경보의 문

제가 있음

-적용 사례가 아직

많지 않음

-규칙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표 2> SPC와 RPC의 장ㆍ단점

3.1 규칙의 구성

RP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며, 규칙을

얼마나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가가 시스템의

성능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한다.

<그림 2>는 규칙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규칙은 크게 SPEC규칙과 KNOWHOW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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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PEC규칙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의 규격을 나타내는 SPEC정

보를 가지고 있는 규칙이다. 즉, 제품의 길이는

15cm ± 4 mm 를 가져야 한다는 규칙이 SPEC

규칙에 해당된다. KNOWHOW규칙은 엔지니어

의 노하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규칙이다. 예를

들자면, SPEC 은 제품 규격에 정해져 있는 길

이의 SPEC만을 지정하고 둘레에 대해서는 규

격이 없다하더라도, “제품의 둘레가 10cm ± 2

mm 범위로 제작되어야 자체 공정능력을 고려

할 때 길이가 SPEC 에 맞게 나올 것이다"라는

공정간 관계성에 관한 KNOWHOW를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다면 이 규칙은 SPEC규칙이 아

니라 KNOWHOW규칙에 해당된다. 규칙의 구

성을 구조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림 2> 를

보면 SPEC규칙은 매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반해 KNOWHOW규칙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규칙의 구성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SPEC규칙은 여

러 공정 조건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SPEC 을 설정하면 된다. SPEC 은 외부에 공개

되는 제품 SPEC도 있지만 내부 공정 관리를

위한 내부 SPEC도 존재하다. 이에 반해

KNOWHOW규칙은 엔지니어가 생성하는

KNOWHOW규칙 하나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SPEC규칙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고, SPEC규칙

과 KNOWHOW규칙을 조합하여 만들 수도 있

다. 또한, 2개 이상의 KNOWHOW규칙을 조합

하여 만들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2개 이상의

SPEC규칙과 2개 이상의 KNOWHOW규칙을 조

합하여 거의 무한대로 KNOWHOW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규칙을

생성하여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2 규칙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규칙에 기반한 공정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RPC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RPC 시스템은

"규칙 관리 모듈(Rule Engine or Rule

Management)"과 "규칙 모니터링 및 경고 모듈

(Rule Monitoring & Warning)"로 구성되어 있

다. 아래 <그림 3>은 RPC 시스템의 구성을 나

타낸다.

규칙 관리 모듈은 규칙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모듈로써,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정

조건 항목과 적용기준(Criteria) 등을 관리하고,

공정조건, 목표값(Target value), 적용기준의 다

양한 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규칙을 규칙 저장소(rule base)

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각 규칙은 고유한 규칙

명으로 구분되어 저장되고, 과거의 규칙을 조회

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의 규칙을 모두 보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RPC 시스템 구성도

규칙 모니터링 및 경고모듈은 실 런(run) 데

이터가 생성되었을 때, 생성된 데이터가 규칙저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만약, 규칙에 위

반된 런이 발견되었을 때는 인터로크(interlock)

이 발생되고, 담당자에게 해당 규칙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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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보하는 경고기능을 수행한다. 경고를 받은

담당엔지니어는 규칙 위반 시 수행해야하는 조

치사항을 수행한 후 인터로크를 해제(release)

시킨다.

3.2.1 규칙 관리(Rule Engine)

대량생산 공정에서는 한 설비가 한 가지 제품

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SPC 는 설

비의 공정 특성값만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정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은

한 설비가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SPC가 설비의 공정 특성값만을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 공정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다품종 소

량생산 공정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공정 조건의

조합으로 공정관리를 위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설

정하고 관리할 것인가?

규칙 관리 모듈은 크게 2단계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1단계 관리 모듈 은 UCL, LCL 에 의

해 SPEC 을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을 관리하는

모듈이다. <표 3>은 1단계 관리 모듈에서 규칙

을 설정하는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규칙의 설정

규칙은 고유한 규칙명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의 규칙은 여러 개의 공정조건을 조합하여 표현

하게 된다. 공정조건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나 공정설비 센서에서 측정한 설비공정변수

를 이용한다. 공정조건 1...n은 조건 설정 항목과

값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즉, 공정조건 1

에는 원자재 타입, 제품 종류, 1차 설비 종류,

후처리 종류, 길이, 둘레 등 다양한 항목을 설정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값을 설정할 수 있다. 목

표값은 각 공정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목표값

을 입력한다. 적용기준은 설정하는 규칙에서 관

리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게 된다. 대부분은

SPEC 항목이나 측정값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UCL 과 LCL 은 관리상한과 관리하한을 설정하

게 된다. 특정한 값을 입력해도 되고, SPC에서

사용하는 ± 3 sigma 값으로 입력해도 된다.

2단계 관리 모듈은 1단계 관리 모듈에서 설정

된 규칙의 조합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관리

할 수 있는 모듈이다. <그림 2> 규칙의 구성에

서 볼 수 있듯이 SPEC규칙 + SPEC규칙,

SPEC규칙 + KNOWHOW규칙, KNOWHOW규

칙 + KNOWHOW규칙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규칙이 합쳐져서 생성되는 복합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즉, 2개 이상의 규칙이 AND로 연결되

어 설정될 수 있으며 각 규칙이 동시에 만족하

게 되면 복합규칙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A

단계의 측정값이 5이상(규칙A)이고 B단계의 측

정값이 10이상(규칙B)이면, 해당 제품의 C단계

투입을 보류하라는 규칙은 ‘규칙A and 규칙B

-> holding 단계C'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3.2.2 규칙 모니터링 및 경고(Rule Monitoring

& Warning)

규칙 관리 모듈을 이용하여 규칙을 등록하게

되면 새로운 공정 데이터가 생성되었을 때, 이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는 규칙 중에서 위반하는

것이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필요

하다. 즉, 공정 관련 정보가 새롭게 습득되면,

공정 규칙 관리 모듈에 등록되어 있는 각 규칙

들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조건

이 일치하는 규칙이 있으면 적용기준의 범위를

체크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복합 규

칙에 등록되어 있는 규칙 중에서도 해당되는 규

칙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규칙 위반(violation)이 발생되었을 때는 SPC

시스템과 동일하게 인터로크가 발생하고 담당자

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Notify) 기능이 수반

되어야 담당자가 곧바로 조치할 수 있고 공정을

제어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규칙 관리 모듈에서 설명했

듯이 하나의 SPEC 값이나 측정값에는 1개 이

상의 복수 규칙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즉, 1

개 이상의 규칙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각각의 규칙 관리자에게 그 상황이 통보되어 여

러 관리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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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경고 메세지를 받은

담당 엔지니어는 규칙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취한 후 인터로크를 해

제 시킨다. 조치사항은 규칙 위반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지며 담당자 경고 전달, 문제 발생 제품

투입 금지, 문제발생 설비 가동중지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4. 응용 사례

반도체 제조공정은 제품의 다양성, 제조공정

의 반복성, 자본집약적 제조공정, 장시간의 생산

시간 및 주변환경에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독

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조립공정들이

여러 개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기계류의 생산공정이나 다수의 재료들이

여러 반응공정을 거쳐 혼합 및 화합물로 만들어

지는 일반 화학공정과는 달리 하나의 웨이퍼로

부터 다양한 공정을 거쳐 수백에서 수천가지의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제품의 종류, 공정 기술향상 및 짧은

납기, 품질향상, 공정 유연성의 확보 등의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반도체 공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 화학작용

을 수반하며, 폭넓은 데이터 발생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공정진행시 내부 특성의 복잡함 때문

에 효율적인 모델링이 어려웠다. 또한,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한 제어입력의 선정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최적공정운영은 전문가의 경험

에 의존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수행되고 있

다[13].

반도체 제작공정은 웨이퍼 제조, 회로설계, 마

스크 제작, 노광, 현상, 식각, 이온주입, 화학기

상증착, 금속배선, 조립 및 검사 등의 공정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반도체에는 여러 개의 Layer

가 존재하므로 노광, 현상, 식각, 이온주입, 화학

기상증착과 같은 공정은 각 Layer 별로 반복하

여 진행된다[14].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회로패턴

을 E-beam 설비로 유리판 위에 그려 마스크

(Mask)를 제작하여야 하는데, 마스크에 그려지

는 회로는 설계된 회로의 4배 또는 5배의 크기

로 제작된다. 1개의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는 30개 정도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즉, 1G

DRAM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30개 Layer 별 노

광에 사용할 마스크 30개 1set 이 필요한 것이

다. 1G DRAM 은 주문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 내지만 1G DRAM을 만들기 위한

마스크는 기존 마스크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30

장 1set을 제작하면 더 이상 제작할 필요가 없

다. 즉, 포토마스크 제작공정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소량

으로 제작하는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

이다. <표 4>는 포토마스크 제작공정을 보여주

고 있다.

공정명 공정설명

데이터

변환

CAD원본 데이터를 E-beam 용 데이터

로 변환하는 공정

노광
E-beam 설비를 이용하여 회로를 마스

크 위에 그려 넣는 공정

현상
감광된 Photo Resist를 현상하여 필요

한 패턴을 얻는 공정

식각
현상된 마스크에서 Chrome을 선택적

으로 제거시키는 공정

제거

(Strip)

불필요한 Photo Resist를 박리시키는

공정

측정

식각된 마스크 상의 회로 패턴의

Pitch, CD(Critical Demension),
Distance 등을 측정하는 공정

초기

세정
처음으로 마스크를 세정 하는 공정

검사 Defect 과 Particle을 검사하는 공정

수정
검출된 마스크 상의 Defect 을 수정하

는 공정

최종검

사/

세정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세정하는 공정

<표 4> 마스크 제작공정

A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포토마스크 제작 공정에 RPC 시스템을 적

용하여 성능을 시험하여 보았다. 본 제작 공정

에서는 각 설비에 SPC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었지만, 각 설비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제품

에 대하여 관리상한, 하한을 설정할 수 없어서

모든 제품의 SPEC을 수용할 수 있는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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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계선을 넓게 설정하여 놓고 운영하고 있

었다. 그러므로 SPC 인터로크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발생하더라도 이미 문제를 알고 있

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SPC 시스템은 유

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림 4>는 A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사용하

고 있었던 CD Trend 그래프이다. CD는 반도체

패턴의 폭을 측정한 값과 목표값과의 차이를 나

타내는 수치이므로 작을수록 좋다. 즉, 패턴의

폭이 100nm가 목표값인 반도체의 측정값이

101nm라면 CD값은 1nm가 되는 것이다. 각각의

런은 한 설비에서 제작한 제품들로 서로 특성이

다른 제품이다. 제품의 특성상 CD_2에서 3 번

째, 8 번째 데이터는 SPC 에 의해 인터로크가

발생해야 하는 런이다. 그러나 UCL, LCL 이 모

든 제품을 포함하도록 -5~30nm 로 관리한계선

을 넓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로크가 발생하

지 않고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 엔지니어 가 각각의 런의 측정값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

었다.

<그림 4> A 마스크 제작공정의 CD Trend

포토마스크 제작 공정에 설치한 RPC 시스템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는 각 설비

에서 측정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식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광설비(Litho)와 식각설비

(Etcher) 등과 같은 프론트엔드(front-end) 공정

후에 측정이 이루어지고 측정값에 따라서 공정

관리를 수행한다. RPC 시스템은 공정데이터를

관리하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과 연동하여

공정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하였다.

<그림 5> RPC 시스템의 구성

규칙저장소(Rule 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였으며, 규칙 모니터링 엔진은 자바를

이용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MES

에 새로운 측정데이터가 생성되면 모니터링 엔

진이 실행되어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구

성되었다.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

램은 웹으로 구성하였다. 실시간 알림을 구현하

기 위하여 엔지니어 컴퓨터에는 RPC 에이전트

(agent)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RPC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림 6>

에 보이는 규칙 관리 모듈이다. 규칙 관리 모듈

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공정 엔지니어들과 공정

관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포토

마스크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PEC규칙과 KNOWHOW규칙을 설정하기 위한

공정조건과 적용기준을 추출하였다.

KNOWHOW규칙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때는 설비분석시스템(FDC: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과 엔지니어링 공정관리에서 관리

하는 공정조건도 참조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공

정조건은 최대 5개의 조합이 필요하였고, 공정

조건에 포함되는 항목은 Density, Layer 등과

같은 회로특성, 제품종류, 마스크종류 등과 같은

제품특성, 노광설비종류, 식각설비종류 등과 같

은 설비특성, 그 외 공정특성 들이 포함되었다.

적용기준은 CD, Range, Phase, Transparency

등과 같이 측정이 수행되는 거의 모든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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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그림 6> 규칙 관리 모듈

<그림 6>은 공정관리를 위해 규칙 관리 모듈

에 설정된 규칙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규칙인 BIN00 을 살펴보면, 마스크타입이

BINary이고 노광설비(Litho)가 EBM 설비로 제

작됐으며 목표값이 400nm 이하인 마스크의

Final CD는 ± 10nm 범위가 되어야 한다는

SPEC을 설정하는 규칙이다. 공정조건 5개가 있

고 각 공정조건마다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10

개라면, 이론적으로는 30,240개의 서로 다른 규

칙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목표값을 조합한다

면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의 개수는 30,240 * 목표

값의 개수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적용기준을

CD_1, CD_2, FCD, Depth, Phase, Transparency

등 다양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6>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은 상상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하나 이상의 규칙을 조합하여 새로운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즉, 마스크타입이

BINary이고, 목표값이 400nm 이하인 제품의 경

우, CD_1이 ±10nm 이내이고 CD_1과 CD_2의

Skew 값이 ±15nm 로 관리되어야 Final CD 를

±10nm 로 관리할 수 있다면, CD_1 이 ±10nm 인

SPEC규칙(규칙A)과 Skew가 ±15nm 인 SPEC

규칙(규칙B)을 조합하여 새로운 KNOWHOW규

칙(규칙C)을 설정할 수 있다.

규칙을 설정한 후, 각 규칙마다 담당자와 규

칙 위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담당자는 1명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

으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시스템에 설

정되어 있는 기본 담당자로 설정이 된다. 규칙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은 담당자 경고

전달, 문제 발생 제품 투입 금지, 문제발생 설

비 가동중지 등 다양한 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규칙들은 규칙저장소에 저장되

고, 적용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측정값이 생성되

는 각 공정마다 RPC 모니터링 엔진이 규칙위반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

을 수행하다가 규칙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규칙

의 조치사항에 설정되어 있는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담당자 경고는 컴퓨터나 휴대

폰으로 이루어진다. 엔지니어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경고를 받고 규칙

위반 내용확인 링크를 선택하여 경고 내용을 확

인하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RPC 시스템 적용의 효과로는 관리이상 적중

률 향상, 관리이상 발생 시 대응시간 단축,

TAT(Turn Around Time) 단축, 공정능력 향상

등이 있다.

<그림 7> RPC Interlock 월별 발생 현황

<그림 7>은 10개월 동안 RPC 시스템을 적용

한 A 반도체 라인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다. A 반도체 공정은 RPC 시스템을 도입하고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월평균 35건의 규칙이

등록되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월 평균 57건의

RPC 경고가 발생하였고 오경보는 포함되어 있

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가

수행되었다. RPC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SPC

의 관리 상한, 하한이 비정상적으로 넓게 설정되

어 있어서 SPC 인터로크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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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생해도 오경보가 많아 관리의 문제점이 많

았지만, RPC 도입 이후에는 규칙이 비정상적으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경보가

발생하지 않아 관리이상 적중률이 향상되었다.

RPC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측정치(CD,

Phase, Transparency 등)의 측정결과 불량 발생

시 측정 담당자가 측정 엔지니어에게 연락하고,

측정 엔지니어가 노광 또는 식각공정 엔지니어

에게 연락하여 해당 설비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었지

만, RPC 도입 후에는 불량 발생시 규칙에 등록

되어 설비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Notify 가 발생

하여 바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었다. 대응시간

은 1시간에서 30분 이내로 개선되었다.

RPC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이상 적중률 향상

및 불량 발생 시 대응시간이 단축되므로써 궁극

적으로는 주문부터 출하까지 걸리는 총시간인

TAT의 단축효과를 가져왔다. TAT는 RPC 적용

전 대비 1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RPC 시스템의 직접적인 효과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미세 공정능력 수준이 RPC

시스템을 적용한 후 11%이상 향상되었다. 향상

된 수치의 모든 것이 RPC 시스템으로 인한 수

율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정기술 개선과

RPC 시스템을 통한 엔지니어의 공정관리능력

향상의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산업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SPC가 적용되기 어려운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한 규칙기반 공정관

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RPC 시스템은 SPC 관

리기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통계적인 기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공

정은 SPC를 통하여 관리하고, 다품종 소량 생

산 공정과 같이 통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환경은

RPC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품종 소

량 생산 공정이라도 다양한 제품, 특성을 엔지

니어의 노하우에 따라 제품을 그룹화하여 관리

할 수 있다면 동일 제품은 아니더라도 동일 특

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 그룹이 설정되어 통계

적 접근이 가능한 제작 매수에 이른다면 전통적

SPC 관리기법을 동시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

다. 규칙은 지속적으로 피드백(feedback)이 가능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하고, 관리하

고 싶은 영역을 엔지니어에 따라 세분화하여 집

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관리 능력을 지

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된 RPC 시스템 중에서 RPC 규칙 관리

모듈 및 규칙 모니터링 및 경고 모듈은 현재 양

산 라인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시스템은 SPEC규칙과 KNOWHOW규칙이

적용 가능한 2단계 관리 모듈 수준이다. 기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동일 공정의 2개 설비간의

옵셋(offset)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거나 증가

및 감소 트랜드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3단계 관리 모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또한, 설비의 중요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설비분석시스템과 엔지니어링 공정관리 시스템

과의 연동을 통한 공정관리 향상기법에 대한 연

구도 병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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