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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산업의 필수 인 핵심 부품은 트랜지스터이다. 재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상용화 되어 있

는 모든 트랜지스터 검사시스템은 검사 상 소자 별로 별도의 검사기를 가지고 있다. 개발된 시스템

은 하나의 검사시스템으로 3 의 트랜지스터 검사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가지며, 
여러 종류의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융통성도 제공한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불필요하게 
복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더 높 으며, 3 의 검사기를 동시에 제어하기 하여 우선순 를 

지원하는 토큰 교환 방식을 사용하 다.

1. 서론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결정속의 도  작용을 이용

한 증폭용 소자로서 기본 으로 류를 증폭할 때 

사용하는 부품이다[1]. 트랜지스터로 인하여 극소

자 기기의 기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자

산업의 핵심 부품이 되었다. 

   트랜지스터를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업체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규정된 제품 특성을 만족하는지 검사

하는 것은 필수 인 과정이다. 트랜지스터의 특성 

검사는 특성검사기를 사용하여 자동화되어 있다. 기

존의 특성 검사기들은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한 종

류의 트랜지스터 검사기만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다양한 종류의 트랜지스터 

검사기를 제어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의 검사기

를 제어할 수 있으면 융통성이 높으면서 가격 경쟁

력도 높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제어시스

템으로 세 개의 반도체 소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세 개의 소자 에 같은 

종류의 소자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의 통합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연

구와 시스템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시스템의 

구 과 구 결과를 설명하 으며 4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2. 련 연구

   재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상용화되어 있

는 모든 트랜지스터 검사시스템은 검사 상 소자 

별로 별도의 검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2]. 이것은 

일반 으로 시험 트랜지스터 별로 별도의 Head 

Box와 Handler를 가지고 있으면서 Interface와 

Logic 부분도 모두 별도로 가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Head Box와 Handler를 합하여 

스테이션으로 부르기로 한다.

   일본 Tesec사 검사시스템의 경우에는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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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기능의 보드들

이 하나의 Head Box당 하나의 비율로 시스템에 삽

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하고 있는 것과 동일

한 검사 장치를 가진 Tesec 모델로는 971-TT/A와 

981-TT가 있다. 이 시스템들의 특징은 GPIB I/F 

보드를 Head Box당 하나씩 사용하여 하나의 PC로 

네 까지의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3].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하드웨어도 늘어나

므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제품으로는 Metamel의 SDT-2100과 

SDT-2200이 있다. SDT-2100은 하나의 검사시스템

에 해서 하나의 스테이션과 제어보드를 가진다. 

SDT-2200은 제어보드와 스테이션이 2개씩 있는 시

스템으로 특성 검사 속도를 높이기 해 체 시험 

과정을 2개로 나 어 시험한 후 결과를 합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델의 경우 결과 으로 두 

의 시스템이 하나의 트랜지스터 검사를 담당하는 것

이다[2].

3. 다  트랜지스터 특성 검사시스템의 개발

3.1 개발 방향  개발 환경

   개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두 가지 면에서 개

선한 시스템이다. 첫 번째 개선 방향은 하나의 시스

템에서 세 의 시험기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 의 제어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트랜지

스터를 검사할 수도 있고 동일한 트랜지스터를 동시

에 검사할 수도 있도록 하여 융통성을 높이도록 한

다. 두 번째는 제어보드의 공유이다. 스테이션은 검

사 상 트랜지스터 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당

연하지만 제어보드는 반드시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

다. 제어보드의 공유를 통해 시스템의 원가를 낮추

도록 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검사시스템별로 각각의 스테이

션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의 스테이션 

화면에 검사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이 경우 검사하

는 반도체의 종류가 같은 경우 검사 결과를 더하는 

기능도 있다.

   개발시스템은 Windows 98에서 Visual Basic 6.0

을 사용하여 개발하 다. 이 시스템에서 검사 가능

한 반도체의 종류로는 TRANSITOR, DIODE, FET

의 세 종류가 있다. 

3.2 시스템의 구성

    개발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모니터는 외부 상출력장치, 키보드와 마우스는 

입력장치, 린터는 외부 출력장치. LAN은 서버와

의 통신기능을 담당하고 COM1, COM2는 직렬 Port

로써 RS-232C 표 의 직렬 송을 담당한다. 검사정

보는 Backup 보드에 있는 별도의 메모리에 장되

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 다. Handler Interface는 세

의 검사기를 제어시스템과 연결시키기 한 보드

로 한 순간에는 단 한 의 스테이션만 시험을 하도

록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여도 검사 성능

에는 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실제 라

인에서는 로 이 트랜지스터를 기계 으로 분류․처

리하는 시간이 검사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하

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세 의 검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3 검사기 동시 제어 구

   세 개의 스테이션에서 검사한 시험 결과는 각각 

다른 시간에 시스템으로 송되어야 한다. 세 개의 

스테이션이 입출력 포트와 Backup 보드, 버스를 공

유하기 때문에, 동시에 시험 결과가 송된다면 정

상 인 처리가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 순간에는 

하나의 스테이션만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의 동시처리를 구 하기 해 우선순 가 지

원되는 토큰 교환 방식을 사용하 다. 토큰의 분배

는 토큰분배 서버를 두어 동시에 2개 이상의 스테이

션이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 다. 검사제어 

스테이션과 서버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가지도

록 하 으며, 이들 간의 통신은 소켓통신을 하도록 

하 다. 서버의 동작은 작업의 순서를 제어하는 것

으로 한정된다. 토큰 분배의 략 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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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스테이션은 서버에게 토큰을 요청하고 기

2) 토큰을 받은 스테이션은 시험을 시작하고 나머지  

   스테이션은 토큰을 기

3) 시험을 완료한 스테이션은 서버에게 토큰 반납

4) 의 과정을 반복

   서버가 토큰을 분배하는 원칙은 작업의 우선순

를 먼  고려하고 우선순 가 같을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토큰을 분배한다. 시험 환경  방법

을 설정하는 Maintenance 작업의 우선순 가 가장 

높으며, 시스템 체크, 수동검사,  자동검사의 순으로 

낮아진다.

3.4 검사 화면

   아래의 [그림 2]는 개발된 시스템의 메인 폼이다.  

메뉴에는 검사할 로그램을 삽입하거나 장, 시스

템 체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로그램 내의 

아이템 속성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며 유지 보수할 수 

있는 Maintenance 기능도 있다. Configuration부분

에서는 로그램의 각종 설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 2] SDT-2300 시스템의 메인 폼

VIEW DATA LOG는 테스트하는 동안의 로그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VIEW SUMMARY는 테

스트 후의 결과를 정리하여 볼 수가 있다. AUTO 

버튼은 공장에서 자동검사를 할 때 사용한다. 일반

으로 자동화에서 사용되는 로그램은 수동이 아

닌 자동이다. 이 시스템에서 사람이 직  마우스로 

TEST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수동검사라 하고 기계

으로 계속하여 테스트 하는 것을 자동검사라고 하

는데, 생산 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AUTO 버튼을 

른 후 Handler에서 스 치를 Auto로 조작해 놓으

면 된다.

3.5 검사 차

   이 시스템에서는 세 개의 반도체를 검사할 수 있

기 때문에 세 개의 스테이션에 각각 검사할 반도체

를 삽입한다. 그리고 Handler를 통하여 수동검사 내

지 자동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검사 시작 신호인 

STT, 테스트 완료를 의미하는 END, 양품인지를 

별하는 BIN 신호를 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Head 

Box에서 들어오는 반도체에 한 검사 정보와 핸들

러의 조작정보를 소 트웨어 인 검사를 거쳐 그 결

과를 검사 화면에 나타내게 된다. 한편 로그램 수

행 시 발생하는 각 반도체에 한 검사 정보는 별도

의 Backup Board에 기록하여 불시에 원이 꺼지더

라도 데이터는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시스템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6 검사 결과

[그림 3] 테스트 결과

   의 [그림 3]은 Head Box에 반도체를 삽입한 

후 특성 검사를 했을 때의 결과 화면이고 실험에 사

용된 트랜지스터는 K350 A1266이다. 여기서 BIN은 

검사한 반도체 소자가 양품인지를 단하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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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품일 경우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2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EST결과가 PASS이

면 [그림 2]의 TEST BIN 의  공란에 21이 기록

되게 된다. 반면에 양품이 아닐 경우 BIN은 그 원인

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 시스템의 물리 인 에 

오류가 있을 때는 BIN은 1(CONT)를 출력하고 설

류(leakage current)가 발생할 경우 5(leak), 포화

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sat)이 기록된다. 이 밖

에도 검사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 을 BIN 처리를 

통해서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쉽게 알려주도록 설계

되었다.   

   본 시스템은 세 개의 반도체를 동시에 검사한다. 

PC의 모니터 화면에 [그림 1]과 같이 검사 화면 세 

개가 동시에 떠 있는 경우이다. 각 스테이션 별로 

검사하는 반도체의 이름이 같을 경우 최종 검사 결

과란(Summary)에서 검사결과를 합할 수 있는 기능

이 나타난다. [그림 4]는 Station1과 Station2, 

Station3의 로그램 이름이 모두 같기 때문에 세 

스테이션의 검사결과를 합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란색으로 나타난 메뉴

가 그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의 이름이 같지 않을 경

우에는 합하는 기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4] Summary의 합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상용화되어 있는 트랜지스터 

특성검사기에 해서 살펴보고, 기존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하여 개발한 시스템을 소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동시에 세 의 검사기를 제어

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트랜

지스터를 검사할 수도 있고, 같은 종류의 트랜지스

터를 검사할 수도 있는 융통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기

존 시스템보다 훨씬 많아지고 원가가 낮아지므로 충

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세 의 검사기를 제어하여야 하므로 이들 

간의 동기화를 구 하기 한 방법으로 우선순 를 

지원하는 토큰 교환 방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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