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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품질과 생산성을 고려한 자동 계측 샘플링 방법

An Auto Metrology Sampling Method Considering Quality and Productivity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신 명 구†․이 지 형* 

(Myung-Goo Shin․Jee-Hyung Lee)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n automatic measurement sampling method for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The method recommends sampling rates using information of process capability indexes and production 

scheduling plan within the restricted metrology capacity. In addition, it automatically controls the measurement WIP 

(Work In Process) using measurement priority values to minimize the measurement risks and optimize the measurement 

capacity. The proposed sampling method minimizes measurement controls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and improves the fabrication productivity via reducing measurement TAT (Turn Around Time), while guaranteeing the 

level of process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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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본 집약 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해서 설비 기술  생산 기술 분야에서 많은 투자와 활발

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자인 룰이  미

세해지고 반도체 공정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되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해서 생산 공정을 진행한 

후에 그 제품이 올바르게 생산된 것 인지 확인하기 해서 

계측을 진행한다. 계측은 반도체 공정에서 요한 로세스 

 하나이나. 왜냐하면 계측 결과는 재 반도체 칩의 품질 

수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 수 을 반 하기 때문이

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모든 Lot(공정 진행을 효율 으로 

하기 해서 웨이퍼(wafer) 여러 장을 묶어서 진행하는 단

, 보통 25매)에 해서 생산 공정을 진행할 때 마다 100% 

비율로 계측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제품 는 

설비를 빨리 찾아내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인 측

면으로는 가장 이상 인 계측 샘 링 방법이다. 하지만 

100% 비율로 계측을 운용하게 되면 계측 공정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인해 생산성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품질 측면과 생산

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최 의 계측을 운 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계측 샘 링 방법들이 필요하다. 

기존에 진행된 계측 샘 링 방법에 한 연구로 계측 비

율을 조정하는 방식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정  

계측 샘 링 방식은 미리 어떤 방식으로 계측할 Lot을 선택

해서 계측할 지를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 생산 

공정을 진행한 Lot의 계측 여부를 결정하여 계측을 주기

으로 하는 방법이다[1][2][3]. 정  계측 샘 링 방식은 미리 

정해진 계측 비율 로 계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산량이 증가 하거나 계측 용량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성이 하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정  계측 

샘 링 방식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상

의 여러 가지 변동을 고려해서 동 으로 계측 비율을 조정

하는 동  계측 샘 링 방식에 한 연구도 있었다

[4][5][6][7]. 동  계측 샘 링 방식은 어떤 인자를 고려하여 

계측 비율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지 규칙을 정해서 구

하는 것이 어렵고, 어떤 인자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다른 계측 샘 링 방법에 한 연구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

서 발생하는 변경 을 고려하여 안정화 구간에서는 계측 

비율을 이고, 변경 이 발생하면 계측 비율을 높이는 방

식에 한 연구도 있었다[8]. 이 방식은 변경 이 발생하면 

계측을 강화하여 험 요소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계측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잦은 변경 이 발

생하게 되면 계측 비율의 증가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 이 있다.

기존에 연구된 계측 샘 링 방법들은 계측 용량과 생산량

에 한 가정 없이 통계 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측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운용 가능한 계측 용량을 과하여 

생산성이 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한, 생산량의 증가 

는 일부 계측 설비의 문제로 인하여 일시 으로 계측 과

부하 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 과 방

법이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에 의한 계측률 조정으로 생산 

효율이 나빠질 수 있고, 임의 으로 계측 상이 되는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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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어하여 품질 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제한된 계측 용량 

내에서 품질 측면과 생산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합한 

계측률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Lot 별로 계측과 연 된 지표

로 계측 험도 값을 정량화 하여 계측 재공을 자동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법에 해서 제안

하 다. 

2. 기존 계측 샘 링 방식의 한계

본 장에서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실제 사용 인 계측 

샘 링 방식에 해 분석함으로써 재 계측 샘 링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목표에 해서 기술한다.

2.1 계측 샘 링 주기 자동 계산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생산 설비의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 

하기 해서 설비 기  계측 샘 링 방식을 사용한다. 설비 

기  계측 샘 링이란 생산 설비, 공정 별로 샘 링 주기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Lot수를 카운트하여 샘 링 주기에 해

당하는 Lot에 해서만 주기 으로 계측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모니터링이 많이 필요한 설비, 공정에 해서

는 샘 링 주기를 짧게 설정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샘

링 주기를 길게 설정하여 계측 샘 링 비율을 조 한다. 

를 들어 계측 샘 링 주기를 5라고 설정하게 되면 5개의 

Lot을 진행할 때 마다 1개의 Lot을 계측하는 것으로 20%의 

계측 샘 링 비율이 되는 것이고, 계측 샘 링 주기를 10으

로 설정하게 되면 10개의 Lot을 진행할 때 마다 1개의 Lot

을 계측하는 것으로 10%의 비율로 계측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반 으로 계측 샘 링 주기에 한 설정은 각 공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반도

체 생산 라인에서는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

고, 각 제품별로 수백 개 이상의 생산 공정과 계측 공정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각 생

산 설비, 공정 별로 합한 샘 링 주기를 계산하여 설정하

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 신규 제품을 투입하여 

생산하게 되면 기에 해당 제품의 품질 수 을 검증하기 

해서 추가 인 계측을 많이 하게 되므로 이에 맞춰서 기

존에 생산되던 제품의 계측 비율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측 비율의 설정을 엔지니어가 제 로 하지 않으면 

계측 비율의 증가로 생산성이 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엔지니어의 개입 없이 체 라인의 계측 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생산 설비, 공정 별로 합한 계측 

샘 링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2 계측 과부하를 고려한 계측 재공 제어

각 생산 설비 별, 공정 별로 합한 계측 샘 링 주기를 

계산하여 계측 공정을 운 하더라도 실제 반도체 라인의 생

산 환경에서는 일부 계측 설비의 문제, 그리고 생산 계획의 

변화로 계측 재공이 일시 으로 증가하는 상이 발생한다. 

한, 설비 기  계측 샘 링과는 별도로 엔지니어 는 공

정 분석 시스템들에 의해서 추가 으로 계측해야 되는 Lot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측 재공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 게 계측 용량에 비해서 계측 재공이 많아지

는 계측 과부하 상이 발생하면 계측 공정에서 기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결과 으로 생산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측 과부하 상을 해결하기 해서 엔지니어가 

계측을 하기 해 기 인 Lot들 에서 일부를 다음 생

산 공정으로 이동시키거나, 계측 과부하가 발생된 공정에 

한 계측 샘 링 주기를 조정하여 계측 재공을 제어한다. 하

지만, 계측 기 인 Lot들 에서 어떤 Lot을 선택해서 

다음 생산 공정으로 이동시킬 지에 한 기 이 없이 엔지

니어의 임의 인 단에 의해 계측 재공을 제어하기 때문에 

일부 설비에 한 계측 검증이 지연되어 해당 설비에 한 

험도가 상 으로 높아질 수 있고, 반드시 계측이 되어야 

되는 Lot을 계측하지 않아서 품질 인 이상이 늦게 발견되

는 문제 이 있다. 실제 라인에서 이러한 계측 과부하 상

으로 엔지니어에 의해 임의 으로 계측을 하지 않은 Lot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체 계측 상 Lot 에서 10% 정도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측 상이 되는 

Lot별로 계측에 한 우선순 를 정해놓고, 계측 과부하 

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 에 의해 계측 재공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식

본 장에서는 앞 장의 기존 자동 계측 샘 링 방식이 가지

고 있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한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안에 해서 기술한다.

3.1 계측 용량과 공정능력을 고려한 계측률 자동계산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계측 용량에 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생산 설비, 공정 별로 설정된 계측 샘

링 주기에 의해서 계측으로 지정되어 오는 Lot수는 실제 

계측 진행 가능한 Lot수를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

본 으로 각 제품 별, 설비 별, 공정 별 합한 계측률을 계

산하기 해서는 체 계측 용량이 하게 분배될 수 있

도록 각 생산 설비, 공정 별로 계측 샘 링 주기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공정이 불안정한 설비의 경우에는 품질 인 문

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지 않은 설비에 비해

서 계측을 더 자주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 

용량과 설비의 공정능력을 고려하여 각 제품 별, 설비 별, 

공정 별로 합한 계측률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제품 별, 설비 별, 공정 별로 계측 용량과 공정능력을 

고려해서 합한 계측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계측 용량을 산출하는 단계와, 산출된 계측 용량을 계

측 조건 별로 할당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할당된 계측 용량

로 계측이 진행되도록 계측률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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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측률 자동 계산 방법

Fig. 1 Auto calculation method of measurement rate

계측 용량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계측 설비군 별로 나

어 산출하는데, 하나의 계측 설비에서 여러 계측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측 설비의 용량을 산출하기 해서는 먼

 각 계측 공정 별로 이 에 진행한 Lot들의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평균 ST(Standard Time)를 계산해야 한다. 

ST(Standard Time)는 Lot이 계측 설비에서 Loading 되고 

Unloading 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실제로 계측이 완료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각 계측 설비 별로 계산한 

평균 ST와 계측 설비의 상 가동률을 이용하여 계측 설비 

별로 진행 가능한 Lot수를 계산한다. 계측 설비 별로 계산

된 진행 가능한 Lot수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계측 설비군 

별로 집계하여 계측 설비군 별 계측 용량을 산출한다.

계측 설비군 별로 산출된 계측 용량을 계측 조건 별로 할

당하기 해서 각 계측 조건 별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할당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 다. 먼 , 계측 공정과 연결된 생산 

공정 별로 이 에 진행한 Lot들의 생산 이력 데이터와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성 측면에서의 각 생산 설비, 공정 별 

할당 비율을 계산한다. 그리고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시스템에서 이 에 진행된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공정능력지수(Cpk)와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품질 측

면에서의 각 생산 설비, 공정 별 할당 비율을 계산한다. 앞

에서 계산된 생산성 측면에서의 할당 비율과 품질 측면에서

의 할당 비율을 조합하여 각 계측 조건 별 계측 용량 할당

량을 계산한다. 

최종 으로 계측 조건 별로 할당된 계측 용량 로 실제 

계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 단계에서 계산한 각 계측 조건 

별 계측 용량 할당량과 생산 계획을 이용하여 각 제품 별, 

설비 별, 공정 별로 합한 계측률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결

정한다.

3.2 Lot별 계측 우선순  값 계산

앞장에서 기술하 듯이 계측 용량과 공정능력을 고려하여 

각 제품 별, 설비 별, 공정 별로 합한 계측률을 계산하여 

계측 공정을 운 하더라도 실제 반도체 라인의 생산 환경에

서는 계측 재공이 일시 으로 증가하여 계측 과부하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측 과부하 상이 발생할 경우 

계측 재공을 제어할 수 기 으로 Lot별로 계측과 연 된 지

표로 계측 우선순  값을 정량화 하 다. Lot별 계측 우선

순  값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       (1)

식(1) 에서 K는 각 제품, 생산 설비, 생산 공정 단 로 설

정된 계측 샘 링 주기 값이고, Score는 생산 공정과 연결

된 계측 공정에서 계측이 수행된 이후에 생산 설비에서 진

행한 Lot수이고, Counter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계측 공정

에서 계측이 수행된 이후에 생산 설비에서 진행된 Lot의 순

서이다. Lot별 Lot Value는 Lot이 생산 공정을 진행하기 직

에 Lot별로 계산하고, Lot이 계측 공정에서 계측이 수행

하게 되면 Score와 Counter가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계측 

조건을 가지는 모든 Lot들의 Lot Value를 재계산 해 다. 

를 들어 설비 두 에서 5개의 Lot을 각각 3개, 2개 나

어 진행하 다면 Lot별 Lot Value는 표 1과 같이 계산 된

다. 만약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진행했던 Lot인 L001이 계측

을 수행하게 되면 표 2와 같이 동일한 설비에서 진행한 Lot

들에 해서만 Lot Value를 재계산해 다.

표   1  Lot별 Lot Value 계산

Table 1 Lot by Lot Value calculation

설비 Lot K Score Counter Lot Value

EQ1 L001 5 3 1 80

EQ1 L002 5 3 2 100

EQ2 L003 10 2 1 30

EQ1 L004 5 3 3 120

EQ2 L005 10 2 2 40
 

표   2  Lot별 Lot Value 재계산

Table 2 Lot by Lot Value recalculation

설비 Lot K Score Counter Lot Value

EQ1 L001 5 0 0 0

EQ1 L002 5 2 1 60

EQ2 L003 10 2 1 30

EQ1 L004 5 2 2 80

EQ2 L005 10 2 2 40
 

계측을 수행하지 않으면 생산 공정을 진행할 때 마다 

Counter와 Score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생산 공

정을 진행한 Lot들의 Lot Value는 올라가게 되고, 계측을 

수행하게 되면 연결된 생산 공정에 한 검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단하여 Counter와 Score를 계측이 수행된 Lot의 

Counter만큼 낮추어 주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 공정을 진행

한 Lot들의 Lot Value는 낮아지게 된다. Score는 생산 설비 

측면에서 계측을 지속 으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험도

를 반 하는 변수이고, Counter는 Lot측면에서의 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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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는 변수이다. Lot의 Lot Value가 크면 클수록 해당 

Lot을 계측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품질 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3.3 Lot Value를 기반으로 한 계측 재공 자동 제어

그림 2는 앞 에서 Lot별로 계산한 Lot Value를 기반으

로 계측 재공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계측 재공 자동 제어 방식

Fig. 2 Auto control method of measurement WIP

그림 2에서와 같이 생산 설비에서 생산 공정을 진행한 

Lot이 계측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측 공정으

로 이동하여 계측을 진행하고, 계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측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생산 공정을 진행하기 

해 이동되기도 한다. 생산 공정과 연결된 계측 공정에서 

계측 진행 여부는 Lot이 생산 공정을 진행하기 해 설비로 

들어가는 시 에 해당 Lot의 제품, 생산 설비, 생산 공정 조

건에 등록되어 있는 계측 주기와 Lot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결정 된다. 일반 인 상황에서는 계측으로 지정된 Lot들은 

정상 으로 계측 공정으로 이동하여 계측을 진행하지만, 계

측 공정의 과부하 상이 발생하게 되면 계측으로 지정된 

모든 Lot들을 계측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계

측으로 지정된 Lot이 생산 공정을 진행하고 설비에서 나오

는 시 에 계측 공정의 부하율을 확인하여 계측 진행 여부

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때, Lot별로 계측 진행 여부를 결

정하기 해서 Lot Value를 사용한다. 

계측으로 지정된 Lot이 계측 공정으로 이동하기 에 계

측 부하율과 계측 험도를 확인하여 계측을 진행하지 않도

록 함으로써 계측 공정으로 유입되는 재공을 제어할 수 있

다. 하지만, 계측 공정에 기 인 Lot이 많은 상태에서 일

부 계측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해당 계측 공정의 용량이 

어든 경우에는 계측 공정에서 계측을 하기 해서 기 

인 재공을 제어할 수 있어야 계측 과부하 상을 빨리 해

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Lot이 계측 공정을 진행하고 설비

에서 나오는 시 에 계측 공정의 과부하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계측 공정에서 기 인 Lot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은 Lot Value를 기반으로 계측 유입 재공과 계

측 기 재공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순서도로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3 계측 재공 자동 제어 순서도

Fig. 3 Auto control flowchart of measurement WIP

그림 3에서와 같이 Lot이 계측 공정을 진행하고 설비에서 

나오는 시 에 해당 계측 공정에서 기 인 Lot에 해서 

계측 공정의 과부하 여부와 Lot Value를 확인하여 계측 

기 재공을 제어하고, 계측으로 지정된 Lot이 생산 공정을 

진행하고 설비에서 나오는 시 에 계측 공정의 과부하 여부

와 Lot Value를 확인하여 계측 공정을 진행하거나 다음 생

산 공정으로 이동시켜서 계측 유입 재공을 제어한다.

4. 시뮬 이션 평가  용 결과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품질과 생산성을 고려한 

자동 계측 샘 링 방식을 평가하기 해서 시스템 용 이

에  먼  테스트 시스템을 구 하 고, 반도체 생산 라인

에서 진행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 이션을 진행하

여 기존 계측 샘 링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평

가하 다. 평가를 해서 계측 TAT(Turn Around Time)와 

험도(Wafer-At-Risk)를 각각 생산성 측면과 품질 측면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로 사용하 다. 계측 TAT는 계측 공정

에서 기하는 시간과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한 계측에서 소

요되는 체 시간이기 때문에 계측 TAT가 길면 그 만큼 

생산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험도는 생산 설비에서 계측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진행된 평균 Lot수이기 때문

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생산 설비에서 이상이 발생했

을 때 품질 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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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고려한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식을 실제 반

도체 생산 라인에 용한 이후 나타난 개선 결과를 설명한

다.

4.1 시뮬 이션 평가

 테스트 시스템에서 시뮬 이션 평가를 해서 실제 반도

체 생산 라인에서 진행 물량이 많은 상  4개 제품의 3개월

간의 진행한 데이터를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자

동 계측 샘 링 방식으로 계측률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시뮬

이션 하여 계측 TAT와 계측 험도를 평가하 다. 표 3

은 테스트 시스템에서 시뮬 이션 한 결과를 기존 계측 샘

링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표   3  자동 계측 샘 링 시뮬 이션 평가

Table 3 Simulation estimation of an automatic measure 

sampling

구분 제품명 계측률
평균 

계측TAT

평균 

험도

기존 

방식

제품 A 13.2% 5.2 23.1

제품 B 28.3% 14.7 8.3

제품 C 14.1% 5.1 25.1

제품 D 11.4% 4.9 28.3

개선 

방식

제품 A 13.3% 2.7 17.3

제품 B 16.2% 5.1 8.4

제품 C 13.9% 2.9 17.2

제품 D 11.6% 2.4 18.1

시뮬 이션 평가 결과 평균 계측률은 신규 제품인 제품B

를 제외하고는 체 으로 기존 계측 샘 링 방식과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계측 TAT는 기존 비 56%가

량 감소하 고, 평균 험도는 28%가량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제안한 자동 계측 샘 링 방식이 

계측 TAT를 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평균 

험도 값을 낮추어 품질 수 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규 제품인 B의 경우에는 평균 계측 TAT가 

기존 비 75% 가량 감소하여 생산성 측면에서 많은 향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2 시스템 용 결과

그림 4는 실제 반도체 라인에 용 결과 라인의 일별 재

공의 변화를 도식화 한 것이다. 란 선은 생산 재공의 변

화를 나타내고, 막 그래 의 아래쪽은 계측 재공을 쪽은 

계측 기 재공을 나타낸다.

용 이후에 실제 계측 재공의 변화는 었으나, 계측 

기 재공은 기존 비해서 약 16% 감소하 다. 특히 계측 유

입 재공과 기 재공을 Lot Value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

어해 으로써, 라인의 생산 재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

측 기 재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새

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식이 계측 기 시간을 감소시켜 

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용 후 일별 재공의 변화

Fig. 4 Application before and after the daily change of WIP

그림 5는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식의 용 후 나

타난 효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5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식의 효과

Fig. 5 Effects of a new automatic measure sampling method

용 과 비교해서 평균 계측 TAT가 60%가량 단축되

었고, 평균 험도는 23% 가량 감소하여 생산성은 높이면서 

품질 수 은 향상시키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 

용 이후에 작업자에 의한 임의 인 계측 Lot제어가 거의 발

생하지 않아 작업자의 잘못된 단으로 인한 품질 사고의 

가능성도 감소하게 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품질과 생산성 측면

을 동시에 고려해서 최 의 계측 샘 링 수 을 결정하고 

계측 재공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법을 제안하 다. 반도체 라인에서 제한된 계측 환경 하

에서 최 의 계측 운용을 하기 해서 계측 설비의 성능과 

설비 효율을 바탕으로 계측 용량을 산출하고 품질 수 과 

생산 정보를 기반으로 계측 용량을 최 으로 할당할 수 있

는 계측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 다. 한 품질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계측 우선순  값을 정량화 하여 이

를 기반으로 계측 재공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측 과부하 발

생 시 계측 재공을 자동으로 제어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작업자에 의한 임의 인 계측 Lot제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 품질 사고의 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 다. 제안한 새로운 자동 계측 샘 링 방법은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 용 되었으며 용 결과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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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를 단축시킬 수 있었고 제한된 계측 용량 내에서 품질

인 측면과 생산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 인 계측 

재공을 운용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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