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본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많은 반도체 벤더들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해 생산 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제조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로 진행된다. 메모리 공
장의 경우, 99%이상 자동화 되어있다[1],[2]. 그러나, 이러
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자
동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환경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시뮬레이터는 대규모 자동화 시스템처럼 멀티 에이전
트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메시지 버스에 기반한 방식을 
사용하여 쉽게 사용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였다. 구현한 
시뮬레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의의 이상을 발
생시키고, 그 환경에서 그 이상이 반영됨을 확인하였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 공정 특성을 
갖지만, 그 종류는 그림 1 처럼 8대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8대 공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메모리, 
CPU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공정 계획에는 여러 계측공정이 있고, 계
측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재진행을 하기도 한
다. 또, 공정이 점점 미세화 되면서 공정을 반복하여 진
행하는 작업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작업
이 발생되면서 이상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반도체 8대 공정 

2. 관련 연구

  반도체 생산 시스템에서의 이상을 감지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 되어왔다. 한 연구에서는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공정에서 병목에 의한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
레이션하는 연구가 있었다[5]. 이 연구에서는 병목 공정
에서 WIP이 많아지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싸이클 시간
이 길어지게 되므로, 이를 찾아 해소하는 것이 FAB공정
에서 싸이클 시간을 줄이는 핵심 방법으로 판단하여 시
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한 연구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예약 기법에 기반하여 Lot들을 설비에 디스패칭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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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6].
 하지만, 실제 자동화 시스템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를 가공하여 시뮬레이션하거나, 
특정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면, 복잡도가 증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들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3],[4].

3. 제안하는 시뮬레이터

3.1. 시뮬레이터 구조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라인의 생산 시스템을 시뮬레이
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조로 
되어있으며, 각 에이전트들은 주어진 역할을 하며 메시
지 버스를 통해 다른 에이전트와 통신 할 수 있다.

               그림 2.  시뮬레이터 구조

3.2. 에이전트

시뮬레이터내 에이전트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l Scheduler 에이전트 : DB 연결을 유지하여 생산 계획

을 체크하여 Lot을 투입한다. 메시지 버스를 통해 수
신시 해당 Lot의 State를 체크하고, 이를 진행할 적절
한 설비를 할당한다(Dispatch).

l Operator Agent : Lot을 설비에서 진행하게 한다. 
Scheduler Agent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상태를 체크
하고, Lot 진행을 관리한다.

l Eqp Agent : 설비를 관리하는데, Lot을 진행중인 설
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공정 시간을 만료되
면, Operator Agent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l Broker Agent : 동일 메시지를 여러 Agent에게 전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메시지를 분산시켜 재전달한다. 

l Logger : 모든 메시지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파일에 
저장한다. 이상이 발생하여 Trace가 필요한 경우,  
DB와 이 메시지 log 파일등을 이용하여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3. 메시지

 다음은 메시지 정의이다. 주소, body 모두 텍스트 기반
으로 되어있다.
                 

              표 1. 메시지 구성 요소

part description

subject
메시지 수신처.
해당 subject로 메시지 버스에 연결된
agent만 메시지를 수신한다.

DATA
전송되는 메시지의 본체.
다음 msgname, HDR, body 정보를 포함
한다.

msgname 메시지 명으로 전달하는 이벤트명을 나타
낸다.

HDR
메시지의 header로 unique한 sequence를
포함하여 request/reply의 pair를 유지할
수 있다.

body 전달하는 메시지의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은 주 메시지로 설비에 Lot을 투입할 때 발생하는  
메시지인 PUTIN과 PUTOUT이다.
l subject=SCLAB.ENG01.AGENT01, {DATA="PUTIN 

H D R = ( A G E N T 0 1 , A G E N T 0 2 , C C , 1 4 0 7 9 5 7 )  
LOTID=DBW014.1 EQPID=MIM311 PROCESSID=KDVG 
STEPSEQ=VG001260"}

l subject=SCLAB.ENG01.AGENT01, {DATA="PUTOUT 
H D R = ( A G E N T 0 1 , A G E N T 0 2 , C C , 1 4 0 7 9 6 8 )  
LOTID=MBL026.1 EQPID=ETM003 PROCESSID=KFVC 
STEPSEQ=VC001100"}

3.4. 스키마

 다음은 DB 스키마이다. Lot, 설비, 공정계획 등을 나타
낸다.

             그림 3. 시뮬레이터 ER 다이어그램

l SC_LOT : Lot 정보를 저장하고, Lot의 Step 등의 정
보를 제공한다.

l SC_LOT_WAFER : Wafer정보를 저장하고, SC_LOT과 
1:N의 관계를 갖는다.

l SC_LOT_PROP : Lot의 Attribute 정보를 저장하고, 
SC_LOT과 1:N의 관계를 갖는다.

l SC_TRANSACTION : Lot의 이력정보를 저장하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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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이력은 이 테이블에 남는다.
l PRODUCT : 제품 정보와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계획 정보를 포함한다.
l SC_PLAN : 공정계획을 저장하며, 공정(=STEP)간의 관

계를 정의한다.
l STEP : 공정 하나하나의 정보를 정의한다.
l EQUIPMENT : 설비정보를 저장하며, 설비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4. 구현 및 실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뮬레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시뮬레이터에서 진행한 Lot이 8대 공정을 반복적으
로 진행하는지와 시스템에 이상 발생시 생산량에도 변화
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4.1. 8대 공정 진행 평가

 이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Lot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lot의 이력을 SC_TRANSACTION에서 areaname순으로 나
타내어 그림 1의 8대 공정과 비교하였다.

          

   그림 4. 진행한 lot의 이력의 공정의 areaname

 그림 4는 한 Lot의 이력인데, 실제 공정 계획처럼 계측 
공정이 있음은 물론, 그림 1의 반도체 8대 공정이 포함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생산량 반영 평가

 다음으로는 시뮬레이터를 구동시킨 후 특정 시간에 전
산 이상을 발생시켰을 때, 실제 진행 양에도 반영이 되
는지를 실험하였다. 발생시킨 이상은 PHOTO 설비의 1/3
을 사용가능하지 않도록 equipment.state를 DOWN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 PHOTO area에만 영향을 줄까?
 다음 그림 5 결과 그래프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10분당 설비에서 진행되는 생산량(PutIn, PutOut)을 나타
낸다. 구분은 주공정의 areaname만을 나타낸다.

       그림 5. 이상 발생 후 생산량 변화

 10분간 생산량은 Photo기준 1200 Lot이었는데, 특정 시
점에 전산 정보를 오류로 변경시켜 이상을 발생시킨 경
우, 생산량이 2/3 정도 수준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단순히 이상이 발생한 PHOTO area에만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 다른 공정들에도 영향을 주어, 비슷한 비율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area별 이상 발생 전후 평균 생산 물량 변화

   

areaname 발생 전 발생 후 비율
PHOTO 1159 856 74%
CLN 262 161 61%
CMP 65 60 92%
DIFF 148 123 83%
ETCH 706 484 68%
IMP 430 272 63%
METAL 4 38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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