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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비정상적인 공정 흐름 모니터링 하는 공정 예측 모델을 제안한
다. 반도체 라인은 동시에 생산중인 Lot들이 많고, 자동화 시스템은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공정 관리자가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사용하여 Lot별 공정 특성을 추
출하고 연관 관계를 활용하여, 관리자가 문제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Lot별 공정 흐름을 예측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250만건의 실험 simulated 데이터를 사용하여 Top1은 63%, Top2는 92%의 정확도로 다
음 Activity를 예측하였고, 다른 기계 학습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반도체 제조 공정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 공정 특성을 
갖지만, 그 종류는 그림 1처럼 8대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8대 공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메모리, CPU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  1. 반도체 8대 공정 

실제 공정 계획에는 여러 계측공정이 있고, 계측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재진행을 하기도 한다. 공정이 점점 
미세화 되면서 공정을 반복하여 진행하는 작업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작업이 발생되면서 이상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 미세화 
한계로, TSV나 3D 형태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공정이 더 
복잡해진 반면에 계측은 비용이슈로 매번 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에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영향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비정상적인 공정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Lot의 공정 흐름을 예측 할 수 있으면, 이상 현상이 
발생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인 공정 예측 모델을 
설명한다. 4장은 실험, 5장은 결론이다. 
 
2. 관련 연구 
반도체 같은 자동화 도메인에서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것은 

중요한데,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처럼 이상현상을 탐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네트워크 침입, 장애[1], 건강보험 사기[2], 
통신 사기전화[3]를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도메인에서의 이상 현상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나 부작용과 같은 드문 사건 등으로 정의했다. 
네트워크 도메인에서의 이상 현상 탐지를 보면, 매 주어진 
시간마다 해당 네트워크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전 상태와 비교하면서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해당 네트워크가 이전과 동일한 트래픽을 유지하므로,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태가 이전과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4],[5]. 

 하지만, 자동화 도메인의 경우, 여러 설비에서 여러 
오브젝트를 진행하며 운영이 되는데, 같은 설비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어, 만약 공장에서 생산중인 제품에 
수량변화가 발생하면, 실제 생산량과 그로 인한 데이터에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도메인의 경우, 위 네트워크에 
적용된 이상 현상 탐지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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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3.1. 입력 데이터 

Lot 데이터에서 다음을 입력데이터로 선정했다.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생산 대상인 Lot의 이력 데이터로 이상을 탐지할 
것이며, 여러 테이블과 조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7]. 

표 1. Lot 데이터 

Field Description 

TXNTIMESTAMP 이력 발생 시간 

TXNSEQUENCE 시스템의 unique한 key 

LOTID 사용자 정의 Lot 구분자 

ACTIVITY 이력의 이벤트 타입. 

PROCESSID lot의 대표 계획 구분자 

STEPSEQ TrackIn이 발생한 공정 

LAYERID 공정이 포함된 레이어 

AREANAME 공정 진행 위치 명 

EQPTYPE 설비의 공정 타입 

 
표 2. Feature 변환 

STEPSEQ LAYERID AREANAME EQPTYPE VALUE 

A100 1 PHOTO EQP1 19 

A110 1 IMP EQP2 20 

A120 1 ETCH EQP3 21 

A130 1 DIFF EQP4 22 

 
표 3. Activity 전처리 

Activity VALUE 

AllRework 1 

PartialRework 2 

Sample 5 

SkipStep 6 

TrackOut 8 

 
표 4. 입력 데이터 예 

ABC.1 201711010930 
State 33 62 30 .. 

Action 8 8 6 .. 

 
정의한 Lot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 이는 
위 데이터 중 시간에 따른 이력 sequence에서 feature와 label 
형식으로 변경하는것이다. Layerid와 AREANAME, EQPTYPE을 
feature 집합으로 지정하고, 유일한 번호를 할당해서 feature로 
정의하고, 각 Activity에도 유일한 번호를 할당해서 label로 
정의하였다. 
표 4는 Lot 데이터의 한 예이다. 33번 state에서 8번 action을 
취하면 62번 State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8번 Action을 

위하면 30으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그림  2. 인코딩 예 
 

 
그림  3. 예측 모델링 

 
3.2. 예측 모델 

Activity 예측 모델은 개별 lot 공정 이력으로부터 다음 
Activity를 예측한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이전 이력에 영향을 
받아 다음 Action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 고려를 해야 
한다. 진행 이력의 길이가 다른 Lot에 대해 예측 모듈의 입력 
정형화하고, 공정단계 시퀀스로부터 Lot고유의 벡터 추출, 
양자화 즉, 공정단계 번호 간의 산술적인 관계 제거해야 한다. 
그림 2는 이 작업을 한, 몇 개 Lot에 대한 결과인데, 세로축은 
State번호이며, 가로축은 이력 순서이다. 이렇게 Lot 이력을 
정리한 후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 할 것이다. 수식 
(1),(2)에서 간단한 오토 인코더를 구성하여 차원축소 기법을 
이용하여 100차원의 백터 x, z를 통해 15차원의 y를 얻는다. 

 𝑧𝑧 = 𝑔𝑔(𝑦𝑦) = 𝑠𝑠(𝑊𝑊′𝑦𝑦 + 𝑏𝑏′) (1) 

 𝑦𝑦 = 𝑓𝑓(𝑥𝑥) = 𝑠𝑠(𝑊𝑊𝑥𝑥 + 𝑏𝑏) (2) 

Convolution layer에서는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는데, 학습된 

필터와 합성곱으로 유효한 정보를 필터링한다. 수식 (3)에서 

벡터 cijl은 m ∗ m크기의 가중치벡터 w와 이전층  출력 값 yl−1

에  대해  수식  (3)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여  Feature를 

추출하게 된다. 

 𝑦𝑦𝑙𝑙 = 𝑐𝑐𝑖𝑖𝑖𝑖𝑙𝑙 = Σ𝑎𝑎=0𝑚𝑚−1Σ𝑏𝑏=0𝑚𝑚−1𝑤𝑤𝑎𝑎𝑏𝑏𝑦𝑦(𝑖𝑖+𝑎𝑎)(𝑖𝑖+𝑏𝑏)
𝑙𝑙−1  (3) 

이렇게 추출된 특징을 이전 공정 단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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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ction 예측에 사용되도록 LSTM을 사용한다. 

 
그림  4. 윈도우 사이즈별 정확도 

 

 
그림  5. 정확도 비교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예측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시뮬레이터에서 2017.8.18 01:00 ~ 2017.8.21 01:21 총 72시간 
21분 사이 진행한 Lot이 8대 공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26,202건의 Lot 데이터를 얻었다. Sequence까지 고려하면 
250만건이며, 다른 예측 기법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은 Early Stopping을 적용하면서 500회 반복 진행하였다. 

Lot의 다음 Activity를 예측할 때, 몇 개의 이전 이력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지를 실험 진행하였다. 그림 4. 처럼 
윈도우 사이즈가 50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한 
Layer의 공정 개수가 50여서로 추정된다. 또한 다른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모델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냄을 
보였다. 
이는 공정 간의 Feature를 CNN을 통해 추출하고 LSTM을 

통해 Feature간의 관계를 통해 다음 예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인식 분석에서 그림 6처럼, 색칠한 부분은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경우인데, 이는 설비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

인다. 비즈니스 룰에서 Lot의 이력이 아닌 설비의 

CHECKCOUNT에 따라 AllRework, PartialRework이 결정되는데, 

이 때문에 두 Activity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그림  6. 오인식 분석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생산 시스템에서의 이상을 검출하기 

위한 Lot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공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

해 Lot 데이터에 제안하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다음 진행할 

Activity를 예측하였다.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Top1은 63%이지

만, Top2는 92%의 정확도로 다음 Activity를 예측하였고, 다른 

기계 학습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인식 분석을 통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비 

의존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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