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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공정 흐름 예측 모델은 이상 탐지, 병목 탐지 등 다양한 용도에 유용

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 흐름 예측 모델을 위한 속성 집합을 탐색하였다. 공정에 관련된 다

양한 속성으로 인해 탐색 공간이 매우 넓어 계산 복잡도가 높으므로,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

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된 속성 조합에 대해 제조 공정 상

에서의 의미를 분석하여 예측 모델과 관련성이 높은 속성들이 선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반도체 제조 공정 흐름은 가공물인 wafer의 묶음인 

lot이 제조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공되는지를 

나타낸다. 그래프로 표현된 공정 흐름 데이터는 

종합적인 공정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 설비를 노드, lot이 이동한 경로를 엣지로 

표현하고 단위 시간 당 각 엣지를 지나간 lot의 수를 

표시하면 병목 구간에서 시간 당 lot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 관리자가 병목 현상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공정 흐름 그래프는 공정 흐름에서 이상(anomaly)이 

의심되는 구간을 탐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전 

연구[1]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예측된 공정 흐름 그래프와 실제 공정 흐름 

그래프를 비교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에서 이상 탐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그림 1). 
 공정 이력에서 lot들의 공정 경로 구성 
 각 lot의 경로를 예측한 다음 그래프 병합 

(엣지에 해당 엣지가 포함되는 lot들의 비율을 저장) 
 각 lot의 실제 공정 경로를 그래프 병합 
 예측 경로 그래프를 실제 경로 그래프와 비교 
 차이가 큰 엣지를 이상 의심 위치로 표시 

 
그림 1. 그래프 마이닝 기반 공정 흐름 이상 탐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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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에서는 예측 그래프의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각 lot의 경로를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 도메인에 

적합한 모델과 적절한 속성 집합을 선택해야 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포함된 다양한 속성 중 예측 

모델의 정확도에 기여하는 속성 집합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1]의 

연장선에서 예측 모델을 위한 속성 집합을 탐색하였다. 

넓은 탐색 공간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2]을 사용하였고, 선택된 각 속성의 공정 

내에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2. 관련 연구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상 탐지 연구는 공정 

센서 계측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많았다. 한 

연구[3]에서는 속성 선택 방법으로 PCA, 탐지 방법으로 

kNN을 사용하였다. 다른 연구[4]에서는 spline 

regression과 SVM을 사용하였다. 
반도체 제조 공정 흐름의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이전 

연구[1]에서는 공정 흐름 예측 모델을 사용해 예측된 

공정 흐름과 실제 공정 흐름을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만 속성 선택 방법과 선택된 속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 
 

표 1. 공정 속성 

 

3. 방법 
3.1. 공정 이력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공정을 모사한 멀티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5]에서 생성된 공정 이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공정 이력은 19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각 속성의 의미는 표 1에 설명되어 있다. 
공정 단계 진행 도중, 또는 완료 후 Activity가 

결정되며, 공정 이력의 StepSeq와 Activity에 따라 다음 

공정 단계가 결정된다. Activity 속성은 모델의 예측 

목표값인 동시에 과거 공정 단계를 결정한 요인이므로, 

과거 이력의 Activity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3.2. 예측 모델을 통한 lot 경로 예측 
예측 모델을 사용해 lot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2). 
 공정 이력으로부터 lot 공정 경로 구성 
 moving window 사용해 예측 모델 입력 데이터 생성 
 예측 모델에 입력해 예측 Activity 출력 
 경로의 마지막 StepSeq와 예측된 Activity를 조합해 

테이블에서 다음 공정 단계 조회 
 Lot 예측 경로에 다음 공정 단계 추가 

 

그림 2. 예측 모델을 통한 lot 경로 예측 
 
3.3. 예측 모델 
예측 모델은 lot의 이전 공정 경로를 입력 받아 다음 

Activity를 예측한다. 실험에서는 random forest를 예측 

모델로 사용하였다. moving window 방법으로 이전 10개 

공정 이력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후, 평가 데이터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3.4. 유전 알고리즘 
속성 탐색은 Algorithm 1과 같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자형은 19개 비트 각각이 각 속성의 

속성 명 설명 
Activity 공정 단계 완료 결과 
AreaName 공정 종류 (포토, 식각 등) 
Category 공정 구분 (메인 / 계측 공정) 
EqpType 공정 설비 종류 
InLocation 가공이 진행되는 설비 
LayerID 반도체 가공 레이어 번호 
NextStep 정상적인 완료 이후 다음 공정 단계 
OperID Activity 결정 주체(agent 또는 규칙) 
PreStep 이전 공정 단계 
ProcessID 제품 ID 
ProcessingStatus 공정 진행 중 여부 
Qty 검사 대상 wafer 수 
Recipe 공정 가공 방법 ID 
ReworkEndStep 재가공 마지막 공정 
ReworkFlag 해당 단계에서 재가공 진행 여부 
SkipRule 공정 skip 규칙 ID 
SkipRuleDesc skip 규칙 
SlotID 검사 대상 wafer 번호 
StepSeq 제조 공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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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여부를 표현하는 비트 인코딩을 사용하였다. 

fitness로는 각 유전자형이 선택한 속성으로 학습시킨 

모델의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가장 fitness가 높은 개체 1개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새로 

생성하도록 하였다. 부모 유전자형은 상위 특정 비율 내 

개체의 유전자형을 랜덤하게 선택해 사용하였다. 진화 

연산자로는 다음과 같이 변이와 교차를 사용하였다. 
 유전자형 변이 

new gene ← parent ∨ mask 
 유전자형 교차 

new gene ← (parent1 ∧ mask) ∨ (parent2 ∧ ¬mask) 
 

Algorithm 1 GA attribute selection 
Input: Population size, Generation size 
Output: Attributes with the best model accuracy 
 parents ← [] 
1: for gen = 1 to size(population) do 
2:   population ← InitializePopulation(parents) 
3:   fitness ← Evaluate(population) 
4:   Sort population by number of bits and fitness 
5:   parents ← top k population 
6: end for 
7: return best individual in population 

 
4. 실험 몇 결과 분석 
실험에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생성된 13,626개 

LotID의 공정 이력 1,357,687개가 사용되었다. 
각 세대의 개체 수를 100개로 설정하여 100세대에 

걸쳐 유전 알고리즘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세대 내 

최대 정확도 변화를 나타낸다. 모델 정확도는 초기에 

빠르게 증가한 후, 크게 변화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약간씩 증가하였다. 100세대 진행 후 가장 좋은 

유전자형 속성을 사용한 예측 모델 정확도는 약 

89.62%였다. 

 
그림 3. 세대 내 최대 정확도 변화 

최종적으로 선택된 속성 집합은 AreaName, Category, 

EqpType, NextStep, SkipRuleDesc 5개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공정 내에서 각 속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AreaName: 포토(photo), 식각(etching) 등 반도체 

공정 종류를 의미. EqpType의 상위 개념. 

AreaName에 따라 EqpType에 포함되는 설비 수가 

다른데, 그에 따라 공정 흐름의 분기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AreaName이 이런 특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qpType: 각 공정 내의 가공 설비 종류를 의미. 

예를 들면 포토 공정 내의 메인 감광 설비와 여러 

가지 계측 설비들. EqpType은 물리적인 가공 설비의 

상위 개념으로 각 공정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측 모델과의 연관성 또한 높음. 
 Category: EqpType 내 각 설비 종류가 제조 

설비(P)인지 계측 설비(M)인지 구분. 공정 효율성을 

위해 lot 일부에 대해 계측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즉, Activity가 SkipStep) Category 속성이 

이런 흐름을 직접적으로 구분함. 
 NextStep: 공정 단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Activity가 TrackOut으로 결정된 경우 진행할 다음 

단계를 의미.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대부분으로, 실험 데이터에서도 TrackOut의 

비율이 높아 NextStep과 다음 단계의 연관성이 높음. 
 SkipRuleDesc: 계측 단계 skip 규칙을 나타내는 속성. 

SkipStep과의 관련성 높음.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해 반도체 제조 

공정 흐름 예측 모델을 위한 속성 집합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탐색 결과 5개 속성이 선택되었으며, 

이전 연구에서 선택된 속성도 일부 선택되었다. 선택된 

각 속성을 분석해 예측 모델과 관련성이 높은 속성들이 

선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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