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웨이퍼에 결함이 있으면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오

류가 발생하여 생산 공정이 정지하고, 회사는

Capacity와 Yield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200mm 웨이퍼 생산 공정에는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Crack과 Chip 등이 불특정하게 발생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장에서 300mm 웨이퍼로의 공정

전환이 진행 중이며 구 공정인 200mm 웨이퍼 생산

공정에는 수율 상 300mm 웨이퍼 전용 검수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증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200mm 웨이퍼에 대한

수요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mm 웨이

퍼의 검수 과정은 사람의 맨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에서 매일 만장에 가까운 웨이퍼를 전수

검사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기계와 다르게

잦은 실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본 R&D의 핵심 목표

는 200mm 웨이퍼 생산 공정에서의 결함을 검수 가

능한 장비를 개발하여 검수 과정의 비용을 낮추고

정확도를 향상하는 것에 있다.

(그림 1) 불량 웨이퍼가 공장의 손실을 야기하는 과정 요약도

2. 결함 인식 시스템 구성과 구현 기술

(그림 2) 웨이퍼를 업로드 및 결함을 검출하는 과정

1) GUI에 카세트 업로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웨이퍼

얼라이너 위에 카세트가 업로드된다.

2) 장비의 검출부 카메라가 X-Y축 모터를 통해 웨이퍼

를 인식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로 이동한다.

3) 얼라이너에서 웨이퍼 회전이 시작함과 동시에 프레임

에서 조명을 켜고 엣지부 결함에서 나타나는 빛의 난반사

정보를 카메라로 받아들여 결함 여부를 판단한다. [1]

4) 분석 결과를 표시하고 GUI에 웨이퍼의 결함 정보를

시각화한다.

5) 결함이 있는 웨이퍼를 근무자가 식별한다.

6) 분석 데이터 및 사진을 로그와 폴더에 저장한다.

7)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서화한다.

해당 시스템 구현은 OpenCV, Yolov5, Mask

RCNN, CNN, PyQt5, SMOTE, SVM, 3D Modeling

Fusion360, Roboflow, Electronic Circuit Design

KiCad, Motor Control Arduino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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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CV 알고리즘 구현 방법

 GUI에 시작 버튼 클릭 시 영상 데이터에서 불필요

한 영역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는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할 시 장시간 녹화로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유의미한 데이터 공간 절약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보여주는 OpenCV 화면은

불필요한 버튼 동작을 줄이기 위해 프레임에 특정

객체나 객체의 색을 인식할 시 동작 필요 없이 자동

으로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특

정 프레임을 이미지화 한다. 특정 프레임 이미지화

는 불필요한 프레임이 제거되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

링 과정시에 영상 데이터에 비해 더 빠른 작업이 가

능하다.

데이터 라벨링 시에 Roboflow 툴을 통해 라벨링

하였다. 곧바로 Yolov5와 연결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2] 또 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증식(반

전, 회전 등)을 통해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양을 늘

릴 수 있는데 데이터양이 증가할 경우에 학습 결과

또한 유의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3]

문서화 된 데이터를 통해 전처리 함수, 함수의 파

라미터, Feature값과 Threshold값 등을 피드백하여

결함 검출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림 3) 학습된 알고리즘이 난반사되는 빛을 인식

4. 데이터 전처리 및 영상 데이터 기반 Inference 구현

(그림 4) 학습된 알고리즘이 난반사되는 빛을 인식

어노테이션(Annotation) 단계에서 CVAT 툴을 사

용하여 웨이퍼 상태 (SCATTERING, DEFECT,

NORCH 등)를 라벨링하여 모델이 구분할 때 정확성

을 높인다. 한 프레임을 어노테이션 할 때 결함 레

이블이 적어 데이터 셋이 작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노테이션 작업에서의 사소한 feature 값까지

라벨링 단계를 수행한다.

전처리 단계에서 데이터의 불균형(Imbalanced datsets)을

해결하기 위해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로[4] 낮은 비율의 클래스 데이터를 최근

접 이웃을 이용해서 생성함으로써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R-CNN을 통해 CNN에서의 기능과 다르게 지역

(Region) 값을 Feature으로 활용하여 object Detection을

수행하였다. 웨이퍼 이미지의 영역을 잘라 Merge

하고 Warping 단계를 거친 후 CNN의 Input을 통해

Feature Vecture 추출[5] 이후 어노테이션(Annotation)

단계에서 설정한 웨이퍼 상태 (SCATTERGING, DEFECT,

NORCH 등)을 이용해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와 Bounding Box Regression을 통해 영역 위치까

지 예측하는 모델을 완성 시킨다.

5. 효율적인 자동화를 위한 GUI 구축

(그림 5) 근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UI

경로 설정을 통해 웨이퍼의 다양한 데이터 유지보

수 기능을 높인다. 좌측 첫 번째 button box를 통해

카메라 시작, 중지, 카메라 자동 교정(Calibration),

Capture, Folder을 통하여 작업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Led box에서 웨이퍼 전체를 밝혀주는 Led1 제어

버튼과 웨이퍼의 일부만 밝혀주는 Led2 제어 버튼

을 통해 대비를 낮게 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

Feature값을 획득하며 데이터를 가져올 때 다양한

환경으로 인한 데이터 변질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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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box를 통해 작업자의 진행 상황 및 작업 시

간, Calibarion X-Y값, Led1-2의 조도값, 모터 회

전 속도 및 회전 값을 .xlsx 파일로 받아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 넘기는 동시에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하드웨어 설계

(그림 6) 전원 인입부 설계

1) 인가되는 전원의 안정성을 위해 스위칭 레귤레이

터LM2576HVT-ADJ를 사용함과 동시에 LPF(Low

Pass Filter)를 설계하여 24시간 가동하는 Fab에서

장비의 지속성을 높인다.

2) 3D Printer 방식을 참고하여 X-Y축 모터를 이

용한 카메라 센싱부를 설계한다. 그림 2와 같이

X-Y축 모터를 BL-Torch 센서를 이용하여 (0,0)

값을 PC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3) Idle 롤러가 웨이퍼를 정렬시키기 위해 스텝 모

터에 대한 PPL 타입의 위치 제어 방법을 사용한다.

웨이퍼가 얼라이너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결함을 검

출하고 난 뒤에 Idle 롤러가 노치에 맞물리며 회전

을 멈춰야 하지만 스텝 모터의 펄스 값은 스텝 각이

0.9도 혹은 1.8도의 큰 스텝 각을 가지고 있어 저속

회전 시에 진동을 유발한다. [6] 제안된 제어 방법

은 위치 센서인 엔코더(encoder)를 이용한 피드백

제어방식이다. 제안한 스텝 모터 제어 방법은 기존

의 개루프 제어 방법의 문제점인 급가감속 시의 탈

조 현상을 없애준다. 그리고 정지마찰력 때문에 발

생하는 정상상태 위치오차를 없애주고 또한 고속에

서 속도 리플을 줄여주어 모터와 연결되는 기구부의

진동 및 소음도 대폭 줄여준다.

(그림 7) 제안된 PLL 타입 스텝 모터 위치 제어

시스템의 기능적 블록선도

7. 결론

본 R&D를 통하여 웨이퍼 결함(Crack, Chip,

Scratch)의 데이터 정립으로 이슈 발생원인 파악이

가능하며 단위 공정별 배치로 안정적인 차기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웨이퍼 Fab에서 구 공정 방식의 웨이퍼 결함을 인

식하며 근무자 환경 개선 및 협소한 공정 환경을 개

선하며 낮은 가격의 장비 사용으로 산업체의 수익을

극대화한다. 더 나아가 국내의 웨이퍼 산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웨이퍼 산업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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