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6F 19/00

(45) 공고일자   1999년08월16일

(11) 등록번호   10-0216066

(24) 등록일자   1999년05월27일
(21) 출원번호 10-1997-0019601 (65) 공개번호 특1998-0084031
(22) 출원일자 1997년05월20일 (43) 공개일자 1998년12월0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정광웅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선경아파트 108동 702호

이안성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선경해누리아파트 102동 1701호

김재영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극동아파트 1동 101호
(74) 대리인 윤동열, 이선희

심사관 :    이은철

(54) 반도체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및 제어방법

요약

IC 소자의 검사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검사공정을 일률적으로 자동제어하며 검사 
결과 데이터를 검사 BIN 항목별로 분석하는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및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로 
IC 소자에 대한 검사를 로트별로 진행하는 복수의 검사기와, 로트 판정용, 검사 진행 모니터용 및 검사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는 호스트 컴퓨터 및 복수의 분산 컴퓨터를 구비하는 제어 시스템
을 사용하고 여러 로트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된 검사 BIN 항목 각각에 대한 BIN 상한과 검사 
결과 데이터를 비교하여 로트에 대한 판정을 하고, BIN 상한을 초과하는 BIN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BIN 
항목별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검사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고 품질보증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이상 발생 로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웨
이퍼 제조공정이나 조립공정 등에 기인하는 이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 공정 제어 시스템의 개략 블록도.

도2는 검사기의 개략 구성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 공정 제어방법의 전체 흐름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로트 판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도.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도.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도.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 프로그램 셋업 단계의 흐름도.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양산검사 진행 모니터 알고리즘의 흐름도.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검사 BIN 상한 결정 알고리즘의 흐름도.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로트 판정 알고리즘의 흐름도.

도11은 본 발명에 따른 QA 모니터 알고리즘의 흐름도.

도12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분석 툴의 흐름도.

도1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분석의 일례를 보여주는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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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 소자의 검사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공정의 각 단계에
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전체 검사공정을 일률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
공정 제어 시스템 및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집적회로 소자(이하, 'IC 소자'라 함)는 수백가지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제조된 모든 IC 소자
는 출하되기 전에 원하는 특성과 기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공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공정은 
크게 양산검사(final test)와 품질보증 검사(Quality Assurance test; 출하검사라고도 함)로 나눌 수 있
는데, 양산검사에서는 웨이퍼 제조공정과 조립공정이 끝난 모든 IC 소자를 일일이 검사하여 불량유무를 
판단한다.  양산검사에는 IC 소자가 로트(lot)별로 공급되는데, 같은 로트에 들어 있는 IC 소자는 모두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제조된 동일소자이며 한 로트에는 예컨대, 2000개의 IC 소자가 들어 있다.  양산검
사의 결과에 따라 IC 소자는 BIN 항목별로 분류되는데, 예컨대 BIN 1으로 분류된 소자는 원하는 특성을 
만족하는 정상 소자이며 BIN 7로 분류된 소자는 불량이면서 불량원인이 과다한 누설전류에 의한 것이다.  
검사 BIN 항목은 제조업체나 검사대상 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BIN 1을 정상소자로 분류하는 것은 
거의 통일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품질보증 검사에서는 양산검사에서 일정한 수율 이상으로 합격한 (예
컨대, BIN 1으로 분류된) IC 소자 중 일부를 임의로 취하여 다시 검사하여 양산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샘플링(sampling) 검사를 한 후 합격한 소자들을 최종 제품
으로 출하한다.

한편, 최근 반도체 시장은 고객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소량 다품종화 및 고기능화되어 가고 제품의 라이
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IC 소자가 개발된 경우 짧은 시간에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산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IC 소자의 생산을 위한 수많은 공정 중 어느 공정에 기인한 문제
인지 빨리 알아낼 수 있어야 하고 짧은 시간에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검사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하는 모든 IC 소자를 검사하는 
양산검사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양산검사, 품질보증검사 등 전체 검사공정을 일률적
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산검사 공정의 결과 자
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설계공정, 제조공정이나 조립공정에 피드백할 것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양산검사의 결과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IC 소자의 검사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
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양산검사의 결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IC 소자의 생산성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양산검사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품질보증 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를 생략하
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양산검사 진행 도중에 검사 중간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양산검사공정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IC 소자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는 실제로 IC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복수의 검사
기(tester)와, 이 복수의 검사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하여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는 호스트 컴퓨터와, 호스트 컴퓨터에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사공정 진행상황을 모니터하
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복수의 분산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다.

호스트 컴퓨터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는 양산 검사가 끝난 로트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와, 양산 검사 진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및 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
터 베이스를 포함한다.  로트 판정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는 검사 프로그램 이름, 로트 번호, 각각의 BIN 
항목으로 분류된 IC 소자의 개수 데이터를 가진다.  양산 검사 진행 모니터 데이터 베이스는 검사기 장비 
이름, 검사 모드, 로트 크기, 총 검사수, 총 불량수, 양품수, 개방/단락 불량수, 기타 불량수 데이터를 
가진다.  검사 결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는 소자 이름, 검사 프로그램 이름, 검사용 기판 
ID, 검사 시작 시간, 로트 크기, 총 검사수, 총 불량수, 각각의 BIN 항목으로 분류된 IC 소자의 개수 데
이터를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른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방법은 검사할 IC 소자와 검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셋업하
는 단계, 로트별로 양산검사를 실행하는 단계, 양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 데이터를 저장하며 실시간
으로 양산검사의 진행을 모니터하는 단계, 양산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 양산검사가 완료된 
로트에 대하여 BIN 상한 결정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검사 BIN 상한 및 하한을 기준으로 로트 판정을 하
는 단계, 로트 판정 결과를 화면표시하고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로트 판정 결과에 따라 로트 입
고 의뢰하는 단계 및 입고 의뢰된 로트에 대한 QA 모니터를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로트 판정에서는 양산검사에서 일정 수율을 만족하는 로트에 대해서도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BIN 항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다.  양산검사가 진행될 때 발생한 검사 데이터는 모
두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를 BIN 항목별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검사 BIN 별로 정해진 
상한과 비교한다.

검사 BIN 상한의 결정은 검사 항목, 즉 BIN 항목이 수율 판정 항목인가(예컨대, BIN 1), IC 소자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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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에 무관한 항목인가(예컨대, 개방/단락 불량) 아니면 IC 소자의 특정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
한 항목인가(예컨대, 누설 전류 측정)에 따라 다른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검사 BIN 상한은 수율이 95%∼
100%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로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충분한 수의 로트가 검사되어 검사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된 후에 결정한다.  그리고 검사 BIN 상한은 각 BIN의 불량율에 따라 관리한계선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의 개략 블록도이다.  

복수의 검사기(12)는 호스트 컴퓨터(14)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호스트 컴퓨터(14)는 UNIX나 
VAX 등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UNIX 시스템은 일반 개인용 컴
퓨터(PC)와도 호환성이 좋아 호스트 컴퓨터(14)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복수의 검사기(12)는 연결망(18)에 의해 호스트 컴퓨터(14)에 접속되어 있는데,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검
사기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서네트(Ethernet)를 사용하거나 멀리 떨어진 검사기로부터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서 일반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망을 사용하여 연결망(18)을 구성할 수 있다.  이서네트는 최대 10M 바
이트/초의 데이터 전송능력, 연결 노드(검사기) 수 100개의 성능을 가지며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추가 확
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복수의 분산 컴퓨터(16)는 검사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발생 경고 메시지를 작업자에
게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며, 호스트 컴퓨터(14)와도 연결망(17)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분산 컴퓨
터(16)는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연결망(17)은 이서네트나 일반 전
화선을 이용한 통신망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검사기(12)는 도2에 도시한 것처럼 검사기 본체(20)와 처리기(30;  handler)를 구비하고 있다.  처리기
(30)는 검사할 소자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소자 공급부(36), 검사에 필요한 회로 패턴이 형성되어 있으며 
검사기 본체(20)와 케이블(28)에 의해 연결된 검사용 기판(32)이 고정되어 있는 검사부(37) 및 검사가 끝
난 소자를 검사 BIN 별로 자동 분류하는 소자 분류부(38)를 구비한다.

검사기 본체(20)는 검사용 기판(32)에 장착된 IC 소자(34)에 여러 가지 검사 신호를 인가하고 출력신호를 
측정하는 수 많은 모듈을 포함하는 검사 헤드(26)와, 특정 검사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하여 검사 헤드(2
6)의 기능 및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2) 및 작업자와 검사기 본체(20)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입출력 장치(24)를 구비하고 있다.  입출력 장치(24)는 키보드와 화면표시장치, 경보기 등
을 포함할 것이다.

검사기(12)는 실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결망을 통해 호스트 컴퓨터(14)에 전송한
다.  검사기(12)는 또한 호스트 컴퓨터(14)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검사할 IC 소자의 셋업을 제어하며 
로트(lot)별로 양산검사가 완료되면 호스트 컴퓨터(14)에 로드 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작함과 
동시에 이를 입출력 장치(24)를 통해 작업자에게 알린다.

호스트 컴퓨터(14)는 복수의 검사기(12)에서 전송된 검사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며 검
사공정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한 소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산 컴퓨터(16)로 보낸다.  그리고 호스트 컴
퓨터(14)는 양산 검사가 끝난 로트에 대한 판정을 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공정 제어방법의 전체 흐름도이다.  시작단계(40)에서는 여러 검사기들이 셋업
되고, 검사한 IC 소자들이 로트별로 공급된다.  검사기가 셋업되면, 호스트 컴퓨터는 검사할 소자에 적합
한 검사 프로그램을 해당 검사기에 로드하고 IC 소자는 처리기 등을 통해 차례대로 검사기의 검사부로 공
급된다. (42).  검사 프로그램은 검사할 소자가 어떤 기능과 특성을 갖는가에 따라 그리고 특정 검사항목
이 필요한 경우에 작업자가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검사 프로그램은 
보통 검사기 제조업체에서 만든 검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며 검사 언어는 일반적인 C 언어나 컴파일
러 언어를 변형시킨 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호스트 컴퓨터에는 검사기 목록과 검사하고자 하는 소자의 목록도 저장되어 있다.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
된 검사기 목록, 소자 목록, 검사 프로그램 목록에 따라 호스트 컴퓨터가 자동으로 또는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사 프로그램을 특정 검사기에 셋업한다.

검사기는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IC 소자에 검사신호를 공급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여 검사 BIN 별로 분류
하는 등 양산검사를 진행한다 (44).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 조건에서 제조된 동일 IC 소자들은 로트
별로 검사기에 공급되며 양산검사는 이 로트별로 진행된다.

양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검사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되어 저장되며 양산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여부는 호스트 컴퓨터와 복수의 분산 컴퓨터에 의해 모니터된다 (46).  양산검사 진
행 모니터(46) 단계에서는 양산검사의 중간 결과를 실시간으로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에는 이상경고 메시지를 분산 컴퓨터 및 검사기의 입출력 장치를 통해 작업자에게 통보한다.  단계 48에
서 양산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판단하여 한 로트에 대한 양산검사가 끝났으면 호스트 컴퓨터는 검사기로부
터 전송받아 저장해둔 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트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로드 판정(50)에는 본 발명에 따른 검사 BIN 상한 결정 알고리즘(52)에 의해 만들어진 BIN 상한을 이용한
다.  로트 판정(50)은 이하에서 설명되겠지만, 모든 검사 BIN에 따라 검사결과를 BIN 상한 또는 하한과 
비교분석하여 검사한 로트를 판정한다.  이것은 원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IC 소자 즉, BIN 항목으로 분류
된 IC 소자가 일정한 수율, 예컨대 95% 이상인가 아닌가를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수율이 일정 수율 이
상이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입고검사를 의뢰하고 일정수율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자가 왜 수율이 
낮게 나오는 지를 다시 검토하는 기존의 수율판정 방식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로트 판정 결과는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화면표시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양산 검사 결과 데이터는 호스
트 컴퓨터의 서로 다른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다(54).  양산검사가 끝난 IC 소자는 로트별로 입고검사가 
의뢰되며(단계 56), QA (Quality Assurance) 모니터(58)를 진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QA 모니터(5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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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종 제품의 일부에 각종 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고객이 원하는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한 종래의 출하검사 (QA test)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 설명되겠지만, 본 발명의 QA 모니터 단계
(58)에서는 로트 판정(50)의 결과에 따라 로트의 처리가 달라진다.  예컨대, 로트 판정결과 양산검사를 
한 로트가 모두 일정 수율을 만족하고 검사 BIN 가운데 상한이나 하한을 초과하는 BIN이 없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고 소자의 수량만 확인한 후 최종 제품으로 출하한다.

마지막 단계(59)에서는 정상적인 IC 소자에 대해서는 최종제품으로 출하를 하고, 수율일 일정수준을 만족
하지 못하거나 특정 BIN에서 불량 IC 소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공정에서 발생한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
된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웨이퍼 제조공정이나 조립공정 쪽으로 피이드백한
다.

본 발명에 따른 검사공정 제어에서는 양산검사에서 발생한 수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베이스화하느
냐가 매우 중요하다.

도4내지 도6은 본 발명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를 나타낸다.  

먼저 도4의 데이터 베이스(60)는 로트 판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사 프로그램 이름(61)으로 파일 이
름 또는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이름을 정한다.  로트 번호(62)는 양산 검사 시작 단계에서 작업자가 검사
기의 입출력 장치를 통해 입력한 값에 의해 결정되며, 양산 검사를 행한 결과 특정 BIN으로 분류된 IC 소
자의 개수가 그 다음 데이터(63, 64, 65)로서 데이터 베이스(60)에 저장된다. 검사기로부터 양산검사 완
료신호를 받은 호스트 컴퓨터는 프로그램 이름(61)과 로트 번호(62)를 확인한 후 검사 BIN 상한 결정 알
고리즘에 의해 정해진 BIN 상한과 하한을 BIN 1 개수 ∼BIN n 개수(63, 64, 65)와 비교하여 로트 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검사기에 전송한다.  예를 들어, BIN 1의 개수가 전체 로트에 들어 있는 IC 개수의 95%
를 넘어서 일단 수율 판정은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 BIN의 개수가 검사 BIN 상한 결정 알고리즘에
서 정한 일정 비율, 예컨대 3%를 초과하면 이 로트를 바로 합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품질보증 검사
에서 샘플링 검사를 거치게 하거나 공정 신뢰성 시험(Production Reliability Test)을 거치게 하거나, 검
사 BIN 상한을 초과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처리한다.

도5는 양산검사 진행 모니터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를 나타낸다.  데이터 베이스(70)의 파일들은 
검사기의 장비 이름(71)에 의해 구별되며, 검사모드(72)는 현재 검사기가 양산검사 진행 중인지, 입고 검
사 진행 중인지 아니면 정지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며, 사용자, 즉 작업자를 구분한다.  로트 검사 시작 
시간(73)은 특정 로트에 대한 양산검사가 시작된 시간을 나타내며, 로트 크기(74)는 한 로트에 들어 있는 
IC 소자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총 검사수(75)는 양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기가 실제로 검사한 IC 소
자를 센 개수를 나타내는데, 로트크기(74)와 총 검사수(75)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하거
나, 품질보증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표본의 2배를 취하여 샘플링 검사한다.

양산검사 진행 모니터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70)에서 불량 데이터(76)와 양품 데이터(77)는 BIN 1으로 분
류되는 IC 소자의 수와 그렇지 않은 IC 소자의 수로 구분되며 불량으로 분류된 IC 소자 중 접촉 불량으로 
인한 불량은 O/S (Open/Short=개방/단락) 불량 데이터(78)에 저장된다.  O/S 불량은 검사기의 검사부에서 
검사용 기판과 검사할 IC 소자의 패키지 리드간의 접촉불량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검사용 기판과 처리
기 사이의 접촉불량이나 IC 패키지 소자의 리드 프레임 리드와 IC 칩의 본딩 패드 사이의 와이어 본딩 불
량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즉, O/S 불량은 검사하고자 하는 IC 소자의 전기적 특성과는 무관한 불량이
다.  기타 불량(79)은 O/S 불량 외에 검사 대상 IC 소자의 전기적 특성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소자의 어떤 
특성을 측정, 검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기적 특성이 불량인 IC 소자의 수
는 기타 불량 데이터(79)로 저장된다.

양산 검사의 진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70)는 양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스트 컴퓨터가 검
사기로부터 데이터를 넘겨 받아 그때 그때 갱신되며 갱신된 데이터는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표시된다.

도6은 검사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나타낸다.  검사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베이스(80)는 
검사한 IC 소자의 이름(81)을 기준으로 저장되는데, 검사기 장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정 시간이 경
과하면 소자별로 구분하고 다시 로트별로 정리하고 누적시켜 저장한다.  프로그램 이름(82)은 양산 검사
를 실행하는 검사 프로그램의 이름이며, 기판 ID(83)는 검사기의 처리기에 장착되는 검사용 기판의 식별
번호를 의미한다.  검사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80)에는 또한 로트 번호(84), 검사 시작시간(85), 로트 크
기(86), 총 검사수(87)가 저장되며, 총 불량 소자의 수(88) 및 검사 BIN 별 IC 소자의 수(89a, 89b, 89
c)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데이터 베이스(80)는 시간별, 장비별, 검사용 기판별, 로트별 및 작업자별로 검사결
과의 추이를 보는 데에 사용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때에는 용도에 따라 BIN 상한과 하한을 정
하여 비교하여 판정하거나 이러한 데이터 구조로 장기간 누적시켜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공정 제어방법 중 검사 소자 및 검사 프로그램 셋업단계의 흐름도이다.  시작
단계(90)에서는 검사기에 전원이 공급되고 검사기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도록 셋업된다.  호스트 컴퓨터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IC 소자의 목록을 읽어서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분산 컴퓨터의 화면표시장치 등의 
입출력 장치를 통해 화면표시한다(91).  작업자는 소자의 목록을 보면서 검사할 소자와 검사기 장비를 선
택한다(92).  호스트 컴퓨터는 선택된 검사기에 검사 프로그램을 복사하고 로딩한다(93).  검사 프로그램 
및 집적회로 소자가 정상적으로 셋업되었는지 확인한 후(94), 정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소자를 검사할 때 
작업자로 하여금 로트 번호와 로트의 크기를 입력하도록 하고(95), 검사를 진행한다(96).  여기서 작업자
가 입력한 로트 번호와 로트 크기는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검
사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97) 검사를 계속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한다(98).  소자
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로트에 있는 소자가 검사되고 있으므로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96), 소자가 
바뀐 경우에는 다른 로트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다시 단계 91로 되돌아 가서 소자 목록을 작
업자에게 보여주고 검사할 소자 및 검사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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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계 94에서 정상적인 셋업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의뢰하여(99) 문제점을 찾아 해결한 
다음 다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검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끝 단계(100)로 가서 다음 절차, 
예컨대 양산검사 진행 모니터 절차를 수행한다.

도8은 양산 검사 진행 모니터링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양산 검사 진행 모니터는 양산검사 현장에서 순
간순간 발생하는 검사 진행 상황을 작업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기능과 검사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위한 것이다.

시작 단계(120)에서 양산 검사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로트별로 공급되는 IC 소자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양산 검사가 진행된다(122).  양산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는 검사기로부터 호스
트 컴퓨터로 전송되고 그 결과는 분산 컴퓨터를 통해 화면표시된다(124).  호스트 컴퓨터는 검사 중간 진
행상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검사의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판단한다(126).  검사 진행에 이
상이 생긴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의뢰할 것을 지시하고(128), 정상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계속 양산 검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개방/단락 불량율을 계산하여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지 판단하여 이상 발생시 작업자를 호출하도록 알려준다.  연속적으로 개방 불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양
산 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용 기판 및 검사기의 처리기 등의 접촉상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검사 진행 정상 여부 판단 단계(126)에서는 검사 프로그램 셋업시에 입력된 데이터와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검사 BIN 데이터, 검사 시작 시간 등을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하여 작업자가 장비의 가동현황 및 
중간검사결과를 알 수 있게 한다.

양산 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판단하여(130), 검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122)로 돌아가서 계속 로트
별 양산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완료되었으면, 마지막 단계(132)에서 로트 검사 완료신호를 검사기가 호
스트 컴퓨터로 전송하고 로트 판정을 의뢰한다.

양산검사가 끝난 로트에 대한 판정에는 미리 정해진 검사 BIN 상한이 이용되는데, 이러한 검사 BIN 상한
은 로트 판정 결과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검사공정능력이나 작업자의 관리능력, 검사 
BIN별 불량율 등 많은 변수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검사 BIN 상한 결정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여기에 
나타내는 BIN 항목이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9에서는 BIN 항목을 BIN 1부터 BIN 32까
지로 나누었고, BIN 1은 검사하고자 하는 IC 소자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BIN 19는 개
방 (Open) 불량, BIN 20은 단락 (Short) 불량을 나타내며, 나머지 BIN 항목은 기타 불량을 나타낸다.  기
타 불량은 본 출원인이 생산하고 있는 모델명 KS911B IC 소자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KS911B IC 소자는 
CD 플레이어에 사용되는데, 음악용 CD와 스피커 사이에 위치하면서 스피커에서 출력되고 있는 음악에 맞
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 논리 소자의 일종이다.  KS911B 소자에 대한 검사항목 중 BIN 3은 특
정 입력에 대해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가를 검사하는 것이고, BIN 4 및 5는 저전압 기능, BIN 7 및 8은 누
설 검사, BIN 14는 대기전류(Stand-by current; IDS) 검사, BIN 15는 동작전류(IDD) 검사, BIN 16은 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 기능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먼저, BIN 1에 대한 상한 및 하한은 각각 100%와 95%인데(102), 이것은 BIN 1으로 분류된 소자의 수가 전
체 로트의 95% 이상이면 일정 수율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일단 성공적인 IC 소자의 제조가 되었다는 판단
이 가능하다.  BIN 1에 대한 상한이 100%라는 것은 실제로 검사한 소자의 수가 공급한 소자의 수, 즉 전
체 로트의 크기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소자를 중복하여 검사한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이런 경
우는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O/S  불량을  검출하는  항목인  BIN  19와  20에  대해서는  상한을  2.5%로 설정하고
(104), 나머지 BIN 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로트를 검사한 후 특정 BIN에 속하는 소자의 수의 평균 P
를 구하고 이 평균 P와 로트의 크기 n을 이용하여 표준편차σ를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106).

P(1-P)

σ= ------------

 n

BIN 1과 BIN 19 및 20을 제외한 나머지 BIN 각각에 대한 평균 P가 전체 로트 크기의 0.3% 이하인지 판단
하여(107),  0.3%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P+3σ가 0.2%  이하인지 판단한다(108).   단계 108에서 P+3σ가 
0.2%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BIN에 대한 상한은 0.2%로 설정하고(109), P+3σ가 0.2%를 초과하는 
경우, 즉 0.2%  P+3σ ≤ 0.3%인 경우에는 P+3σ를 해당 BIN의 상한으로 결정한다(110).  

한편, 단계 107에서 평균 P가 0.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평균 P가 0.6% 이하인지 판단한다(111).  
단계 111에서 평균 P가 0.6% 이하인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BIN의 상한은 P+2σ로 설정하고(112), 평균 P
가 0.6%를 초과하면 다시 단계 113에서 평균 P가 0.9%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만약, 평균 P가 0.9%를 
넘지 못하면 해당 BIN의 상한은 P+σ로 설정하고(114), 평균 P가 0.9%를 초과하면 다시 평균이 1.8% 이하
인지 판단한다(115).  평균 P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이 평균 P를 해당 BIN의 상한으로 정하고(116), 평
균 P가 1.8% 마저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BIN 상한을 정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한 결정 
불가로 판정한다(117).  상한 결정 불가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량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 BIN 상한 및 하한 결정은 로트에 따라 IC 소자의 수가 각각 다르므로 이항 분포의 P 관리도
를 적용하고 작업자의 관리 능력을 감안하여 작성된 결정 규칙에 따라야 하며, 호스트 컴퓨터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검사 BIN 상한과 하한을 생성한다.  결정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첫째, 공정 능력을 감안하여 각 BIN의 불량율에 따라 관리 한계선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수율이 95%에서 100%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로트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셋째, 충분한 로트가 검사
된 후에 결정한다.  예를 들면, BIN 상한 결정 시점 6개월 이전에 수율이 95%에서 100% 사이에 있는 로트
가 50개 이상 모여진 경우에 BIN 상한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일정 기간 마다 다시 취합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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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검사 BIN 상한을 갱신한다.

위에서 설명한 BIN 상한 결정에서는 5가지의 기준 비율, 즉 0.3%, 0.2%, 0.6%, 0.9% 및 1.8%를 사용하여 
BIN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지만, 본 발명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하고자 하는 IC 소자
의 종류에 따라 또는 특정 검사 항목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 등에 따라 기준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검사 BIN 상한 결정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 검사 BIN 상한을 이용하여 양산검사가 끝난 로트에 
대한 로트 판정을 한다.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로트 판정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종래 IC 검사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검사 BIN 
1에 해당하는 소자, 즉 양품 소자를 확인하는 수율에 의한 판정을 하여 양품 소자의 개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로트 전체를 불량으로 처리하여 원인 분석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작업 효율이 떨
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로트 판정은 양산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검사 결과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가 로트 판정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하여 양산 검사 종료시 이를 자동으
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므로 작업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판단 항목 및 관리 한계를 임의로 정
할 수 있으므로 이상 로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로트 판정은 수율 판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검사 BIN에 대한 이상 유무 판단을 하므로 품질 이상 로트를 검출하는 능력이 높고, 제
조 공정이나 조립 공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IC 제조과정(웨이퍼 제조공정과 
조립공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산 검사가 완료되면(140), 먼저 수율이 기준치, 예컨대 95%이상인지 판단
한다(142).  수율 판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BIN 1으로 분류된 IC 소자의 개수가 일정 수량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율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산 검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였고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취합된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다(144).  이러
한  로트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하겠지만,  데이터  분석  툴(tool)을  사용하여  작업자가  불량원인을 
분석, 검토한다(146).

수율 판정 단계(142)에서 통과한 로트에 대해서는 다시 수율이 100%을 초과하는지 판단한다(148).  수율
이 100%를 넘었다는 말은 실제 검사할 IC 소자보다 더 많은 수의 소자를 검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로트
에 대해 발생한 검사 데이터는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150), 양산검사를 다시 실시하던
지 입고를 의뢰한다(152).  수율이 100%을 넘는 로트에 대해서 양산검사를 재실시하는 경우에 너무 많은 
검사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 검사에서 2배 샘플링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수율이 일정치를 넘고 또한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발명에 따른 검사 BIN 상한 결정 알고리즘
에 의해 정해진 BIN 상한 또는 하한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터가 있는지 판단한다(154).  검사 BIN 상
한을 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로트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진행계속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156), 검사 BIN 상한을 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 로트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 다음(158), 입고를 의뢰한다(160).

여기서 설명한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와 진행계속 로트 데이터 베이스는 호스트 컴퓨터의 기억장치
의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특정 디렉토리를 의미하며, 이 데이터 베이스들은 도4 내지 도6을 참조로 설명
한 데이터 베이스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
스와 진행계속 로트 데이터 베이스는 모두 검사 프로그램의 이름, 로트 번호, BIN 항목별 개수, 검사기 
장비 이름, 검사 모드, 로트 검사 시작 시간, 로트 크기, 총 검사수, 양품 개수, 불량 유형별 개수, 검사 
기판 ID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도11은 본 발명에 따른 로트 판정 기준에 따라 입고 의뢰된 로트에 대한 QA 모니터 알고리즘의 흐름도이
다.  QA 모니터 알고리즘은 입고가 의뢰된 로트를 로트 판정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

입고가 의뢰된 로트는 로트 판정에서 판단한 판단항목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판
단항목은 수율이 100%을 초과하는가(162), 데이터 이상이 있는가(164), 입고의뢰 수량에 이상이 있는가
(166),  수율이 80%  이상이고 95%  미만인가(168),  BIN  상한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170) 등이다.

수율이 100%를 넘는가(162)는 양품 소자의 수를 로트 크기로 나눈 결과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수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실제 불량수가 5개 이하인지 판단한다.  여기서 실제 불량수
는 로트의 크기, 즉 한 로트에 들어 있는 있는 IC 소자의 총개수에서 입고 의뢰된 IC 소자의 수, 즉 실제
로 BIN 1 항목으로 분류된 IC 소자의 개수를 뺀 값이다.  수율이 100%를 넘는 로트 중 실제 불량 수가 5
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한 양산검사를 다시 하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취하는 샘플링 수
의 2배, 예컨대 로트 크기가 2000인 로트에 대한 샘플링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116개의 2배인 232
개의 IC 소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샘플링검사를 한다.  한편, 수율이 100%를 넘는 로트 중 실제 불량 수가 
5개 이하인 경우는 IC 소자의 수가 2000인 로트에 대해 불량 IC 소자가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일반적인 샘플링 검사, 예컨대 116개의 IC 소자를 추출하여 검사하는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다(178).

한편, 판단항목 중 데이터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164)은 예컨대 로트에 대한 정보가 없던가 로트의 크기
가 '0'이거나 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데, 데이터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샘플링 검사(178)를 한다.

입고의뢰 수량(116)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실제 양품 수, 즉 실제 BIN 1 항목으로 분류된 IC 소자로서 작
업자가 직접 센 IC 소자의 수가 검사 결과 데이터로 넘어온 양품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
한 경우에도 샘플링 검사를 한다(178).

한편, 수율이 80% 이상이고 95% 미만인 경우(168)에도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178), 수율이 위 조건을 만
족하지 않는 것은 수율이 기준치인 95%을 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 BIN 중에서 BIN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170)에는 다시 상한 초과 BIN이 로트 전체의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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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지 판단한다(174).  상한 초과 BIN이 로트 크기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와 공정 신뢰성 시
험(PRT; Production Reliability Test)을 한다(180).  공정 신뢰성 시험은 일단 수율을 만족하는 로트일
지라도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BIN이 3%이상인 경우에는 이 로트에 들어 있는 IC 소자의 품질을 신뢰
할 수 없다고 보고, 가혹 조건 예컨대 열적 전기적 스트레스를 소자에 가하면서 해당 로트를 다시 검사하
여 전기적 특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한다.  이러한 공정 신뢰성 시험에서 불합격한 로트는 출하되지 
않고 파기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계 174에서 접촉불량, 즉 개방/단락불량을 판단하는 항목인 BIN 19, 20은 판
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접촉불량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IC 소자의 패키지 리
드와 검사용 기판 간의 접촉불량이나, 검사용 기판과 처리기 사이의 접촉불량 또는 본딩 와이어에 의한 
불량 등 그 원인이 명확하고 IC 소자의 전기적 특성의 결함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품질 확인 검
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양산 검사 진행 모니터 단계에서 접촉불량이 많은 경우에
는 이상 메시지를 작업자에게 보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편,  판단항목인 수율 100%  이상(162),  데이터 이상(164),  입고의뢰수량(166),  수율 80%이상 95%미만
(168) 및 BIN 상한 초과 BIN 데이터 존재(170)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고(182) 바로 최종제품으로 출하한다.  다시 말하면 단계 182를 거쳐 출하되는 제품은 양산검사만 하고 
종래에 행하던 품질보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  보통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IC 제품 중 위에서 말
한 바와 같이 품질보증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전체 생산 제품의 절반을 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검사공정 전체의 양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샘플링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도12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분석 툴(tool)의 흐름도이다.  이 데이터 분석 툴은 검사공정에서 발생된 
수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수율이 95% 미만이거나 수율이 95% 이상이라도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BIN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원인의 추적과 수율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통
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데이터 분석 툴은 방대한 데이터를 작업자가 시각적으로 
한눈에 쉽게 판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단계(190)에서는 작업자와 데이터 분석 툴에 의해 동작하는 분산 컴퓨터가 교통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컨대, 초기 화면)가 분산 컴퓨터의 화면표시장치에 나타날 것이다.  작업자는 분산 컴퓨터
의 입출력 장치, 예컨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분석종류를 입력하는데(192), 분석종류는 검사 데이터를 
로트별, 날짜별, 근무조별, 월별, 검사 라인별, BIN 항목별로 분석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작업자는 분석
기간을 년, 월, 일 순으로 입력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IC 소자의 이름을 입력하여 분석기간 및 IC 소자를 
선택하고(194), 분석하고자 하는 검사 BIN을 선택한다(196).  이때 검사 BIN은 여러개의 BIN 항목을 동시
에 선택할 수 있다.

작업자가 원하는 그래프, 예컨대 막대 그래프나 꺽은선 그래프를 선택하면(198), 분산 컴퓨터는 입력된 
기간의 로트별 검사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에서 읽어 들인다(200).  분산 컴퓨터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읽어 들인 데이터를 작업자가 선택한 형태의 그래프로 처리하여 화면표시장치를 통해 출력한다(202).

작업자가 현재 출력되고 있는 그래픽 처리된 데이터의 X축과 Y축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그래프의 종류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204)에는 바꿀 내용을 입력하고 분산 컴퓨터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검사 데이터를 화
면표시장치로 다시 출력한다(202).  한편, 작업자가 분석종류, 분석 BIN, 분석기간 및 분석하고자 하는 
IC 소자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206)에는 변경내용을 분산 컴퓨터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하면, 분산 컴퓨
터는 이에 맞는 검사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읽어서(200), 분산 컴퓨터의 출력장치의 하나인 화면
표시장치를 통해 해당 검사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시한다(202).

작업자는 분산 컴퓨터의 화면표시장치에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고 검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례를 도13에 나타낸다.

도13에 나타낸 그래프는 누설전류를 검사하는 BIN 7 및 8 항목에 대한 검사 데이터가 날짜별로 어떻게 변
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의 X축에 표시된 숫자 중 앞의 두자리 9x는 연도를 나타내고, 중간의 
두 자리는 월, 마지막 두 자리는 일을 표시한다.  그래프의 Y축은 양산검사에서 BIN 7 및 8로 분류된 IC 
소자의 수가 전체 로트에서 차지하는 양을 %로 표시한다.

도13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x년 3월 10일 이후에 누설전류가 불량인 소자의 수가 로트 크기
의 0.3%를 초과하여 그 이전(2월 4일부터 3월 10까지)의 평균 0.046%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누설전류
는 게이트 접합의 오버랩(overlap)에 의한 것이 주요인인데, 본 발명자는 3월 10일을 전후하여 게이트 접
합공정과 관련된 변화요인을 추적한 결과 3월 10일경에 교체한 게이트 접합장비의 이상으로 밝혀졌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검사 BIN 데이터를 이용하면 공정의 문제를 조기에 발
견할 수 있고, 검사 BIN 별로 이상 유무를 판단하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누적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공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공정상의 불량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품질이상 로트를 검사 BIN 데이터로 판정하므로 이상 로트의 검출력이 매우 높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및 제어방법은 양산검사 및 품질보증 검사공정 이외에도 적
용할 수 있다.  예컨대, 수명이 짧은 취약한 IC 소자를 미리 검출하기 위해 고온과 저온의 환경하에서 IC 
소자에 열적, 전기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번-인 (burn-in) 검사나, 웨이퍼 상태로 IC 소자를 제조한 다음 
웨이퍼 내의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여 불량인 소자에 대해서는 조립공정을 생략하기 위해 행하는 
EDS (Electrical Die Sorting)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번-인 검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검사 BIN 불량은 초기 불량과도 관계가 있으며 초기 불량과 관련
된 검사 BIN에 관리 한계선을 정한 후 본 발명을 적용하여 해당 BIN의 불량율과 번-인 검사 결과를 시뮬
레이션(simulation)한 후 번-인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예 번-인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산검사 결과 얻어진 검사 BIN 데이터에서 구한 BIN 항목별 불량을 통하여 EDS의 BIN 불량의 관
리 한계선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웨이퍼 공정 관리를 하여 일정한 품질을 얻도록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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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검사공정 전체 라인을 일괄적으로 자동 제어하여 검사 진행 중
에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작업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검사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산검사가 끝난 소자를 로트별로 판정함으로써 품질보증 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검사 데이터를 검사 BIN 항목별로 관리함으로써 이상 로트를 조기에 발견
하고 웨이퍼 공정 및 조립공정의 이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상 로트에 대한 원인분
석이 신속, 정확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지는 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로트에 대한 검사결과가 축적되고 특정 BIN에 대한 검사결과 지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BIN에 대한 양산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또한 복수의 검사기와 호스트 컴퓨터 및 복수의 
분산 컴퓨터를 하나의 연결망으로 묶을 수 있으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양산검사가 이루어지더라
도 원격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집적회로 소자를 검사하는 검사공정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A) 복수의 검사 BIN 항목에 따라 집적회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고 
집적회로 소자로부터 나오는 출력신호를 측정하는 검사수단과, 검사하고자 하는 일정 개수의 집적회로 소
자를 로트별로 공급하고 검사가 끝난 집적회로 소자를 검사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처리기 및 상기 검사수
단을 제어하고 검사가 끝난 집적회로 소자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을 각각 구비하는 복
수의 검사기와,

(B) 상기 검사기의 검사 결과 데이터 전송수단으로부터 전송되는 검사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과, 
상기 복수의 검사 BIN 항목 각각에 대한 검사 BIN 상한을 결정하는 수단 및 한 로트에 대한 검사가 끝나
면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검사 결과 데이터와 상기 검사 BIN 상한을 기초로 하여 상기 로트에 대한 판
정을 하는 로트 판정 수단을 구비하는 호스트 컴퓨터와,

(C) 상기 호스트 컴퓨터의 로트 판정 수단의 로트 판정 결과에 따라 로트의 처리를 지시하는 수단과 상기 
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을 각각 구비하는 복수의 분산 컴퓨터 및

(D) 상기 복수의 검사기와 호스트 컴퓨터 및 상기 복수의 분산 컴퓨터와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결
망을 구비하는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이 발생한 경우 경고 메시지를 발생하
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상기 복수의 검사 BIN 항목 각각에 속하는 집적회로 소자의 개수 
데이터를 갖는 로트 판정용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상기 복수의 검사기의 이름, 검사기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검사
모드, 검사 시작 시간, 로트 크기, 총 검사수, 총 불량수, 총 양품수, 개방/단락 불량수, 기타 불량수를 
데이터로 하는 검사 진행 모니터용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검사한 집적회로 소자 이름, 로트 번호, 검사 시작 시간, 로트 
크기, 총 검사수, 총 불량수, 복수의 검사 BIN 항목 각각에 속하는 집적회로 소자의 개수 데이터를 갖는 
분석용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공정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집적회로 소자를 검사하는 검사공정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집적회로 소자를 로트별로 공급하여 검사기에 셋업하고, 검사 프로그램을 검사기에 셋업하는 단계
와,

상기 집적회로 소자를 복수의 검사 BIN 항목에 따라 양산검사하여 양품소자와 불량소자를 분류하는 양산
검사 단계와,

상기 양산검사에서 발생하는 검사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며 양산검사의 진행을 모니터하는 단계와,

한 로트에 대한 양산검사가 완료된 경우 상기 복수의 검사 BIN 각각에 대해 설정된 검사 BIN 상한과 상기 
검사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로트에 대한 판정을 하는 단계와,

상기 로트 판정 결과에 따라 상기 검사 결과 데이터를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하고 로트 판정 결과를 화면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로트 판정 결과, 상기 로트가 일정 수율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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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가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검사 BIN 상한 초과 소자가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하는 경우
에는 상기 로트에서 양품소자로 분류된 소자 중 일부를 다시 검사하는 샘플링 검사 및 공정 신뢰성 검사
를 하고, 일정 비율 미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고, 검사 BIN 상한 초과 소자가 없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고 최종 제품으로 출하하도록 상기 로트를 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집
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양산검사 진행 모니터 단계는 양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기 장비이름, 로트 
검사 시작 시간, 로트 크기, 총 검사수, 총 불량수, 총 양품수, 개방/단락 불량수, 기타 불량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산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를 발생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양산검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6 항에 있어서, 검사 BIN 상한 결정은 각각의 검사 BIN에 대한 평균 P를 구하는 단계와, 상기 평균 P와 
로트 크기 n을 이용하여 표준편차 σ = P(P-1)/n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평균 P가 제1 기준비율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계, 평균 P가 제1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P+3σ가 제2 기준비율 이하인지 판단하고 평균 P
가 제1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 P가 제3 기준비율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계, P+3σ가 제2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BIN의 상한을 P+3σ로 설정하고, P+3σ가 제2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
에는 해당 검사 BIN의 상한을 상기 제2 기준비율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평균 P가 제1 기준비율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평균 P가 제3 기준비율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계, 평균 P가 제3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해
당 BIN의 상한을 P+2σ로 설정하고, 평균 P가 제3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 P가 제4 기준비율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계, 평균 P가 제4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BIN의 상한을 P+σ로 설정하고, 
평균 P가 제4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 P가 제5 기준비율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계, 평균 P가 
제5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평균 P를 해당 BIN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평균 P가 제5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BIN에 대한 상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상기 제2 기준
비율은 제1 기준비율보다 작고 상기 제1, 제3, 제4 및 제5 기준비율은 차례대로 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준비율은 0.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로트 판정 단계는 수율이 기준치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수율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수율이 10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고 수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한 검사 결
과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트
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로트에 대해 상기 양산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단계, 수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복수의 검사 BIN 각각에 대해 설정된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
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입고의뢰하는 단계 및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진행계속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입고의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로트 판정 단계는 수율이 기준치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수율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수율이 10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고 수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한 검사 결
과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트
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로트의 양품 소자 중 일부를 
취하여 검사하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단계, 수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복수의 검사 BIN 각각
에 대해 설정된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검사 BIN 상한
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진행중지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입고의뢰하는 단계 및 검사 BIN 상한을 초과하는 검사 BIN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로트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진행계속 로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입고의뢰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로트 처리 단계에서는 해당 로트가 수율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불량수가 
소정 개수 이하인지 판단하여 소정 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고 소정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상기 샘플링 검사에서 취하는 개수보다 2배 더 많은 소자를 취하는 2배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개수는 로트 크기의 0.2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로트 처리 단계에서는 해당 로트가 수율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불량수가 
소정 개수 이하인지 판단하여 소정 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고 소정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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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기 양산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소자 검사공정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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