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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조 장비의 이상 발생을 

나타내는 FDC 인터락은 엔지니어의 판단과 조치에 따라 실제 장비 

이상인 진성과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가성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다. 진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비의 문제를 확인해야 하므로 생산의 

효율이 저하되고 사람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지만 실제 장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가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순 조치나 확인으로 처리를 끝낼 수 있지만 실제 장비 

이상 발생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품질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장비의 정상 여부를 대변하는 매개 변수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FDC 인터락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장비 이상이 아닌 가성의 비율이 전체의 86%에 달하고 

있다. 모든 인터락은 엔지니어의 판단을 거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비숙련자의 경우 진성을 가성으로 오판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품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성을 진성으로 오판하면서 

발생되는 인력 손실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품질을 위하여 사람이 힘든 방향으로의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FDC 인터락 분류에 있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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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고, 또 생산 효율 향상과 품질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조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처리된 FDC 인터락 분류 및 조치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완전 연결 신경망을 이용하여 알고리즘 기반 예측 

모델을 생성하였다. 효과 파악을 위하여 실제 현장 엔지니어 78 명에게 

인터락 내용과 알고리즘의 제안 결과를 보여주면서 FDC 인터락 분류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비숙련자들의 FDC 분류 업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품질 위험과 인력의 손실 모두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도움이 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에서도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과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활용이 업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있도록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반도체 제조, FDC인터락 분류, 알고리즘 기반 제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학  번 : 2018-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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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반도체 제조는 가장 진보한 기술 산업 중의 하나이며, 또한 가장 비용 

집약적인 산업 중에 하나이다. 반도체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반도체 제조 현장의 전반적인 

업무 형태는 대다수 사람 중심의 공정/설비 관리인 과거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관리된다[2]. 

공정의 미세화와 회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위해 반도체 제조 장비는 수십, 수백 

개의 생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장비의 결함을 감지하거나 공정의 

이상을 파악하게 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은 

[그림 1]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0 년을 기점으로 

식각(Etching)과 증착(Deposition) 공정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인다[3]. 

증가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최적화, 안정적인 공정 관리 및 

이상 처리를 하며 생산 라인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적 

지식과 숙련도를 갖춘 전문가들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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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도체 제조 데이터의 증가 현황[5].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은 

불량의 조기 탐지 및 품질 예측[6], 공정의 결과 예측이나[7]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예방 정비 시스템 등이 있다[8]. 

이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제조에서도 데이터를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데이터로는 웨이퍼 가공 공정 장비의 센서에서 감지되는 

장비 매개 변수 데이터와 웨이퍼 패턴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계측 결과 데이터가 있다. 반도체 생산 장비는 각각의 웨이퍼가 

가공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장비의 정상 가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다. 각 센서들은 필요에 따라 0.1~1.0 초 단위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장비의 매개 변수를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생산 제품인 

웨이퍼가 장비에서 가공되는 동안 연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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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Source Data)라 한다. 생산 장비를 거쳐간 모든 웨이퍼는 수백 

공정을 거치는 동안 각 공정의 장비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소스 데이터는 가공된 웨이퍼의 직접적인 상태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가공되는 장비 내의 여러 조건들, 예를 들어 압력(Pressure), 

온도(Temperature), 가스 유량(Gas Flow) 및 전압(Voltage) 등 실제 

장비의 가동 상태가 정해진 가공 조건을 만족하는지 모니터링 하여 가공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가공 후 

공정 결과가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 공정이 있다. 

웨이퍼들 중의 일부를 샘플링 하여 계측 장비를 통한 물리적인 측정을 

진행하며 이들이 가지게 되는 계측 결과 데이터들, 예를 들어 필름의 

두께(Film Thickness)나 회로의 선폭(CD, Critical Dimension) 등을 

리스폰스 데이터(Response Data)라 한다. 리스폰스 데이터는 공정에 

대한 웨이퍼의 실제 진행 결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런 소스와 

리스폰스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스 데이터 만으로 새로운 

리스폰스 데이터를 예측하는 가상 계측 연구(Virtual Metrology), 소스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불량 감지 

연구(Abnormal Detection) 등이 진행되고 있다[2].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공정에서 수천 장의 웨이퍼가 가공되면서 이와 같은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소스 데이터는 FDC(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시스템을 통하여 적재되고 시각화 된다[9]. 전문가는 

FDC 데이터를 보고 SPC 와 같은 통계적인 기준과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매개 변수들의 정상 값과 상한, 하한의 허용 범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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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매개 변수의 값은 장비의 정비 주기 등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므로, 설정된 범위는 특정 규칙이나 장비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유연한 범위가 포함되게 된다. 장비에서 웨이퍼를 

가공하거나 가공을 준비하는 동안의 실시간 값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FDC 시스템은 해당 장비에 인터락(Interlock)을 발생시킨다. 

[그림 2]는 FDC 인터락이 발생되는 예시 화면이다.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들 중 ‘RF Power Reflected’의 값과 공정 진행 시간과의 

시계열 차트를 보여준다. 빨간색 실선은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녹색 영역은 데이터의 상한, 하한 허용 

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장비에서 웨이퍼를 가공하거나 가공을 준비하는 

동안의 실시간 값 즉 빨간 실선이 녹색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시스템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장비에 FDC인터락(Interlock)이 발생된다. 

 

[그림 2]FDC 인터락, 가로축은 공정의 진행 시간, 세로축은 센서의 종류, 빨간                          

실선은 실시간 데이터의 값, 녹색 영역은 허용 범위. 파란 선으로 표시된 

사각형이 데이터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인터락이 발생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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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들 간의 중요도나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터락의 경중이 

나뉘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장비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심각한 매개 변수 값의 이상 발생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장비를 고장 

처리한다. 위의 예시처럼 매개 변수의 값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된 인터락은 장비를 일시 중단시키게 되고, 이 경우 해당 

인터락을 해제하기 전 까지는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현장의 전문가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장비들의 인터락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매개 변수와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데이터와 현장의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터락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장비의 인터락을 해제한다. 분류된 결과와 조치는 전문가가 

직접 기록하여 남기게 되며, 이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전문가가 참조하는 과거의 경험 데이터가 되기도 한다. 모든 인터락의 

발생은 전문가를 통해 조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과 분류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 

데이터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FDC 인터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실제 장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진성(True) 인터락이다. 이 경우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장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정비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장비 컨디션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FDC 시스템의 본 목적이자 장비 내에서 공정 진행중인 웨이퍼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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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가성(False) 인터락이다. 가공 중인 

웨이퍼의 이상으로 정상 공정 반응이 아닌 경우를 특정 센서가 감지하게 

되거나 정상 조건과 다른 테스트 조건의 공정 진행인 경우, 또는 

엔지니어의 실수 등 장비의 가공 조건 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전문가의 판단 이후에 공정 진행 중인 

웨이퍼의 이상, 공정 조건 실험 상황 또는 공정 레시피 문제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공정 담당자와의 논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장비의 이상 감지로 인하여 인터락이 발생하였지만, 실제 이상이 아닌 

단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경우도 가성 인터락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는 

유사한 이상 상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한 인터락을 발생시키는 FDC 시스템에 대한 

사람의 조작 실수나 네트워크 지연 등 기타 문제로 비정상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허용 범위와 동떨어진 값으로 인한 정상 범위 이탈의 문제도 

가성 인터락으로 분류된다. 진성 인터락의 경우는 장비에 직접적인 

조치가 완료된 후에 더미(Dummy) 프로세스 진행 또는 제품의 샘플 

웨이퍼 진행 등, 장비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터락을 

해제하고 장비를 재 가동하게 된다. 가성 인터락의 경우는 엔지니어가 

시스템 상으로 확인 후 판단 즉시 인터락을 해제하여 생산 지연 없이 

장비를 정상화하거나, 전산 시스템적 조치 만으로 장비를 정상화하는 

경우가 많다. 구분 내용은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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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 인터락(True Interlock) : 장비에 물리적 고장이나 상태의 

변화 등 실제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오작동, 오염, 센서 고장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정비 조치가 필요하며, 장비의 

자가진단, 더미(Dummy) 프로세스 진행 또는 제품의 샘플 웨이퍼 진행 

등을 통하여 장비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된 후에 장비를 재 가동한다. 

이상이 발생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비를 계속 가동하게 되면 

지속적인 인터락이 중복 발생하고, 생산되는 제품이 품질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 가성 인터락(False Interlock) : 장비의 실제 이상이 아닌 기타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데이터 검증 모델의 이상, 정상(허용) 

범위 설정의 오류, 가공 중인 웨이퍼의 상태 이상, 장비 환경의 변화, 

가공 조건 설정 오류 및 전산 시스템의 문제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장비에 대한 간접적인 조치 또는 확인 만으로 장비를 재 가동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비를 가동하여도 제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낮지만 지속적인 인터락 발생에 따른 장비 가동이 계속 중단될 

수도 있다.  

[표 1] 진성 인터락과 가성 인터락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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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C 인터락이 발생되면 시스템은 진성과 가성의 분류와는 별개로 

생산되는 웨이퍼의 품질 위험 최소화를 위해 장비의 가동을 중단시킨다.  

엔지니어는 데이터 확인을 통해 진성과 가성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 후에 장비를 재 가동시킨다. 연속적인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반도체 장비의 특성 상, 가성인 경우 장비 내에서 진행중인 

웨이퍼들의 공정이 완료되기 전에 인터락이 처리되지 않으면 장비가 

아이들(Idle) 상태가 되어 생산의 손실을 가져오며, 공정에 따라서는 

장비의 정상 상태 회복을 위한 더미 진행 등의 추가적인 시간 손실이 

더해지게 된다. 소요시간이 짧은 일부 공정의 경우 판단과 조치를 위한 

몇 분 사이에 아이들 상태 여부가 결정되며 장비의 지속 가동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 유지를 위해 인터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생산 효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데이터와 

상황을 보고 판단, 즉 분류해야 하는 문제에 속한다. 반도체 제조의 

FDC 인터락도 위의 문제에 속하며 전문가에 의한 판단, 분류 및 조치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24 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인터락들을 처리하면서 확인한 전후 사정 및 

데이터에 대한 판단과 의견, 진성 또는 가성으로의 분류 및 조치결과를 

기록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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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중요성 및 문제점 

 

인터락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분류 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발생하는 

인터락이 모두 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장비 이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한 매개 변수 값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가성 인터락의 비율이 

너무 높다. 반도체 제조 현장인 팹(FAB, Fabrication)은 공정을 크게 

5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증착(Deposition), 

노광(Lithography), 식각(Etching), 세척(Cleaning) 공정이 반복되어 

진행되며[10], 공정이 진행되는 장비의 소스 데이터는 FDC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된다[16]. 이 중 가장 많은 공정들이 진행되고 가장 많은 

장비와 매개변수가 사용되는 식각 공정 중 일부 그룹의 FDC 발생 

현황을 3 개월간 모니터링 한 결과, 데이터의 진성/가성을 분류했을 때  

진성이 14%, 가성이 86%으로 진성 보다 가성 인터락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성 인터락의 비율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인터락의 

발생 기준이 아주 짧은 시간의 작은 이상이나 긴 시간의 점진적인 

변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도록 좁은 정상 범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 단위의 미세 회로를 만들어 내는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장비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가 필수적이며, 정상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스 데이터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어떤 원인이든지 가공 상황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만드는 미세한 흔들림에도 센서가 반응하여 

인터락을 발생시킨다. 반도체 장비에서 가공되는 제품인 웨이퍼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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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이며, 장비의 이상에 따른 가공 상의 품질 불량 발생시 그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 매우 크다. 때문에 장비의 센서들을 더 

민감하게 설정하고, 정상 기준 값과 허용 범위를 점점 좁혀서 품질 

문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락의 기준이 설정된다. 

결국 실제 장비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인터락은 발생하게 되고, 그 

비율은 공정의 미세화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락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는 엔지니어의 업무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품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장비 이상 발생을 찾아내는 것과 별개로 인터락에 의해 가공이 중단된 

장비들에 대한 생산성 손실이다. 반도체 장비도 매우 고가이며,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손실도 매우 크다. 즉 실제 장비 이상이 아니라면 

생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인터락을 해제하고 

장비를 재 가동시켜야 한다. [표 2]는 진성과 가성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품질이나 인력, 생산의 손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분류와 조치가 필요하다. 

 

[표 2] FDC 인터락 오판의 구분 및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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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발생하는 인터락들이 모두 엔지니어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엔지니어가 인터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발생된 인터락의 분류 및 조치를 위해서는 숙련된 현장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동일한 문제의 반복 뿐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숙련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성, 가성을 구분하고 인터락을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발생된 인터락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처리 방안의 다양성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개별 인터락은 조금씩 다른 경험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치되고 있으므로 품질 문제가 

없는 한 유사한 인터락에 있어서도 진성, 가성으로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19]. 비숙련자가 학습을 통해 인터락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생했던 인터락과 유사한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고 비교하여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FDC 인터락 데이터는 개별 기록으로 남을 뿐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또한 과거 

기록을 찾더라도 수많은 인터락을 단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현장의 

특성상 분류 결과와 처리 기록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해 둔 

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처리된 결과는 재 가공되거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터락을 처리하고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잘못된 기록을 적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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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예를 들면, 진성 인터락이라 실제 장비 조치를 진행하였지만, 

처리가 끝난 후에 적기 편한 가성 키워드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등의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비숙련자가 인터락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 잘못된 처리로 인한 업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전문가와 비숙련자들이 섞여 있는 제조 

현장에서 인터락을 분류하고 조치하는 일에는 개개인의 기준의 차이와 

오판에 따른 휴먼 리스크(Human Risk)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반도체 제조 장비의 인터락 처리에는 세가지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발생하는 인터락의 양이 너무 많고, 그 중의 가성 

비율이 진성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인터락이 발생하면 전문가들과 

신입사원 등 비 숙련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해당 장비 담당자 그룹에서 

처리하게 된다.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절대적인 인터락 발생 건수도 증가하지만, 인력의 양적 증가도 동시에 

일어나면서 담당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의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 인터락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경험이 부족하여 숙련 중인 엔지니어들은 해당 인터락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시간 동안 장비는 가동을 멈춘 상태로 

유지되므로 이는 곧 장비의 효율 저하와 생산 손실로 직결된다. 둘째, 

인터락을 처리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처리된 데이터들 중 유사한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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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무에 적용해야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찾은 데이터의 조치 기록을 신뢰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의 잘못된 

기록과 오류가 섞여 있다. 셋째, 인터락을 진성과 가성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두가지 위험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데, 품질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판단과 사람의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은 두가지 위험의 트레이드오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를 보여준다. 품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인터락에 

대하여 진성, 즉 장비의 이상이 발생했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엔지니어가 직접 장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장비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성을 진성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확인 절차와 조치로 인한 인력과 생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장비를 직접 확인하게 되므로, 장비에 

실제로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찾아내고 정상화하는 데에는 더 나은 

결정이 된다. 즉 품질이 우선되는 판단이 된다. 반면, 사람의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판단은 반대의 경우가 된다. 진성을 가성으로 

오판하는 경우인데, 이는 진성 일 수 있는 인터락을 가성으로 판단하여 

단순 확인 수준으로 장비를 지속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진성일 수 

있는 인터락들 중에도 많은 수는 실제로 가성이므로, 생산과 인력의 

손실은 줄일 수 있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품질 불량에 대한 빠른 

조치가 어렵게 된다. 즉, 사람의 일이 쉬워지는 방향의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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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DC 인터락 오판에 따른 위험의 트레이드오프 

 

하지만 제조업은 사람의 일이 더 힘들어 지더라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불량을 놓칠 것인지 사람이 

일을 조금 더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업무의 방향성은 인력의 

손실이 있더라도, 단 하나의 불량도 찾아 내어 품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FDC 인터락에 대하여 진성과 

가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진성 인터락에 대해서는 위험 감소를 

위한 정확한 조치, 가성 인터락에 대해서는 빠른 해제로 인한 생산 손실 

최소화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던 인터락과 조치 내용은 결국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이며, 이는 저장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반도체 제조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은 정형적인 

소스와 리스폰스 데이터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찰에 집중하였다. 불량 예측이나 가상 계측 등은 모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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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에서 찾아낸 결과를 이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인터락을 처리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문제점 및 경험 

데이터 활용의 부재는 본 연구에 대한 직관을 제공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락 조치를 위한 경험적 지식은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처리되어 온 

인터락 들과 그 조치 사항을 바탕으로 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 발생되는 인터락의 진성, 가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알고리즘 기반 예측 결과 제안이 엔지니어들의 인터락 판단과 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사람이 해야 하는 판단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기존에 처리된 FDC 인터락의 

정보와 조치 결과 및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인터락 분류 

모델을 만들고, 각 인터락에 대해 알고리즘 기반 예측 결과를 추가하여 

엔지니어에게 보여주고 분류 결과 및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운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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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리즘 기반 예측 제안이 사용자의 FDC 인터락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제안의 영향이 사용자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제안의 영향이 예측 결과의 신뢰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본 연구를 통하여 알고리즘 기반 예측 제안이 비숙련자의 인터락 

분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당 제안의 부작용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모델이 분류한 결과의 신뢰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제안의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에서 축적되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데이터를 사용자를 위해 

활용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현장 엔지니어의 FDC 인터락 조치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업무 데이터 들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기반 예측 제안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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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반도체 제조 데이터의 활용 

 

반도체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연구이다. 

강필성(2009)등[7]은 장비의 FDC 소스 데이터와 웨이퍼에서 측정되는 

리스폰스 데이터의 관계를 이용한 가상계측(Virtual Metrology)을 

연구하였다. [그림 4](좌)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리스폰스 데이터는 

진행된 웨이퍼 중 일부 샘플링 된 웨이퍼에서만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되고, FDC 소스 데이터는 모든 웨이퍼에 대하여 존재하므로 측정된 

리스폰스 데이터를 레이블로 두고 장비에서 수집된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측정되지 않은 웨이퍼의 리스폰스 데이터를 예측하는 

연구이다. 가상 계측을 통하여 실제 측정하지 않은 리스폰스 데이터를 

예측하여 계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터락 없이 정상적인 공정이 진행된 경우의 소스 

데이터를 주로 이용하므로, 데이터 자체의 값과 변동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를 통해 실제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들만 진행하고, 가공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 공정 진행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생산 

효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Khan(2008) 등[6]은 

가상 계측을 통해 예측된 리스폰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장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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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여 다음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는 고급 공정 제어(APC, 

Advanced Process Control)에 활용하였다. 고급 공정 제어는 실제 

계측한 리스폰스 데이터가 정상 목표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정에 피드백 하여 다음 웨이퍼 진행 조건을 조정하는 

제어 기술인데, 실제 계측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샘플링 된 적은 

수의 웨이퍼 계측 데이터로는 정확한 피드백을 할 수 없다. 즉 많은 

수의 리스폰스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실제 계측이 아닌 가상 계측 

데이터로 대체하면 생산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소스 데이터를 

생산 효율 뿐만 아니라 품질 제어를 위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 사례가 된다. 또한 기계적인 데이터와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도 있다. 김봉석(2012)[11]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 중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이 그에 대해 직접 

기록으로 남기는 비정형 텍스트인 이벤트 로그(Event Log)를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최종 수율 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그림 4](우)에서와 같이 중요 키워드를 뽑아서 현장 전문 용어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편집 및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기계적인 수율 

데이터와 사람이 입력한 비정형적 데이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처리하여 분석한 사례로 사람이 하는 수율 이상 확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데이터 처리에 접목한 사례이다. 

 



 

 19 

 

[그림 4] (좌)실제 계측 데이터와 FDC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 계측의 연구[7] 

2009, Kang, Pilsung, (우)랏(Lot) 이벤트 로그의 텍스트 키워드와 수율의 

상관성 분석[11]2019, 김봉석 

 

 

제 2 절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불량 분류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제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량 

자체의 분류를 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반도체 제조의 

사례를 보면, 이기범(2017)등[12]은 실제 불량이 발생한 웨이퍼들의 

FDC 소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종류의 불량인지를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량 웨이퍼들의 유형을 정하고, FDC 소스 데이터 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불량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실제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이용, 즉 FDC 인터락 데이터 중 진성 인터락 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성의 종류를 상세 분류한 연구이다. [그림 5](좌)에서 보여준 것 과 

같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웨이퍼의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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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맵을 구현하였고, 여기에는 진성으로 확인된 인터락의 불량 정보가 

표시된다.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학습하였고, 불량의 종류에 따라 

표현된 센서의 이상 신호 정보와 비교하였다. 진성 인터락으로 불량을 

확인하고 처리한 엔지니어의 경험적 지식은 사용되지 않은 순수한 

기계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한 상세 불량 타입의 분류이다. 반도체가 아닌 

LCD 제조 공정에서도 알람을 분류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강지훈(2015)등[13]은 매개 변수의 SPC 관리도에서 발생하는 인터락을 

진성과 가성으로 분류하고, 가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FDC 소스 데이터는 SPC 관리도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감지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다변량호텔링 T2 차트는 가성 인터락이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14]. 이 연구에서 발생하는 두가지 인터락은 본 

연구의 진성, 가성과 비슷한 유형이다. [그림 5](우)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 기법으로 진성과 가성으로 구분하여 

시각화 한 차트이다. 발생하는 인터락을 진성과 가성으로 분류하고 그 

중 가성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실제 

이상이 아닌 가성 인터락의 발생 수를 줄이고 그에 따른 업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터락을 분류하는 

전문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지식과의 연관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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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좌)FDC데이터를 활용한 웨이퍼 불량의 유형 분류[12] 2017, 이기범, 

(우)SPC관리도 데이터를 활용한 진성/가성 Alarm 분류[13] 2015, 강지훈 

 

 

제 3 절 전문가의 경험데이터 활용 

 

이와 유사한 문제를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대규모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재 

활용하려는 연구이다. 김도형 등[8]은 제철소의 사례를 이용하였으나 

고장 조치의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 설비 전문가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단과 조치 등 반도체 제조의 FDC 인터락 

처리와 거의 유사한 과정을 가진다. 연구에서 제안된 [그림 6]의 

예방정비시스템은  고장 발생시 전문가에 의한 처리 후 결과를 정리한 

고장 보고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규칙 기반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고장에의 진단 결과와 예측을 제공하는 분류 시스템이다.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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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정비시스템은 이상 발생 시 해당 이상에 대한 예측 결과를 기존의 

고장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알려준다. 현장 전문가의 부족이나 

비숙련자의 진단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지식을 데이터화 

하고 그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반도체 제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림 6]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한 예방 정비 시스템[8]2017, 김도형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의학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연구되었다. 영상의학자들은 의학 영상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컴퓨터 지원 진단(CAD, Computer-aided diagnosis)시스템을 

이용하였고, Matthew 등[20]의 연구에서 이는 방사선과 의사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림 7]처럼 Fisichella 등[15]의 연구에서는 

숙련된 영상 의학자들의 판단 결과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된 

결과를 경력에 따라 영상의학자들에게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지를 실험하였고, 비숙련자의 성과 향상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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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상 의학 분야에서 영상 판독에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측 제안 

시스템[15]2009, Fisich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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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제조에서 발생한 FDC 소스 데이터와 인터락 

발생 건에 대한 전문가의 분류 결과를 데이터로 알고리즘 기반 예측 

제안 모델을 만들고, 실제 인터락을 담당하는 부서의 엔지니어들에게 

예측 결과를 제공하여 FDC인터락을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진행 과정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참가자 그룹은 경력에 따라 

전문가(Expert)와 비숙련자(Unskilled)로 나누고, 각 그룹을 알고리즘 

예측 제안의 사용 여부(Unassisted/Assisted)에 따라 다시 나누어 

무작위 4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은 개별 컴퓨터를 이용한 웹서비스로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의 참가자들은 인터락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예측 모델 출력 값의 신뢰수준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에서 각각 뽑힌 10개씩의 인터락을 무작위로 섞은 총 20개의 

 

 

[그림 8] 실험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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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락에 대해 진성과 가성으로 분류를 진행하였다. 성능 측정을 위해 

분류의 정확도와 분류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고, 이후에 제안의 

효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개별 실험 종료 후 참가자 중 일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제안의 사용 여부와 

사용자 경력에 따라 구분된 그룹에게 출력값의 신뢰수준이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 분류가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그림 9]에 나타난 

것처럼 알고리즘 제안의 사용 여부, 현장의 업무 경력에 따른 전문가와 

비숙련자의 구분, 실험에 사용된 문제가 예측된 출력값의 신뢰수준 

영역에 따라 3-Way Mixed ANOVA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 2 절 데이터 세트 및 실험 참가자 

 

2019년 1월 기준 반도체 제조 공장 중 한 곳의 식각(Etch)공정 장비  

일부 그룹에서 기존에 발생되었던 FDC 인터락을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인터락의 발생 원인이 된 매개 변수의 데이터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정보 또는 SPC 규칙을 벗어난 정보와, 해당 인터락이 발생한 시점에 

[그림 9] 결과 분석을 위한 3-way Mixed ANOVA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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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판단하고 조치한 담당 엔지니어의 상황 기록 데이터이다. 매개 

변수의 데이터는 학습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고, 전문가의 기록은 

진성/가성을 구분하기 위한 레이블로 사용되었다. 레이블의 구분은 해당 

장비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결로 기준을 정해 구분하였다. 

[표 3]은 실험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총량과 전처리 후 사용될 

데이터의 양을 보여준다. 3개월 간 수집한 총 20,224건의 인터락 

데이터를 전처리한 결과 레이블을 판독할 수 없는 3,213건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중 진성은 2,359건, 가성은 14,142건이었으며, 레이블 

비율을 1:1로 조정하기 위하여 가성 데이터를 랜덤 추출하여 

2,491건으로 사용하였다. 

 

 

[표 3] 실험에 사용된 FDC 인터락 데이터 세트 

 

데이터가 수집된 장비 그룹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78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경력에 따라 전문가와 비숙련자의 구분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개개인의 차이가 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FDC 인터락을 적정 수준 경험하여 혼자서 

대부분의 FDC 인터락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전문가의 기준으로 

잡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력 4년 이상의 엔지니어들을 전문가로, 

그 이하를 비숙련자로 구분하고 무작위로 참가자 그룹을 나누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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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다시 무작위로 알고리즘 예측 제안을 제공하는 그룹과 제공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총 4개의 참가자 그룹을 생성하였다. 각 그룹의 

참가자는 실험 계획에 따라 개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설문과 인터뷰를 

위해 제안을 제공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분류가 끝난 후 알고리즘 

제안의 예시를 보여주고 설명하였다. 개별 실험 후 참가자 중 지원자 

16명에 대해 3개 문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4] 제안의 사용 여부와 숙련도에 따른 참가자 그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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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류 모델 

   

  수집된 데이터세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현장의 기준에 맞게 

전처리 되었다. 변수로 사용할 장비 매개 변수들은 직접 사용하거나 

그룹화 또는 연산을 거쳐 새로운 변수로 생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현장에서 인터락을 처리하는 엔지니어는 수치로 표시되거나 텍스트로 

구분되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된 시계열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수집의 어려움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 장비 센서들을 그룹화 하는 과정은 [그림 10]과 유사한 

[그림 10] 장비 매개 변수 분류의 예시[16] 2011, Hong, Sang J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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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되었다[16].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원핫인코딩(One-hot Encoding)을 

통해 최종 4805 x 1803의 모양으로 입력되었다. 분류 모델은 [그림 

11]과 같은 완전 연결 신경망(Fully-Connected Neural Network)이다. 

5개의 은닉 층을 가진 네트워크로 학습하였고, 그리드서치를 이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데이터세트 분할을 실시하였다. 훈련 데이터세트와 테스트 데이터세트를 

9:1로 나눈 후 훈련 데이터 세트를 다시 9:1의 비율로 나누어 검증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최종 테스트 정확도는 

77%이며, 반복 검증을 위해 가성 데이터 샘플링을 반복하였으나 테스트 

정확도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림 12]는 테스트세트의 출력 값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이진 분류 

문제이므로 임계값 0.5를 기준으로 0에서 0.5사이가 가성 인터락으로 

분류되며, 0.5에서 1사이가 진성 인터락으로 분류된다. 분포 내의 각 

[그림 11]완전 연결 신경망(Fully-Connected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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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락 중 틀린예측(False Positive + False Negative)의 경우는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였다. 분포는 U자 모양으로 양쪽 끝부분에 가장 

많은 인터락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모델이 틀리게 예측한 문제들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가운데 영역은 분포하는 문제 수는 적지만 

모델이 틀리게 예측한 문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12]모델의 출력 값 분포. 가로축은 출력값, 세로축은 문제의 수 

 

이진 분류를 위한 임계치(Threshold)를 0.5로 구분하는 경우 가운데 

영역의 틀린 예측이 모델의 성능에 반영되어 전체 정확도가 낮아진다. 

실험은 높은 신뢰수준의 제안과 낮은 신뢰수준의 제안의 영향을 

구분해서 확인하려고 하므로 실험을 위한 문제 추출은 높은 신뢰수준 

영역인 0.1보다 작고 0.9보다 큰 영역, 낮은 신뢰수준 영역인 0.4에서 

0.6 사이 영역에서 각각 10문제씩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신뢰수준이 

높은 영역의 재현율은 96%, 정밀도는 9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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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내용 

 

실험은 FDC 인터락의 진성/가성 분류를 위한 레이블 처리 기준을 

제공하고, 해당 인터락의 분류를 위한 판단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웹 페이지로 모아서 [그림 13]과 같이 제공하였다. 실제 인터락 

처리시에는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나, 참가자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으며,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어진 데이터만을 가지고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라는 기준을 

정해주었다. 또한 참가자 중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모델의 출력값 기준으로 진성과 가성으로 분류될 신뢰수준을 확률로 

같이 제공하였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보고 진성과 가성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하게 되고, 결과와 저장까지의 소요 시간을 수집하였다.  

 

[그림 13]참가자에게 제공된 실험 화면, 알고리즘 기반 제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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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평가 지표 

 

실험 결과는 3-Way Mixed ANOVA로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될 

각각의 지표는 [표 5]와 같다. 성능 평가를 위한 첫번째 지표는 

정확도이다. 세부적으로 특이도(Specificity)와 민감도(Sensitivity)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특이도는 실제 가성 인터락을 참가자가 가성으로 

선택하는 비율이다. 즉, 실제 장비 이상이 아닌 경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특이도의 상향은 장비 이상이 아닌 경우에 인력의 

손실 없이 단순 조치로 장비를 재 가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특이도의 하향은 장비의 실제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생산과 인력 손실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감도는 실제 진성 인터락을 참가자가 진성으로 

선택하는 비율이다. 즉, 실제 장비 이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민감도의 상향은 장비의 이상을 정확하게 찾아서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민감도의 하향은 장비의 이상을 감지하지 못해서 제품 품질 

불량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7]. 시간의 경우는 참가자가 

20개 각각의 분류에 걸리는 소요시간의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문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를 찾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모아둔 상황으로, 

순수하게 판단에 걸리는 시간만을 측정하게 된다. 

인지 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는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도움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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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만한 제안인지, 실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18]. 이를 통해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따라 도움이 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추가로 해당 

실험에 대한 참가자 그룹 별 인터뷰를 거쳐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실험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표 5]실험의 평가 지표 

 

 

 

 

 

 

 

 

 



 

 34 

제 4 장 연구 결과 

 

4.1 분류 능력 평가 

 

4.1.1 특이도(Specificity) 

 

특이도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패널 A는 각 그룹의 기술 

통계량을 신뢰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제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용하는 경우 높은 신뢰수준에서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의 특이도 향상을 보였다.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각 그룹의 알고리즘 

기반 제안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패널 B는 특이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의 사용 

여부는 특이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1,74)=13.85, 

p=0.0004). 신뢰수준(F(1,74)=130.05, p<0.0000), 그리고 제안과 

신뢰수준의 교호작용(F(1,74)=6.65, p=0.0119)도 특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추가로 제안, 경력 및 신뢰수준 사이의 교호작용도 

유의하다(F(1,74)=4.31, p=0.0413). 즉 제안은 경력에 따라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신뢰수준에 따라 특이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패널 C는 사후 검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높은 신뢰수준에서 제안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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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C3, p=0.9000)(C4, p=0.9000),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비숙련자 그룹의 경우 

제안의 사용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C2, p=0.0046),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특이도의 평균이 27% 향상되고 

표준편차는 48%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 그룹은 제안의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C1, p=0.1525), 특이도의 

평균이 19% 향상되고 표준편차는 48%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산분석 결과와 같이, 경력은 특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특이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의 분류 능력은 차이가 

없으며, 제안은 비숙련자 그룹의 분류 능력 향상을 위한 도움을 준다.  

전문가 그룹도 향상되지만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이 특이도에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가성을 가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논의에서 상세히 얘기하도록 하겠다. 

특이도에서 제안이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의 분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지는 제안을 사용한 전문가와 사용하지 않은 비숙련자, 

사용하지 않은 전문가와 제안을 사용한 비숙련자 그룹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을 사용한 전문가와 사용하지 않은 비숙련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특이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6, p=0.0208),  

사용한 전문가 그룹이 사용하지 않은 비숙련자 그룹에 비해 평균이 

26% 높고 표준편차가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을 사용하지 

않은 전문가 그룹과 사용한 비숙련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지만(C5, p=0.0596), 사용한 비숙련자 그룹이 사용하지 않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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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A : 기술 통계량 

Confidence 

Level 

Work 

Experience 

Algorithmic 

Suggestion 
Mean Std. 

High Expert Unassisted (n=18) 0.78 0.23 
  Assisted (n=17) 0.93 0.12 
 Unskilled Unassisted (n=20) 0.74 0.21 
  Assisted (n=23) 0.94 0.11 

Low Expert Unassisted (n=18) 0.52 0.15 
  Assisted (n=17) 0.65 0.18 
 Unskilled Unassisted (n=20) 0.58 0.16 

    Assisted (n=23) 0.55 0.18 

 

 Panel B : ANOVA Table  

Effect DF F P-Value   

Suggestion 1 13.85 0.0004 *** 

Work Experience 1 0.32 0.5750  

Confidence level 1 130.05 0.0000 *** 

Suggestion x Work Experience 1 0.73 0.3960  

Suggestion x Confidence level 1 6.65 0.0119 * 

Work Experience x Confidence level 1 0.02 0.8960  

Suggestion x Work Experience x Confidence 

level 
1 4.31 0.0413 * 

 

 Panel C : Post-hoc 결과 (Tukey HSD) 

  Group1 Diff. P-adj   

High C1. Expert : Unassisted - Assisted -0.15 0.1525  

 C2. Unskilled : Unassisted - Assisted -0.20 0.0046 ** 

 C3. Unassisted : Expert - Unskilled -0.04 0.9000  

 C4. Assisted : Expert – Unskilled 0.01 0.9000   

 C5. Expert, Unassisted - Unskilled, Assisted 0.16 0.0596   

 C6. Expert, Assisted - Unskilled, Unassisted -0.19 0.0208 * 

Low C7. Expert : Unassisted - Assisted -0.13 0.3488   

 C8. Unskilled : Unassisted - Assisted 0.02 0.9000  

 C9. Unassisted : Expert - Unskilled 0.06 0.9000  

 C10. Assisted : Expert - Unskilled -0.10 0.6245  

 C11. Expert, Unassisted - Unskilled, Assisted 0.03 0.9000  

  C12. Expert, Assisted - Unskilled, Unassisted -0.07 0.9000   

 

[표 6] 특이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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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비해 평균이 20% 높고 표준편차가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비숙련자 그룹에 제안의 유의한 효과가 없다(C8, 

p=0.9000). 마찬가지로 전문가 그룹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7, p=0.3488). 제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도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C9, p=0.9000)(C10, p=0.6245). 

 [그림 14]는 특이도에 대한 교호작용도이다. 높은 신뢰수준에서 

제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 모두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알고리즘 기반 제안에 따라 두 그룹 

모두 특이도가 상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그룹간 

어느 효과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일 만큼의 변화는 없다. 특이점으로는 

제안의 사용여부에 따라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각각의 특이도 변화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는데, 전문가 그룹의 경우 알고리즘 제안의 사용에 

따라 특이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비숙련자 그룹의 경우는 

동등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 부분도 뒤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제안의 신뢰수준 하락은 특이도의 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고리즘이 예측한 결과로 계산한 특이도와 

비교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의 예측 

특이도보다 낮은 결과를,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의 예측 특이도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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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특이도에 대한 교호작용도 

 

 

 4.1.2 민감도(Sensitivity) 

 

민감도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패널 A는 각 그룹의 기술 

통계량을 신뢰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제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전문가가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높은 신뢰수준에서 전문가의 경우 제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90% 수준의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었다. 제안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비숙련자 그룹의 민감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전문가 그룹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두 그룹 모두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이 보였다. 

패널 B에서 나타난 민감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제안 만으로는 

민감도에 유의한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신뢰수준과의 

교호작용과(F(1,74)=17.75, p=0.0001), 신뢰수준 및 경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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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작용은 매우 유의하다(F(1,74)=11.44, p=0.0012). 신뢰수준은 

특이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유의하며(F(1,74)=23.95, p<0.0000), 

경력도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F(1,74)=9.58, p=0.0028). 즉 제안은 

신뢰수준과 경력에 따라 민감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패널 C를 통해 사후 검정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높은 

신뢰수준의 문제에서 제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하며, 비숙련자 그룹은 전문가 그룹에 비해 29% 

낮은 평균과 79% 높은 표준편차를 보였다(C3, p=0.0010). 제안을 

사용하는 경우 비숙련자 그룹의 민감도는 40% 향상되고 표준편차는 

48% 감소하여(C2, p=0.0010) 전문가 그룹과 유의차가 없는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4, p=09000)(C5, p=0.9000). 제안을 

사용한 전문가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비숙련자 그룹 간의 비교에서도 

사용한 전문가 그룹의 평균이 34% 높고 표준편차가 28% 낮게 나타나 

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C6, p=0.0113). 전문가 

그룹의 경우는 제안의 사용 여부에 따른 유의차가 보이지 않았다.(C1, 

p=0.9000).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을 사용하지 않은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9, p=0.9000). 제안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C10, p=0.4126).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에서 제안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C7, 

p=0.8547)(C8, p=0.1011). 제안을 사용하지 않은 전문가 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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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A : 기술 통계량 

Confidence 

Level 

Work 

Experience 

Algorithmic 

Suggestion 
Mean Std. 

High Expert Unassisted (n=18) 0.90 0.14 
  Assisted (n=17) 0.86 0.18 
 Unskilled Unassisted (n=20) 0.64 0.25 
  Assisted (n=23) 0.90 0.13 

Low Expert Unassisted (n=18) 0.78 0.17 
  Assisted (n=17) 0.69 0.14 
 Unskilled Unassisted (n=20) 0.73 0.18 

    Assisted (n=23) 0.57 0.24 

 

 Panel B : ANOVA Table 

Effect DF F P-Value   

Suggestion 1 0.06 0.8070   

Work Experience 1 9.58 0.0028 ** 

Confidence level 1 23.95 0.0000 *** 

Suggestion x Work Experience 1 2.97 0.0891  

Suggestion x Confidence level 1 17.75 0.0001 *** 

Work Experience x Confidence level 1 0.17 0.6860  

Suggestion x Work Experience x Confidence 

level 
1 11.44 0.0012 ** 

 

 Panel C : Post-hoc 결과 (Tukey HSD) 

  Group1 Diff. P-adj   

High C1. Expert : Unassisted - Assisted 0.04 0.9000  

 C2. Unskilled : Unassisted - Assisted -0.26 0.0010 ** 

 C3. Unassisted : Expert - Unskilled -0.26 0.0010 ** 

 C4. Assisted : Expert - Unskilled 0.04 0.9000   

 C5. Expert, Unassisted - Unskilled, Assisted 0.00 0.9000   

 C6. Expert, Assisted - Unskilled, Unassisted -0.22 0.0113 * 

Low C7. Expert : Unassisted - Assisted 0.09 0.8547   

 C8. Unskilled : Unassisted - Assisted 0.16 0.1011  

 C9. Unassisted : Expert - Unskilled -0.05 0.9000  

 C10. Assisted : Expert - Unskilled -0.13 0.4126  

 C11. Expert, Unassisted - Unskilled, Assisted -0.21 0.0091 ** 

  C12. Expert, Assisted - Unskilled, Unassisted 0.03 0.9000   

 

[표 7]민감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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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비숙련자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C11, p=0091). 

이는 비숙련자 그룹에서 제안을 사용한 경우 평균은 22%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33% 증가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5]는 민감도에 대한 교호작용을 보여준다. 높은 신뢰수준에서 

제안은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비숙련자 그룹의 

민감도를 전문가 그룹 이상으로 향상시켜 유의차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용하는 경우 경력에 관계없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위의 사후 검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비숙련자 그룹이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사용하는 경우 민감도가 하락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전문가 그룹과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까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의 신뢰수준 하락은 민감도의 전반적인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알고리즘이 예측한 결과로 계산한 민감도와 비교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의 예측 민감도보다 낮은 결과를,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의 예측 민감도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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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민감도에 대한 교호작용도 

 

4.1.3 소요시간(Elapsed Time) 

 

소요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패널 A는 각 그룹별 

소요시간의 기술 통계량을 신뢰수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전문가 그룹과 

비숙련자 그룹의 소요시간 차이는 전문가 그룹이 소폭 빠른 것으로 

보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안의 사용에 따른 각 

그룹의 차이는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패널 B는 소요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의 

사용 여부는 소요시간에 대해 유의하지 않지만, 제안과 신뢰수준에 대한 

상호작용은 유의한 영향이 존재한다(F(1,74)=7.40, p=0.0081). 

경력은 소요시간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F(1,74)=17.37, p=0.0001), 제안이나 신뢰수준과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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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A : 기술 통계량 

Confidence 

Level 

Work 

Experience 

Algorithmic 

Suggestion 
Mean Std. 

High Expert Unassisted (n=18) 25 9.35 
  Assisted (n=17) 22 5.29 
 Unskilled Unassisted (n=20) 32 6.28 
  Assisted (n=23) 27 8.03 

Low Expert Unassisted (n=18) 20 5.88 
  Assisted (n=17) 21 6.00 
 Unskilled Unassisted (n=20) 27 9.75 

    Assisted (n=23) 28 9.65 

 

 Panel B : ANOVA Table 

Effect DF F P-Value   

Suggestion 1 1.44 0.2340   

Work Experience 1 17.37 0.0001 *** 

Confidence level 1 9.27 0.0032 ** 

Suggestion x Work Experience 1 0.22 0.6370  

Suggestion x Confidence level 1 7.40 0.0081 ** 

Work Experience x Confidence level 1 0.13 0.7230  

Suggestion x Work Experience x Confidence 

level 
1 0.38 0.5400   

 

 Panel C : Post-hoc 결과 (Tukey HSD) 

  Group1 Diff. P-adj   

High C1. Expert : Unassisted - Assisted 2.91 0.9000  

 C2. Unskilled : Unassisted - Assisted 5.43 0.3207  

 C3. Unassisted : Expert - Unskilled 7.57 0.0674  

 C4. Assisted : Expert - Unskilled 5.04 0.4823   

 C5. Expert, Unassisted - Unskilled, Assisted 2.13 0.9000   

 C6. Expert, Assisted - Unskilled, Unassisted 10.47 0.0021 ** 

Low C7. Expert : Unassisted - Assisted -0.61 0.9000   

 C8. Unskilled : Unassisted - Assisted -0.14 0.9000  

 C9. Unassisted : Expert - Unskilled 7.13 0.1041  

 C10. Assisted : Expert - Unskilled 6.66 0.1460  

 C11. Expert, Unassisted - Unskilled, Assisted 7.27 0.0722  

  C12. Expert, Assisted - Unskilled, Unassisted 6.52 0.1956   

 

[표 8] 소요시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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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보이지 않는다.(F(1,74)=0.22, p=0.637), (F(1,74)=0.13, 

p=0.723). 신뢰수준 또한 유의한 영향이 존재한다.(F(1,74)=9.27, 

p=0.0032). 즉 제안의 영향은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신뢰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하다. 

패널 C는 사후 검정 결과이다. 먼저 높은 신뢰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둘 다 제안의 사용 여부에 따른 소요시간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C1, p=0.9000)(C2, p=0.3207). 

마찬가지로 제안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전문가 그룹과 비숙련자 그룹을 

비교해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C3, p=0.0674)(C4, 

p=0.4823). 경력의 차이에 따른 소요시간 변화와 제안에 따른 소폭의 

감소 효과만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사용한 전문가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비숙련자 그룹의 비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C6, p=0.0021). 

낮은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비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림 16]은 소요시간에 대한 교호작용도이다. 경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전문가 그룹의 소요시간이 비숙련자 그룹에 비해 눈에 띄게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다. 제안의 사용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높은 신뢰수준에서 사용한 그룹의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으며,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신뢰수준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낮은 신뢰수준에서 높은 신뢰수준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짧게 나타나는 특이 경향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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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소요시간에 대한 교호작용도 

 

 

4.2 인지 능력 평가 

 

4.2.1 정량 분석 결과 

 

실험 진행 후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세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의 기술 통계량을 [표 9]에 정리하였다.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 된 

결과에 대한 일 표본 t검증 결과는 [표 10]에 표기하였다.  

첫번째 질문은 제안이 문제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이 동등한 수준으로 영향력을 받은 

방향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그룹 모두 답변은 유의하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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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p=0.0239)에 비해 비숙련자 그룹(p<0.0000)에서 더 크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두번째 질문은 제안이 문제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받는 

용도로 실제 사용하기에 적당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첫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가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전문가 그룹(p=0.0002)과 비숙련자 그룹(p<0.0000) 모두 유의하며, 

비숙련자 그룹이 더 크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질문은 

전문가 수준(95%) 이상의 신뢰수준으로 예측된 제안이라면, 실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이고, 특히  

 

 

Effect 
Work 

Experience 
Mean Std. 

Effectiveness Expert (n=35) 3.53 0.87 
 Unskilled (n=43) 3.57 0.51 

Usefulness Expert (n=35) 3.76 0.66 
 Unskilled (n=43) 3.91 0.60 

Intent to Use Expert (n=35) 3.76 0.90 

  Unskilled (n=43) 4.04 0.88 

 

[표 9] 인지 평가 결과의 기술 통계량 

     
     

Effect 
Work 

Experience 
Statistics p-value   

Helpfulness Expert (n=35) 2.4962 0.0239 * 

 Unskilled (n=43) 5.3479 <0.0000 *** 

Usefulness Expert (n=35) 4.7469 0.0002 *** 

 Unskilled (n=43) 7.3417 <0.0000 *** 

Intent to Use Expert (n=35) 3.4900 0.0030 ** 

  Unskilled (n=43) 5.7002 <0.0000 *** 

 

[표 10] 인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일 표본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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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자 그룹에서 강한 긍정 응답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도 전문가 

그룹(p=0.0030)과 비숙련자 그룹(p<0.0000) 모두에게 유의하지만, 

비숙련자 그룹에서 더 크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제안은 두 그룹 모두의 문제 분류에 영향이 있고, 정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긍정적인 방향의 사용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가 그룹보다 비숙련자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4.2.2 정성 분석 결과 

 

설문조사 이외의 의견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참가가 중 전문가 9명과 비숙련자 7명에 대해 세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였다. 첫번째 질문은,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게 된다면 인터락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가?” 이며 

전문가의 의견은 본인의 판단을 검증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지만, 

낮은 신뢰수준에 따른 혼란과 책임소재의 우려 등이다. 참가자41은 “내 

판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확인용으로 사용하겠지만, 다른 경우는 내 

생각에 따르거나 안전한 진성으로 선택을 할 것 같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참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참가자 

96은 “신뢰수준이 높지 않은 이상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높은 건 

도움이 되겠지만 낮은 경우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다.” 라며 낮은 

신뢰수준에 대한 혼란의 우려를 표했다. 다른 측면에서 참가자 2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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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숫자가 부족하고 하니 급할 때는 비숙련자가 제안에 따라 

처리하고 후 확인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높은 신뢰수준일때만.” 

이라며 높은 신뢰수준의 경우는 비숙련자가 전문가의 부재나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용도로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비숙련자의 의견은 급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제안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낮은 신뢰수준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우려하였고, 

특히 가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참가자 93은 

“높은 신뢰수준은 일단 따라서 처리하고 추후에 배우거나 물어보거나 할 

것 같다. 경험이 부족한 나 스스로의 판단 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라며 부족한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급할 

때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참가자 17은 “높은 신뢰수준을 

가진 일부라도 먼저 사용했으면 좋겠다. 급한데 내가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제안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높은 신뢰수준의 예측이라면 전문가의 부재 상황에서 생산 

손실을 막기 위한 급한 처리는 제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이었다. 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같이 존재하였는데, 참가자 38은 “책임이 문제인 

것 같다. 가성으로 할 때 실제로는 못하지 않을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제안에 따라서도 가성 처리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품질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를 걱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질문은 “낮은 신뢰수준의 제안은 처리 결과가 잘못 기록되거나, 

전문가들의 판단이 각각 다른 경우가 원인일 수 있다. 개선을 위해 

정확한 처리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가?” 로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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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확한 레이블 기록 요구에 관한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전반적인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고, 높은 

신뢰수준으로 예측되는 범위의 커버리지는 전체의 38% 정도이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기록하는 레이블이 정확하여야 하는데, 

정확한 분류 내용과 처리 절차 기록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참가자41는 “기존에는 레이블을 잘 기록하여도 

다시 찾아보거나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걸 사용해서 예측하는데 사용한다면 잘 

기록하겠다.” 라고 답했다. 참가자86은 “기록을 정확히 해서 

비숙련자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잘 기록하겠다.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응답하였다. 참가자78은 “시간이 걸려도 정확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분류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겠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잘 기록하여야 하나 귀찮아지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부 

강제하거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더 있었다. 

세번째 질문은 “실제 업무 적용보다 먼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은행처럼 비숙련자 교육용으로, 센서 이름이나 발생 상황 등에 

익숙해지도록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로 교육적 학습 

도구로서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참가자 41은 “실제 업무 

적용보다 더 필요할 것 같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데 

미리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참가자 27은 “너무 바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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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자에 대한 교육까지 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공백을 이런 걸 

활용해서 보완하자 센서 종류라도 좀 이해하도록.” 이라며 전문가의 

직접적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비숙련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의 

사용을 원했다. 참가자 96은 “잘못된 정보도 많을 텐데 그런 것 좀 

빼고 레이블 잘 적는 전문가의 자료만 정리해서 교육에 활용하자 스스로 

좀 공부하고 준비하면 실제 상황에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며 

정확한 레이블의 자료들을 활용한 비숙련자의 자가 학습에 활용하여 

실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 상황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해야 하는 상황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바쁜 전문가를 대신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 외의 기타 알고리즘 기반 제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추가 변수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참가자24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참가자28은 “데이터 추가 수집 후 분류 가이드라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가자 79는 “PM이나 장비 이력 

등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결과 예측이 더 잘 될 것 같다.” 라며, 실제 

업무에서 고려하는 장비 이벤트를 추가해서 학습하여야 실제 판단에 더 

가까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숙련자의 일부는 바쁜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개인의 

숙련도 향상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용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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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발생하는 

인터락을 분류하는 엔지니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제안은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의 분류 능력을 향상시켰고, 

비숙련자 그룹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도와 

민감도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향상이 있었고, 인지 평가에 있어서도 

알고리즘 기반 제안의 효과와 사용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 연구의 의의 

 

특이도는 가성 인터락을 가성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능력이며, 가성을 

진성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품질의 위험은 없지만 인력과 생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민감도는 진성 인터락을 진성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능력이며, 진성을 가성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품질 문제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특이도는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전문가와 비숙련자의 

능력이 비슷하다는 결과인데, 이는 가성을 분류해 내는 특이도의 성격과 

엔지니어들이 인터락을 분류할 때에 발생하는 품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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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은 진성 가성의 구분이 확실한 인터락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와 경험적 지식 만으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성으로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 발생될 품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진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림 17]은 실험에 사용된 인터락 중 실제 레이블이 가성인 

인터락들의 개별 정답률을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높은 신뢰수준의 인터락에서 제안을 사용한 경우 특이도는 

향상되었고, 비숙련자의 경우는 그 향상 효과가 유의한 수준이었다. 

제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판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진성으로 잘못 

분류한 인터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안의 

예측 결과가 가성이라면 엔지니어는 제안을 참고하여 해당 인터락을 

가성으로 정확히 분류한 것이다. 이는 엔지니어가 가성으로 판단한 

인터락을 제안의 예측도 지지한다면 엔지니어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제안을 참고하여 가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낮은 

신뢰수준의 인터락에서는 제안의 사용에 따른 유의한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낮은 신뢰수준 영역에는 실제 정답률이 매우 낮은 인터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엔지니어가 주어진 데이터로만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진성으로 분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인터락에서는 전문가가 비숙련자보다 더 낮은 특이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문가가 비숙련자보다 더 품질 위험에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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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실험에 사용된 가성 인터락들의 개별 정답률(가로축은 모델의 

출력값, 세로축은 참가자 정답률의 평균) 

 

반응하여 진성으로의 틀린 선택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영역에서 

전문가의 경우 정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의 

판단에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샘플이 적어 판단하기 

어렵다. 비숙련자의 결과에서는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실제 진성을 제안이 가성으로 틀리게 예측한 경우 제안의 사용여부에 

따라 전문가와 비숙련자가 반대의 경향이 보이는 것 같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 또한 샘플이 적고 치우침이 있어 판단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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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예측 결과의 특이도는 신뢰수준에 따라 높은 경우 1.0, 낮은 

경우 0.5 인데, 실험 결과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 예측 결과의 

특이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제안 사용시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예측 

결과보다 낮은 특이도를 보여주고,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예측 결과보다 

높은 특이도를 보여준다. 즉 실험에서는 전문가와 비숙련자 모두 제안에 

완전히 의존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민감도는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전문가는 제안의 

신뢰수준과 관계없이 비숙련자보다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며, 높은 

신뢰수준의 인터락에서 90%, 낮은 신뢰수준의 인터락에서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숙련자의 민감도는 제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70% 수준으로 전문가에 비해 낮다. 즉 실제 진성을 진성으로 

분류하는 능력은 전문가가 비숙련자에 비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은 실험에 사용된 인터락 중 실제 레이블이 진성인 

인터락들의 개별 정답율을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문가 그룹은 높은 신뢰수준에서 제안의 사용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이 없는 수준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개별 문제마다 

편차는 존재하지만, 민감도는 90%에 가까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비숙련자 그룹은 제안의 사용에 따라 민감도가 큰 폭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개별 문제의 정답률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진성 인터락을 판별하는 능력이 낮은 비숙련자의 경우, 높은 신뢰수준의 

제안이 진성으로 예측하는 경우에 제안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한 

진성으로의 선택이므로 품질 위험에 대한 부담 없이 제안에 따라 진성을 



 

 55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신뢰수준의 인터락에서는 제안을 

사용하면 비숙련자의 진성 판단 능력을 전문가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전문가와 비숙련자 모두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안의 사용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측의 신뢰수준은 낮지만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지지하면서 

일부 참가자가 제안에 의존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터락들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인터락 중 하나의 정답률이 매우 낮은데, 해당 문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진성 처리되었지만 가성으로 판단해도 품질에 

위험하지 않은 문제였으며, 이는 실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지만 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발생시의 상황과 여유에 따라 즉시 

정비를 할 수도, 또는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 

대부분이 가성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레이블이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처리 기준에 대한 합의를 통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6 

 

 

[그림 18] 실험에 사용된 진성 인터락들의 개별 정답률(가로축은 모델의 

출력값, 세로축은 참가자 정답률의 평균)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제안은 높은 

신뢰수준의 인터락에서는 사용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비숙련자의 경우 제안을 사용할 경우 특이도와 민감도에서 전문가와 

차이 없는 수준까지의 분류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낮은 신뢰수준의 문제에서는 낮은 정확도의 예측 결과로 인한 판단의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비숙련자의 인터락 처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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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높은 신뢰수준의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품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진성 인터락을 진성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재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높은 신뢰수준 영역의 재현율이 96% 

이며, 이는 전체 테스트 셋의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레이블의 오류가 없는 데이터 셋의 확보, 즉 전문가들이 

입력하는 인터락 처리 결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애매한 인터락들에 대한 

분류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제된 

데이터는 더 많은 수의 인터락들에 대하여 높은 신뢰수준의 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진성과 가성이 1:1로 맞춰 학습된 모델 

보다 실제 가성 인터락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성 비율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높은 신뢰수준 영역의 확장은 

가성 처리에 대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를 검토하여 인터락을 분류하는데 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제안을 사용할 때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 소요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낮은 신뢰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전문가 그룹이 

비숙련자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소요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제안의 사용 여부나 신뢰수준과 관계없이 

유지되었다. 낮은 신뢰수준의 경우는 인터뷰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제안을 참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안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엔지니어의 판단만으로 분류하여 소요시간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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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높은 신뢰수준의 경우는 제안의 사용에 따라 제안을 먼저 

참고한 후에 본인의 판단과 종합하여 최종 분류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검토하는 시간에 있어 제안의 결과를 본 후에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실험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모아서 한번에 

보여주는 방식이라 데이터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 인터락 발생시에는 판단을 위한 참고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험 결과보다 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인터락을 분류하는 문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이 인터락 분류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유의한 효과는 전문가보다 비숙련자 

그룹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숙련자가 전문가보다 제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안이 실제 업무에 

유용한지에 대한 질문은 전문가와 비숙련자 그룹 모두 크게 유의미한 

긍정의 답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실제 인터락 분류시에 알고리즘 기반 

제안의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업무 진행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능이 

적용된다면 직접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두 그룹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고, 전문가보다 비숙련자의 경우가 더 큰 

긍정을 보였다. 즉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적용된다면 실제 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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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데이터로 참고될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제안은 전문가보다 비숙련자에게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더 확인해 보았다. 전문가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활용과 분류 결과에 대한 예측이라는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실험 내용과 실제 업무에의 

적용에 관한 의견에서는 전문가와 비숙련자의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는 

본인의 판단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제안의 예측 결과를 참조하였으며, 

비숙련자는 분류를 위한 경험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제안의 예측 결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모두 제안의 신뢰수준이 높다는 

가정 하에서의 의견이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부재에 따른 

비숙련자의 인터락 처리 필요시 높은 신뢰수준의 제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은 생산과 인력 손실이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수준이 낮은 경우 품질 위험에 대한 불안과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비숙련자 모두 제안을 참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확한 레이블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가들이 인터락을 처리하면서 기존에 귀찮고 바빠서 대충 

기록했던 처리결과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주어야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판단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 이를 종합하여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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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알고리즘 기반 예측의 정확도와 커버리지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인터락 분류 예측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레이블을 기록하려고 할 것이다. 회사의 

제조 환경이라는 특성상 자발적인 방법과 더불어 업무적인 측면에서 

일괄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의 

활용은, 실제 상황에서의 예측을 제안하기에 앞서 기존 인터락 처리 

기록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비숙련자의 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상황을 접하면서 경험을 쌓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상황에 따라 학습 효율이 매우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쁘고 부족한 전문가와 빨리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비숙련자가 같이 있는 환경에서는 

실제 많은 인터락 케이스를 단기간에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하는 모델을 문제 은행처럼 사용하여 

과거 처리된 인터락을 보고 어떤 상황과 어떤 센서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와 비숙련자의 의견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특히 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경험해야 할 인터락 들을 단기간에 학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과 전문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전문가의 

빈자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와 의의를 통해 반도체 제조에서 장비 인터락 분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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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제안 시스템의 활용이 실제 현장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특이도의 개선은 너무 많은 

가성 인터락을 정확히 분류하는 업무에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인력과 

생산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감도의 개선은 진성 

인터락을 정확히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어 실제 이상 발생에 따른 품질 

위험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경험이 부족한 비숙련자의 

낮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전문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전문가는 기존에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던, 더 

가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단순 인터락을 처리하는 

시간에 가성 인터락을 최소화하여 전체 인터락 발생 건수를 줄이거나, 

표준화 되어있지 않던 일부 인터락들의 처리 기준을 세워 엔지니어 

판단에 혼란을 줄이고 제안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업무 효율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방향의 업무가 지속되면 

비숙련자들은 제안의 도움을 받아 숙련도가 높아지고 전문가들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 엔지니어와 알고리즘이 상호 보완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엔지니어의 의지가 필요하다. 높은 

신뢰수준의 예측결과를 제안해 준다고 해서, 엔지니어가 본인의 판단 

없이 제안에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면, 업무는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숙련도를 높여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내 생각이 

아닌 제안에 따른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스템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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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현장의 이상 발생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제안 시스템 

사용을 위한 세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안은 전문가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높은 신뢰수준의 

예측 결과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장비의 인터락을 

분류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전문가의 분류 능력은 특이도 80%, 

민감도 90% 수준이다.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분류가 가능한,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9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임계치로 높은 

신뢰수준의 영역만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엔지니어들이 부정적인 효과 없이 

제안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뢰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예측 모델의 정확도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데이터 디자인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조 현장에서의 이상 발생 후 처리 데이터의 특성상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이므로 정확하지 않거나 단순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다. 예측 모델의 분류 기준은 기록된 데이터로부터 레이블로 

만들어지므로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데이터 기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다를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어 분류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와 알고리즘의 상호 보완성을 인식하고 제안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여야 한다. 먼저 엔지니어들에게 시스템의 

제안은 업무 분담이나 책임 전가의 대상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업무를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비숙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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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제안에 대한 의존적인 업무 진행을 막기 위해 스스로의 숙련도 

학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교육시켜야 하고, 전문가의 경우는 시스템의 

제안이 본인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판단과 다른 경우, 정확한 기준의 

제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시스템에 

피드백 하여야 한다. 

 

 

5.2 연구의 시사점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엔지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바 없었다. 장비 인터락을 분류함에 

있어서 현장 전문가의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과 실제 업무 담당 

엔지니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최초의 연구 사례이다. 현장 전문가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제안을 통하여 비숙련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인터락 분류에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람의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알고리즘 사용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반도체 제조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을 통해 비숙련자의 인터락 

처리 업무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라 전문가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전문가들은 단순 인터락 처리 업무가 아닌,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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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사람이 해야하는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터락에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가성을 줄일 방안을 찾거나,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를 좁히고 업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알고리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안의 

커버리지를 넓혀 가며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 인터락 데이터는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데이터 중의 일부분이다. 가공되는 제품인 

웨이퍼들의 묶음인 랏(Lot)에서 발생하는 홀드(Lot hold), 공정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되는 패턴의 스펙이 이상 움직임을 보일 때 

발생하는 SPC인터락 등 장비 인터락과 유사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담당 엔지니어의 판단을 통해 진성, 가성 뿐만 아니라 더 

상세한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이들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해당 

전문가들을 통해 데이터 디자인을 통한 알고리즘 제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문가 지식기반 알고리즘을 장비 인터락 분류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장 전문가의 업무 처리와 경험적 지식 데이터를 활용하고, 

실제 담당 엔지니어 78명의 참여로 실험이 진행된 부분이다. 반도체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은 제조 담당자에 의해 수집된 정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실험을 위해 수집되지 않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장의 

경험적 지식을 최대한 반영하여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학습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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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로 사용한 처리 결과의 문장들은 전문가 여럿의 의견을 듣고 

진성인지 가성인지, 또는 단순 실수나 잘못 기록된 것인지를 상황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24시간 현장에서 인터락을 

처리하는 인원 중, 수집한 인터락을 담당하는 파트 전원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즉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된 실험이 아닌, 실제 현장 업무에 

가깝게 접목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연구 

결과에 대한 실제 업무 적용에 있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 제안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확한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인터락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 기반 제안은 전문가들이 직접 처리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존의 데이터는 이력으로 남을 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전문가들은 인터락을 처리할 때 정확하지 않은 

레이블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굳이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락 분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레이블을 정확히 기록할 

필요성이 생긴다.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확도가 높은 예측 

결과는 전문가와 비숙련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이러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실제 인터락 처리시에 자세하고 

정확한 레이블을 기록하겠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연구를 통해 지식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기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 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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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레이블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넷째,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비숙련자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제안을 위한 예측 모델은 기존 전문가들이 

처리한 인터락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즉 학습데이터는 

비숙련자들이 접해보지 못한 많은 수의 인터락 들에 대한 문제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수반될 위험 없이 

사용자들이 알고리즘 기반 제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실제 제조 현장의 인터락 들을 접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상황들을 단기간에 걸쳐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때 미리 학습한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 

상황과 전문가의 처리 능력을 더 빠르게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와 비숙련자 대다수가 위험 없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도구로의 활용에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비숙련자들은 실제 

인터락이 발생하지 않아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과거의 인터락들과 

그 처리결과를 통해 경험을 쌓고,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 

비숙련자들을 지도할 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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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인터락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링하여 예측하고, 사용자의 

업무적 판단에 알고리즘 기반 제안이 미치는 영향도를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장비 인터락 데이터와 

전문가에 의해 분류되어 처리된 결과 레이블을 실제로 수집하여 

사용하였지만 일부 공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제조 전체 공정으로 

확대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재의 인터락 분류 업무에 있어서 전체 공정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방법의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한 기록과 레이블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람의 판단을 레이블로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괄된 기준에 따라 통일되지 

않았고, 일부 문제는 분류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었다. 진성, 가성의 큰 

분류가 아닌 진성과 가성의 종류들까지 실무적 기준에 따라 세부 분류를 

하지 못한 점도 연구의 한계이다. 이런 문제들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입력하는 레이블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고 실무적인 분류 기준을 표준화한다면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인 만큼 개별 전문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습 도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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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먼저 활용한다면 사용자들의 알고리즘 기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학습 도구로 사용함에 따른 업무 능력 

향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 서비스용이 아닌, 제조 현장 업무에서 알고리즘 기반 제안을 

사용한다는 부분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기반 시스템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위해 사용자를 돕기 위한 데이터의 활용에는 이견이 없다. 향후 

연구를 통해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사용자의 경험적 지식이 더 활용될 

수 있는 업무를 찾고, 알고리즘 적용을 통하여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줄여줄 수 있는 지식 기반 시스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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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mpacts of Algorithmic Suggestion on the 

Classification of Interlocks in Semiconductor Equipment 

 

 

Sinwoo Kang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ata generated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researches to utilize the data are being conducted. The FDC 

interlock, which indicates an abnormality in the manufacturing equipmen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ngineer's judgment. This is classified as True 

caused by the actual equipment malfunctions and False caused by other 

causes. If it is judged to be Tru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roblem of the 

equipment, so that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is reduced and the work of 

man is increased. But in case of actual equipment malfunctions, th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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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of the product can be reduced. If it is judged to be False, processing can 

be terminated by simple checks, but the quality of the product will be at risk 

if the actual equipment malfunctions. In order to reduce such quality risks, 

the management of parameters representing the normality of equipment is 

being strengthened. As a result, the occurrence of FDC interlock is 

increasing, but the percentage of False, which is not actual equipment 

malfunctions, accounts for 86% of the total. All interlocks must be dealt 

with by the engineer, and the number of experts with empirical knowledge 

to accurately determine this is limited. Unskilled people often make decisions 

to bear the loss of manpower caused by false negatives in order to minimize 

the quality risks of false positives. In the end, the work is done in a difficult 

direction for quality. So, research is needed to help people by using data and 

algorithms in FDC interlock classific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and the reduction of quality risk. 

 Classification and action results processed by experts at the manufacturing 

site were collected and algorithm-based predictive models were generated 

using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s. In order to grasp the effect, 78 field 

engineers showed the interlock contents and the proposed algorithmic 

suggestion and tested whether it would be helpful to classify FDC interloc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lgorithmic suggestion using the expert's 

empirical knowledg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nskilled FDC 

classification task, and at the same time, it proved to be helpful in 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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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quality risk and the loss of manpower. Through this, it could be 

confirmed that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data utilization using 

expert's empirical knowledge and learning algorithm, through interaction 

with human tasks can be used to help engineers. 

 

Keywords : Semiconductor Equipment, FDC Interlock Classification, 

Algorithmic Suggestion,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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