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기반의�제품�품질과�수율�향상
For improving quality and yield of manufacturing companies.
A systematic yield management solution supporting 
various data analysi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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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QMS(Quality Management System)란?

QMS(Quality Management System)는�기업�내�모든�프로세스에서�발생하는�데이터에�기반하여  품질수준을 

관리하는�시스템입니다.  5M(Machine, Measurement, Method, Man, Material), 1E(Environment)에서�수집,  

관리되는�데이터를�통계적�기법과�시각화를�통해�직관적으로�분석하여�엔지니어의�분석�능력을�향상시켜�줍니다. 

 제조기업들은 QMS를�통해  내부�프로세스의�운영상황을�데이터�기반으로�파악하여�사고�방지와�양질의�제품�생산이 

되도록�관리하며, 궁극적으로�불량제로를�달성하여�고객만족을�높이고�새로운�고객을�창출할�수�있습니다. 

빅데이터의�시대라고�불리는�오늘날�기업활동을�통해�생산되는�데이터의�양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반도체와�같은�하이테크�산업군의�경우�공정�과정에서�쏟아지는�막대한�양의�데이터를�관리하고�분석하기�위한

업무는�특화된�역량과�솔루션이�요구되고�있습니다.

Quality Management System 도입�목표 
QMS를�통해�수집된�데이터를�분석하여�품질과�수율�향상을�위한�해결책을�찾을�수�있습니다.

수집
기업�내�모든�데이터를�실시간으로 

수집하여�생산활동과�프로세스 
관리의�기초토대�마련

분석
수집된�데이터를�다양한�분석

기법을�통해�품질향상에 
기여할�수�있는�정보로�가공

예측
품질�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 

제시는�물론�향후�유사한 
문제점을�예측하여�예방

조치
품질이상에�대해�신속한 

원인�추적은�물론�품질이상과 
불량의�근본원인을�제거

추적
다양한�공정에�걸친�여러 

데이터를�서로�간 
상관성을�파악할�수�있는 

데이터로�정리하여�통합�관리

통보
분석된�정보는�실시간으로 

작업자에게�전달하여 
품질사고를�사전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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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개선



QMS는�수집된�데이터를�분석하여�빠른�피드백을�제공함으로써 
품질불량에�의한�생산성�저하를�원천적으로�차단하여�생산원가�절감을 
가능하게�하며, 궁극적으로�전사적인�생산력�증대효과를�창출합니다.  

Nexplant MESplus QMS

QMS의�특별함

불량�분석, 제조수율�예측�및�모델링을�위한�통합�품질관리�애플리케이션

· 품질데이터의�기본통계�분석�뿐�아니라�각종�분석기법을�이용한�심화분석까지�가능

· 분석�과정·결과를�웹서버에�공유하여�분석 Workflow의�재사용�및�분석�가이드�수립이�용이

 · Early Warning Notification 제공으로�이상�사전�탐지, 예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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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산업군에�최적화된�애플리케이션

· 국제�표준(SEMI standard)을�준수하여�개발되어  표준화�된�데이터(KLARF,STDF) 활용�가능

· 전기전자, 소재산업, 반도체 , LCD, PDP 등의�글로벌�회사에서�채택한�신뢰성�있는�패키지

· Probe Data Analysis, Defect Inspection/Image Data Analysis 외�다양한�산업�특화기능�제공

2

뛰어난�확장성과�유연성을�갖춘  패키지�애플리케이션

· 컴포넌트형�기능모듈을�제공하여�생산라인�특성�및�사용목적에�따른�취사선택�가능

· 데이터베이스�최적화를�통한�고속/대용량�데이터�처리

· 다양한 DBMS 환경�지원, EAI 솔루션을�활용하여�타�시스템�인테페이스�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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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S 주요기능

공통�기능

설비�엔지니어링�분석 

하이테크�특화�기능

Early Warning System
Early Warning Notification 지원
OOC,OOS Monitoring 및 통계 지원
RDMS 지원

Inline Data Analysis
측정 Data에 대한 Control Chart(Xbar-R, Xbar-S),
Histogram, Cp/Cpk
Box-Plot, Normal Probability 제공

Visual Query & Data Manipulation
DB의 데이터를 현업 사용자가 직접 추출할 수 있도록 
Visual Query 제공
분석목적에 맞게 정렬, 서브셋, 전치, 신규변수 생성 및 
데이터 변형
데이터 시트 내의 Join 기능

Workflow & Analysis Knowledge Sharing
분석 흐름을 대한 Workflow로 표현
분석 절차/결과 저장 및 Guide 기능
분석 절차 및 결과를 Web Server에  공유

제품별 생산 작업 조건에 대한 자동선택 및 실시간 Compare
변경감지에 의한 품질저하 방어
생산조건 Parameter의 Trend 추적 분석
Recipe에 대한 관리 일원화

Recipe Management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ec 등록관리 최소화 및 자동화
제품 및 설비 Parameter 분리로 응용력 확대
OCAP등 표준화된 이상발생 처리절차 지원
자체 통계 Module과 연계에 의한 통계분석

Fault Detect Classification
생산 Parameter에 대한 Profiling 분석
Process 구간별 통계적 이상점 감지
Process 이상 발생에 대한 자동 선별 및 통보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설비 Event 세부관리 및 다양한 가동률 지표제공
Equipment Alarm 상세분석
MTTR, MTBF 등 설비 관리 다양한 리포트 제공
설비 가동률과 품질 생산성 연계 분석
Equipment Performance Tracking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Yield vs PCM Para vs Inline Para)
 ANOVA, Regression, SPC, MSA, DOE
 Dynamic Chart

PCM Parameter Analysis
 PCM Shot Map, PCM-Probe Overlay
 Box-Plot, Histogram, Cp/Cpk, Normal Probability, 
 PCM Parameter Trend Report

Probe Map Analysis
Bin Summary, Yield Trend
Bin Map, Cumulated Map, Zoom-In/Out, Map Rotation
Map Gallery, Zonal Map, Compare Map

Fail Search
불량 Wafer와 유사한 Fail Pattern Search 기능
Probe-Defect Map Overlay
Commonality Study : Good/Bad Lot의 공통 공정 및 
장비 경로 추적
MES의 Lot/장비 History, PM 이력 및 Abnormal 이력 조회

Defect Data/Image Analysis
Defect/Image Map, Defect Size & Category별 Analysis
Defect Density, Defect Killing Ratio Report, 
Defect Source Analysis
Repeated Defect Analysis
Virtual Density Map



사례 1.

구축사례

카메라�모듈�생산�자동화로�생산성�향상�및�원가�절감

반도체�어셈블리 全공정 RMS 구축으로�품질�안정성�제고

Challenge Solution Benefits

· 카메라�센서의�양품�신뢰성�미확보

· Wafer상태의�카메라�센서�양/불�전체 
    공정진행으로�생산성�저하, 원가�증가

· Wafer Map 수기�다운로드로�품질사고 
    발행�및�생산성�저하

· 생산데이터�공유와�실시간�모니터링  
    체계�부재

· AVI I/F와 Wafer Map을�통합하여 
    자동으로�양품을�선택하여�생산하는 
    기능�구현

· 설비�자동화�제어에�의한 Wafer Map 
    자동�다운로드�기능�구현

· 자동화된�설비제어로�품질�신뢰성�확보

· 생산데이터�현황�공유�및�실시간�생산 
     모니터링�체계�구축

· 양품�자동선택 → 생산으로�원가절감 3억/月

· 자동화된�설비�제어에�의한�다량의�생산
   설비�자동�생산체계�확보

· 불량센서�사전�검출로�완제품 
    수율�증가(5%)

· 실시간�생산현황�공유�및�모니터링으로  
    이상사태�사전감지·예방�가능

Challenge Solution Benefits

· 공정마다�다량의�동일설비에�대한 
    Recipe 배포와�관리가�어려움

· 반도체 Assembly 공정�설비는�표준화된 
    I/F인 SECS 준비�미흡

· 원부자재�현황�관리를�수작업에�의존

· 설비의�미세한�생산이력에�대한 
    추적분석�미흡

· 설비�자동화를�통한�데이터�신뢰성�확보

· RMS 도입을�통한�안정적이고, 
    확장성�높은�시스템�구축

· QMS 도입을�통한�공정/품질�실시간 
    모니터링�대응체계�확립

· 프로세스�표준화를�통한 Global 확산 
    체계  구축

· 全공정에�걸쳐�표준화된 RMS 적용으로 
    생산품질�안전성�확보

· Semi표준 I/F를�통해 全설비의�제어/관리/
    데이터수집�가능

· MES 실적�자동�집계�및�생산제어, 원부자재의 
    정합성�확보

· 설비이력�자동집계로�실가동률�및 Alarm
     분석�가능

사례 2.

반도체�테스트라인�테스트�프로그램�자동화에�의한�생산성�향상

Challenge Solution Benefits

· 테스트�라인의�테스터�및�테스트 
    프로그램�오기입으로�인한�품질�저하

· 작업자�수작업에�의한�생산성�저하 

· 다량의�테스터에�테스트�프로그램의 
    릴리즈�작업�등�업무량�증가

· 테스트�프로그램�체계적�관리�부재

· 테스트에�의한�품질�사고�방지와 
    Re-Test 최소화�방안�수립

· 테스트�데이터�수집�자동화로�생산성 
    증대�및�수율�안정화�확보

· 테스트�프로그램�체계적�관리와�자동  
· 다운로드에�의해�작업자�편의성�제공

· 연속 Lot 자동진행에�의한�무중단�테스트 
    및�생산�가능

· 테스트�프로그램�자동�다운로드에�의한 
    품질�사고�예방

· 테스트�실적�및�데이터�자동�수집에�의한 
    작업편의�및�생산성�증대

사례 3.



QMS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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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개선활동 체질화

불량 관리를 통한 품질 향상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분석까지 일관된  데이터 관리 가능

다양한 분석방법 제공으로 기업의 분석역량 향상 및 
분석 노하우·방법론 확립 가능

드러나지 않는 만성 불량의 발견과 해결방안 제시

불량 이슈에 대한 분석시간 단축 및 수율  손실비용 절감

생산공정의 Failure 발생 원인, 시점, 장비 추적 가능 품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 증대

수율 향상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반복적인 수작업 감소

제품 생산지표와 품질지표와의 통계적 연계분석에 의한 수율 모델링 수립 지원 

신제품 수율 조기 안정화에 따른 수익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