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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actical studies on the method of particle contamination control for yield enhancement in the 
cleanroom were carried out. The method of the contamination control was considered, which is 
composed of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improvement action, verification, and implement control.   
The composition analysis for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was used in the cellular phone module 
packaging lines. And this method was evaluated by the variation of yield loss between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action. In case that the composition analysis was applied, the critical sources were 
selected and yield loss reduction through improvement actions was also investigated.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composition analysis is effective solutions for particle contamination control in 
the clean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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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린룸에서의 오염원은 크게 제조설비, 사람, 
공정, 환경, 원부자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

며 그 비율은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제어대상의 크기(critical defect size)가 감

소함에 따라 원부자재와 제조설비의 비율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러한 오염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오염원뿐만 아니라 

오염수준과 오염공정을 분석하고 생산수율을 개선

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입자에 의한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제어 

방법으로는 식품제조산업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클린룸 제조공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2) 또
한 Mori 등(3)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입자오염으로 

인한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법론을 제안하

였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Zhou 등(4)과 

Tsunoda 등(5)은 일정 크기의 입자가 제품에 침착되

면 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임계면적(critical area)과 

불량가능성(failure probability)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생산수율을 예측하였고 공정별로 불량손실을 계

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apadopoulos 등(6)은 불

량트리(fault tree)의 합성과 분해기법을 도입하여 전

통적인 FMEA 기법의 단점을 개선하였고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생산수

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험방법들이 제안되었

다.(7-9)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제조라인에 비해 청정도

가 낮고 다소 단순한 핸드폰 모듈 제조라인에서 

불량원인을 분석하고 입자오염제어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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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contamination control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입자성분분석

법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과 개선활동을 

수행하였고 생산되는 제품의 직행수율을 추적하

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입자오염제어 방법론

2.1 오염제어 순서

Fig. 1은 클린룸에서 효과적인 오염제어를 위한 

순서도를 보여주고 있다. 1차 과정에서는 실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 수율(또는 

불량률) 및 불량모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

염제어를 위해 이루어지는 시험 데이터를 획득해

야 한다. 오염제어를 위한 시험법에는 참착되는 

입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PWP(particle per wafer 
pass)와 같은 방법과 광학적 검사, 성분조사, 부유

입자 개수농도 측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

다. 이때 시험은 생산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야만 하고 적합한 방

법이 없는 경우에는 불량모드와 결함밀도(defect 
density)와의 관계를 근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2차 과정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공정에 대한 파레토(pareto) 
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불량률 우선순

위에 따라 중점관리공정(critical process step) 또는 

중점관리요인(critical sources) 등을 선정하게 된

다. 3차 과정에서는 각 중점관리공정에서 오염원

을 추적하고 오염이 전파되는 과정을 인식한 후, 
설비개선 및 오염원 차단 등의 개선활동을 수행

한다. 4차 과정에서는 개선활동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수율(또는 

불량률)을 비교하고 개선활동의 성과를 증명한다. 
만약 개선활동을 통하여 불량률이 감소하지 않았

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의 2차 또는 

3차 과정으로 회귀하여 데이터의 분석을 재수행

하거나 다른 개선활동이 행해져야만 한다. 그리

고 오염제어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상태

에서 관리대상 입경(critical dimension)이 줄어들거

나 제품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선활동 

후의 불량률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항

시 고려해야만 한다. 5차 과정은 오염제어에 대

한 개선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 새로운 규정을 정하고 오염제어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한다.

이후에 설명하는 오염제어 방법은 1차 및 2차 

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다. 실
제 클린룸 내부 제조라인에서는 다양한 시험 및 

검사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정수

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제어대상 입자의 크기

가 3㎛이상인 제품에 대한 오염제어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2.2 성분분석법

성분분석법(composition analysis)은 제품 위에서 

불량의 원인이 되는 입자들을 쉽게 채취할 수 있

는 클린룸 제조라인에 대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모드를 분

류하고 각 불량모드가 차지하는 불량률을 조사한

다. 그리고 각 불량모드에 의해 결함이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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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in sources of particle contaminants in 
the clean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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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osition of particles for a failure mode

제품만을 수집한 후 침착된 입자를 채집하고 성

분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오염원 또는 중점관리공

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1990년대에 

클린룸에서 측정된 오염원의 주요 구성과 비율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1) 오염원은 크게 공기

환경, 작업자, 원부자재, 제조설비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클린룸 제조라인에서 발생되

는 수십 가지의 오염원을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하면 오염제어 대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적으로 오염원의 불량률에 대한 파레토 분석을 실

시하여 불량모드별 중점관리공정이나 오염원 우선

순위를 추적하고 오염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적층이나 조립과 같이 순

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에서 초래되는 

불량모드도 제조공정을 따라 순차적으로 형성되

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Papadopoulos(6)가 

제안한 불량트리의 합성 및 분해의 개념을 불량

모드별 오염원에 적용하면 각 공정별 중점관리요

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3. 실 험

클린룸 내부에서 핸드폰 모듈 중 하나의 품목

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 성분분석법을 적용하여 

입자 오염제어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적용한 모듈 제조라인은 전체 공정이 클

린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관리대상입경

은 5㎛였다. 효과적인 오염제어를 위하여 먼저 

불량모드를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불량

률 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불량모드에서 결함을 

일으키는 입자를 채집하여 그들의 성분을 분석하

였다. 성분분석에 사용한 장비는 전자주사현미경, 

에너지분산형 분석기와 적외선 분광기이다. 전자

주사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4700, Hitachi)과 에너지분산형 분석

기(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Vantage, 
Horiba)는 공정 중에 침착된 입자를 채취하여 무

기성 입자의 표면구조 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사

용하였다. 적외선 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S3000 Excalibur Series/UMA600, 
Varian)는 유기성 입자의 성분을 분석하는데 이용

하였다. 
검사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하여 각 결함모드별로 

수십 개 이상의 불량품에서 입자를 채취하였다. 
성분분석 결과로부터 오염원을 크게 4가지로 구분

하여 파레토 분석을 수행하였고 제어해야할 오염

원 우선순위를 추적하였다. 이후 개선활동을 통하

여 작업방법이나 제조설비 등의 개선을 진행하였

고 최종적으로 개선 전과 후의 불량률 데이터를 

비교하여 성분분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핸드폰 모듈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서 성분분

석법을 적용하여 입자에 대한 오염제어를 수행하

기 위해서 먼저 불량모드와 각 모드가 차지하는 

불량률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

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량모드는 FM1, 
FM2, FM3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불량품에

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0%, 40%, 20%
였다. 이후 불량품에 침착되어 결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 입자들을 채취하여 각 불량모드별

로 무기물과 유기물로 구분하여 성분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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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mode FM1 FM2 FM3

Yield loss ratio (%) 40 (α1)1) 40 (α2) 20 (α3)

1) : Coefficients classified by the failure mode, refer to the equation (1). 

Table 2  Composition of the particles for the failure modes

Composition of particles (%)

PA1) IFC RB SC CEL SUS/Al ETC

FM1 33 (A1)2) 4 (B1) 14 (B2) 8 (B3) 7 (B4) 17 (C1) 17 (D1)

FM2 41 (A2) 18 (B5) 16 (C2) 25 (D2)

FM3 17 (A3) 33 (B6) 17 (B7) 17 (C3) 16 (D3)

1) : Chemical components, which cannot be revealed due to the company's confidential information.
2) : Index for classifying the sources of contaminants. A, B, C, and D mean people, raw or subsidiary materials, 

equipments, and unknowns respectively. refer to the equation (1).

Table 1  Yield loss ratio versus the failure mode

Yield loss ratio (%)

People Materials Equipments Unknowns Total

FM1 13.2 13.2 6.8 6.8 40

FM2 16.4 7.2 6.4 10.0 40

FM3 3.4 10.0 3.4 3.2 20

Total 33.0 30.4 16.6 20 100

Table 3  Yield loss allocation by failure modes and contaminant sources

하였다. Fig. 3은 불량모드 FM1에서 채취한 입자

에 대해 성분을 분석하고 성분별 비율과 누적분

포의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가로축 입자들

의 성분은 회사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표기는 하지 않았다. 불량모드 FM2와 FM3의 입

자 성분별 비율은 Table 2에 나와 있다. Table 2
에 나와 있는 성분비율은 각 불량모드에서 제어

해야할 오염원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

문에 이들을 추적하여 제거하면 오염제어를 효과

적으로 할 수 있다. 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PA
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었고, IFC, RB, SC, 
CEL은 원부자재, SUS/Al은 장비에서 발생된 것으

로 분류되었다. 
불량모드별 불량률과 입자의 성분별 비율을 합

성하는 식(1)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클린룸 제조라인에서 제어해야할 주요 오염원 순

위를 분석하였다.

Σ α Σ Σ Σ Σ

여기서 α는 불량모드를 나타내고, A, B, C, D
는 각각 사람, 원부자재, 장비, 기타의 주요 오염

원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Table 3은 식(1)을 이용하여 입자에 의한 불량

을 불량모드와 오염원에 대한 비율로 표현한 결

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의 

불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비율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작업자 > 원부자재 > 장비 순이다. 따
라서 본 연구를 수행한 제조라인에서 작업자와 

원부자재에 관련된 개선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

하였다. 작업자와 관련된 개선활동은 작업방법, 
작업시간, 동선, 기류 등을 개선하는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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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와 관련된 개선활동은 원부자재 세정, 
동선, 검사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최종적

으로 장비와 관련된 개선은 오염물 발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을 추적하여 차단하거나 기류를 통

하여 오염의 확산을 막았으며 로봇 등의 작업경

로를 수정하여 이동시에 침착될 수 있는 오염물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성분분석법은 결함을 일으키는 입자를 채취하

여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선 

후에는 불량품에 대한 모드조사 및 성분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선활동 후에 최종

단에서 검사된 제품의 불량률이 개선활동 전보다 

7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선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

터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 수행되었던 성

분분석법이 입자오염원 기준으로 오염제어를 수

행하고 수율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방법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전자장비 생산 클린룸 내부의 제조라인에서 불

량원인을 분석하고 입자오염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성분분석법을 이용한 실험 및 

개선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클린룸에서 효과적인 입자오염제어를 위한 

순서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개선활동, 결
과증명, 관리의 5개 과정으로 제안하였다. 

(2) 클린룸 내부에서 핸드폰 모듈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 성분분석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수

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요 오염

원을 선정하였다. 주요 오염원에 대하여 개선활

동을 수행한 후, 불량률이 70%이상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개선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

분석법이 입자오염원 기준으로 오염제어를 수행

하기 위한 좋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성분분석법은 결함의 원인계를 쉽게 추적하

여 오염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험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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