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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제조공정에서 공정분할평가법을 이용한 입자오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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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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ed, which are 
composed of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improvement action, verification, and implement control. The 
partition check method for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was used in the cellular phone module 
production lines. And this method was evaluated by the variation of yield loss between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action. In case that the partition check method was applied, the critical process step 
was selected and yield loss reduction through improvement actions was observed.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partition check method is effective solution for particle contamination control in 
the cleanroom product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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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린룸에서 입자에 의한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

한 오염제어 방법으로는 식품제조산업에서 오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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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안

되었다.(1) 또한 Mori 등(2)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입자오염으로 인한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

법론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

다. Zhou 등(3)과 Tsunoda 등(4)은 일정 크기의 입자

가 제품에 침착되면 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임계면

적(critical area)과 불량가능성(failure probability)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생산수율을 예측하였고 공정별

로 불량손실을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won 
등(5)과 Wei(6), Kennedy(7)는 생산제품의 전기적인 시

험을 통하여 안정성을 분석하는 불량모드 및 효과

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 방법을 

사용하여 불량을 일으키는 공정을 분석하였다. 
Papadopoulos 등(8)은 불량트리(fault tree)의 합성과 

분해기법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FMEA 기법의 단점

을 개선하였고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성과를 이

루었다. 
이전에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불량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들로서 다른 제품이 생산

되는 제조라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제조라

인에 비해 청정도가 낮고 다소 단순한 제조라인

에서 불량원인을 분석하고 입자오염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과 개선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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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contamination control

하였고 생산되는 제품의 직행수율을 추적하여 결

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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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

정하게 된다. 3차 과정에서는 각 중점관리공정에

서 오염원을 추적하고 오염이 전파되는 과정을 

인식한 후, 설비개선 및 오염원 차단 등의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4차 과정에서는 개선활동을 통

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수율(또는 불량률)을 비교하고 개선활동의 성과를 

증명한다. 만약 개선활동을 통하여 불량률이 감

소하지 않았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

의 2차 또는 3차 과정으로 회귀하여 데이터의 분

석을 재수행하거나 및 다른 개선활동이 행해져야

만 한다. 그리고 오염제어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대상 입경(critical 
dimension)이 줄어들거나 제품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선활동 후의 불량률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항시 고려해야만 한다. 5차 과

정은 오염제어에 대한 개선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규정을 정하고 오

염제어에 대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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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분할평가법

공정분할평가법(partition check method)은 반도

체 제조라인에서 결함밀도(defect density)를 측정하

는 PWP 시험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생산되는 제품

과 동일한 모조품을 제조라인에 투입하여 실제 제

품과 동일한 제조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모조품

(dummy)에 침착되는 입자수를 측정하여 결함밀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Fig. 2는 공정분

할평가법(partition check method)의 개념도를 보여

주고 있다. 클린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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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logen and UV ramp devices for detecting 
foreign particles on test dummies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partition check method

(process)이 A, B, C로 나누어져 있다면, 각 공정

의 전단과 후단에서 모조품에 침착된 입자의 개

수를 검사하고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결함밀도를 

분석한다. 이때,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검사

자가 직접 검사하는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수

동검사(manual inspection)와 자동으로 패턴을 검

사하는 자동검사가 있다. 수동검사는 결함을 일

으키는 관리 입자크기가 3㎛이상인 경우에만 사

용이 가능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

다.(2) 자동검사에서는 0.1㎛ 이하의 입경에 대해

서도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가격

이 상당히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

다.(2) 모조품 상부로 침착된 입자 개수를 검사할 

때에는 이전의 공정에서 전이된 입자 개수, 현재 

공정에서 제거된 입자 개수, 현재 공정에서 새롭

게 침착된 입자 개수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각 

공정이 불량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클린룸 내부에 있는 제조라

인에 대해 관리대상의 우선선위와 중점관리공정

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제조라인에서는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단위 공정과 각 대단위 공정을 구성하는 

소단위 공정(sub-process step)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한 공정분할평가를 다

시 소단위 공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로부터 오염제어 대상공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Papadopoulos 등(8)이 그들의 연구에서 제안한 불

량트리의 합성 및 분해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공정분할평가법은 실제 제조라인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실제에 근사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침착된 입자가 

실제로 불량을 일으키는 비율을 알아야만 정량적

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실 험

클린룸 내부에서 기판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정분할평가법을 적용하여 

입자에 대한 오염제어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기판의 제조라인은 

클린룸 외부에서 전처리 작업이 수행된 후 클린

룸으로 투입되어 적층, 노광 등의 작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모조품을 전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투입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클린룸 

내부의 제조라인에 구성된 대단위 공정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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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umber of particles (parts)

Inspection point 1 2 3 4

Detected particles at each inspection point 82 37 78 763

Delivered particles from all previous steps 82 13 9 17

Removed particles - 69 28 61

Newly deposited particles - 24 69 746

Table 1  Detected, delivered, removed, and deposited particles at each inspection point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였고 공정을 분할

하여 모조품을 검사하는 위치는 총 4점이었다.
본 연구가 수행된 제조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

은 면적이 약 0.25m2이고 관리대상입경이 20㎛이

상이었기 때문에 모조품을 암실로 운반하여 Fig. 
3에서 보여지는 검출용 할로겐램프와 자외선램프

를 사용해서 침착된 입자의 개수를 육안으로 측

정하였다. 할로겐램프(halogen lamp, SLS-F100HS, 
Light Bank)는 필름이 도포된 제품 표면에 직광 

또는 측광을 조사하여 입자개수를 측정하는데 사

용하였고, 자외선램프(ultra violet lamp, PID-SPU35L, 
Kwangtech)는 금속제품 표면에서 입자개수를 측정

하는데 이용하였다. 
검사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하여 모조품은 총 9

매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Fig. 1에 제시된 순서대로  개

선을 위한 우선순위 공정과 중점관리공정을 선정

하였다. 개선활동을 통하여 제조설비 등의 개선

을 진행하였고 개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공정분할평가법을 개선 전과 동일하게 재수행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선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

하여 공정분할평가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기판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 있는 4
개의 검사점에서 공정분할평가법으로 계측된 입

자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입자의 개수

는 9개의 모조품에서 측정된 입자의 총수를 의미

한다. 표에서 계측입자수(detected particles)는 각 검

사점에서 실제로 계측된 입자수를 의미하고 전달

입자수(delivered particles)는 검사점 이전 공정에서 

전달된 입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제거입자수

(removed particles)는 검사점 직전 공정에서 제거된 

입자의 개수를 의미하고 각 검사점에서 제거입자수

와 전달입자수의 합이 이전 검사점에서의 계측입자

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각 검사점에서의 새롭게 

침착된 입자수(newly deposited particles)는 계측입

자수에서 전달입자수의 차로부터 계산되었다. 
Table 1의 결과로부터 결함밀도가 큰 공정은 C 

공정 > B 공정 > A 공정과 같이 순서대로 나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A 공정과 C공정에서는 제

거입자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

조라인 중간에 제품을 세정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조라인

에서 제품의 불량모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이 중에서 개선활동을 통해 수율향상

이 가능한 입자침착에 의한 무작위 불량(random 
defect)(3-4)에 영향을 미치는 모드는 1가지였다. 이 

무작위 불량에 미치는 모드의 불량률과 각 공정

에서의 침착입자수로부터 Fig. 4와 같이 공정별 

불량률 파레토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C 공
정이 중점관리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선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C 공정에 대

한 세부 공정분석을 다시 수행하였고 이 결과로

부터 개선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

적으로 적용된 개선활동은 클린룸 내부에서 오염

원의 제거 및 차단, 제조장비 내부에서 기류개선 

및 발진원 격리, 차압조정 등이었다. 
개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선 후에 

개선 전과 동일한 검사점에서 침착된 입자수를 

다시 계측하였다. Fig. 5는 C 공정에 대해서만 개

선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개선 전과 후의 총 침

착입자수와 불량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침착입자수

는 65%가 감소하였고 불량률은 42%가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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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Yield loss pareto by process step    Fig. 5  Variation of deposited particles on a dummy
                                                     and yield loss through improvement actions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자료분석과 

개선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공정분할평가법이 클린룸 내부

의 제조라인에서 공정기준 입자오염제어를 수행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 전과 후의 결과에서 보듯이 침착입

자수의 감소율에 비해 불량의 감소율이 적은 이

유는 실제에 있어서 제품에 불량을 일으키지 않

는 위치에 침착된 입자들은 불량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결과보다 정량적인 비교가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갖는 임계면적 분석, 
시스템수율(systematic yield) 분석, 치명율(killing 
rate)분석 등과 같은 연구(3-4)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5. 결 론

전자장비 생산 클린룸 내부의 제조라인에서 불

량원인을 분석하고 입자오염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공정분할평가법을 이용한 실

험 및 개선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클린룸에서 효과적인 입자오염제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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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클린룸 내부에서 기판을 생산하는 제조라인

에 공정분할평가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고 중점관리공정을 선정하였다. 

중점관리공정에 대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한 후, 
불량률이 4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선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정분할평가법이 공정

기준 입자오염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공정분할평가법은 모조품을 이용하여 비교

적 짧은 시간에 중점관리공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계면적 분석 등이 수행되어야만 

정량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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