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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isk rates of different contamination sources of the Foreign 

material in a minienvironment were analyzed through CFD simulation. From the results, the 

ambient contamination sources mainly affect wafers in the FOUP, whereas the internal 

contamination sources mainly affect wafers laid on the robot arm in the minienvironment. 

And the purging plenum system is very useful in protecting the wafers in the FOUP from 

Foreign materials transferred from the FFU. However, this system is unable to protect the 

wafers on the robot arm from internal Foreign materials and the wafers in the FOUP from 

sources of the interface between the FOUP and the mini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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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클린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소환경은 제품의 

생산수율을 증 시킬 수 있고 비용 감, 작업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클린룸 공정에서는 제품의 

불량률과 직 으로 연 이 되는 주요 역

(critical zone)을 보호하기 하여 국소환경의 사

용이 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인 국소환경의 평가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과 에 지 소비를 이는 에

서 순환 역(recirculation zone) 크기와 압력분포

에 의해 이루어 졌다.(1-5) 

재까지는 국소환경에서 이물의 농도에 한 

정성 인 평가로서 기류와 압력분포에 한 연구

가 부분이었고 오염원의 치가 제품의 불량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오염원의 

치가 제품의 불량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수 

있는 험율(risk rate)을 새롭게 정의하 고 이

를 이용하여 제품의 수율향상을 하여 국소환경

시스템이 변화되는 경우 오염원의 치가 주요

역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2. 험 평가(risk assessment)

국소환경에서 험평가를 하여 Whyte(6)가 

험요인(risk factor)을 선택하고 수를 부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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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cription of critical zone and the 

linear summation of foreign 

materials 

(a)

                

(b)

Fig. 2  Schematic design of the minienvironment system and positions of contamination source

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나 이는 수학 으

로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력정보의 불확

실성은 정확한 측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물이 유동에 한 피동요소

(passive component)라는 것을 이용하여 험율

을 새롭게 정의하 다. 국소환경에서 유동형태가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 다면 각 오염원에서 

발생된 이물은 유동을 따라 확산되어 주요 역에

서 이물의 총 농도에 기여하게 된다. 이때 주요

역에서 이물의 총 농도는 각 오염원에서 발생

되어 주요 역으로 달된 이물 농도의 선형합

(linear summation)이어야 한다. 따라서 각 오염

원의 험율은 주요 역에서 이물의 총 농도에 

한 각 오염원에서 주요 역으로 유입되는 이물

의 개별농도의 비로서 식(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2)

여기서, C는 이물의 농도(part/m3)이고, 하첨자 

t는 총합을 의미하며, S는 오염원, i는 오염원 

치, j는 주요 역의 치를 나타낸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소환경에서 2개의 주요 역과 

5개의 오염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정의에 의

해서 주요 역 1에서 첫 번째 오염원의 험율은 

CS1,1/Ct,1이 되고, 주요 역 2에서 첫 번째 오염원

의 험율은 CS1,2/Ct,2가 된다. 다른 주요 역에서

의 험율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국

소환경에서 주요 역은 웨이퍼 상부의 국소체

뿐만 아니라 하부의 국소체 도 포함된다. 이는 

웨이퍼의 하부로 유입된 입자나 가스들이 웨이퍼 

상부로 순환되어 웨이퍼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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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urging 
plenum

Inlet velocity 
(m/s)

Wafer 
position

1 No 0.45 Top

2 No 0.45 Middle

3 No 0.45 Lowest

4 Yes 0.45 Top

5 Yes 0.45 Middle

6 Yes 0.45 Lowest

Table 1 six different cases to evaluate the 

risk rate 

문이다.

3. 해석모델

Fig. 2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국소환경의 개념

도이다. 크기는 1.00m (L)×0.76m(D)×1.60m(H)이다. 

그리고 국소환경 외면에 설치된 FOUP의 크기는 

0.48m(L)×0.44m(D)×0.40m(H)이다. 로  구조물은 

웨이퍼의 운송을 해 국소환경 앙부에 설치되

었다. 청정한 공기는 상부에 설치된 FFU를 통과

한 후 국소환경으로 공 되고 퍼와 다공패 을 

거쳐 외부로 배출된다. 

주요 역으로 FOUP 내부체 과 웨이퍼의 상

하부가 선정하 다. 오염원에 한 험율을 평

가하기 해서 Table 1과 같이 6가지의 다른 경

우가 고려되어 졌다. 그리고 웨이퍼의 치에 따

른 험율 변화를 찰하기 하여 Fig. 2와 같

이 높이에 따라 3개의 웨이퍼 치가 고려되었

다. 오염원은 Fig. 2에서와 같이 외부 3곳(O1～

O3), 내부 3곳(I1～I3)으로 총 6곳이 선정되었다. 

산소와 수분으로 웨이퍼를 보호하기 하여 사

용되는 정화 넘(purging plenum)
(7)
이 FOUP

에서 0.5m 상부에 설치되었다. 정화 넘의 크

기는 0.48m(L)×0.03m(D)×0.04m(H)이다.  

4. CFD 시뮬 이션

클린룸 국소환경에서의 유동은 3차원 정상상태 

비압축성으로 가정된다. CFD계산에 있어서 유동

 농도는 식(4)에 표 된 Navier-Stokes 방정식

을 사용하여 계산하 고 난류모델은 표  k-ε이 

사용되었다.(2,5,8) 

            (3)

여기서 ρ는 공기 도(㎏/㎥), Γφ,eff  는 유효확산

계수(㎏/m․s), U는 유속벡터(m/s), S는 방정식 

특성에 기인한 생성항, φ는 각 방향의 속도, 난류

에 지, 난류소산에 지, 가스농도를 나타낸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8,9)에 기술되

어 있다.

FFU에서의 유속은 0.45m/s이고, 정화 넘으

로부터 토출되는 불활성가스의 속도는 0.6m/s이

다. 난류에 지의 유입조건을 지정하기 하여 

난류강도를 5～10%로 채택하 다. 이는 유입구의 

난류강도가 클린룸 해석 역에 큰 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이 의 연구결과(10)에 기인한다. 유

입구에서의 난류에 지 소산율은 ε=Cμ
3/4k3/2/l 로 

선정하 고 혼합길이(l)는 유입구 수력직경의 7%

로 선정하 다.(8) 그리고 6개의 오염원에서 발생

하는 이물의 농도는 10,000ppm으로 가정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식(4)의 지배방정식은 SIMPLE 알고리즘(9)을 

용하고 상용 CFD코드인 STAR-CD를 사용하

여 계산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류항에 한 계

산을 하여 2차의 상류차분도식(second order 

upwind scheme)을 사용하 다. 

5. 결과  고찰

5.1 외부오염원 험율

Table 2는 주요 역에서 외부오염원에 의한 평

균농도와 계산된 험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정화 넘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오염원에 

한 험율의 순서는 O2>O1>O3이고, 오염원 

O1과 O2가 주요 역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웨이퍼가 가장 낮은 치에 있

는 경우(case 3)에는 오염원 O3가 로 팔 에 

놓인 웨이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웨이퍼가 FOUP으로부터 빠져 나오

는 기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O3에서 발생된 이물

의 배출을 방해하고 웨이퍼의 하단으로 이들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FOUP에서의 이물

농도가 웨이퍼주변에서의 이물농도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나서 FOUP이 보다 요한 주요 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으로 웨이퍼가 FOUP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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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foreign material and the risk rates for external sources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top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1

O1 54.2 41.0 21.2 35.5

O2 75.5 57.1 28.3 47.3

O3 2.5 1.9 10.2 17.1

Total 132.2 100.0 59.7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middle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2

O1 55.8 40.8 18.0 41.2

O2 80.1 58.5 18.9 43.3

O3 0.9 0.7 6.8 15.6

Total 136.8 100.0 43.6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lowest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3

O1 67.6 30.0 22.6 21.3

O2 154.5 68.6 35.9 33.8

O3 3.0 1.3 47.5 44.8

Total 225.1 100.0 106.0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top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4

O1 18.2 16.3 15.8 46.1

O2 74.9 66.8 14.9 43.4

O3 19.0 17.0 3.6 10.4

Total 112.1 100.0 34.3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middle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5

O1 21.3 16.7 15.9 52.7

O2 101.4 79.5 10.6 35.1

O3 4.8 3.8 3.7 12.2

Total 127.5 100.0 30.2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lowest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6

O1 24.5 11.8 21.3 45.7

O2 166.3 79.9 19.0 40.8

O3 17.2 8.3 6.3 13.5

Total 208.1 100.0 46.7 100.0

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물이 국소환경 외

부에서 유입되는 경우에는 O1과 O2가 주요 오염

제어 상임을 알 수 있었다. 

정화 넘이 사용된 경우, 주요 역에서의 오

염농도는 정화 넘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OUP에서 오염원의 

험율 순 는 O2>O1>O3이고, 로 팔 에 있

는 웨이퍼에서 험율 순 는 O1>O2>O3로 나

타났다. 정화 넘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비

교를 하 을 때, O1에서의 험율이 크게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화 넘의 사용은 

산소와 수분이 FOUP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

여 웨이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 의 연구결과

와 잘 일치함을 보여 다.(9) 그러나, 정화 넘

의 사용으로 인하여 O2와 O3의 험율은 반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이는 불량률을 증가시키

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화 넘

과 같은 오염제어를 한 방법이 생산수율에 좋

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치에 

따른 험율을 확인하는 것이 요한 작업이 될 



- 604 -

Table 3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foreign material and the risk rates for internal sources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top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1

I1 1.9874 75.1 21.865 55.3

I2 0.6547 24.7 17.617 44.6

I3 0.0051 0.2 0.052 0.1

Total 2.6471 100.0 39.534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middle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2

I1 0.00314 87.6 11.456 61.8

I2 0.00044 12.3 7.091 38.2

I3 0.00000 0.0 0.001 0.0

Total 0.00358 100.0 18.548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lowest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3

I1 0.00031 21.5 0.15049 24.3

I2 0.00032 22.8 0.12238 19.7

I3 0.00079 55.7 0.34728 56.0

Total 0.0 100.0 0.6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top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4

I1 4.0283 66.2 16.155 46.3

I2 2.0591 33.8 18.756 53.7

I3 0.0000 0.0 0.000 0.0

Total 6.0874 100.0 34.911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middle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5

I1 0.2559 71.3 13.139 48.8

I2 0.1030 28.7 13.756 51.1

I3 0.0001 0.0 0.007 0.0

Total 0.3589 100.0 26.902 100.0

      

Case Source

FOUP Wafer at the 
lowest

Ave. 
conc. 
(ppm)

Risk 
rate 
(%)

Ave. 
conc. 
(ppm)

Risk 
rate 
(%)

6

I1 0.0012 7.3 0.1438 12.2

I2 0.0013 7.6 0.1098 9.3

I3 0.0141 85.0 0.9288 78.6

Total 0.0166 100.0 1.1823 100.0

것으로 단된다.

5.2 내부오염원 험율

Table 3은 주요 역에서 외부오염원에 의한 평

균농도와 계산된 험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오염농도는 FOUP보다 

로 팔 에 놓인 웨이퍼 주변에서 더 크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 의 합부나 구동부에

서 발생한 이물이 국소환경에 치한 웨이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 웨이

퍼에 손상을 입히는 90%이상의 이물 오염원이 

마찰 구동부와 연 이 있다는 이 의 연구결과(8)

로부터 내부오염원에 한 해석이 매우 요하다

고 단된다. 

case 3과 6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오염

원 I1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내부오염원이었

다. 그러나 case 3과 6에서는 오염원 I3가 가장 

지배 인 오염원이었다. 이는 LPU와 로  지지

 사이에서 형성된 와류가 오염물을 상승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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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의 하단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소환경에서 웨이퍼가 높게 치할수록 이물의 

평균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로부터 

웨이퍼에서의 험율은 웨이퍼의 치가 높아짐

에 따라 차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정화

넘이 없는 경우 체 오염원에 한 첫 번째 웨

이퍼의 험율은 67.4%로 계산되어 맨 에 치

한 웨이퍼가 가장 많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정화 넘이 설치된 경우에는 

웨이퍼가 간과 가장 낮은 곳에 치할 때 오염

원 I2의 험율이 정화 넘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오염원이 I2인 경우 정화 넘의 

사용이 제품의 생산수율에 좋지 않은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국소환

경에서 경계조건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오염

치에 따른 험율을 측정하는 것이 요한 작

업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소환경에 한 CFD 시뮬 이

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오염원에 한 험율을 

조사하 고 이를 기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 다. 

(1) 국소환경을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험율 평가방법은 오염원의 험정도를 

평가하기에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2) 주요 역에서 오염농도와 험율의 결과로

부터 외부오염원에서 유입된 오염원들은 주로 

FOUP에 치한 웨이퍼에 향을 미치는 반면, 

로  구동부와 같은 내부오염원에서 발진된 이물

은 로 팔에 놓인 웨이퍼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FOUP에 치한 웨이퍼를 보호하기 해 

사용되는 정화 넘은 FFU를 통해 유입되는 이

물을 해 유용하지만 주요오염원이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수율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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