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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단지 신규 FAB이 구축될수록 1) 대형화 2) Project 연속 셋업 3) 생산 대응  

조기 구축 4) 환경안전 기준 및 Rule 강화 5) 물류/설비 동시 작업 발생 等의 

잠재 위험 Risk들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조기 생산 대응을 위한 적기 구축과  

無사고 셋업 이라는 두가지 Risk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IT그룹에서는 ‘20년 SQS 

혁신 활동을 선언하였고, S(Safety), Q(Quality), S(Speed) :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

을 확보하여 적기 셋업을 하기 위한 학습 및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번째, 자동화 레일을 선행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 하였다. 

FAB 천정에 고정되는 자동화 레일은 생산설비가 안착되는 바닥과의 직진도 확인

이 중요하다. 초기 건축 마감時 FAB 온도, 천정 레벨 조정 等의 오차로 조정/측정

을 반복하였고, 설치 Spec을 만족해야 했다. 또한, 천정 구조물의 소재 특성 확인

時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 기준을 확인하여 FAB 환경을 만족하는 변형 수치가 레

일 설치기준內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천정 레벨 조정으로 

소비되었던 작업 공기를 76%단축하여 선행 공사가 가능하였다. 



 
 

 

선행 설치 적용으로 셋업 프로세스를 再구축하여 품질 확보가 지속 가능한 

작업을 라인 공조시스템 가동 전/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선행 설치로 신규 Project 적용한 결과 151日(주간/야간/심야작업)→117日(주간)으

로 23% 공기를 단축 하였으며, 안전 Risk가 있는 심야 작업을 제거할 수 있었다. 

물류 레일 셋업의 특성상 고소 작업이 100%이므로, 공기 단축은 위험 노출시간

을 최소로 할 수 있기에 안전 Risk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설비 셋업보다 물류 레일 설치를 사전 진행함으로써 설비 간섭을 회피할 수 있어 

동시 작업 위험성이 제거 되었고, 돌발 작업 중단, 목표 일정 지연, 설비 상단부 

비계 설치로 인한 계획外 작업 발생 및 설치 비용 증가 等의 잠재되어 있던 문제

점까지 해결하였다. 

 

  

[ FAB 셋업 현장] 



두번째, 新기술을 통한 OHT의 Auto Teaching 기능으로 인한 고소 작업을  

제거하였다. 기존 3인1조(사다리 2名,작업자 1名)로 구성되어 설비別 OHT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한정된 작업건수/日, 위험Risk 존재,  

공간 협소에 따른 고소작업대 설치 불가 지역이 발생되었으나, Auto Teaching  

시스템 적용으로 위치 및 도착지를 확인하여 자동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Auto Teaching 적용으로 인한 고소 작업을 57,256 → 0件으로 제거 

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인력효율화로 투자비 절감효과도 발생되었다.  

전체 Device 확산 적용을 목표로 지속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N2를 사용하는 물류 Device의 수량이 증가되면서 성능 평가에 필요

한 작업자, 작업 공기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1세대(2017年) 방법은 작업자가 

Manual로 수동 측정 後 Data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협소구간內 고소작업 및 N2 

질식 위험이 상시 존재하였다. 이를 개선한 2세대(2018년) 작업 방법은 유량/ 

Particle Sensor를 설치하여 Auto 측정, Data 기입은 수기로 작성하여, 위험 Risk는 

감소하였지만 작업자, 작업공기 절감에는 효과가 미비하였다. 3세대(2020년 이후) 

품질 검증Tool 개발을 통한 Auto 측정 後 무선망 활용으로 인한 Data Upload로 

작업 全 과정을 Full-Auto로 개선하여 고소작업 및 N2 질식의 노출되는 횟수를 

38,322→0件으로 제거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확인 하였다. 

 

 세번째, 자재 Module化를 통한 반복 작업을 제거하였고, 신규 검수Jig를 도입 

하여 품질 불량률을 감소시켜 자재 교체를 위한 再작업시간을 단축 하였다. 

레일을 고정해주는 Bracket을 신규 라인당 수 만개를 설치를 하며, 그에 따른  

작업공수, 고소 작업이 지속 발생되었다. 해당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재를  

분리형 부품에서 일체형 부품으로 Module化 하는 구조적인 혁신을 통해 작업  

절차를 축소시켰다.  

※ OHT (Overhead Hoist Transfer) : Wafer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는 장치 



그로 인해 고소/반복 작업을 149,592 →12,405件으로 92% 감소시켰으며, 위험 

Risk 제거 및 작업 공기를 30%로 단축시켰다. 품질 검수용 신규 Jig를 개발/현장 

적용하여 작업 중 발생되는 스크래치를 83%로 감소시켰고, 再작업시간을 79%로 

줄였으며, 공수 절감 효과 및 고소 작업 Risk를 제거 하였다. 

 

 검수 Check Sheet 또한 기존 Text 형태의 점검 Sheet에서 작업자別 측정 방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이 포함된 Visual Check Sheet를 기존 6종→13종으로 

추가하였고, 全 Device 품질 불량률이 낮아지도록 확산 적용 예정이다. 

 
               <개선 前 >                     <개선 後> 

 신규 라인의 물류 셋업時 기획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하여 고소 작업 제거, 위험 

노출 시간 감소, 작업 간소화 等을 통해 TAT 단축 활동에 대해 지속 연구가 필요

하며,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불안전한 상황을 사전 Monitoring하고, 위험상황  

발생時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공유할 수 있는 OHT를 개발/적용 하였다.  

평상時 생산 Wafer 반송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상時 문제 장소로 이동 後 현장 

감시 기능을 진행한다. 실시간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

였고, 단순 반송 수행이 아닌 FAB의 하늘을 책임지고, 안전 업무까지 수행하는 

물류자동화의 역할 확대를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新기술, 新프로세스를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는 무한 확장될 것으로 기대

가 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

하고 끈질긴 실행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시기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