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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안녕하십니까?

21세기는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반도체 장비 제작에서 얻은 축척된 기술로써 기존의 반도체 

산업과 함께 환경 산업에도 작은 힘이나마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과 환경 산업은 현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재투자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삶과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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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도약기('13~현재)

'13.02. 기체간 중화반응을 이용한 유해가스 및 악취가스 정화 장치 특허

'13.08. 정전유전체 유해백연 제거장치 (WET-EP SYSTEM) 중국 서안

              S사 반도체 납품 시작  

'14.05. 복합적인 오염물질이 함께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복합정화장치 특허

'14.10. 플라즈마텍 중국 법인(신안) 설립  

'15.06. S전기 나노파우더 생산설비 2호기 납품

‘16.07.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16.12. 한국수자원공사 하수처리장 탈취설비 납품

'17.06. S전기 DC플라즈마 3호기 납품

‘17.09. 백연 제거 장치 특허

‘18.02. 전기 집진기의 퍼지히터 제어 장치 특허

‘18.06. S전기 분무열 분해설비 납품

'19.12. S전기 MLCC공정 플라즈마 니켈 나노파우더 설비 4,5호기 납품

'19.12. (3년과제) 반도체 폐가스 직접분사 플라즈마 방식 활용한 고효율

             스크러버 시스템 개발

'19.12. (2년과제) 안정성 임펄스 고주파 전원 기술 공기청정 기술 개발 

             (특허 출원)

※  2020년 9월 경기도 평택“진위3산업단지” 신사옥 건축 및 이전

도입기('93~'04)

'93.02. 부천시 오정구“한국산업”창업

'00.12. ㈜플라즈마텍 으로 상호 변경

'02.07.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프레온 가스 처리장치 특허 

'02.09.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제습장치 특허 

'02.10. 고온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가스 처리장치 특허 

'03.06. 환경부 주관 '반도체 배가스 유해백연 제거시스템‘개발 

'03.06. Power Supply기술 자체 보유

'03.08. 안성시 원곡면 신축이전

'03.10.“벤처 기업 인증”획득

'04.06.“우량 기술 기업 인증”획득

성장기('05~'12)

'06.02. 정전유전체 유해백연 제거장치 (WET- EP SYSTEM) 특허

'06.12. 정전유전체 유해백연 제거장치 (WET- EP SYSTEM) 

             S 반도체 단독 납품 시작

'08.03. 환경부 주관 ECO- STAR 국책 과제 중 NonCo2 온실 가스 

             성과 / 난분해성 가스 저감기술의 CDM 사업화

'08.09. 한전전력 연구원 '고온열원을 이용한 PCBs 폐기물 동시처리 

장치' 납품

'08.11. 플라즈마용 전원 공급장치 특허 취득

'08.12.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09.04. ISO 9001 인증 획득

'09.10. 전기집진방식을 이용한 미세입자 포집 장치용 미세 분무

장치 특허

'12.02. 플라즈마용 전원 공급장치 특허 

'12.08. 저전류 고전압 플라즈마 전원 공급 장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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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WET- EP SYSTEM

- S반도체 기흥,화성,천안, 고덕 등 국내 반도체 
- 중국 서안 S반도체 사업장

● 적용 사례

● 개요

- 제거 효율 검증 완료
- 전원 장치 설계 기술 확보
- 미세 분무 기술 확보

- 2차 오염물 제거, 민원 방지
- 친환경 기술 사업
- 관련 응용분야 진출 확대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습식 전기집진으로 DUST 및 유해백연을 처리하는 설비

- 국.내외 반도체 건물(FAB)에 설치 가능.
- 2020년 하반기 해외 오스트리아 반도체 회사 I사에 DEMO설비 진행 예정

● 적용 사례

● 개요

기존 백연제거 SYSTEM은 옥상에 대용량(300~1200 CMM) 급으로 설치하는 관계로 구형
건물에 하중 문제가 대두됨.
- > 소형 백연제거 SYSTEM으로 건물 옥상이 아닌 내부(FAB)에 설치하도록 설계함.

플라즈마 스크러버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GAS를 FAB내부에서 처리하는 설비
(1차 스크러버 또는 P.O.U(Point of Unit) )

- Plasma 를 이용한 자체 기술력 확보
- 소형화, 규격화 하여 설치 및 SYSTEM 구축 용이

- 대만 반도체 사업장

● 적용 사례

● 개요

나노 파우더 제조 SYSTEM

- 국내 S전기 부산 사업장

● 적용 사례

● 개요

고온 플라즈마를 활용하여금속(니켈) 나노 파우더 생산하는 설비 
* MLCC 전극용 파우더로 사용
- MLCC(적층 세라믹 콘덴서)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공정에 사용되는 
니켈 파우더 생산설비

- 자체 Plasma 기술 개발을 통한 SYSTEM 검증 완료

주요 사업분야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중소형 WET- E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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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습식 전기 집진으로 DUST 및 유해백연(미세입자)
배출을 방지. 녹색환경 조성

- 15 여년간의 납품 실적을 통한 Dust 및 유해 백연에 대한 효율 검증
- 전기적 안정적인 디자인 과 완벽한 고전압 CONTROL
- 유지 보수 및 수리 용이
- 자체 세정 시스템 적용
- 현장 상황에 맞춰 설계 및 제작

특징

반도체, 정유, 철강 등 각종 제조 시설

적용 분야

용도

반도체 일반 산업 시설에서 제조 후 배출되는 유해 배기가스를 정전 유전체 

방식을 이용하여 포집하기 어려운 미세한 입자를 유전체 성질이 강한 물 액적과 

응집시켜 유해 가스 제거 성능 또한 기존의 스크러버보다 3배 이상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미세입자 및 유해백연 제거 장치

핵심기술

- 유해 백연 제거 효율

- 전원 장치 설계 기술 확보

- 미세 분무 기술 확보

- 2차 오염물 제거, 민원 방지

- 친환경 기술 기업 이미지 제고

처리용량 400CMM

장치 크기 2,850 x 2,850 x 4,300mm

압력손실
예비 하전부 : 20 mmAq 이하
정전 유전체 : 20 mmAq 이하

설계 유속
예비 하전부 : 7 m/s

집진부 : 1 m/s

주요부 재질

Casing : FRP
예비 하전부 : CFRP
응집, 집진부 : CFRP
정연 애자 : 세라믹

적정 운전 전압 DC 25kV 이상

적정 사용 전류 100 ~ 120mA

Control 방식 PLC Control

대형 WET-EP (Electric precipitation) SYSTEM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PLASMATECH Co., Ltd.



대형 WET-EP (Electric precip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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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구성 1000 CMM (2단 Type)

SIZE (W)4,800mm X(D)5,550mm X (H)16,600mm

소요 전력 99.2kW/hr

공탑 속도 (설계 유속) 1 m/s

압력 손실 40mmAq 이하

방전 방식 코로나 방전 (Pin 방전) Vertical Type

Purge Unit 30 CMM×170 mmAq, 2.2kW Cartridge Heater Type(3kW/ea)

Power System 40kV, 600mA

TR Control panel TR Controller

 PLC Control panel PLC- CCR

MCC Panel MCCB- Power

장치의 개요

- 유해 백연제거 장치로 반도체 및 각종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Mist, Dust, 악취, 

유해 백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장치

- 정전유전체에 대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소용량 부터 1000 CMM에 이르는 

 대용량 처리 장치 까지 처리 사양의 다변화 가능

- 미제 먼지 및 유해 백연 제거의 최적 효율을 위한 기체의 유동해석에 의한 설계

- 코로나 방전과 오존 발생의 매커니즘을 고려한 음(- )방전 코로나 기술 적용

- 독자적인 Power 구현 기술로 시스템 운영 비율 절감 및 시스템 전반적인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

1) Vertical Type



대형 WET-EP (Electric precipitation) SYSTEM

2) Horizontal  Type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집진부 Transformer rectifier

장비 크기 3,150 x 835 x 3690 (H)mm

소요 전력 55 kW.hr

공탑 속도 (설계 유속) 1.05m/s

압력 손실 30mmAq 이하

방전 방식 코로나 방전 (Pin 방전)

Heater Cartridge Type(3kw/4ea)

Purge blower 30 CMM×170 mmAq, 2.2kW

28KW/70KV/400mA

TR Control panel Controller

 PLC Control panel PLC

MCC Panel MCCB

집진부 Unit weight 2t

처리 용량 500 CMM *사양별 가능함(300~1500CMM)

07

PLASMATECH Co., Ltd.



대형 WET-EP (Electric precip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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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TECH Co., Ltd.

설비 가동 전/후 비교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Before After

Before After

96% 이상의
분진 및 매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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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옥상에 설치되는 대용량 WET- EP와 달리 FAB내부에 설치 함으로써 P.M 및 

유지 보수 시 Back- up Line의 설치를 통하여 MAIN 공정에 영향이 없이 

전환이 가능하여 생산량 향상 및 대기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설비

특징

- 5~300CMM급 소형 WET- EP SYSTEM 으로 반도체 공장 내부에 설치가 

적합하게 설계됨.

- 기존 대용량을 반도체 공장의 옥상에 설치하는 문제점(공간부족, 설비 하중 

으로 인한 설치 어려움, FAB내부 배관 막힘)을 실내(FAB) 설치로  해결됨.

- SIZE (2M x 2M x 2M) 최소화 구현함. (5CMM급 기준)

적용 분야

- 국.내외 반도체, LCD 건물(FAB)에 설치 가능.

- 해외 오스트리아 반도체 회사에 DEMO설비 진행  예정

장비 크기

소요 전력

공탑 속도 (설계 유속)

압력 손실

방전 방식

Heater

Purge blower

집진부 Transformer rectifier

TR Control panel

 PLC Control panel

MCC Panel

집진부 Unit weight

처리 용량

2,000 x 2,000 x 2,000 (H)mm

15 kW.hr

1.0m/s

30mmAq 이하

코로나 방전 (Pin 방전)

Cartridge Type(3kw/4ea)

30 CMM×170 mmAq, 2.2kW

40KV/100mA

설비 일체형

설비 일체형

설비 일체형

2t

500 CMM *사양별 가능함(300~1500CMM)

중소형 WET- EP (Electric precipitation)  SYSTEM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PLASMA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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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폐가스 처리용 기술)

Hot N
2

Process gas

Cleaning gas

NH
3
 ,N

2
O

SiH
4
, TEOS

NF
3
, CF

4
,

C
2
F

6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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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 D Etching

BF
3
, BCl

3

CF
4
, CH3F

후처리
설비

Vent

Vacuum Pump DuctPLASMA GAS
SCRUBBER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플라즈마 스크러버

PLASMATECH Co., Ltd.

Water Tank

Wet  Scrubbing

Gas + Powder

Main Process

Exhaust

Duct
PFCs

Decomposition

개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GAS들이 발생하여 배기로 

배출하기 전 FAB 내부에서 GAS처리하는 설비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 GAS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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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폐가스 처리용 기술)

토치 헤드

양극 Copper

Tungsten (+ th 2%)

사용 전압

150~250V (non- transferred)

200~400V (transferred)

Plasma gas N
2

Capacity ~400 LPM

처리 용량

Plasma scrubber

플라즈마 스크러버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PLASMA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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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플라즈마 나노파우더 제조 SYSTEM

PLASMATECH Co., Ltd.

용도

고온의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니켈 크라운 및 니켈 볼을 용융시켜 

니켈 파우더를 만드는 생산설비로서 MLCC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이

다.

핵심기술

-  전원공급장치 설계 기술 확보

-  토치 설계 기술 확보 

-  Recycle 시스템 설계 기술 확보 

파우더 생산을 목적으로 제작된 플라즈마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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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나노파우더 제조 SYSTEM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PLASMATECH Co., Ltd.

PLASMATECH Co., Ltd.

나노 파우더
제조 공정



반도체 FAB 내 WET-EP(Electric precipitation) SYSTEM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PLASMA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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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FAB 공정에서 발생하는 Gas 들을 1차 Scrubber 에서 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세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중·소형 WET-EP 시스템에서 미세입자를 처리함.

설비 용량은 1차 Scrubber 수량에 따라 5-300CMM 설계됨.

Scrubber

Back- up Line

Main Duct

Zone E.P
(중형)

1차 Scrubber
(FAB 내부)

중·소형 WET-EP SYSTEM
(FAB 내부)

대형 WET-EP SYSTEM
(FAB 외부 옥상층)



기술실적 및 인증현황

A GLOBAL LEADER
OF GREEN ENVIRONMENT

& ENERGY

PLASMA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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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탄소가스 처리장치 고온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가스처리장치

양극성 복합 정전유전체
응집방식 미세입자 포집장치

전기집진을 이용한 미세입
 포집장치용 미세분무장치 특허

플라즈마용전원공급장치

산성 폐가스 처리시스템 플라즈마 토치 냉각탑 저전류 고전압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

기체간의 중화반응을 이용한
유해가스 및 악취가스정화장치

복합적인 오염물질이 함께 배출
되는 유해가스의 복합정화장치

백연 제거장치 고온플라즈마 토치 및 이를
이용한 재료 가스화 장치

전기 집진기의 퍼지히터
제어장치

나노 파우더 제조장치

연기제거 장치및 이의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집진기의 전원공급장치 유해가스분해용반응기 전기집진기의전원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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