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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자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분석 관리하는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시스템을 설계하

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측정기와 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측정기는 복합오염물질을 검출하여 각 오염물질의 

수치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는 검사, 데이터 관리, 뷰어 등의 모듈로 구성한다. 검사 

모듈은 측정기에서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그 측정 데이터의 정상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 데이터 관리 

모듈은 측정기에서 측정된 방대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뷰어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측정데이터를 그래프 또는 차트 양식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시스

템은 실제 복합오염물질을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키워드: 에칭(Etching), 복합오염물질(Complex Pollutant), 분석관리시스템(Analysis Data  Management System)

I. 서론

전자산업공정 특히, 반도체나 LCD 제조공정에서 에칭(etching) 
공정이나 세척(cleaning)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독성 가스나 유

기화합물 등은 인체에 치명적이다[1]. 이러한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에서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산성가스, 미세파

우더 등) 역시 인체에 매우 해롭다. 대기 중이나 특정 환경에서 존

재하는 미세입자들은 관련 장치들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거나, 대

기오염 물질로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또한 후처리 장비로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나, 그 처리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합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측정하

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복합오염물질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2].  

II. 복합오염물질 분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시스템 그림 1과 같이 측정기, 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그림 1에서 측정기는 복합오염물질

을 검출하여 각 오염물질의 수치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는 검사, 데이터관리, 
뷰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 분석 관리시스템 구조

Fig. 1. Analysis Management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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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복합오염물질 분석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구현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는 검사, 데이터관리, 뷰어 

등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된다.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소프트웨

어의 기능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Fig. 2. Analysis Management Software

1. 검사 모듈

검사모듈에서는 측정기 명, 오염물질, 범위, 허용오차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검사 모듈은 측정기에서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그 측정 데이터의 정상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3은 측정 데이터의 분포를 출력한 것으로 정상 데이터와 오

염 기준치를 초과한 데이터를 각각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표현하여 

판독이 용이하도록 한다.  

2. 데이터 관리 모듈

데이터 관리 모듈은 측정기에서 측정된 방대한 데이터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모듈은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간별로 검색 관리할 수 있기 때문

에 오염 물질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오염물

질 별로 각각 구분하여 오염정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3. 뷰어 모듈

뷰어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측정데이터를 그래프 또는 

차트 양식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 측정 데이터 분포도

Fig. 3. Distribution map of measurement data

IV. 결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시스템은 측정기, 
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측정기는 복합오염물질을 

검출하여 각 오염물질의 수치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

고,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는 측정 데이터를 정상 기준치 데이터와 

비교하여 오염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DB 파일로 저장한다. 
또한 각 측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시스템은 실제 복

합오염물질을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

고, 각각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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