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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반도체 산업은 정보화 사회 진입과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그 수요가 급격히 확

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장으로 그 제조 공정의 특성상 극미량 불순물의 제어를 필요로 

하며 그에따라 ppt (pg/ml) 단위의 극미량 직접분석이 가능한 ICP-MS 분석기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간 반도체 시장에 대한 ICP-MS의 응용은 액상 또는 고상

의 반도체 공정재료의 분석에 치중되어 왔으며 반도체 제조 공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Dry Cleaning, Dry Etching, CVD, PVD 공정 등에 적용되고 있는 기상 공정재료 (가스) 분석

에 대해서는 시료 전처리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분석의 부정확성 등의 이유로 인해 그 적

용이 제한되어 왔다. 기상 재료 분석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Impinger Bubbling 방식을 통

해 시료 가스 중의 목적 불순물을 산 또는 초순수에 흡수, 용해하는 방법과 Particle Filter

를 이용한 입자의 포집 후 포집된 입자를 다시 산분해하는 등의 전처리 방법을 통해 ICP-

MS로 불순물을 정량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 모두 불순물을 포

집하기 위한 시간상의 문제와 포집 과정에서의 외부 오염, 특정 산에 대한 개별 금속들의 

용해도 차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재현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인해 반도체 공정용 가스 분석의 현장 적용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본 응용에서는 Bubbling 또는 Filtering을 통한 가스상 ICP-MS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스 시료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가스 시료를 직접 ICP-MS로 도

입하여 가스 시료상의 금속불순물을 직접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스상 금속 

불순물을 직접 분석 시 선결되어야 할 기술적 과제는 분석하고자하는 금속불순물 성분은 

손실없이 목적 매트릭스 가스만을 ICP-MS Plasam 발생원으로 이용되는 Ar가스로 완벽히 

치환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다. ICP-MS로 가스상 시료를 직접 주입할 수 없는 이유는 

주입되는 목적 가스들에 의해 ICP-MS의 Plasma Energy에 변화가 발생하여 순수한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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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에서 정량된 표준물질과 이온화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게되고 이로인해 정확한 정량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목적 매트릭스 가스의 Ar으로의 치환은 필히 선결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분석 목적 가스의 Ar 치환을 위해 Perfluoropolymer Membrane을 적

용하였으며 맴브레인 사이의 농도차에 의한 가스의 확산 메카니즘을 이용 분석목적 가스

를 Ar으로 치환하는 PerkinElmer 만의 독자적 기술을 적용하였다. 가스 치환을 위한 개략

적인 Membrane 장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GDI (Gas Direct Injection) system 

 

가스 치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Membrane 온도 조절, 샘플 가스 유량 및 압력 조절, 

Ar Sweep gas의 압력 및 유량 조절을 위한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하며 본 시스템는 이 부

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Membrane에 사용될 재질의 선정과 Membrane Pore 

Size 및 길이의 최적화도 가스치환 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응용 자료에서는 보

안상의 이유로 시스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 

 

2-1 분석기기 

 

 본 실험에서는 가스상 시료의 금속불순물 직접 분석을 위한 검출기기로 PerkinElmer 

NexION 2000S ICP-MS가 적용되었으며, 가스 치환 장치는 퍼킨엘머에서 개발한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이 각각 적용되었다. NexION 2000S와 GDI System에 공급되는 Ar 

가스는 자체 함유된 입자상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Entergris사의 WAFERGUARD® III 

(0.003um particle removal rating)를 설치하여 Ar 가스 자체로부터 기인될 수 있는 금속불순

물의 양을 최소화하였다.  

가스 치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PerkinElmer Clarus 680 GC-TCD를 적용하였으며 

가스 시료의 특성을 감안 Valco 사의 Gas Sampling Valve (Sample loop 1cc)를 이용한 On-

column Injection 방식의 주입법을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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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agent and Sample 

 

검량선 적성을 위해 사용된 표준물질로는 퍼킨엘머에서 판매하고 있는 Multi-Elements 

Calibration 3, 4, 5 (10ug/ml, ppm)를 이용하였으며, 18.3MΩ의 저항 값을 갖는 초순수와 자

체 정체한 70% 질산 (개별 원소 10ppt 이하 불순물 함량)을 이용해 2% 질산 분위기에서 

개별 농도의 표준물질을 질량대질량 희석법으로 제조 후 사용하였다.  

GDI Membrane에서 가스치환 반응 중의 Particle 손실률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Au 

Particle 표준물질은 퍼킨엘머에서 판매하고 있는 Gold Nanoparticle Standards (30nm, 50nm, 

100nm Spherical Nanoparticle in D.I.Water)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18.3MΩ 초순수만을 

이용해 희석 후 원하는 농도의 Au Particle 표준물질을 제조하였다.  

분석을 위해 적용된 가스샘플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도체급 4N5 (99.995%) 이상의 제품들

을 개별 구매하여 적용하였다. 

 

2-3 분석조건 

 

모든 분석은 PerkinElmer NexION 2000S ICP-MS와 PerkinElmer에서 자체 제작한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을 이용해 수행되었으며, 표 1은 이때 적용된 NexION 2000S 운전조

건을 보여준다. 

 

표 1. ICP-MS Instrument setting 

 

 

본 분석의 기본 전제가 샘플 가스에 함유된 금속불순물의 입자의 검출에 기반하므로 입자상 

물질의 이온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RF Power는 최대값으로 Plasma gas flow와 Auxiliary gas 

flow는 최소 유량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되는 모든 원소는 분석 시간의 단

축을 위해 동일한 Ammonia gas flow가 적용된 단일 DRC Mode가 적용되었으며, 개별 원소

의 분석 시간은 27000ms이었다. 

  

표 2는 목적 샘플가스를 Ar 가스로 치환하기 위한 GDI 시스템의 운전 조건의 예시이며,  샘

플 가스의 유량과 상관없이 가스치환을 위한 Ar sweep gas와 감도향상을 위한 N2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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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flow는 항상 고정된 값이 적용되었다. 

가스 샘플의 유량 조절은 NexION 2000S의 AMS Port를 이용하였으며, Ar 가스로 보정된 

AMS MFC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샘플 가스별 유량차 보정은 MFC 업체에서 제

공하는 Gas Conversion Factor를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GDI에서 샘플 가스의 치환효율을 확

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RESTEK MS-5A Packed Column (80/100, 6ft)을 이용하여 Oven Temp. 

100oC, Carrier 유량 30cc/min GC 운전조건 하에서 On-column Injection 방식으로 샘플 가스 

유량 대비 GDI Sweep 가스 유량의 변화에 따른 치환효율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

되었다. 

 

표 2. GDI Instrument setting 

GDI Instrument Gas Direct Injection System

Gas Exchange Condition

Spray Chamber Temperature 140oC

Membrane Temperature 110oC

Ar sweep gas flow 5.7 L min-1

N2 addition gas flow 3 L min-1

Sample Introduction

Sample port AMS port (Max. 0.9 L min-1)

Sample gas flow 0.7~0.9 L min-1

 

 

가스 내에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 또한 매우 불균

한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스 상 금속불순물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오랜 

분석 시간의 적용을 통해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표 3과 

같이 정해진 시간내에서 최대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시간은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목

적 원소들의 분석을 동일한 Ammonia gas flow가 적용된 DRC Mode로 시행하였다. 

 

표 3. Reaction Cell Conditions 

 

 

3. Results 

 

GDI 시스템을 이용해 가스 시료 내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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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석 목적 가스상에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은 모두 입자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성

립되어야 한다. GDI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고립계 내 계면 사이에서 상호 가스간의 농도 차

에 의한 확산이므로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이 존재할 경우 제거되어야 할 매트릭

스인 샘플가스의 확산과정에서 함께 손실 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이 가정은 최소한의 분

석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분석하고자 하는 가스샘플의 매트릭스가 Plasma의 Energy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완벽히 Ar (Argon) 가스로 치환되어야 한다. 이는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료의 매트

릭스 가스에 의해 Ar Plasma의 Energy 값이 변화가 발생하고 되고 이는 외부 표준물 정량

법 (External Calibration)에서 심각한 분석오류를 유발하며, 심한 경우 ICP-MS에 심각한 물리

적 손상을 유발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r (Argon)으로의 치환 반응 과정에서 입자상으로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의 손실

이 없어야 한다. 매트릭스 가스의 확산 시 입자성 금속불순물도 함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량분석의 원 취지는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표 4는 가스상에서 대부분의 금속불순물은 상온에서 입자상 형태로 존재하며, 결코 가스상

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4. Volatile Hologen and Oxygene Compounds 

Compound Temp (
o
C) Compound Temp (

o
C) Compound Temp (

o
C) Compound Temp (

o
C) Compound Temp (

o
C)

AlCl3 182.7 AsF3 -63 AsH3 -55 Mn2O7 ca 25 AsFO 25.6

AsCl3 130.2 AsF5 -53 B2H6 -92.5 OsO4 130 Ba(ClO4)2 162

AuCl3 229 BF3 -99.9 BiH3 16.8 RuO4 40 CrO2Cl2 117

BCl3 12.5 BiF5 230 Ga2H6 139 POCl3 105.3

BaCl2-2H2O 35.7 CrF5 117 GeH4 -88.5 POF3 -39.8

GaCl3 201.2 GeF4 subl -36.5 Ge2H4 29 ReOCl4 29.3

GeCl4 84 IrF6 53.6 PH3 -87.5 ReOF4 39.7

NbCl5 250 MoF5 214 SbH3 -18.4 SeOCl2 176.4

PCl2 180 MoF6 33.89 H2Se -41.5 SeOF2 124

PCl3 75 NbF5 225 SiH4 -111.8 VOCl 127

PCl5 166 NpF6 76.8 SnH4 -52 WOF4 187.5

SbCl3 220 OsF5 225.7 H2Te -2.2

SbCl5 79 OsF6 45.9

SiCl4 57.6 PF3 -101.38

SnCl4 115 PF5 -84.6

TaCl5 242 PtF6 57.6

TiCl4 136.4 PuF6 62.16

VCl4 152 ReF6 33.8

ReF7 77.7

RuF5 227

SbF5 150

SeF4 107.8

SeF6 -34.5

SiF4 -86

Si2F6 -19

TaF5 229.5 TcF5 d60

TeF4 >97 TeF6 35.5

UF6 subl 56.5 VF5 111.2

WF6 17.2 XeF2 subl 114

XeF4 subl 116 XeF6 75.6

Mixed OxideChloride Fluoride Hydride Oxide

 

 

위 표는 ICP-MS를 이용한 가스 샘플 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원소들이 1~13족 원소

들임을 감안하면 보론 (Boron), 인 (phosphorous), 비소 (Arsenic), 게르마늄 (Germanium), 셀

레늄 (Selenium), 안티몬 (Antimony), 실리콘 (Silicon), 수은 (Mercury) 등의 Hydride 또는 

Fluoride 형태의 일부 특수한 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는 입자상 형태로 존재하므로 

GDI를 이용한 매트릭스의 치환과 입자의 선택성 분리를 통해 가스 샘플 내 금속 불순물의 

정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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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DI의 가스 치환 효율 

 

GDI 시스템 내 Perfluoroploymer Membrane에 의한 가스 매트릭스의 Ar (Argon)으로의 

치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맴브레인 전단과 후단에서 각 가스의 조성을 GC-TCD로 정량하

여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GC-TCD에서의 정량은 별도의 External Calibration 과정 없

이 Area Ratio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샘플 가스의 유량은 500cc/min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Ar Sweep gas의 유량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Carbon Monoxide (CO) 가스의 치환 효율 (>99.9%) 

 

 

샘플 가스의 유량 및 압력, Ar Sweep gas의 압력, Membrane의 온도 등의 인자는 앞서 실험

조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정된 조건에서 Ar Sweep gas의 유량만을 변화 시키는 실험을 

통해 CO : Ar =500cc : 500cc로 1: 1 비율일 경우 99.8%의 치환 효율을 1: 2 비율 이상에서

는 99.9% 이상의 치환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Ammonia (NH3-10%) 가스의 치환 효율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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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분위기의 10% 암모니아 가스 (NH3)를 이용한 치환 반응 실험에서도 CO gas 실험에서와 

유사하게 10% NH3 : Ar = 500cc : 500cc 유량 비율에서 GDI 시스템은 99.9%의 치환효율을 

보여 주었다. 

 

그림 4. 기타 반도체 공정 가스들의 치환 효율 (>99.9%) 

 

 

일산화탄소 (CO) 및 암모니아 가스 (NH3)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

는C2H2,C2H4, CH3F, CO2, NF3, Kr, N2 (그림 위에서 아래 순서)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CO gas와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모두 Sample gas : Ar = 

500cc : 1000cc를 비교한 것이다. 

 

아래 표 5는 GC-TCD를 활용한 실험에서 확인한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의 매트릭

스 치환 효율을 추가검증하기 위해 동일 유량의 Ar Nebulizer gas flow와의 감도 (Sensitiviry)

를 비교한 실험결과이다. 만약 샘플 가스의 매트릭스가 Ar로 완벽히 치환되지 못했다면 

Plasma Energy에 영향을 주어 동일 유량의 Ar Nebulizer 사용 시의 감도에 비해 현저히 감

소하거나 간섭의 존재 여하에 따라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표 5. 샘플 가스를 Nebulizer gas로 활용한 Ar gas와의 감도비교 

unit: cps

Sample Gas Mg Fe Pb

Ar 99571.5 744704.7 740403.3

CO2 100448.6 754345.8 764250.9

N2 99515.5 747727.2 756267.6

CO 97984.6 S 751853.2

N2O 98239.7 731767.5 769044.1

O2 98777.8 756652.4 763821.9

NF3 99614.1 746893.3 780475.0

Kr 98123.0 732248.9 723155.3

C2H4 113619.7 756110.5 731034.9

CH3F 102623.0 786735.8 747031.2

10% NH3 101555.0 756676.1 73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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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CD 실험의 이차 검증 실험에서도 동일 유량의 Ar Nebulizer gas flow 대비 실험에 적용

된 모든 샘플 가스에서 도입에 따른 감도 (Sensitivity, 1ppb standard) 차는 발생되지 않았으

며, 샘플 가스 매트릭스의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GDI 시스템의 Particle Transport Efficiency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자성 불순물 원소 

(Particulates)의 손실율을 확인하기 앞서 입자성 물질의 시료 내 불균성에서 기인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신뢰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ICP-MS 내에서 Dwell time을 변화시켜 가면서 산소 

(O2) 가스 내 함유된 Fe의 정량값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 Dwell Time 값의 변하에 따른 Particle 정량값의 변화 관찰 

 

 

실험결과 Dwell Time의 변화에 따른 정량값의 변화는 크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짧은 

Dwell Time과 너무 긴 Dwell time 구간에서는 분석 신호가 다소 작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

으며, 약 300ms에서 가장 큰 분석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이 가스 내 존재하는 입자성 금속불순물을 정량하기 위한 

분석시스템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 가스의 치환과정에서 입자성 목적원소의 손실

률은 최소화되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방법의 설계 및 실행은 분석 시스템의 성

패를 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매트릭스 가스의 치

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적 원소의 손실률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PerkinElmer사에

서 판매하고 있는 Gold Nanoparticle Standards (30nm, 50nm, 100nm)을 Gold에 대해 용해

도가 없는 초순수와 전량 이온화가 가능한 10% HCl과 5% HNO3 혼산에 각각 1E10-7개씩

을 분산 또는 용해하고 이를 ICP-MS로 정량,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동일한 입자 크

기를 가진 동일 갯수의 입자가 가해진 초순수와 혼산 매트릭스 하에서 Gold의 정량값이 서

로 다르다면 초순수에 분산된 Gold 입자가 GDI 치환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그 이유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PerkinElmer Korea All rights reserved. 

표 6. 동일 농도의 입자성 Au와 이온성 Au의 정량값 비교 

 

 

ICP-MS 정량을 위한 표준물질은 퍼킨엘머 Multi-Element Calibration Standards 4 (10ppm)을 

희석해 사용하였으며, 검량선 작성은 0.5, 1, 2, 4, 10ppb (ng/ml) 구간으로 작성하였다. 입자

성 Au와 이온성 Au의 상호 정량 후 비교 결과 입자성 Au의 정량값이 30nm 크기에서는 약 

10%, 50nm 크기에서는 6% 수준 이온성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100nm 크기의 

Au입자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었다.  

다음 그림은 입자의 손실률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6. GDI 시스템에 의한 입자성 Au의 손실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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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통해 약 10% 내외의 손실률은 미량분석의 특성상 그 허용범위에 든다고 판단되

므로 입자의 손실 부분에 대한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3. 가스시료 정량 

 

전통적 방식에서는 가스 시료내 함유된 금속불순물의 정량은 도입부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가스를 초순수 또는 산 (Acid) 분위기의 용매에 흡수시키고 용매에 용해된 금속불순물을 

ICP-MS를 이용 정량하는 Bubbling ICP-MS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분석의 재

현성과 정밀성, 정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분석법은 가스 시료내에 존재

하는 모든 금속성분이 용매로 사용하는 초순수 또는 산 용매에 100% 용해된다는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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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는데, 가스상에 존재하는 금속 성분 중 특정 산 (Acid)에 용해가 안되는 원소들도 다

수 존재하며, 대부분의 입자는 기포 (Bubble)의 표면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어 가스 기포와 

함께 거동하는 과정에서 유출되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고 손실된다. 이울러 회수용 산 

(Acid)의 선택과 용매와 가스시료의 접촉 시간, Bubbling 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용기와 산 

(Acid)의 불순물 관리 정도에 따라 분석편차가 심한 부분도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이상 진행해야하는 가스 시료의 긴 전처리 시간은 분석 용량 

(Capacity)을 중요 시 하는 가스 업체들의 공정관리 또는 출하검사 부서에서 본 분석법을 적

용하기에는 또다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7은 Bubbling 법을 이용해 가스시료상 목적하는 금속불순물을 회수 시 그 문

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7. Bubbling 단계별 회수율 확인 (N2O) 

 

Impinger Bubbling법에서 목적 원소의 회수율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Impinger를 두단

으로 직렬로 연결하여 첫째 단에서 회수된 량과 두번째 단에서 회수된 량을 비교하여 회수

율을 간접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회수를 위한 용매는 5% 질산을 적용하였으며, 용매 

70cc에 가스 유량은 50cc/min으로 12시간 포집 후 NexION 2000S로 정량하였다. 

포집 후 회수율을 보면 첫째 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두번째 단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율로 회

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Impinger Bubbling 방식으로는 가스 내에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산소 (O2)와 일산화탄소 (CO)를 이용한 동일 실험에서도 다음 그림 8. 9와 같이 목적 원소들

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8. Bubbling 단계별 회수율 확인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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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e 입자성 불순물을 다량 함유 (136 ug/L, gas)한 일산화탄소 (CO)가스의 분석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단과 둘째 단에서의 회수율 차이는 75% 수준 이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가스 내 함유된 모든 목적 원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Impinger가 직렬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사실 상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함

을 뜻한다. 

 

그림 9. Bubbling 단계별 회수율 확인 (CO) 

 

 

앞서 실험은 Bubbling 전처리 분석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입자성 금속들에 대한 회

수율을 확인한 반면 다음 실험은 이온형태로 산 (3% HNO3)에 존재하는 표준물질을 이용하

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다. 이온성으로 존재하는 금속불순물 성분들은 앞서의 입자

성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Bubbling 전처리 법에서는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그림 10. Bubbling 단계별 회수율 확인 (Ionic Standard) 

 

 

본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Filter를 이용해 가스 내에 존재하는 입자성 불순물을 포

집하는 Filtering 분석법 역시 Filtering의 효율성 측면과 Filter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불순물

로 인해 Bubbling과 동일한 수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스샘플 내에 존재하는 목적원소들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Bubbling 방식과 같

은 전처리 과정을 배제한 샘플 가스의 ICP-MS 직접도입 방식 즉, GDI-ICP-MS 방식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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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다음 그림 11은 GDI-ICP-MS를 이용해 특정 가스 내에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을 정량하기 위

해 50~400 pg/L (Gas) 구간에서 작성한 검량선이다. 

 

그림 11. GDI-ICP-MS 검량선 작성 

  

  

검량선 작성을 위해 사용한 표준가스의 제조는 Liquid 상 표준물질을 Ar 가스에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모든 원소들에 대한 0.9999 이상의 직선성을 보여 주었다. 

 

3-4. 가스샘플 정량 결과 

 

  Bubbling법과 Filtering 가스 분석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GDI (Gas Direct 

Injection) 분석법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한 가스샘플 중 불순물 수준이 가장 높은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가스를 이용해 Bubbling 전처리법과 GDI 직접 분석법으

로 분석을 각각 진행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음 표 7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표 7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 질산을 이용한 Bubbling법에서는 회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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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Fe와 Ni, Mo이 GDI 직접 분석에서 추가로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손

실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GDI 직접 분석이 Bubbling 분석법에 비해 우수함을 의미하며, 전

처리가 생략된 직접 분석의 잇점들인 전처리 과정의 오염 배제, 짧은 분석 시간, 분석용량 

확대 등의 잇점과 결합 시 그 도입의 장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7. Bubbling법과 GDI법을 이용한 CO 가스 분석결과 비교 

unit: pg/L (Gas)

Na Mg Al K Ca Ti V Cr Mn Fe Co

1st Impinger 7.9 4.4 5.3 4.4 10.9 5.9 5.2 3.7 2.9 279434 2.2

2nd Impinger 4.9 0.6 2.5 3.2 2.1 4.7 2.4 2.1 1.7 210396 1.8

Sum 12.8 5.1 7.8 7.6 13.0 10.6 7.6 5.8 4.5 489830 4.0

GDI GDI 0.9 0.2 0.2 1.0 3.0 0.2 0.0 19.6 5.2 13565368 4.7

Ni Cu Zn As Mo Ag Cd Ba W Pb Remarks

1st Impinger 27.7 4.8 7.3 8.4 14.5 2.7 2.6 1.9 5.4 6.5

2nd Impinger 26.3 1.7 7.8 3.1 11.7 0.6 0.0 0.9 4.5 1.8

Sum 54.0 6.5 15.1 11.6 26.2 3.3 2.6 2.8 9.8 8.3

GDI GDI 18240 5.8 1.7 0.0 333 0.0 0.0 0.0 0.8 0.2

Method

Impinger

Method

Impinger

 

 

회수율의 문제와 더불어 Bubbling분석법의 또하나의 문제점인 분석의 재현성 문제와 대비

하여 GDI-ICP-MS를 평가해 보기 위해 5N NF3가스를 10회 반복 측정을 해 보았으며, 그 재

현성 결과를 다음 표 8에 표시하였다. Bubbling 방식에서의 재현성 문제는 대부분 전처리를 

준비하기 위한 용기 준비 단계, 산 (Acid) 제조단계, Bubbling 단계, ICP-MS 분석 단계 등 외

부에 노출된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차 오염과 회수율의 불균일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GDI 분석법의 경우 가스 직접분석법이기 때문에 Bubbling 방식에서와 같은 외부 환경에 대

한 시료의 노출이 없으며, 회수율 실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회수능력으로 인해 

Bubbling 방식 대비 우수한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 8. GDI법을 이용한 NF3 가스 분석의 재현성 

unit:pg/L (gas)

Replicate Na Mg Al K Ca Ti V Cr Mn Fe Ni

1 1.00 0.03 0.38 3.06 20.04 0.06 0.01 0.09 0.53 0.47 5.83

2 1.00 0.01 0.45 2.96 20.82 0.07 0.01 0.10 0.57 0.52 5.95

3 0.98 0.01 0.42 2.99 23.24 0.10 0.01 0.10 0.58 0.56 5.91

4 0.97 0.02 0.45 2.92 20.57 0.08 0.01 0.16 0.62 0.60 6.98

5 0.96 0.02 0.47 3.89 20.67 0.10 0.01 0.10 0.65 0.64 6.02

6 0.95 0.03 0.48 2.85 22.77 0.08 0.01 0.11 0.67 0.68 6.06

7 0.94 0.03 0.50 3.08 20.87 0.08 0.01 0.19 0.50 0.72 6.11

8 1.29 0.03 0.51 2.77 20.97 0.07 0.01 0.11 0.63 0.77 6.15

9 0.98 0.04 0.33 2.83 21.07 0.07 0.01 0.12 0.58 0.81 6.19

10 1.19 0.04 0.45 3.99 24.17 0.08 0.01 0.16 0.79 0.85 6.23

Avg 1.03 0.03 0.44 3.13 21.52 0.08 0.01 0.12 0.61 0.66 6.14

STDEV 0.12 0.01 0.05 0.44 1.36 0.01 0.00 0.03 0.08 0.13 0.32

RSD 11.54 42.92 12.35 13.93 6.34 15.79 7.07 27.48 13.13 18.96 5.22

Replicate Co Cu Zn As Mo Ag Cd Ba W Pb Remarks

1 0.11 40.37 1.13 0.03 0.19 0.02 0.02 0.00 0.14 0.07

2 0.09 42.51 1.27 0.03 0.20 0.02 0.03 0.00 0.13 0.04

3 0.10 44.56 1.29 0.29 0.19 0.02 0.03 0.00 0.14 0.06

4 0.09 46.67 1.39 0.38 0.19 0.02 0.03 0.00 0.13 0.05

5 0.08 48.76 1.47 0.51 0.18 0.02 0.04 0.00 0.13 0.04

6 0.08 50.86 1.55 0.65 0.18 0.02 0.04 0.00 0.12 0.04

7 0.07 52.96 1.63 0.78 0.18 0.02 0.04 0.00 0.12 0.04

8 0.07 55.05 1.71 0.91 0.17 0.02 0.04 0.00 0.11 0.03

9 0.06 57.15 1.79 1.04 0.17 0.02 0.04 0.00 0.11 0.03

10 0.06 59.25 1.87 1.17 0.17 0.02 0.05 0.00 0.11 0.02

Avg 0.08 49.81 1.51 0.58 0.18 0.02 0.04 0.00 0.12 0.04

STDEV 0.02 6.35 0.24 0.40 0.01 0.00 0.01 0.00 0.01 0.01

RSD 20.40 12.74 16.07 69.32 5.83 3.88 18.85 33.47 9.98 33.54

NF3 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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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실험을 통해 검증된 샘플 가스 매트릭스의 Ar 치환능력, 치환과정에서의 입자성 물

질의 손실 여부 (가스상 존재하는 금속불순물의 존재 형태), 탁월한 재현성, 간편한 검량선 

작성 및 정량기법 등을 모두 반영하여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 중에서 시중에

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음 10가지 가스를 대상으로 각 가스 내에 함유된 목적 원소들의 

불순물 함량을 퍼킨엘머에서 자체 개발한 GDI-ICP-MS 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해 보았다.  

본 가스 분석에 적용된 농도 단위는 pg/L로 가스 1L 내에 함유된 목적 불순물 원소의 농도

를 pg 단위로 표시한 값으로 검량선 작성을 위한 Calibration의 농도부터 가스샘플의 불순

물 농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원소들은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며, 가스 용기와 가스 밸브의 부식으로부

터 기인될 수 있는 원소들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Fe의 경우 산소 (Oxygen)와의 반응의 결과

물로 의심되는 O2, N2O, CO 가스에서 다른 가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량이 검출되었으

며, Cu의 경우 용기의 Head (Valve 포함) 부분이 구리 재질로 된 용기에 충진된 가스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량이 검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4N5 품질을 가진 CO (Carbon 

Monoxide, CO) 가스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Fe, Ni, Cr, Mo 의 오염 정도를 보여 주었다.  

 

표 9. GDI-ICP-MS법을 이용한 반도체 가스의 정량분석 

unit:pg/L (gas)

Gas Sample Na Mg Al K Ca Ti V Cr Mn Fe Ni

CO2 0.3 0.1 0.1 1.9 20.1 0.2 0.0 0.0 0.1 2.1 3.8

N2 1.2 0.2 0.2 0.9 3.8 0.1 0.1 0.1 0.1 0.8 1.0

CO 0.9 0.2 0.2 1.0 3.0 0.2 0.0 19.6 5.2 S 18260

N2O 0.3 0.1 0.3 5.5 20.3 0.1 0.0 0.1 0.3 68.5 6.1

O2 0.3 0.1 0.2 1.7 18.3 0.0 0.0 0.0 0.2 27.3 3.8

NF3 0.5 0.1 0.5 3.1 21.2 0.0 0.0 0.1 0.6 1.3 5.9

Kr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 1.2

C2H4 0.7 0.1 0.7 3.1 13.3 0.0 0.0 0.1 0.7 8.7 6.5

CH3F 1.0 0.1 0.7 3.5 14.4 0.0 0.0 0.2 0.7 2.2 6.4

NH3 10% 0.0 0.1 0.2 0.0 0.0 0.0 0.0 0.0 0.0 32.2 0.6

Gas Sample Co Cu Zn As Mo Ag Cd Ba W Pb Remarks

CO2 0.1 18.8 0.2 0.0 0.1 0.0 0.0 0.0 0.1 0.0 5N

N2 0.1 4.8 29.3 0.0 0.1 0.0 0.1 0.0 0.0 0.1 6N

CO 4.7 5.8 1.7 0.0 333 0.0 0.0 0.0 0.8 0.2 4N

N2O 0.2 27.7 0.0 0.0 0.2 0.0 0.0 0.0 0.1 0.0 5N

O2 0.1 20.1 0.0 0.0 0.1 0.0 0.1 0.0 0.0 0.0 6N

NF3 0.1 42.5 0.0 0.0 0.2 0.0 0.0 0.0 0.1 0.0 5N

Kr 0.0 0.4 0.0 0.0 0.0 0.0 4.2 0.0 0.0 0.0 6N

C2H4 0.1 45.4 0.0 0.0 0.2 0.0 0.1 0.0 0.2 0.0 4N

CH3F 0.1 55.0 0.0 0.0 0.2 0.0 0.0 0.0 0.2 0.0 4N

NH3 10% 0.0 3.4 0.0 0.1 0.1 0.1 0.0 0.0 0.0 0.0 Ar  

 

4. Conclusions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던 가스 분석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스 내에 함유된 목

적원소들의 검출을 샘플 가스의 ICP-MS 직접 도입을 통해 전처리 과정없이 실현함을 목적

으로 하였다. 가스 샘플의 직접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Perfluoropolymer Membrane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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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는 가스확산 및 치환 장치인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가스직접 

분석을 위한 GDI 기술의 핵심은 샘플 가스의 매트릭스를 완벽히 Plasma gas인 Ar (Argon)으

로 치환하는 능력과 치환과정에서 가스 시료내 함유된 금속불순물 입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

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목적과 기능 달성을 위해 퍼킨엘머 코리아 자체적으로 Perfluoropolymer 

Membrane 기반의 GDI (Gas Direct Injection)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ICP-MS와 결합되어 가

스직접 분석에 적용되었다.  

연구 결과 자체 제작한 GDI-ICP-MS 시스템은 분석하고자하는 가스 시료의 매트릭스를 Ar 

(Argon) 가스로 치환하는 능력과 입자의 손실률을 확인하는 과정의 검증 및 실제 반도체급 

가스 시료의 분석을 통해 기존 가스분석법의 한계를 극복한 가스 직접분석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스 직접분석의 대안을 제시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GDI-

ICP-MS 시스템이 가지는 기존 가스분석법 대비 회수율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우수한 장

점과 더불어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추가적 외부오염 예방, 분석 

시간의 절약 (가스시료 당 약 10분) 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그 시너지 효과는 반도체급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공정개선에 매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