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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erkinElmer의 독자적 기술인 UCT (Universal Cell Technology)의 채택으로 더욱 강화된 

DRC (Dynamic Reaction Cell) 기능을 장착한 NexION 2000S ICP-MS 시스템은 Triple 

Quadrupole ICP-MS (QQQ ICP-MS)에 비견되는 Mass Shifting Reaction에 특화된 장비로 자

리 매김하고 있다. 본 응용에서는 그동안 ICP-MS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왔던 비금속 

원소들 즉 인 (Phosphorous), 황 (Sulfur), 실리콘 (Silicon), 염소 (Chlorine)에 대해 질산 분위

기에서의 NexION 2000S의 검출 능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질산 중에 존재하는 질소 

(Nitrogen)와 산소 (Oxygen), 그리고 탄소 (Carbon) 성분들은 ICP-MS 시스템을 이용한 고순

도 반도체 약품 및 물질 분석분야에서 이들 원소들의 극미량 검출에 많은 방해 요소로 작용

하여 왔으며, 최근들어 이들 원소에 대한 ICP-MS의 분석능력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초순수의 경우 이들 원소들의 분석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무.유기 질소 성분과 유.무기 탄

소 성분 그리고 실리콘 성분이 철저히 관리되어 간섭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반면 환경, 제

약, 의료 및 반도체 공정 시료분석 시 시료 전처리 후 회수 또는 시료 전처리 과정 자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희석된 질산 바탕액의 경우에는 간섭원들의 정제가 어려워 그 영

향성이 배가되고 있어 질산 분위기에서의 이들 비금속 성분들의 검출능력의 검증은 매우 중

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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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 

 

2-1 분석기기 

 

 본 실험에는 반도체 응용분석에 특화된 PerkinElmer NexION 2000S ICP-MS 시스템이 적용

되었으며 시료도입장치로는 Quartz Cyclonic Spray Chamber (SilQ)를 기본으로 PFA 

Concentric Nebulizer (100ul), Quartz Injector (SilQ, 1.5mm), Platinum Cone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2-2 Reagent and Sample 

 

 본 실험에 적용된 초순수는 유기물과 무기탄소 제거에 필수적인 UV 시스템과 탈기 

(Degassifier)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RO System과 음.양이온 이온교환수지탑만을 통과한 

18.3㏁의 저항을 갖는 자체 초순수 제조수가 적용되었다. 질산 (HNO3)은 전자급 70% 질산

을 Quartz 재질과 PFA 재질로 된 Distillation 장치를 이용해 각각 1차, 2차 자체 정제를 진

행 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질산에서의 3d-전이금속 이온들 기준 농도는 10ppt 이하의 

품질을 보여주었다. 검량선 작성에 적용된 바탕액은 질산 원액 (70%)을 초순수로 10배 희석 

(Volume 비율) 하여 최종 7% 농도가 되도록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2-3 분석조건 

 

본 실험은 분석대상 원소인 인 (Phosphorous), 황 (Sulfur), 실리콘 (Silicon), 염소 

(Chlorine)가 갖는 높은 이온화에너지의 특성으로 인해 이온화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

두 RF Power 1600W의 Hotplasma 조건에서 그리고 질소 (Nitrogen)와 산소 (Oxygen), 탄소 

(Carbon), 아르곤 (Argon)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간섭원을 배제하기 위해 DRC Mode에서 분

석이 진행되었다. 인 (Phosphorous)과 황 (Sulfur)을 분석하기 위한 Mass Shifting 조건으로

는 Oxygen DRC가 적용되었으며 염소 (Chlorine)과 실리콘 (Silicon)을 검출하기 위한 조건으

로는 Hydrogen DRC가 각각 적용되었다.  

 

다음 Table 1은 개별 원소들의 DRC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DRC Cell Condition 



©2018 PerkinElmer Korea All rights reserved. 

Parameter Unit 31P 32S 28Si 35Cl

Cell Gas O2 / H2 O2 / H2 H2 / NH3 H2 / O2

Flow Rate ml/min 2 / 0.55 1 / 0.7 1.5 / 0.3 2.5 / 0.5

RPq V 0.55 0.45 0.75 0.5

Mass Shifting 31 --> 47 32 --> 48 28 --> 28 35 --> 37

Cell Ent & Exit V -6 / -6 -6 / -6 -15 / -15 -5.5 / -5.5

CRO V -3 -3 -3.5 -4

AFT V 325 275 350 400  
* 바탕액 : 7% HNO3 

 

 

3. Results 

 

31P+ 인 (Phosphorous)은 NOH+, NO+, CO+, COH+, SiH+와 Mass가 겹치며, 32S+ 황 (Sulfur)

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O2
+, NO+, NOH+, CO+, COH+의 간섭을, 28Si+ 실리콘 (Silicon)은 N2

+, 

CO+ 간섭을 그리고 35Cl+ 염소 (Chlorine)은 OOH+, SH+, FO+의 간섭을 각각 대표적으로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간섭 성분들은 초순수에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제어되므로 어

느정도 간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질산 분위기에서는 간섭성분이 질산 성분 

그 자체이거나 관리하는 성분들이 아닌 이유로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는 인과 황, 실리콘의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간섭원을 배제하기 

위해 하루동안 초순수를 이용해 ICP-MS를 가동하면서 시료도입장치와 ICP-MS Interface 부

분을 충분히 세정한 후 개별 원소들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기물의 경우 다른 간섭원들과

는 다르게 시료도입장치 및 Interface 부분에 쉽게 흡착되고 일반 산 세정을 통해서는 잘 제

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Quartz Spray Chamber의 경우 희석불산을 이용한 식

각 세정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원소들인 인 (Phosphorous), 황 (Sulfur), 실리콘 (Silicon), 염소 (Chlorine) 모두 

DRC Mode가 적용된 하나의 분석 Method 상에서 측정되었으며 인과 황은 Oxygen DRC 

Mode로 실리콘과 염소는 Hydrogen DRC Mode 하에서 각각 분석이 진행되었다. 다음 그림 

1은 7% 질산 분위기에서 작성된 네 가지 원소들의 검량선 (Calibration Curve)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 질산 7% 분위기에서의 인, 황, 실리콘, 염소의 검량선 (ppb,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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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Phosphorous)의 경우에는 1ppb 범위안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0.9999 (r2)이상의 검량선

의 직선성을 확인하였으며, 황 (Sulfur), 실리콘 (Silicon), 염소 (Chlorine)의 경우에는 10ppb 

범위안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또한 0.9999이상의 직선성을 갖는 검량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구해진 BEC (Background Equivalent Concentrations)와 DL (Detection Limit)은 다음 

Table 2에 별도 표시하였다. 

 

Table 2. 질산 7% 분위기에서의 인, 황, 실리콘, 염소의 BEC와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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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1P 32S 28Si 35Cl

BEC ppb 0.370 2.191 1.396 16.54

DL ppb 0.003 0.085 0.016 0.494
 

 

 

4. Conclusions 

 

PerkinElmer의 독보적인 간섭제거 기술인 UCT (Universal Cell Technology) 기능이 적용된 

NexION 2000S ICP-MS를 이용해 극미량 무기분석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질산 

분위기 바탕액 하에서의 인 (Phosphorous), 황 (Sulfur), 실리콘 (Silicon), 염소 (Chlorine)의 

분석 능력을 확인해 보았다. 초순수 바탕액 대비 질산 바탕액은 자체적으로 인과 황, 실리콘

의 분석에 간섭원으로 작용하는 질소 성분 (Nitrogen)과 탄소 성분 (Organic and inorganic 

Carbon), 실리콘 (Silicon)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섭원을 배제하는 기술의 중요성

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분야이다.  

본 실험 결과 UCT 기술이 적용된 Oxygen (O2) 및 Hydrogen (H2) DRC mode의 NexION 

2000S는 7% 질산 바탕액하에서도 인과 황, 실리콘, 염소의 분석에 방해원으로 작용하는 간

섭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