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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팔라듐(Pd)은 현재 반도체 관련 극미세 도금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원소 중 하나

이다. 극미세 도금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성분인 팔라듐(Pd)의 정확한 함량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포함이 된 불순물의 정량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셀레

늄(Se)의 불순물 정량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그 필요성을 느껴 정확한 정량이 필요해졌다. 

 

  ICP-OES의 응용을 살펴보면 기타 다른 무기원소분석장비에 비해 사용이 간단하고 분석을 

함에 있어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가장 적다. 하지만 고농도

(특정원소 100ppm, mg/Kg 이상) 원소가 포함이 된 시료 내 불순물의 분석은 다양하고 많은 

파장간섭으로 인해 쉽지가 않다. 이러한 파장간섭을 제어 또는 제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IEC(Inter-Element Correction) 모델을 사용했으나 이 방법은 간섭을 주는 고농도 성분의 함

량에 따라 달리 IEC 모델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외에 PKI OPTIMA Series ICP-OES에는 간섭을 주는 고농도 성분의 함량에 상관없이 간섭

을 제어 또는 제거가 가능한 MSF(Multi-Spectral Fitting)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시료

에 적용을 해왔고, 그 성능의 우수함은 이미 입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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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고농도 팔라듐(Pd)내 셀레늄(Se)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IEC 또는 MSF 모드의 적

용이 어려울 정도로 셀레늄(Se)와 팔라듐(Pd)의 파장이 겹쳐져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더라

도 팔라듐(Pd)과 셀레늄(Se)의 파장 스펙트럼은 구분이 어렵다. 이로인해 셀레늄(Se)의 결과

가 예상치의 20~50배 이상의 높은 결과가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2. Experimental Conditions 

 

2-1 분석기기 

 

- 동시분석형 ICP-OES 

- GFAAS (Se EDL) 

- Hydride AAS 

- ICP-MS 

- 순차분석형 ICP-OES 

 

 

2-2 실험조건 

 

 

1) ICP-OES,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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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동시분석형 순차분석형 ICP-MS 

Nebulizer 
Glass Concentric 

Type K 

Glass Concentric 

Type C 

Quartz Concentric 

Type C 

Spray Chamber 
Glass Cyclonic 

Spray 

Glass Cyclonic 

Spray 

Quartz Baffled 

Cyclonic Spray 

Torch 
Single Slot 

Quartz Torch 

Single Slot 

Quartz Torch 
Quartz Torch 

RF Power (W) 1450W 1450W 1450W 

Plasma Gas (L/min) 12 10 18 

Aux Gas (L/min) 0.2 0.2 1.2 

Neb. Gas (L/min) 0.65 0.55 0.98 

Sample Uptake 

Rate (mL/min) 
1.5 1.5 0.25 

  

 * ICP-MS: Se 80 / NH3 Reaction Mode 

2) AAS 

 - GF-AAS: ZEEMAN Correction, EDL, Pd Chemical Modifier 사용 

 - Hydride System: 셀레늄(Se) 분석을 위한 추천조건 

 

3. Results 

3-1 Hydride-AAS 분석결과 

 - 시료 내 고농도의 팔라듐(Pd) 및 다양한 원소들로 인해 Hydride 형성 불가로 분석 불가 

 

3-2 GF-AAS, ICP-OES, ICP-MS 분석결과 

 

분석 장비 ICP-MS 
ICP-OES 

동시분석형 (MSF)

ICP-OES 

순차분석형 
GF-AAS 

분석 조건 Se 80(ppb) Se 196.03(ppb) Se 196.03(ppb) Se 196.03(ppb)

Sample #1 197 588 196 15 

Sample #2 244 308 253 20 

Sample #3 196 202 2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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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시분석형과 순차분석형 ICP-OES의 Spectrum 비교 

 

 

순차분석형 ICP-OES                        동시분석형 ICP-OES 

 

 

4. Conclusions 

 

  기존의 Hydride Generation Method로 셀레늄(Se)을 ICP-OES 또는 AAS를 이용하여 분

석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시료내 고농도로 포함이 된 팔라듐(Pd)과 시

료를 전처리하면서 사용이 된 여러 시약에 의해 셀레늄(Se)이 증기화 되는 정도가 미약하여 

분석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GF-AAS의 경우 셀레늄(Se)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Chemical Modifier가 Pd이라 표준용액에만 적용시키고 시료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고 분석

을 했으나 결과는 ICP-MS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게 검출이 되었다. 

  

  ICP-OES로 분석을 진행을 한 결과는, 동시분석형 장비의 경우 매우 심한 팔라듐(Pd) 파

장간섭으로 인해 MSF 모드를 적용을 해도 ICP-MS에 비해 최대 2배가 높은 결과가 나타났

다. 하지만 순차분석형 장비의 경우 매우 심한 팔라듐(Pd) 파장과 분석목적 원소인 셀레늄

(Se) 파장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간섭제거 모드의 사용이 없이 정확한 정량분석이 가능하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