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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반도체와 각종 전자제품들에 사용되는 소재가 고성능 사양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고순도 소재의 산업분야 시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고순도 소재를 개발하는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자 및 회로용 재료의 변화가 기존의 금에서

구리로 변화 하고 있고 여기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소자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근 5N(99.999 %) 이상의 고순도 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과정 중 소재의 성능 확인(제

품의 순도)을 위해 불순물 시험평가에 GDMS(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 장비를

활용하여 고순도 동내 존재하는 불순물을 정량하고 있다. 그러나 GDMS 장비의 경우 유

지관리와 고가의 장비금액으로 인해 국내에도 1대 정도 존재하는 장비이다. 때문에 일반

적인 기업체 또는 시험평가 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연구의 목적으로써, 5N(99.999 %)이상의 고순도 구리의 불순물 종류를 선정하고

란탄공침분리분석법과 전해분석법을 이용하여 5N 고순도 구리에 포함된 불순물의 분석

및 각각의 원소 회수율을 산출하여, 습식장비를 이용한 고순도 구리불순물 분석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체들이 5N 이상의 고순도 구리 제품의 개발에 있어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용의 부담을 줄여 제품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 제

품의 상용화를 앞당겨 국내의 기술력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의 5N 이상의 고순도 구리의

시험분석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고순도 소재의 순도를 확인할 때, 불순물을 시험평가 하여 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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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데, 이때 알려진 지정된 불순물의 종류가 국내 규격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최

대한 많은 불순물을 시험하여 순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기준, 연

구논문, 국제거래 기준에 명기되어 있는 불순물의 종류를 파악하여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KS, ASTM, JIS 기준을 조사하여 고순도 구리에서의 금속원소의

불순물 종류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KS, ASTM, JIS 기준에는 5N 이상의 고순도 구리와 관

련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므로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5N 이상의 고순도 동에 관련한 불

순물 원소를 지정하였으며, 또한 다른 조건의 시료가 발생 가능함을 대비하여, 앞서 명기

한 원소 이외에 다른 원소를 포함하여 총 31종의 원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

하기 위해 시료와 동일한 조건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Alfa Aesar사

의 puratronic6N(99.9999%) 구리 표준물질에 31종의 불순물에 해당하는 MERCK사의 표

준용액을 10 mg/L 첨가한 시료를 준비하여 질산란탄 시약을 이용한 공침분리분석법과

전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리한 용액을 ICP로 측정하여 첨가된 표준물질의 회수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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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미래 물결인 4차 산업혁명 예고에 따라 개인휴대 전자제

품 및 가정 내 전자제품들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소형 집적화되고 있다. 또한 다양하

고,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고성능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각종 전자제품들

에 사용되는 소재들 역시 고성능 사양이 요구되면서 고순도 소재의 산업분야 시장도 점

차 증가하고 있고, 각종 고순도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에서 고순도 구리의 경우, Bonding wire 재료의 변화가 기존의 금에서 구리로 계속적으

로 변해감에 따라 필수적인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며, 여기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소자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같은 불순물의 경우 전기 저항 값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순물의 존재에 따라 고순도 소재의 순도가 달라

져 경제적인 부분에 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고순도 동은 98 % 이상이 4N(99.99 %)수준의 고순도 동이며, 국내

의 반도체, 전지전자 제품의 기술력, 생산량 등의 글로벌 반도체 재료시장 등의 수준을

감안 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국내의 고순도 구리 분석 기준 역시

국내산업의 기준에 따라 4N 정도이다. 하지만 앞선 내용에서처럼 현재 5N(99.999 %) 이

상의 고순도 구리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내는 최근 5N이상의 고순도 구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제조기술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과정 중 소재의 성능 확인(제품의 순도)을 위해

불순물 시험평가에 GDMS(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장비를 활용하여 고순도

동내 존재하는 불순물을 정량하고 있다. 그러나 GDMS 장비의 경우 유지관리와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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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금액으로 인해 국내에도 1대 정도 존재하는 장비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체 또는

시험평가 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고순도 구리의 시험 분석 시 많은 기업체, 연구소 및 시험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습식분석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고순도 동을 시험하였다. 본

기술개발로 인해 기존의 일반적인 시험장비로도 시험분석 할 수 있어 기업체들이 5N이

상의 고순도 동 제품개발 시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용의 부담을 줄여 제품개

발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겨 국내의 기술력보다 앞서 있는 선진

국의 5N 이상의 고순도 동의 시험분석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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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순도 구리의 개요

2000년대에 들어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자기기의 크기가 휴대와 사용의 용이

성을 위하여 소형화, 집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소형화 되는 기기의 성능에 발 맞

추어 제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소재의 불순물이 제품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어 고순도 소재가 필요한 산업분야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

재를 대체하기 위한 고순도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구리는 고대의 문명의 발달과도 큰 연관이 있을 만큼 인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오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이다. 천연 상태에서 원소상태로도 존재하

나 대부분은 화합물 상태로 광석에 들어있으며, 황동석이 전체 구리 매장량의 약 50%를

차지한다. 구리의 주요 용도로는 전선, 송수관, 도금, 열 교환기 등에 사용되며 청동, 황

동과 같이 다른 금속과의 합금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그 중 여러 번의 제련 과정을 통하

여 불순물의 함량을 크게 낮추어 그 순도를 올린 구리를 고순도 구리라 부르며 순도가

더 증가함에 따라 초고순도 구리로 불리어 지기도 한다.

고순도 구리의 경우 PCB(Printed Circuit Board) 중 LSI(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의 Bonding wire, 배선재료 등에 필수적인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며 여기에 존재하

는 불순물은 소자의 전기저항과 같은 제품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현재 국내에서는 L사에서 4N(99.99 %) 구리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의 전기동은

4N수준의 고순도 구리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순도 구리의 분석 수준도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기준에 따라 5N 이상의 고순도 구리의 분

석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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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순도 구리 순도 분석의 배경

4N 수준의 고순도 구리의 순도시험은 KS 시험규격에 일부 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 각각의 원소에 따라 전처리, 분리, 반응시약 등을 모두 달리 하여 분석해야 하기에

고순도 구리에 여러 가지의 불순물이 존재를 할 경우 현재의 시험방법은 각각의 불순물

에 대하여 분해하고 반응시약을 넣고 분리한 다음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불순물의 종류가 3가지이면 3가지 방법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고순도 구

리의 불순물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방법적인 효

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많은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KS 시험규격에서 명기하는 장비

가 아닌 다른 장비들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정량하여 동의 순도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KS 규격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 방법의 경우 정량범위, 화학적 간섭, 인증표준물

질 그리고 장비의 특성 때문에 4N 구리의 분석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5N 이상의 고순

도 구리의 불순물을 정량하여 순도를 분석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각 업체와 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기에 시험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상호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공인된 시험방법의 상호 정립이 필요한 시점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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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순도 구리 순도 분석의 목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고순도 금속의 시장환경과 더불어 고순도 구리의 사용

량 증가에 따라 이러한 고순도 금속에 대한 분석방법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이 때문

에 본 연구를 통해 고순도 구리의 순도를 불순물을 분석함으로써 판정한다는 목표를

정하였다.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고순도 구리의 불순물에 관한 측정 기준이

되는 원소를 지정하는 규격과 기준치를 조사하고, 그 다음으로는 란탄공침분리분석법과, 

전해분석법을 통하여 전처리된 용액을 앞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지정된 원소들을 ICP-

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원소들의 회수율을 구함으로써 고순도 구리의 순도 결정을 위해서

불순물 분석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분석장비들이 고순도 소재의 불순물 정량에 있어 불순물간의 화학적

간섭으로 인하여 정확한 시험결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순도 구리

에서는 그 성분 함량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극 미량의 불순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하

여야 하므로 샘플링 해야 하는 시료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시료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그 매트릭스인 구리 성분과 함유된 기타 원소 또한 많아지므로 방해효과가 더 크게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습식방법을 통한 구리매트릭스의 효과적인 제거가 필요하여

전해분석법과,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래에는 새로운 장비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발표

하고 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GDMS로 5N 이상의 고순도동의 불순물을 정량

하여 순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초고순도 구리의 분석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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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ASTM에도 GDMS를 활용한 시험방법이 표준화 되어있다.[1] 하지만 GDMS의 경우

국내에 몇 대 없는 고가의 장비이고 업체의 시험의뢰를 받아 많은 량을 시험하여 공급

하는 일반적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용으로 운용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점 때문

에 이 장비는 연구, 용역 등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분석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도 운영하기에도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

런 배경을 분석과정에 사용되어지는 장비는 일반적인 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되어

지는 가장 보편화된 장비여야하며, 그 장비로써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가 금속의 습식분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목표수행을 위한 고순도 구리의 순도를 판정하기 위해 측정해야 할 원소들의 종

류와 기준치는 Table 1.1에 나타낸 전기 동 지금에 대한 KS D 2341 : 2014 규격과 Table 

1.2, Table 1.3 그리고 Table 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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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KS D 2341 : 2014 표준규격에서 제시하는 고순도구리의 불순물 함량 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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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KS D 2341 : 2014 표준규격에서 제시하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고순도구리

A1의 불순물 함량 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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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KS D 2341 : 2014 표준규격에서 제시하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고순도구리

A2의 불순물 함량 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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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KS D 2341 : 2014 표준규격에서 제시하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고순도구리

A3의 불순물 함량 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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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의 개요

발광 분석법은 시료용액 속에 포함된 원자 이온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에너지

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들뜬 상태로 여기 된 후 바닥 상태로 내려오며 에너지를 방출 하

게 되는데, 이 때 나오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광 분석법이라고 하며 Figure 2.1

에 3가지 발광분석법의 도식을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하는 외부 에너지원인 광원을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를 이용하는 경우 ICP 발광 분석법이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원리를 이용한 장비를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또는 ICP-OES(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라

한다.[3]

ICP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라 말하며, 직류전류 대신에 라디오파 또는 마이크로파

의 영역의 전자파를 이용해, 무전극 또는 단극의 유도 방전을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가스

중에서 행하여, 플라즈마를 일으키게 하고, 그 안에 도입된 시료에서 분무된 원자의 여기

발광을 관측하는 것이 유도 결합 플라즈마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

즈마 또는 라디오파 유도결합 플라즈마는 삼중으로 이루어진 석영재질의 토치를 통하여

아르곤 가스를 도입해, 상부에 2 ~ 4회 코일을 감아 고주파가 아르곤 가스 중에 유도되

어 플라즈마가 되어 에어로졸 상태로 살포된 원자가 여기된다.[4] 이러한 플라즈마를 생

성하는 부분인 토치 부분의 구조를 Figure 2.2에 나타내었다. 토치에서 유도되는 플라즈

마 불꽃의 온도는 매우 높으므로 석영관을 녹일 수 있다. 따라서 삼중으로 이루어진 토

치 내부로 냉각을 위한 아르곤 가스가 도입되므로 플라즈마 불꽃이 석영관에 닿는 것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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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라즈마 내에서 여기 된 원자는 바닥상태로 내려오는 과정을 반복하며 빛을

내어놓게 되는데 이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그 빛의 정도를 관찰 함으로써 분무 용액

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정성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 빛의 세기를 통하여 존재하

는 원소의 농도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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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1 (a) 원자 방출 분광법과 (b) 원자 흡수 분광법 그리고 (c) 원자 형광 분석법의

원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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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ICP-AES의 고주파에 의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토치 부분에 대한 도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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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의 원리

원자속에서 최외각 전자는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준위 사이의

전이가 일어남을 통하여 진동수의 빛이 흡수 또는 방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에너지

준위는 원자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원자 스펙트럼의 파장 또한 원자에 따라 고유하게 나

타나게 된다. 이런 고유한 스펙트럼의 파장과 세기를 분석 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얻

는 조작을 할 수 있으며 이 중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는 발광법을 이용하는 분

석법이다.

발광법을 이용하는 측정 장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ICP 분석 장치는 유도 결합

ICP 플라즈마 라고 하는 플라즈마 불꽃을 여기원으로 사용하는 장치이다. ICP 장치는 크

게 여기원, 시료 도입부, 분광기, 검출기, 데이터 연산부, 처리부, 기록부로 구성되어 있

다.[7]

그 중에서 여기원이 이 장치의 이름에서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여기원은 고온의 플라즈마이며, 이 플라즈마의 온도는 6,000 ~ 8,000 K 정도이다. 이

때문에 시료의 도입부를 통하여 분무된 시료용액 중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모두

이 플라즈마 속에서 이온화가 가능하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여러가지가 존재

하는데 그 중에서 고주파의 전력을 걸어 점등하는 것이 대부분의 ICP 장비의 점등 방식

이다. 고주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도 2 ~ 4회 말려진 코일에서 양쪽에 판상의 장치까

지 형태 또 한 제조사마다 다르다. 점등은 3중으로 된 석영재 토치를 통하여 주입된 아

르곤 가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아르곤의 역할은 3가지로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가

스원, 시료를 도입해 주는 운반원, 토치의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원으로 사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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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점등의 시작은 고주파만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드므로 테슬라 코일의 불꽃 방전을 이

용하여 점등을 개시한다.[7] Figure 2.3에 ICP 발광 분석장치의 도식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ICP 장비의 여기원은 모두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치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시료도입부의 경우 또한 회사마다 형태가 다를 뿐 기본 원

리는 모두 같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분광기와 검출기 부분이다. 과거에는 한 번에 여

러 원소를 측정하는 것이 힘들었으며, 이는 여기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선을 측정하고자

하는 파장의 빛으로 나눈 다음 그 빛이 오는 부위에 검출기를 위치시켜 그 값을 하나하

나 얻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빛을 나누고 원하는 파장으로 이동시키

는 시간이 측정 시간의 대부분을 소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회사의 장

비들은 CCD(Charge Coupled Device)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검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타입의 검출기를 이용하면 여기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선을 여러 파장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동일하나 검출기가 특정 파장으로 이동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그 빛

을 각각의 파장 위치에 배치된 반도체 소자에 쪼여주게 되면 동시에 여러 원소를 분석

할 수 있으며, 검출기가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분석시간도 크게 줄어들게 된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CP 장비의 분류를 하면 이런 검출기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분을

한다.

ICP 장비는 일부의 N, O, F, Cl, Br과 같은 비금속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에

대하여 극 미량 레벨의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분석 감도 또한 ppb(ng/mL, ng/g), 

ppt(pg/mL, pg/g)에 이르기까지 더욱 더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측정되는 값들의

정밀도가 좋으며, AAS(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와 같이 광원 램프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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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 없으므로 설치가 쉽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ICP의

측정에 사용되는 파장과 검출한계는 Table 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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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ICP-AES의 전체적인 개념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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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ICP-AES를 이용한 분석 시 측정 파장과 검출한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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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플라즈마의 정의와 종류

플라즈마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Plasma이며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만들어진

형태(something formed 또는 moulded)이다. 근대과학에 있어, 이 말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며, 최초로 사용되어진 분야는 물리, 화학분야가 아닌 의학 또는 생

물학에 있어서이다. 이런 물질의 성질은 모두 콜로이드상의 용액이며 오히려 특정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없는 용어 자체이기 때문에 어원과의 관련을 붙이는 데는 어려움이 따

른다, 따라서 이 의미는 기본적인 접근으로 돌아가 어떠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하는 의미

에 유래한다고 한다.[7]

이학에 있어 플라즈마라는 말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가 되어 미국의

물리화학자 Langmuir가 말하기 시작하였다. 전리기체(ionized gas)에 있어, 진공방전관의

중앙 발광 부분의 전리한 가스, 아크방전의 전극간의 기체, 대기의 전리층, 태양의 코로

나 등이 그 예이며 대기의 전리층이나 태양의 코로나 같은 것은 시사에도 자주 언급이

되어 친숙한 용어이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여러가지 종류의 소립자를 포함한 유동적인

미디움(medium)이라고 하는 점에서, 앞에서 본 원형질 등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용어상으로서 물리학적인 협의의 플라즈마도 그 후 한층 더 세분화되어 사용되

고 있다. 정과 부의 전하가 같은 양 존재해, 전체적으로 중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어느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만

기체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 이온과 중성의 원자나 분자가 모인 콜로이드상

의 혼합기체, 즉 약전리 플라즈마가 2개, 온도가 수 만도 이상이 되어 분자는 원래 존재

하지 않고, 원자도 완전하게 전리해 전자와 원자핵의 집합이 된 완전전리 플라즈마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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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다. 고체, 액체, 기체에 뒤잇는 물질의 제 4상태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플라즈마의

정의에서 마지막 플라즈마이며,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로 잘 알려진 핵융합로의 내부 등은 이런

상태의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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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CP 분광분석의 정량법

용액의 액체시료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ICP 분광분석법에 있어서 정량방법은 검

정곡선법(calibration method), 내부표준물법(internal standard method), 표준물첨가법

(standard addition method)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며 이 방법을 Figure 2.5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정량법중 검정곡선법이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다. 용액의 매트릭스와 같

은 바탕용액과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고, 시료의 방출세기를 측정하여

검정곡선으로부터 농도를 읽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ICP 분광분석에서는 검정곡선의 직선

성이 우수하여, 많은 경우 두 점 검정곡선으로 정량하기도 하고 다원소의 검정곡선을 동

시에 작성하여 분석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5]

내부표준물법은 표준용액에 내부표준원소를 첨가하고 측정원소의 방출세기(IS)와

내부표준원소의 방출세기(IR)의 비를 분석원소의 농도에 대해서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시

료용액에도 같은 양의 내부표준원소를 첨가하고 방출세기비를 측정하여 정량한다. 내부

표준물법은 아크나 스파크를 사용하는 고체의 방출분석에서 측정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

하여 개발된 방법이지만 ICP에 의한 용액의 분석에서도 효과적이다. ICP 분광분석법에서

는 전처리시 사용한 산의 종류와 시료 조성의 차이에 의한 분무효율의 변동과 플라스마

의 흔들림에 의한 변동이 측정 정밀도를 지배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내부표준

물법으로 정량하면 측정정밀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내부표준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방출세기가 크고 시료 중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분광간섭이 없는

방출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들뜸에너지의 유사성, 발출세기나 S/B비 등도 비슷한가와 같

은 분석원소와 유사한 분광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Y, Co, Sc, Be, Tl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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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가 내부표준원소로 많이 쓰인다.[10], [11]

표준물첨가법은 시료의 매트릭스에 의한 방해가 있으면서, 그 방해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방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실험조작은 Figure 2.5와

같이 시료용 용액에 분석원소와 거의 같은 농도수준과 함께 이것의 2배, 3배의 농도를

갖는 표준용액을 첨가하고 시료용액 자체와 함께 방출세기를 측정하여 표준물 첨가 검정

곡선을 작성한다. 직선을 외삽하여 x축의 절편으로부터 시료중의 농도를 구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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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a) 검정곡선법과 (b) 내부표준물법 그리고 (c) 표준물첨가법을 이용한 정량법

의 원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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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CP 분광분석의 간섭현상

간섭현상은 ICP 분광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분

석에서도 이 간섭현상이 중요하지만 ICP 분광분석에서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분광 화학분석에 대해 일반적으로 분석의 오차의 원인이 되는 방해를 간섭이라고 부르고, 

물리간섭, 화학간섭, 분광간섭, 이온화간섭과 같은 간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리간섭(physical interference)은 시료용액의 물리적 성질, 즉 점성, 표면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용액의 분무효율이 변화해 발광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따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염산에 용해한 용액과 황산에 용해한 용액이 있으며 이 둘은 용액의 물리적인

점성이 다르므로, 분무효율에 있어 그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 농도라는 결과값의 차이

를 불러오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리간섭은 시료용액의 염농도나 산농도가 큰 경우

계면활성제 등의 유기물이 공존하는 경우,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생긴다. 산의 경

우에는 산의 종류에 의해 점도가 다르므로 하나로 말할 수 없지만 산농도가 0.5M 보다

커지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물리간섭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검량선 제작에 이용하는 표준용액에 대해 시료용

액과 같은 매트릭스 매칭(주성분 및 시료처리에 이용한 염류나 산에 대해 종류와 농도를

맞추는 것)을 시행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 시료와 같이 매트릭스의 신

호가 클 경우 다른 요소보다 매트릭스 매칭을 더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표준용액과 시

료용액의 분무량을 측정해 그 변화분으로부터 보정하는 방법 또한 사용되어진다. 매트릭

스 매칭은 후의 보정을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시료에 의해 주성분 농도가

달라진 경우나 사용한 시약으로부터의 불순물의 오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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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주의를 요한다.

화학간섭(chemical interference)은 시료의 원자화에 이용하는 고온 매체중에서 난

해리성의 염이나 산화물이 생성하기 때문에 표준용액과 시료용액에서 원자화 효율이 일

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석 값에 오차를 일으키는 문제이다. 온도가 3,000 K 이하의

화학 플레임이나 Graphite로를 이용하는 원자 흡광분석법에서는 공존 원소간의 방해로서

의 화학간섭은 중요한 문제로 작용된다. ICP 발광분석에서 이용되는 아르곤 플라즈마의

관측높이(로드코일상 15-20mm)에서는 플라즈마 온도는 6,000-8,000 K로 고온이므로 도

입된 시료는 거의 원자 또는 이온으로 분해되어 버리므로 이러한 간섭의 염려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발광 분석에서 이용되는 여기원의 온도에 대한 내용을 Figure 2.6에

나타내었다.

분광간섭(spectral interference)이란 분석선 위치에 다른 원소의 발광영역이 겹침

으로 인하여 원소분석에 오차를 일으키는 방해이다. 이 간섭은 ICP가 고온의 영역에서

빛을 관찰하기 때문에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원소가 여러가지의 발광선을 내

게 되며 그 발광선과 측정하고자 하는 원소의 발광선과의 겹침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

다. 분광간섭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ICP 발광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간섭

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적절한 전처리 과정이나 측정 환

경을 조절하여 얼마나 이 간섭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는 지와, 다른 겹침에 의한 요인

에 대하여 정확한 보정을 할 수 있는지가 측정을 통한 정확한 분석 값을 얻는 방법이다.

이온화간섭(ionization interference은 이온화 평형이 존재하는 경우, 공존하는 원

소의 영향 때문에 평형이 어긋나, 원자 또는 시료용액 중 이온의 존재 량이 변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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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발생하는 분석 값의 오차의 원인이다. 다만, ICP 발광분석에서는 이온화 간섭은 거

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지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순도의 구리의 미량성분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ICP 측

정을 행할 시 시료의 매트릭스 농도의 매칭과 함께 첨가되어지는 산의 농도를 조절함으

로써 물리간섭을 줄이고 측정 원소간의 발광선의 겹침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파장을

선택하여, 불광간섭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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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발광분석에서 사용되는 여기원의 종류와 온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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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고순도 구리에 대한 분석 연구는 고순도 구리 시험편에 대한 의뢰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란탄공침분리분석법, 전해분석법과 ICP를 이용하여 이 시험편을 분석하는 것

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상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고순도 구리 시험편과 동일한 조건의 표

준용액을 만들고, 이를 란탄공침분리분석법과 전해분석법을 통하여 용액 중의 구리 성분

을 분리한 다음 ICP 장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표준물질 시료용액을 만들기 위해 첨

가한 원소들의 계산된 농도와 실제 장비를 통하여 측정되는 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

수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위 분석법이 적용 가능한 원소의 종류와 검출 범위를 알아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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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표준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을 이용한 표준용액의 조제

본 실험에서는 회수율 산출에 기준이 되는 표준용액을 만들기 위하여,Alfa Aesar

사의 puratronic 6N(99.999 9%) 구리 표준물질과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한 31종의 불순물

에 해당하는 MERCK사의 원소별 표준물질(1,000 mg/L) 100 mL를 준비하였다. 첨가된 표

준물질의 종류와 용량은 Table 3.1에 나타내었다.

구리의 용해과정에서 시약에 의한 불순물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MERCK사의 초

고순도의 질산과 황산을 이용하여 구리 표준물질을 용해하였으며, 20 g의 구리 표준물질

을 화학 저울의 접시에 놓고 그 질량을 0.1 mg까지 단 후, 증류수 750 mL에 황산 300

mL를 소량씩 휘저으면서 가하고 식힌 후, 질산 210 mL를 가하여 만든 혼산을 120 mL

천천히 가하여 80 ℃ ~ 90 ℃로 2 ~ 3 시간 가열하여 질소산화물을 완전히 날려버린다. 

그 후 차갑게 식힌 표준물질 용액에 31종의 불순물에 해당하는 MERCK사의 원소별 표준

용액을 첨가하여, 분석을 위한 표준용액을 준비하였다. 실험의 전체 과정을 Figure 3.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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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2O

Figure 3.1 표준물질용액 조제의 개념도.

Copper Standard (99.999 9 %) 20 g

HNO3, H2SO4 mixing acid addition

Dissolution

(at 80 ℃ ~ 90 ℃ for 2 ~ 3h, in 

atmosphere)

31 Kind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 solutions addition



40

첨가 원소 첨가량 첨가 원소 첨가량

As 10 mg/L Zn 10 mg/L

Sb 10 mg/L Al 10 mg/L

Bi 10 mg/L B 10 mg/L

Pb 10 mg/L Ba 10 mg/L

Fe 10 mg/L Ca 10 mg/L

Ag 10 mg/L Ga 10 mg/L

Cd 10 mg/L In 10 mg/L

Co 10 mg/L K 10 mg/L

Cr 10 mg/L Li 10 mg/L

Mn 10 mg/L Mg 10 mg/L

Ni 10 mg/L Na 10 mg/L

P 10 mg/L Sr 10 mg/L

Se 10 mg/L Tl 10 mg/L

Si 10 mg/L Mo 10 mg/L

Sn 10 mg/L Zr 10 mg/L

Te 10 mg/L

Table 3.1 첨가된 표준물질의 종류와 첨가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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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CP를 이용한 표준용액의 측정

조제한 표준용액을 측정함에 있어서 조제한 표준용액은 구리 매트릭스에 의한

분광학적 방해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측정 시 미량원소의 발광 선과 구리의 발광 선이

겹쳐져 구리의 발광 선에 측정하고자 하는 원소의 파장이 묻혀 검출이 되지 않을 수 있

다. 또한 농도가 매우 짙은 용액이므로 점성이 크기 때문에 Nebulizer를 통한 분무에 있

어서 설정된 값과 상이한 측정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간섭 또한 존재한다. 이러

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액 중에 존재하는 구리 원소의 제거가 필요한데, 조제한

표준물질 시료용액을 란탄공침분리분석법과 전해분석법을 이용하여 구리 성분을 분리하

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한 후의 용액을 부피플라스크에 묽힌 다음

IC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용한 ICP 장비는 미국 PerkinElmer사의 OPTIMA 8300 모

델과 오스트레일리아 GBC사의 INTERGRA XL 모델을 이용하였다. 장비의 측정 환경 값은

Table 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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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preferences

Sample options

# Repeats 5

Delay time (s) 0.0

Sample flush time 50

Source Light source ICAP

Analysis maximum Low WL range 10

Integration times (s) High WL range 5

Calibration mode Concentration

Source settings

Nebulizer pump 10 (RPM)

RF power (W) 1 000

Nebulizer flow (L/min) 0.50

Auxiliary gas flow (L/min) 0.50

Table 3.2 ICP-AES를 이용한 측정 시 장비의 측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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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이용한 표준용액에서 구리성분의 분리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이용한 구리성분의 분리 과정은 질산란탄 시약을 이용하

여 용액에 존재하는 미량의 금속 원소의 침전을 형성한 후 형성된 침전을 재 용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측정 용액을 만든다. Figure 3.4에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전체 과정을 나

타내었다.

준비된 시료용액에 SIGMA-ALDRICH사의 질산란탄 시약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만

든 10 % 질산란탄 용액을 가하고, 천천히 암모니아수를 가하여 pH를 9 ~ 10으로 맞추어

침전을 형성시킨다. 이 용액을 50 ℃에서 2 ~ 3시간 중탕 가열한 후 식혀주어 12시간 정

치한다.

유리 거르개(G4)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침전용액을 걸러준다. 1 %의 암모니아 용

액을 이용하여 유리 거르개에 걸러진 침전을 수 회 세척하여 침전과 함께 남아 있을 수

있는 용액을 씻어 내려준다.[13]

침전이 걸러진 유리 거르개를 다른 비이커로 옮긴 후 염산과 질산의 혼산을 이

용하여 침전을 다시 용해하여 이 용액을 적정용량의 플라스크의 표선까지 묽혀 ICP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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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te in a flask

                      

Figure 3.2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의 개념도.

6N Copper + 31 kinds of SRM addition solutions

NH4OH, 10 % LaN3O9·6H2O solution addition

Heating

(at 50 ℃ for 2 ~ 3h, in atmosphere)

After 12 h, filter the precipitate on a glass filter(G4)

Filtered precipitate is dissolved using HCl and HNO3

Standard solution fo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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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해분석법을 이용한 표준용액에서 구리성분의 분리

전해분석법을 이용한 구리성분의 분리 과정은 전해분석기를 이용하여 용액에 존

재하는 구리 성분을 석출 분리시킨 후의 용액을 측정용액으로 사용한다. Figure 3.7에 전

해분석법의 전체 과정을 나타내었다.

구리전해분석법은 KS D 1893 : 2016 표준을 이용하여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표

준 규격에서 구리 함유량이 질량분율 54.0 % 이상에 적용하는 구리 전해 무게 분석법(질

산, 황산법)을 통하여 자세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질산, 황산법의 시험 조건은 전해 용액

중에 불용성 찌꺼기를 발생시키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시료여야하며 구리와 함께 전착

하는 불순물 원소의 함유량이 낮은 시료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또 Se 또는 Bi를 함유

하는 시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시료 중에 은이 포함되는 경우, 구리와 함께 전착하는

은은 구리로서 정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적용 범위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표준용액의 조건이 다르지만 구리의 석출으로 구리의 질량분율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

므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구리 전해 무게 분석법 중 질산, 브로민화 수소산, 붕산법과 셀

레늄, 비스무트 분리법은 각각 질량분율의 적용범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전해분석법을 이용한 과정은 준비된 시료용액을 전해분석기에 장치한 뒤 0.3 ~ 

0.6 A의 전류를 30시간 흘려주어 원통형의 백금음극에 구리를 석출 시킨 후 여액을 적정

용량의 플라스크에 표선까지 묽혀 IC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해분석기는 미국

Eberbach사 780905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두 가지 형상의 백금 전극의

표준화된 조건에 따른 형상과 사용한 전극은 Figure 3.10과 Figure 3.11에 각각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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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S D 1893 : 2016 표준에서 규정하는 석출된 구리로부터 구리의 순도를 결정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적용범위가 99.99 %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 목적인 99.999 % 이상의 구리에는 중량법을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앞선 과정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출된 구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전해 후의 여액으로부터 불순물

을 정량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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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te in a flask

Figure 3.3 전해분석법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의 개념도.

6N Copper + 31 kinds of SRM addition solutions

Electrolyzing at 0.3 ~ 0.6 A for 30 hours

[Cathode]

Electrodepositio

n Cu, Ag

Standard solution for measurement

[Anode]

Electrodepositio

n Pb

Solution after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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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KS D 1893: 2016 표준규격에서 지정하는 전해분석에 사용되는 전극의 조건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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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전해분석에 사용된 원통형의 전극과 나선형의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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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회수율 산출

회수율 산출은 기존 시료 용액에 첨가한 31종의 표준물질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

으며, 이때 구리의 농도는 시료의 총 질량 100 %에서 불순물의 농도 %를 제한 값으로부

터 산출되므로 구리의 회수율 산출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회수율은 구리 표준물질 용액에 31종의 원소에 해당하는 표준물질을 첨가한 용

액을 이용하여 진행 하였으며, 이 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31종의 원소에 해당하는

표준물질의 농도와 전해분석법과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통하여 전처리된 용액을 ICP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값의 농도를 비교하여 이를 %로 환산한 값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회수율 계산은 측정된 원소의 농도를 시료용액에 첨가한 원소의 농도로 나누어

준 값을 %단위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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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검정곡선법을 이용하여 4 mg/L, 10 mg/L, 20 mg/L 3점으로 검정곡선을 작성하였

다. Blank 용액은 매트릭스 매칭을 위하여 시료의 전 처리에 사용된 양과 같은 양의 질산

과 황산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된 31종의 각각의 원소에 대한 측정파장

에 따른 검정곡선과 결과를 Figure4.1에서 4.31까지 나타내었다. Figure의 x축은 검정곡선

을 통해 측정된 용액의 농도(mg/L)를 나타내며 y축은 측정 파장에서의 Intensity를 나타

낸다. 측정 파장은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고감도의 파장 영역과 여러 문헌에서 언급하는

파장 중 3개를 선택 측정 한 후 Intensity가 높고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값이 낮으며 주변 원소의 겹침이 없거나 가장 적은 파장을 선택하여 측정하였

다. 그 결과 구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를 타 원소와의 파장 겹침 없이 측정이 가능하

였다. 대부분의 원소를 측정 할 수 있었던 전해분석법의 경우 란탄공침분리분석법과 비

교해 보았을 때, 측정 가능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회수율 및 감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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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Ag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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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l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50.4

207670.1

535847

1050131.6

(a)
(b)

y = 52,622.643392 x + 1,132.306167 

R² = 0.999840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0 5 10 15 20 25

In
te

n
s

it
y

conc. (mg/L)

Al (396.153 nm)



54

Figure 4.3 As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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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B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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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Ba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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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Bi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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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Ca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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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Cd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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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Co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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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Cr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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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Fe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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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Ga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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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In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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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K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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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Li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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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Mg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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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Mn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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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Mo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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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Na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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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0 Ni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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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 P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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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2 Pb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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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3 Sb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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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4 Se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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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5 Si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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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6 Sn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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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7 Sr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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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8 Te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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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9 Tl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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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0 Zn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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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 Zr의 검정곡선을 통한 (a) 전해분석법과 (b)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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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해분석법을 이용한 표준용액의 측정 및 회수율 산출

전해분석법을 이용하여 시료의 구리 성분을 석출 시킨 후 짙은 구리 매트릭스에

의한 분광학적 방해효과를 크게 제거한 후 용액을 ICP로 측정한 결과 Table 4.1과 같은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검출되지 않은 원소는 ‘-‘로 표시하였다.

전해분석법을 이용한 측정에서는 대부분의 원소에서 95% 이상의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일부 원소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거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산과 첨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해 장비를 이용한 측정 과정

전에 필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Sn의 경우 질산과 반응하여 침전을 형성하며, 

화이트메탈과 같은 주석계 합금과 특히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알려져 있으므로, 전처리

과정에서 첨가한 질산과 반응하여 침전을 형성하여 검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Ag

의 경우 전해과정에서 음극에 구리와 같이 석출되어 회수율이 얻어지지 않았다. 또한 Pb

의 경우 전해과정에서 양극에 석출되어지는데, 석출되지 못한 일부가 측정되어 45 %의

회수율이 얻어졌으며, 석출된 Pb의 존재는 나선형의 양극표면에 갈색의 산화납이 석출된

것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이 전극을 염산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의 용액을 ICP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Pb가 검출 됨으로 데이터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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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소

측정값

(mg/L)

RSD

(%)

회수율

(%)

측정

원소

측정값

(mg/L)

RSD

(%)

회수율

(%)

As 9.001 0.84 90 Zn 9.699 0.44 97

Sb 9.598 0.62 96 Al 9.694 1.07 97

Bi 0.996 0.53 10 B 9.569 1.02 96

Pb 4.502 0.37 45 Ba 0.011 1.01 -

Fe 9.893 1.12 99 Ca 9.692 1.09 97

Ag 0.012 1.00 - Ga 9.784 0.93 98

Cd 9.594 0.94 96 In 9.778 0.95 98

Co 9.599 0.83 96 K 9.604 1.03 96

Cr 9.495 1.04 95 Li 9.521 1.11 95

Mn 9.504 0.99 95 Mg 9.579 1.09 96

Ni 9.601 0.77 96 Na 9.493 0.63 95

P 9.698 0.32 97 Sr 0.009 1.23 -

Se 9.945 0.63 99 Tl 9.532 0.70 95

Si 9.558 1.99 96 Mo 9.895 0.82 99

Sn 0.003 1.06 - Zr 9.689 0.63 97

Te 9.495 0.55 95

Table 4.1 전해분석법과 ICP-AES를 이용한 원소별 측정 값과 상대표준편차 및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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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이용한 시료용액의 측정 및 회수율 산출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이용하여 시료의 구리 성분을 석출 시킨 후 짙은 구리 매

트릭스에 의한 분광학적 방해효과를 크게 제거한 후 용액을 ICP로 측정한 결과 Table 4.2

과 같은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검출되지 않은 원소는 ‘-‘로 표시하였다.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이용한 측정에서는 일부 특정 원소에서 95% 이상의 회수

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원소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거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앞선 전해분석법과 마찬가지로 전처리 과정중의 산과 첨가원소의 반응에 의한 1차

적인 원인이 있으며, 추가로 질산란탄과 암모니아수에 의한 공침 분리 시, 제거를 목표로

하는 구리 원소 이외에 Fe, Ag 등 많은 원소가 구리와 같이 공침 되어 회수가 되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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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소

측정값

(mg/L)

RSD

(%)

회수율

(%)

측정

원소

측정값

(mg/L)

RSD

(%)

회수율

(%)

As 9.911 0.86 99 Zn 0.013 0.43 -

Sb 9.947 0.71 99 Al 9.001 1.05 90

Bi 9.796 0.60 98 B 4.058 0.99 41

Pb 9.899 0.41 99 Ba 0.021 1.04 -

Fe 0.003 0.99 - Ca 1.013 1.02 10

Ag 0.015 0.98 - Ga 3.631 0.95 36

Cd 0.004 0.91 - In 9.657 0.96 97

Co 0.018 0.84 - K 0.002 1.07 -

Cr 9.932 1.01 99 Li 0.011 1.29 -

Mn 9.704 0.97 97 Mg 0.017 0.82 -

Ni 0.011 0.75 - Na 0.005 0.42 -

P 0.001 0.33 - Sr 0.498 1.38 5

Se 5.897 0.67 59 Tl 0.013 0.79 -

Si 8.786 1.79 88 Mo 4.465 0.85 45

Sn 0.001 1.01 - Zr 3.299 0.55 33

Te 9.888 0.45 99

Table 4.2 란탄공침분리분석법과 ICP-AES를 이용한 원소별 측정 값과 상대표준편차 및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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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측정 데이터를 통한 회수율에 대한 평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산출된 회수율을 종합해 보면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특

정 원소에 대한 감도가 특히 좋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좋은 회수

율을 보인 원소를 Table 4.3와 Table 4.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측정한 회수율을 보면 전해분석법을 통한 측정이 훨씬 더

많은 원소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검출되는 원소에 대한 감도 또한 좋게 나

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통한 분석의 경우에는 구리 매트릭스

를 제거 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침이 일어나는 원소들이 많아 회수율이 높게 검출된 원소

의 종류가 적어 적용 범위의 제약이 많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전해분석에서 검출하지 못하는 Pb와 Bi의 경우 란탄공침분리분석법에서

는 회수가 가능하므로 특정 원소를 선택적으로 검출이 필요한 경우 실험 방법을 선택하

여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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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전해분석법을 통하여 분석된 원소 중 높은 회수율을 보인 원소들.

측정 원소 회수율 (%) 측정 원소 회수율 (%) 측정 원소 회수율 (%)

Sb 96 Se 99 K 96

Fe 99 Si 96 Li 95

Cd 96 Zn 97 Mg 96

Co 96 Al 97 Na 95

Cr 95 B 96 Tl 95

Mn 95 Ca 97 Mo 99

Ni 96 Ga 98 Te 95

P 97 In 98 Zr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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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통하여 분석된 원소 중 높은 회수율을 보인 원소들.

측정 원소 회수율 (%) 측정 원소 회수율 (%)

As 99 Cr 99

Sb 99 Mn 97

Bi 98 In 97

Pb 99 T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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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고순도 구리를 가장 보편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분석하기 위하여 진

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고순도 구리에 포함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원소에 대한 정량이 가

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시장에는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순도

5N(99.999 %) 이상 급의 구리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고순도 구

리에 대한 기준이 규격화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원소에 대한 시험을 진행

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31종의 원소에 대한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은 불순물

을 함유하는 가상의 시료 용액을 만들어 진행하여, 실제 시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두었다. 그 결과 Ag, Sn, Ba, Sr의 4종의 원소

를 제외한 27종의 원소에 대하여 높은 회수율로 선택적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그 중에서 고감도 파장을 가지는 Fe(259.939 nm), Mn(257.610 nm), 

Cd(228.802 nm), Mg(279.553 nm)와 같은 원소들의 경우 100 %에 가까운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검출 Intensity 또한 높아 다른 파장과의 분리가 용이하였다. P(213.618 nm)

와 같은 원소의 파장 특성에 따른 Intensity가 낮을 경우 감도가 낮아져 RSD(%) 값이 높

아지게 되어 측정 데이터의 불확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샘플링 시 시료의 질량을 구리의

순도에 따라 더 증가시켜줄 필요가 있다. Ag, Sn, Ba, Sr의 경우는 두 가지 시험방법을 적

용하여도 회수되지 않거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산의 종

류에 의한 침전 형성과 더불어 전해과정 중에 백금전극에 구리와 같이 석출되어 회수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분석의 비교는 고순도의 구리 표준물질과 원소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31종, 10 mg/L 농도의 불순물이 포함된 가상의 시료와 같은 조건의 표준용액을 만들었으

며, 이 용액을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전 처리한 후 분석하여 회수율을 구하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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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통한 ICP분석 결과 31종의 원소 중 8종의 원소에서 높은 회수율

을 얻었고, 전해분석방법을 통한 ICP분석 결과 31종의 원소 중 24가지 원소에서 높은 회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는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통한

분석이 전해분석법과 비교하여 1 ~ 2일 가량 더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분석 가능

한 원소의 종류가 3배 적어 정성적인 분석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전해분석법이 더 적

절한 분석법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두 가지 시험 방법에서 모두 좋은 회수율을 보인 원

소인 Sb, Cr, Mn, Te, In의 5종 원소의 분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험 방법 모두를 사용하

여도 좋지만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의 적용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회수율 또 한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리하여 고순도 구리의 기준 중에서 4N 급 이하의 구리의 경우 전해분석법을

통한 중량법의 방법으로 구리의 순도를 결정하고, 5N 급 이상의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

는 6N, 7N 등의 구리 분석을 진행 할 경우 두 가지 시험 방법을 모두 진행하여, 모두 높

은 회수율을 얻는 원소에 대해서는 교차 분석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전

해분석법을 통해 높은 감도를 얻지 못한 원소인 Bi, Pb의 분석은 란탄공침분리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도 분석 할 수 없었던 Ag, 

Sn, Ba, Sr의 4종 원소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ICP-AES를 이용한 측정과 더불어 유황(S)분석기, 산소(O)분석기를 통하여 좀 더 높은 순

도의 구리에 대한 정확한 결과 값을 얻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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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Determination of impurities in high purity copper by ICP-AES and recovery of 

lanthanum coprecipitation analytical method and electrolytic analysis method

Euicheol Jeong

Department of Chemistry, University of Ulsan, Daehak-ro 93 Nam-gu, Ulsan, 680-

749, Korea

As the materials used for semiconductors and various electronic products are 

required to have high performance specifications, the market of high purity materials in 

the industrial field is gradually increasing, and researches for developing various high 

purity material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Therefore, the materials composed of the 

device and the circuit is gradually changed from conventional gold to the copper, it has 

been known that the impurities present therein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devices.

In recent years, research on manufacturing technology has been actively 

performed in the domestic industry due to the requirement in high purity copper of 5N 

(99.999 %) or even more. In order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material (purity of 

product) 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 quantifies the impurities present in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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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y strea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mpurity types in high purity copper of 

5N(99.999 %) or more were selected, both the analysis of impurities contained in 5N 

high purity copper and the calculation of each element recovery were performed using a 

lanthanum coprecipitation analysis method and a electrolytic analysis method. It is also 

confirmed that Possible to analyze impurities in high-purity copper through wet 

equipment.

KS, ASTM and JIS standards are investigated to determine metallic impurity

elements in high-purity copper. Since, there is no available standard for high purity 

copper of 5N or more in KS, ASTM and JIS standards. Impurity elements are related to 

high purity copper of 5N (99.999 %)

Totally 31 elements were analyzed. The solution was prepared by using the 

puratronic 6N (99.999 9 %) copper standard material (of Alfa Aesar Co., Ltd.) and

standard solution (of MERCK Co., Ltd.), This solution was treated by a lanthanum 

coprecipitation analytical method and subsequently a electrolytic analysis method, and 

finally measured by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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