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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스센서로 많이 쓰이고 있는 SnQ는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 분해 방법에 대하여 집중 

적으로 연구했으며, 특히 미량 원소의 분석시에 방해영향이 없는 전처리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SnQ에서 

촉매로 첨가된 귀금속 중 Pd를 선정하여 이의 정량시 방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대하여 연구하고, ICP-AES로 

Pd를 정량흐卜는 방법을 확립시켰다.

ABSTRACT.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palladium in SrQ employed for a gas sensor. Since SnCB is hardly decomposed into the solution, exten
sive studies were devoted to the development of decomposition methods which minimize the interference 
effect. The matrix effects on the background level and emission intensity of the element were studied 
and they were compensated by using matrix matched solution.

서 론

SnQ는 환원성 가스에 민감하게 감응하는 儿형 

반도성 산화물로서', 전자기적 성질이 타재료 보다 

우수하여 첨단제품에 많이 활용되는 파인세라믹스 

이다.

반도성 파인세라믹스는 절연성 세라믹스에 조성 

의 변화를 주어 반도체화시킨 재료이며, 그 중에서 

SnQ는 에너지 소비형태가 고급화되고 도시가스, 

LPG 등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유독성가스나 

폭발성가스의 누출을 사전에 감지하는 가스누설 경 

보기 및 자동차엔진 연소제어 등에 많이 쓰이는 

가스센서이다. 감지가 가능한 환원성 가스로는 CO, 
H2, C3H8, CH4 등이며, 순수한 SnO2에 Pd, Pt, Ag 
등의 귀금속을 첨가하면 입계면에서 전자의 이동이 

활발해져 순수한 Sn6보다 첨가된 원소에 따라 선 

택성이 더욱 증대된다跆. 특히 Pd의 첨가시에는 상 

온에서도 수소가스에 대한 감지가 가능해지며, 탄 

화수소계의 감지가 민감해져서 낮은 온도에서도 가 

스센서 역할이 증대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위의 

특성을 발현하게 하는 성분원소는 미량 첨가물 뿐만 

아니라 불순물의 종류나 양에 따라 우수한 기능성이 

좌우되므로 불순물의 통제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시료를 정량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단계로 시료의 분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파인 

세라믹스와 같이 난용성인 SnQ는 KCN + Na2CO3, 

Na2（）2, Naz&Oa 등을 도가니에 넣고 고온에서 용 

융하는 알칼리용융법에 의해서 분해가 가능하지만" 

알칼리용융법은 미량원소들을 분석시 많은 방해영 

향을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량시 방해영 

향을 덜 일으키는 전처리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시료의 분해시 많은 장점을 가진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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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방법 중에서 acid digestion bomb를 선택 

하여 시료를 분해시켰다I 또한 각종 매트릭스의 

방해영향을 조사한 후 Pd를 정량하고 표준물 첨가 

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약은 GR급 

이상이며, 물은 1차 증류 후 이온교환수지를 통과 

시켜 사용하였다. Sn 표준용액은 대진메탈공업(주) 

의 Sn 금속을 (순도 99.99%) 염산에 용해하여 조 

제하였으며 Pd 표준용액은 Wako사의 PdCL를 물로 

용해하고 염산으로 산성화시켜 사용하였다. 시료는 

KIST에서 sensor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SnO2 
를 선정하여 정량하였다.

기기 및 장치. Sn6 중의 Pd를 정량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기기는 Labtest제 model plasmascan 
710(27.12 MHz)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 

(ICP-AES)이며, Pd의 분석선은 340.458nm이다.

SnQ를 전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acid digestion 
bomb(F也 1)는 Parr사의 model 4746이고 bomb내 

Teflon 용기의 부피는 23m/로서 허용되는 시료량은 

lg, 산류의 양은 3 m/이다. Bomb는 275笔 온도와 

5000 psig 압력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bomb의 가열에 사용한 전기 oven은 ±5t： 
까지 조절 가능한 Fisher사의 model 400을 이용하 

였다. 또한 시료의 전처리에 사용한 마이크로파 분 

해장치는 CEM사의 microwave digestion system 
model 81D로서 120 psig까지 견딜 수 있다.

또한 SnQ의 전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Emission 

Spectrograph (Jarrell Ash model 42-650) 를 사용하 

였다.

시료의 전처리. 시료를 0.1~0.3g씩 취해 bomb 

내의 Teflon 용기에 넣고 진한염산 또는 1 ： 1, 1 ： 2, 
1：3의 염산 3 m/와 H2O2 0.1 m/(2 drops)를 각각 

가한 후 100~200°C에서 1〜10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분해된 용액을 비이커에 옮겨 진한 염산 10m/와 

증류수 10m/를 가하고 최종부피가 10 m/가 될 때 

까지 가열하였다. 이 용액을 정량분석용 여과지 (5C) 

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최종부피가 50m/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시료의 분해 정도는 용액상태의 관찰과

Corrosion disc

Rupture disc

Bottom orifice, stainless

—Screw cap, bronze, plated

-Top cap, stainless

-Spring

一 Pressure plate, stainless

-------Teflon cup with cover

Bomb body, stainless

Fig. 1. Assembly of high strength acid digestion 
bomb.

Sn의 검출량을 ICP-AES로 측정함으로서 확인하였 

다.

여과 후 ALO3로 확인된 잔류물은 백금도가니에 

여과지와 함께 넣고 heater가 부착된 IR 램프로 30 

분간 회화시켰다. 실온까지 식힌 후 Li2B4O7 0.5g을 

가하고 l,000t： 의 muffle furnace 에서 15분간 용융한 

후 식혔다. 1：1의 염산 20mZ을 가하고 약하게 끓 

여줌으로써 완전히 용해시키고 50却로 희석한 후 

침전물에 잔존하는 Pd를 정량하였다.

방해영향의 고찰. 0~5,000ppm의 Sn 용액에 

20 ppm Pd를 첨가하여 Sn 매트릭스 농도에 따른 

340.458 nm Pd 분석선의 바탕세 기와 방출선 세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0~40ppm의 Pd 표준용액을 2N 

의 염산용액으로 조제하여 Pd의 검정곡선을 작성 

하고, 매트릭스 농도가 3,000ppm Sn, 2N 염산, 10 
v/v% H2O2가 되도록 조제한 용액을 시료용액의 

반응조건과 맞추기 위해 20분간 가열하여 H2O2를 

제거한 후 0~40ppm Pd의 검정곡선을 작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료의 전처리. 시료 중의 미량성분을 ICP- 
AES로 정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의 시료이든 

투명용액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SnQ는 대기 

압하에서 염산이나 황산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분 

해 방법으로는 분해되지 않는다. SnQ는 NazCOa와 

cyanide, Na2CO3s} sulfur, NazCQ：와 borax, Na2CO3 
와 Na2O2, CaO와 hydrogen gas 등으로 용융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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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ative analytical results of raw material 
and residues by emission spectrograph

(Unit: wt% order) 100

Elements Raw material
After decomposition with 
—HC1 证I + H2O2

Ag
A1
Bi
ca
cll
Fe
Mg
Mn
pd
sb
sl
s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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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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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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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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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o
o
o
o
o
o
o
o
o
o
o
 

IX IX 1
 1
丄 1X 1
 1
 1
 1± 1A 1A

major

10 4 —
major major
IB —
10~3 10"4
10-3 —
10 4 —
IO3 IO4
io-4 —
10'1 —
10-3 —
100'1 10°'"

10-1-0 IO"4

후 염산 등으로 처리해야 투명용액으로 만들 수 있 

다『I 그러나 이들 방법은 시료에 10배 이상의 융 

제를 가하기 때문에 ICP-AES로 정량시 물리적인 

방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융제내의 미량불순물이 

오염되므로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정밀 

성조차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해영향이 없는 

가압 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SnC）2를 분해하고자 

시도했다.

SnQ를 가압 산분해법으로 분해를 시도한 사람은 

Wichers 등8과 Nova'k 등"인데 이들은 glass ampou
les 안에서 HCL을 가한 후 가압분해를 시도했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알려 졌다. 또한 

J. Dolezal 등5은 HC1, HBr 또는 그 혼합산 등으로 

가압산 분해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선택한 시료는 J- Dolezal 등이 사용한 방 

법으로는 소량의 흑색 잔류물 등이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잔류물을 최소로 하고 Pd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러 산류 

중에서 氏。2만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 

문에 원래의 원료, 염산에 의한 처리 후, 염산에 

과산화수소를 가한 후, 남은 잔류물을 각각 Emis
sion Spectrograph로 정성 분석함으로써1） 
최적 분해 조건을 찾고자 시도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HC1 만으로 분해를 시도한 결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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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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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iss이ution time on the Tin recovery 
(at 200t).

흑색 잔류물이 남아 있었고 Sn（）2는 대부분 분해되 

었으나 AIQJXRD로 확인함）와 Si 등의 불순물이 

존재하였으며, Pd도 검출되었다. 그러나 H2O2가 첨 

가된 때에는 흑색 잔류물이 없어 졌고 Pd도 검출되 지 

않았으므로 Pd 정량용 SnQ의 분해 방법으로 선정 

하였다.

한편, 본 분해 방법을 확립하기 전에 가압산 분 

해법의 일종인 microwave digestion system을 이 

용하여 분해를 도시했으나（시료량 0.1 g, HC1 15ml, 
170t） S11O2는 거의 분해되지 않았다.

또한, 가압산 분해장치내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율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량을 고정시키고 온도 

를 변화시킨 결과 2膾t가 적절한 분해 온도임을 

확인하였으며（온도를 더 올리면 더 빠른 시간내에 

분해시킬 수 있지만 장치내의 테프론 용기의 탄화가 

일어남）, 시료량과 온도를 고정시키고 시간 변화에 

따른 Sn의 분해율은 189.98 nm의 파장에서 ICP- 

AES로 측정한 결과 尸议.2와 같았다. F讶・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시간 정도이면 거의 완전한 

분해를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분해시간을 6시간 

으로 고정시키고 최적 분해조건을 찾았다.

이 상의 실 험 결과들을 종합하면 Fig. 3과 같은데 

AI2O3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량의 백색 잔류물이 남기 

때문에 이를 LizB’O?으로 용융시켜 Pd를 별도로 

측정하고자 시도했으나 정성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Pd는 검출되지 않았다.

방해영향의 고찰. 시료를 전처리 했을 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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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solution of Tin oxide

0 12 3 4 5

x 101 added [Sn] , ppm

Fig. 4. Effect of Tin concentration on the intensity 
of palladium by ICP-AES. (• : 20 ppm Pd, O : blank).

Sn 농도는 약 3,000 ppm이다. 따라서 Sn의 농도를 

0~5,000ppm까지 변화시켰을 때 20 ppm의 Pd 분 

석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讶.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 농도가 증가할 때 바탕세기는 약간 

증가하고 알짜세 기는 감소하였다. 시료용액에 서 Sn 

의 최종농도인 3,000 ppm에서는 알짜세기가 약 10% 
감소하였다.

=su 읃
—

X

0 10 20 30 40

added (Pd) , ppm

Fig. 5. Calibration curves of palladium in various mat
rix solution, m간rix-A：2.0N HC1, B：A+5m/ H2O2, 
C : B+Sn(3,000ppm), D : N&CCh+KCNd : 1) 2g 
neutralize 3 m/ HC1, E : Na2CO34-KCN(l: 1) 5 g 
neutralize — 3 m/ HC1.

Table 2. Detection limit (2&) of palladium (at 340쇼5溜 

nm)

S/B
R.S.D.

(%)
Detection limit

(ppm)

Standard soln. 0.148 0.078 0.021
Matrix s시n. 0.107 0.320 0.098

S/B : based on 2 ppm of palladium.

또한 각 매트릭스 용액에서의 검정곡선은 Fzp.5와 

같다. F[g. 5에서와 같이 염산매트릭스를 기준할 때 

Sn이 함유된 용액과 H2O2가 함유된 용액에서 검정 

곡선의 기울기는 약간 감소하였으며 F也4에서의 

알짜세기 감소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반면에 알칼리 용융에 사용되는 Na2CC)3와 KCN이 

존재할 때는 Na와 K로부터 이온화 방해영향8을 받아 

기울기가 크게 감소하였다. 약 5g의 NaQOs와 

KCN이 존재할 때 기울기는 40%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과량의 염이 존재할 때 직선성이 크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료의 

처리에 알칼리 용융법을 사용하지 않고 acid diges
tion bomb를 사용하여 염산과 과산화수소로 처리 
하는 본 연구에서는 시료분해 방법이 '이상적인 시 

료분해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시료의 분석. 표준용액 (0.1 N HC1)과 매트릭스 

용액(3,000 ppm Sn) 에서 Pd 340.458 nm 분석선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법에 의한 SnO2 중의 Palladium 정량 247

검출한계를 측정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트릭스 용액에서는 바탕세기에 대한 알짜세기의 

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바탕세기의 상대 표준편차 

가 약 4배까지 증가하여 검출한계가 크게 증가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3종의 SnO2 파인세라믹스를 분석 

하였는데, 그 중 1종에서만 Pd가 검출되었고 Fig. 5 

의 검정곡선에 의해 5회 분석한 결과는 0.502± 0.009 
%이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시 

료가 없기 때문에 Pd를 표준물 첨가법에 의해 정 

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료용액에 Pd의 농 

도가 5, 10, 20 ppm이 되도록 첨가한 표준물 첨가 

법에서의 곡선은 좋은 직선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는 0503%로서 검정곡선을 

이용한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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