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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순도 삼염화실란(TCS) 중의 미량 인/) 불순물 농도를 흡착 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분광광 

도법 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TCS 중의 미 량 불순물인 P 염화물을 보다 안정한 POCk로 산화시 킨 

다음, ethanol 용매에 잘 녹으며 POCh와 안정된 부가화합물 complex를 형 성하는 물질로서 AlCh를 선택하여 

분리해 내었다. 이러한 흡착을 이용한 농축 분리 방법을 통해 분석 도중에 실리카 겔 및 기포의 생성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반도체급 TCS 중의 P 농도는 ±17% 표준편차 범위내에서 5.32 屈〃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A1CL로 P 화합물을 제거시킨 정제된 TCS 중의 P 농도는 0.15 gg// 이하로 측정되어 AlCh의 

우수한 홉착 성능이 습식분석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CS 정제 중 P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홉착물질의 성능도 본 측정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A procedure for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traces of phosphorus(P) in high- 

purity trichlorosilane(TCS) is proposed using an adsorptive separation. PCI3, which is a dominant P 

impurity within TCS, is first oxidized by oxygen to a stable form as POCI3. AICI3 is sele아ed as an 

adsorbent which forms a thermally stable complex with POC13 in TCS and can be well dissolved in 

aqueous ethanol solution. The proposed adsorptive separation method is free from the formation of 

silica gel and gas bubbles during the colorimetric analysis of TCS. The method reveals that the P 

concentration in a semiconductor-grade TCS is 5.32 pg// within the standard deviation of ± 17%. On 

the other hand, the P concentration of the purified TCS which is separated from the A1C13'POCI3 complex 

is reduced to be less than 0.15 pg//, showing the efficient applicability of A1C13 to the wet chemical 

analysis. The proposed method is also tes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other well-known adsorbents.

서 론

실리콘(Si) 반도체 wafer용 단결정 ingot의 원료 

인 다결정 실리콘은 삼염화실란(SiHCL：TCS)의 

열분해 또는 수소환원에 의한 화학증기증착(chemi

cal vapor deposition : CVD) 방법으로 제조된다. 

반도체용 다결정 규소는 6N(99.9999%) 이상의 고 

순도가 요구되는데, 최종 반도체 제품의 저항률 제 

어를 위해서는 도전성을 갖는 III족의 붕소(boron： 

B) 와 V족의 인(phosphorus ：P) 불순물이 TCS 정 

제 과정에서 L0 昭〃 단위로 최대한 제거되어야 한 

다. TCS에 함유된 극미량 P 불순물의 농도는 다결정 

및 단결정 성장을 거쳐 단결정 Si 시편을 준비한 

뒤 간접적으로 비저항 값을 측정 계산하거나 액체 

헬륨 온도에서 photoluminescence 방법으로 lOppt 

수준까지 추정할 수는 있다七 그러나 이 방법은 

TCS를 기본 원료로 하는 다결정 CVD 공정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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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성장 과정에서 내포되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단결정 시편에서의 P 불순물 농도값을 TCS에서의 

값과 정량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는 결점이 있다. 

또한 TCS 제조 과정에 포함되는 고순도 정제 과 

정에서의 P 불순물 농도제어를 위해서도 보다 직 

접적이고 간편한 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 연구실에서는 TCS 중에 염화물 형태로 존재 

하는 극미량 B 불순물에 관한 습식 분석 방법을 

이미 연구한 바 있다4 이어 본 연구에서는 TCS 중에 

주로 PC13 형태로 존재하는 P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TCS로부터 P 불 

순물을 분리시킨 후 분광광도법으로 그 농도를 정 

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염 화실란에 대한 극미량 P의 

습식 분석 방법은 이미 사염화규소(SiCl^STC)에 

대해 적용된 바가 있는데% 추출액으로 사용된 황산 

중에 미량의 수분이 내포되어 있어 STC와 접촉시 

실리카 성분의 gel 생성과 고점도화에 따른 다량의 

기포 발생이 수반되어 분석의 정확도를 기하기 어 

렵다. 또한 당 연구실의 실험 결과 STC보다 증기 

압이 높고 황산에 대한 용해도가 더 큰 TCS의 경우 

추출액에 의한 불순물 농축은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분광광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분에 극히 민감한 

TCS와 발색 시약과의 접촉을 막아 gel 및 기포의 

생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황산 추출액 대신 고상 흡착제를 

선택하여 TCS 중의 P 불순물과 복합제를 형성시킨 

후, TCS로부터 분리한 다음 고상 흡착제와 결합된 

P 불순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량 P 습식 

분석 방법' 중 colorimetric ascorbic acid법을 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b의 산화물과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하는 염화알루미늄(A1CL)을 선택하였는더】, 이 

경우에 행당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i) ZPCk + OfPOCk

(ii) POCI3+A1C13-*A1C13 • POCL(complex)

(i)의 반응은 저온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 과정에서 P-O-C1 계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고 

반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생성된 POC13는 

금속이온에 대해 강한 donor의 성질을 띄게 되어 

A1C13 흡착과 강한 배위결합에 의한 안정한 끓는점이 

높은 착화합물인 A1C1/POC13가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CS 중의 P 염화물을 POCb로 산 

화시킨 다음 선택적 흡착 분리 방법을 도입한 P 농도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AlCls 이외에 분석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TCS 중의 P 불순물의 선택적 

흡착제로 잘 알려진& N,N-dimethyl aniline(DMA)와 

triphenylamine (TPA) 두 물질을 사용하여 본 연구 

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을 통해 각 물질의 정제 효 

과를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발색 시약인 ascorbic 

acid 등 모든 시약은 Aldrich사 제품의 특급 시약 

으로 순도가 4NC99.99%) 이상을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또한 황산(비중 1.84) 은 Low sodium CMOS급 

(P 농도 0.16 ppmw max.) 을 사용하고, 시약조제 용 

증류수는 전기비저항이 18MQ-cm(25t) 이상인 

초순수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물인 TCS는 미국 Solkatronic사 저】품의 반도체급 

이며 실험에 사용한 알곤(Ar)과 산소(以)도 resea

rch grade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기구는 모두 석영 

(quartz) 제품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기인 UV/VIS 

spectrophotometer도 미국 Milton Roy사 제품의 

모델 Spectronic 1201로 100mm 석영제 cylinder형 

cel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용액 조제

발생용액. 증류수 70 m/를 11 volumetric flask에 

옮기고 착염형성제 antimony potassium tartrate[K 

(SbO)C4H4O6,1/2H2O] 시약 0.13 g과 ammonium 

molybdate[(NH4)6MO7O24• 4H2O] 시약 5.60g을 각 

각 무게 달아서 플라스크에 넣고 충분히 용해시킨다. 

여기에 황산 70m/를 냉각하면서 가한 뒤 증류수로 

회석한다. 이렇게 조제된 혼합용액 100mZ에 발색 

시약인 ascorbic acid 시약 0.50 g을 용해시켜 발색 

용액을 제조하였다.

P 표준용액. Dry oven에서 105°C 로 1시간 동안 

가열, 건조시킨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KH2PO』시약 0.2197 g을 무게 단 후 증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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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phosphorus concentra

tion and relative differences in abssorbance.

녹이고 11 표선까지 증류수로 회석하였다. 다시 이 

용액 50 m/를 증류수로 1/ 표선까지 채워, 표준용 

액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이 표준용액에서 P의 함 

량은 2.5X103|ig〃이다.

Standard calibration curve. 각각의 50 m/ TCS 

에 해당되는 A1C13 시약 5.00 mg을 무게 달아서 넣 

는다. 여기에 무수 에탄올 10E씩을 각각 가하여 

A1CL를 용해시킨 후 micropipet으로 P 표준용액을 

각각의 flask에 0, 0.02, 0.04, 0.08, 0.12, 0.16, 0.20 

m/씩 가한다. 혼합 후 다시 발색시약 10m2씩을 

가하고 flask를 잘 흔들어 혼합시킨다. 마지막으로 

증류수는 50.0 m/ 표선까지 회석하여 각각의 P 농 

도가 0, 1.0, 2.0, 4.0, 6.0, 8.0, 10.0 gg〃인 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을 30분간 정치시킨 후 UV spectro

photometer 분석기로 파장 880nm에서 100 mm 

cell로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바탕 시험용액 

의 흡광도(0.263A) 와 각 용액의 흡광도의 차의 값에 

대한 용액의 P 농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P 불순물의 분리. A1C13 흡착제를 이용한 TCS 

중의 P 불순물의 흡착 실험장치는 Fig. 2와 같다. 

장치 내부에 있는 공기와 수분의 혼입을 막기 위해 

Ar gas(A-l)로 purge하고 실험 중에도 Ar 분위기로 

유지하는더】, 이 gas 중의 미량 수분을 제거하고 P 

등 금속불순물의 혼입을 막기 위해 molecular sieve 

column(C-l)과 황산 trap(C-3) 을 연속적으로 통과 

시켰다. 그리고 산화 흡착조(D-1) 내부에는 100m/ 

TCS에 해당하는 A1C13 분말 10 mg이 담긴 용량이 

표시된 400 m/ quartz beaker를 넣어 두고 TCS 

저장용기 (S-1) 의 눈금을 보면서 metering valve 조

Fig. 2. Adsorption apparatus for the analysis of phos

phorus in TCS. 0-1: Oxygen cylinder, A-l: Argon 

cylinder, C-l : Molecular sieve column, C-2 : Back 

pressure trap, C-3 : Sulfuric acid trap, S-1: TCS sto

rage pot, D-1: Oxidation-adsorption bath, R-l: Reco

vered TCS concenser.

정을 통해 Ar gas 가압으로 100 m/ TCS를 이송하 

였다. 이 때 산화 흡착조 외부에는 dry ice-acetone 

냉매로 一20t까지 냉각하였다. TCS가 취해지면 Ar 

gas를 차단하고 고순도 산소를 2〃min 속도로 통 

과시켜 A1C13-TCS 혼합물을 Teflon제 magnetic 

bar로 교반하여 PCb를 산화시킨다. 생성된 POCk는 

A1C13 흡착제에 계속 흡착되어 끓는점이 높은 착화 

합물이 형성된다. 이렇게 산화흡착 과정을 30분 이상 

진행시킨 후 형성된 착화합물은 TCS로부터 분리해 

야 된다. 먼저 소량의 알곤가스를 통과시키면서 냉 

각조를 제거하고 hot plate로 가열을 시작하여 

TCS를 증발, 제거하였다. 이 때 가열은 초기에 30~ 

4慌로 하여 대부분의 TCS를 제거하고 60t：로 다시 

증가시켜 잔유 TCS와 반도체급 TCS의 주 불순물인 

STC(bp. 58°C)뿐만 아니라 AICk에 일부 흡착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미량 B 염화물도 제거하도록 하 

였다.

이 때 증발 제거된 TCS는 응축기(R-1)에서 회 

수된다. 문헌에 의하면 형성된 착화합물은 loot：까지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 이렇게 잔유 TCS 

및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 산화 홉착조①-1) 내부의 

beaker를 꺼내 TCS 시료 50 m/에 해당되는 P 불 

순물을 흡착한 A1C13 5.00 mg을 시료로써 사용하였 

다.

AICk의 흡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응축기에 

회수된 정제 TCS를 시료로 하여 다시 위와 같은 

P 불순물 산화 및 흡착분리 방법을 반복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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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3급 amine류인 DMA와 TPA 흡착제는 

P 화합물의 흡착 성능은 우수하지만。본 분석 방법의 

주용매인 물이나 알콜에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분 

석에 직접 사용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의 활용과 AlCb의 흡착 성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P 불순물 제거에 이물 

질들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TCS 120 m/에 DMA 

0.2 m/와 TPA 10 mg씩을 가하고 이미 기술된 P 

불순물의 분리 방법에 따라 각각 실험하여 정제, 

분리한 후 응축기에서 회수된 TCS 100 m/로부터 

다시 위에 서술된 방법과 똑같이 산화 및 A1C13에의 

재 흡착 과정을 거쳐 P 화합물의 농도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흡착제 사용 전후의 P 농도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P 분석 방법의 효율을 확인하고 분석의 

검출 한계를 관찰하였다.

분석 방법. A1CL 흡착제를 사용하여 전술한 정제 

방법에 따라 TCS 중의 P 불순물을 흡착시킨 후 

TCS를 분리하고 흡착제 일정량을 회수하여 물에 

친화성이 큰 무수 에탄올 용매에 용해, 이온화시킨 

다. 무수 AlCb는 용매인 무수에 탄올에 잘 녹고7 

A1 이나 C1 이온이 P 분석에 간섭하지 않올 뿐 아니 

라' AlCh에 흡착된 POCb도 무수에탄올 용매에서 

매우 잘 분해한다7. 에탄올과 A1C13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TCS로부터 분리된 P 불 

순물이 녹아 있는 에탄올 용액에 대해 이미 알려진 

수용액에서의 P 농도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TCS 정제 과정에서 회수된 P 함유 A1C13 흡착제 

10即 중 TCS 50 m/에 해당하는 5.00 mg을 무게 

달아서 50 m/ volumetric flask에 넣고 무수 에탄올 

10 m2를 가하여 P 함유 용액을 만든다. 여기에 발색 

시약 10 m/를 가하여 혼합하고 용액의 온도를 20t 

정도 유지하여 충분한 발색이 일어나도록 한다. 시 

료를 증류수로 50 m/ 표선까지 회석하고 1시 간 동안 

정치한 후 clean bench내에 설치된 UV/VIS 분광 

광도계로 파장 880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바탕시험 용액은 TCS를 처리하지 않은 A1C13 

시약 5.00 mg을 측량하여 50 m/ volumetric flask에 

넣고 이하 sample 용액과 똑같이 조제하여 기준 

용액으로 한다. 이 용액에 대한 시료용액의 홉광도의 

차와 standard curve로부터 pg/Z 단위의 P 불순물 

농도를 구한다.

Table 1. Determination of phosphorus impurity in 

trichlorosilane

Sample0 CQuantity 

(mZ)

Phosphorus concentration^

(昭〃)

1 100 5.32±0.91

2 98 <0.15

al' Semiconductor-grade trichlorosilane (TCS), 2 :

TCS recovered after phosphorus removal by A1C13

from sample-1, frmean value with standard deviation

(N=4).

결과 및 고찰

TCS 중에 함유된 미량 P 염화물을 POCk로 산 

화시키고 AlCla 흡착제로 TCS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P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제안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반도체급 TCS 중의 

P 불순물은 5.32± 0.91 妃，로 측정되었다. 또 산화, 

흡착을 통해 더욱 정제되어 회수된 TCS를 시료로 

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880 nm에서의 

흡광도가 사용된 분광광도계 noise(zero-absorba

nce 기준)인 0.001 또는 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흡착 분리 방식이 P 불순물을 0.15 pg/Z 수준 

이하로 제 거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CS 중의 P나 B 불순물 제 거물질로 이 미 잘 알려 진 

DMA와 TPA 흡착제를 사용하여 1차 흡착 제거시킨 

후 응축, 회수된 TCS를 분석한 결과 P 농도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1.50± 0.14와 3.35+ 0.71 

ppb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급 TCS 중의 P 농도가 1.0 ppb 

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 사 

용된 반도체급 TCS의 제품 사양8에 따르면 P 불 

순물의 분석은 액상 TCS 중의 P 불순물 농도의 

표시대신 TCS로부터 석출되는 다결정 Si를 다시 

단결정 성장 과정을 거친 다음 photoluminescence 

방법이나 저온 FTIR로 측정된 P 농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값이 0.1 ppb 이하로 되어 있다I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다결정 Si의 

원료인 TCS 중의 P 불순물은 CVD에 의한 다결정 

Si 증착과 단결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극히 일부 

분의 P 불순물만 최종제품에 잔유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는 B 불순물의 경우와도 아주 유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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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osphorus concentration of trichlorosilane purified by various adsorbents for phosphorus removal

Adsorbent material
TCS sample 

(mZ)
Adsorbent quantity

Adsorption time

(min)

P conc'n，

(gg/0

AICL" 98 10 mg 30 <0.15

DMA6 120 0.2 ml 60 1.50±0.14

TPA， 120 10 mg 60 3.35± 0.71

"after the oxidation of PC13 to POC13, frN,N-dimethyl aniline, ftriphenyl amine, dmean valve with standard deviation 

(N=4).

사하다2. 즉, 다결정 Si 제조 중 CVD 공정의 조업 

온도(약 l,000t)에서 수소와 함께 약 10 mole % 

농도로 공급되는 TCS가 Si 표면에서 일어나는 열 

분해 또는 수소환원 반응 과정에서 B나 P 불순물의 

분해는 거의 없고 gas 형태로 성장 중인 결정들 

사이에 일부 흡착되어 있다가 단결정 성장 과정에서 

일부는 gas 형태로 제거되고 나머지는 B나 P 원소 

형태로 Si 격자 사이에 잔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급 TCS 중의 P 불순물 농도가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측정된 값인 5.32ppb는 어느 

정도 타당한 값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1) 산화에 의한 POC13 생성이 

저온에서도 잘 일어나며, (2) 이 산화물이 A1CG와 

부가화합물 결합체를 아주 잘 생성하며,(3) 이 결 

합체가 열적 안정성이 높아 가열에 의한 TCS와의 

분리 과정에서도 안정하여 P 염화 불순물의 AlCb에 

의한 회수율이 대단히 높으며,(4) 분석 과정에서 

잔유 TCS에 의한 silica gel의 생성이나 고점도화에 

따른 기포의 생성이 없어 분석이 용이하며, (5) 사용 

흡착물질에 의한 간섭 효과가 없어 분광광도법적 

측정이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은 

TCS 뿐만 아니라 수분에 민감한 물질들, 예를 들면 

STC나 유기염화실란 등에 포함된 미량 P 불순물 

농도의 습식 분석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분석에 도입된 POCh-AlCh 

결합체 형성이 반도체급 TCS의 제조에 있어서 극 

미량 P 불순물 제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며 

TPA나 DMA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는 점이 분석 

결과 분명히 나타났다. 다만 산화 및 분리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분석 이외에의 활용은 

미지수이다. 분석에는 활용할 수 없지만 D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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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보다 반도체급 TCS 중의 P 불순물의 흡착 제 

거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 

물질들에 대한 분석은 A1CL의 흡착 효과에 대한 

비교용으로 본 연구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보다 높은 

P 불순물 농도하에서의 흡착 제거 효과 및 최적 흡착 

조건 등에 관한 부분은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사 

항이다.

결 론

흡착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반도체급 TCS 중의 

미량 P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TCS 중에 포함된 미량 P 염화물을 

POCL로 산화시킨 다음 TCS의 0.7 wt.% 에 해당하는 

AICI3로 흡착시켜 첨가화합물 complex를 형성시키고 

수분에 민감한 TCS로부터 분리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분리된 complex# 무수 에탄올에 녹여 silica 

gel이나 기포의 생성 없이 ascorbic acid 발색 시약을 

이용 분광광도법으로 880nm에서 P 분석을 수행하 

였다. 반도체급 TCS 중의 P 농도는 평균 5.32 |垠〃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분석 과정 중 AICI3-POCI3 

결합체를 제거하여 정제된 TCS의 P 농도는 같은 

방법의 분석 결과 0.15 gg/Z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AlCk가 이미 잘 알려진 P 흡착물질인 TPA나 

DMA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A1 이나 C1 이온이 분광광도 측정상에 간섭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다른 발색 시약을 이용하더라도 효 

과적으로 미량 P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흡착분리 방법은 TCS 뿐만 아니라 

수분에 민감한 STC, 유기염화실란 등 실리콘 화합 

물의 습식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동부산업과 과학기술처의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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