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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흡수분광법을 위한 글로우방전 분광 장치를 sputtering된 시료원자가 기저상태의 원자가 

최대이며 여기상태의 원자가 최소가 되는 지역을 측정하도록 설계 개발하였다. 빠른 속도의 가스 jet는 방전의 

육안 및 전기적 변화 뿐만 아니라 시료표면의 변화에서 처럼 시료가 원자화되는 양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가스 jet는 원자흡수분광법으로 시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감도와 재현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A new sputtering chamber, as Atomsource, for atomic absorption measurements was 

designed and built to have maxumum ground state atoms in view and minimum emission. The high 

velocity gas jets not only change the visu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scharge, but also increase 

the amount of material atomized, as is apparent from the craters that are produced in the sample where 

the jets strike the surface. The use of gas jets in a sputtering cell makes this a direct sampling method 

practical for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The factors influencing absorption sensitivity and reprod너ci- 

bility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e newly developed atomizer.

서 론

최근에는 글로우방전을 이용한 금속시료의 직접 

분석법이 원자흡수-% 방출 4F, 형광"9 및 질량분 

석법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글로우방전이 

다른 분석방법에 비하여 특징적인 것은 sputtering에 

의하여 시료가 원자화되므로 시료를 전처리하지 않 

아도 되며, 원소별로 넓은 농도 범위에서 직선성이 

좋고, 매질효과가 적은 점 등이다. 지금까지 글로우 

방전에 대한 광학적인 응용은 비록 시료가 대부분 

기 저상태의 원자로 sputtering되지만 원자흡수 보다 

는 원자방출에 의하여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Grimm 에 의하여 

GDL이 원자방출 형태로 상품화되어 많이 연구되 

었고, 무엇보다도 여러 금속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출분광법의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품화된 글로우방전 장치의 개발로 원자흡수를 이 

용하여 여러 원소를 동시에 분석하려는 시도가 연 

구되고 있다I* 비록 원자흡수 방법이 원자방출법 

보다 검출한계는 높지만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 

원자흡수에는 방출보다 분광간섭 (spectral interfe

rence) 현상이 적으며, 신호가 방출인 경우 여러 

다른 들뜸 에너지 준위 상태의 원자를 검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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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인 경우 기저 상태의 많은 원자를 검출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또한 원자흡수분광기는 대 

부분의 방출분광분석기 보다 좋은 분리능(resoulu- 

tion)을 가지는데 그 이유로는 방출인 경우 분리능은 

분광기의 spectral bandpass에 따르며 홉수인 경우 

광원이나 cell의 좁은 spectral line width에 따르기 

때문이다. Gatehouse와 Walsh"는 최초로 음극 튀 

어나옴(cathodic sputtering)으로 금속시료를 직접 

분석하였으며, Stirling과 Westwood^는 원자흡광법 

을 이용 알루미늄 시료가 튀어나온 후 다시 퇴적되는 

속도가 9.2X1(厂8 g/min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또한 글로우방전에서 튀어나온 물질 중에는 분자 

형태도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Gandrud와 Skoger- 

boe*는 Hollow Cathode Lamp(HCL)을 이용 Ag, 

Ca, Cd, Hg, Pb, Se, Zn 시료의 검출한계를 측정하여 

l~10ng의 값을 얻었다. Stirling과 Westwood"는 

Ni과 Fe을 사용하여 튀어나오는 물질 중에는 분자나 

다원자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Gough"는 가스의 

흐름을 이용 원자흡수에 의한 시료분석 방법을 개 

선하였는더】, 가스가 시료표면과 평행하게 주입되어 

방출된 시료원자가 가스의 흐름의 영향에 의하여 

측정지역까지 운반되므로 기벽에 침착되어 손실되는 

양을 줄여 흡광신호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Wa- 

Ish*는 이중 변조증폭 장치를 이용 원자흡수의 정 

확도에 영향을 주는 바탕흡수에 대한 오차를 자동 

적으로 제거하였다.

1985년에는 원자흡광을 이용한 최초의 상업성 

글로우방전 장치的를 Atomsource (Analyte Corpora

tion, Grants Pass, OR) 라는 이름으로 시판하기 시 

작하였다. 이 장치의 간단한 원리는 시료표면을 향 

하는 jet nozzle에 동일 간격으로 여섯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빠른 속도의 가스변화 뿐만 아니라 

30도의 각도로 시료표면과 충돌하게 고안되었다. 이 

가스흐름은 전기적 특성과 가시적인 변화 뿐만 아 

니라 시료의 원자화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가스흐 

름의 집중현상(centering action) 으로 sputtered 된 

시료원자를 빠른 속도로 측정지역까지 운반하므로 

시료가 기벽에 퇴적되는 정도를 낮추어 신호의 세 

기를 증가시킨다. 그 이후로 Atomsource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Ohls 등如은 Atomsou- 

rce를 이용하여 합급 중의 여러 금속성분들을 원자 

흡광법으로 시료를 직접 분석하였으며 dynamic ra- 

nge가 미량성분으로부터 99.9%까지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Winchester와 Marcus??는 비전도성 

광물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시료제조 연구를 Atom

source#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Kim과 Piepmeier23 

는 빠른 속도의 가스 jet를 이요할 경우 기존의 글 

로우방전 보다 감도가 40배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것은 시료의 redeposition의 저하와 전 

류밀도 분포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Atomsource"，*를 ICP-MS의 ICP 대신에 장착하여 

Atomsouce-질량분석기를 고안하여 Zirconium 시료 

를 분석하였을 때 미량원소의 검출한계가 ppb 수 

준이 되었다. Chakrabarti 등瓯沙은 Atomsource를 

이용하여 음극시료 지지대에 용액을 deposit한 후 

시료의 redeposition 속도와 시료의 sputtering 속 

도에 관한 동역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Bank와 

Blades 등心은 Atomsource 의 시료 sputtering 

rate가 증가하는데 착안하여 원자방출형으로 변형을 

시도하였는데 시료 손실속도는 3배 정도 증가하였 

으나 Cu(I), Cu(II)의 방출선의 세기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Atom- 

source를 연구용으로 국내 설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어 기존의 원자흡수분광기에 버너 대신 

설치한 후 여러 가지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 

전전류와 전압 및 압력과의 관계, 시료손실 속도 

등을 측정하였고 방전압력이 방출된 원자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 험

Six-jet Glow Discharge Source의 제작. Six-jet 

Atomsource는 크게 시료가 sputtering되는 몸체 

부분,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감압펌프 및 

압력게이지 부분과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 등으로 

나뉜다. Fig. 1은 Six-jet Atomsource의 개략도인데 

A는 시료이고, B는 음극이며 시료가 뜨거워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킨다. C는 전기적 

으로 절연체이며 신축성이 전혀없는 가공성 세라믹 

(Macor)으로서 양극과 음극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 

시키고 시료 중 sputtering되는 부분을 결정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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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ix-jet glow discha

rge cell A : sample ； B : cathode ； C : Macor ; D ： ar

rest ；E : isolator ； F : anode ； G : body ； H : window for 

absorption ; I: window for emission ; J : vacuum port.

다. D부분은 양극으로서 재질은 구리로 되어 있으며 

가스의 흐름을 위하여 6개의 작은 홈을 파서 이곳을 

통하여 빠른 속도의 가스가 시료에 충돌하도록 되 

어있다. 양극과 음극간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절연이 되게하기 위하여 두께가 0.1 mm인 절연고 

무를 E와 같이 삽입하였다. F는 양극과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가스를 D의 작은 홈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G는 몸체 부분으로 재질은 

테프론이며 방출된 시료원자의 흐름이 광로까지 운 

반될 수 있도록 두 곳으로 진공펌프를 연결하였다. 

몸체 양쪽 끝 부분은 방전에 의해 방출되는 빛을 

측정하기 위하여 H는 원자흡수를 위하여 I는 원자 

방출을 위하여 수정창(Corning 7940)을 사용하였다. 

J는 진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우선 진공에서 

제작한 300//min 진공펌프가 연결되어 있으며 중간 

부분에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ranville Phil- 

lips사의 Convectron 진공압력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글로우방전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 이메이 

스 엔지니어링사의 직류전원을 이용하였고, 직류전 

압 0-2000 V, 전류량은 0~200mA의 범위에서 사 

용하였다.

분석기의 구성. 글로우방전 분광분석기의 구성은 

크게 글로우방전부와 광측정 장치부로 나뉘는데 원 

자흡수분광분석 기용 글로우방전 분광분석 기는 기존 

의 원자흡수분광기의 버너를 제거하고 장치할 수 

있다. 글로우방전 장치는 진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진공펌프, 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장치 및 압력측정

COMMERCIAL AAS

L? q 汗 b MONOCHROMATOR1—1

Voc 니 i」m — Gas supply

Cooling 
Water

Power 
Supply

Fig. 2. Overall instrumentation configuration for ato- 

mic spectroscopic measurements.

장치, 방전을 유지시키기 위한 직류전원부, 시료가 

뜨거워짐을 방지하기 위한 cooling 부분 등으로 나 

뉜다. 시판되는 Atomsource인 경우 압력, 전류, 전압 

및 방전시간 등을 microprocesor•에 연결하여 자동 

으로 조절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절장 

치를 수동으로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제작된 Six-jet 

Glow discharge 장치는 국내의 남일기공사에서 제 

작한 X-Y stage 위에 설치한후실험을 수행하였다. 

원자홉수분광기는 Hitachi-207을 사용하였는데 이 

mod시은 일반적으로 원자흡수분광기가 HCL, 버너, 

분광분석기를 동일선 축 위에 설치하는데 반하여 

HCL이 분광분석기와 90도 각도로 내장되어 있고, 

반사경을 설치하여 버너위를 광이 두 번 지나가도록 

하여 감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본 장치에서는 글 

로우방전 장치를 버너 대신에 장착할 경우 HCL로 

부터 나오는 광로가 글로우방전 장치에 일부 차단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HCL을 동일선 축에 설치하 

였으며 F诅 2는 이의 개략도이다.

시료손실 속도. 가로 세로 각각 2.5 cm, 두께 

0.127 mm인 구리시료를 일정시간 방전시킨 후 시 

료의 무게 감소량을 화학천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방전시간은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중분한 무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 

하였는데 대략 3분이 적당하였다. 여러 가지 실험 

조건 즉, 전류 또는 전압, 압력, 방전시간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행하였으며 시료 중 실제 방전에 

노출되는 면적은 직경이 0.8cm의 원이며, 이 중 

여 섯 개의 가스 jet에 영향을 받는 면적은 약 0.2 cm2 

이었다.

원자흡수. Six-jet Atomsource는 시료원자의 흡 

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자흡광분광기의 버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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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후 Hollow Cathode Lamp(HCL)와 Mono

chromator 사이의 고정된 광로사이에 설치하였다. 

HCL 전류는'resonance 선이 자기흡수를 일으키 지 

않을 2~5mA 정도를 사용하였다. 원자상태가 아닌 

물질에 의한 바탕흡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deute

rium lamp를 사용하였다. Monochromator의 slit은 

0.18 mm와 1.0 mm 두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 spectral interference-!- 줄이기 위하여 0.18 mm 

를 사용하였다.

분석시료의 측정. 측정하려는 철합금시료는 알 

루미나 벨트연마기로 표면을 평평하게 연마하고 

MeOH로 표면을 세척하고 건조한 후 글로우방전 

장치에 부착하였다. 시료의 표면적이 실제 방전되는 

지역보다 크므로 직경이 3 cm인 표준품인 경우 시 

료를 표면처리 하지 않고 4번까지 표면의 방전위 

치를 변경하면서 측정할 수 있었다. 가스를 주입하지 

않으면서 진공펌프의 밸브를 열어 방전관 안의 압 

력이 10 m torr 가 되면 아르곤가스를 대기압이 될 

때까지 주입하는 방법을 2~3회 반복하여 내부의 

공기를 모두 아르곤으로 치환하였는데 대략 3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 후 진공펌프의 밸브를 열어 

원하는 압력을 유지시켰는데 5torr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스의 유속은 0.4〃min 정도이었다.

결과 및 고찰

여러 압력조건에서 전류와 전압특성 곡선• 글로 

우방전에서는 주어진 압력에서 전류와 전압과의 음 

극시료의 sputtering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일 

반적으로 글로우방전은 1에 서 10 torr의 압력에 서 

방전이 유지되므로 abnormal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때 sputtering되는 시료 양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이 방전조건에서 방전을 시켜야 한다. Fig3은 가스 

jet 글로우방전 장치에서의 전류와 전압과의 특성 

곡선을 1에서 10 torr 입•력에서 측정한 값이다 

Grimm 형태의 전류-전압-압력관계 곡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압력에서도 전류의 변화에 비하여 전 

압의 변화가 완만하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글 

로우방전 장치의 압력측정은 방전 chamber에 연결 

된 port에서 측정하나 Atomsource인 경우 장치의

B 10 11 12 13
Current (mA)

Fig. 3. Voltage-current characteristic curves for steel 

sample. (■) 1 torr, (+) 3torr, (O) 5torr, (△) 7torr, 

(x) 9 torr.

특징상 vaccum pump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압력을 

측정함으로 실제 글로우방전 용기안의 압력보다는 

낮다. 더욱이 가스 jet 글로우방전 장치 인 경우 실제 

방전이 일어나는 부분은 0.5 mm 간격의 음극과 양극 

사이이며 이곳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압 

력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전류-전압-압력곡선들은 

Tong과 Harrison"이 크롬과 니오비움 시료를 가지 

고 측정한 곡선, 그리고 Boumans”이 Grimm 형태의 

방전 장치를 가지고 행한 실험과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전류와 전압특성 곡선은 시료가 

pin이나 disk 등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또한 글로 

우방전 장치의 외부적인 형태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료표면의 변화. 직 경이 200 jim인 여 섯 개의 

구멍으로 빠른 속도의 가스가 30도 각도로 시료표 

면과 충돌하도록 고안된 본 글로우방전 장치를 사 

용하여 원자량이 40인 Ar과 원자량이 14인 질소를 

방전기 체로 사용하여 직 경이 2.54 cm, 두께가 0.5 

cm인 구리시료를 8torr 압력에서 40 mA 방전전력을 

유지하면서 5분간 방전하였을 때 시료표면의 모습을 

Fig. 4에 나타내었다. (a) 는 Ar 100%, N2 0%, (b)는 

Ar 70%, N2 30%, (c)는 Ar 30%, N2 70%, (d)는 

Ar 0%, N2 100%의 비율로 방전기체를 혼합하여 

방전을 하였다. Ar만을 방전기 체로 사용하였을 경우 

(a) 처럼 가스가 직접 부딪히는 부분에 sputtering이 

현저하게 일어나서 6개의 crater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질소의 비율을 점차 증가하면 Fig. 4b~ 

d에서 처럼 crater가 없어지면서 Grimm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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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s of Cu sample surfaces ； (a) N2 0 

%, Ar 100% (b) N2 30%, Ar 70% (c) N2 70%, Ar 30% 

(d) N2 100%, Ar 0%, Discharge current 40 mA, pres

sure 8 torr Sputtering time 5 min.

방전 장치를•사용하여 sputtering 하였을 때와 같은 

시료표면 형태를 보여준다. 글로우방전의 진공펌프 

관에서 측정한 압력이 5torr일 때 가스가 시료표 

면에 충돌하기 전의 가스 chamber 안의 압력은 6 

torr였으며, Gough?의 계산에 의하면 가스속도는 

lO'cm/s이며 이것은 상온에서 열에 의한 확산속도 

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로 가스 jet noz- 

zle을 통과하는 가스의 속도는 sputtering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글로우방전에서 중성기체의 속도가 

sputtering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장치에서 sputtering되는 시료표면의 형태가 

방전기체의 질량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방출된 빛의 육안관찰. 시료를 원자 방출이 아닌 

원자흡수에 의하여 측정하기 위하여는 sputtering된 

시료를 시료표면으로부터 HCL 광원으로부터 나오 

는 빛의 경로까지 손실없이 운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Grimm 형태의 경우 von Hippel'*은 ().1 torr에서 

sputtering된 원자의 90%가 기벽에 다시 침착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형태로는 원자흡수를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빠른 속도의 가스 jet를 시료표면과 

충돌한 후 가스의 흐름을 이용하여 sputtering된 

시료가 측정지역 가까운 지역까지 운반되도록 용기 

를 제작하였다. 구리를 시료로 하여 8 torr의 압력 

에서 50 mA 방전전류를 걸어줄 경우 방출되어 나

Fig. 5. Visual observation of the gas jet plasma. Dis

charge current 50 mA, pressure 8 torr.

Fig. 6. Sample loss rate vs. sputtering time at 24 mA, 

600 V, and 5 torr.

오는 구리시료와 아르곤 기체로부터의 방출 빛이 

시료표면과 수직으로 축과 평행하게 진행되는 것이 

F讶. 5에서 처럼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다. 가스의 

유속을 증가시킴에 따라 빛들은 더욱 밝아졌으며 

시료 맞은편에 위치한 석영창에 부딪힌 후 되돌아 

가는 경우도 관찰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 

하여 원자흡수를 이용하여 방출된 구리의 농도를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시료손실 속도 측정. 전류, 전압, 압력 또는 sput

tering 시간이 sputtering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실험조건에서 시료손실 속도를 구하였다. 

Fig. 6은 구리시료를 600 V 방전전압, 24 mA 방전 

전류 및 10 torr의 압력에서 30초부터 7분까지 sput

tering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시료손실 속도를 구한 

그림이다. 시료손실 속도는 처음 2분 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안정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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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ple loss rate vs. current for three pressu

res. (■) 2 torr, (+) 4 torr, (◊) 6 torr.

안정된 신호를 얻기 위하여는 2분 이상 예비방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Grimm 형태나 

pin 형태인 경우 예비방전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 

되므로 이 장치인 경우 시료분석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방전전류와 방전전압이 sputtering rate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가 독립된 변수인 경우 직선성을 나타낼 

것이지만 글로우방전인 경우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7은 

방전전류가 시료손실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2, 4, 

6torr의 압력에서 각각 구한 것이다. 2torr의 압력 

에서 시료손실 속도는 7 mA 방전전류에서 0.1 mg/ 

min였으나 24 mA의 방전전류에서는 2.6mg/min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4 torr와 6 torr인 경우 7, 24 

mA의 방전전류에서 O.lmg/min에서 0.7, 0.8mg/ 

min로 각각 증가하였다. 즉, 방전전류가 증가할 수록 

시료손실 속도는 상호 직선 관계보다 더욱 증가하며 

낮은 압력인 경우 더욱 변화가 심하다. 그 이유로는 

낮은 압력일 수록 같은 전류에서 더 높은 방전전압이 

걸리므로 sputtering을 일으키는 Ar이온의 에너지가 

커지며,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낮은 압력일 수록 

sputtering된 시료원자의 mean free path가 길기 

때문에 기벽에 침착되는 정도가 적어지기 때문이라 

고 설명될 수 있다.

원자흡수 및 방출원자의 공간분포. Fig. 8은 2에 

서 10 torr까지의 압력에서 전류변화에 대한 구리의 

원자흡수량을 측정한 값이다. 전류가 증가할 수록 

원자흡수치가 모든 압력에서 증가하였으며, 10 mA

8

등

q
jo

s
q

v

S a 7 I V 10 11 12 13 U
Current (mA)

Fig. 8. Absorbance vs. current with various pressu

res. (■) 2 torr, (+) 4 torr, (◊) 6 torr, (△) 8 torr, (x) 

10 torr.

전류에서 10 torr의 압력에 비하여 2 ton■의 압력에 

서는 흡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료손실 속 

도와 전류 및 압력과의 관계곡선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원자흡수량은 시료손실 속 

도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스 jet 글로우방전 

장치인 경우 static 형태 보다 동일한 압력, 전류조 

건에서 시료손실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므로 이 

장치는 단순히 방출된 시료를 측정지역까지 운반하 

여 감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도 시료방출량을 증가 

시켜 흡수량을 증가시킴으로 10배 이상의 감도가 

증가한다. 시료손실 속도가 현저히 증가하는데 착 

안하여 가스 jet 글로우방전 장치를 원자방출에 응 

용하려는 시도가 Blades 등热29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self-absorption 현상 때문에 이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글로우방전 장치가 고 

안되어야 할 것이다.

Fig. 9는 시료표면으로부터 sputtering된 구리원자 

의 분포를 시료표면으로부터 1.2 cm 떨어진 곳으로 

부터 압력을 2, 4, 6, 8, 10 torr로 변화하면서 측정한 

그림이다. 본 장치는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 

스주입량을 변화시켰으며 각 압력에서는 가스흐름 

속도는 2 torr에서는 0.10Z/min; 4 torr, 0.27 Z/min; 

6 torr, 0.49Z/min; 8 torr, 0.70//min; 10 torr, 0.90 

〃min이었다. 글로우방전 장치의 구조적인 한계 때 

문에 원자흡수 분포는 시료표면으로부터 1.2 cm 떨 

어진 지역부터 측정이 가능하였다. 모든 압력 범위 

에서 가장 흡수치가 높은 지역은 시료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1.8 cm였는데 이는 gas jet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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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bsorbance vs. distance from the sample sur

face with various pressures. (■) 2 torr, ( + ) 4 torr, 

(◊) 6 torr, (a) 8 torr, (x) 10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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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mission vs. distance from the sample sur

face with various pressures. (■) 2 torr, ( + ) 4 torr, 

«>) 6torr, (△) 8torr, (x) 10torr.

없는 Grimm 형인 경우 방출된 구리원자가 시료표 

면으로부터 멀어질 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이는 gas jet assisted 글로우방전 장치 

의 구조가 가스흐름에 의해 negative glow 영역이 

시료표면으로부터 맞은 편의 석영 창까지 길게 연 

장되어 창에 의해 부딪힌 후 역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Fig. 10는 동일 실험조건에서 원자방출량을 시료 

표면으로부터 1.2 cm 떨어진 곳으로부터 1.8 cm 떨 

어진 곳까지 측정한 그림이다. 원자방출량은 시료 

표면으로부터 멀어질 수록 급격히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여기상태의 원자가 여러 가지 충돌에 의하여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치는 시료 

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원자흡수치를 

측정하여도 감도가 전혀 나빠지지 않으며 바탕방출 

에 의한 오차도 줄일 수 있다.

정밀도. 제작된 글로우방전 장치의 정밀도를 측 

정 하기 위 하여 5 torr 압력, 50 mA 방전 전류에 서 

철강 표준시료 KSSW1 을 이용하여 시료를 움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각각 15회 측정하고 측정 후 시 

료표면을 다시 연마하여 10회 측정하였다. 철강시 

료에 포함된 원소 중 Cu(324.7nm), Mn(279.5nm), 

Cr(357.9 nm), V(385.6 nm), Mo(313.3nm) 등을 

측정하였다. 정밀도를 좌우하는 인자로는 방전전류, 

전압, 압력, 가스흐름 등인데 그 중에 서도 Atomsou- 

rce인 경우 가스흐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 일반적으로 불꽃을 이용한 원자흡광분광

Table 1. Reproducibility of the selected spectral 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iron alloy

Elements Mean abs.
Stationary

(RSD

Moved

%)

Cu (324.7) 0.130 0.2 2.7

Mn (279.5) 0.110 0.9 3 쇼

Ni (341.5) 0.061 0.6 2.5

Cr (357.9) 0.116 0.1 4.7

V (385.6) 0.124 0.9 3.4

Mo (313.3) 0.121 1.6 3.7

기인 경우 정밀도가 0.3% 정도이며 상품화된 Atom- 

source인 경우 0.1%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정량 

분석에 적합하다. Table 1은 제작된 글로우방전 장 

치를 이용하여 철강시료 중 원소를 측정하였을 때의 

정밀도를 나타낸 것으로 시료를 움직이지 않고 방 

전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경우 0.3% 내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시료를 방전 후 공기 중에 

노출하고 다시 방전하였을 경우 1.0%에서 3.0% 

RSD 이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 

여는 원자홉수인 경우에도 내부표준물질이나 질량 

분석기 처럼 상대감도인자(RSF)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바탕흡수의 측정. Gough"8에 의해 고안된 글로 

우방전 장치에서는 글로우방전에서 형성되는 원자 

들의 집합에 의하여 바탕흡수가 일어난다고 보고하 

였다. 비록 Atomsource는 Gough 가 고안한 글로우 

방전 장치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가스가 30도 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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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200 gm의 구멍을 통하여(Gough는 시료표 

면과 평행하게 가스를 주입함) 시료표면과 충돌하 

도록 고안되어 있다. 제작된 가스증강 글로우방전 

장치는 시료손실 속도가 증가함으로 원자들의 집합 

에 의한 바탕흡수가 예상되었지만 바탕흡수는 일반 

적인 측정조건(5 torr, 50 mA)에서는 관찰되지 않았 

다. Gough에 의하면 Atomsource 인 경우 바탕흡수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가스흐름속도를 늦게하고 sil- 

ver를 시료로하여 측정하였을 때 0.4%의 흡수가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Gough 형태의 글 

로우방전 장치는 sputtering된 원자들이 대부분 머 

무르게 되는 음극표면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측정지 

역까지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점으로 

실제로 바탕흡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음극표면에 가 

까운 지역이나 Atomsource의 구조적인 제한으로 

가장 가까이 측정할 수 있는 지역은 시료표면으로 

부터 1.2 cm 떨어진 지역이므로 바탕흡수를 검출할 

수 없었다.

결 론

기존의 원자흡수분광기의 버너 대신에 손쉽게 장 

착하여 시료를 용액으로 전처리하지 않고 직접 분 

석하기 위하여 Grimm형 글로우방전 장치를 변형 

하여 제작하였다. 글로우방전 원자흡수분광법에 의 

한 분석은 비록 한 번에 하나의 원소만 분석이 되는 

단점이 있으나 조작이 간편하며 여러 가지 간섭효 

과가 적은 이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숙련공이 기 

기를 다루는 곳이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원 

소를 계속 측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매우 실 

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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