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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난용성 신소재 중의 하나인 파인 세라믹의 분석을 위하여, 알칼리 용융법과 고압 산분해법 등의 

시료 전처리법을 유도결합원자발광분광기(ICP-AES)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A12O3 분말을 분석하여 본 결과, 

고압 산분해법이 알칼리 용융법보다 재현성 있는 측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SiC 분말의 경우에서는 고압 

산분해법으로 처리한 후 Si 매트릭스를 Si-F 형태로 증발시켜서 분석하여 본 결과 분말 중의 ppm 농도 범위의 

불순물들이 매트릭스에 의한 간섭없이 분석되었다. 일본 인증기준물인 JCRM022, JCRM023 초미립 분말을 

고압 산분해법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좋은 재현성과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For the analysis of fine ceramics, which is one of 나le new materials difficult to be 
dissolved, the methods of sample pretreatments such as alkali fusion and high pressure acid digestion 

were studied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er(ICP-AES). For the AI2O3 

powder sample, the results from high pressure acid digestion method showed better reproducibility than 

those obtained by alkali fusion technique. In the ca옪e of the analysis of SiC powder using the former 

method, impurities of the powder in the range of ppm were determined without matrix interference 

by removing Si as Si-F volatilization. Japan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QCRM022 and JCRM023) were 

analyzed by this method for ultra fine powder and the results showed high accuracy and good reproducibi

lity.

서 론

비전도성 소재 중에서 구조용 세라믹은 신금속, 

초전도성 물질 등과 함께 신소재 첨단제품의 재료 

로서 그 응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면, 모터, 엔진 등의 

핵심부품이나, 가공부품, 반도체 절연체 둥 그 용도는 

다양하며, 특히 근래에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인 고 

순도 초미립 세라믹 분말로 만들어진 제품들온 경도 

등의 물리적 특성이 탁월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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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미립 세라믹 시료의 성분분석은 기존의 

다른 세라믹들과는 달리,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미립 분말로 만들어짐으로서 

제품화될 sintered body 등의 시료 전처리 과정이 

기존의 방식들로서는 시료 처리가 힘들므로 새로운 

전처리 방법이 요구된다割.

둘째, 대부분의 첨단 신소재들과 마찬가지로 순 

도가 높은 세라믹 분말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고농 

도의 매트릭스 상태에서 미량 원소 분석을 해야 하 

므로 시료처리과정 뿐만 아니라, 기기의 측정에서 

여러가지 방해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朽 세째, 초 

미립 분말 세라믹 종류의 다양성으로 각각의 시료 

처리 방법이 다르게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량원 

소의 분석이므로 오염 둥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노력이 많이 든다.

일반적인 시료 용해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Na2CO3 등의 알칼리 금속 화합물올 사용하여 고온 

에서 처리하는 알칼리 용융법, 염산, 질산 등 여러 

가지 무기산 등을 이용한 열린계 산분해법, 산등을 

닫힌계에서 가열하는 고압 산분해법, 그리고 마이크 

로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분해법 등이 있다研. 

이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면, 첫째로 언급된 

알칼리 용융법은 시료 처리 과정이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며, 특히 처리 후 처리 

중에 들어간 시약들에 의한 매트릭스의 영향으로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기 (ICP-AES)를 이 

용한 분광분석 측정에 정확을 가하기가 매우 어렵 

다둘째로 열린계 산분해법은 시료의 용융 효 

율이 매우 낮으며, 시간도 매우 많이 걸려서, 유기, 

생체시료 등에서는 아직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나, 

난용성인 고순도 세라믹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 

가 드물다DT5. 세째로 고압 산분해법은 시료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고압의 

위험성이 있으나, 처리 후에는 매트릭스의 영향이 

가장 적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오븐 등을 사용하면 

정확한 용융조건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닫힌계에서 

실험하므로 시료의 손실이 적다16~22. 마지막으로 마 

이크로파 분해법은 단시간에 시료의 처리가 가능하 

나, 세라믹 시료에의 적용여부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처리 조건의 최적화에 시간이 걸 

리며, 단시간내에 고온으로 처리됨으로써 닫힌계에 

서의 고압에 관한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하나, 유기, 

생체 시료들의 분석에는 성공적으로 응용되고 있屮.

본 연구에서는 초미립 구조용 세라믹 분말 중에서 

그 수요가 가장 많고 정처리가 어려운 SiC와 A12O3 

분말들의 시료 처리법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였 

으며, 이렇게 처리된 시료들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기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장치. 본 실험에서는 미량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을 분석해야 하므로 시료를 처리하는 모든 

시약, 특히 과량으로 사용되는 산들에 의한 오염의 

영향이 크다. 알칼리 용융시 사용되는 Li2CO3(Ald- 

rich, U. S. A.)는 99.997% 순도의 시약을, H3BO3 

(Shinyo Pure Chemicals Co., LTD., Japan)는 S. P. 

C. GR grade 시약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모든 산들은 

제작된 sub-boiling system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HF의 정제를 위하여 적외선 램프와 테프론 병을 

이용한 sub-boiling system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 

며, 염산과 질산 역시 Pyrex로 만들어진 sub-boiling 

system을 이용하여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25. 황산은 

전자급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였다. Sub-boiling sys

tem 하에서 이들 산들의 collection rate는 하루에 

약 40 m/ 정도이다.

실험에 필요한 시료인 則。3와 SiC 분말은 평균 

입자 크기가 1.0 pm 정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순 

도는 약 99.6%로 준비하였다. 표준용액은 matrix 

match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 A12O3 

의 경 우, 99.9999%의 고순도 aluminium(Alpha pro

ducts, U. S. A.)을 염산(1：1)에 녹여서 매트릭스 

matching에 사용하였으며, 산의 농도로 처리되는 

시료에 들어간 양과 같게 하여 산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시료의 처리에 필요한 요인은 산의 종류와 그들의 

배합, 온도, 온도를 유지시키는 시간, 그리고 밀폐된 

용기내의 압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쉽게 실험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은 용기내의 압력인데 이것은 가 

해주는 온도와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히 조절하기 위한 실험장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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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실험에 필요한 온도와 작동 시간의 정 

확한 조절 및 약간의 산 증기를 처리하기 위한 forced 

convection temperature programmable oven(Daeil 

Engineering, Seoul)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오븐은 

14개의 단계로 실온에서 섭씨 300도 사이를 프로그 

래밍시켜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료 처리를 

위한 용기로서 백금 도가니를 포함하는 sealed 

PTFE high pressure acid digestion bomb(model 

HU-50, San-ai Kagaku, Japan)을 사용하였다.

처리된 시료와 준비된 표준용액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AES : Thermo-Jarrel Ash, Polyscan 61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조건은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AWB의 시료 처리에 사 

용한 방법은 효율이 좋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법 인 

sealed PTFE 용기를 사용한 고압 산분해법과 알칼 

리 용융법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SiC 시료는 

고압 산분해 방법으로만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알칼 

리 용융법의 경우, 흔히 사용되는 NazCQ는 Na의 

측정시에는 사용하기 불가하므로, I&CO3를 H3BO3와 

같이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알칼리 용융법을 이용한 印2。3의 분석법은 다음과 

같다. 분말시료 약 0.1g을 넓은 바닥의 백금 도가 

니에 넣고 그 위에 Li2CO3 0.8g과 H3BO3 1.0g올 

차례로 가한 후, 버너로 가열하여 녹였다. 여기에 

HCK1 + 1) 20 nV를 가하고 약간 가열하면서 녹인 후, 

100 m/로 희석하여 ICP-AES로 분석하였다. 고압 

산분해법을 이용한 AI2O3의 분석은 시료 약 0.1 g을 

백금 도가니속에 넣고 황산(1 + 3) 15 m/를 가한 후, 

준비된 PTFE 용기에 넣고, 오븐에서 녹였다. 오븐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도록 조절하였으며, 섭씨 230 

도에서 약 50시간 동안 머물게 하였다.

SiC의 분석은 고압 산분해법만 이용하였다. 약 0.2 

g의 파인 세라믹 분말이 들은 백금 도가니에 황산 

5 ml, HF 5 ml, 그리고 질산 5 m/을 가하고 PTFE 

용기를 이용하여, 섭씨 230도에서 25시간 동안 프 

로그래밍하여 녹였다. 백금 도가니를 백연이 날 때 

까지 가열한 후, 내용물을 식힌 후 100 m/로 회석하여 

ICP-AES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A12Oj 분말 시료의 분석. A12O3 분말 시료를 산 

분해법과 알칼리 용융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 

하여 전처리한 후 ICP-AES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2〜4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알칼리 용융법으로 

처리한 결과이며, Table 3, 4는 산분해법으로 처리된 

결과이다. 분석방법은 우선 polychromator로 정성 

분석을 한 후, 목적원소 중에서 미량으로 존재하거나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ICP-AES

Instrument Operating conditions

ICP model: Thermo Jarrel Ash Co.
Polyscan 61E

ICP generator : frequency 27.12 MHz crystal control and Power : Incident: 0.95 kW
free running type Reflective : <1W
Torch : demountable standard torch Gas flow rate : Outer gas : high flow (13//min)

Nebulizer : cross flow pneumatic type with peristaltic pump

Aerosol gas : 30 psig (0.8 Z/min)
Observation height

15 mm from load coil
Sample uptake rate : 1.5 m//min

(model: multiplus 3, Gilson)
Spectrometer

Vacuum monochromator : Czerney-Tumer mount Pressure : 5 torr with Ar purge
0.75 m focal length with 2400 grooves/mm ruled grating 

Vacuum polychromator: 0.75 m focal length with Pressure <10 mtorr
2400 grooves/mm ruled grating 34 detection channels

1994, VoL 38,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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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AI2O3 powder analysis by alkali 
fusion method (unit: ppm in powder)

Elements Na Ca Fe Si Mg 

Table 3. The result of A12O3 powder analysis by acid 
digestion method (unit: ppm in sample powder)

Elements Na Ca Mg Ti Fe Si

7.9 44.7

63.6 11.5 Sample 1 1850 93.8 5.1 19.1 — —
55.5 4.6 Sample 2 1830 95.0 5.1 18.9 34.5 39.0

— — Sample 3 1840 92.2 5.2 19.3 34.8 36.6
— — Average 1840 93.7 5.1 19.1 34.6 37.8

55.1 6.2 RSD (%) 0.5 1.5 1.0 1.0 0.5 4.5
53.7
57.0

5.5
6.95

L. 0. D. 10 0.5 0.2 0.003 0.2 0.2

1
3
8
9
3
8
4
3

73
65
68
65
52
78
67
13

3
 3
 2
 4

47
59
51
538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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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romator에서 감도가 좋지 않은 원소들인 Mg, 

Ti, Si은 monochromator로 정량하였으며, 나머지 

원소는 polychromator로 동시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알칼리 용융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sodium car

bonate 대신에 99.995%의 lithium carbonate-f- 사 

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12O3 분말을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Na이 검출되었다. 측정되는 시료 용액 

속에는 약 1500 ppm의 Li과 1800 ppm 정도의 B 이 

매트릭스로서 10% 염산용액에 녹아 있는 상태이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 분말 속에는 약 

2000ppm(0.2%) 정도의 Na이 불순물로 들어 있는데, 

Na이 이처럼 많이 존재하면 분말의 용융점이 내려 

감으로써 sintered body의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석 결과들의 재 현성이 좋지 않아서 과량으로 

존재하는 Na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의 RSD가 3% 

이상으로 되었고, 특히 실험 3과 4에서는 Mg과 Si이 

오염되어, 만족한 정량치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일반 

적으로 AI2O3에서의 Si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도 재현성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Fe는 상당히 높은 RSD값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사용된 백금 도가니에서 오염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산분해법에서는 시약오염에 의한 

영향이나 사용하는 용기에 의한 오염의 영향을 최 

소화시키기 위하여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고, 시료의 

처리조건, 예를 들면 가열온도나 반응시간 등을 정 

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백금 도가니의 세척을 위해서 시료 분석시에 

사용한 같은 양의 황산을 넣고 섭씨 230도에서 약 

100시간 처리하고 다시 A12O3 분말을 산분해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의 

RSD는 Si를 제외하고는 1.5% 미만이며, Si은 아직도 

분석치가 약간의 분산현상을 보이지만 알칼리 용융 

법으로 얻어진 결과보다는 훨씬 안정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각 원소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알칼리 

용융법에 비해 산분해법으로 처리한 결과가 Ca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에서 모두 적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Fe의 경우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Fe의 분산된 실험결과의 원인은 사용하는 백금 도 

가니에 기인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 시료용액속 

의 Pt 농도를 정량분석해 본 결과 50시간 약 1〜2 mg 

정도의 Pt가 도가니에서 녹아 나오는 것을 확인되 

었다. 또한 알칼리 용융법에서는 정성은 가능했으나 

재현성 때문에 정량이 불가능했던 Ti을 산분해법으 

로 처리한 결과 정량이 가능했는데, 이는 Li, B 등에 

의한 매트릭스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결론적으로 고순도 A12O3 분말의 분석을 위하여 

알칼리 용융법과 산분해법을 사용해 본 결과 과량 

으로 존재하는 Na을 제외하고는 분석한 결과에 상 

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각 원소에서의 상대표준편차 

는 산분해법으로 처리한 결과가 알칼리 용융법으로 

처리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한 데이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AI2O3의 분석시 시료 중 

Si 함량이 무게비로 0.1% 미만일 경우에는 산분해법 

전처리가 매우 안정하며 재현성도 좋다는 사실을 

알았다.

SiC의 분석. SiC 분말시료를 산분해법으로 전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시료 

처리과정에서 Si은 F과 반응하여 증발되어 제거되 

었으며, 알칼리 용융법에서와 같은 시약에 의한 매 

트릭스 간섭현상이 없으므로 미량으로 존재하는 Cr,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파인 세라믹의 분석을 위한 알칼리 용융법과 고압 산분해법의 비교 및 웅용 415

Table 4. The result of SiC analysis by acid digestion method (unit: ppm in sample powder)

Elements Al Fe Ca M 홈 Cr Ti V Ni Mn Zr

15.2
15.5
15.3
16.1
16.8
15.9
16.0
15.8
3.5

619
604
610
608
616
624
614
614
1.1

163
163
161
167
170
164
164
165
1.8

34.7
34.8
34.7
34.6
35.4
35.0
34.6
34.8 
0.8

8.55 
7.91 
13.5 
999 
9.99 
2.5

86.5
85.3
84.5
86.7
87.3
85.3
84.6
85.7
1.3

103 
100 
97.7 
114 
114 
115 
119 
109 
7.8

34.6
33.6
35.5
37.3
35.7
36.7
38.7
36.0
4.7

76
86
74
88
-83
97
68
82
5-5

2

2

2

3

Table 5. The result of SiC analysis by acid digestion method (unit: % in standard powder)

Elements Al Fe Ca Mg Cr Ti V Ni Mn Zr

ref.
val.

0.003 0.015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JURM023
exp. 
val.

0.002 0.015 0.002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T/、T、n rccc 一

ref.
val.

0.058 0.051 0.025 0.005 0.006 0.003 <0.001 0.001 0.001 0.001

JCR1VI022
exp. 
val.

0.060 0.053 0.027 0.005 0.007 0.003 <0.001 0.001 0.001 0.001

JCRM023: Japan ceramic reference material 023. JCRM022: Japan ceramic reference material 022, ref. val.: 
reference value, exp. val.: experimental value.

V, Ni, Mn, Zr 등의 정량도 가능하였다.

이렇게 미량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의 정량치는 매 

우 작아서 상대적으로 RSD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원소들은 대개 2% 미만으로 좋은 재현성을 

보여주고 있다.

A12O3 분말의 분석시료로서는 고순도 기준물질을 

구할 수가 없었으나, SiC의 경우는 고순도 ultra fine 

power 인증기준물인 JCRM022와 JCRM023(Japan) 

를 사용하여 산분해 처리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ref. 

val.는 기준값이며, exp. val.는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인데, 측정된 전 원소들을 통하여, 기준값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다. SiC 분말에 존재하는 불순 

물인 Al, Fe, Ca 등은 원료나 공정과정에서 첨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주요 관심 원소들의 분석 

결과를 검토해 보면, ALO3의 분석에서는 Si, Ca 분 

석치의 재현성 문제가 생겼으나, SiC 분석에서는 

A1 과 Ca의 데 이타가 기준값과 실험값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SiC의 경우, 주성분으로 

존재하는 Si를 제거하여 매트릭스의 영향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시료 처리법의 비교. 시료 처리시에 가하는 산 

및 첨가 시약들에 의한 영향을 시험하기 위하여 SiC 

시료를 알칼리 용융법과 산분해법으로 처리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알칼리 용융의 경우, 시료 준비는 

Si 1000 ppm에 boric acid 0.1 g, sodium carbonate 

0.66 g을 녹여서 매트릭스의 조건을 만들었고, 산분 

해법은 표준용액으로 조정하였으며, 각 목적원소의 

농도는 같게 하여 비교하였다.

Ca lppm과 Al 2 ppm을 알칼리 용융법의 매트 

릭스 조건과 5% 황산의 조건에서 측정한 각 스펙 

트럼을 Fig. 1, 2에 나타내었다. A1 스펙트럼의 경우 

두 개의 스펙트럼이 겹치므로 5% 황산 용액에 0.1 

ppm의 Mg을 첨가하여 A1 309.271 nm 신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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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U  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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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315.75 하 5.87 315.99 316.11
Wavelength (nm)

Fig. 1. Ca spectrum at 315.887 nm in different matri
ces.

옆에 Mg(I) 309.300 nm의 신호가 보이게 하여 구분 

하였다.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A1 에서는 두 방법의 

신호값에 큰 차이는 없으나 Ca의 경우 알칼리 용융법 

조건에서의 신호값이 월등히 높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넣어주는 시약 자체에 의한 불순물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알칼리 용융법 매트릭 

스의 바탕 스펙트럼을 얻어본 결과, Ca의 경우에는 

바탕 신호값이 측정시료의 신호값의 50%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약 10% 미만인 Fe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산분해 시료 

처리방식의 5% 황산 속에 들어 있는 Fe lppm의 

스펙트럼을 얻어 본 결과, 시약 바탕에서의 불순물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알칼리 용융법으로 

처리한 시료의 측정은 매트릭스에 의한 높은 바탕 

세기 때문에 고압 산분해법으로 처리한 시료에서 

보다 더 큰 오차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료처리 시약에 의한 불순물 영향 이외에 이들 

스펙트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탕세기에서 

나타나는 바탕 신호값의 차이이다. 스펙트럼에서 보 

듯이 알칼리 용융법에 의해서 처리된 시료나 5% 

황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탕세기는 거의 비슷하나, 

순수한 증류수의 경우에는 바탕세기가 증가해 있음 

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Nukijama-Tanasawa 식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對.

황산 용액의 경우 시료의 주입속도는 peristaltic 

pump를 사용하여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 시료 주 

입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없앴으나, 점도의 증가로

0 
8 
6 
4 
2

A
X

SU

8
>
흐

309.05 309.11 309.17 309.23 309.29 309.35 309.41 309.47
Wavelength (nm)

Fig. 2. Al spectrum at 309.271 nm in different matri
ces.

인하여 황산이 들어 있는 용액이 분무될 때 방울 

크기가 증가하여 플라즈마에 영향을 줌으로써, 바탕 

세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방울 크기의 영향은 건식 플라즈마와 

습식 플라즈마의 스펙트럼을 관찰함으로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건식 플라즈마의 바탕세기가 습식 

플라즈마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러므로 매트릭스가 다른 경우, 측정시에 바탕세기 

수정 또는 바탕세기 보정을 해주어도 문제가 생기며, 

피이크 위에서의 적분 방법 역시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용성 세라믹인 A12O3 미세분말과 

SiC 미세분말의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 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A12O3 시료의 경우, 알칼리 용융법과 산분해법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는데, 알칼리 용융법은 

노동력, 시간, 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재현 

성도 좋지 않았으나 산분해법으로 최적화시킨 조건 

에서 분석한 결과, 재현성이 매우 좋은 정량치를 

얻었다. SiC의 기존 분석방법에서는 알칼리 용융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료를 산분해법 

으로 처리하고 난 후 Si을 Si-F로 제거하므로써 알 

칼리 용융법에서 야기되어 오던 다량 첨가 시약 및 

매트릭스의 방해 없이 재현성이 좋게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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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본 법으로 일본 인증기준물인 JCRM 시료 

들을 분석한 결과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료 측정시, 시료 중의 매트릭스, 또는 첨 

가하는 산의 효과가 신호값에 미치는 물리적 간섭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불순물의 영향을 줄 

이기 위한 바탕값 보정 뿐만 아니라, 바탕세기 수정 

및 매트릭스 매칭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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