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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결합 플라스마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는 Fassel의 발표이후 매우 많은 연구와 보 

고가 있어 왔으며 지금도 여러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3"되고 있다. 유도 결합 플라스마뿐 아니라 다른 

광원에서도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연구를 들자 

면 광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과 반응-탈 

용매화, 기화, 들뜸, 이온화 및 분자 형성과 해리-를 

들 수 있다. 즉, 시료가 에어로졸 형태로 플라스마 또 

는 광원에 들어간 후 어떻게 시료의 용매가 증발하 

고 시료가 녹으며 기화되고 원자화 및 여기되고 이 

온화가 되는지에 대한 그 일생에 대한 연구이다. 이 

러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각 과 

정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한 통제가 이 

루어질 때 비로소 광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게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유도 결합 플 

라스마에서는 주로 응용에 관한 연구와 들뜸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들만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그 이외의 탈용매화 과정과 이온화 과정 등은 아직 

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응용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며 접근하기도 쉬우나 물리 화학적 근 

본연구는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며 그 진보가 

매우 느린 탓도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 

한 물리화학적 현상의 근본적 이해가 없이는 플라스 

마를 분석학적 광원으로 최대한 이용하는 일은 매우 

힘이 들게되며 그 잠재적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탈용매화 과정(desolvation process)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주로 불꽃&에서 그간 연구되어져 왔으며 

1960년 경 여러 학자Ji들은 주로 기름 방울들의 탈 

때의 증발 속도상수를 측정하였다. Clampitt**는 불꽃 

내에서의 탈용매화 상수를 측정하여 보고하였다. 그 

이후에도 용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플 

라스마에서의 연구는 최근까지 본 연구자의 보고'2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지난번의 연구'2에서는 수용 

매를 주로 하여 원자 분광학에서의 "병목(bottle 

neck)" 이라고 할 수 있는 탈용매화 과정의 이론들을 

살펴 보았으며 , 플라스마에서 의 "Na-bullet" (Initial 

Radiation Zone)을 이용하여 수용매에 대한 증발속도 

상수(evaporation rate constant)를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는 두 번째 단계로서 플라스마에서의 탈용매화 

과정 에 대한 연구를 유기 용매의 영 역까지 적용하고 

자 한다. 이는 많은경우에 수용매뿐 아니라 유기용 

매를 사용하여서도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유기용매를 중점으로 하여 이론들을 살펴보고 

실험과 이론의 비교를 통해 플라스마를 좀 더 근접 

하여 이해하고 나아가 응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어떤 인자가 유기용매를 증발시키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할것인가 플라스마의 온도인가 그렇지 않으 

면 용매의 질량확산계수 또는 평균자유행로와 같은 

운동론적인 것들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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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다면 탈용매화 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서는 플라스마의 어떠한 변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 

장 효율적 인가 예를들어 온도가 10% 변화한다면 그 

것은 탈용매화 과정에 얼마나 변화를 줄것인가를 예 

측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 험

먼저 탈용매과정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용 

매에 염화 나트륨을 1,000 ppm이상 되게 녹인 후 플 

라스마에 분무화 시켜 넣었다. 플라스마의 조건은 

수용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건을 사용하였으나 

유기용매의 경우에는 플라스마를 안정화시키기 위 

하여 좀 더 높은 출력 (13 kW)과 높은 플라스마 기 체 

흐름량(18 L/min)을 사용하였다. 이 때 나트륨에 의 

해 나타나는 IRZ(Initial Radiation Zone: 일명 "Na 

bullet”)의 높이를 측정 기록하였다. 그 다음 히터와 

콘덴서와 이용하여 용매를 미리 완전히 제거시킨 후 

시료를 플라스마에 주입하였다. 이 때 IRZ의 높이를 

관측하였을 때 용매를 제거하기전의 IRZ의 높이와 

의 차이가 시료가 탈용매화 되는데 걸리는 거리라고 

할 수있다. 거리는 플라스마의 기체속도를 이용하여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입자의 초기 크기를 알 

면 탈용매화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시료를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는 히터와 콘덴서를 

이중으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 가열 부분 다음에는 

액 체 아르곤을 이용한 cryogenic trap을 만들어 사용 

하였다. IRZ 높이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플라스마의 형상을 렌즈(초점거리 40 cm)를 이용하 

여 약 5배 가량 확대하여 눈금 스크린에서 측정 하거 

나 망원렌즈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전번의 연구장치U와 동일 

하였고 따라서 본 문헌에서는 설명을 하지않았다. 

사용된 유기용매들은 일반 시약급의 용매들이었다.

이 론

불꽃 또는 플라스마 내에서의 시료가 탈용매화 

및 기화되는 과정은 크게 열 전달(heat transfer)에 

의한 효과와 시료의 표면에서 증발되는 속도가 결정 

하는 질량 전달(mass transfer) 효과가 있다. 이들에 대 

한 자세한 이론은 이미 앞의 논문들1저5에서 잘 토의 

된 바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결과적인 이론을 

유기용매에 적용시키는데 대한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연구들까지의 결과를 요약하여 간단히 

살펴 다음과 같다. 어떤 시료 방울(droplet)이 플라즈 

마나 불꽃 내에 있을 때 열이 얼마나 빨리 시료방울 

표면에 전달되는지가 증발속도를 결정한다면 그것 

은 열 전달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료 

방울이 점차 작아지면서 열 전달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시료 방울 표면에서 증발되어 나 

오는 분자의 flux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즉, 입자가 

작아질수록 단위각 당 질량 flux는 매우 증가하게 되 

어 플라스마의 입자가 효과적으로 시료의 표면에 충 

돌하여 열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입자의 크 

기가 평균자유행로 근처가 되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Knudsen 효과'&라고 한다.

만일 전도도가 너 무 감소하게 되면 증발속도는 완 

전히 시료의 표면에서 떠나는 분자의 운동속도에만 

관련이 있게 되는데 이를 순수한 질량 전달 메커니 

즘이라고 하였다. 실제 수용매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해 본 결과 Knudsen 효과를 고려한 열전달효과의 이 

론치가 수용매에 대한 실험치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Hottel등口과 Bahn'8은 기름입자들이 탈 때의 증발 

속도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고 이를 바 

탕으로 실험치 들을 잘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Clampitt'9는 이 식을 불꽃내의 여러 용매들에게 적 

용시켜 실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때 사용된 증 

발 상수(evaporation constant) 또는 탈용매화 상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kd=^- ln(l+B) (1)
야 Pl

이때 "는 열 전도도이고 C“는 열용량이며 pr은 액 

체의 밀도이다. 여기에서 B는 전이숫자"(transfer 

number)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_ Cp(rg-Ts)+rflcomb
B = 亙 (2)

여기에서 Y는 용매가 탈 때의 요구되는 산소의 량 대 

불꽃 내에 실제 존재하는 산소의 량의 비이며 Hcnmb 

는 연소 열이 된다. 플라스마 내에서는 산소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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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나머지 기호들은 윗 

식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탈용매화 상수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먼저 단위시간당 용매입자에 유입되는 열량 dQ/dt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때 입자가 빛에 의해 

받거나 소비되는 radiative gain과 radiative loss는 작 

으卫로 무시한다.”

쓰 =4g(7i) = -씀4冲哼 (3)

위 식에서 둘째 항은 에어로졸이 받아들인 열량이 

고 마지막 항은 소비되는 열량이다. 윗식을 적분하 

면 1과 시간 t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고 이때의 열전 

달 효과에 의한 탈용매화 상수(kd)의 표현식은 다음 

과 같다.

AHvp
(4)

이 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타 문헌13에 언급되 

었으卫로 여기에서는 배제한다. M은 분자량이며 A 

는 mass counter-flow 계수이며 Tg와 Ts는 각각 플라 

스마 기체의 온도와 에어로졸 표면에서의 온도를 나 

타낸다. 지난 수용매의 연구에서 보여 주었듯이 

Knudsen 효과를 고려한 경우가 더욱 측정치 에 가까 

웠으므로 실제 열전달량 Qk를 구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실제 열 전달량 Qk는 다음과 같다.

0 = (1 気) (5)

이 때 Z는 temperature jump distance*이 며 다음 식 에 

의해 구해질 수있다.

여기 에서 a는 thermal accommodation 계수이며 플 

라스마 기체의 운동에너지가 용매입자 표면에 부딪 

힐 때 실제 전달되는 효율을 알려준다. ?는 비열의 

비이며 Pr은 Prandtl수로서 플라스마의 기체흐름의 

형태에 관련된 계수이다. 용매입자가 플라스마기체 

의 속도와 같아지면 Pr은 무시하게 된다. £*는 효과 

적 평균자유행로^effective mean free path)로서 일 

반적 평균자유 행로에 질량을 고려한 것이다. 즉, 어 

떤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가 충돌시 무거운 입 

자는 큰 운동 모멘트에 의해 계속 더 진행할 수 있음 

을 고려한 것이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은 평균자유행로이며 砰와 %각각 용매 

의 증기와 플라즈마 기체의 분자량이고 6는 입자크기 

에 관련된 파라메터로서 m血g가 작으면 0이고 매우 

천천히 증가하다가 mJ%가 무한대일 때 1/3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5를 근사치로 0으로 놓았다.

이 외에 열전달이 아닌 질량전달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 즉, 입자표면에서의 질량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열이 전달되는 속도보다는 증발되는 입자가 떠 

나는 과정이 탈용매화 과정의 속도를 결정하게 된 

다. 이 이론은 전의 문헌'2에서 잘 설명되고 있으므 

로 여기에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 특히 계산 결과 

를 보면 실험치와 수 배 이상의 오차를 보이므로 유 

기용매에서의 증발에서는 질량전달 메커니즘은 중 

요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된다.

결과 및 토의

먼저 여러 용매에 대한 탈용매화 상수를 계산하기 

위한 여러 상수와 파라메터들을 Table 1에 요약하여 

놓았다. 용매들은 메탄올, 에탄올, 및 이소 프로판올 

을 사용하였는데 이 외의 다른 유기용매들은 도입시 

플라스마가 불안정하여지거나 또는 열역학적 데이 

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주로 하여 실험 

하였다. 측정한 탈용매화 상수와 계산치를 비교하여 

Table 2에 실었다. 먼저 Clampitt이 불꽃에서 사용한 

식 (1)을 이용하였을 때 오차는 10배이상이 나타났 

고 최근의 열 전달 메커니즘을 고려한 식 (4)를 사용 

하였을 때 오차는 2-3배 가량 되었다. 결국 Knudsen 

효과를 고려한 열 전달 효과의 결과가 측정치와 가 

장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는 측정치 

와 잘 일치하며 가장 좋지 않은 메탄올의 경우에도 

약 16%의 오차만을 보여주고 있다. Clampitt의 불꽃 

에 대한 연구3에서 유기용매들의 탈용매화 상수가 

측정치보다 2배가량 높음을 생각할 때 본 연구의 이 

론치는 매우 좋은 결과이다.

현재의 계산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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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arameters used for calculation of desolvation rate constant for methanol, ethanol, and isopropanol

Parameter MeOH EtOH Isopropanol ref
M Molecular weight (g/mol) 32 44 60
X Thermal Conductivity (g.cal/cm.s.K) 63.2 58.3 60.0 22

Heat Capacity (cal/mol K) 31.5 49.0 67.3 23
Transfer Number 0.630 0.691 0.596 calculated
Mass Counter Flow Coeff. 0.7755 0.7602 0.7845 calculated
Heat of Vaporization (cal/g) 9,377 9,674 11,299 24
Gas Temperature (K) 6,000 assumed
Surface Temperature (K) 337.6 351.2 355.5

a Thermal Accommodation Coefficient 0.8 15
Y Specific Heat Ratio 1.667 assumed

L* Effective Mean Free Path (|im) 0.82 0.60 0.52 calculated
P density (g/cm3) 0.7914 0.7893 0.7855 24

Table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calculated desolvation constants in Ar ICP for methanol, ethanol, and isopropan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it; mm2/s)

Calculated
Measured

Eqn. 1 Knudsen effect 
uncorrected eqn. 4

Knudsen effect 
corrected eqn. 4

water* 0.062 0.087 0.019 0.021
Methanol 1.02 0.25 0.078 0.093
Ethanol 1.22 0.31 0.10 0.092
Isopropanol 1.53 0.38 0.13 0.13

*from ref 12

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열전도도이다. 열전도도 

는 플라스마 기체의 열전도도（A而）이거나 용매입자 

의 증기의 열전도도（入唧） 혹은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전도도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플라스마 기체의 온도 또는 증발하고 있는 입자의 

표면 온도 혹은 이 들의 중간 온도（용매입 자 표면과 

플라스마기 체의 평균온도）등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 

하여 볼 수 있다. 먼저 플라스마 기체의 열전도도 

（以「）와 용매입 자의 증기 의 열 전도도（入唧）를 다른 문 

헌에서 얻거나 계산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비교하 

여 보면 Mr이 入vap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탈용매화 상수를 계산하여 보면 3而을 사용한 경우 

가 더 크고 측정치에 비해 더욱 멀어진다. 즉, 둘 중 

작은 쪽이 실제의 상황에서 열전달을 통제하게되고 

측정치와도 가까워진다. 따라서 플라스마 기체와 용 

매의 증기의 혼합물의 경우에도 열전도도가 적은 쪽 

즉, 용매의 증기의 열전도도가 열 전달 과정을 통제 

하게 되므로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또한 온 

도의 경우에 있어서 온도가 증가 할 때 열전도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낮은 온도에서의 

열 전도도가 탈용매화속도를 통제하게 되고 에어로 

졸의 표면에서의 온도 즉, 용매의 끓는점에서의 온 

도에서의 용매의 열전도도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 다른 가능한 오차의 근원은 플라스마 온도의 

불균일성 이 다. 즉, 용매입 자가 플라스마를 통과하는 

구간내에 있어서 플라스마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으 

며 플라스마 내부로 접근할수록 온도는 증가하게 된 

다. 그러나 실험에서 탈용매화에 걸리는 거리는 

1 mm 이내이므로 온도의 변화는 작다고 가정할 수 

있고 온도를 6,000 K로 고정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만일 플라스마 내에서 에어로졸이 증발되는 과정 

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게 된다면 그 구간에 따라 탈 

용매화 상수를 각각 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 

은 사실 타당한 것이며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는 용매입자가 플라스마 내에서 증발되는 과정 하나 

하나를 관측하여야 한다. 현재 본 연구실에서는 레 

이저 산란에 의한 용매입자의 크기 변화를 측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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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다.

플라스마 내에서의 유기용매의 탈용매화상수를 

측정해본 결과 이론치와 상당히 근접되는 결과를 얻 

었다. 측정된 유기용매의 탈용매화 상수는 수용매에 

비해 4-5배 큰데 그 이유는 이론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있다. 열전도도는 수용매의 값이 유기용매 

에 비해 2배 가량 크므로 그 이유가 되지 못하며 분 

자량이 크고 증발열이 작으므로 빠르게 증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기용매의 경우는 평균 자유행로 

가 수용매보다 짧아서 용매 분자가 입자 표면으로부 

터 멀리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곤 분자가 에어 

로졸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즉, 증발되 

는 용매입자들의 열전달에 대한 저항(heat resistent) 
이 적으므로 에너지가 쉽게 전달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으 

로 플라스마내의 탈용매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론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의 미 있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즉, 아르곤 유도결합 플라스마에서는 

수용매와 유기용매 모두 질량 전달 또는 열전달이 

아닌 Knudsen효과가 고려된 열전달 메커니즘이 탈 

용매화과정 (desolvation process) 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 

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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