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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양광 산업에서 폐기물로 발생하는 Si/SiC 혼합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재활용을

위해서 Si/SiC 혼합물의 소결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iC함량에 따른 소결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기분급

기를 이용하여 Si/SiC 혼합물에서 SiC 함량을 변화시켰다. SiC 함량이 변화된 Si/SiC 혼합물에 카본블랙, 점토 및 수산화알루미늄

을 첨가하여 소결하였다. Si/SiC 혼합물의 특성분석 및 첨가제 변화에 따른 Si/SiC 혼합물 소결체의 특성변화를 SEM, XRD, 입도

분석 및 겉보기 밀도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SEM 및 입도분석결과, SiC 95% 시료의 경우에는 원시료 및 SiC 75% 시료와

비교하여 1 µm 크기 이하의 미립입자가 크게 감소하여 공기분급을 통한 미세입자 제거가 SiC 함량 제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산화알루미늄을 첨가함에 따라서 β-Cristobalite 가 감소하고 mullite 생성량이 증가하였으며, 카본블랙의 첨가가 소결

특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태양광, 실리콘, 실리콘카바이드, 재활용, 소결 

Abstract

The recycling of the Si/SiC mixture sludge obtained from solar cell industry is very significant, environmentally and eco-

nomically. The sintering characteristics of Si/SiC mixture sludge was studied for the purpose of recycling. In this study, to under-

stand sintering behavior, SiC content in the Si/SiC mixture was controlled using an air separator. Various Si/SiC mixtures having

different SiC contents were sintered using carbon black, clay and aluminum hydroxide as sintering aids. Physical properties of

Si/SiC mixture and sintered bodies have been characterized using SEM, XRD, particle size analyzer and apparent density mea-

surement. SEM and particle size analysis result confirmed that the fine particles less than 1 µm decreased or removed more effec-

tively through the air separator in the case of 95% SiC sample compared than the case of 75% SiC sample or original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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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Further, with addition of the Aluminum Hydroxide, β-cristobalite phase gradually decreased while mullite phase grad-

ually increased. The addition of the carbon black improved the sintering characteristics.

Key words : photovoltaic, silicon, silicon carbide, recycling, sintering

1. 서 론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

는 효율적인 청정에너지이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

기 위한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절삭유(diethylene glycol

등)와 함께 연마재로서 탄화규소(SiC) 분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리콘 잉곳의 약 50%가 분말형

태로 손실되고 있다.1,2) 실리콘웨이퍼 제조공정에서 발

생하는 Si/SiC 혼합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태양광 산업의

경제성 제고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3,4)

태양광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순도 실리콘

및 Si/SiC 혼합물에서 절삭유를 재활용하는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5-10) 이러한 재활용 노력으로 웨이퍼 제

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고순도 실리콘과 탄화규

소 및 절삭유는 분리공정을 거쳐서 재활용되고 있다. 하

지만 재활용과정을 거치고 남은 잔여 Si/SiC 혼합슬러

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처리량이 국내에서

만 연간 10,000톤 규모가 발생되고 있다.10) Si/SiC 혼

합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리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세라믹 도자기 원료로 사용하거나11) 전기장을 이

용하여 Si와 SiC를 분리하는 등12) 다양한 연구를 진행

하였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Si/SiC 혼합물은 재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Si/SiC 혼합물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

기 위해서는 균일한 품질특성 유지 및 경제성을 충족해

야 한다. SiC는 고온안정성, 내산성뿐만 아니라 내마모

성 등 우수한 특성으로 철강산업의 내화물이나 반도체

의 고온공정, 원자로 등 그 사용분야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SiC는 대부분 소결체 형태로 제조되어 활

용되지만 고온에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소결체로 제

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결체로 제조하기 위

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

이었다. 따라서 SiC 소결온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13-14) 최근에는 고온에서 열 교환을 극

대화하기위해 허니컴 형태로 제조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DPF) 및 축열 소재로의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허니컴 형태의 SiC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성형과정에서 압출공정에 적합한 점결성 유지 및 입자

간 결합을 위한 binder가 필요하다. 하니컴 형태의

block 제조를 위한 점결성 유지 및 binder 소재로서 점

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하지만 점토를 사

용할 경우에는 점토에 포함되어 있는 SiO2 성분으로 인

하여 불안정한 광물특성을 갖는 cristobalite 광물이 생

성되기 때문에 점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cristobalite 광

물을 최소화하는 배합 및 소결조건의 선정이 요구된다.

또한 Si/SiC 혼합물의 품질특성을 균일화할 수 있는 분

리분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물의 소결실험

에 앞서 Si/SiC 혼합물이 일정한 성분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공기 분급기를 이용하여 SiC 함량별로 분리하였다.

SiC 함량변화 및 첨가제 변화에 따른 Si/SiC 혼합물의

소결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SiC 함량이 변화된

Si/SiC 혼합물에 카본블랙, 점토 및 수산화알루미늄

(Al(OH)3)을 첨가하여 소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2. 실험방법

국내 N사 태양광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슬

러지로부터 절삭유를 분리하여 본 실험의 원료로 사용

하였다. SiC/Si 혼합물에서 SiC 함량을 높이는 것은 분

리정제 공정설비 및 경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

정설비를 간소화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공

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SiC 함량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SiC 함량 변화에 따른 Si/SiC

혼합물의 소결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i/SiC 혼합물

의 분리정제 및 소결하고자하는 출발원료의 SiC 함량

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50 ATP 공기분급기(Hosokawa

Micron Ltd)를 이용하였다. 공기분급과정을 거쳐서 Si/

SiC 혼합물에서 SiC 함량을 75%와 95%로 조절하여

Si/SiC 소결실험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Si/SiC 혼합물의

소결조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점토와 수산화알루미늄의

배합비와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광물특성 변화를 우선

적으로 검토하였다. 소결온도는 1350oC와 1400oC로 변

화시켰으며, 점토에 대한 수산화알루미늄 함량은 10%,

20%, 30%, 40% 및 50%로 증가시켰다. 승온속도는

5oC/min, 소결시간은 2h 으로 유지하였으며 공기분위기

에서 소결하였다. 첨가제 변화에 따른 Si/SiC 혼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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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실험은 기존의 연구결과 및 예비실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카본블랙, 점토 및 수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하였다.

카본블랙은 일본 미쓰비시사 MA100을 이용하였으며,

점토는 일반 카오린 보다 점착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

려진 와목점토를 사용하였다. 수산화알루미늄은 Sigma-

Aldrich사의 시약급(Al2O3, 50 ~ 57%)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카본첨가량은 Si/SiC 혼합물에서 Si 함량을

고려하여 5%로 고정하였다. 점토의 함량은 혼합기에서

Si/SiC 혼합물의 반죽상태를 고려하여 15%로 고정하였

다. 수산화알루미늄과 점토와의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

로 해서 수산화알루미늄 함량을 6.5%와 15%로 변화하

였다. Si/SiC 혼합물의 소결에 있어서 점토 첨가에 의

한 cristobalite 광물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결

온도는 1400oC로 고정하였다. 승온속도는 5oC/min, 유

지시간은 2h 으로 하였으며 첨가제로 사용한 카본블랙

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소결하

였다. Si/SiC 혼합물 및 공기 분급기를 이용하여 분리

된 시료는 Particle size analyzer(Beckman Coulter,

Model LS 230)로 측정하였다. SiC 성분분석은 KS L

1612 파인세라믹스용 미분말의 화학분석 방법에 의거

분석하였다. 결정상 분석을 위한 X-선 회절은 Ni-

filtered CuKα radiation을 이용하여 Rigaku D/Max-A

diffractor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스캔속도는

4o/min으로 하였다. 온도에 따른 소결체의 미세구조 분

석은 SEM(S-4100, HITACHI사)을 이용하였다. 소결체

의 소결밀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KS L 4008 도자

기의 겉보기 기공율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겉보기 밀도

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i/SiC 혼합물의 분리분급

Si/SiC 혼합 슬러지에서 절삭유를 분리한 시료의

SEM 및 입도분석결과를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 SEM 분석결과, 1 µm이하의 작은 입자와 5 µm이상의

조대한 입자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양광산업에서 발생하는 Si/SiC 혼합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8)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 및 SEM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5 µm이상의

조대한 입자는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재로 사용되고

있는 SiC 분말이며, 1 µm 이하의 미세한 입자는 Si 잉

곳에서 발생하는 Si 분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Si/SiC

혼합물의 입자표면이 날카롭지 않고 뭉뚝함을 알 수 있

는데 이것은 웨이퍼 가공과정에서 입자표면의 마모과정

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의 입도분석결과에

서 보듯이 1 µm이하의 미세한 입자와 5 µm이상의 입자

가 Bimodal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특

성이 상이한 입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난 SEM 분석결과와도 일

치하였다. 일본 Hosokawa Micron Ltd사 공기 분급기

를 사용하여 SiC함량을 75%와 95%로 조절한 시료의

SEM 및 입도분포 분석결과를  Fig. 3과 Fig. 4에 나타

내었다. SEM 및 입도분석결과, SiC 95% 시료의 경우에

는 SiC 75% 시료와 비교하여 1 µm 크기 이하의 미립입

자가 크게 감소하여 공기분급을 통한 미세입자 제거가

SiC 함량 제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점토와 수산화알루미늄 배합에 따른 소결특성

Fig. 5는 열처리 온도 및 점토에 대한 수산화알루미

늄 첨가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XRD 분석결과다. 열처

리온도는 점토와 알루미나 혼합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

Fig. 1. SEM image of Si/SiC mixture.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i/SiC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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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16) 및 온도변화(1300oC ~ 1500oC)에 따른 사전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실험에서는 1350oC와 1400oC

로 고정하여 소경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점토에 대한

수산화알루미늄의 비율은 5 : 1, 5 : 2, 5 : 3, 5 : 4, 5 : 5

로 변화하여 실험하였다. 열처리 온도를 1350oC로 하였

을 경우에는 수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을 5 : 2(40%)까지

증가시켜도 β-Cristobalite(SiO2) 광물 peak가 존재하였

다. 하지만 열처리 온도를 1400oC로 증가하여 열처리할

경우에는 점토에 대한 수산화알루미늄의 함량을 5 : 1

(20%)만 첨가하여도 β-Cristobalite 광물 peak가 없어져

Fig. 3. SEM image of Si/SiC mixture after air separation.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i/SiC mixture after air separation.

Fig. 5. XRD data of sintered clay with aluminium hydroxide additions at (a) 1350oC, (b) 1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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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처리온도 증가가 β-Cristobalite 광물함량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1350oC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는 점토에 있는 SiO2 성분과 첨가된 수산화알루미늄의

Al2O3 성분이 반응하여 mullite(3Al2O32SiO2) 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400oC에서 소결

한 시편의 경우는 점토의 SiO2 성분과 수산화알루미늄

의 Al2O3 성분이 반응하여 mullite상으로 전환되기에

적정한 온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

토에 알루미나를 첨가하여 소결특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결과16)와 일치하였다. Fig. 6은 소결온도를 1400oC

로 하였을 때 수산화알루미늄 함량 변화에 따른 SEM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SEM 분석결과, 수산화알루미

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소결특성이 저하되고 서로

뭉쳐서 덩어리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i/SiC 혼합물의 첨가제로서 점토와 알루미나를 첨가제

로 사용할 경우에는 β-Cristobalite 광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비율의 알루미나 source의 첨가와 더불어

알루미나를 충분히 소결할 수 있는 소결온도 증가 및

소결조제의 첨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3.3. Si/SiC 혼합물의 소결특성

태양광산업에서 발생한 Si/SiC 혼합물의 특성분석 및

점토와 수산화알루미늄의 배합비율에 따른 소결특성 분

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첨가제 변화에 따른 Si/SiC 혼합

물의 소결특성 변화실험을 1400oC에서 실시하였다. 소

결실험을 위한 첨가제의 배합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Si/SiC 혼합물에서 SiC 함량은 분리정제 공정 및

경제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Si/SiC 혼합물을

활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할 때 경제성 및 분리공정을 고

려한 적정 SiC 함량을 검토하기 위해서 SiC 함량을

75%와 95%로 변화하여 소결실험을 실시하였다.

1400oC 소결조건에서 첨가제 변화에 따른 Si/SiC 소결

체의 XRD 분석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Si/SiC

혼합물에서 SiC 함량 및 첨가제에 따른 SiC peak

intensity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본 실험조건에서 β-

Cristobalite peak는 관찰되지 않았다. Si/SiC 혼합물의

Fig. 6. SEM image of sintered clay with aluminium hydroxide additions at 1400oC.( (a) Clay : Aluminium hydroxide (5 : 1),

(b) Clay : Aluminium hydroxide (5 : 3), (b) Clay : Aluminium hydroxide (5 : 5) ).

Table 1. Composition variations of Si/SiC mixture with additive for sintering experimental          (g)

No. Si/SiC mixture (SiC 75%) Si/SiC mixture (SiC 95%) Clay Carbon Black Al(OH)3

1 80 - 15 5 -

2 75 - 15 - 13

3 75 - 15 5 6.5

4 - 75 1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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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에서도 수산화알루미늄 첨가에 따라서 mullite peak

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첨가된 수산화

알루미늄이 점토에 잔류하고 있던 미 반응 SiO2 성분과

고온에서 반응하여 mullite를 형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점토와 수산화알루미늄의 배합

비율 변화에 따른 소결특성 실험결과와도 일치하였다.

SiC 함량변화에 따른 mullite peak intensity 변화는 거

의 없었다. Si/SiC 혼합물 소결체의 겉보기 밀도변화를

Fig. 8에 나타냈다. Si/SiC 혼합물에서 SiC 함량을

75%와 95%로 변화시킨 조건(No.2, No.4)에서의 겉보

기 밀도는 SiC 함량이 75%인 소결조건 (No.6)에서 오

히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iC 함량변화

가 소결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

었다. 겉보기 밀도는 카본블랙을 첨가한 조건(No.1,

No.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카본블랙의 첨가가

소결특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7. XRD data of sintered Si/SiC mixture with various additives.

Fig. 8. The apparent densities of sintered Si/SiC mixture

with various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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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태양광 산업에서 발생하는 Si/SiC 혼합물을 소결체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SiC 함량과 첨가제 변화에 따

른 소결특성 영향을 검토하였다. SiC 함량 변화에 따른

시료를 분석한 결과, SiC 95% 시료의 경우에는 원 시

료 및 SiC 75% 시료와 비교하여 1 µm 크기 이하의

미립입자가 크게 감소하여 공기분급을 통한 미세입자

제거가 SiC 함량 제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점토와 수산화알루미늄 배합실험에서 수산화알루

미늄 첨가와 열처리온도의 증가가 β-Cristobalite 감소와

mullite 생성량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수산화알루미늄을 첨가할수록 소결특성이 저하되

기 때문에 점토와 알루미나의 적정 배합비 선정 및 알

루미나를 충분히 소결할 수 있는 소결온도 증가 및 소

결조제의 첨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Si/SiC 혼합

물의 소결실험에서 SiC 함량변화가 소결체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카본블랙을 첨가함에 따라서

Si/SiC 소결체의 겉보기밀도가 높게 나타나 카본블랙의

첨가가 소결체의 소결특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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