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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광 발전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주목

을 받고 있으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 운동에 의해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 태양전지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결정계 Si을 이용한 태양전지는 신뢰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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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양전지용 실리콘은 주로 반도체급 실리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규격외 실리콘을 사용하여 왔다. 태양전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서는 보다 저렴한 정제 공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태양전지용 실리콘을 위한 저비용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은 금속급 실리콘을 정제하여 고
순도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급 용융 실리콘 중의 Fe를 제거하기 위해 고주파 유도로 중에서 일방향 응고를 실시하였다. 실험
조건과 실험결과를 유효 편석계수, Scheil 식 및 Peclet 수로 평가하였다. 시료의 하강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불순물의 매크로 편석과 잉곳
의 순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료의 하강속도 감소에 따른 유효 편석계수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태양전지, 금속급 실리콘, 일방향 응고, 철, 편석계수

Abstract

Solar grade silicon (SoG-Si) has been commercially supplied mainly from off-grade high-purity silicon manufactured for 

electronic-grade Si (EG-Si). Therefore, for wider application of solar cells, the development of a refining process at a 

considerably lower cost is required. The most cost-effective and direct approach for producing SoG-Si is to purify and upgrade 

metallurgical-grade Si (MG-Si). In this study, directional solidification of molten MG-Si was conducted in a high-frequency 

induction furnace to remove iron from molten Si.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were also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 segregation coefficient, Scheil equation, and Peclet number. The study showed that when the descent velocity of 

the specimen decreased, the macro segregations of impurities and ingot purities increased. These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segregation coefficient with the decrease in the rate of descent of the specimen.

Key words : solar cell, metallurgical grade silicon, directional solidification, iron, effective segreg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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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 효율 등의 점
에서 다른 종류를 능가하여,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의 약 
80 %를 점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규격외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므로 공급량 및 가격이 반
도체 산업의 경기 동향에 좌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가격의 원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저가인 금속급 Si(MG-Si, 

metallurgical grade silicon, >98 %)을 야금학적인 방법으
로 태양전지가 요구하는 순도(>7 N)까지 정제할 수 있다면 
저비용으로 태양전지용 Si(SoG-Si, solar grade silicon)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이 주어져 있다1).

지금까지 제안된 태양전지용 Si 원료의 제조 기술은 화
학적 제조법과 야금학적 제조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화학
적 제조법에는 실란가스(silane, SiH4)나 삼염화실란(TCS, 

trichlorosilane, SiHCl3)을 경유하는 반도체급 실리콘(EG-Si, 

electronic grade silicon, >11 N)의 제조 프로세스를 태양
전지용으로 개량한 방법1)이 있으나, 제조 비용이 높은 문
제점이 있다. MG-Si를 야금학적으로 정제하는 방법에는 
산 처리법2-4), 슬래그 처리법5), 진공용해 정제법6,7), 일방
향 응고 정제법8), 용매 이용법9,10) 등이 있다. 이러한 각각
의 처리법에서 제거 가능한 원소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각 
방법 단독으로는 SoG-Si이 요구하는 순도까지 정제할 수
는 없으나, 적절한 조합에 의해 SoG-Si로의 정제가 가능
할 것이다.

한편 일방향 응고에 의한 정제법은 액상 시료의 응고가 
일어날 때 불순물의 고상과 액상 사이의 편석(분배)을 이
용하는 것으로, 불순물의 편석(분배) 계수(고상 내 불순물 
농도/액상 내 불순물 농도)에 따른 거동을 이용한 정제 방
법이다11). Si 내 대부분의 불순물은 융점 직하의 온도에
서 고상과 액상 내의 농도가 다르며, 편석계수(segregation 

or partitioning coefficient)가 낮은 불순물일수록 고상 내
에서의 농도는 현저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용융된 시료가 
가열부를 벗어나게 되면 불순물은 가열부 내의 액상 영역
으로 분배되어 마지막으로 응고되는 영역에 농축되어 고
순도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일방향 응고시의 불순물 편석은 응고 조건에 따
라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G-Si의 야금
학적인 정제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방향 
응고 조건에 따른 Fe의 제거 거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일방향 응고에 의한 정제는 시료가 용융될 때 고상/액
상 사이에서의 용질 성분의 편석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용질 성분의 편석계수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용질 성
분 의 평형 편석계수 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와 

는 각각 고액 계면에서 고체와 액체 중의 
용질 농도(ppm)를 나타내며, 2원계 상태도에서 고상선과 
액상선에서의 농도이다. 실제 상태도에서는 고상선과 액
상선이 완만한 곡선이지만 여기서는 직선이고 그 비율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Table 1에는 Si 중 주요 불
순물들의 평형 편석계수값을 SoG-Si에서의 요구 수준과 
함께 나타내었다6,8,12).

고상으로의 평형 편석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B, P 

등은 제거가 곤란하지만, 편석계수가 낮은 금속 불순물
의 제거에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된다. B, P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 불순물들은 낮은 평형 편석계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G-Si의 대량 불순물인 Fe(300~ 

25,000 ppm)는 B 등에 비하여 평형 편석계수가 현저하게 
낮아(6.4×10-6) 일방향 응고로 정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평형 편석계수가 낮은 금속 불순물도 함께 제거할 수 있다.

Table 1. Impurity demand of SoG-Si and segregation co-

efficient   of impurities in silicon

Element SoG-Si 

O <6 0.2~1.25

C <5 0.034~0.3

B <0.3 8×10-1

P <0.1 3.5×10-1

Ca <0.3 5×10-2

Al <0.1 8×10-2

Cu <3 8×10-4

Ni - 1.3×10-4

Co - 2×10-5

Mn - 1.3×10-5

Cr <0.1 1.1×10-5

Fe <0.1 6.4×10-6

V - 4×10-6

Ti <0.01 2×10-6

Mo - 4.5×10-8

Zr - 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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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중 용질성분의 초기 농도를  (ppm)라 두고, 고
상과 액상의 비율을 각각  , 이라 하면 다음의 관계가 
있다.

      (2)

액상의 농도가 균일하고 고상에서 확산이 없는 경우에
는 Scheil식을 적용하여 고상에서 용질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13).


  


 

(3)

한편 실질적으로 응고가 일어날 때, 고액 계면 앞쪽의 
액상층에 경계층이 존재하여 농도 구배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 편석계수 를 사용하여야 한다14).

 


  exp
⋅ 


(4)

여기서 는 결정 성장 속도(m/s), 는 용질의 경계층 두께
(m), 는 액상에서 불순물의 확산 계수(m2/s)를 나타낸
다. 따라서 ⋅→0이면  가 되며, ⋅→
∞이면  =1이 된다. 따라서 액상이 교반 등에 의한 혼
합으로 가 매우 작거나 고액 계면의 이동 속도와 동일한 
가 매우 느려서 액상 내에서의 확산이 충분히 일어나 균
일하게 되면 유효 편석계수는 평형 편석계수와 동일한 값
으로 되어 고상의 고순도화가 촉진된다. 반면에 액상 내
의 혼합이 불완전하거나, 가 매우 빨라 액상 내에서의 확
산에 의한 균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는 1에 가깝
게 되어 고상의 고순도화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일방향 응고에서는 액상의 위치에 따른 밀도 차이
에 의한 자연대류가 일어나며, 대류는 불순물의 편석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대류가 불순물의 편석에 미치는 영향
은 다음 식의 Peclet수(Pe)로 평가한다15).

Pe


⋅
(5)

Pe>>1이면 편석에 미치는 대류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
으나, Pe<<1이면 액상은 대류에 의해 완전 혼합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Morita 등은 MG-Si의 이상적인 일방향 응고 정제에 
따른 Si 중 불순물의 농도 변화를 평형 편석계수 와 함
께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11). 그림으로부터 V, Cr, Ni 

등은 1회 정제로 원하는 수준까지 정제가 가능하며, Fe, 

Ti, Al 등의 불순물은 2회의 일방향 응고에 의해 SoG-Si

의 요구 수준까지 정제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3. 실험방법

Fig. 2에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시료의 
용융은 고주파 유도 용해로(15 kW, 40 kHz)를 이용하였
으며, 반응관으로 사용한 석영관(110 mm ID, 500 mm 

length)의 상부와 하부에 플랜지를 설치하여 노 내 분위기
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흑연관(100 mm OD, 80 mm 

ID, 160 mm length)을 반응관 내부의 유도 코일 부분에 
위치시켜 발열되도록 하였으며, 흑연관 주위의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포를 감쌌다. 노 내 온도 조절을 위해 
R-type 열전대를 플랜지 상부에서 삽입하여 시료 도가니
와 흑연 튜브 사이에 위치시켰고, 반응관 하부에 속도 조
절이 가능한 승강 장치를 설치하여 시료 도가니의 상하 이
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MG-Si의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
으며, Fe가 1,326 ppm 함유되어 있다. 약 190 g의 MG-Si

를 장입한 흑연 도가니(50 mm OD, 40 mm ID, 100 m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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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impurities content in silicon by solidification 

refini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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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응관 내부의 가열부에 위치시키고 탈산한 고순도 Ar 

가스를 플랜지 하부로 송입 하면서 승온을 시작하였다. 

시료가 용융되면 1,500 °C에서 1시간 동안 유지 후 하부 
승강 장치를 이용하여 0.076~0.883 mm/min의 속도로 하
강시켜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일방향 응고가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응고가 완료된 시료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경면 연
마 후 세코(Secco) 에칭액(49 % HF 67 vol% + 0.15 M 

K2Cr2O7 33 vol%)16)으로 에칭하여 마크로 조직을 관찰
하였다. 그리고 일방향 응고에 따른 불순물 제거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치별로 시료
를 채취하여 Si 내 대표적인 불순물인 Fe의 농도를 분석
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약 1 mm의 크기로 파쇄하여 불
산과 질산의 혼산(1:1 비율)으로 용해시켰다. 침출액을 
페난트로린(phenanthroline)법으로 발색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GENESIS 10 uv)로 흡광도를 측정하
여 Fe 농도를 구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에는 일 방향 응고시킨 시편의 하강 속도에 따른 
마크로 조직의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불순물이 농

축된 부분은 에칭액에 의한 식각이 일어나 상대적으로 밝
게 보이는 시편 상부쪽이며, 일방향 응고에 의해 정제된 
부분은 표면이 균일한 아래쪽이다. 그리고 식각된 부분은 
V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시편이 가열부를 벗어나면서 
하부에서 상부로 응고가 진행될 때, 중심부의 용융 실리
콘이 응고되기 전에 하부에서 상부로의 일방향 응고와 측
면에서 수평 방향으로의 응고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운
데 부분에 불순물이 농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으로부터 
하강 속도가 상승할수록 에칭액에 식각된 V자의 아래쪽 
위치가 시료의 하부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하
강 속도가 0.883 mm/min인 경우 시편 길이의 약 3/4까지 
불순물에 의한 식각이 발생하였다.

Fig. 4에는 Fig. 3의 마크로 조직으로부터 일 방향 응고 
시의 하강 속도에 따른 정제된 부분의 길이와 식 (4)로부터 
계산한 유효 편석계수의 대수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Quartz tube

Ar gas inlet

Induction Cu coil

Graphite Tube

Graphite crucible
(OD 50, ID 40, L 100)

Molten MG-Si

Support tube

Flange Water cooling

Stepping
Motor

Thermocouple (R  type)

Ceramic blanket

20

10

5

5

15

15

15

(mm)

Solidified
Si ingot

Analyzing
specimen

Gas outlet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and solidified ingot.

Table 2. Concentration of impurities in MG-Si (ppm)

Elements Fe Al Ca C Ti Mn P B

Content 1,326 210 190 230 130 81 73 20

Fig. 3. Photographs of the cross section of solidified MG-Si.

Fig. 4. Change of refined length and calculated   with 

downward rate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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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부분은 시편 중심의 하부에서부터 불순물이 농축
되어 에칭액에 의한 식각이 일어난 부분이 시작되는 V자
의 아래쪽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식 (4)

의 유효 편석계수는, 용질의 경계층 두께 는 4×10-3 m14), 

액상 Si 중 Fe의 확산계수 Fe는 5×10-9 m2/s17), 결정 성
장 속도는 시료의 하강 속도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하강 
속도가 증가할수록 일방향 응고에 의한 정제 구간이 선형
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유효 편석계수의 대수값은 선형적
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시료의 하강속도가 0.076 mm/min

이면 유효 편석계수가 평형 편석계수(6.4×10-6)에 근접하
여 매크로 조직상의 정제구역은 전체 시편 길이의 약 90 %

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강 속도가 느리면 용질
성분이 평형에 가깝게 고상과 액상 사이에서 분배되며, 

빠른 하강 속도에서는 불순물이 액상으로 분배되기 전에 
응고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5에는 일방향 응고시킨 시료의 위치별 하강 속도
에 따른 Fe 농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분석 시편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닥부에서부터 10 mm 상부
에서 15 mm 간격으로, 벽면쪽 5 mm를 제외한 5 mm 두
께로 채취하였다. 시료의 하강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
료의 위치와 무관하게 Fe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며, 시료의 상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시
료의 하강 속도가 0.4 mm/min 이하에서는 응고 시편 전
체의 65 % 정도 길이까지 10~45 ppm의 Fe 농도를 나타
내었으며, 0.076 mm/min의 가장 낮은 하강 속도에서는 
응고 시편의 약 90 % 길이까지 10 ppm 전후의 낮은 Fe 농

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낸 시편의 
정제구역 길이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Fig. 6에는 Fig. 5의 결과를 시료의 하강 속도별 시료의 
무차원 위치()에 따른 Fe의 무차원 농도(solid)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시료 위치와 무관하게 하강 속도가 
빠를수록 Fe 농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
편 상부로 갈수록 Fe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Fe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치는 하강 속도가 빠를수록 시료 하
부로 이동하였다. 시료의 하강 속도가 가장 빠른 0.713 

mm/min 이상에서는 전체 길이의 약 70 % 위치에서부터 
Fe 농도는 초기 농도를 초과하였으며, 0.883 mm/min에
서는 초기 농도의 1.7배 이상을 나타내어 MG-Si 중 Fe가 
액상에 농축되어 응고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6에는 상기한 식 (3)의 Scheil식 중 평형 편석
계수   대신에 식 (4)로부터 계산한 유효 편석계수 
를 대입하여 계산한 Fe의 무차원 농도(solid )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시료의 하강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비
교적 계산 결과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지만, 하강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계산값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 (3)의 Scheil식이 액상 중의 농도가 균일하고 
고상 내에서의 확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7에는 시료의 하강 속도에 따른 식 (5)에 나타낸 
Peclet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시료의 하강 속도가 증가
할수록 Peclet수가 직선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12 정도
의 값을 나타내어 본 실험 조건에서는 액상이 완전히 혼합

Fig. 5. Change of Fe content of each part with downward 

rate of sample.

Fig. 6. Change of dimensionless Fe content of each sample 

with dimensionless distance from bottom.



일방향 응고에 의한 금속급 실리콘 중 Fe 제거 25

자원리싸이클링 제 30권 제 4호, 2021

되어 균일한 것으로는 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Pe가 1보다 매우 큰 값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
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천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상 중의 농도가 균일한 것으로 가정한 Scheil식으로 계
산한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실험값과 Scheil식에 의한 계산값에 차이는 있으
나, 일방향 응고에 의한 정제효과는 유효 편석계수를 적
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액상의 
대류가 정제에 미치는 영향은 Peclet 수를 이용하여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일방향 응고 조건을 선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Scheil식, 유효 편석계수, Peclet 수
를 계산하여 반영한다면 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MG-Si의 야금학적인 정제 프로세스를 구축
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방향 응고 조건에 따른 Fe의 
제거 거동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1) 금속급 실리콘의 일방향 응고에서 시료의 하강 속도가 
느릴수록 정제구역이 길어지고 정제 효율이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하강 속도에 따
른 유효 편석계수의 경향과 양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2) 시료의 하강 속도가 0.076 mm/min인 경우 응고된 시
료의 약 90 %까지 10 ppm 전후의 낮은 Fe 농도를 나타
내었으며, 2회의 일방향 응고를 거치면 SoG-Si의 요구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Scheil식으로 계산한 고상 Si 

중 Fe 농도는 액상에서의 자연대류 등에 의한 균일 혼
합의 차이에 따라 시료의 하강 속도가 느릴수록 실험
값과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유효 편석계수, Peclet 

수, Scheil식 등을 일방향 응고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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