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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lurgical grade silicon was recovered from slurry waste for ingot sawing process by acid leaching and thermal treatment. SiC
abrasive was removed by gravity concentration and centrifugation. Metal impurities were removed by the acid leaching using HF/HCl.
The remaining SiC was separated by the thermal treatment at 1600

o
C in an inert atmosphere by the difference in melting points. The

purity of the obtained silicon was found to be around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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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6년 전세계의 광전모듈 생산규모는 2GW에 달하며,

최근 광전 산업(Photovoltaic industry)의 규모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광전모듈 및 셀(Photovoltaic

Module & Cell)의 주종은 실리콘 모듈이며 주로 에너지 소

모가 극심한 Siemens 공정로 제조된다.
1)

 현재, 실리콘 웨

이퍼가 광전 셀 가격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40%

이상의 고순도 실리콘 재료가 웨이퍼 슬라이싱 공정에서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고순도 실리콘의 손실은 웨이퍼

thickness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

 이렇게

버려지는 실리콘은 연마재(abrasive)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Silicon carbide) 입자와 슬러리에 혼입되어 폐기되고 있

으며 절삭와이어(Wire saw)부터 유래된 금속 성분이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슬러리에는 고순도(>6N)의 실리콘 단

결정 또는 다결정이 함유되어 있으나 실리콘 재활용을 위

한 성공적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2)

 폐슬러리에서

실리콘 재활용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탄화규소 입

자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화규소가 실

리콘 및 금속 불순물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함량은

수만 ppm에 달한다. 이러한 탄화규소 입자는 마이크론 내

지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입도를 가지기 때문에 원심분리

법으로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곤란하다. 또한 탄화규소는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산성 용액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

할 때 발생되는 슬러리 폐기물로부터 실리콘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슬러리 폐기물은 ~50 wt%의 탄화규

소, ~20 wt%의 윤활유(ethylene glycol), ~10 wt%의 절삭

와이어 등에서 유래한 금속불순물과 ingot mounting stage

에서 유래한 유리질, 그리고 ~20% 정도의 실리콘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슬러리 폐기물을 원심분리 및 비중

선별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탄화규소 입자를 분

리하였고 산처리(Acid Leaching)법을 이용하여 금속불순

물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제조공정중 wire sawing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슬러리에서

탄화규소등 종래에는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던 불순물

을 산처리 및 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실험방법

Czochralski법으로 성장된 실리콘 잉곳을 웨이퍼로 slicing

할 때 배출된 슬러리를 (주)렉서에서 제공받아 원료로 사

용하였다. 먼저 윤활유(유용성 oil)를 유기용매로 용해시

켜 분리한 후, 비중선별을 통하여 실리콘 분말을 탄화규

소 연마재와 분리하였다. 전체적인 공정 흐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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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Fig. 1) 슬러리와 아세톤(99.9%)를 1:1의 부피비로

혼합한 후, 상온에서 24시간동안 교반한 후, 원심분리기

(Hanil)로 5000 rpm 10분간 처리하여 유용성 oil을 포함한

액상과 분말상을 분리하였다. 윤활유를 제거하고 건조시

킨 분말(500 g)을 아세톤(d=0.792) 2 L에 교반한 후, 자연

침강시키면 침강속도의 차이에 의하여 실리콘이 주종인

검은 색의 상층부와 탄화규소가 주종인 회색의 하층부로

침전층이 분리되게 된다. 실리콘(d=2.33)를 주로 포함한

침전의 상층부에 아세톤을 가하면 검은 색의 실리콘이 분

산되고, 이를 decanting하여 실리콘 분리에 사용하고 탄화

규소(d=3.2)가 주종인 침강된 하층부의 분말을 수득한 후

용매로 세척하여 탄화규소 분말을 수득하였다. 상층부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규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2~3회 반복

하여 비중선별 작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얻어진 실리콘을

산처리 및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정제하였다. 하층부에서

얻어진 탄화규소 분말을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실리콘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탄화규소분말을 얻었다. 얻어낸 탄

화규소 분말을 cerasperse 분산제를 이용하여 수용액상에

서 분산하고 입도분포를 X-ray scattering 입도분석기

(Sedigraph 5120, Micromeriti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중선별후 산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다. 비중선별을 통

하여 분리된 실리콘분말 10 g을 TEFLON 비이커에 넣고

100 mL의 2.5% HF/2.5% HCl 용액과 혼합하여 60~80
o
C

에서 2시간 stirring하였다. Fe, Cu, Zn 등 금속 성분을 제

거하기 위하여 diluted HCl을 첨가하였으며 SiO2나 glass

를 용해시키기 위하여 HF를 혼합하였다. 산처리 반응은

수소와 self-igniting Silicon hydride를 생성하기 때문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응후 원심분리를 통하여 산처리된

분말을 액상으로부터 분리하고 50
o
C oven에서 건조하였다. 

산처리를 통하여 철분을 비롯한 금속불순물을 제거한

실리콘 분말 혹은 덩어리들을 석영 도가니(quartz crucible;

>99.99%)에 넣은 후, 1600
o
C에서 24시간동안 튜브형 전

기로에서 가열하여 용융시켰다. 산소의 diffusion을 방지

하기 위하여 Silicon nitride로 코팅을 한 석영도가니를 사

용하였다. 고순도 아르곤 가스(>4N)를 1 L/min이상의 flow

rate로 주입하여 inert한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용융된 실

리콘 chunk의 표면에서 탄화규소 및 산화규소 파우더를

제거하기 위하여, 10% 불산 용액으로 12시간동안 교반하

여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효과적인 제거를 위하여

초음파를 가하여 표면의 분말상태의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Cu Kα radiation을 이용한 X-ray diffractometer (Rigaku

RINT-1400)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파악하였다. 분말상태

의 시료를 이용하여 2θ = 5
o
~80

o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스

텝간격 및 시간은 0.05
o
 및 3초로 설정하였다. 또한 얻어

진 실리콘을 ICP분석(ICP-OES 5300DV, Perkin Elmer)을

통하여 순도를 평가하였다. 탄화규소 절삭재의 입도분포

를 알아내기 위하여 건조된 입자의 BET값(0.79 m
2
/g)을 측

정한 후, BET 비표면적×0.4 mg의 cerasperse 분산제를 혼

합하여 ultrasonication을 하여 분산하였다. 분산시킨 탄화규

소 입자를 X-ray scattering을 이용한 입도분석기(Sedigraph

5120, Micromeritics)를 이용하여 입도분포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비중 선별

슬러지에 포함된 유용성 오일은 고비점으로 증류에 의

한 방법으로 분리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 비용이

들고 또한 높은 처리온도로 인해 열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완전연소가 어려워 연소중 발생하는 매연이 환경오

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용성 오일과 잘 혼

합될 수 있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즉, 다량의 아세톤 또는 디클로로메탄(CH2Cl2)

을 페슬러지와 혼합한 후, 교반하여 폐슬러지로부터 유용

성 오일을 선택적으로 용해시켰다. 그리고, 고상과 액상

은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해 고상인 실리콘 및 탄화규

소와 액상인 유용성 오일을 분리하였다. 실리콘 절단 슬

러지 100 g에 아세톤 100 mL를 첨가하여 3시간동안 교반

을 한 후에 여과하여 여액과 잔사를 분리하였다. 이때 침

전된 탄화규소분말에 혼입된 실리콘은 용매로 세척하게

되면 용매중으로 분산되고 탄화규소는 침전되어 90% 이

상 탄화규소를 회수할 수 있다. 유용성 오일을 제거한 실

리콘 슬러지에는 실리콘과 탄화규소외에도 다량의 철분

이 함유되어 있다. 이 철분은 실리콘 잉곳을 절단할 때

Fig. 1. Flow diagram of overall sepa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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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saw의 마모에 의해 생기는데 그 양은 시료의 발생조

건이나 후처리 조건에 따라 함유량이 다양하다. 따라서,

유용성 오일을 분리, 제거된 고상의 혼합물중의 철분은

산으로 용해시켜 제거하였다. 

Fig. 2에는 유용성 오일을 분리한 다음, 비중선별을 통

해 얻은 분말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는데, 주성

분은 탄화규소와 실리콘임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a)는

유용성 오일을 제거한 후 분말이며 (b)와 (c)는 아세톤으

로 비중 선별하여 얻은 실리콘과 탄화규소 분말로 비중

선별 후 상층부에는 실리콘이 상대적으로 농축되어 탄화

규소보다 강한 X선 회절 강도를 보이나 비중선별 공정을

반복하여도 탄화규소의 XRD peak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중액선별을 이용한 기존 문헌 결과에도 탄화규소

함량은 10% 이하로 제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
3,4)

 “비중선별”의 의미는 실리콘과 탄화규소

중간의 비중을 갖는 액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중액선

별”의 의미와 구별되는 것으로, 비중이 작은 아세톤을 사

용하되 실리콘과 탄화규소의 침강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침전물에서의 층분리를 이용한 분리법을 의미

한다. 침전된 고체상의 상층부는 아세톤을 가하면 쉽게

분산되어 하층부의 탄화규소층과 분리해낼 수 있다. 이러

한 작업을 반복하면 실리콘의 순도를 높힐 수 있다. 이러

한 침강속도의 차이는 0.9 정도의 비중의 차이와 더불어

입도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입도분석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실리콘의 입도는 1 µm 정도이고 탄화

규소의 입도는 10 µm 정도를 나타낸다. 입도 및 비중의

차이에서 비롯된 침강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자연침강후,

침전물에서 확연한 층분리를 관찰할 수 있다.

Table 1에는 실리콘 잉곳을 절단할 때 발생하는 슬러지로

부터 유용성 오일 분리후, 그리고 비중선별후 상층부과 하

층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실리콘 잉곳 절단공정에

서 절삭용 슬러지에 함유된 탄화규소와 절삭시 발생하는

실리콘 분말의 일부가 wire saw와의 마찰에 의해 그들 표

면에 철분이 부착되어 철분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3에는 oil이 제거된 실리콘과 탄화규소가 혼합된 분

말 (a)과 비중선별을 통해 얻은 상층부 분말(b) 및 하층부

분말(c)의 SEM 사진이다. (b)의 상층부 분말은 평균입경

1 µm 이하의 작은 실리콘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의 하층부 분말은 10 µm 정도의 탄화규소 입자

가 주종인 것을 알 수 있다. (a)의 혼합분말은 2종류의 입

자가 섞여 있는데, 큰 입자는 평균입경 10 µm 정도의 탄

Fig. 2. XRD patterns after gravity concentration. (a) slurry after

oil removal (b) supernatant (c) sedimen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fter Gravity Concentration

Oil Fe Si SiC SiO2

Slurry 24 10 18 48 -

After oil removal - 1.98 12.6 84.1

Upper layer of sediment - 4.30 35.2 28.6 25.3

Lower layer of sediment - 2.97 4.95 87.2 3.41

Tabl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Results of Recycled SiC

Abrasive

Statistics size

Mean 11.20 µm

Median 10.21 µm

Coef. Var. 0.455

Kurtosis 1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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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규소와 평균입경 1 µm 정도의 실리콘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ig. 4의 결과와 일치한다.

상층부 분말에 남아 있는 탄화규소는 비중선별 공정 및

산처리 공정이후,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분리되게 된다.

Fig. 4에는 폐실리콘 슬러리에서 분리한 탄화규소 연마

재의 입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기존 문헌의 분리전

슬러리와 실리콘 입자의 입도분포와 비교하였다.
3,4)

 10마

이크론 근처의 주 피크는 탄화규소 입자에 의한 피크이

며 작은 피크는 주로 실리콘 입자에 의한 것이다. 탄화규

소 잔재나 금속 입자에 의한 기여도 존재한다. 탄화규소

절삭재의 평균입도크기는 문헌에 알려진 탄화규소 입도

와 잘 일치한다.
3,4)

전술한대로 상층부에는 비중이 낮은 실리콘이 많이 함

유되어 있으며 하층부에는 비중이 큰 탄화규소가 주로 함

유되어 있다. 그러나, XRD 분석결과 상층부에도 다량의

탄화규소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

중선별과 원심분리를 3회 이상 반복하였다. 그러나, 탄화

규소의 함량은 실리콘대비 7~15%가 항상 존재하였다. 따

라서, 원심분리 및 중액 또는 비중선별을 통하여 슬러리

로부터 탄화규소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탄화규소가 미세한 입자로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온 열

처리를 통한 분리법을 적용하였다. 

3.2. 산처리법

비중선별을 통하여 분리된 실리콘에 함유된 금속불순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산과 반응시킨 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산처리에 의한 정제법은 Fe,

Ca, Al 등 금속불순물의 제거에 효과적으로 99.9~99.97%

의 Si 순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나, B, P 등 도핑원소에 대

한 침출 효과가 별로 없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5-7)

 

실리콘의 산처리에 의한 정제법은 Tucker 등의 선구적

인 연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8)

 이러한 산처리법은 금속

실리콘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속 불순물들이 큰

segregation coefficient를 가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금

속 불순물들은 용융된 실리콘에서는 큰 고용도를 가지지

만, 고체상에서는 작은 고용도를 가지며 입계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속실리콘을 grinding하게 되면 fracture

는 주로 입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불순물

들은 산에 노출되게 되어 용출되어진다. 

이러한 산처리법의 장점은 저온 공정이라는 점이며 따

라서, 다양한 출처의 실리콘들을 정제하려는 시도가 이어

져 왔다. Voos 등은 금속 실리콘을 황산, aqua regia, HF

등을 이용하여 microwave diode에 적합한 실리콘을 얻었

다.
9)

 Hunt 등은 90% 이상의 불순물들이 금속실리콘을

50 µm 이하의 크기를 가진 실리콘을 75
o
C에서 aqua regia

로 12시간 반응후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10,11)

 Chu and Chu

등은 금속 실리콘을 aqua regia에서 100시간 reflux하였을

Fig. 3. (a) FE-SEM images for slurries after oil removal, (b)

FE-SEM images for the supernatant, and (c) FE-SEM

images for the sediment.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aw slurry, SiC abrasive, and

Si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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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장 좋은 결과 얻어짐을 보고하였다.
12)

 Dietl 등은 염

산과 불산을 이용하여 20 µm 이하로 분쇄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보고하였다.
13)

 Norman 등은 aqua

regia, 불산, 염산의 3단계로 처리하였을 때 99.9%의 실리

콘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4)

 최근에는 Junegia와

Mukherjee에 의하여 150 µm의 실리콘입자로부터 99.95%

의 실리콘을 50
o
C에서의 불산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
15)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실험조건과 결과가 종종 배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금속 실리콘의 종류 및 source에 따라 다른

침출거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HF와 HCl의 혼합된 산을 사용하여 실

리콘에 함유된 금속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HCl을

이용하여 Al 등 불순물을 제거하며 HF를 이용하여 HCl

로 제거되지 않는 Fe-Si, Fe-Si-Ti상을 제거하였다. 기존문

헌에서는 aqua regia가 가장 좋은 정제 결과를 보여주었

으나,
9,12,14)

 이것은 주 불순물이 iron과 iron silicide이고 이

들은 aqua regia에 가장 쉽게 용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

산의 농도가 너무 진할 경우 불용성의 불화물이 생성되

므로 불산의 농도는 2.5% 이하로 하였다.
7)

 온도는 증가

할수록 순도가 증가하므로 80
o
C에서 산처리 반응을 진행

하였으며 불산에서 반응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불용성의 불화물로 인하여 수율이 감소하므로 2시간 이

하로 고정하였다. Si입자 크기는 평균 수 µm로 다결정 실

리콘의 grain size에 근접하여 별도의 grinding은 실시하지

않았다. 산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금속불순물들은 grain안

에 micro-inclusion된 성분으로 열처리 및 일방향 응고 공

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3.3. 고온 열처리법

섭씨 16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를 위하여 폐슬러리의

유용성 오일을 제거하고 비중선별을 통하여 80% 이상의

Fig. 5. XRD pattern of recycled silicon after thermal treatment.

Table 3. The Results of Chemical Analysis

Element
Raw

(after oil removal)
Supernatant Sediment Thermal treatment

Acid leaching

/Thermal treatment

Al 0.01 0.04 0.01 0.06 0.03

Fe 1.98 4.30 2.97 0.76 0.07

Ca 0.39 0.01 0.01 0.54 0.02

Mg 0.02 <0.01 <0.01 0.04 <0.01

K 0.11 1.7 0.12

Na 0.16 0.05

Ti 0.01 0.01 0.01

Mn 0.05 0.02

P 0.02 0.12 0.03 0.05 0.03

Li 0.02 <0.01

Ti 0.01 0.01

V <0.01 0.01

SiC 84.1 28.6 87.2

F-Si 12.6 35.2 4.95

F-SiO2 0.40 25.3 3.41

F-C - 3.47 - 3.25 0.06

Ni <0.01 <0.01

Cu 0.12 0.21 0.21 0.22 0.19

Zn 0.20 0.23 0.23

Si purity 12.6% 35.2% 4.95% 95%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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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규소가 제거된 Si 분말을 먼저 제조하였다. 얻어진 Si

분말(10 g)을 펠렛형태로 일축성형한 후, quartz crucible에

담은 후 1600
o
C에서 24시간동안 아르곤(4N) 가스 분위기

에서 열처리하여 실리콘을 용융시켰다. Quartz 도가니는

산소의 침투를 막기 위한 질화규소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

하여 질화규소 슬러리로 코팅한 후, 건조하여 코팅막을

형성하였다. 16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유지

할 경우, 탄화규소와 실리콘의 융점 차이로 인하여 실리

콘의 용융액이 외부로 나오기 때문에 열처리후 실리콘 클

러스터와 탄화규소 분말은 쉽게 분리될 수 있었다. 용융

된 실리콘 덩어리에 탄화규소 입자가 흡착되지 않기 때

문에 쉽게 분리되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불순물도 용융된

실리콘 표면으로 석출되어 나왔다. 따라서, 분리된 실리

콘은 10% HF용액으로 에칭하고 증류수로 세척하여 표면

의 SiO2 및 금속 불순물 성분이 제거하고 99.7%로 정제

된 실리콘을 얻을수 있었다. Fig. 5는 열처리후 실리콘의

XRD pattern으로 순수한 실리콘의 피크만 관찰된다.

Table 3은 산처리 없이 열처리한 경우와 산처리 및 열처

리를 순차로 진행한 경우의 전형적인 ICP 결과이다. 이 결

과는 산처리 및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철,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구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순물이 제거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산처리 공정을 통해서 잔존하는 금속불순

물들을 10의 2승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른 소량의 불순물, K, Na, Ti, Mn, V, Ni, Zn 등은 허용한

도 이하로 작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잔존하는 금속 불

순물중 철, 구리, 알루미늄의 편석계수(segregation coefficient)

는 6.4×10
−6

, 8×10
−6

, 2.8×10
−3
으로 매우 작아 일방향응고와

같은 후속공정을 실시하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인(0.35), 탄소(0.07) 등 불순물은 태양전지용 실

리콘의 허용한도 이상으로 존재하며 슬러리 폐기공정에서

의 오염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할

때 발생되는 슬러리 폐기물로부터 탄화규소와 실리콘을 분

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슬러리 폐기물에서 아세톤으로

유용성 오일을 용출하고 비중선별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탄화규소 입자를 실리콘 입자로부터 분리하였다.

HF와 HCl의 혼합된 산을 사용하여 산처리하여 금속불순물

을 제거하였다. HCl을 이용하여 Al, Ca, Fe 등 불순물을 제

거하였으며 HF를 이용하여 HCl로 제거되지 않는 Fe-Si, Fe-

Si-Ti상이 제거되었다. 비중선별후 분리된 실리콘에 탄화규

소가 10% 이상 항상 존재하여 Argon 분위기에서 1600도에

서 12시간 열처리하여 실리콘 클러스터와 탄화규소 분말이

분리되었으며 다른 금속 불순물도 용융된 실리콘 표면으로

석출되어 금속급 실리콘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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