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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lay, aluminum hydroxide, and carbon powder on the sintering of a Si/SiC mixture from photovoltaic

silicon-wafer production were investigated. Sintering temperature was fixed at 1,350 oC and the sintered bodies were

characterized by SEM and XRD to analyze the microstructure and to measure the apparent porosity, absorptivity, and apparent

density. The XRD peak intensity of SiC in the sintered body was increased by adding 5% carbon to the Si/SiC mixture. From

this result, it is confirmed that Si in the Si/SiC mixture had reacted with the added carbon. Addition of aluminum hydroxide

decreased the cristobalite phase and increased the stable mullite phase. The measurement of the physical properties indicates

that adding carbon to the Si/SiC mixture enables us to obtain a dense sintered body that has high apparent density and low

absorptivity. The sintered body produced from the Si/SiC mixture with aluminum hydroxide and carbon powder as sintering

additives can be applied to diesel particulate filters or to heat storage materials, etc., since it possesses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anticorrosion and antioxida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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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C)는 공유결합 물질로서 고온내열, 열전도

및 산 저항성 등이 우수하여 내화물 및 발열체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1-3) 최근에는 허니컴 형태로 제조하여 자

동차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DPF) 및 고온내열 축열소재

원료로의 사용이 진행되고 있다. SiC 분말합성을 위해서

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SiC 원료 분말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Si/SiC 혼합물이

태양광산업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연간 10,000톤 정도 폐

기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4) Si/SiC 혼합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

용용도에 맞게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고 소결체를 제조

해야 한다. 하지만 SiC는 고온에서 안정하여 소결이 어

려운 재료이기 때문에 소결온도를 낮추고 소결특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적정 첨가제 선정이 중요하다. 그동안

SiC 의 소결특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

었다.5-7) Prochazka는 보론(Boron)과 카본(carbon)이 SiC

입자표면에서의 부피확산과 SiC 표면에 존재하는 SiO2

와 반응하여 소결특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7). 이

후에 다양한 종류의 금속, 산화물 및 비산화물이 SiC의

소결 첨가제로 연구됐다. 최근에는 SiC 소재의 높은 열

용량과 열전달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니컴 형태

의 SiC 소결체를 제조·응용하는 다양한 시도와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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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니컴 형태의 SiC 소결

체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가소제로 점토를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 또한 소결조제로서 Al2O3 및

Y2O3를 사용할 경우에 SiC의 소결특성 및 소결체의 탄

성율 향상, 내마모성 및 고온기계 특성 등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산업에

서 발생하는 Si/SiC 혼합물을 활용하여 허니컴 형태의 소

결체를 제조하기 위한 첨가제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SiC 분말합성 및 소결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기반으로 Si/SiC 혼합물을 소결하기 위한 첨가제

로 카본블랙, 점토 및 수산화알루미늄(Al(OH)3)을 선정

하였다. Si/SiC 혼합물의 소결실험에 앞서 소결온도 변

화에 따른 점토의 결정상 및 수산화알루미늄 함량변화

에 대한 결정상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카

본블랙, 점토 및 수산화알루미늄 첨가에 따른 Si/SiC 혼

합물의 소결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실험 방법

Si/SiC 혼합물의 소결조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점토의 결정상 변화실험과 수산화알루미늄

함량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결정상 변화실험을 우선적

으로 실시하였다. 점토의 결정상 변화실험은 소결온도를

1,200 oC, 1,250 oC, 1,300 oC 및 1,350 oC로 변화하여 실

시하였다. 수산화알루미늄 첨가에 따른 Cristobalite 생성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점토에 수산화알루미늄을 10 : 1,

10 : 2, 10 : 3 및 10 : 4로 증가시켜 1,350 oC에서 소결실

험을 실시하였다. 승온속도는 5 oC/min, 소결시간은 2h 으

로 유지하였으며 공기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점토의 결정특성 변화와 수산화알루미늄의 배합비

율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Si/SiC 혼합물

소결실험에 대한 첨가제의 배합비율을 선정하였다. Si/SiC

혼합물은 국내 N사 태양광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발생하

는 슬러지로 부터 절삭유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Si/SiC

혼합물에서의 성분 산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0 ATP

공기분급기(Hosokawa Micron Ltd)를 이용하여 Si/SiC

혼합물의 성분을 균일화 하였다. Si/SiC 혼합물에서 SiC

함량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공기분급기를 사용하여 SiC 함량을 75%와 95%로 조절

하여 Si/SiC 혼합물 원료로 사용하였다. 카본블랙은 일본

미쓰비시사 카본블랙 MA100을 이용하였으며, 점토는 일

반 카오린보다 점착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와목점

토를 사용하였다. 수산화알루미늄은 SIGMA-ALDRICH사

제품을 구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였다. 첨가제로 사용한 카

본블랙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영관(직경 50 mm, 길

이 800 mm)에 아르곤 가스를 공급하여 아르곤 분위기에

서 소결하였다. 첨가제로서 점토와 카본블랙의 함량은 각

각 15%와 5%로 고정하였으며, 수산화알루미늄 함량은

6.5%와 13%로 변화시켜서 실험하였다. 소결체의 결정상

분석을 위해서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 D/Max-A, Rigaku)를 사용하였으며, 소결온도에 따

른 소결체의 미세구조 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4100, HITACHI)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소결체의 물리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서 겉보기 기공율을 KS L 4008(도자기의 흡수율, 부

피비중, 겉보기 비중 및 겉기공율의 측정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소결온도 변화에(1,200 oC, 1,250 oC, 1,300 oC, 1,350 oC)

따른 점토의 XRD 분석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XRD

Fig. 1. XRD peak of clay at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s.

Fig. 2. XRD peak of sintered clay with aluminium hydroxide

additions(clay / aluminium hydroxide ratios are (a) 10 : 1, (b) 10 : 2,

(c) 10 : 3 and (d) 1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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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200 oC 및 1,250 oC에서 소결하였을 때는 XRD

peak intensity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1,250 oC에서 1,300
oC로 증가함에 따라서 Cristobalite peak intensity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Palemo et al.은 상평형도에서

SiO2 는 소결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온 안정상인 α-Quartz

에서 부터 β-Quartz, β2-Tridymite 로 상전이 되고 궁극

적으로 고온 안정상인 β-Cristobalite로 변화하여 불안정

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1) 따라서 점토를

첨가하여 1,300 oC이상의 온도에서 소결할 경우에는 Cristo-

balite 생성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합 및 소결조건을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Mullite(Al6Si2O13)는 온도변

화에 대하여 비교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12) 따라서 상변화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나 성분을 첨가하여 Cristobalite

생성을 억제하고 Mullite를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점토의 화학성분을 고려할 때, 안정한 광물상인 Mullite

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점토에 알루미나 성분을 공급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점토에 수산화알루미늄 비

율을 10 : 1, 10 : 2, 10 : 3 및 10 : 4로 증가시켜 1,350
oC, 공기분위기에서 소결하였다. XRD 분석결과(Fig. 2),

수산화알루미늄 첨가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Cristobalite

Fig. 3. SEM images of sintered clay with aluminium hydroxide additions, sintered at 1,350
o
C for 2h; magnification(left × 1,000, right

× 10,000). Clay / Aluminium hydroxide ratios are (a) 10 : 1, (b) 10 : 2, (c) 10 : 3 and (d) 1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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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intensity가 감소하여 점토에 수산화알루미늄을 첨

가하는 것이 소결체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점토와 수산화알루미늄 혼합물의 미세구

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SEM을 관찰한 결과(Fig. 3), 1,350
oC에서 소결한 경우에도 점토와 수산화알루미늄이 충분

히 반응하지 않은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충

분한 소결을 위해서는 알루미나 원료를 변경하거나 소

결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토의 온도별 결정특성 변화 및 점토에 수산화알루미

늄을 첨가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Si/SiC 혼합물에 첨

가제로서 카본블랙, 점토 및 수산화알루미늄 배합비율을

선정하였다. 소결실험을 위한 첨가제 배합비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소결과정에서 수분이 증

발되므로 소결체에서 알루미나(Al2O3) 함량비율이 5%,

10%가 될 수 있도록 6.5%와 13%를 첨가하였다. Si/SiC

혼합물의 binder 역할 및 성형체 제작과정에서 가소성 유

지를 위해서 점토 첨가량을 15%로 고정하였다. 첨가제

변화에 따른 Si/SiC 혼합물 소결체에 대한 XRD 분석결

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XRD peak에서 33o에 나타

나는 SiC peak intensity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카본블랙

을 첨가한 Fig. 4(a)와 Fig. 4(c)의 경우에 카본블랙을 첨

가하지 않은 Fig. 4(b)와 Fig. 4(d)보다 peak intensity가

약간 증가하였다. 이것은 Si/SiC 혼합물에서 Si성분이 카

본블랙의 탄소성분과 결합하여 SiC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라 추정되었다. 한편 28o에 나타나는 Mullite peak는 수

산화알루미늄 함량이 13% 첨가된 조건에서 peak intensity

가 가장 크게 나타나 수산화알루미늄 첨가가 Mullite 형

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SiC 함량

이 75%인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SiC 함

량이 95%인 Si/SiC 혼합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SiC

peak intensity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i/

SiC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SiC 분말의 결정성이 Si와

탄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SiC 보다 결정성이 크기 때문

이라 판단된다.

첨가제 변화에 따른 Si/SiC 혼합물 소결체의 물리특성

Table 1. Composition of Si/SiC mixtures for sintering experiment

(wt%).

No.

Si/SiC 

Powder

(SiC 75%)

Si/SiC 

Powder

(SiC 95%)

Clay
Carbon 

Black

Al2O3

(Al(OH)3)

1 80 0 15 5 0

2 75 0 15 0 10(13)

3 75 0 15 5 5(6.5)

4 0 75 15 0 10(13)

*( ) represents addition ratios of Al(OH)3, which contents to the

corresponding addition ratios of 5%, 10% Al2O3.

Fig. 4. XRD peak of sintered Si/SiC mixture with various additives ((a) 75% SiC : clay : carbon black = 80 : 15 : 5, (b) 75% SiC : clay :

Al(OH)3= 75 : 15 : 13, (c) 75% SiC : clay : Al(OH)3 : carbon black = 75 : 15 : 5 : 6.5 and (d) 95% SiC : clay : Al(OH)3= 75 : 1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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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카본블랙을 5% 첨가

하여 소결한 소결체(No.1, No.3)가 카본블랙을 첨가하지

않은 소결체(No.2, No.4)보다 겉보기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i/SiC 혼합물의 소결에 있

어서 카본블랙의 첨가가 소결특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iC 함량 변화에 따른 소결 실험결

과, SiC 함량이 75%인 시료(No.2)보다는 SiC 함량이

95%인 시료(No.4)의 경우에 소결체의 겉보기 비중이 3.10

g/cm3에서 3.12 g/cm3로 증가하였다. SiC 함량보다는 카

본블랙의 첨가유무가 소결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카본블랙에 있는 탄소성분이

Si과 반응하여 SiC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태양광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Si/SiC 혼합물

의 소결특성에 미치는 점토, 수산화알루미늄 및 카본블

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점토의

XRD 측정결과, 1,250 oC에서 1,300 oC로 증가함에 따라

서 불안정한 Cristobalite peak intensity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점토에 수산화알루미늄 비율을 증가시켜

소결한 결과, 수산화알루미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Cristobalite peak intensity가 감소하고 안정상인 Mullite

가 생성되어 점토에 알루미나 성분을 첨가하는 것이 소

결체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Si/SiC 혼합물에 카본블랙을 첨가함에 따라서 소결체의

밀도가 향상되고, XRD 상에서 SiC peak intensity가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카본블랙의 소

결조제 효과 및 Si이 탄소와의 반응으로 SiC 합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 특성 측정

결과, Si/SiC 혼합물에 첨가제로서 카본블랙과 수산화알

루미늄을 첨가하는 것이 소결체의 소결특성 향상에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SiC 혼합물에서

SiC 순도 변화가 소결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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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intered Si/SiC mixtures.

No.
Apparent 

Porosity (%)

Absorptivity

(%)

Apparent Density

(g/cm
3
)

1 36.1 15.3 3.15

2 38.8 19.9 3.10

3 37.0 17.8 3.15

4 37.3 19.7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