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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a liquid medium duringa wet-milling process in the grinding and oxidation of silicon powder was investigated.
Distilled water, dehydrated ethanol and diethylene glycol were used as the liquid media. The applied grinding times were 0.5, 3, and
12 h. Ground silicon powder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means of aparticle size analysi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x-
ray powder diffraction (XRD), FT-IR spectroscopy and by a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From the results of the characterization
process, we found that diethylene glycol is the most efficient liquid medium when silicon powder is ground using a wet-milling
process. The FT-IR results show that the Si-O band intensity in an unground silicon powder is quite strongbecause oxygen becomes
incorporated with silicon to form SiO2 in air. By applying deionized water as a liquid medium for the grinding of silicon, the SiO2

content increased from 4.12% to 31.7%. However, in the cases of dehydrated ethanol and diethylene glycol, it was found that the SiO2

contents after grinding only changed insignificantly, from 4.12% to 5.91% and 5.2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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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쇄는 본질적으로 입자의 표면적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물리, 화학적 결합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입자의 표면에너지를 감소시키면 응집과 파괴된 표

면의 재결합이 방지되어 분쇄효율이 향상된다. 분쇄공정

은 시멘트, 안료, 세라믹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 및 에너

지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분쇄공정에 있

어서 실제 분쇄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체 투입에너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분쇄효율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1,2)

액상매체의 유무에 따라서 습식과 건식분쇄로 구분되

며 일반적으로 습식분쇄가 건식분쇄 방법에 비하여 효율

적이다.
3)

 습식분쇄에서 물을 액상매체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분쇄물의 표면과 물 분자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표면

에너지가 감소한다.
2)

 또한 습식분쇄에서는 위에 언급한

표면에너지 감소뿐만 아니라 분쇄과정에서 분쇄매체 표

면에 붙어있는 미분과 조분 사이의 완충작용을 감소시키

는 효과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식분쇄의 액

상매체 종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유기물 액상매체가

물보다 효율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2)

 예를 들면 Engelhardt

는 석영의 분쇄에 있어서 알코올을 액상매체로 사용할 경

우에 물을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동일한 비표면적을

발현하는데 훨씬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했다. 또한 Ziegler는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

콜 및 트리에탄올아민과 같은 유기물 액상매체를 사용하

였을 경우에 물을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시멘트 분

쇄물의 생산량이 4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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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분쇄공정은 다량의 에너

지가 요구되는 보편적인 공정으로서 사용하는 액상매체

의 종류에 의해서 분쇄효율 및 표면에너지 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리콘은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실리콘의 표면원자는 많은 불포화 결합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공기 및 수용액 조건에서 쉽게 산

화되어 SiO2로 전환된다.
4,5)

 최근 들어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실리콘 부산물의 활용이 요

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리콘의 활용을 위해서는 실리콘

표면산화 및 SiO2로의 전환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사용용도에 맞는 전처리 및 가공공정이 요구되

며 분쇄공정은 이러한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본공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의 실리콘웨이퍼 생

산과 관련해서 액상매체 종류에 따른 실리콘 웨이퍼 표

면의 산화특성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실리콘 분말의 분

쇄과정에서 액상매체 종류에 따른 실리콘 분쇄 및 산화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실리콘의 활용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서 습식분쇄

공정에서 실리콘 분말의 분쇄 및 산화특성에 미치는 액

상매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순도 실리콘 분말 (Si 95.9%,

SiO2 4.12%, 평균입경 6.1 µm, ACM사, 대한민국)을 원료

로 사용하였다. 사용한 원료의 입도분포 및 SEM 측정결

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분쇄용기로 500 ml 용량의 플

라스틱 통을 사용하였으며, 분쇄매체로 순도 99% 이상의

탄화규소 볼을 이용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플라스틱 통에

탄화규소 볼을 크기 별 (0.5 mm, 1.0 mm 및 5.0 mm)로 전

체 플라스틱 통의 30%가 되도록 충전한 후 실리콘을

110 g을 채워 넣었다. 이때 탄화규소 볼 충전량은 총 870 g

이며 0.5 mm 200 g, 1.0 mm 370 g, 5.0 mm 300 g을 충전

하였다. 플라스틱 통에 실리콘과 탄화규소 볼을 충전하고

난 후에 전체 부피의 45%가 되도록 액상매체를 충전하

였다. 액상매체는 실험실 증류장치 (IWD-2000S, 삼보과

학)에서 제조한 증류수와 무수에탄올 (99.9%, Carlo Erba

Reagents사) 및 디에틸렌글리콜 (99.0%, 대정화금)을 종류

별로 사용하였다. 분쇄된 실리콘 분말의 형상관찰은 주사

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4100,

HITACHI)을 이용하였으며, 입도분석은 입도분석기

(Mastersizer S Ver. 2.15, Malver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리콘 분쇄에 따른 산화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SiO2와 실리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SiO2 성분은 알루

미노실리케이트 내화물의 화학분석방법 (KS L ISO 21587-1)

을 이용하였으며, 실리콘 성분분석은 파인세라믹용 탄화

규소 분말의 화학분석방법 (KSL 1612)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분쇄물의 결정상 분석은 XRD (P/MAX 2200V/

PC, Rigaku Corp.)를 사용하였다. 액상매체 변화에 따른

실리콘 입자의 표면 산화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FT-IR (FT/IR-460 plus, JASCO)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습식분쇄과정에서 액상매체 종류에 따른 실리콘 입자

의 입자크기 및 형상관찰을 위한 SEM 분석결과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결과, 분쇄시간이 0.5 h, 3 h, 12 h

진행될수록 입자크기가 점차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액

상매체 종류에 따른 분쇄거동을 비교한 결과, 증류수를

액상매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수에탄올과 디에틸렌글리

콜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조대한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며, 0.5 µm 이하의 미세한 입자가 조대한 입

자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쇄과정에

Fig. 1. Characterization analysis results of silicon powder (a)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b) SEM image.



 습식분쇄공정에서 액상매체가 실리콘 분쇄 및 산화특성에 미치는 영향 123

제51권 제2호(2014)

서 입자의 표면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입자의 응집과 파괴

된 표면의 재결합이 방지될수록 분쇄효율이 증가하는 것
6)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증류수를 액상매체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대한 입자표면에 미세한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분쇄효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액상매체 종류 및 분쇄시간 변화에 따른 실리콘 분말

의 입도변화를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

리콘의 평균입도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디에틸렌

글리콜을 액상매체로 이용했을 경우에 30분 분쇄조건에

서 평균입도가 6.1 µm에서 3.9 µm로 감소하였는데, 이것

은 무수에탄올과 증류수를 사용했을 때 5.0 µm와 4.5 µm

로 감소한 것과 비교해볼 때 디에틸렌글리콜을 액상매체

로 사용하는 것이 실리콘분쇄에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이

러한 경향은 3시간과 12시간 분쇄조건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분쇄시간 변화에 따른 입도 분석결과, 분쇄 초

반 30분까지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분쇄가 진행되지만 3

Fig. 2. SEM images of silicon powder varying with liquid medium ((a) diethylene glycol, (b) anhydrous ethanol, and (c) de-ionized

water) and grinding time (0.5 h, 3 h, and 12 h).

Fig. 3. Median particle size of silicon powder varying with

liquid medium ((a) diethylene glycol, (b) anhydrous

ethanol, and (c) de-ionized water) and grinding time

(0.5 h, 3 h,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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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2시간 진행될수록 분쇄효율이 저하됨을 알 수 있

다. 특히 무수에탄올과 증류수를 액상매체로 사용할 경우

에는 12시간 분쇄조건에서도 실리콘 분말의 평균입도가

각 각 2.5 µm와 2.0 µm로 크게 나타나 미립자 분쇄에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분쇄는 충격과 마

모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충격은 커다란 입자 분쇄에

효율적이고 마모는 작은 입자를 미립화하는데 효율적이

다. 분쇄과정에서 충격효과를 높이는 것은 커다란 볼이

효율적이며, 마모효과를 높이는 것은 작은 볼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리콘 분말을 2 µm 이하의

작은 크기로 분쇄하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볼을 증대

하는 방향으로 볼 배열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쇄효율은 분쇄물의 표면에너지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액상매체는 분쇄물의 표면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3)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로

부터, 본 실험에서 디에틸렌글리콜을 액상매체로 사용하

는 것이 실리콘분쇄에 가장 효율적이었던 실험결과는 분

쇄과정에서 실리콘 입자의 표면에너지변화와 밀접한 연

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분쇄시간 및 분쇄매체 변화에 따른 XRD 분석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XRD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

리콘 피크가 관찰되며, 분쇄시간이 0.5시간, 3시간, 12시

간으로 증가할수록 실리콘 피크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Ibrahim은 분쇄시간은 분쇄물의 결정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7)

 이러한 기존의 연

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분쇄시간을 증가할수록 실리콘의

결정구조가 변형되어 결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액상매체 종류에 따라서 분쇄효율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XRD 피크 강도 변화는 크지 않은데, 분쇄효율

은 액상매체와 실리콘 입자간의 표면에너지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실리콘입자의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리콘 분쇄에 따른 산화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SiO2 와 실리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1에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SiO2와 실리콘 성분 분석결과,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실리콘 함량은 감소하며 SiO2 함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증류수를 액상매

체로 사용할 경우에 분쇄시간을 3시간, 12시간 진행함에

따라서 SiO2 함량은 4.12%에서 각 각 20.9%와 31.7%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수에탄올과 디에틸

렌글리콜을 사용할 경우에는 12시간 분쇄했을 경우에도

SiO2 함량이 4.12%에서 각 각 5.91%와 5.28%로 적게 나

타나 분쇄에 따른 산화진행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증류수를 사용할 경우에 실리콘의 산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실리콘 표면의 불포화 결합으로 인해서 불

안정하게 되고 특히 공기 및 수용액 조건에서 쉽게 산화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8,9)

Fig. 4. XRD peaks of silicon powder varying with liquid

medium and grinding time in wet-mil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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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매체 종류 및 분쇄시간별로 분쇄한 시료의 FT-IR

분석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T-IR 분석결과, 분쇄하

기 전의 실리콘 원료분말의 Si-O 피크가 가장 크고,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Si-H 피크가 증가하는 반면에 Si-O 피

크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실리콘 원료

분말의 표면이 산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리콘 분말 표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실리콘

이 공기중의 산소와 쉽게 결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액상

매체 변화에 따른 FT-IR 측정결과, 디에틸렌글리콜을 사

용했을 경우에 분쇄가 0.5시간, 3시간, 12시간 진행될수록

Si-H 피크는 증가하는 반면에 Si-O 피크는 점차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무수에탄올과 증류수를 액상매

체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분쇄가 진행될수록 Si-H 피크는

증가하지만 Si-O 피크변화는 크지 않았다. 분쇄과정에 따

른 실리콘 입자의 산화특성은 입자표면의 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쇄가 진행될수록

Si-O 피크가 점차적으로 감소한 디에틸렌글리콜이 실리

콘 입자표면 산화방지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습식분쇄과정에서 액상매체 변화가 실리콘 분쇄 및 산

화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액상매체로 디에틸

렌글리콜을 사용할 경우에 무수에탄올과 증류수를 사용

할 때와 비교해서 실리콘 입자가 작게 분쇄되어 실리콘

분쇄에 효율적이었다. 분쇄가 진행될수록 실리콘이 산화

되어 SiO2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증류수를

액상매체로 사용할 경우에 SiO2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실리콘의 산화가 촉진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수에

탄올과 디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쇄진행에 따

른 SiO2 함량 증가가 적게 나타나 실리콘의 산화진행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FT-IR 분석결과, 실리콘 원료분말

의 Si-O 피크가 가장 크게 나타나 실리콘 분말의 표면산

Table 1. The Variation of Si/SiO2 Contents of the Silicon Powder

with Applying of Liquid Medium in a Wet-milling

Process

Liquid medium
Milling time 

(h)

Chemical composition 

(%)

Si SiO2

Silicon powder (Raw material) 95.9 4.12

Diethylene 

glycol

3 95.6 4.42

12 94.7 5.28

Anhydrous 

ethanol

3 95.8 4.21

12 94.1 5.91

De-ionized 

water

3 95.6 20.9

12 68.3 31.7

Fig. 5. FT-IR patterns of silicon powder varying with liquid

medium and grinding time in wet-mil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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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수에탄올과

증류수를 액상매체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분쇄가 진행될

수록 Si-O 피크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디에틸렌글

리콜을 액상매체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분쇄가 진행됨

에 따라서 Si-O 피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실리콘 입

자표면의 산화방지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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