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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리콘 태양전지는 고순도의 실리콘을 이용하여 제조하므

로 태양전지로 제조하는 과정이나 태양광 모듈 제작 과정에

서 파쇄된 태양전지는 고순도의 실리콘이 함유되어 있다. 이

런 파쇄된실리콘태양전지는다시녹여실리콘잉곳으로재

활용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재사용처가 다양하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파쇄된 태양전지의 재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로 코팅하여 음극재로 활용하고자 했다.

2. 실험방법

그림 1은파쇄된태양전지를보여주는것으로태양광모듈

을제작하는과정에서깨진전지를모아둔것이다. 이 파쇄된

실리콘 태양전지를 분말로 만들기 위해 볼밀을 이용했고, 실

리콘 분말을 탄소 전구체인 불소수지와 중량비 1:1로 유기용

매에넣어혼합한후건조했다. 건조한시료를고온전기로에

서 질소 분위기로 열처리하여 탄화된 입자를 만들었으며 입

자 제조 방법은 선행연구인 Kim 등[1]의 방법을 사용했다.

제조한입자를사용하여아르곤으로채워진글러브박스에서

2032 규격의 half coin cell로 조립했고, 최소 3시간의 안정

화 시간을 가진 후 0.02~3V 범위에서 0.5A/g 조건으로 100

회 충방전을 진행했다. 이후 샘플을 구분하기 위해 탄화 전

시료로만든샘플을 S1, 탄화 후시료로만든샘플을 S2라고

명명했다.

3. 실험결과

충방전 100회 진행 후 방전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S1은

초기 방전용량 1476.2 mAh/g, 100회째 방전용량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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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파쇄된실리콘태양전지를실리콘잉곳으로재활용하는것에서사용처를확대하고자음극재로재활용
하는연구를진행했다. 파쇄된실리콘태양전지를분말로만들었고불소수지를탄소전구체로사용하여탄화하는방법
으로 개질했다. 탄화 전 후의 방전용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32 규격의 half coin cell을 조립하여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했고, 초기 방전용량은 탄화 전의 58.8%이지만 방전 유지율은 탄화 전 1.2%에서 탄화 후 101.8%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이는충방전과정에서발생하는실리콘의수축과팽창을탄소가억제한효과이며추가실험과고찰을
통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림 1] 파쇄된 실리콘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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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g이고, S2는 같은 순서로 868.1 mAh/g, 883.5 mAh/g

이다. 방전용량 유지율은 S1, S2의 순서로 각각 1.2, 101.8%

로 S2의 방전용량이 다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S1의 초기

방전용량은 S2 보다 1.7배 크지만, 100회째의 방전용량은

1.9% 수준으로 작아졌다. 이러한 S1의 급격한 방전용량 감

소 경향은 실리콘을 음극재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축과 팽창에 의한 현상이다.[2] S2의 방전용량 감소가 억

제된것은탄소로코팅되어수축·팽창을억제한효과로보인

다. 다만 충방전 초기에 방전용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선

행연구의 경향과 달리 약 2%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에 대한 추가 실험과 고찰을 진행할 예정이다.[3]

4. 결론

본 연구는 파쇄된 태양전지의 재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음극재로재활용한연구로불소수지를탄소전구체로사용하

여 탄화 입자를 만들었다. 탄화 전 초기 방전용량은 탄화 후

샘플의 1.7배이지만 충방전이 진행되어 100회째 방전용량은

탄화 전의 1.9% 수준으로 작아졌다. 이는 충방전에 따른 실

리콘의수축과팽창에의한용량감소현상이탄화를통해개

선된것을보여주며향후추가실험과고찰을진행하여탄화

에 따른 개선효과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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