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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sized β-SiC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combined with a sol-gel process and a carbothermal process.

TEOS and carbon black were used as starting materials for the silicon source and carbon source, respectively. SiO2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using a sol-gel technique (Stober process) combined with hydrolysis and condensation. The size of the

particles could be controlled by manipulating the relative rates of the hydrolysis and condensation reactions of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within the micro-emulsion. The average particle size and morphology of synthesized silicon dioxide was

about 100nm and spherical, respectively. The average particles size and morphology of the used carbon black powders was

about 20nm and spherical, respectively. The molar ratio of silicon dioxide and carbon black was fixed to 1:3 in the preparation

of each combination. SiO2 and carbon black powders were mixed in ethanol and ball-milled for 12 h. After mixing, the slurries

were dried at 80 oC in an oven. The dried powder mixtures were placed in alumina crucibles and synthesized in a tube furnace

at 1400~1500 oC for 4 h with a heating rate of 10 oC/min under flowing Ar gas (160 cc/min) and furnace cooling down to room

temperature. SiC nanop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XRD, TEM, and SAED. The XRD results showed that high purity beta

silicon carbide with excellent crystallinity was synthesized. TEM revealed that the powders are spherical shape nanoparticles

with diameters ranging from 15 to 30 nm with a narrow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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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는 질화규소와 함께 고온 구조재료로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무기재료이다. 탄화규소는 공업적

으로 에치슨 공정에 의해 제조되고 있으며 산화규소와

탄소를 혼합하며 고온으로 가열함으로써 환원 및 탄화

반응을 거쳐 합성이 된다.1) 

탄화규소(SiC)는 공유결합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서 고

온 강도, 경도, 높은 열전도도, 우수한 산화저항과 내마

모성 등의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뛰어난 물질로 알려

져 있으며, 고온 구조 재료 및 연마재 등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다.2) 탄화규소는 입방정(cubic) 결정구조를 갖

는 β상과 육방정(hexagonal) 결정 구조를 갖는 α상이 존

재한다. β상은 1400~1800 oC의 온도 범위에서 안정하고,

α상은 2000 oC 이상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탄화규소는 자

기 소결성이 나쁜 것3)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을 이용한

고성능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결용 원료

분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원료분말의 특

성이 소결성과 소결체의 미세조직, 그리고 기계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대부분의 경우 소결하기에

앞서 성형을 하기 때문에 성형성 또한 좋아야 한다. 그

러므로 탄화규소 소결시 우수한 소결성을 얻기 위해서

는 초 미분 탄화규소 분말 제조가 필요하다.

SiC의 용도로써는 우수한 내열성, 고온 고강도, 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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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부식에 대한 높은 저항성 등을 이용해 내화벽돌,

발열체, 보호관 등의 고온재료나 연마재로써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앞으로는 가스터빈이나 세라믹 엔진 부품 등

의 내열 고강도 구조재료로서 응용이 기대되며, 고경도

및 내마모성을 이용한 베어링이나 축 등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SiC 분말의 제조는 다양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의 하나는 실리카(SiO2) 분말과 탄소(C)를 혼합하여 탄소

열 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을 이용하는 acheson

process 방법으로 합성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 열 환원

법을 이용한 SiC 분말 합성공정은 고순도 SiC 분말 제

조와 입도 및 형상 제어가 어렵고, 나노 분말을 합성하

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반면 고순도의 SiC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자전고온

합성법(Self-propagation high-temperature synthesis, SHS),

졸-겔(sol-gel) 법 및 열 플라즈마 합성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자전고온합성법에 의한 SiC 합성은 실리콘(Si)과 카

본(C)의 직접반응에 의해 SiC 합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불

순물의 함유가 적어 비 산화물 계 세라믹스의 합성에 유

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분말형상의 출발물질이 고

가라는 단점이 있다.6) 졸-겔법은 액상의 Si원과 C원을 균

일하게 혼합하여 hybrid gel을 제조한 후 고온 반응을 거

쳐 고순도 SiC 분말을 합성하는 방법이다.7)

본 연구에서는 acheson process 방법에서 고온으로 열

처리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은 크기의 실리카

분말을 먼저 Tetraethyl orthosilicate(TEOS)를 출발원료로

졸-겔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실리카 분말과 탄소(carbon

black)을 혼합하여 탄소 열 환원법으로 입도 분포가 좁

고 구형인 나노 SiC 분말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나노 β-SiC를 제조하는 공정도이다. 본 실험

에 사용된 원료로는 TEOS(tetraethyl orthosilicate, 98 %,

Sigma-Aldrich), 에탄올(EtOH, 99.5 %,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NH4OH(ammonium hydroxide

(25.0~28.0 %,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탄소원(Carbon Black, Corax SRF N774)을 사용하였다.

구형의 실리카(SiO2)를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Stöber method를 응용하여 sol-gel 법으로 실리

카 분말을 합성하였다. 증류수에 EtOH을 첨가하여 400

RPM의 속도로 상온에서 30분 동안 혼합하고, TEOS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혼합한 후, NH4OH를 첨가하여 3

시간 동안 혼합하면서 숙성시킨 뒤 건조하여 구형의 실

리카 분말을 제조하였다. Acheson process 방법을 이용

한 SiC의 합성은 SiO2(s) + 3C(s)→ SiC(s) + 2CO(g)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리카 분말과 탄소원의 혼합 비

율은 1:3으로 고정하였다. 실리카 분말과 카본 블랙을 1:3

의 wt% 비율로 ball-mill을 이용하여 12시간 에탄올 용

액에서 습식 혼합(150 rpm)하였다. 혼합한 후 80 oC의 오

븐에서 12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은 알루미나 도

가니에 넣고 튜브형 전기로를 이용하여 1400~1500 oC에

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이 때 사용한 분위기는 아

르곤 가스(160 cc/min)를 사용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특

성평가는 X선 회절 분석기(XRD, MiniFlex II, Rigaku),

전계주사전자현미경(FE-SEM, MIRA II LMH, JEOL),

전계투과전자현미경(TEM, JEM-4010, JEOL)을 통하여

패턴 분석, 상분석 및 미세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BET 분석을 통하여 SiC 나노 분말의 비표면적을

측정하였으며, BET 측정값을 이용하여 평균 입자 크기

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cheson process 방법을 이용하여 고순도의 나노 SiC

분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나노 사이즈의 SiO2를 직접 합

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출발 물질의 분석을 위해 FE-

SEM과 TEM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는 졸-겔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SiO2를 FE-SEM을 통

해 분석한 것으로 입자의 크기는 약 100 nm로 균일하

였으며 구형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2(b)는 탄소원으

로 사용한 carbon black을 TEM 을 통해 분석하였다.

카본 블랙의 입자는 구형이며 입자 크기는 약 20 nm이

하를 가지고 있다. 

합성된 SiC 나노 분말의 XRD 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XRD 분석 결과, 1400 oC에서는 비정질의

SiO2 회절픽(2θ≒ 22o)만 나타났다. 1450 oC에서 3개의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or synthesis of β-S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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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픽이 각각 2θ≒ 35.7o, 60.1o, 71.9o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β-SiC(JCPDS card no. 29-1129)와 정확히 일치

하였다. 그리고 이 회절픽은 (111), (220), (311)면에 해당

한다. 그러나 이 온도에서 β-SiC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낮은 회절 강도로 관찰되었으며 비정질의 상이 혼재하였

다. 1500 oC에서는 β-SiC의 회절픽이 강하게 나타났고 비

정질 상의 회절 패턴은 거의 사라졌음이 확인되었다.

XRD 회절 패턴 분석에서 Scherrer 식을 이용하여 합

성된 SiC 나노 분말의 결정 크기를 계산하였다. Scherrer

식은 다음과 같다.

L = 0.89λ / (βcosθ) (1)

식 (1)에서 L은 결정 크기이며, λ는 X-ray의 파장

(0.154 nm)이다. 그리고 β는 회절 피크의 최대 반가 폭

이며, θ는 Bragg의 회절 각도이다. Scherrer 식을 이용

하여 결정 크기를 계산할 경우에는 결정격자 내의 응력

영향이 적은 낮은 회절각의 피크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8-9) XRD 분석에서 가장 낮은 회절 각도

인 17.8o (2θ≒ 35.7o)의 피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β-

SiC 분말의 결정 크기는 약 15.655 nm로 계산되었다. 

합성된 β-SiC 나노 분말의 입자 크기와 입자 형상을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

다. 투과 전자현미경(TEM)으로 관찰한 미세구조를 통하

여 계산한1차 입자 크기와 BET 법을 이용한 비표면적

그리고 비표면적으로부터 계산된 입자의 평균 입자 크

기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EM 분석을 통한 β-SiC의

입자 크기는 15~30 nm 사이로 관찰되며, 입자의 형상은

구형에 가까운 형상을 가진 것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SAED 패턴을 분석한 결과, β-SiC의 입방 격자의 밀러

지수인 (111), (220), (311)에 해당하는 세 개의 링 형태

Fig. 2. FE-SEM and TEM image of the starting materials. ; (a) silica and (b) carbon black.

Fig. 3. XRD patterns of the synthesized SiC products. ; (a) dried

powder, (b) 1400
o
C, (c) 1450

o
C and (d) 1500

o
C.

Fig. 4. TEM images of the synthesized SiC nano particles after heated at 1500 oC for 4h under Ar atmosphere(inset SA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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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절 패턴이 나타났고 이것은 XRD 분석 결과와 일

치하였다.

BET 법을 통한 비표면적 측정 결과는 약 182.696 m2/

g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비표면적 값을 이용하여 합성

된 β-SiC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를 계산하였다. 평균 입

자 크기 계산에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dp= 6 / (ρp− SBET) (2)

dp는 평균입경, ρp는 SiC의 밀도(3.21 g/cm3), 그리고

SBET 는 BET에서 측정된 비표면적 값이다. 계산식은 모

든 입자가 구형이며 동일한 입자 크기라고 가정하여 계

산하였다. 식 (2)을 통해 계산된 β-SiC 분말의 평균 입

자 크기는 약 10.23 nm로 계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cheson process 방법을 이용하여 고

순도의 나노 β-SiC 분말을 제조하였다. 출발원료인 실리

카(SiO2) 분말을 졸-겔법을 이용하여 구형의 약 100 nm

크기의 입자를 합성하였으며 구형의 20 nm 이하의 카본

블랙과 혼합하여 아르곤 분위기하에 1500 oC, 4시간 동

안 열처리를 하여 β-SiC을 제조하였다. TEM 측정결과

약 15~30 nm의 입도 분포를 보이며, BET 분석에서

182.696 m2/g의 높은 비표면적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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