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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purity β-SiC powders were synthesized using sol-gel processing. TEOS and phenol resin were used as the starting material
for the silicon source and carbon source, respectively. The process turned out to be capable of producing high purity SiC powder purity
degree with 99.98 %.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ntrol the shape and size of β-SiC powders synthesized by sol-gel process. In this
study, β-SiC powder with size of 1~5 um an 30 nm were used as the seeds for β-SiC to control the β-SiC powder morphology. It was
found that β-SiC powder seeds was effective to increase the powder average size of synthesized β-SiC using sol-gel process by acting
as the preferred growing sites for β-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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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C)는 내열성, 고온 고강도, 고경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부식성 및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기 때문

에 산업체 구조용 재료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1-4)

 최

근에는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Si wafer의 대구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쿼츠 소재를 대신

하여 고온 공정용 소재로 고온 강도 및 내화학적 특성이

우수한 탄화규소의 적용이 증가되고 있다. 반도체 고온

공정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탄화규소 소재는 고순도 반

응소결 탄화규소, CVD 탄화규소 및 단결정 탄화규소가

있으며 주로 적용되는 고온 공정 부품은 산화로 및 확산

로의 튜브, 보트, 캐틸래버 및 더미 웨이퍼 등이다. 반도

체 고온 공정용 탄화규소는 특히 고온에서 불순물의 유

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순도가 요구되고 있으나 출발원

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탄화규소 분말은 특정 반도체 제

조공정용 부품 제조업체에서 한정적으로 생산되어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고온 공정용 탄화규

소는 고순도 CVD 코팅을 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5)

탄화규소 규소 분말은 일반적으로 Acheson process로 알

려진 규소 분말과 탄소원을 혼합하여 전기방전 방법으로

고온에서 carbothermal reduction 방법으로 제조된 알파 상의

SiC 분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으로 제조된 α-SiC 분

말의 순도가 낮아 반도체 고온 공정용 부품 제조에 사용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순도화 처리 공정이 요구된다.

Carbothermal reduction 방법으로 고상상태의 탄소원과 규

소원을 혼합하여 고온 반응으로 탄화규소 분말을 합성하

는 공정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β-SiC 분말을 합성할

수 있으나 탄소원과 규소원 사이에서 균질한 혼합이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성 후에도 SiO2 및 carbon이 잔

류하게 되어 고순도 탄화규소 분말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

으며, 합성된 탄화규소 분말의 크기 및 형상제어가 어려

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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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탄화규소분말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고순도 물질을 출발원료로 확보할 수 있고 비교적 저온

에서 탄화규소를 합성할 수 있는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 CVD process) 및 sol-gel process

로 알려져 있다.
8-12) 

CVD 방법에 의한 탄화규소 분말 합

성법으로는 일정한 크기 분포를 갖는 sub micrometer 크

기를 갖는 고순도 β-SiC 분말을 제조할 수 있으나, 제조

된 β-SiC 분말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1 µm 이하이기 때문

에 소결성은 우수하지만 반도체 고온 공정용으로 많이 사

용되는 반응소결 탄화규소의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한, CVD 방법에 의한 탄화규소 분말 합성은 대량 생산

에 적합하지 않고 생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순도 탄화규소를 제조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sol-gel 공정이며 액상의 규

소원과 탄소원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hybrid gel을 제조한 후

고온 반응을 거쳐 고순도 탄화규소 분말을 합성하는 공정이

다.
13-16)

 Kurachi 등은
17-20)

 액상의 phenol resin과 ethylsilicate

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가수분해 공정을 거쳐

hybrid gel을 제조한 후 고온 반응으로 고순도의 미세 β-SiC

분말을 제조하였다. 또한, 규소원으로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또는 tetramethyl orthosilicate(TMOS)을 사용하고

탄소원으로 phenol resin을 사용하여 sol-gel 공정으로

hybrid gel을 제조한 후 1700~1800
o
C 온도에서 고온 반응

으로 β-SiC 분말을 합성 하였으며, 합성된 β-SiC 분말의

크기는 hybrid gel 제조공정 조건, 합성 온도 및 출발 원

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수 micrometer

이하이었다.
21,22)

 Sol-gel 공정에 의한 고순도 탄화규소 분

말 제조공정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공법별 기구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정의 신뢰

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합성된 β-SiC 분말의 형상 및 크

기 제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원으로 Phenol resin과 규소원으로

TEOS를 사용하여 sol-gel 법으로 hybrid gel을 제조한 후

고온 열처리 공정으로 고순도 β-SiC 분말을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ol-gel 공정에 의한 탄화규소 분말 합성

공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합성된 β-SiC 분말의 형성

및 크기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탄화규

소 합성을 위한 seeds로 다양한 크기의 β-SiC particle을

hybrid gel 및 SiC precursor에 첨가하여 sol-gel 방법으로

합성된 β-SiC 입자의 크기 및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2. 실험 방법

Table 1은 Sol-gel 방법으로 고순도 SiC 분말 합성을 위

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출발원료를 보여주며 규소원으로

액상의 테트라에틸오소실리케이트 (tetraethyl orthosilicate

(Si(OCH3)4, TEOS, 98%, Sigma Aldrich)를 사용하였고,

촉매제로 p-TSA(98.5%, Sigma Aldrich), 탄소원으로 노볼

락 타입의 페놀 레진(Kolong Co.)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페놀레진의 카본함량을 측정하기위하여 페놀레진

을 불활성분위기에서 carbonization화 되는 동안의 무게변

화를 측정하여 카본함량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phenol resin

내의 카본양으로 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된 hybride gel 내

C/Si 비는 1.6이었다.

Fig. 1은 sol-gel 방법으로 고순도 β-SiC 분말을 제조하

기 위하여 사용된 개략적인 실험공정도를 보여준다. Sol-

gel 방법으로 고순도 β-SiC 분말 합성을 위하여 페놀레진

과 TEOS의 균일한 혼합을 위하여 페놀레진은 에탄올에

용해하여 TEOS와 혼합하였으며, TEOS의 가수분해를 위

하여 toluene sulfonic acid 용액(p-TSA, 30 wt% 수용액)을

첨가하여 40
o
C에서 400 rpm으로 약 36시간 동안 교반하

였다. 제조된 hybrid gel의 건조는 오븐에서 100
o
C에서 24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900
o
C(5

o
C/min)에서 30분 동안

질소 분위기로 유지하여 SiC precursor를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β-SiC 입자의 형상 및 크기 제어를 위하여

Table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30 nm 크기의 SiC 분말

및 1~5 µm 크기의 β-SiC 분말을 1, 5, 10 wt%로 변화시

켜 hybrid gel과 혼합한 후, 1800
o
C에서 3시간 동안 Ar

Table 1. Starting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Materials Supplier Remark Purity/Size 

Tetraethyl

Orthosilicate
Aldrich TEOS 98%

Toluene sulfonic acid Aldrich P-TSA >98.5%

Novolac type

Phenol Resin
Kolong SPR

Carbon

contents>55%

purity>90%

Nano SiC particle MIT Ave. size=30 nm

Micro SiC particle KIST Ave. size=1~5 µm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or synthesis of β-SiC powder

using sol-ge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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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하에서 열처리하여 고순도 β-SiC 분말을 합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5 µm 크기의 β-SiC 분말은

본 실험실에서 제조된 분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henol resin, 제조된 hybrid gel 및

SiC precursor 그리고 합성된 β-SiC 분말은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석기를 이용하여 투과법

으로 분석하였으며, X-선 회절 장치로 결정상을 분석하였

다. 또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합성된 β-SiC 분말의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EOS는 4 mol의 물과 촉매제(p-TSA)에 의해 완전 가수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함께 혼합된 페놀레진과의 축

합반응에 의해 gel 상태로 되게 된다. β-SiC 분말 합성 시

C/Si mol ratio는 고순도 β-SiC 합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며 이를 위하여 페놀 레진의 열분 석 실험이 수행되었

다. Fig. 2는 페놀레진의 TG(thermo gravimetric analysis)

및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 결과를 보여

주며 400
o
C 부근부터 800

o
C까지 급격한 무게변화가 발생

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800
o
C에서 1100

o
C 까지 무게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놀레진의 carbonization은

800
o
C에서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1100

o
C 부근에

서의 카본 함량은 52%이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

된 hybrid gel의 열처리 조건을 결정하여 N2 분위기하에서

900
o
C에서 열처리하여 SiC precursor를 제조하였다.

Fig. 3은 페놀레진, C/Si mol ratio로 제조된 건조 된

hybrid gel, SiC precursor 및 합성된 β-SiC 분말의 FT-IR

스펙트라를 보여준다. 페놀레진과 건조 된 hybrid gel에서

는 O-H bonding (3600~3100 cm
−1

), benzene ring (1605,

1587, 1493 cm
−1

), Si-O-Si (1250~1050, 480 cm
−1

) 그리고 C-O

bonding (1200 cm
−1

)이 관찰되었고, hybrid gel을 900
o
C에서

열처리하여 한 SiC precursor에서는 건조된 hybrid gel 젤의

피크에서 관찰된 O-H, benzene ring, Si-O-Si bonding이 관

찰되지 않았다. SiC precursor를 1800
o
C에서 열처리하여 합

성된 β-SiC 분말에서는 796 cm
−1 
부근에서 Si-C bonding이

관찰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페놀레진의 TG 분석에서

400
o
C부터 800

o
C 부근까지의 급격한 무게변화를 비교 했

을 때 O-H bonding, benzene ring의 휘발은 800
o
C 이전에

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Si-O-Si bonding은 고온에서

carbon과 환원 및 탄화반응으로 Si-C bonding이 형성되면

서 감소되고 일부는 SiO로 증발되어 1800
o
C에서 3시간

열처리된 시편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C/Si mol ratio로 제조된 건조 된 hybrid gel,

SiC precursor, 1350
o
C 및 1800

o
C에서 합성된 β-SiC 분말

및 1~5 um 크기의 β-SiC seeds를 1 wt% 첨가시켜 합성된

β-SiC 분말의 XRD 회절 pattern을 보여 준다. Fig. 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건조 된 hybrid gel 및 SiC precursor

는 broad 하게 결정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정질 carbon

peak이 관찰되었다. 1350
o
C에서 합성된 SiC에서는 20

o 
부

근에서 일부 결정화된 미반응 카본에 의해 broad diffraction

pattern이 나타났으며 낮은 합성온도에서도 결정도 낮은

β-SiC 결정상이 합성되었다. 따라서 sol-gel process를 이

용하여 액상의 규소원과 탄소원을 혼합하여 제조된 hybrid

gel에서는 규소원 SiO2와 탄소원 C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1350
o
C에서도 β-SiC 결정상이 미반응 카본

및 XRD peak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미반응

SiO2와 함께 합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800
o
C에서 합성

된 SiC의 XRD 분석에서는 20
o
에서 일부 결정화된 미반

응 카본에 의해 나타나는 broad diffraction pattern이 관찰

되지 않았으며 높은 결정도를 갖는 β-SiC 결정상이 관찰

Fig. 2. The thermal behavior of phenolic resin in N2 atmosphere.

Fig. 3.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of (a) phenol resin,

(b) dried hybrid gel, (c) SiC precursor after heat

treatment of hybrid gel, and (d) synthesized β-S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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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350
o
C에서 나타나는 결정도가 낮은 β-SiC 결정

상은 합성온도가 1800
o
C로 증가됨에 따라 높은 결정도를

갖는 β-SiC 결정상으로 나타났으며 미반응 카본 및 미반

응 SiO2 사이에서 환원 및 탄화반응이 진행되어 β-SiC로

합성되면서 순도가 높은 β-SiC가 합성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β-SiC 분말의 seeds를 1 wt% 첨가시켜 합성된 SiC

의 XRD 회절 pattern은 β-SiC 분말의 seeds가 첨가되지

않고 합성된 SiC의 XRD 회절 pattern과 동일하게 관찰되

었으며, β-SiC seeds의 첨가는 합성된 SiC의 결정상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는 C/Si mol ratio로 제조된 hybrid gel을 사용하

여 1350
o
C에서 1시간 동안 합성된 분말의 SEM 미세구조

를 보여준다. 1350
o
C에서 합성된 분말은 SEM 미세구조

및 XRD pattern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0 nm 이하 크기

의 β-SiC 입자 및 미반응 카본입자 및 SiO2 입자로 이루어

져 있다. Hybrid gel을 열처리하여 제조된 SiC precursor는

1350
o
C에서 환원 및 탄화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cross link

된 SiC precursor 내 카본 과 SiO2가 반응하여 초기단계에

는 나노 크기의 β-SiC 입자가 합성되며, 합성 시간의 증

가 및 합성온도의 증가에 따라 미반응 SiO2 및 카본과의

사이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새롭게 합성되는 β-SiC의 증

착 및 10 nm 이하 크기의 β-SiC 입자 사이에서의 입자 성

장으로 β-SiC 입자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건조된 hybrid gel 분말과 1~5 µm 크기의 β-SiC

분말 seeds를 0 wt%, 1 wt%, 5 wt% 및 10 wt% 혼합하여

1800
o
C에서 3시간 동안 합성한 β-SiC 분말의 SEM 미세구

조를 보여준다. β-SiC 분말 seeds를 첨가하지 않고 합성된

β-SiC 분말의 미세구조는 Fig. 6(a)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

이 합성된 β-SiC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는 넓게 관찰되었

으며 합성된 β-SiC 분말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약 5 µm 이

하이었다. 1350
o
C에서 합성된 β-SiC 분말의 미세구조와 비

교하여 β-SiC 분말의 입자 크기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합

성된 입자의 형태로부터 β-SiC 입자의 결정도도 증가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합성된 β-SiC 분말의 순도는

99.98% 이상이었다. β-SiC 입자 seeds를 1 wt% 첨가하여

합성된 β-SiC 분말의 SEM 미세구조는 β-SiC 분말의 seeds

를 첨가하지 않고 합성된 β-SiC 분말보다 입자크기는 증

가되었고 입자 크기 분포가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b)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합성된 β-SiC 입자의 최

대 크기는 15 µm 정도이었다. 따라서 첨가된 SiC seeds 입

자 표면은 합성 원료 내 카본 과 SiO2가 반응하여 초기단

계에서 형성되는 β-SiC의 우선적인 합성 위치로 작용하여

Fig. 4. XRD patterns of (a) dried hybrid gel, (b) SiC precursor,

(c) SiC powders synthesized at 1350
o

C for 1 h, (d) SiC

powders synthesized at 1800
o

C for 3 h, and (e) SiC

powders synthesized at 1800
o

C with β-SiC seeds for

3 h.

Fig. 5. SEM of synthesized β-SiC powders at 1350
o

C.

Fig. 6. SEM of synthesized β-SiC powder using dried hybrid gel

with the addition of 1~5 µm sized β-SiC powder seeds;

(a) 0 wt%, (b) 1 wt%, (c) 5 wt%, and (d)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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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성장이 일어나며 고온에서 우선적으로 성장되는 β-SiC

입자 사이에서 입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15 µm 크기의

큰 β-SiC 입자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

조된 hybrid gel 내에 첨가된 β-SiC 입자 seeds의 양이 증

가됨에 따라 Fig. 6(c) 및 (d)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합

성된 β-SiC 입자의 최대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합성된 β-

SiC 입자 크기 분포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된

hybrid gel 내에 첨가된 β-SiC 입자 seeds의 양이 증가될수

록 β-SiC의 우선적인 합성 위치의 밀도가 증가되고 β-SiC

합성을 위한 SiO2 및 카본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

에 합성된 β-SiC 입자의 크기가 감소되며 β-SiC 입자의 크

기 분포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β-SiC 입자

seeds를 5 및 10 wt% 첨가하여 합성된 β-SiC 분말의 최대

크기는 β-SiC 분말 seeds를 첨가하지 않고 합성된 β-SiC

분말보다 입자크기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건조된 hybrid gel 분말과 30 nm 크기의 β-SiC

분말 seeds를 1 wt% 및 10 wt% 혼합하여 1800
o
C에서 3시

간동안 합성한 β-SiC 분말의 SEM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30 nm 크기의 β-SiC 입자 seeds를 1 wt% 첨가하여 합성

된 β-SiC 분말의 SEM 미세구조는 Fig. 7(a)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β-SiC seeds를 첨가하지 않고 합성된 β-SiC 분

말보다 입자크기는 증가되어 합성된 β-SiC 입자의 최대

크기는 18 µm 정도 이었으며 입자 크기 분포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0 nm 크기 SiC 입자 seeds의 첨가는

1~5 µm 크기의 β-SiC 분말 seeds의 첨가보다 합성되는 β-

SiC 분말의 입도 및 입도 분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조된 hybrid gel 내에 첨가된 β-SiC 입자

seeds의 양이 10 wt%로 증가됨에 따라 1~5 µm 크기의 β-

SiC 분말 seeds를 첨가하여 합성된 β-SiC 분말에서와 같이

합성된 β-SiC 입자의 최대 크기는 급속하게 감소하였으

며 합성된 β-SiC 입자 크기 분포는 증가하였다. 건조된

hybrid gel 내에 첨가된 30 nm 크기의 β-SiC 입자 seeds의

표면적은 같은 양의 1~5 µm 크기의 β-SiC 분말 seeds의

표면적보다 크게 증가되어 카본 및 SiO2 사이에서 합성

되는 β-SiC의 생성 및 성장 위치가 크게 증가되어 합성

반응 초기부터 30 nm 크기의 β-SiC 입자 seeds의 성장이

활성화 되고 성장되는 나노 크기의 입자들 사이의 거리

가 충분히 감소되어 입자들 사이에서의 응집에 의한 입

성장도 크게 증가되어 큰 크기의 β-SiC 분말의 합성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기구 설

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4. 결 론

출발원료로 TEOS와 페놀레진을 사용하여 sol-gel 법으

로 제조된 hybrid gel를 900
o
C에서 30분간 N2 분위기하에

서 유지하여 SiC precursor를 제조한 후 1800
o
C에서 3시

간 동안 Ar 분위기하에서 반응합성 시켜 순도가 99.98%

이상인 β-SiC 분말을 합성하였다. 1~5 µm 크기의 β-SiC

분말과 30 nm 크기의 β-SiC 분말을 seed로 hybrid gel에

1 wt%, 5 wt%, 10 wt% 첨가가 합성된 SiC 입자의 크기

및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5 µm 크기의 β-SiC

분말 seeds를 1 wt% 첨가 시 입자 크기가 15 µm까지 입

자 성장이 일어났으며, 입자 크기 분포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5 µm 크기의 β-SiC 분말 seeds를 5 wt%, 10 wt%

첨가 시 합성된 β-SiC 입자 크기는 급격히 감소되고 입

자 크기 분포 또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 µm 크

기의 β-SiC 분말 seeds를 5 wt%, 10 wt% 첨가 할 경우

1~5 µm 크기의 β-SiC 분말 seeds를 첨가하지 않고 합성

된 β-SiC 보다 입자 크기는 증가되고 입자 크기 분포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 nm 크기의 β-SiC 분말을

seeds로 첨가하여 β-SiC 분말을 합성하였을 경우, 최대 입

자크기가 18 µm로 관찰되었으며 1~5 µm 크기의 β-SiC 분

말의 첨가보다 합성되는 β-SiC 분말의 입도 및 입도 분

포를 효과적으로 제어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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