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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β-SiC powders were synthesized by a carbothermal reduction process using SiO2-C precursors fabricated by a sol-gel process using
phenol resin and TEOS as starting materials for carbon and Si sources, respectively. The C/Si molar ratio was selected as an important
parameter for synthesizing SiC powders using a sol-gel process, and the effects of the C/Si molar ratio (1.4-3.0) on the particle size,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yield of the synthesized β-SiC powders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1) the particle size of the
synthesized β-SiC powder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Si molar ratio in the SiO2-C hybrid precursors, (2)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widened with an increase in the C/Si molar ratio, and (3) the yield of the β-SiC powder production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Si mol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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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 (SiC)는 높은 열전도도와 내열성 및 내식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많은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산화물계 세라믹스이다.
1-4) 
최근에

β-SiC 세라믹스는 초집적 반도체 공정 및 LED 공정용 초

고순도 SiC 부품, 태양광 발전 및 고효율화를 위한 고품

위 SiC 에너지 반도체 등으로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 SiC

세라믹스의 물성은 분말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원료 분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반

도체 부품 제조 및 단결정 성장의 원료는 입도분포가 좁

고, 고순도를 갖는 SiC 분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분말

제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5,6)

 대부분의 상업용

SiC 분말은 SiO2와 코크스(cokes) 등의 carbon 혼합물을 흑

연 전극 사이의 고압전류 방전으로 가열하여 SiC 분말을

합성하는 Acheson process에 의해 생산된다.
7) 

Acheson

process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고체 상태의 원료들 간의 접촉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므로,

원료 혼합 상태에 따라 미반응 잔류 carbon 및 SiO2가 남

을 수 있다. 또한, 합성된 SiC는 넓은 범위의 입도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분쇄 및 분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순도를 가지며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갖는 SiC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전고온 합성

법(self-propagation high-temperature synthesis, SHS),
8,9)

열플라즈마 합성법,
10)

 직접탄화법,
11,12)

 폴리실록센과 탄소

전구체를 사용하는 열탄소환원법
6)

 및 졸-겔 (sol-gel)법
13-15)

등이 제시 되었다. 졸-겔법을 사용하여 SiC 분말을 합성

하는 방법은 액상의 Si 원료와 C 원료를 사용하여 고순

도 SiC 분말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sol-gel법은

silicon 원료와 carbon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합성된 분말의 형상 및

입도 제어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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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와 페놀 수

지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sol-gel 공정으로 SiO2-C hybrid

precursor를 제조하여 SiC 분말을 합성하였다. 출발원료의

C/Si 몰 비가 합성된 SiC 분말의 입도분포 및 크기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출발원료로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98% pure,

Sigma Aldrich, USA)와 노볼락 형태의 페놀수지 (KNG-100,

Kolong Co., Korea)를 각각 silicon 및 carbon 원료로 사

용하였으며, 질산용액 (HNO3, 60%, JUNSEI, Japan)을 촉

매로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페놀수지는 이전 연구

에서 조사된 열중량분석(TGA) 결과에 의하면 400
o
C 부

근에서 무게감량이 시작되어 800
o
C까지 급격한 무게변화

가 발생하였고, 8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완전히 열분해 되

며 약 48%의 잔류탄소가 남았다.
16)

 본 연구에서는 Table 1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조성으로 출발원료로 TEOS, 페

놀수지, 질산, 에탄올,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sol 제조 공

정에서 사용된 C/Si 몰 비는 1.4 ~ 3.0이었다. 페놀수지를

에탄올에 용해시킨 후 TEOS를 첨가하여 400 rpm의 속도

로 1시간 교반 시킨 후, 촉매로 질산 (30 wt% 수용액)을

질산/TEOS 몰 비를 0.07로 첨가하여 겔화공정(gel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조된 겔은 60
o
C에서 24시간 건조

한 후 질소 분위기 하에서 5
o
C/min의 속도로 900

o
C까지

승온하여 30분간 열처리함으로서 SiO2-C hybrid precursor

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겔 및 SiO2-C hybrid

precursor는 FT-IR 분석을 통하여 C/Si 몰 비에 따른 FT-

IR 스팩트럼 변화를 조사하였다. 제조된 SiO2-C hybrid

precursor를 Ar 분위기 하에서 5
o
C/min의 속도로 승온하여

1800
o
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β-SiC 분말을 합성하

였다. 합성된 β-SiC 분말을 대기 분위기하에서 700
o
C에서

2시간 동안 산화처리 한 후 HF 용액 (20 wt% 수용액)을

사용하여 산처리 하여 SiO2를 제거함으로써 SiC 분말을

제조하였다. 합성된 SiC 분말의 평균입도 및 입도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준비를 위하여 합성된 SiC 분말을 분

산제로 타몰(Tamol)을 사용하여 볼밀 방법으로 페인트 교

반기(paint shaker)를 이용하여 분산시켰다. 또한 합성된

SiC 분말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X-

ray diffraction, XRD)을 했으며, 합성된 입자의 형상 및 입

도를 알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

scopy, SEM)을 사용하였다. 합성된 SiC 분말은 FT-IR을

사용하여 원자결합 상태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C/Si 몰 비가 1.8로 제조된 sol을 60
o
C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한 겔 및 건조된 겔을 질소 분위기하에서

5
o
C/min의 속도로 승온 시켜 900

o
C에서 30분 동안 열처

리하여 제조된 SiO2-C hybrid precursor를 Ar 분위기 하에

서 5
o
C/min의 속도로 승온시켜 1800

o
C에서 3시간 유지하

여 합성된 SiC 분말의 FT-IR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건조

된 겔에서는 O-H 결합 (3600 ~ 3100 cm
−1

), benzene ring

(1605, 1587, 1493 cm
−1

), Si-O-Si 결합 (1250 ~ 1050,

800 cm
−1

)이 관찰되었다.
16)

 900
o
C에서 열처리하여 제조된

SiO2-C hybrid precursor에서는 O-H 결합이 관찰되지 않

Table 1. Batch Composition for Synthesizing β-SiC Powders

Sample Designation
Batch Composition (mol)

C/Si Mole Ratio
TEOS C in Phenol resin Ethanol H2O Acid

Y14 1 1.4 4 4.1 0.07 1.4

Y18 1 1.8 4 4.1 0.07 1.8

Y22 1 2.2 4 4.1 0.07 2.2

Y26 1 2.6 4 4.1 0.07 2.6

Y30 1 3.0 4 4.1 0.07 3.0

Fig. 1.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a) dried gel, (b)

SiO2-C hybrid precursor heat-treated at 900
o
C for 30

min in nitrogen atmosphere, and (c) SiC powder

synthesized at 1800
o
C for 3 h in argon atmosphere

from TEOS and phenol resin mixture with a C/Si mole

ratio o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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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페놀수지의 TGA 결과에서 400
o
C

부터 800
o
C 부근까지의 급격한 무게변화와 함께 생각해

볼 때, 겔 내에 잔류하는 OH기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제거되어 흡수대의 세기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Si-O 결합에 의한 1,080 ~ 800 cm
−1
의 흡수대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O2 생성량이 증가하여 이들 흡

수대의 세기가 증가 하였다.
17,18)

 

Fig. 2는 C/Si 몰 비가 3.0인 SiO2-C hybrid precursor를

사용하여 Ar 분위기를 사용하여 1800
o
C에서 3시간 동안 합

성한 분말과 합성된 분말을 700
o
C의 산화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산화 처리한 분말의 FT-IR 결과를 보여준다. 산화처

리 하지 않은 β-SiC 분말에서는 Si-H 결합(2100 cm
−1

)
19)
이

관찰되었지만 산화처리 이후 Si-H 결합에 의한 흡수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화반응으로 인해 잔류 carbon이 제거

된 β-SiC 분말에서는 Si-C 결합(780-900 cm
−1

)의 흡수대가

강하게 나타났다. 

Fig. 3은 1800
o
C에서 합성된 SiC 분말을 700

o
C에서 2시

간 산화처리한 후 C/Si 몰 비에 따른 무게 감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C/Si 몰 비가 1.4에서 3.0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게 감량은 0%에서 28%로 증가하였다. Fig. 2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C/Si 몰 비가 높은 SiO2-C hybrid pre-

cursor를 사용하여 합성된 SiC 분말에서는 반응하지 않은

잔류 carbon이 과량 발생되기 때문에 산화 처리 시 carbon

의 산화반응으로 무게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Ar 분위기 하에서 1800
o
C 온도에서 3시간 동

안 열처리하여 합성된 분말을 산화 및 산처리 한 후 분

말의 XRD 결과를 보여준다. C/Si 몰 비를 1.4~3.0로 변

화시켜 제조한 분말은 모든 조성에서 β-SiC 결정상만이

관찰되었다. SiO2-C hybrid precursor 내의 carbon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즉 C/Si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XRD 그

래프에 나타난 β-SiC 분말의 X-선 peak의 반가 폭은 넓

어지고 intensity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i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합성된 β-SiC 분말의 입자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결정성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SiO2 및 carbon을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탄소열환원 공

정으로 합성된 β-SiC 분말은 다음과 같은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SiO2 + C = SiO(g) + CO(g) (1)

SiO(g) + 2C = SiC + CO(g) (2)

SiO2 + 3C = SiC + 2CO(g) (3)

출발원료로 사용된 SiO2는 반응식 (1)에 따라 carbon과

Fig. 2.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of synthesized SiC

powders: (a) as-synthesized powders from a SiO2-C

hybrid precursor with C/Si mole ratio of 3.0 and (b)

oxidized powders after oxidation at 700
o
C for 2 h in air.

Fig. 3. Weight loss of synthesized β-SiC powders during oxidation at

700
o
C for 2 h in air. 

Fig. 4. XRD patterns of β-SiC powders synthesized at 1800
o
C

for 3 h in A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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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SiO gas 및 CO gas를 생성하며, SiO gas는 반

응식 (2)에 따라 carbon과 반응하여 SiC 및 CO를 생성하

게 된다. 따라서 SiO2 및 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탄소

열환원에 의한 SiC 합성 반응은 반응식 (3)과 같이 이루

어진다. Fig. 5는 온도변화에 따른 위 반응식의 Gibbs free

energy 변화를 보여준다. SiO2 및 carbon을 원료로 사용하

여 탄소열환원 (carbothermal reduction) 공정으로 SiC를 합

성할 때, Fig. 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5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이루어지지만 화학반응 (1)이 일어나기 위해서

는 반응의 ∆G
o
가 음수가 되는 1760

o
C 이상의 온도가 요

구되기 때문에 실제 SiC 합성은 1760
o
C 보다 높은 온도

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반응식 (3)에 따르면 1 mol

의 SiC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3 mol의 carbon이 요구되지

만 본 연구에서는 C/Si 몰 비가 1.4 ~ 3.0인 SiO2-hybrid

precursor를 출발원료를 사용한 SiC 합성공정에서는 C/Si

몰 비에 상관없이 β-SiC가 합성되었으며 C/Si 몰 비가 1.4

보다 높은 출발원료를 사용하여 합성된 SiC 분말에서는

잔류 carbon이 생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Si 몰 비가

3.0 보다 적은 영역에서 β-SiC 분말이 합성되었기 때문에

잔류된 free Si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산과 불

산 혼합 산(1 : 1)을 통해 산 처리를 24시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합성된 β-SiC 분말의 무게 감소는 C/Si 몰 비에

따라 0.8 ~ 1.2 wt%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합성반응에

서는 반응식 (1)에 따라 SiO2가 carbon과의 반응으로 생

성된 SiO gas는 많은 양이 carbon과 반응하지 않고 손실

되어 출발원료의 C/Si 몰비가 1.4에서는 β-SiC 분말만이

합성되지만 C/Si 몰 비가 1.4 이상에서는 잔류 carbon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C/Si 몰 비 변화에 따라 합성된

β-SiC 분말의 출발원료 내 Si 원소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

율 변화를 보여준다. 논문에 제시 된 SiC 분말의 수율은

이론적으로 합성된 SiC 분말을 기준으로 하여 SiO2-C

hybrid precursor를 1800
o
C의 온도에서 합성하여 생성된

SiC 분말을 700
o
C에서 2시간 산화처리 후 발생된 무게 감

소와 불산과 질산의 혼합산 처리 후 변화된 무게감량을

감안한 값으로 계산된 결과이다. SiO2-C hybrid precursor

내 C/Si 몰 비가 1.4에서 3.0으로 증가됨에 따라 SiC 분

말합성 수율은 44%에서 85%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Si 몰 비의 증가에 따른 β-SiC 분말의 합성 수율 증

가는 SiO2-C hybrid precursor내의 carbon양이 많아지면

SiO2가 carbon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SiO gas가 주변의

carbon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성이 증가하여 β-SiC

분말의 수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7은 C/Si 몰 비를 변화시켜 합성된 β-SiC 분말의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C/Si 몰 비의 변화와는 관계없

이 합성된 β-SiC 분말은 주로 둥근 형상의 모양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C/Si 몰 비가 증가됨에 따라 합성된

β-SiC 분말의 입자크기는 감소하였고, 합성된 SiC 분말의

응집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C/Si 몰 비는 탄소열환원 공

정을 이용하여 합성된 SiC 분말의 크기 및 합성된 분말

의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8은 C/Si 몰 비 변화에 따라 합성된 β-SiC 분말의

입도분포를 보여준다. C/Si 몰 비가 1.4에서 3.0으로 증가

함에 따라 합성된 β-SiC 분말의 평균입자크기(d50)는 5.3

µm에서 2.3 µm로 감소하였으며, 합성된 β-SiC 분말의 입

도분포(d90/d10)는 C/Si 몰 비가 1.4와 1.8경우 5 정도로 비

슷하게 나타났으나, C/Si 몰 비가 2.2 이상으로 증가 될수

록 큰 폭으로 증가하여 C/Si 몰 비가 3.0에서 합성된 β-

SiC 분말의 입도분포(d90/d10)는 8.5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분산을 진행한 후 측정한 입자크기분포

측정 결과는 SiO2-C hybrid precursor내의 carbon의 양이

증가할수록 합성된 β-SiC 분말의 입도분포는 bimodal의

Fig. 5. Gibbs free energy change calculated for the reactions to

synthesize β-SiC from SiO2-C system at a temperature

range from 1200 to 2000
o
C.

Fig. 6. Yield of SiC powders synthesized from TEOS and phenol

resin mixtures with C/Si mole ratio from 1.4 t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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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성된 분말의 C/Si 몰 비가 증

가함에 따라 합성된 분말의 평균입도는 감소되지만 입도

분포는 증가되고 합성된 β-SiC 분말간의 응집이 증가되

어 입도 분포는 bimodal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C/Si 몰 비가 증가 될수록 carbon 입자가 균일하게 분

포되어 SiC 분말 합성 시 SiC 핵생성 site가 증가되기 때

문에 합성된 β-SiC 분말의 입자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초기에 합성된 β-SiC의 입자간 거리는 감

소되어 합성된 SiC 분말의 응집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TEOS 및 페놀수지를 출발원료로 사용

하여 C/Si 몰 비를 1.4에서 3.0으로 변화시켜 sol-gel 공정

으로 제조된 SiO2-C hybrid precursor를 사용하여 β-SiC

분말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합성된 β-SiC 분말은 Si

원소를 기준으로 한 β-SiC 분말합성 수율이 SiO2-C hybrid

precursor내 C/Si 몰 비가 1.4에서 3.0으로 증가함에 따라

44%에서 85%로 증가하였다. 또한 C/Si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합성된 분말의 입자크기는 5.3 µm 에서 2.3 µm로 감

소하였고, 입도분포는 5에서 8.5로 크게 증가하였다.

C/Si 몰 비가 1.4 및 1.8일 때에 합성된 SiC 분말은 결정성

이 우수하고, 응집이 거의 없고, 입자크기는 4 ~ 5 µ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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