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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β-SiC was deposited onto a graphite substrate by a LPCVD method and the effect of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deposited SiC was investigated. The deposition was performed at 1300

o
C in a cylindrical hot-wall LPCVD system

by varying the deposition pressure and total flow rate. The texture and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of the SiC were evaluated by XRD.
The deposition rate increased linearly with the gas flow rate from 800 sccm to 1600 sccm. It also increased with the pressure but
became saturated above a total pressure of 3.3 kPa. In the range of 3.3 - 10 kPa, the preferred orientation changed from the (220) and
(311) planes to the (111) plane. The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showed maximum values when the SiC had the (111) preferred
orientation, though it gradually decreased upon a change to the (220) and (311) preferred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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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에 의해

제조된 탄화규소(SiC)는 우수한 고온기계적 특성 및, 산

화저항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매우

작고(열중성자 흡수계수 = 0.09 barns), 조사에 의한 기계

적 강도의 저하가 거의 없으며, 높은 조사량에도 부피변

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

 이러한 우수한 고온 및 중성자

특성으로 인하여, SiC는 원자로의 노심재료(reactor core

materials)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며, 4세대 원전 중 하나인

초고온가스로의 TRISO (tristructural-isotropic) 피복입자 핵

연료의 SiC 피복층, 제어봉 외피 소재로 SiCf/SiC 복합체

가 고려 되고 있다.
2,3)

 특히, 미국의 TMI (three mile

island)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압형 경수로

의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는 금속 피복관의 고온 산

화에 의한 수소발생 문제가 제기되며, 대체 재료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가동중

인 가압형 경수로의 핵연료 피복관은 Zircoloy-4, Zirlo 등

의 지르코늄 합금이 사용되어 왔으나, LOCA (loss-of-

coolant accident)와 같은 중대사고(severe accident)시 냉각

재의 유실로 인하여 핵연료 피복관의 온도가 상승되고,

이로 인하여 고온에서 지르코늄 합금과 냉각재의 산화반

응에 의해 대량의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폭발의 위

험성이 매우 크다.
4)

 따라서, 원자로의 비정상 운전시 냉

각재와의 반응에 의한 수소발생량이 매우 낮고, 고온 기

계적 특성이 우수한 SiCf/SiC 복합체가 지르코늄 합금 핵

연료 피복관의 대체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5)

 

삼중층 형태의 세라믹 복합체 핵연료 피복관은 3개 층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연료의 핵분열로부터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이 냉각재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을 하는 SiC 가스기밀층, 핵연료 피복관의 인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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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SiCf/SiC 복합체 중간층, 그리고 냉각재에 의한 SiCf/

SiC 복합체의 부식을 막기 위한 SiC 내환경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SiC 가스기밀층 및 내환경층은 중성자

조사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성 저하를 줄이기 위해 고순

도의 우수한 화학정량을 가져야 하며, 높은 밀도, 균일한

증착층의 두께, 균질한 표면상태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

히, SiC 층은 약 15 MPa 압력의 원자로 1차측 냉각수에

의한 외압과 더불어 핵연료 압력관 내에 존재하는 핵연

료의 조사팽창에 의한 내압을 견뎌야 하는 구조재료로써

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라믹 핵연료 피복관의 구성요

소인 SiC 층의 기계적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구조 및 결정 방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순도의 우수한 화학정량을 가지는 고밀도 SiC 층을

제조하기 위해서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CVD를 이용한 SiC 증

착 및 증착 특성, 이에 따른 열적, 기계적 특성 등에 관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어져 왔다.
6-8)

 SiC 증착 방법은

MTS (methyltrichlorosilane) 또는 DMS (dimethyldichloro-

silane)를 precursor로 사용하는 CVD법이 대표적이며, 고

순도의 우수한 화학정량을 가지는 β-SiC 상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0)

 SiC 증착은 증착온도, 원료기체

및 희석기체의 분압, 증착압력, 기체 유량 등에 따라 증

착율 및 증착층의 특성이 변화될 수 있으며,
10-12)

 증착 위

치에 따른 반응물질의 고갈 (reactant depletion)에 의한 증

착특성 변화도 관찰이 되고 있다.
13)

 특히, CVD 법에 의

해 제조된 SiC는 증착 조건에 따라 결정 방위가 쉽게 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세구조 및 기계적 성질의 이

방성이 보고되고 있다.
14,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복합체 핵연료 피복관의

SiC 가스기밀층 및 내환경층의 제조를 위한 연구의 일환

으로 CVD 방법에 의한 고순도 SiC 증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증착기체의 유속 및 증착압력에 따른 SiC

증착층의 특성 변화와 결정방위에 따른 경도 및 탄성계

수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실린더 형태의 hot-wall CVD 수평로를 이용하여 저압

화학기상증착(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법에 의해 SiC를 증착하였다. Fig. 1은 증착 실험

에 사용된 LPCVD의 개념도를 보여 주고 있다. 

SiC 증착용 기판으로 등방성 고순도 흑연인 IG-110 (열

팽창계수 = 4.5 × 10
−6

/K)을 사용하였으며, 증착용 흑연 기

판은 직경 10 mm, 두께 1 mm의 쿠폰 형태로 7
o
 경사를

가지는 경사판 위에 올려 두고 증착 시험을 수행하였다.

증착 원료물질은 CH3SiCl3 (methyltrichlorosilane, MTS),

운반 및 희석 기체로는 고순도 H2 (99.999%)를 이용하였

다. 액체상인 MTS는 냉각장치(chiller)에서 0
o
C로 유지되

었으며, 운반 기체인 H2가 MTS로 통과함으로써 일정량

의 MTS가 반응기로 공급되었고, 원료 기체에 대한 희석

기체의 비(α= PH2/PMTS)가 5가 되도록 조절 하였다. 증착 온

도는 1300
o
C로 고정을 하였으며, SiC의 증착율 및 미세구

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체의 총유량은 800-1600 sccm,

증착 압력은 1.3-10 kPa로 변화시켰다. 증착된 SiC 층의

결정구조 및 우선성장방위는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증착층의 결정방위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해 나노인덴테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노인

덴테이션 측정을 위한 SiC 샘플은 1300
o
C, 1200 sccm 기

체 유량에서 5시간 동안 증착되었으며, 증착 압력이 3.3-

10 kPa 인 조건에서 증착된 결정의 우선 배향성이 다른

SiC를 이용하였다. 증착된 SiC 층을 1 µm까지 연마를 한

후, 약 20회 이상 측정하였다. Fused silica (SiO2) 표준 샘

플을 이용하여 나노인덴테이션 장비를 교정한 후, Berkovich

나노인덴터 팁을 이용하여 최대 하중을 80 mN로 설정하

여 경도 (hardness) 및 탄성계수 (elastic modulus)을 측정하

였으며, SiC의 포아송 비는 0.21로 취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LPCVD system for β-SiC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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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기체유량 및 증착 압력에 따른 증착율 및 미세구조 변화

Fig. 2는 1300
o
C, 3.3 kPa의 증착 압력에서 기체의 총유

량의 변화에 따른 SiC의 증착율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

다. 기체의 총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SiC의 증착율은 선

형적으로 증가 한다. 일반적으로 1000
o
C 이하의 온도에서

는 기체 유량이 적을 경우 물질전달(mass transfer)에 의해

증착율이 결정 되며, 유량이 증가할수록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이 율속 반응이 된다.
11)

 화학반응이 율속 반응이

되는 영역에 있을 경우 기체 확산층을 통한 반응 기체의

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기체의 유량은 증착율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기체 확산층이 넓어지게 되고, 이에 따

라 물질전달/화학반응 기구의 전이를 위한 임계 기체 유

량은 높은 값으로 이동하게 된다. 1300
o
C의 증착 온도는

기체확산에 의한 물질전달 기구에 의해 증착율이 지배를

받는 구간으로,
12)

 증착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이 매우 빠

르기 때문에 넓은 기체 확산층이 형성된다. 1600 sccm 이

하의 기체 유량에서는 완전한 물질 전달 반응에 의해 SiC

가 증착 되어 유량에 따른 증착율의 증가가 관찰 된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은 기체의 총유량의 변화에 따른 SiC의 표면 및

파단면의 미세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증착 조건에

서 SiC는 거친 표면을 가지며 pebble 형태의 미세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SiC 층의 두께에 관계없이 치

밀한 구조를 띄고 있다.

Fig. 4는 1300
o
C, 1200 sccm의 기체 유량에서 증착 압

력에 따른 SiC 증착율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증착 압

력이 3.3 kPa까지 높아짐에 따라 증착율이 증가하고 있으

나, 더 높은 압력에서는 증착율의 변화는 거의 관찰이 되

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200 sccm의 기체 유

량에서는 물질전달 기구에 의해 증착율이 결정이 되며,

증착 압력에 따른 SiC 증착 기구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증착 압력이 매우 낮을 경우

식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착 온도와 기체 유량

이 일정한 조건에서 증착층 표면에서 기체의 선속도(υ)는

시스템 압력의 역수에 비례하게 되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16)

 

(1)

여기서, Q는 기체유량, P0는 표준기압, Ts는 증착온도,

S는 증착반응로의 단면적, Ptot은 반응로의 총압력, T0는

298 K이다. 

선속도가 매우 클 경우 증착 표면에서 반응 기체의 잔

류 시간(1/υ)이 줄어들며, 분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증착율이 감소될 수 있다. Loumage 등의

SiC 증착 연구에 의하면,
11)

 900
o
C 이하의 온도에서는 약

30 kPa의 높은 증착 압력까지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

하는 거동을 보인다. 그러나, 90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약

3 kPa의 증착 압력 이상에서 증착율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반응 온도는 기체의 선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7)

 1300
o
C의 온도에서도, 1000

o
C 이하의 저온에서

관찰된 경향과 같은 거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3.3 kPa 이상의 압력에서는 선속도가 완만하게 감소를 하기

υ

QP0Ts

SPtotT0

----------------=

Fig. 2. Deposition rates of SiC as a function of total gas flow.

Fig. 3. Surface and fractured morphologies of SiC deposited at 1300
o
C under different total flow rate: (a) 800 sccm, (b) 1200 sccm,

and (c) 160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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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착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Fig. 5는 증착 압력에 따른 SiC 표면 미세구조의 변화

를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증착 압력 조건에서 SiC는 거시

적으로 Fig. 3과 같이 pebble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배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 kPa 증착 압력 이하

에서는 표면의 결정립이 미세한 angular 형태의 구조를 보

이고 있으나, 10 kPa에서는 우수한 결정성을 가지는 조대

한 입자의 strong facet 구조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구

조의 변화는 증착 온도가 낮아지거나, 입력 기체비(α)값

의 증가 등에 의한 증착 기구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12,18,19)

 본 연구에서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hot-wall CVD 장치에서 반응물질의 고갈(reactant

depletion)에 의해 기체 확산층이 넓어짐에 따라 시편 주

위에서 반응 물질의 국부적인 고갈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된다.
13)

 

3.2. 결정방위에 따른 경도 및 탄성계수의 변화

Fig. 6은 기체의 유량 및 증착 압력에 따른 SiC 증착층

의 X선 회절피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증착 압

력 조건에서 순수한 β-SiC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증착 압력의 변화에 따라 (220)과 (311), 또는

(111)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는 우선 배향면이 관찰이 된

다. 증착율이 낮은 1.3 kPa의 압력에서는 (111) 우선 배향

면을 가지고, 3.3 - 10 kPa로 증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220)과 (311)에서 (111) 우선 배향성으로 변하고 있다. 

우선배향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X선 회절피크의 상대강

도를 이용하여 TC(texture coefficient)를 구하였다.
20)

 식

(2)은 Harris법에 의한 TC를 산출하기 위한 식을 나타내

고 있다.

(2)

여기서, Ii / Io는 이론강도(I0)에 대한 i번째 피크의 상대

강도(Ii) 비, n은 계산에 사용된 X선 회절 피크의 수를 나

타낸다. 

증착 압력에 따른 SiC 증착층의 (111), (220) 및 (311) 면

에 대한 TC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3.3 kPa에서 증

착된 SiC는 이상적인 등방성의 SiC 보다 (220)과 (311) 우

선 배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10 kPa에서 증착된 SiC

는 완전히 (111) 우선 배향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배향성이 각각 다른 3.3 - 10 kPa 압력 조건에서 증

착된 SiC를 이용하여, 나노인덴테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7은 증착 압력이 3.3 - 10 kPa인 조건에서 증착된 SiC

층의 하중이 80 mA 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최대 하중이

80 mN에서, 변위량은 증착 압력이 높아 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즉, 변위량의 감소는 압흔 면적이 줄어 들었음을 의

TC
Ii/I0

1/n( ) Ii /I0( )
i 1=

n

∑

---------------------------------=

Fig. 4. Deposition rates of SiC as a function of the total pressure.

Fig. 5. Surface morphologies of SiC deposited at 1300
o
C under

different total pressures: (a) 1.3 kPa, (b) 3.3 kPa, (c) 6.7 kPa,

and (d) 10 kPa.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s-deposited SiC as a

function of the tot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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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증착 압력이 높아지면서 SiC는 (111) 배향성이 커

지고, 이로 인하여 경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Fig. 8은 (111)면에 대한 TC 값 변화와 이에 따른 경도

및 탄성계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경도 및 탄성계수는

(111) 배향성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220) 및 (311) 우선 배향성을 가지는 3.3 kPa에서 증

착된 SiC에 비해, 경도는 약 15.7%, 탄성계수는 약 8.5%

증가했다. 경도 및 탄성계수는 재료의 밀도, 표면 상태,

집합조직 이방성, 결정립의 크기, 화학양론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본 연구

에서 증착된 SiC의 경우 증착 온도 및 원료 기체비, 시편

연마 상태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밀도, 화학양론비, 표면

상태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이방성

및 결정립의 크기가 주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

다. 그러나,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kPa에서 증착된

(111) 우선 배향면을 가지고 있는 SiC의 결정립의 크기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경도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으며,
15)

 특히,

Niihara, Harai는 이러한 결정립 방향에 따른 경도값의 차

이는 결정 성장 방위에 따른 β-SiC의 주 슬립(primary

slip)계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하였고, 결정립 크기가 작은

(220) 우선 배향면을 가지는 SiC에 비해, 결정립이 조대

한 (111) 우선 배향면의 SiC의 경도가 더 높게 높게 측정

되었다.
6,22)

 또한, 화학정량비를 가지는 1400
o
C에서 증착

된 SiC에서도 결정 이방성의 영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111) 우선 배향면을 가지는 SiC가 (220) 우선 배향면을

가지는 SiC보다 경도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21)

 

Fig. 9은 (111) 우선 배향면을 가지는 10 kPa에서 증착

Table 1. Relative Intensity of X-Ray Diffraction Peaks and Texture Coefficients for SiC Deposited in the Pressure Range of 3.3-10 kPa

(hkl)
SiC (P = 3.3 kPa) SiC (P = 6.7 kPa) SiC (P = 10 kPa)

Ii/I0 TC Ii/I0 TC Ii/I0 TC

(111) 1 0.399 1 0.786 1 3

(220) 2.56 1.02 1.22 0.960 0 0

(311) 3.96 1.58 1.59 1.25 0 0

Fig. 7. Indentation load-displacement curves of SiC deposited at different total pressures: (a) 3.3 kPa, (b) 6.7 kPa, and (c) 10 kPa.

Fig. 8. Changes in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values of SiC

as a function of texture coefficient for the (111) plane:

(a) hardness and (b)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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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SiC의 미세구조 및 흑연 기판으로부터 증착된 방향으

로의 거리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흑연

기판에서 가까운 증착 초기의 미세구조는 columnar 구조

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세한 결정립의 SiC가 성장하게 되

며 결정립의 우선 배향성이 없는 random한 집합구조를

갖는다. 반면, 증착층의 두께가 약 20 µm 이상 성장한 후

조대한 결정립을 가지는 전형적인 columnar 구조를 가지

며 (111) 면으로의 우선 배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Fig. 9(b)

의 경도 측정 결과에서 증착 초기에 증착된 미세 결정립

의 SiC에 비해 조대한 결정립 크기를 갖는 증착 후기 쪽

으로 갈수록 경도의 완만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결정립의 크기보다는 결정의 이방성이 경도 및 탄성

계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4. 결  론

MTS를 이용한 LPCVD 법을 통해 β-SiC를 증착 하였으

며, 증착조건에 따른 결정 이방성 및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1300
o
C의 온도에서 증착된 SiC

의 경우 기체유량 800 - 1600 sccm의 구간에서 증착율이

선형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증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

착율이 증가 하다가 3.3 kPa 이상의 증착 압력에서는 증

착율의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3.3 kPa 이상의 증착 압

력에서 SiC의 우선 배향성은 (220)과 (311)에서 (111)로 변

했으며, (111) 우선 배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및 탄

성계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220) 및 (311) 우선 배향성

을 가지는 SiC의 경우 결정립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

고 경도 및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결정의 성장 방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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