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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열 화학기상증착법(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분말 형태의 규소(Si)와 염화니켈 수화물
(NiCl2 ․ 6H2O)을 혼합한 후 탄소공급원인 CH4 가스를 주입하여 탄화규소 나노선(SiC nanowire)을 합성하였다. 합성 온도와 
CH4 가스 유량 변화에 따른 탄화규소 나노선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합성온도가 1,400oC, CH4 가스의 유량이 300 
sccm인 경우가 탄화규소 나노선의 합성에 최적화된 조건임을 라만 분광법(Raman spectroscopy)과 X-선 회절(X-ray 
diffraction),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의 직경은 약 50∼150 nm이며, 곧은 방향성과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입방구
조(cubic structure)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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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고직접 소자 개발에 수반되는 나노 크기의 미세 소자 개

발은 그 크기와 모양의 변화에 따라 기초적인 물성의 이해
를 통한 제어 및 응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나
노 크기 소자 개발을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 저차원(low- 
dimensional) 물질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로 대변되는 저차원 물
질의 대표적인 형태인 나노선(nanowire)은 나노 크기의 미
세 소자를 직접 성장시키기 위해 'bottom-up' 방식의 합성
에 중요한 기초 요소(building block)로 인식되어 다양한 
합성 방법뿐만 아니라 규소/게르마늄 및 - 화합물 반
도체 그리고 금속산화물(ZnO, MgO 등)과 같은 다양한 물
질을 이용하여 연구되어지고 있다 [1-3]. 또한 다양한 방
법으로 합성한 반도체 나노선(semiconductor nanowire)
의 경우, 대량 합성을 통해 동일한 전기적 혹은 광학적 특
성을 지닌 나노선의 합성 가능성으로 나노 크기의 미세 소
자 부품 개발에 있어 주목받고 있다 [4].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는 매우 많은 종류의 폴
리타입(polytype)을 가진 반도체 물질로 규소(Si)에 비해 

커다란 에너지 틈(wide energy band gap: Eg)을 지닌다. 
탄화규소의 커다란 에너지 틈은 규소에 비해 극한의 환경
(고온, 고압 및 고진동)에서 안정된 동작을 요하는 소자 개
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탄화규소는 산화
막(SiO2)을 형성할 수 있어 다른 커다란 에너지 틈을 가지
는 반도체 물질(GaN, BN, AlN, 그리고 ZnSe)에 비해 소
자 개발에 안정성을 가진다 [5]. 이러한 뛰어난 물리화학적
인 성질로 인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상(single 
phase)의 탄화규소 나노선을 합성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
다. Taguchi 그룹에서는 BN 도가니 속에 탄소 공급원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였으며 규소 분말을 별도로 넣고 
1,200oC에서 100시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하여 탄화
규소 나노선을 합성하였다. 이들이 합성한 탄화규소 나노
선은 탄소나노튜브의 겉에 성장하여 CNT-SiC 형태의 동
축형(coaxial) 나노선을 형성하였다 [6]. 탄화규소 나노선
을 합성하기 위해 탄화규소 분말을 촉매 금속(Al)과 혼합하
여 성장시킨 시도도 있었다 [7]. 이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분말과 알루미늄 분말을 직접 섞어 텅스텐 보트를 직접 
1,700oC까지 가열하여 성장시켰으며, 투과전자현미경 이
미지를 통해 합성된 나노선 끝에 촉매 금속이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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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 images of SiC-NWs synthesized at (b) 1300oC, (c) 1,400oC, and (d) 1,500oC with their diameter 
distributions as shown in (e), (f), and (g), respectively. At T=1,200oC, the SiC-NWs were not formed 
as shown in (a).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나노선의 나노 소자 부품으로서

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합성 온도에서 짧은 시
간동안 대량으로 합성하기 위해 열 화학기상증착법(TCVD)
로 합성을 시도하였다. 규소 분말(Si powder) 및 CH4 가스
를 각기 규소 및 탄소 공급원으로 사용하였으며 반응 활성
화 촉매로는 염화니켈 수화물(NiCl2  6H2O)을 이용하여 
알루미나 보트에 분말 시료를 담아 1,400oC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1 시간 동안 합성하여 다량의 탄화규소 나노선을 
합성할 수 있었다. 모든 조건에서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
은 입방(cubic) 구조의 β-SiC (3C-SiC) 구조를 이루고 있
었으며, 탄소 공급원인 CH4 가스 유량 변화를 통해 탄소가 
과잉 공급되는 경우 오히려 탄화규소 나노선 합성을 방해
하고 비정질/불균일한 탄소 구조물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실험방법
탄화규소 나노선(SiC nanowires: SiC-NWs)을 합성하기 

위하여 규소(Si powder: 325 mesh, Aldrich)와 염화니켈 
수화물(NiCl2  6H2O, Aldrich)을 10 : 1 (2 : 0.2 g)의 비율로 
혼합하여 분말(규소/니켈 분말)을 제작하였다. 혼합된 규소/
니켈 분말을 알루미나 보트에 넣고 열 화학기상증착기

(TCVD) 내부에 위치시킨 후, Ar 가스 40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을 TCVD 내부에 지속적으로 
흘려주면서 상압에서 다양한 온도(1,100 1,500oC)로 가열
하였다(승온 속도 : 3 4oC/min). 알루미나 보트는 TCVD 
중앙에 놓였으며, 온도는 열전대(thermocouple)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TCVD 내부 온도가 합성온도에 이르면 Ar 
가스 주입을 차단하고 CH4 (탄소 공급원) 가스를 5 분간 주입
하였다. 주입한 CH4 가스량은 50 800 sccm로 다양하게 
변화시켰으며, 최종적으로 CH4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T- 
CVD 반응로의 가스 입구(inlet)와 출구(outlet)를 막은 뒤, 
합성온도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켜 탄화수소 나노선을 합성
하였다. 합성된 나노선의 표면 형상과 미세구조를 주사전자
현미경(SEM, JSM6700F, JEOL)과 투과전자현미경(TEM, 
JEM2100F, JEOL)을 통해 관측하였으며, 결정성 및 구조적 
특징을 라만 분광법(Raman spectroscopy, RM1000 inVia, 
Renishaw)과 X-선 회절(XRD, D8 FOCUS, BRUKER AX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과 및 고찰
Fig. 1은 합성 온도 변화에 따라 규소/니켈 분말과 500 

sccm의 CH4 가스 유량을 이용하여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
의 SEM 이미지들과 합성된 나노선의 직경 분포도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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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aman spectra of the synthesized SiC-NWs 
as a function of the growth temperature (T) 
at (a) 1,100oC, (b) 1,200oC, (c) 1,300oC, (d) 
1,400oC, and (d) 1,500oC, respectively.

Figure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ynthesized 
SiC-NWs as a function of the growth tem-
perature (T) at (a) 1,100oC, (b) 1,200oC, (c) 
1,300oC, (d) 1,400oC, and (d) 1,500oC, respec-
tively.

성온도가 1,200oC인 경우, 분말 형태의 시료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녹지 않고 표면에 약간의 변형만 있으며 나노선 형태
의 구조물이 합성되지 않았음을 Fig. 1(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규소의 녹는점(1,410oC) [8]에 미치지 못해 규소 
원자가 충분히 기체상(Gas phase)으로 승화되지 못해 탄소 
공급원인 CH4 가스와 반응하지 못하여 탄화규소 나노선 합
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합성 온도가 
1,300oC 이상부터 시료 표면에 나노선이 합성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그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Figs. 1(b) 1(d)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Figs. 1(e) 1(g)을 통해서 합성된 나노
선의 평균 직경 분포는 합성 온도가 1,300oC, 1,400oC 그리
고 1,500oC일 때 각기 77 nm, 66 nm, 그리고 85 nm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 온도 상승에 따라 형성되는 나노선의 물질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만 분광법(excitation wavelength : 514 
nm, laser power: 30 mW)을 이용하였다. Fig. 2는 온도가 
1,100 1,500oC 대역에서 합성된 나노선의 라만 스펙트럼
을 보여준다. 충분한 열을 가하기 전 혼합된 규소/니켈 분말

에서는 Fig. 2(a)와 같이 단 하나의 규소 관련 피크(520 
cm-1)가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 온도가 1,200oC에
서는 Fig. 2(b)에서 보이듯이 탄화규소 나노선이 합성되지 
않았으며, 규소 관련 피크와 탄소의 sp2 결합에 관련된 
G-band (1585 cm-1)와 결함정도를 나타내는 D-band 
(1355 cm-1)가 나타나고 있다 [9]. 따라서 1,200oC 온도에서
의 라만 스펙트럼을 통해 탄화규소 나노선이 합성되지 못하
고 공급된 CH4 가스가 불균일한(disordered) 혹은 비정질
(amorphous)의 탄소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높은 합성 온도에서는 Figs. 2(c) 2(e)와 같이 탄화규
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피크(795, 1509 cm-1)가 나타난다 
[9]. 합성 온도가 1,300oC인 경우 Fig. 2(c)와 같이 규소(Si) 
관련 라만 피크와 탄화규소(SiC) 관련 라만 피크가 혼재되
어 있으나, 합성 온도가 1,400oC와 1,500oC로 상승하는 경
우 Figs. 2(d)와 2(e)에서 나타나듯이 규소(Si) 관련 라만 
피크가 거의 사라지고 970 cm-1에 새로운 탄화규소(SiC) 
관련 라만 피크(Fig. 2(d)의 화살표)가 나타난다. 탄화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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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images for synthesized SiC-NWs at 
T=1,400oC as a function of the flow rate of 
CH4 in (a) 50 sccm, (b) 200 sccm, (c) 300 
sccm, (d) 500 sccm, and (e) 800 sccm 
corresponding to their XRD patterns in (f), 
(g), (h), (i), and (j), respectively.

(SiC) 관련 라만 피크 중 특히 795 cm-1와 970 cm-1는 입방
(cubic) 구조의 탄화규소 나노선에서 나타나는 transverse 
optical (TO) phonon mode와 bulk-SiC에서 나타나는 
longitudinal optical (LO) phonon mode에 해당된다 [10- 
12]. 따라서 라만 스펙트럼을 통해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
은 입방 구조의 β-SiC 임을 알 수 있다. 

온도 변화에 따른 탄화규소 나노선의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XRD 패턴을 분석하였다. 낮은 합성 
온도(1,100oC와 1,200oC)에서는 Figs. 3(a)와 3(b)에서 볼 
수 있듯이 규소( ) 시료에서 기인하는 XRD 패턴만을 살
펴 볼 수 있다. 합성온도가 1,300oC인 경우 규소와 탄화규
소( ) 관련 피크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Fig. 3(c)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400oC 이상의 합성 온도에서는 탄
화규소 관련 피크(2θ=35.7, 41.4, 60.3, 71.8, 75.4o)가 검
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은 zinc- 
blende 구조를 가지는 입방 구조의 β-SiC (JCPDS card. 
No. 29-1129)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3,14]. 그러므로 
Fig. 2와 Fig. 3을 통해 합성된 나노선은 탄화규소로 이루
어져 있으며 그 구조는 입방 형태의 β-SiC (3C-SiC)임을 
알 수 있다. 라만 스펙트럼에서 TO (795 cm-1) 모드 세기가 
가장 세고 XRD 패턴에서 (111) 피크의 세기가 가장 크게 나
타난 1,400oC를 최적의 합성 온도로 선택하고 합성된 탄화
규소 나노선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CH4 가스양을 조절하
여 합성 조건을 조사하였다.

Fig. 4는 CH4 가스양 변화에 따라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
선의 SEM 이미지와 그에 따른 XRD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Figs. 4(a)와 4(b) SEM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합성
에 사용되는 CH4 가스양이 앞선 500 sccm일 때보다 적을 
경우 탄화규소 나노선이 충분히 합성되지 못하고 그 양이 적
음을 알 수 있으며, XRD 패턴인 Figs. 4(f)와 4(g)를 통해 잉
여 규소(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의 500 sccm 보
다 CH4 가스양을 늘리게 되면 XRD 패턴에서 탄화규소 나노
선 관련 피크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g. 4(j)에
서처럼 비정질 탄소(C)에 기여하는 피크(화살표)가 나타나
게 된다 [6]. 즉, CH4 가스의 과잉공급에 의해서 규소와 반
응하고 남은 탄소끼리 반응하여 결합하면서 탄소가 결정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13]. 따라서 Fig. 4의 SEM 이미
지들과 가장 강한 (111) 피크 세기를 보이는 XRD 패턴을 통
해서 탄화규소 나노선을 합성하기에 필요한 최적의 CH4 가
스 공급량은 300 sccm임을 알 수 있다.

최적의 CH4 가스양(300 sccm)으로 1,400oC에서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의 미세 구조를 원자 수준의 분해능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하였다. Figs. 5(a)
와 5(b)와 같이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Fig. 5(a)는 적층결함(stacking-fault) 
없이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이며, Fig. 5(b)는 수많은 적층결
함을 지닌 탄화규소 나노선이다 [14]. 각각의 탄화규소 나노선
의 (111) 면 사이의 거리는 0.25 nm로 β-SiC의 (111) 면 사이의 
거리와 일치하며, 나노선을 둘러싸고 있는 산화막의 두께는 
1 2 nm로 매우 얇게 형성되어 있었다. Fig. 5(f)는 적층결함
을 내포하고 있는 탄화규소 나노선의 가장 대표적인 결함
(defect) 구조인 쌍둥이(twin) 층상 구조(Fig. 5(f)의 화살표
로 표기된 부분)를 보여 주고 있다 [15,16].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규소/염화니켈 수화물 분말과 CH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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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M images of two kinds of the synthesized SiC-NWs (a) defect-free and (d) defective (stacking faults) 
types of SiC-NWs with their magnifications in (b) and (e), respectively. The d-spacing of 0.25 nm 
corresponding to the (111) plane spacing is clearly shown in (c).

를 혼합하여 열 화학기상증착법을 사용하여 1,400oC 온도
에서 다량의 탄화규소 나노선을 효과적으로 합성하였다. 
규소 분말과 염화니켈 수화물은 10 : 1 (2 g : 0.2 g) 의 
비율로 섞어 알루미나 보트에 담아 가열로에 삽입 후 탄소 
공급원으로 CH4 가스(500 sccm)를 흘려주어 탄화규소 나
노선을 합성하였으며, 합성 온도를 1,100oC부터 1,500oC까
지 100oC씩 변화시켜 가며 합성 조건을 연구하였다. 탄화
규소 나노선은 1,300oC 이하에서 합성되지 않으나 1,300oC 
이상의 온도에서는 탄화규소 나노선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1,400oC 온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탄화규소 나노선이 합성
되었다.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의 직경은 평균적으로 50

150 nm이며 라만 분광법과 XRD 패턴을 통하여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은 입방구조의 β-SiC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4 가스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합성된 탄화규
소 나노선의 양을 SEM 이미지를 통하여 비교해 본 결과 
CH4 가스 공급량이 300 sccm에서 가장 많이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XRD 패턴도 300 sccm일 때 (111) 피
크 세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CH4 가스 공급량이 
800 sccm 이상에서는 탄소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비정
질 탄소 구조물이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탄화규소 나노선의 
(111) 피크 세기가 줄어든 것을 XRD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은 두 가지의 특징적인 모
양을 나타내고 있음을 T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하나는 적층결함(stacking-fault)가 없이 매끈하고 곧
은 형태의 나노선과 다른 하나는 많은 적층결함을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형태를 보였다. 합성된 탄화규소 나노선의 
(111) 면 사이의 거리는 0.25 nm로 β-SiC (3C-SiC) 구조
와 일치함을 보여 라만 스펙트럼, 그리고 XRD 패턴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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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imensional cubic phase silicon carbide nanowires (β-SiC NWs) were efficiently 

synthesized by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TCVD) with mixtures containing Si 

powders and nickel chloride hexahydrate (NiCl2 ․ 6H2O) in an alumina boat with a carbon 

source of methane (CH4) gas. SEM images are shown that the growth temperature (T) of 

1,300oC is not enough to synthesize the SiC NWs owing to insufficient thermal energy for 

melting down a Si powder and decomposing the methane gas. However, the SiC NWs could 

be synthesized at T＞1,300oC and the most efficient temperature for growth of SiC NWs 

is T=1,400oC. The synthesized SiC NWs have the diameter with an average range between 

50∼150 nm. Raman spectra clearly revealed that the synthesized SiC NWs are forming 

of a cubic phase (β-SiC). Two distinct peaks at 795 and 970 cm-1 in Raman spectra of 

the synthesized SiC NWs at T=1,400oC represent the TO and LO mode of the bulk β-SiC, 

respectively. XRD spectra are also supported to the Raman spectra resulting in the strongest 

(111) peaks at 2θ=35.7o, which is the (111) plane peak position of 3C-SiC. Moreover, the 

gas flow rate of 300 sccm for methane is the optimal condition for synthesis of a large 

amount of β-SiC NW without producing the amorphous carbon structure shown at a high 

methane flow rate of 800 sccm. TEM images are shown two kinds of the synthesized β-SiC 

NWs structures. One is shown the defect-free β-SiC NWs with a (111) interplane distance 

of 0.25 nm, and the other is the stacking-faulted β-SiC NWs. Also, TEM images exhibited 

that two distinct SiC NWs are uniformly covered with SiO2 layer with a thickness of less 

2 nm.

Keywords : Silicon carbide, SiC nanowire, Thermal CVD

* [E-mail] cypark@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