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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C hollow fiber was fabricated by curing, dissolution and sintering of Al-PCS fiber, which was melt spun the poly-
aluminocarbosilane. Al-PCS fiber was thermally oxidized and dissolved in toluene to remove the unoxidized area, the core of the cured
fiber. The wall thickness (twall) of Al-PCS fiber was monotonically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oxidation curing time. The Al-PCS
hollow fiber was heat-treated at the temperature between 1200 and 2000°C to make a SiC hollow fibers having porous structure on
the fiber wall. The pore size of the fiber wall was increased with the sintering temperature due to the decomposition of the amorphous
SiCxOy matrix and the growth of β-SiC in the matrix. At 1400°C, a nano porous wall with a high specific surface area was obtained.
However, nano pores grew with the grain growth after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the amorphous matrix. This type of SiC hollow
fiber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substrate for a gas separat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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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 (SiC)는 고온에서의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극한환경용 소재로 우주항공산업, 에너지산업, 방

위산업 등의 국가 핵심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상을 차

지하고 있다.
1-3)

 이러한 분야에서는 주로 고온에서의 구

조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SiC의 경우 공유결합 특성

이 강하고 자기확산계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2100°C 이

상에서 소결해야만 치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SiC

소재의 주요 연구방향은 치밀화를 통한 고온 고강도 특

성 구현에 집중되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4-8)

최근 에너지환경 소재분야의 중요한 이슈 중 수소분리

막과 같은 선택적 가스투과가 가능한 세라믹 분리막

(membra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알루미나 또

는 지르코니아, 티타니아 등이 세라믹 분리막 소재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9-12)

 아울러, 고온의 산화분위기

와 같은 극한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리막의 투과

특성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의 화학적 안정성과 기계적 특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막 또는 그 지지체로써 SiC와

같은 비산화물계 세라믹 소재의 응용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분리막은 통상 어느 한 종류의 물질을 물리·화학적 방

법을 통해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반투과성 (semi-

permeable) 막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따라서 분리막의 반

투과성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소재의 기공구조 제어가 매

우 중요하다. 분리막의 종류는 나노 기공 또는 마이크로

기공 등 기공의 구조에 따라, 또는 평판형, 중공사형, 하

니컴형, 나선형 등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이 중 중공

사 (hollow fiber)형 분리막의 경우 단위용적당 투과면적

이 넓기 때문에 모듈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교환이 손쉬

운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공사형 막 자체가 내압

성이 우수한 형태이므로 지지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SiC의 제조방법 중 폴리카보실란 (polycarbosilane,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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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체의 유무기 전환 공정이 최근 초고온용 세라믹섬유

및 복합소재 관점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13-17)

 이 방법

은 폴리카보실란을 용융방사 (melt spinning)하여 고분자

원사섬유를 만들고, 이를 열산화 (thermal oxidation)를 통

해 표면을 안정화 시킨 후 고온 열처리하여 제조하게 된

다. 열산화 과정에서 섬유의 표면은 산소가 수반된 가교

결합(cross-linking)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섬유는 가열

하거나 용매처리를 하여도 녹지 않게 되며, 이를 불융화

(infusibilization) 또는 안정화 (curing)라고 한다.
15-18)

 이때

열산화 공정을 적당히 제어하게 되면 섬유 표면만 안정

화고 내부는 용매를 처리하여 녹여낼 수 있다. 이러한 방

법을 통해 중공사 형태의 원사섬유를 만들고 이를 다시

고온 열처리하게 되면 SiC 중공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CS 섬유의 안정화 및 열처리 공정 제

어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SiC 중공사를 제조하였다. 특히,

소결조제로 알루미늄이 소량 도핑된 폴리알루미노카보실

란 (polyaluminocarbosilane, Al-PCS)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온 열처리 과정 중 소결거동을 제어함으로써 중공사 표

면에 기공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안정화 조건에

따른 중공사의 벽의 두께 (wall thickness, twall) 변화 및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른 SiCxOy 비정질상의 분해거동을

관찰하였으며, 이로부터 나노 기공 구조가 형성된 탄화규

소 중공사 제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폴리알루미노카보실란(Al-PCS) 합성공정

Al-PCS는 SiC 중공사의 전구체로 사용되었으며 그 제

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메틸디클로로실란 (dimethyl-

dichlorosilane)과 금속 나트륨 (metallic sodium)의 탈염반

응을 통해 폴리디메틸실란 (Polydimethylsilane, PDMS)을 합

성하였다. 폴리디메틸실란에 알루미늄 원료로 Al-acac (Al(III)-

acetylacetonate)와 반응촉매로 γ-Al2O3를 각각 5 wt%와

1 wt% 씩 첨가한 후 응축기(condenser)가 부착되어 있는

고온고압 반응기(autoclave)에서 350°C와 400°C의 2단계

반응으로 Al-PCS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Al-PCS는 진공정

제 공정을 통해 저분자 생성물을 제거하여 섬유형태로 용

융방사하기에 적합하도록 분자량을 조절하였다. 자세한

제조공정은 이전 연구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
19)

2.2. SiC 중공사 제조공정

실험실 규모의 소형 용융방사기를 이용하여 Al-PCS 섬

유를 제조하였다. 먼저, 원료를 방사기 (spinneret)에 장입

하고 진공을 유지하며 방사온도 (210°C)까지 승온하여 3

시간 유지한 후 용융방사 하였다. 이때 방사 노즐 사이즈

를 150 ~ 500 µm까지 변화시켰으며 권취(winding) 속도를

10 ~ 500 rpm까지 조절하여 다양한 직경의 섬유를 제조하

였다. 방사된 섬유는 연한 노란색을 나타내었으며 직경

0.5 m 드럼에 권취하여 15 cm로 잘라서 회수하였다. 

Al-PCS 섬유를 200 ~ 250°C 대기분위기에서 각각 10 min,

30 min, 60 min, 120 min 동안 열산화 안정화를 진행하였

다. 안정화가 완료된 후 섬유다발을 다시 5 cm 크기로 잘

라 톨루엔에 담근 후 6시간 이상 용해시켜 산화안정화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한 후 섬유를 다시 용매로부

터 분리하여 상온 건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섬유는 매우

유연해지며 섬유의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어 회수과정에

서 양쪽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 분

리해야 한다. Fig. 1은 용해공정을 통해 섬유의 내부를 녹

여낸 후 얻어진 Al-PCS 중공사의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

고 있다. Al-PCS 원료의 색과 유사한 투명한 노란색을 띄

었으며 가는 금속침을 활용하여 내부가 빈 중공사 섬유

임을 확인하였다 (Fig. 1(b)). 특히 안정화 처리에 따라 한

쪽만 열린 중공사(Fig. 1(a)) 또는 양쪽 모두 열린 중공사

(Fig. 1(d))를 얻을 수 있었다. 건조가 완료된 섬유는 다시

고온소결로(Astro Industries, HP20-3560-20, F8601001)를

이용하여 1200 ~ 1800°C의 고온 Ar 분위기에서 1시간 이

상 열처리하여 탄화규소 중공사를 제조하였다. 

2.3. 특성평가

Al-PCS 섬유의 산화안정화 시 산소의 혼입에 따른 무

게증가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열중량분석(Model TGA/

SDTA 85le, 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각각 산화온도

까지 0.5°C/min의 승온속도로 승온 및 3시간 동안 유지

하였으며 이때의 중량변화를 측정하였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SiC 중공사의 미세조직 변화 및 결정구조 분석을 위

해 FE-SEM(JSM-6700F, JEOL) 및 XRD(Rigaku 2311-B)

Fig. 1. Optical images of polyaluminocarbosilane hollow fiber

after dissolution by 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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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으며, BET(Quadrasorb SI)를 이용하여 섬

유의 기공의 크기와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구체 섬유의 방사 특성과 섬유 내 기공(void)이나 in-

clusion 등 결함이 없는 고품질 전구체 섬유를 만들기 위

해서는 Al-PCS의 분자량 조절이 중요하다.
14-17)

 본 연구

에서 합성된 Al-PCS의 평균 분자량(Mw)은 3400이었으며,

저분자량이 없는 좁고 균일한 분포를 하고 있어 섬유방

사에 적합하였다. Al-PCS는 180 ~ 210°C에서 용융되었으

며 방사 전 용융온도에서 3시간 유지 및 탈포(degasing)

공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잔류하는 저분자 Al-PCS 로

인해 발생하는 기포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방사 중 섬유

내로 혼입되어 기공을 형성하였다. Fig. 2는 Al-PCS 섬유

의 광학현미경 사진으로 Al-PCS 섬유 내에 형성된 기공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공은 열처리 후에도 섬유 내

에 잔존하게 되며 인장강도 측정 시 파괴원 (fracture origin)

으로 작용하여 SiC 섬유의 물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Al-

PCS 섬유의 직경은 동일 방사온도에서 권취속도에 따라

10~300 µm까지 다양한 두께로 제어할 수 있었으며, 고속

권취 시 권취 중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 잦고 반면 저

속권취 시 오히려 섬유가 권취되지 않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권취속도 범위 내에서 섬유를 제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온도 210°C에서 방사시 권취속도를

50 prm 이하로 조절하여 직경 250 µm인 Al-PCS 섬유를

제조하였다. 

Fig. 3은 Al-PCS 섬유에 대해 각각 235, 245, 255°C의

산화분위기에서 장시간 유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산

화에 의한 무게증가 거동을 TGA 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

과이다. 초기 목표온도까지 승온하는 과정에서 약 2%의

무게증가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산화에 따른 무게증가는

로그함수적인 거동을 보여주었으며 온도에 상관없이 거

동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산화안정화가 진행되면 대기 중

산소는 Al-PCS 분자 구조의 S-H와 같은 펜던트 그룹과

반응하여 Si-O-Si의 가교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섬

유표면에서부터 내부로 확산된다.
15,18-20)

 그러므로, 산소의

확산 깊이나 함유량 즉 Al-PCS 섬유의 벽두께, twall_Al-PCS

는 산화안정화 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본 실험에

서의 경우 산화온도에 따른 무게증가의 차이는 약 1% 정

도인 반면 산화시간에 따른 무게증가는 7% 이상으로 Al-

PCS의 산화거동은 산화안정화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Fig. 4는 245°C에서 각각 10, 30, 60, 120 min 동안 산

화시킨 Al-PCS 섬유를 톨루엔에서 2시간 동안 용해처리

한 후 건조하여 얻어진 Al-PCS 중공사에 대해 산화시간

에 따른 twall_Al-PCS를 광학현미경 이미지로부터 측정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twall는 (a)

50 µm, (b) 60 µm, (c) 70 µm, (d) 90 µm로 증가하였으며,

이 값은 산화시간에 따른 산화무게 증가와 유사한 거동

을 보였다. Fig. 4(a)의 경우 twall_Al-PCS가 얇기 때문에 시

료의 50% 이상이 상온건조 중 그 형태가 일그러지는 등

중공사로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Fig. 2. (a) Optical images of Al-PCS fiber having macro-void

inside the fiber and (b) SiC fiber pyrolyzed Al-PCS

fiber at 1200°C for 1 h.

Fig. 4. Weight change during curing time under oxidation

condition and the optical images of Al-PCS hollow

fiber cured at 245°C for (a)10, (b) 30, (c) 60, and (d)

120 min.

Fig. 3. Weight change of polyaluminocarbosilane hollow fiber

with cu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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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안정화가 완료된 Al-PCS 중공사는 1000 ~ 1800°C

의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SiC 중공사를 제조하였

으며, 제조된 SiC 중공사에 대해 결정상 및 미세구조 분

석을 진행하였다. Fig. 5는 245°C에서 30 min 동안 산화

처리한 Al-PCS 중공사를 각각 (a)1200°C, (b)1400°C,

(c)1600°C, (d)1800°C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얻

어진 SiC 중공사에 대한 XRD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1200°C에서는 35°에서 β-SiC의 특성 피크가 넓게 나

타났으며 이러한 형태의 피크는 나노 사이즈의 SiC 입자

가 형성된 미세조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1400°C 열

처리 시료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피크가 나타났다. 1600와

1800°C 소결 시료의 경우 35, 60, 72
o
 에서 β-SiC의 피크

가 크게 나타났고 33
o
 부근에서 α-SiC의 특성 피크도 관

찰되었다.
19)

 이로부터 1600°C 이상에서 β-SiC의 결정성

장과 더불어 일부의 β-SiC 결정이 α-SiC로의 상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시료의 미세구조를 보면

(Fig. 6)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중공사의 직경도 비례

하여 줄어들었다. SiC 중공사의 벽두께, twall_SiC의 경우

측정시료간 외경 편차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였

다. 다만, 약 60 µm 정도였던 Al-PCS 중공사의 벽 두께

가 각각 40 ~ 45 µm로 수축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1200°C 열처리 시료의 경우 단면 및 표면이 매끈하였으

며 기타 마이크론 또는 나노 기공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6). 이는 XRD 결과 (Fig. 5(a))에서도 알 수 있듯이

SiC 나노결정이 잘 분산된 미세조직이 형성되었기 때문

이다. 반면 1400°C에서 열처리 한 경우 미세 결정립 형

성으로 인한 거친 표면이 관찰되었으며 고배율 사진으로

부터 결정립 사이사이 나노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간에 보이는 매끈하고 치밀한 층은

1200°C에 형성된 미세조직이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H. Ichikawa등은 산화안정화 PCS 섬유를 1200°C에서 열

처리 할 경우 SiCxOy 비정질 기지상에 SiC 나노 결정이

잘 분산된 구조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저자 역시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15,18-20)

 1600°C 이상에서는

결정립 성장이 두드러지게 일어났으며 형성된 기공 크기

도 커졌으며 1800°C 열처리 시료에서는 중공사 내벽에

SiC 휘스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폴

리카보실란으로부터 유도된 탄화규소 섬유의 경우 산화

안정화를 통해 섬유 내부로 혼입된 산소가 열처리 중 제

거되지 않고 남아 1000°C 이상에서 비정질의 SiCxOy 상을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iC hollow fiber

according to heat-treatment temperature at (a)1200°C,

(b)1400°C, (c)1600°C, and (d)1800°C, respectively.

Fig. 6. FE-SEM images of SiC hollow fiber according to heat-treatment temperature at (a)1200°C, (b)1400°C, (c)1600°C, and

(d)1800°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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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비정질 SiCxOy 상은 더 높은 온도에서 열처

리하게 되면 아래 식 (1), (2)와 같은 반응으로 열분해를

수반한 SiC 입자성장이 일어난다.
21,22)

SiOxCy b-SiC(s) + SiO(g) + CO(g) (1)

SiO(g) + C(s) b-SiC(s) + CO(g) (2)

이러한 반응은 기지상 내 산소에 의해 유도되는데, EDX

분석 결과 산화안정화에 따른 SiC 중공사 내 산소함유량

은 15.0 ~ 25.0 wt%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며, 245°C에서

30 min 동안 산화처리한 Al-PCS 중공사를 1200°C 열처

리 후 얻어진 SiC 중공사의 산소함량은 23.0 wt%이었다.

반면 1600°C와 1800°C 열처리 시료의 경우 산소의 함량

은 각각 0.5 wt%와 0.1 wt%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400°C에서 미세조직 내 나노 기공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

아 1400°C 전후에서 비정질의 SiCxOy 기지상이 분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분해가 가속화 되어 1600°C 이상에서는 열분해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1800°C에서는 SiC 결정립의 입

성장이 주로 일어나게 되면서 입자간 기공 역시 조대화

되었다. 

Fig. 7은 BET 법을 이용하여 열처리 과정에서 나노 다공

구조 형성에 따른 중공사의 비표면적 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 1200°C 에서 열처리한 중공사의 비표면적은 2.64 m
2
/g

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1400°C 에서 35.14 m
2
/g으로 가

장 큰 비표면적을 나타냈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비표면적은 각각 11.56 m
2
/g(1600°C) 및 7.18 m

2
/g

(1800°C)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200°C에

서는 치밀한 비정질 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측정된 값은

섬유의 표면적으로 보이며, 측정치 역시 신뢰할 만큼 정

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400°C 열처리 시료의

경우 BJT method를 통해 기지상의 열분해가 진행되기 시

작하면서 10 nm급의 나노 기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

인하였는데, 이러한 나노 기공이 섬유의 비표면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다. 1600°C 이상으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열분해에 의해 비정질 기지상이 소실되고

아울러 결정립의 성장과 함께 입자들 사이의 나노 기공

역시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표면적이 감소하였다. 

안정화 시간에 따른 중공사의 기공구조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먼저 245°C에서 안정화 시간 별로 얻어진 다양

한 두께의 Al-PCS 중공사를 1600°C에서 열처리 한 후

twall_SiC 및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8은 1600°C

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SiC 중공사에 대해 산화안정화

시간에 따른 twall_SiC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 안정

화 시간에 따라 twall_SiC는 (a) 30 µm, (b) 40µm, (c) 48 µm,

(d) 60 µm로 Fig. 4에서 보여준 Al-PCS 중공사와 안정화

시간에 따른 twall_Al-PCS 변화와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중

공사 벽의 단면에 대한 미세조직을 보면 전체적으로

100 nm 급의 결정입자가 관찰되었고 이와 더불어 입자간

기공 형성에 의한 다공체 구조가 명확히 확인되었는데,

이때 산화안정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입자의 크기

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큰 차이가 없었으며 반

면 기공의 크기는 안정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Fig. 9). 이는 열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SiO(g)와 CO(g)

가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량은 산화안정화 시 혼입된 산

소의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산화안정화 시간이

길수록 열분해되는 모재의 비율도 높아지며 이로 인해 발

생하는 기공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또한, SiO(g)와 CO(g)

는 외기로 배출되거나 잔류 탄소와 재반응하여 SiC(s)를

형성할 수 있다(식 (2)).
15-18,23)

 이러한 반응은 SiC 결정립

Fig. 7. Specific surface area of SiC hollow fiber heat-treated

from 1200 to 1800°C.

Fig. 8. Weight change during curing time under oxidation

condition and the SEM images of SiC hollow fiber

cured at (a)10, (b) 30, (c) 60, and (d) 120 m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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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잔존하는 탄소와의 재반응을 통해 휘스커의 형성

을 유도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입성장의 구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10은 Al-PCS 중공사에 대해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조직 변화에 대한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1200-1400°C의 열처리 구간에서는 SiCxOy 비정질 기지상

에서 SiC 나노 결정의 핵생성 및 성장이 일어나며, 이때

결정 주위의 기지상에서 SiO(g), CO(g) 발생을 수반하는

열분해가 시작된다. 이러한 열분해는 기지상에 포함된 산

소의 함량에 따라 동일 온도조건에서 기지상의 열분해를

가속화시킨다. 1600-1800°C 열처리 구간에서는 기지상 분

해가 가속화되며 더불어 소결에 의한 결정립 간의 necking

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나노 다공구조가 확립이

된다. 이때 잔류 탄소가 결정립 표면 또는 계면에 trap되

기도 하는데, 공정 중 SiO(g)의 배기가 원활치 않을 경우

잔류 탄소와 반응하여 휘스커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므

로, 치밀한 나노 다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화안정

화에 의한 산소의 함량 제어와 1600-1800°C 열처리 구간

에서의 열분해 및 결정립 성장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4. 결  론

알루미늄이 도핑된 폴리알루미노카보실란을 용융방사

하여 얻어진 Al-PCS 섬유에 대해 다양한 조건에서 산화

안정화 및 고온 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노

기공 구조가 제어된 SiC 중공사를 제조하였다. 산화안정

화 조건에 따라 산소가 섬유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침투되

는 깊이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 SiC 중공사의 twall을 30 ~

60 µm까지 다양하게 제어하였다. 또한, 고온 열처리 과정

에서 수반되는 SiC 결정화 및 소결거동, 그리고 비정질

SiCxOy 기지상의 열분해를 통해 SiC 중공사의 나노 기공

구조를 제어할 수 있었다. 특히, 1400°C는 SiC 결정립 생

성/성장과 기지상의 열분해 시작되는 시점으로 10 nm 전

후의 기공이 균일하게 나타나며, 1600°C 열처리 시 비정

질 SiCxOy 상이 SiO (g), CO (g) 등으로 분해가 가속되고

기공의 크기 역시 커지는 반면 소결에 의한 입자간 necking

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기공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

한 나노 기공구조가 제어된 SiC 중공사는 SiC 자체의 고

온 고강도 및 내산화/내화학 특성이 더하여져 고온 수소

Fig. 9. High resolution FE-SEM images of the cross-section

of SiC hollow fiber wall with curing time at (a)10, (b)

30, (c) 60 and (d) 120 min, respectively.

Fig. 10. Schematic model of the pore formation with heat-treatment temperature of SiC hollow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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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또는 다양한 hydrocarbon의 분리 정제 시스템 등

에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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