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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인조흑연은 낮은 밀도와 함께 높은 열 및 전기전도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500 ℃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구조 유

지가 가능하여 제철/제강용 전극봉, 고온 발열체용 히터, 핵융합로와 

같은 고온 반응로의 벽재, 우주항공기기의 피복재 등으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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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이러한 구조체에 있어 물리적인 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조흑연의 물리적 강도는 재료의 

기공도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기공도가 증가하는 경우 인조흑

연의 물리적 강도가 하락하게 되며, 이러한 기공도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원료 선정과, 인조흑연 합성 및 성형 공정 전반에 걸친 공정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4].
인조흑연은 골재와 바인더의 혼합, 성형, 탄화, 함침, 및 흑연화의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일반적으로 인조흑연 제조의 골재로는 분쇄된 

코크스나 흑연이 사용되며, 이들 재료는 열적인 용융과 용재를 통한 

용해가 불가하여 피치와 같은 접착제와 함께 혼합하여 사용된다. 하
지만 피치는 탄화 과정 중 저비점 성분의 휘발과 크래킹 등의 반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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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PFO와 Coal-tar의 구조와 열 중합 거동 분석을 통해 PFO와 Coal-tar으로 구성된 혼합 원료의 피치 합성 
간 제조 특성을 확인하였다. 원소분석과 FT-IR 분석을 통해, PFO와 Coal-tar 각각 0.355, 0.818로 방향족화도 수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PFO와 Coal-tar의 열중량 분석을 통해 질량 감소곡선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향족
화도와 관능기 함량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치 제조 특성은 PFO를 원료로 사용한 피치가 
혼합원료로부터 제조된 피치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수율과 높은 연화점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사한 연화점을 
가지는 P360 (138.5 ℃)과 B420 (141.4 ℃)을 비교하였을 때, 두 피치의 탄화수율은 각각 29.89, 49.03 wt%로 Coal-tar가 
혼합된 경우 약 20 wt%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량의 알킬기를 포함하여 높은 피치 중합 반응성을 
가지는 PFO와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지는 Coal-tar의 혼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blended feedstock derived pyrolyzed fuel oil (PFO) and coal-tar was prepared to produce a pitch by thermal 
polymerization reaction for manufacturing artificial graphite materials. The aromaticity value of 0.355 and 0.818 was obtained 
for PFO and coal-tar, respectively. In addition, PFO and coal-tar exhibited the difference tendency of weight loss curve for 
thermogravimetric analysis, which is related to the structural stability depending on the aromaticity and functional groups. 
The production characteristics confirmed that the pitch derived PFO showed lower production yield and higher softening point 
than that using blended feedstock.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P360 (138.5 ℃) and B420 (141.4 ℃) having similar soften-
ing points, the production yields of both pitches exhibited 29.89 and 49.03 wt%, respectively. This is mainly due to the blend-
ing of PFO and coal-tar having high pitch polymerization reactivity including a large amount of alkyl groups and coal-tar 
having high thermal stability. This phenomenon indicated that the increased production yield is because of a synergic effect 
of both the high reactivity of PFO and thermal stability of coal-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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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40 wt%의 질량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질량 감소는 

결국 성형체의 변형 혹은 기공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탄화수율이 높

은 피치가 바인더로 유리하다. 피치의 탄화수율은 분자량이 높은 피

치를 적용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연화점의 상승을 야

기하여 혼합 공정의 온도증가와 점도 상승으로 인한 균일성 저해 등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5]. 따라서 바인더용 피치는 낮은 연화점을 

가지며 동시에 높은 탄화수율을 가져야 한다. 함침공정은 성형체의 

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공구조에 탄소화가 가능한 재료를 함침/재
열처리 함으로써 인조흑연의 기공도를 제어하는 공정으로 함침제 또

한 피치가 많이 사용된다. 함침용 피치의 경우에도 성형체의 기공구

조에 침투하여 탄소화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재료

가 사용되며, 동시에 높은 탄화수율이 요구된다.
피치의 연화점, 탄화수율과 같은 물성은 화학적 구조와 분자량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물성은 피치의 합성 원료의 구조에 지대한 영

향을 받는다. 피치의 합성 원료로는 주로 석유계 잔사유 혹은 Coal-tar
를 사용하며, 사용 원료의 구조는 합성 피치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석유계 잔사유에는 긴 다량의 알킬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Coal-tar의 경우 방향족화도가 매우 높아, 동일 연화

점을 가지는 경우 Coal-tar로부터 제조된 피치에서 더 높은 탄화수율

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6]. 하지만 피치의 합성 반응은 크래킹

(crack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디칼에 의해 진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알킬기와 같은 관능기(functional group)를 다수 함유하고 있는 석유계 

원료가 더 높은 중합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바인더 및 함침용 피

치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료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전처리 공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석유계 잔사유의 중합특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종 원료 혼

합을 통한 피치 제조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

르면, 석유계 잔사유와 Coal-tar 혼합원료의 혼합비에 따른 피치제조 

특성을 고찰한 결과, 혼합비에 따라 제조수율과 중합 반응 제어가 가

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7]. 또한 혼합비에 따라 연화점 및 탄화수율 

피치의 주요물성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조흑연 제

조용 함침 및 바인더 피치의 물성 제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

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석유계 잔사유와 Coal-tar의 혼합을 통해 연화점이 낮

으며, 동시에 탄화수율이 높은 바인더 및 함침용 피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석유계 잔사유로 납사분해공정 잔사유(pyrolyzed 
fuel oil, PFO)를 사용하였으며, Coal-tar와 8 : 2 중량비로 혼합하여 피

치를 합성하였다. 원료와 제조된 피치의 구조는 원소분석과 적외선 분

광광도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FT-IR)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이에 따른 탄화 수율은 열 중량 분석법(thermogravimetric anal-
ysis, TGA)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원료

피치 합성 원료로 LG화학의 PFO와 포스코케미칼의 Coal-tar를 준

비하였다. 두 원료의 혼합에 따른 제조 피치의 특성 비교를 위해 PFO
만을 활용하여 제조한 피치와, PFO와 Coal-tar를 80 : 20의 중량비로 

혼합한 원료로부터 제조된 피치를 준비하였다. PFO와 Coal-tar는 1 h
의 물리적인 교반을 통해 단순 혼합하였다. 특별한 전처리 없이 피치 

합성에 활용하였으며, 두 전구체의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피치 합성

실험은 5 L급 auto-clave 반응기를 사용하였고 정밀한 온도제어를 

위해 반응기 내부와 히터에 각각 열전대와 컨트롤을 부착하였으며, 
이들의 시리얼 제어를 통해 반응 온도를 제어하였다. 실험 중 온도제

어는 목표온도 대비 최대 2 ℃의 오차를 허용하였다.
피치의 합성은 360, 380, 400, 420 ℃ 조건에서 3 h 동안 유지하여 

진행하였다. 열처리 과정 중 시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가

스를 200 cc/min의 속도로 흘려주었으며, 반응 중 가열 속도는 약 2.5 
℃/min으로 하였다. 반응 중의 열 구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반을 

100 rpm으로 실시하였다. 준비된 원료에 따른 제조 피치의 합성조건

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제조된 시료를 명명하

였다.
반응 중 기화되는 저비점의 성분들은 챔버 상단의 파이프를 통해 냉

각기를 거쳐 액화되어 별도의 탱크로 분리, 회수하였다. 제조된 피치

는 반응 종료 후 자연 냉각시켜, 상온에서 채취하였다.

2.3. 분석

2.3.1. 화학구조 분석

원료와 제조된 피치의 탄소, 수소, 황, 질소 원소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Thermo fisher scientific 사의 Flash 200 organic elemental ana-
lyzer를 활용하였다. 또한, 원료와 제조된 피치의 관능기와 방향족화

도를 조사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광도계가 활용되었다. 사용된 장비는 

Bruker사의 ALPHA-T이며, dried KBr pellets 방법을 통해 4000~400 
cm-1의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방향족화도는 C-H aromatic vi-
bration (3050 cm-1)과 C-H aliphatic (2920 cm-1)의 피크 값의 합산에 

대한 C-H aromatic vibration (3050 cm-1)의 비율을 식 (1)을 통해 계산

하였다[9].

Aromaticity = 
   

 


 



(1)

2.3.2. 열 특성 분석

연화점은 ASTM 3461에 따라 Mettler Toledo사의 DP70을 통해 측

정하였다. 제조된 피치는 50 ℃로 예열한 후 2.0 ℃/min으로 가열하며 

연화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Feedstock Carbon (%) Hydrogen (%) Nitrogen (%) Sulfur (%) H/C ratio Aromaticity Quinoline insoluble 
(QI, wt%)

PFO 91.9 7.9 N.D. 0.1 1.032 0.355 N.D.

Coal-tar 88.7 5.3 1.4 0.4 0.717 0.818 3.13

Table 1. Bulk Properties of PFO and Coal-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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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중량 분석은 RIGAKU 사의 Thermo plus EVO II TG8120를 통

하여 실시하였다. 약 5.0 mg의 피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질소 분

위기에서 900 ℃까지 분당 5.0 ℃/min으로 가열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FO와 Coal-tar의 특성과 열 중합 거동

피치 합성 원료로 사용한 PFO와 Coal-tar의 기본 물성은 원소분석

(EA), 퀴놀린 불용분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원소분석 결과, PFO와 Coal-tar는 각각 91.9, 88.7%의 탄소 함량비

와 7.9, 5.3%의 수소 함량비를 보였다. 수소원자 당 탄소 원자비(H/C 
ratio)의 경우 PFO와 Coal-tar 각각 1.032, 0.717로 나타났으며, 이로보

아 PFO는 다수의 알킬관능기를 함유하고 있으며, Coal-tar의 경우 상

대적으로 높은 방향족화도(aromaticity)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질소와 황 성분의 경우 PFO에서는 0.1% 이하로 거의 존재하

지 않으며, Coal-tar의 경우 1.8% 이상으로 나타났다. 불순물 함량을 

나타내는 퀴놀린 불용분(QI)의 경우에도 PFO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

나, Coal-tar는 3.13%의 불순물 함량을 보였다.
원료의 화학적 구조는 적외선 분광광도계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

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앞선 원소분석결과에서의 예측에서와 동일

하게 PFO의 경우 방향족 C-H에 의한 피크(3050 cm-1)와 높은 강도의 

관능기 피크(2920 cm-1)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다수의 메틸렌 브리지

(methylene bridge; 1465 cm-1)와 메틸기(methylene group; 1450 cm-1)
가 관찰되었다[9]. Coal-tar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C-H 관능기 

피크를 보였으며, PFO에 비해 낮은 메틸렌 브리지와 메틸기를 보였

Figure 1.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of PFO and Coal-tar.

다. 각 원료의 방향족화도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C-H 피크에 대한 방

향족 C-H 피크의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Table 3에 함께 나타내

Name
Blend ratio

Temp. (℃) Time (min) Production yield 
(wt%)

Softening point 
(SP, ℃)PFO Coal-tar

P360 100 0

420 180

28.6 138.5

P380 100 0 23.8 167.1

P400 100 0 21 205

P420 100 0 19.2 262.7

B360 80 20 43 < 25

B380 80 20 35.6 81.9

B400 80 20 33.8 106.8

B420 80 20 29.3 141.4

Table 3. Bulk Properties of the Pitch Prepared by Thermal Reaction

Sample name
Element contents

Aromaticity
Carbon (%) Hydrogen (%) Nitrogen (%) Sulfur (%) H/C ratio

P360 92.7 6.8 - 0.1 0.88 0.213

P380 93.1 6.2 - 0 0.80 0.222

P400 93.5 5.7 - 0 0.73 0.279

P420 93.8 5.1 - 0 0.65 0.377

B360 92.9 6.2 0.4 0.2 0.80 0.779

B380 92.9 5.8 0.4 0.2 0.75 0.810

B400 93.5 5.5 0.4 0.2 0.71 0.828

B420 94.1 5.0 0.4 0.1 0.64 0.869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Therma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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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PFO and Coal-tar (a) TG 
curve, (b) Derivative TG.

었다. 방향족화도의 경우 PFO와 Coal-tar 각각 0.355, 0.818로 Coal-tar
에서 2.3배 이상의 방향족화도를 보였다.

원료의 구조특성이 피치중합 및 탄화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

기 위해 열 중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Figure 2(a)에 나타내었다. 
열 중량 분석 결과 900 ℃에서 PFO의 잔존량은 25.05 wt%, Coal-tar
의 잔존량은 21.87 wt%로, PFO가 더 높은 탄화수율을 나타내었다. 각 

온도구간별 질량 변화 거동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열 중량 분석 결

과를 미분하여 미분 열 중량 곡선을 Figure 2(b)에 도시하였다. PFO의 

경우 각각 130, 370 ℃에서 중량감소 피크를 보이는데, 첫 번째 피크

의 경우 PFO 내에 함유되어 있는 저비점 성분의 휘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370 ℃ 근방의 두 번째 피크의 경우 약 300~500 ℃의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피치의 고분자화는 크래킹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라디칼에 의해 촉진되며, 이러한 고분자화 반응은 400 
℃ 이상에서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10-12]. 따라서 300~500 
℃ 영역에서의 질량 감소는 PFO의 관능기들이 크래킹 반응에 의해 

분해되어 일어나는 질량 감소로 생각된다. Coal-tar의 경우 200 ℃ 부

근에서의 최대 피크를 보이며 100~550 ℃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질량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PFO의 두 번째 피크 영역에 해당하는 

300~500 ℃에서 특별한 피크가 관찰되지 않으며, 이 영역을 지나며 

PFO와 중량감소량이 반전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로부터 Coal-tar 피
치 중합에 대한 반응성이 PFO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앞
선 원소분석과 IR 분석에서 Coal-tar의 경우 PFO에 비해 매우 높은 방

향족화도와 함께 낮은 관능기 함유를 보였는데, 방향족화도가 높을수

록 구조적 안정성이 높아지며, 피치 합성을 위한 라디칼의 발생이 어

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PFO와 Coal-tar의 피치 중합 반

응성의 차이는 두 원료의 구조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3.2. PFO와 PFO/Coal-tar 혼합 개질된 피치의 특성 비교

앞선 3.1에서 고찰된 결과를 토대로 PFO와 PFO/Coal-tar를 80 : 20
의 중량비로 혼합된 샘플을 이용하여 360~420 ℃의 조건에서 피치 합

성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공정조건과 피치 수율, 연화점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PFO로부터 제조된 피치의 수율은 P360에서 28.6 wt%로 나타났으

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P420에서는 19.2 wt%를 

보였다. PFO와 Coal-tar가 혼합된 피치의 수율 또한, B360에서 B420
으로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43 wt%에서 29.3 wt%로 감소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이러한 수율 감소는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비점 

성분이 휘발되며, 동시에 크래킹 반응으로 인해 관능기가 제거된 결

과로 보인다.
연화점의 경우, 피치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P360에서 138.5 ℃, P420에서 262.7℃를 나타내었다. PFO
와 Coal-tar가 혼합된 피치의 경우 360 ℃ 이하의 합성 온도에서는 상

온에서 고형의 피치가 제조되지 않았으며,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B380과 B420에서 각각 81.9, 141.4 ℃의 연화점을 보였다. 이는 피치 

합성 수율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비점 성분

이 점차 제거되며, 크래킹에 의한 고분자화가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같은 열처리 조건에서 PFO와 PFO/Coal-tar 혼합 원료로부터 제조

된 피치의 물성을 비교하였을 때, PFO에서 제조된 피치가 더 낮은 수

율과 높은 연화점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3.1에서 고찰

한 바와 같이 PFO가 상대적으로 비점이 더 낮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동시에 높은 중합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Coal-tar에 분포하고 있는 높은 방향족화도의 성분들은 피치

합성과정 후에도 휘발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반응된 피치에 분포하며, 
고분자화된 성분들에 용매와 같이 작용하며 연화점을 낮추게 된다.

합성된 피치의 화학적 구조는 FT-IR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그에 대

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T-IR 분석결과 PFO로부터 제조된 

피치의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향족 C-H에 의한 피크(3050 
cm-1)가 점차 증가하며, 동시에 관능기 피크(2920 cm-1)는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피치의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앞서 언급하였던 

알킬기의 크래킹과 이에 따른 중축합 고분자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

다. PFO/Coal-tar 혼합원료로부터 제조된 피치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

한 형태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방향족화도를 계산하였으며 원소분석결과와 함께 Table 3에 나타내

었다.
PFO으로부터 제조된 피치와 PFO/Coal-tar 혼합 원료로부터 제조된 

피치 모두 피치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비점 성분의 휘발과 크

래킹 반응에 의한 고분자화로 인해 방향족화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다. 원소분석 결과의 수소에 대한 탄소 원자비 또한 피치 합

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제조된 원료에 따라서는 PFO으로부터 제조된 피치에 비해 PFO/ 

Coal-tar 혼합 원료로부터 제조된 피치에서 2.3배 이상 높은 방향족화

도와 더 낮은 수소원소 함량비를 보였다. 이는 PFO와 Coal-tar의 원료

분석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며, 단순한 PFO와 Coal-tar의 혼합비 제어

만으로 피치 합성의 반응성과 제조 피치의 연화점을 제어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3.3. 합성 피치의 탄화 거동

제조된 피치의 탄화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 중량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PFO로부터 제조된 피치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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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of the pitch prepared by 
thermal reaction.

Figure 4.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the prepared pitch by thermal 
reaction.

℃에서의 탄화 수율은 P360, P380, P400, P420 각각 29.89, 40.49, 
49.01, 69.73 wt%로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되는 결과를 보였

다. PFO/Coal-tar 혼합 원료로부터 제조된 샘플의 경우에도 B360, B380, 
B400, B420 각각 24.70, 31.39, 38.15, 49.03 wt%로 합성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탄화 수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합성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저비점 성분에 제거되어 탄화 과정에서 피치로부터 발생

하는 휘발성분이 줄어들며, 고분자화가 진행되어 열적 안정성이 증가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각 온도에서의 질량 감소 경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미분 열 

중량 곡선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피치는 원료에 상관없이

Figure 5. Derivative TG curves of the pitch prepared by thermal 
reaction.

모두 200~500 ℃의 범위에서 중량 감소가 일어나 해당 온도 구간에서 

피치의 열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PFO로부터 제조된 피

치의 경우 200~400 ℃ 영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질량 감소 영역에 

합성 온도 증가에 따라 우측으로 이동하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치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비점 휘발 성분

이 점차 제거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PFO/Coal-tar 혼합 샘플

로부터 제조된 피치의 경우에는 PFO로부터 제조된 피치와는 달리 

200~400 ℃의 넓은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200 
℃ 부근의 질량 감소 피크의 크기만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200 ℃ 부근의 피크는 Coal-tar의 열 중량 분석에서 관찰된 피크와 동

일한 위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넓은 영역의 분포는 Coal-tar 내
에 함유된 성분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oal-tar에 함

유된 성분은 피치 합성온도에서도 쉽게 휘발되지 않으며, 피치 합성

과정에서 피치에 지속적으로 분포하여 제조된 피치의 연화점을 낮추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일한 온도에서 합성된 피치일지라도 낮은 

연화점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연화점을 가지는 P360 (138.5 ℃)과 B420 (141.4 ℃)를 

비교하였을 때, 두 피치의 탄화수율은 각각 29.89, 49.03 wt%로 Coal-tar
가 혼합된 경우 약 20 wt%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

량의 알킬기를 포함하여 높은 피치 중합 반응성을 가지는 PFO와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지는 Coal-tar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FO와 Coal-tar의 구조와 열 중합 거동을 통해 PFO와 
Coal-tar를 혼합한 샘플의 피치 합성 거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PFO
의 경우 다수의 관능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합성 과정에서 쉽게 크래

킹 반응을 일으켜 급격한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Coal-tar의 경우 방향족화도가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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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을 보였다.
PFO와 Coal-tar를 혼합하여 피치를 합성하는 경우 PFO의 높은 중

합 반응성으로 인해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고분자화를 

일으키며, 동시에 Coal-tar 내 함유된 성분들이 합성된 피치에 존재하

여 용매와 같이 작용하여 연화점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효

과로 인하여, PFO만으로 제조된 피치에 비해 PFO와 Coal-tar가 혼합

된 원료로부터 제조된 피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율과 연화점을 나

타내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Coal-tar가 혼합되는 경우 낮은 연화점에도 불구하고 약 20 

wt%의 탄화수율 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본 연구로부터 제조된 

피치를 바인더 및 함침제로 적용하는 경우 높은 탄화수율로 인하여 낮

은 기공도를 가지는 인조흑연을 제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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