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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al tar is the primary feedstock of premium graphitizable carbon precursor. Coal tars are residues formed as by-

products of thermal treatments of coal. Coal tar pitches were prepared through two different heat treatment schedules and their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One was prepared with argon and oxidation treatment with oxygen; the other was prepared with

oxygen treatment at low temperature and then argon treatment at high temperature; both used coal tar to prepare coal tar pitches.

To modulate the properties,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300~400oC) were used for the coal tar pitches. The prepared

coal tar pitches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several properties, such as softening point, C/H ratio, coke yield, and aromaticity

index. The coal tar pitches were subject to considerable changes in chemical composition that arose due to polymerization after

heat treatment. Coal tar pitch showed considerable increases in softening point, C/H ratio, coke yields, and aromaticity index

compared to those characteristics for coal tar. The contents of gamma resin, which consists of low molecular weight compounds

in the pitches and is insoluble in toluene, showed that the degree of polymerization in the pitches was proportional to C/H ratio.

Using an oxidizing atmosphere like air to prepare the pitches from coal tar was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aromaticity

index at relatively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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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콜타르(coal tar)는 유연탄의 열처리과정에서 만들어지

는 부산물로 흑연화질 탄소(graphitizable carbon)로의 전

이가 가능한 물질로 여러 가지 다른 분자구조 물질을 함

유한 매우 복잡한 물질이다. 콜타르의 흑연화질 탄소로

의 전이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은 콜타르 핏치(coal tar

pitch)로의 전이이며, 콜타르 핏치는 탄소섬유, 흑연전극,

탄소/탄소 복합재의 매트릭스재료와 같은 다양한 산업적

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1)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콜타르로부터 콜타르 핏치로의 제조가 이루어졌

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기에 의한 산화방법(air

blowing),2-4) 열처리 방법(thermal treatment)5-6)과 화학적

인 조제의 첨가(chemical additives)와 반응6)에 의한 방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세가지 방법 중 특히, 공

기에 의한 산화방법과 열처리 방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공

기에 의한 산화방법은 일반적으로 핏치의 연화점(softening

point)을 높이고, 연화점 상승은 공기중의 산소에 의해 콜

타르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가교반응(cross-linked) 구조에 기인한다.2,4,7) 그러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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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화에 의해 형성된 물질들의 일부는 불안정하여 열

처리 동안에 분해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4) 한편, 공기

와의 반응온도가 높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핏치의 연화

점 및 탄소수율(coke yield)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4) 열처리 방법에 의한 핏치의 제조 역시 콜타르에

포함된 저분자량의 물질들이 중축합(polymerization)반응

을 수반하며, 이들 중축합된 물질의 분자량 증가로 인

하여 연화점과 탄소수율이 높아진다.4)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열처리 시 이방성의 메조페이스

핏치(mesophase pitch)로의 전이도 일어나게 된다.4-5) 또

한, 저온에서의 공기첨가 후 열처리 방법4)은 제조된 핏

치의 점도를 높이는 메조페이스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

고 높은 탄소수율을 가지게 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퀴놀린(quinolone, C9H7N)에 완전히 용

해되는 성분으로 구성된 콜타르를 사용하여 콜타르 핏

치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콜타르 핏치를 제

조하기 위하여 아르곤(Ar) 또는 공기 분위기(air blowing)

하에서 열처리온도를 250~400 oC에서 변화시켰으며, 제

조된 콜타르 핏치들의 특성(연화점, C/H비율, 용해도, 탄

소수율)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콜타르로부터 콜타르 핏치의 제조

Fig. 1에 콜타르를 열처리하여 콜타르 핏치를 제조하

는 반응로와 Table 1에 제조조건을 나타내었다. 제조방

법은 알루미나 도가니에 20 g의 콜타르를 담은 후 전기

로의 가운데에 넣고 공기 또는 아르곤을 500 cc/min으로

석영관 내부에 흘려주었고, 전기로의 가열속도는 10 oC/

min으로 조절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온도

와 가스 유량을 조절하여 다양한 종류의 콜타르 핏치를

제조하였다. CTP-A와 B는 산화성 가스인 공기 분위기

에서, CTP-C와 D는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을, CTP-E, F,

G 및 H는 저온(250~300 oC)에서는 공기를 고온(300~400
oC)에서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여 콜타르 핏치를 제조

하였다. 

2.2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분석

2.2.1 제조된 핏치의 수율, 연화점 측정 및 원소분석

및 용매불용분 측정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수율은 화학천칭을 사용하여

10−3 g까지 5회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연화점은

제일과학의 녹는점 측정기(melting point appparatus)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하여 평균온도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원소(C, H, N 및 S)는 Thermo

Fisher Scientific사의 EA11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전기로의 온도는 900 oC, 오븐의 온도는 65 oC, 사용

가스는 헬륨 140 ml/min와 산소 250 ml/min를 Column은

PQS(PTFE; 2M, 6*5 mm)를 검출기(detector)로는TCD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조된 콜타르 핏치에 포함된 산소의

양은 CE사의 EA1110을 사용하여 전기로의 온도는 1040
oC, 오븐의 온도는 65 oC, 사용가스는 헬륨 120 ml/min였

다. Column은 molecular sieve 5A(SS; 1M, 6*5 mm)를

검출기로는TCD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콜타르 핏치를 100 메쉬 이하의 크기로 분쇄

한 다음 1 g을 달아 놓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추

출용 셀루로오즈 팀블필터(직경 28 mm, 높이 100 mm)에

넣고, 콘덴서, 싹슬렛 추출관 및 플라스크 및 가열기로 구

성된 soxhlet 추출장치에서 2 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나면 용매가 완전히 식은 다음 추출장치를 분해하고

팀블필터를 꺼내어 오븐에 넣은 후 가열하여 24시간 이

상을 유지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를 다시 데

시케이터 안에서 24 시간 이상 건조시키고 무게를 달아

불용분의 수율을 측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furnace for heat-treatment of coal tar.

Table 1. List of Samples.

Sample Heat treatment conditions

Raw Coal Tar None

CTP-A Air, 500 cc/min, 350 oC/2h

CTP-B Air, 500 cc/min, 400 oC/2h

CTP-C Ar, 500 cc/min, 350
o

C/2h

CTP-D Ar, 500 cc/min, 400 oC/2h

CTP-E
Air, 500 cc/min 250 oC/2h and

then Ar, 500 cc/min 350 oC/2h

CTP-F
Air, 500 cc/min 300

o

C/2h and

then Ar, 500 cc/min 300
o

C/2h

CTP-G
Air, 500 cc/min 300 oC/2h and

then Ar, 500 cc/min 350 oC/2h

CTP-H
Air, 500 cc/min 300 oC/2h and

then Ar, 500 cc/min 400 oC/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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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TGA 및 FTIR 분석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열간중량변화는 Mettler Tledo

사의 시차열중량분석기(SDT 85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측정 조건은 질소를 100 ml/min 흐르게 하면서 승

온속도를 10 oC/min으로하여 1000 oC까지 가열하면서 측

정하였다. 또한 콜타르 핏치의 화학분석은 Shimazu사의

FT-IR(IR Prestige-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DRS-8000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apodization function은 Triangle, re-

solution은 4 cm−1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수율, 연화점 및 원소분석

연화점이 28 oC이고 C/H비율이 1.5인 콜타르를 사용하

여 Table 1의 조건으로 열처리한 결과로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제조시 수율과 연화점 및 C/H 비율를 측정한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반응

수율은 제조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

화점의 경우 실험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다. 연화점이 300 oC 이상인 CTP-B

와 H, 연화점이 185 ± 5 oC 부근인 CTP-A, D 및 G, 연

화점이 130 ± 5 oC인 CTP-C, E 및 F로 나눌 수 있다.

연화점이 높아짐에 따라 C/H 비율도 높아졌다. 동일 온

도에서 열처리를 한 경우에는 아르곤보다 공기로 처리

한 경우에 수율과 연화점 및 C/H비율이 높아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화점이 300이상인 CTP-B와 H 경우는

C/H비율이 2이상을 나타냈고, 연화점이 180 ± 5 oC인 CTP-

A, D 및 G의 경우 C/H비율이 약1.8 정도를 나타냈고,

연화점이 130 ± 5 oC인 CTP-C, E 및 F의 경우 C/H비율

이 약1.7 정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용해도와 방향족 지표

Table 3에는 제조된 콜타르 핏치들을 유기용매를 사용

하여 삭스렛 추출(soxhlet extraction)방법을 사용하여 유

기용매에 녹지 않는 불용분의 양을 측정한 결과이다. 제

조된 콜타르 핏치를 n-헥산(normal-hexane, C7H16), 톨루

엔(toluene, C7H8) 및 테트라하이드로퓨란(tetrahydrofuran,

C4H8O, 이하 THF로 표기) 에 추출했을 때, n-헥산에 제

일 적게 용해되었고, THF에 제일 많이 용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연화점 및 C/H 비율이 높아질수록

각각의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콜타르 핏치의 양이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화점이 130 ± 5 oC이고 C/H비율

이 1.7인 CTP-C, E 및 F의 경우, 일정량의 공기에 의해

열처리가 수행되었던 CTP-E와 F가 아르곤 분위기에서 제

Table 2. Yield, Softening Point and Elemental Analysis of Used Coal Tar.

Sample Yield (%) Softening Point (
o

C)
Elemental Analysis (%)

C/H ratio
C H N S O

Raw Coal Tar - 28 91.93 5.00 1.16 0.39 1.52 1.5

CTP-A 67.23 183 90.62 4.17 1.16 0.23 1.67 1.8

CTP-B 47.32 Above 300 92.57 3.53 1.26 0.08 1.33 2.2

CTP-C 54.31 128 92.19 4.63 1.22 0.21 0.52 1.7

CTP-D 39.04 185 92.93 4.31 1.11 0.08 0.92 1.8

CTP-E 59.43 134 91.05 4.52 1.26 0.29 1.46 1.7

CTP-F 71.11 129 90.46 4.53 1.39 0.27 1.93 1.7

CTP-G 57.72 184 90.69 4.26 1.30 0.27 1.63 1.8

CTP-H 48.76 Above 300 90.68 3.84 1.27 0.22 1.77 2.0

Table 3. Amounts of Solvent Insoluble and Calculated Aromaticity Indices (Iar) from the FT-IR Spectra of Various Coal Tar Pitches. 

Sample Hexane Insoluble (%) Toluene Insoluble (%) THF Insoluble (%) γ-resin (%) Aromaticity Index (Iar)

CTP-A 83 44 40 39 0.76

CTP-B 91 75 71 16 0.76

CTP-C 78 14 5 64 0.72

CTP-D 88 55 36 33 0.81

CTP-E 86 26 15 60 0.73

CTP-F 66 22 20 44 0.79

CTP-G 87 45 44 42 0.79

CTP-H 95 60 53 35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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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CTP-C가 용매에 의해 용해된 후의 불용성분이 많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콜타르 핏치 제조공정에

서 사용된 공기가 저분자량의 물질들을 중축합하여 일

정 분자량 이상의 물질로 전환시켜 사용된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스팔텐(Asphaltenes) 을 나타내는 γ-resin(HI-TI)의 양도

연화점과 C/H비율에 많이 의존함을 알 수 있는데, 연

화점과 C/H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γ-resin값을 나타내

었다. 제조된 CTP-C와 E는 약 60~64 % 정도의 γ-resin

을 가지고 있으며, CTP-F의 경우 44 %의 값을 가지고

있다. CTP-F는 CTP-E와 비교 시 공기분위기에서의 열

처리 온도가 300 oC로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저분

자량의 물질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CTP-

C와 비교시 단순히 비산화성 분위기인 아르곤 분위기에

서 열처리 한 것보다 산화성 분위기인 공기의 첨가로 인

해 중축합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연화점이

180 ± 5 oC이고 C/H비율이 약 1.8인 CTP-A, D 및 G의

경우에는 최종 열처리 온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왔

다. 특히 톨루엔 불용성분의 경우 CTP-D의 경우 CTP-

A와G와 달리 높은 불용분을 남기고, THF 불용분은 상

대적으로 낮은값을 나타내 공기의 영향보다는 열처리 온

도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분자

량 물질의 함량을 나타내는 γ-resin의 양이 연화점이 130 ±

5 oC의 핏치보다 낮아짐(33~42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화점이 300 oC 이상이고 C/H비율이 2인 CTP-B와H의

경우, 특히 공기만으로 처리한 CTP-B의 경우 CTP-H와

달리 톨루엔 및 THF 불용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고, γ-resin의 양은 제일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톨루엔 불용성분의 양은 열처리 동안의 핏치 중축합의

정도4,9)를 나타내는데 130 ± 5 oC이고 C/H비율이 1.7인

CTP-C, E 및 F의 경우는 14~26 %로 매우 낮은 고분자

화를 보이고 있고, 연화점이 180 ± 5 oC이고 C/H비율이

약 1.8인 CTP-A, D 및 G의 경우는 44~55 %로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연화점이 300 oC 이상이고 C/H비율이

2인 CTP-B와 H의 경우는 60~75 %의 매우 높은 고분

자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에 Fig. 2의 FT-IR 스펙트라로부터 계산된 방

향족 지표(aromaticity indices)를 나타내었다. 방향족 지

표는 M. D. Guillen등에 의해1,10) 만들어진 공식(1)에 의

해 계산되었다.

Iaromaticity = Abs3050/(Abs3050 + Abs2920) (1)

여기서 Abs3050은 3050 cm−1 흡수밴드와 Abs2920은 2920

cm−1 흡수밴드이다.

결과를 보면 연화점이 130 ± 5 oC이고 C/H비율이 1.7인

CTP-C, E 및 F의 경우, Iar이 0.72~0.79의 값을 나타냈

다. 연화점이 180 ± 5 oC이고 C/H비율이 약 1.8인 CTP-

A, D 및 G의 경우는, CTP-A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Iar

값인 0.79~0.81값을 나타내었다. 공기를 취입하면서 처

리된 CTP-A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0.76를 나타냈다. 연

화점이 300 oC 이상이고 C/H비율이 2인 CTP-B와 H의

경우, Iar 값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낮은

0.76~0.79을 나타내었다. CTP-A와 C를 비교해 보면 같

은 온도조건에서 콜타르를 열처리하여 콜타르 핏치를 제

조시 공기를 취입하면 방향족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CTP-B와 D를 비교해 보

면 높은 온도인 400 oC의 공기분위기에서는 방향족 형

성에 도리어 방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기와 같은 산화성 분위기의 사용은 저온에서 사용함

이 보다 더 효과적임을 CTP-F와 G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조된 콜타르 핏치들의 FT-IR스펙트라를 통해 관

능기를 관찰하였다. Fig. 2에서 관찰되듯이 제조된 콜타르

핏치들의 FT-IR 스펙트라의 정성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는 매우 어려웠다. FT-IR 결과를 분석해보면 방향족 구

조를 갖는 특성밴드(3050, 1611, 1505, 1052, 872, 811,

750, 438 cm−1)와 지방족 구조의 특성밴드(2955, 2920,

2855, 1450 cm−1)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13)

특히 3050 cm−1에 방향족C-H의 신축(aromatic C-H stretch)

을 나타내는 밴드가 존재했으며, 1611~1470 cm−1에 방향

족C=C 그룹의 신축밴드(the stretching of aromatic C=C

group)가 있었다. 또한 1300~1000 cm−1 영역에 방향족C-

H 평면내 굽힘밴드(In-plane C-H bending aromatic bands)

들이 있다.12,14) 900~700 cm−1 에 방향족 C-H 평면위아래

밴드(C-H group of out-of-plane bending)를 나타내는 밴

드들이 존재했고, 또 438 cm−1 에 방향족의 평면위아래

를 나타내는 밴드도 존재했다. 지방족 탄화수소의 굽힘Fig. 2. FT-IR spectra of selected coal tar p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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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밴드들이 1450~1300 cm−1 에 존재하고 있

다. 지방족 탄화수소의 신축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세개의

밴드 2955, 2920 and 2855 cm−1 도 존재하였다.11-12,14)

3.2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탄소수율

Fig. 3에 탄소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TGA 결과를 나타

내었다. 연화점이 130 ± 5 oC이고 C/H비율이 1.7인 CTP-

C, E 및 F의 경우가 무게감소의 출발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출발하였고 1000 oC의 질소분위기에서 잔류한

탄소의 양도 26.7~34.2 % 정도로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

다. 연화점이 180 ± 5 oC이고 C/H비율이 약 1.8인 CTP-

A, D 및 G의 경우는 무게감소의 출발온도 및 TGA에

의한 탄소잔류량이 CTP-C, E 및 F와 CTP-B와 H의 중

간값을 나타냈다. 잔류탄소양은 35.2~56 % 정도의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연화점이 300 oC 이상이고 C/H비율이

2인 CTP-B와 H의 경우, 제조된 다른 콜타르 핏치보다

높은 온도에서 무게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TGA에 의한

탄소 잔류량도 다른 핏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탄소

잔류량이 68.4~70.6 %의 높은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연화점과 C/H비율과 질소분위

기하에서 TGA를 통한 탄소 잔류량은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연화점이 28 oC인 콜타르를 350~400 oC에서 불활성분

위기와 산화성분위기 및 이를 혼합한 분위기 등 다양한

열처리를 통해 제조한 콜타르 핏치의 경우 제조 조건에

따라 다양한 연화점과 C/H 비율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연화점과 C/H 비율은 서로 비례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높은 연화점의 콜타를 핏치의 C/H비율

도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제조된 콜

타르 핏치의 저분자량 화합물의 함유량을 나타내는 감

마레진의 양과 축중합도를 나타내는 톨루엔 불용성분의

양도 연화점과 C/H비율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타르로부터 핏치의 제조시 공기와 같은 산화성 분위

기의 사용은 저온(250~300 oC)에서 사용함이 제조된 핏

치의 방향족 지표를 높이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

러나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분위기하에서는 높은 온도

(400 oC)에서 콜타르 핏치의 제조시 방향족 지표를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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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GA results of various coal tar pitch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