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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분해연료오일을 이용하여 열처리 및 UV 조사 시 다양한 농도의 AlCl3을 첨
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탄소전구체 피치를 제조하였다. 개질된 피치는 원소 분석, 화학 구조, 분자량 분포 및 연화점
을 분석하여 특성평가를 하였다. 개질된 피치의 산소 함량은 AlCl3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반면 그 탄소 및 
수소 함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UV 조사 개질피치는 열 개질만 된 피치보다 더 많은 방향족 탄소화합물로 이루어
져 있었다. AlCl3 촉매첨가는 개질된 피치의 방향족화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조된 피치의 연화점은 103.3∼
168.9 ℃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5 wt%의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 개질된 피치의 수율은 48%에서 80%로 증가하
였다. 이것을 통하여 UV 조사 개질 방법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고수율의 피치를 제조를 위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방법
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e carbon precursor pitch from pyrolyzed fuel oil (PFO), by-product of Naphta cracking process (NCC), was prepared 
through heat and UV irradiation treatments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lCl3, which is a new pitch preparation method. 
The reformed pitches were characterized by measuring their elemental composition, chemical structure of components, molec-
ular weight distribution, and softening point. The oxygen contents of reformed pitch increased as increasing AlCl3 amounts 
on the other hand, the carbon and hydrogen contents were not nearly changed. UV irradiated reformed pitches were composed 
of more aromatic carbon compounds than that of using only heat-treatment without any UV irradiation. The addition of AlCl3 

catalyst was ineffective on the aromaticity of reformed pitches. The softening point of prepared pitches was in the range of 
103.3∼168.9 ℃. Also the yield of prepared pitch increased from 48% to 80% when 5 wt% of AlCl3 was added during the 
heat and UV irradiation reforming. It is expected that the UV irradiation reforming method can be practical and helpful to 
produce high yields of pitches with divers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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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탄소소재는 탄소의 육각 고리가 연이어 층상격자를 형성한 구조로

서, 결합 구조에 따라 무정형 탄소와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 흑연 

및 다이아몬드 구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무정형 탄소에서 완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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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정 사이에 있는 것을 탄소 또는 탄소소재라고 부른다[1]. 이러한 

탄소소재는 내열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알루미늄보다 가

볍고 강철보다 탄성과 강도가 훨씬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주항공, 에너지, 공해제거용 친환경 소재 등에 탄소소

재가 직접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탄소소재의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소재

를 이용한 고기능성 및 친환경적인 소재로의 적용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와 공업적인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2-4]. 

탄소소재는 일반적으로 페놀수지, 퓨란 수지, 셀룰로오스, 폴리아크

릴로나이트릴(polyacrylonitrile, PAN), 그리고 석유계 및 석탄계 피치 

등의 다양한 탄소 전구체를 불활성 분위기의 고온에서 열처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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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ame

Elemental contents (wt%)

C H N O S

PFO[18] 91.91 7.10 0.59 - 0.39

RP 92.15 7.14 0.73 0.85 -

URP 92.15 6.96 0.69 0.79 -

URP-A1 90.71 7.02 - 1.00 -

URP-A3 88.48 7.13 - 2.07 -

URP-A5 84.38 7.09 - 4.48 -

URP-A10 81.35 7.17 - 8.45 -

Table 1. Elemental Contents of Prepared Pitches제조된다[5]. 산업혁명 이전에는 목탄, 석탄, 천연흑연과 같은 탄소질 

재료를 자연에서 얻어진 그대로 사용해 왔으므로, 탄소재료의 특성 

중 하나인 고전도성과 관련된 이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

나 18세기 후반 마찰전기의 발견으로 전기의 발명 및 전지의 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기적 성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탄소재료 응용의 

개발 역시 확대되었다[6].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탄소소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

고 탄소소재의 응용에 제약을 거는 점은 가격적인 면 때문이다. 위에

서도 언급했듯이 탄소소재 제조 시에는 고온의 열처리가 필수적이며,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PAN계 탄소소재의 경우에는 탄소전구체

인 PAN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소재의 제조 단가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7,8]. 이에 한 일환으로 고가의 PAN을 대신하여 

나프타분해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여 가격이 저렴한 석유 잔사

유(naphtha cracking bottoms oil; NCB oil, pyrolysis fuel oil; PFO)로 

탄소전구체피치를 제조하고 이를 탄소소재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9-11]. 또한 PAN계 탄소소재는 주로 섬유 형태로 

이용되어 공업적 용도가 한정적이나, 피치의 경우에는 제조 조건에 

따라 피치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성형법을 통해 섬유나 

분말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업적 이용 범위가 넓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피치를 제조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열처리 개질

(modification)방법은 300 ℃ 이상의 고온에서 수 시간 반응하는 고 에

너지가 필요한 공정으로, 이 피치 개질 공정은 반응시간이 길며 고가

의 반응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12-14]. 그러므로 반응시

간과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피치 개질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피치 개질 시, 반응 온도와 시간을 낮추면서 이때 부족한 에너지

를 e-beam 등을 조사하여 다양한 물성을 갖는 피치를 제조하려는 연

구가 시도되고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중합 등에 이용

하고 있는 자외선(ultraviolet, UV)을 조사하여 새롭게 피치를 합성해 

보고자 한다. UV는 유해물질 분해나 고분자 중합 등에 이용이 가능할 

만큼 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에너지원으로, 가격이 경제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16,17].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소재의 전구체로 사용 가능한 석유계 피치

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석유 잔사유인 PFO을 개질함에 있어 

UV 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피치 개질 시 촉매로 사용하는 AlCl3를 첨

가하였다. 또한 성분 분석, 연화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에

서 개질된 피치의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UV 조사 개질법 

및 UV 조사 개질된 피치의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PFO의 UV 조사 개질

본 실험에서 사용된 원료는 분해연료오일(pyrolysis fuel oil, PFO)로, 

나프타 분해공정 중 발생되는 흑갈색의 타르상 잔사유이다(SK Co., 

Korea). 이 PFO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개질을 하여 피치를 제

조하였다. 

PFO를 250 ℃에서 2 h 동안 700 W의 UV 램프 조사 하에 자력교

반기를 이용하여 개질을 진행하였다. 이때, UV 개시제인 2,2-dime-

thoxy-2-phenylacetophenone (DMPA)과 촉매제인 AlCl3를 첨가하였다. 

DMPA의 첨가량은 PFO 대비 1 wt%로 고정하였으며, AlCl3는 PFO 

대비 1, 3, 5, 10 wt% 첨가하여 그에 따른 개질된 피치의 특성을 비교

하였다. 개질이 완료되면 자연 냉각 후 상온에서 굳어진 피치를 분말

형태로 만든 뒤 AlCl3 촉매는 따로 제거하지 않고 물성을 분석하였다. 

개질된 피치 샘플은 각 개질 조건에 따라 250 ℃에서 열 개질만으로 

제조된 피치는 RP, UV 조사 개질한 피치는 URP, AlCl3 첨가 UV 조사 

개질 피치는 AlCl3 첨가량 wt%에 따라 URP-A1, URP-A3, URP-A5, 

URP-A10으로 명명하였다. 

2.2. 피치의 물성 분석

개질된 피치의 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원소 분석, FT-IR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분자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개질 전, 후의 방향족화도(Aromaticity, Fa)를 계산하였다. 개질된 피

치의 분자량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MALDI-TOF (matrix-assisted la-

ser desorption/ionization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였

다. 이를 위하여 톨루엔에 개질된 피치를 1 wt% 용해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MALDI-TOF 질량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질량 대 전하비

(m/z) 결과로부터 중량평균분자량(Mw)를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였

다. 또한 개질된 피치의 각각에 대한 연화점(softening point)은 Mettler 

softening point method (ASTM D3104)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8]. 개질된 피치의 수율은 개질 전 PFO의 무게와 개질 후 얻은 피치

의 무게로부터 계산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PFO[19]와 UV 조사로 개질된 피치의 

원소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석유 잔사유의 열처리에 

방법에 의한 개질 시 산소와 수소 함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는 반면, 현 실험 조건에서는 PFO와 개질된 피치의 탄소 및 수소 함

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FO에 존재하는 질소 및 황과 

같은 불순물의 경우, 열 개질이나 UV 조사 개질을 통해서는 제거되지 

않았으나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를 통해 개질 시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AlCl3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개질된 피치의 

산소함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lCl3와 

PFO 내 방향족 탄화수소의 반응 메커니즘 때문으로 여겨진다. Cheng 

등은 메조카본마이크로 비드 제조를 연구에서 AlCl3와 방향족 탄화수

소와의 반응을 설명하였으며 그 메커니즘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20]. 즉, AlCl3는 물과 반응하여 H+AlCl3(OH)-를 형성하고 H+와 

AlCl3(OH)- 이온이 각각 방향족 탄화수소와 반응을 하게 된다. PFO의 

분석결과 약 23 ppm 정도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개질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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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olymerization mechanism of aromatic hydrocarbons catalyzed
by the Al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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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T-IR spectra of (a) RP, (b) URP, (c) URP-A1, (d) URP-A3, 
(e) URP-A5, and (f) URP-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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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 ratio and aromaticity of samples.

공기 중에 노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분과도 충

분히 반응하여 Figure 1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반응 때문에 합성 반응 동안에 산소가 존재하게 되고 

AlCl3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lCl3(OH)- 양이 증가하므로 개질된 피치

의 산소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1의 메커니즘

에서 보면 프로톤화 반응으로부터 형성된 카보늄 이온(carbonium ion)

이 다른 방향족 분자를 공격하여 이합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연속적으로 실시되어 거대 분자를 형성하게 된다[21]. 이러한 

방향족 다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탄소와 수소, 산소 외의 질소

와 황과 같은 이물질들은 제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2에 PFO와 개질된 피치의 화학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개질된 피치는 거의 흡사한 영역에서 

흡수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방향족 C-H 결합의 신축진동에 의한 3030 cm-1, 지방

족 신축진동에 의한 2920 cm-1, 방향족 C=C 결합의 신축진동에 의한 

1600 cm-1 흡수띠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2]. 또한, -CH3 굽힘진

동에 의한 흡수띠가 1450 cm-1에서, 방향족 영역의 H-C-C 굽힘진동에 

의한 흡수띠가 700∼900 cm-1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23].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된 피치들은 상당량의 방향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개질된 피치의 산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3420 cm-1 

부근의 -OH 신축진동 흡수띠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3]. 

Figure 3에 PFO와 개질된 피치의 C/H 몰비와 방향족화도

(Aromaticity, Fa)를 나타내었다. 방향족화도(Fa)는 적외선 스펙트럼의 

흡광계수비를 이용하여 다음 식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24,25]. 

(1)

(2)

위 식 (1)에서 X´는 방향족 탄소 이외의 탄소와 결합하는 수소의 평

균 개수로써 일반적으로 2로 가정하고, H/C는 원소 분석 값을 나타낸

다. Ha/Hs는 방향족과 지방족이 결합하는 수소의 비로 식 (2)에서 구

할 수 있다. εA/εS는 3030 cm-1 (방향족 C-H 신축진동)과 2920 cm-1 

(지방족 C-H 신축진동)의 흡광계수비 0.5이고, D3030/D2920는 방향족 

성분의 대표적인 피크와 지방족 성분의 대표적인 피크의 흡수비를 나

타낸 것이다. 

각 조건에 따라 개질된 피치의 C/H 몰비는 0.94∼1.10 정도로 계산

되었으며, 개질 조건에 따라 PFO의 C/H 몰비인 1.08에 비해 증가하거

나 소폭 감소하였다. 개질된 피치의 방향족화도는 0.83∼0.86의 값으

로 나타났는데, PFO의 방향족화도인 0.75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피치

개질 시 UV 조사효과는 RP와 URP의 C/H 몰비와 방향족화도를 비교

해보면 알 수 있다. UV 조사 개질된 피치의 경우 열 개질된 피치보다 

C/H 몰비와 방항족화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UV 조사가 

피치 개질 시 방향족 화합물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 개질된 피치의 경우, AlCl3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오히려 C/H 몰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AlCl3 첨가 시 C/H 몰비의 감소에 비하여 방향족화도의 감소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피치의 산소 함량 증가로 인하여 C/H 몰비가 감소하

나 개질된 피치 내에 상당한 방향족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MALDI-TOF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여 개질된 피치의 분자량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X축의 m/z는 질량

/전하로 양이온의 분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측정 강도를 나타낸다. 

MALDI-TOF 분석 m/z 범위가 50∼1000인 경우, UV 조사 개질된 피

치의 중량평균분자량(Mw)은 546∼588 정도를 나타나며, AlCl3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중량평균분자량이 증가하였다. 개질 전 PFO의 경우

에는 주로 100∼250 Da의 분자량 분포를 보이나, 열 개질 및 UV 조

사 개질 피치는 250∼300 Da 범위의 분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

다. UV 조사 개질 피치는 열 개질 피치에 비하여 150 미만의 분자량

을 갖는 물질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 개질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350 부근의 분자량까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lCl3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이런 현상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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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LDI spectra of as-received PFO and reformed p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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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oftening point of reformed p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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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Yields of reformed pitches.

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URP-A10의 경우에는 270 이상

의 분자량에서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자량 분포의 

변화는 UV 조사 개질 시 AlCl3의 첨가가 큰 분자량의 화합물이 많이 

생성되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21]. 

Figure 5에 개질된 피치의 연화점(softening point)을 나타내었다. 열 

개질된 피치가 UV 조사 개질된 피치보다 연화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자량과 연화점의 관계는 평균분자량이 클수

록 연화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Figure 4의 MALDI-

TOF 분자량 분포를 보면 URP가 RP보다 분자량이 큰 물질도 생성이 

되지만 작은 물질도 생성되기 때문에 연화점이 URP가 RP에 비해 비

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UV가 방향족 화합물의 합

성 및 큰 분자량의 화합물의 합성을 돕는 동시에 PFO 내 고분자 물질

의 분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7]. 그러나 UV 조사 개질 시 AlCl3를 첨가한 경우 연화점이 103.3∼

143.2 ℃로 나타났는데, 이는 촉매를 첨가하지 않은 피치의 연화점인 

151.5 ℃보다 낮다. 또한 AlCl3 첨가량에 따라 연화점이 증가하다가 

5 wt% 이상 첨가 시에는 연화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된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 개질된 피

치가 갖는 연화점 범위는 바인더 피치로써 사용 가능한 범위이므로 

공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28]. 

석유 부산물에서 피치의 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

나가 그 수율이라 할 수 있다. Figure 6에는 각 조건별로 개질된 피치

의 수율을 나타내었다. 열개질된 피치의 수율은 약 48% 정도이지만 

UV 조사와 AlCl3의 첨가로 인하여 피치 개질 수율이 약 80%로 크게 

증가하였다. UV 조사 개질 시 AlCl3를 5 wt% 첨가하였을 때 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피치 제조 시 UV 조사

와 AlCl3의 첨가가 피치 제조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UV 조사와 AlCl3의 첨가가 PFO의 반응에 영향을 

주어 개질 시 휘발성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수율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석유잔사유인 PFO를 이용하여 UV 조사 개질을 통해 피

치를 제조하였다. 또한 개질 시 AlCl3를 첨가하여 개질된 피치의 다양

한 특성을 평가하였다. 원소 분석 결과, PFO와 개질된 피치의 수소 함

량은 큰 변화가 없고 질소 및 황과 같은 불순물은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 개질하였을 경우 제거되었다. 또한 AlCl3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개질된 피치의 산소함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UV 조사는 피치 개질 시 방향족 화합물의 생성 및 분해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열 개질 피치보다 큰 C/H 몰비와 방향족

화도를 가지면서도 작은 분자량의 물질이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 AlCl3의 첨가의 경우, 개질 피치의 산소 함량의 증가로 C/H 몰

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방향족화도의 감소가 크지 않으므로 상당한 

방향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UV 개질 시 AlCl3가 큰 분자

량을 갖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 개질

된 피치의 연화점은 UV 조사 개질된 피치의 연화점 151.5 ℃보다 높

았으며,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 개질된 피치의 연화점은 103.3 ∼ 

143.2 ℃로 나타났다. 또한 열 개질된 피치의 수율은 약 48% 정도이

였지만 AlCl3를 5 wt% 첨가하였을 때 피치 개질 수율이 약 80%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된 AlCl3를 첨가하여 UV 

조사 개질된 피치의 경우 바인더 피치로서 사용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UV 조사로부터 반응 조건을 조정하여 다양한 물성을 갖는 피치

를 제조할 수 있으며, 촉매를 첨가하여 고수율의 피치를 제조할 수 있

는 유용한 공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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