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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se coal tar pitch (CTP) as a raw material for carbon fibers, it should have suitable properties such as

a narrow range of softening point, suitable viscosity and uniform opt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raw CTP was modified by

heat treatment with three types of polymer additives (PS, PET, and PVC) to make a spinnable pitch for carbon fibers. The yield,

softening point, C/H ratio, insoluble yield, and meso-phase content of various modified CTPs with polymer additives were

analyzed by changing the type of polymer additive and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roperties of CTPs modified by polymer addition with those of a commercial CTP. After the pitch spinning, the

obtained green fibers were stabilized and carbonized. The properties of the respective fibers were analyzed to compare their

uniformity, diameter change, and mechanical properties. Among three polymer additives, PS220 and PET261 pitches were

found to be spinnable, but the carbon fibers from PET261 showed mechanical properties comparable with those of a commercial

CTP produced by an air-blowing method (OCI284). The CTPs modified with polymer additive had higher β-resin fractions

than the CTP with only thermal treatment indicating a beneficial effect of carbon fib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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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섬유는 탄성과 강도가 크기 때문에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워 자동차, 항공, 선박 등 첨단 과학

기술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용품 등에 널리 이

용되고 있다. 탄소섬유의 종류는 원료에 따라 PAN계, 핏

치계 및 레이온계로 나뉜다. 현재 시장에서는 PAN계 탄

소섬유가 고강도의 장점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

지만, 핏치계 탄소섬유는 PAN계 탄소섬유보다 원료가 저

렴하고, 탄성률이 높다는 장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1)

핏치계 탄소섬유의 원료 중 하나인 콜타르 핏치는 제철

소 코크스 제조과정 중 얻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증류하

여 얻은 것으로 대부분 방향족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최종제품으로의 탄화수율이 높으므로 탄소섬유의 원료로

사용에 이점이 있다. 콜타르 핏치를 탄소섬유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질방법이 필요하다.2) 콜타

르 핏치를 이용하여 제조된 탄소섬유에 대한 선행된 연

구는 단순 열처리 방법,3,4) air-blowing/열처리 방법,5-7) 고

분자 첨가/열처리 방법8-10)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

순 열처리 방법은 고온에서 가교반응을 촉진하여 탄화

수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높은 온

도에서 장시간 열처리함에 의해 이방성의 메조페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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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생성되어 용융방사 시에 노즐이 막히기 쉬워 부적

절한 특성을 나타낸다. Air-blowing 방법은 저온에서 장

시간 동안 공기를 공급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온

도에서 개질을 진행하여 연화점을 증가시키고, 방향족화

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공기에 의한

산화가 발생하여 개질핏치의 물성이 불안정한 특징을 보

인다. 고분자를 첨가하여 개질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고

분자를 첨가시켜, 각각의 고분자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

로 열처리 및 air-blowing을 진행하면서 메조페이스 형

성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메조페이스가 촉진되면 고강도의 섬유를 제조할 수

있지만, 메조페이스가 다량으로 생성되면 형성된 메조페

이스 입자가 용융방사를 방해하여 섬유로 제조하기 어

렵다. 하지만 메조페이스가 형성되지 않은 등방성 핏치

는 방사는 용이하나 섬유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11,12) 

본 연구에서는 콜타르 핏치의 물성을 개선시킬 목적으

로 3 가지의 고분자(PS, PET 및 PVC)를 선택하여 핏

치의 개질반응에 첨가하였다. 이방성 핏치인 메조페이스

의 형성을 조절하여 탄소섬유 방사에 적합한 핏치로 개

질하고, 고분자 첨가에 따른 물성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

해 첨가된 고분자의 종류 및 반응온도를 조절하였다. 고

분자를 첨가하여 핏치를 제조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지만, 단순열처리 핏치에 비하여 고분자를 첨

가한 핏치 방사가 용이하였고, 중합시간을 단축할 수 있

었다.

2. 실험 방법

2.1 재료 물성

원료로 사용한 콜타르 핏치는 (주)OCI에서 제공 받았

고, 퀴놀린 불용분을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제거한 것으

로 100 % 등방성을 띄고 있으며, 연화점(softening point)

이 28 oC로 상온에서 끈적끈적한 고체상이었다. 70 oC의

오븐에서 녹여 액체인 상태로 사용하였다. 고분자는 PS

(polystyrene),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및 PVC

(poly vinyl chloride) 세 종류를 사용하였다. PS와 PVC는

Aldrich chemistry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PS는 granular

형을 잘게 부셔서 사용하였고 분자량은 192,000이며, PVC

는 powder 형태로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분자량

은 80,000이었다. PET는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재활용

PET병을 사용하여 2 mm × 2 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로 잘게 잘라서 사용하였다.

2.2 콜타르 핏치의 개질

방사가 가능한 핏치를 제조하기 위해 콜타르 핏치에

PS, PET 및 PVC 세 종류의 고분자를 첨가하여 열처리

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고분자 첨

가 없이 핏치의 단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100 g의 핏

치와 5 g의 고분자를 500 ml 둥근 플라스크에 넣은 후,

개질반응 전에 고분자가 원료 핏치와 원활하게 섞이게

하기 위해 흄후드 안에서 플라스크를 밀봉하지 않은 채

공기 분위기에서 히팅멘탈을 이용해서 가열하고, 240 oC~

300 oC 온도부터 교반을 시작하였다. 승온속도 5 oC/min

으로 PS, PET 및 단순 열처리 핏치는 240 oC, PVC는

240 oC에서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300 oC까지 올린 후에

고분자가 핏치와 잘 혼합되도록 1 시간 동안 교반시켰

다. 그 후 같은 승온속도로 개질반응 온도인 370 oC~

400 oC까지 가열하고, 2 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면서 교

반시켰다. 370 oC~400 oC의 고온의 개질반응 단계에서는

공기를 차단하고, 가스 형태로 발생하는 저 분자량의 물

질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연화점이 높아지기 어려워 진

공펌프와 냉각트랩을 적용하여 제거하였다.13) 열처리가 끝

나면, 자연냉각 시킨 후 개질된 핏치를 수거하였다. 개

질반응의 열처리 과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3 개질 핏치의 분석

개질된 핏치의 수율은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핏치의 연화점은 KSM1808에 따라 메틀러 방법

(dropping point system, DP70, Mettler Toledo Co.)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화점보다 약 20 oC 정도 낮은 온

도에서 2 개의 샘플을 동시에 넣어 2 oC/min로 승온시

켜, 6.35 mm의 노즐에서부터 19 mm까지 늘어지는 온도

를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불용분 분석은 속슬렛(Soxlet)

추출기를 이용하여 헥산, 톨루엔 및 퀴놀린 용매에서 시

료가 녹지 않는 질량 분율을 측정하였다. 1 g의 건조된

핏치를 분쇄하여 건조시킨 셀룰로오즈 thimble 필터(직

경 28 mm, 높이 100 mm)에 넣어 속슬렛 추출장치에서

Fig. 1. Reaction procedure of coal-tar-pitch heat treatment with

polymer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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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나면 thimble 필터를

1차적으로 흄후드 안에서 용매를 상온에서 기화시켜 제

거 한 후, 70 oC 오븐에 넣어 24 시간 동안 건조시켜 용

매를 완전 제거한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불용분의 수율

을 측정하였다.14-16) 고분자를 첨가한 핏치의 탄소, 수소,

질소 및 황의 함량을 Therme Fisher Scientific 사의 원

소분석기(EA11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전기로의 온도를 900 oC, 오븐의 온도는 65 oC로 유지한

다. 헬륨과 산소를 각각 140 ml/min과 250 ml/min으로

유속을 흘려주었고 column은 PQS(PTFE, 2 m, 6 mm ×

6 mm)를, 검출기로는 TCD(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를 사용하였다. FT-IR 분석은 곱게 갈은 핏치를 Shimazu

사의 FT-IR(IR Prestige-21)을 사용하여 resolution은 4

cm−1의 조건으로 400~4000 cm−1 범위에서 측정하였다.17,18)

2.4 탄소섬유의 제조 및 물성 분석

Air-blowing방식으로 제조된 상업용 고연화점 핏치와

PET 및 PS 첨가하여 개질한 핏치를 사용하여 각각 용

융 방사를 진행하였으며, 방사 조건은 Table 1에 기술되

어 있다. 안정화와 탄화는 각각 머플 퍼니스 및 튜브형

전기로에서 진행하였다. 안정화는 연화점보다 10~30 oC

정도 높은 구간에서 승온속도 0.1 oC/min으로 온도를 올

리고, air의 유속을 100 cc/min으로 흘려 보내며 8 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탄화는 안정화 섬유를 질소의 유속 100

cc/min에서 승온속도 5 oC/min으로 1000 oC까지 온도를

올리고, 3 분 동안 유지하였다.13) 제조된 핏치섬유의 직

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Hitachi S-

3500N)을 사용하였고, 표면은 백금으로 코팅하였다. XRD

(X-ray diffraction) 분석은 섬유를 곱게 갈아서 Shimadzu

사의 XRD(XRD-7000)을 이용하여 Cu-Kα 방사선(λ =

1.54056 Å), 40 kV 및 30 mV의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섬

유의 기계적 물성인 인장강도 및 탄성률은 Instron 사의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3343U3195)으로 용량

은 1 KN(225 lb), 로드셀(12154 static load cell)은 무게

0.7 kg, rating ± 10 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장속도

를 2 mm/min으로 하여 각 시료마다 25 개의 시편을 준

비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개질된 핏치의 물성분석

열처리 과정에서 반응온도에 따른 수율, 연화점 및 원

소분석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고분자를 첨가

하였을 경우,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연화점은 증가하였

고 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온도 조건에

서 연화점은 PS < PET < PVC 순서대로 커지는 경향을

보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8,10) 단

순 열처리에 비해 고분자 첨가 후 열처리 방법이 PS를

제외하면 수율은 약간 낮아지지만, 연화점이 증가하였

Table 1. Spinning conditions of various coal tar pitches.

OCI 284 PET 261 PS 220

Softening point (oC) 284 261 220

Nozzle size (mm) 0.3 0.3 0.3

Applied pressure (MPa) 0.2 0.2 0.2

Spinning temperature (oC) 334 302 260

Spinning time (min) 52 50 13

Winding speed (m/min) 500 500 500

Table 2. Properties of thermal and polymer treated pitches with different reaction conditions.

Sample
Reaction 

conditions

Yield

(%)

Softening

point (oC)

Elemental Analysis (%) C/H

RatioC H N S

Raw pitch - - 28 94.09 4.85 0.89 0.17 1.62

Heat treated 400
o
C/2h 50 249 93.58 4.09 1.89 0.44 1.91

PS

370 oC/2h 50 173 94.48 4.02 1.10 0.39 1.96

380 oC/2h 43 200 94.47 4.00 1.20 0.34 1.97

390
o
C/2h 38 212 94.56 3.95 1.17 0.32 1.99

400 oC/2h 29 220 94.62 3.92 1.17 0.29 2.01

PET

370 oC/2h 44 222 94.12 4.46 1.17 0.23 1.76

380
o
C/2h 43 238 94.45 4.12 1.17 0.25 1.91

390 oC/2h 42 261 94.52 4.00 1.21 0.26 1.97

400 oC/2h 36 268 94.62 3.94 1.22 0.21 2.00

PVC

370
o
C/2h 42 249 94.37 4.04 1.27 0.32 1.95

380 oC/2h 43 255 94.34 4.08 1.28 0.29 1.93

390 oC/2h 42 272 94.60 3.94 1.24 0.2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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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S는 단순 열처리보다 수율은 비슷하게 감소하지

만, PET 및 PVC와 달리 연화점이 낮아진 것은 다른 고

분자와 달리 고분자가 핏치와 균질하게 섞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탄소의 분율이 약간 증가하

며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C/H의 비가 2에 가깝게 증

가하였고, 질소와 황의 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열처리가 진행되면서 핏치의 축중합반응에

의해 지방족 화합물이 감소되고, 방향족 화합물이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5,12) 

불용분 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불용분

함량(Insoluble mass portion)은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질

량분율을 의미한다.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핏치의 분자

량이 커짐에 따라 각각의 용매에 용해되는 질량분율이

작아지고, 불용분 함량이 커진다. 헥산에 대한 불용분 분

율을 나타낸 HI(hexane insoluble)는 모두 95 %이상으로

저분자량의 핏치가 반응에서 대부분 가스 형태로 제거

되거나, 열처리에 의한 축중합 반응으로 고분자량의 핏

치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13) β-resin은 톨루엔에

는 용해되지 않지만 퀴놀린에는 용해되는 질량 분율(TI,

toluene insoluble - QI, quinoline insoluble)로 이 값이

커질수록 탄화수율이 높아 탄소소재의 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14,16) PET 및 PVC는 반응온도가 증가

할수록 β-resin도 증가하였고, PS는 반응온도 370 oC에서

390 oC까지 점점 감소하다 400 oC의 반응온도에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순 열처리와 고분자를 첨가한

후 열처리 핏치를 비교하면, β-resin이 13에서 대략 3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열처리

보다 고분자를 첨가한 후 열처리 핏치가 탄소섬유로의

수율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질소 분위기에서 1000 oC까

지 승온속도 5 oC/min로 가열하였을 때, 탄화수율은 단

순 열처리 핏치가 51.5 %, PET가 64.4 %로 각각 얻어

져 25 % 정도 증가하였다. 

FT-IR spectra를 Fig. 2에 나타내었고, M. D. Guillen17-18)

등이 제안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방향족화도

(aromaticity)를 계산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아래 식

에서 Abs3050은 3050 cm−1의 흡수밴드이며 방향족 특성

밴드이고, Abs2920는 2920 cm−1의 흡수밴드이며 지방족의

특성밴드를 나타낸다.

Table 3. Insoluble mass portion and aromaticity of thermal and polymer treated pitches with different reaction conditions.

Reaction 

conditions
HI (%) TI (%) QI (%) β-resin Aromatcity (Iar)

Raw-pitch - - 7.7 < 0.1 - 0.76

Heat treated 400 oC/2h 96 56 42 13 0.88

PS

370
o
C/2h 90 46 13 33 0.85

380 oC/2h 94 54 26 28 0.94

390 oC/2h 94 56 29 27 0.94

400
o
C/2h 95 72 36 36 0.97

PET

370 oC/2h 96 51 35 16 0.92

380
o
C/2h 96 70 37 33 0.98

390
o
C/2h 95 77 47 30 0.96

400 oC/2h 98 72 45 32 0.97

PVC

370
o
C/2h 92 55 25 30 0.97

380
o
C/2h 95 66 33 33 0.97

390 oC/2h 96 86 52 37 0.96

Fig. 2. FT-IR spectra of various modified coal tar pitches with polymer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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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omaticity = Abs3050 / (Abs3050 + Abs2920)  (1)

FT-IR spectra에서 고분자를 첨가한 핏치의 반응온도를

증가시킬수록 peak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서 핏치에서

저분자량 물질 및 관능기들이 제거되면서 peak 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산한 방향족화도(Iar)를 비

교하여보면, 원료 핏치의 경우 방향족화도가 0.76이었고,

단순 열처리를 진행하면 방향족화도가 0.88로 증가하였

으며, 고분자를 첨가 후 열처리를 진행하면 세 가지의

고분자를 첨가한 핏치의 방향족화도가 대체적으로 0.88~

0.98의 값을 보여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단

순 열처리와 비교하여 고분자 첨가 후 열처리가 방향족

형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7) 

세 가지의 고분자로 개질한 피치의 메조페이스 형성을

관찰하여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편광현미경 사

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핏치는 용융방사에 의해 섬

유화를 진행하므로 물성이 균일해야 한다. 또한 고분자

를 첨가하였을 때 방사에 적합한 고연화점 피치를 제조

하기 위해서는 390 oC 이상의 고온의 반응온도가 요구

되고, 결과적으로 약간의 메조페이스가 형성됨을 확인하

였다. PS는 400 oC, PET와 PVC는 390 oC부터 메조페이

Fig. 3. Mesophase characterization of various coal tar pitches modified with polymer additives by polarizati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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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그 이상의 반응 온도로 올라갈

수록 seed 형태의 메조페이스가 큰 크기의 구형 메조페

이스로 성장된 것이 관찰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메

조페이스 형성을 촉진시키는 고분자의 순서가 PS > PET >

PVC이었지만8) 본 연구에서는 PS첨가 핏치에서 상대적

으로 적게 메조페이스가 형성되었다. 기존 연구결과는 탄

소섬유 제조가 아닌 코크스화를 진행하여 메조페이스 형

성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으로 450 oC~550 oC의 고온에서

6시간 이상 장시간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반면 본 연구

는 섬유화가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370 oC~

400 oC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하였으므로 다소 다른 순

서로 메조페이스 형성이 얻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섬유의 물성분석 

PS첨가 핏치는 반응온도 390 oC과 400 oC의 시료를 각

각 방사한 결과 400 oC는 순조롭게 방사가 진행되었으

나, 390 oC 시료는 연화점이 낮아 방사조건에서 핏치가

묽어져 섬유화에 실패하였고, 390 oC 이하의 온도에서는

낮은 연화점으로 방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PET는 380 oC, 390 oC 및 400 oC의 시료로 방사를

시도하였으나 380 oC 시료는 PS의 390 oC 시료와 비슷

한 현상을 보였으며, 390 oC 시료는 순조롭게 방사가 진

행되었다. 400 oC의 시료는 약간 굳는 모습을 보이며 방

사 시 홀 막힘 현상을 보였다. PVC는 380 oC와 390 oC

시료로 방사를 진행하였지만, 모두 고분자의 입자가 핏

치와 잘 섞이지 않아 방사기의 홀을 막아 방사에 실패

하였다. 방사에 성공한 시료의 이름은 처리한 고분자의

이름을 붙이고, 뒤에는 연화점을 붙여 각각 PS220 및

PET261로 명명하였다. 이들 시료와 비교하기 위해 OCI

(주)의 air-blowing 처리된 상업용 고연화점(연화점 284
oC) 핏치를 유사한 조건에서 방사하여 OCI284로 명명하

였다. 

각각 시료의 특성에 맞는 조건(Table 1)으로 방사하였

고, 안정화 및 탄화과정을 거쳐 제조된 탄소섬유의 SEM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PET261과 OCI284 섬유

의 표면을 보면 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지만 PS220 섬

유의 표면은 불균질한 표면을 볼 수 있다. 이는 PS 입

자가 피치와 잘 섞이지 못하여 섬유의 균질성을 방해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각 섬유들의 SEM 이미지를

통해 구한 평균 직경과 UTM을 이용한 섬유의 물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먼저 PET261의 경우 평균직경이

22.0 μm으로 air-blowing으로 처리한 OCI284 섬유의 평

균 직경인 25.0 μm보다 다소 가늘었다. 두 섬유는 안정

화 후 1 μm~3 μm의 평균 직경의 증가가 있었다. 이는

안정화 단계에서 공기 중의 산소가 핏치와 결합되고, 반

응에 참여하여 섬유의 축중합을 촉진시켜 섬유 내의 핏

치의 분자량이 증가하며 고체화 되기 때문으로 추측되

었다.13) 1000 oC에서 3 분간 탄화 후, 두 섬유의 직경이

약 7.0 μm 감소하였다. 이는 탄화를 진행하는 동안 상

대적으로 저분자량 물질들이 고온에서 가스형태로 제거

되고, 흑연 결정성의 증가로 수축되어 직경이 감소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PS220은 연화점이 너무 낮고,

섬유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처리 과정 별 평균직경의 변

화가 일관성이 없었다. 

Fig. 4. SEM images of carbonized fibers for various modified coal tar pitches.

Table 4. Properties of carbon fibers spun with various coal tar pitches.

OCI 284 PET 261 PS 220

After spinning ave. diameter (μm) 25.0 ± 1.8 22.0 ± 1.1 28.8 ± 2.6

After stabilization ave. diameter (μm) 26.1 ± 2.3 25.1 ± 3.2 22.7 ± 3.2

After carbonization ave. diameter (μm) 19.7 ± 3.8 18.5 ± 2.9 26.7 ± 2.7

Tensile strength (MPa) 525 ± 45 474 ± 48 212 ± 28

Modulus (GPa) 23 2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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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을 사용하여 얻은 탄소섬유의 응력-변형 곡선

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기계적 물성인 인장강도(tensile

strength)의 경우, OCI284는 525 MPa의 값을 나타내었고

PET261은 475 MPa의 값을 나타내어 OCI284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탄성률(tensile modulus)은 반대로

PET261이 26 GPa의 값을 나타내어 OCI284의 23 GPa의

값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OCI284와

PET261 섬유는 유사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PS220은 앞에서 언급한 섬유의 불균질성

으로 인해 탄소섬유로서 응용하기에는 다른 두 섬유에

비해 낮은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었다. 

X-ray diffraction 분석에서 얻은 spectra와 이를 통해

Bragg와 Sherrer 식에 의해 계산한 d-spacing(002)과 crys-

talline size(La 및 Lc)를 Fig. 6와 Table 5에 나타내었다.19)

X-ray spectra에서 2θ = 25o(002) 및 43o(10/)에서 peak가

나타났다. (100)은 42.375o 이고 (101)은 44.571o이므로,

두 가지 peak가 중첩된 43o peak는 (10/)로 표시하였다.

방사 후 안정화를 거치면 OCI284의 (002) peak 강도는

완화되지만, 고분자를 첨가한 PS220과 PET261의 peak

강도는 날카로워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10/) peak 강도

Fig. 6. XRD spectra of pitch fibers for various modified coal tar pitches.

Fig. 5.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s for carbon fibers from various coal tar pitches.

Table 5. X-ray diffraction data of pitch fibers spun with various coal tar pitches.

Sample Condition d-spacing (002) (nm)
Crystalline size (nm)

La(10/) Lc(002)

OCI 284

Spun 3.659 12.7 16.8

Stabilized 3.560 13.7 12.5

Carbonized 3.687 57.9 11.6

PET 261

Spun 3.584 13.0 13.3

Stabilized 3.426 14.4 14.5

Carbonized 3.764 36.3 11.0

PS 220

Spun 3.482 14.0 13.7

Stabilized 3.456 14.9 14.9

Carbonized 3.820 28.3 10.7

d-spacing(002) = λ/2sinθ, L
a(10/) = (1.84 × λ)/(β2θ× cosθ), L

c
(002) = (0.9 × λ)/(β2θ× cos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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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탄화를 거

치면 세 섬유 모두 (002) peak 강도는 점점 감소되는 것

과 반대로, (10/) peak 강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방사 후 안정화가 진행되면 peak가 전

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되었다가 탄화가 진행되면 왼쪽

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002) d-spacing

이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고, 세 섬유가 모

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에서 세 섬유 모두 방사 후 안정화를 거치면 La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정화에서 다소 증가한 La는 탄

화 후 OCI284 섬유에서 급격하게 4.2 배까지 증가하였

고, 고분자첨가 섬유에서는 La가 2~2.5 배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La의 증가 폭의 차이는 핏치

의 결정화 과정에서 고분자가 핏치 사이에 일정 부분 점

유하여 흑연의 기본구조인 벤젠 링의 2차원 성장에 장

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Lc는 OCI284와 고

분자를 첨가한 PS220, PET261과 상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OCI284의 Lc는 방사, 안정화 및 탄화를 거치며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PS220과 PET261은 안

정화를 거치면서 증가하였다가, 탄화 시에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탄화과정에서 석탄계 핏치의 Lc가 감

소하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도 보고된 바 있으

며,20,21) 섬유의 탄화온도가 1300 oC 이상이 되면 Lc가 다

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결  론

탄소섬유를 위한 방사가 가능한 핏치를 제조하기 위해

콜타르 핏치에 3 종류의 고분자를 첨가하여 열처리를 진

행하였고, 고분자의 종류 및 반응 온도에 따른 핏치의

물성 변화를 여러 방법으로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단순

열처리보다 고분자를 첨가한 후 열처리를 진행한 핏치

가 C/H Ratio와 β-resin이 향상되었고, PS를 제외한 PVC

및 PET는 연화점이 20 oC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고

분자를 첨가하였을 때 개질수율은 다소 감소하지만, 핏

치의 물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메조페이스가 섬유의 방사를 방해하는 요

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PS 및 PET를 첨가한 핏치가 큰

문제 없이 방사되어 소량의 메조페이스가 함유된 핏치

는 방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방사, 안정화 및 탄화를 거친 핏치섬유의 특성을 비

교해보면, PET261가 방사한 섬유의 직경이 다른 두 섬

유에 비해 약간 가늘고, 상대적으로 균일하였으며, OCI284

와 강도 및 탄성률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PS220는 섬유의 직경 및 기계적 특성이 섬유로서 이용

하기에 부적절한 물성을 보였다. 고분자를 첨가하여 개

질한 핏치는 탄화과정에서 섬유 축 방향으로 벤젠구조

배열에 의한 결정 구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지

만, 기계적 물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세 종류의 고분자 중 PET를 첨가하여 열처리한 핏치가

PS와 PVC의 경우에 비해 섬유 특성이 우수하고, air-

blowing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상업용 핏치와 비슷한 기

계적 물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고분

자 첨가에 의한 핏치의 개질에 관한 연구논문은 첨가된

고분자 종류에 따른 개질핏치의 물성 대해서만 논의되

었지만,8-10) 본 연구에서는 첨가된 고분자 종류에 따른 개

질핏치의 물성 조사뿐 아니라, 방사가 가능한 핏치의 제

조 및 방사된 섬유의 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

해 air-blowing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분자 첨가 후

열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비슷한 물성을 구연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순열처리 핏치와 비교하여 고분자

를 첨가하였을 때 방사가 용의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방

사가 가능하였던 (주)OCI의 air-blowing 핏치는 중합시

간이 5 시간이었고 후처리 증류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는

데 비하여, 고분자 첨가방법에 의해 2 시간의 짧은 중

합시간으로 기계적 물성이 (주)OCI 것과 유사한 탄소섬

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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