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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al-tar pitch, a feedstock which can be heat-treated to create graphite, is composed of very complex molecules.

Coal-tar pitch is a precursor of many useful carbon materials (e.g., graphite, carbon fibers, electrodes and matrices of carbon/

carbon composites). Modified coal-tar pitch (MCTP) was prepared using two different heat-treatment methods and their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and compared. One was prepared using heat treatment in nitrogen gas; the other was prepared

under a pressure of 350 mmHg in air. The MCTPs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several properties, including softening point,

C/H ratio, coke yield, formation of anisotropic mesophase and viscosity. The MCTPs were subject to considerable changes in

chemical composition due to condensation and polymerization in the used-as-received coal-tar pitch after heat-treatment under

different conditions. The MCTPs showed considerable increases in softening point, C/H ratio, and coke yield, compared to those

of as-received coal-tar pitch. The MCTP formed by heat-treatment in nitrogen showed isotropic phases below 350 oC for 1 h

of soaking time. However, MCTP heat-treated under high pressure (350 mmHg) showed isotropic phases below 300 oC, and

showed anisotropic phases above 350 oC, for 1 h of soaking time. The viscosity of the MCTPs increased with increase in their

soften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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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콜타르 핏치(coal tar pitch)는 열처리 시 흑연으로 전

이가 가능한 흑연화질 탄소(graphitizable carbon) 물질

로, 매우 복잡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콜타르 핏치는

흑연, 탄소섬유, 흑연전극 및 탄소/탄소 복합재의 매트릭

스 재료와 같은 다양한 산업적 응용을 가지고 있다.1) 그

러나 이런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는 핏치에 함유된 복잡

한 탄화수소 분자구조체를 열처리를 통해 탄소육면체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복잡한 탄화수소 분자구조체의

열분해로 인해 수율의 감소가 크게 일어난다.

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당한 온도에서 공기에 의한

산화방법(air blowing),2-4) 불활성 분위기에서의 열처리 방

법(thermal treatment)5-6)과 강산(strong acid)과 같은 화

학조제(chemical additives)6) 또는 폴리머7)의 첨가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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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방법이 있다. 앞의 세가지 방법 중 특히, 공기에 의

한 산화방법과 열처리 방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공기에

의한 산화방법은 일반적으로 핏치의 연화점(softening

point)을 높이는데, 이는 공기중의 산소에 의해 탄화수소

분자구조체들의 분해와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가교 반

응된 소중합체(oligomer)에 기인하거나,2,4,8) 탄화수소 분

자체들의 응축(condensation)을 통한 면상 거대분자물질

(planar macromolecules)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9) 이들

두 가지의 메커니즘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콜타르 핏치

의 화학적 조성과 공기에 의한 열처리 온도에 의존하게

된다.9) 불활성 분위기하에서 열처리 방법은 등방성의 콜

타르 핏치에 포함된 저분자량의 탄화수소 물질들이 중

축합(polymerization and condensation)반응에 의한 분자

량 증가로 인하여 연화점과 탄소수율(carbon yield)이 높

아진다.4)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 시 이

방성의 메조페이스 핏치(mesophase pitch)로의 전이도 일

어나게 된다.4-5) 저온에서의 공기첨가 후 열처리 방법은

제조된 핏치의 점도를 높이는 메조페이스의 형성을 억

제할 수 있고 높은 탄소수율을 가지게 할 수 있다.4,10)

연화점과 수율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핏치에 황

산이나 질산과 같은 강산을 사용하는 것이다.6) 이 방법

에 의해 연화점과 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강산이 핏치에

포함된 구성물질에 대한 산화제 역할에 기인한다.6) 또한

핏치에 고분자 물질인 polyvinyl chloride(PVC),7) 황,4)

카본블랙4)과 같은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연화점과 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이런 핏치들이 산업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유동학

적 성질(rheological behavior)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의 유동학적 연구는 핏치의 열처리 동안에 일어나는 점

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9) 일반적으로 핏치가 연화

점 이상의 온도로 높여지면 점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일정온도(~400 oC 정도)까지는 매우 낮은 점도를 유지한

다. 그러나 일정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다시 높아지다가 500~520 oC 이상의 온도가 되면 고체

로 변하게 된다.11) 이런 성질을 갖는 등방성 핏치들은 연

화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뉴토이안 점도 성질(Newtonian

viscosity behavior)을 나타낸다.11) 그러나 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생성되는 메조페이스상이 만들어지면 이방성 핏

치로 변하게 되어 전단속도(shear rate)에 민감한 비뉴토

이안(non-Newtonian) 유동성을 나타낸다. 이런 독특한 유

동특성은 매우 복잡한 여러가지 인자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연화점 이상의 온도부터

이방성의 메조페이스 상이 형성이 되는 온도까지는 열처

리에 의한 탄화수소 물질들의 중축합 반응에 의한 점도

의 증가보다 온도의 상승에 의한 점도의 저하가 더 큰

영역이다.11) 메조페이스 상 형성온도에서는 non-Newtonian

(shear thinning)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분자량 물질

의 분해와 중축합의 결과로 인해 핏치 분자량의 증대로

인한 결과이다.11) 이방성의 메조페이스 상은 액정(liquid

crystal)으로 높은 전단속도 아래에서는 타원형으로 변하

게 된다.12) 이런 타원형으로 변형된 메조페이스상은 전

단응력이 커짐에 따라 점도의 낮춤을 가져오게한다.11,12)

본 연구에서는 퀴놀린(quinolone, C9H7N)에 완전히 용

해되는 성분으로 구성된 콜타르 핏치를 각각 불활성 분

위기와 감압 분위기에서의 열처리를 통해 변성된 콜타

르 핏치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콜타르 핏치 특성을 평

가하였고 또한 압력의 변화가 콜타르 핏치의 변성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콜타르로부터 콜타르 핏치의 제조

콜타르 핏치를 열처리하여 변성 콜타르 핏치를 제조하

는 반응로와 제조조건을 Fig. 1과 Table 1에 각각 나타

내었다. Method-1은 알루미나 도가니에 50 g의 콜타르를

담은 후 석영관 튜브 전기로의 가운데에 넣고 질소를

500 cc/min으로 흘려주었고, 전기로의 가열속도는 10 oC/

min으로 조절하였다. Method-2는 유리반응기내에 50 g의

Fig. 1. Schematic diagram for modified pitch fabrication (a) Method-1 (heat and N2-blowing), (b) Method-2(heat 35 cmH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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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타르를 담은 후, 열처리 온도인 300~400 oC까지 4 oC/

min으로 가열하여 일정시간 유지하였다. 이때 120 oC부터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감압을 하였다. 감압은 350 mmHg

를 유지하였다. Table 1에 Method-1과 Method-2를 통해

제조된 변성 핏치들의 명칭을 나타내었다.

2.2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분석

2.2.1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수율, 연화점, C/H

비율 및 용매 불용분 측정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수율은 화학천칭을 사용하

여 10−3 g까지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연화

점은 Mettler Toledo사의 DP-70 Dropping Point System

에 2개의 시료를 동시에 가열하여(승온속도: 2 oC/min) 온

도를 측정한 후, 측정값의 평균온도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원소는 Thermo Fisher

Scientific사의 EA11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원

소는 핏치에 함유된 탄소, 수소, 질소 및 황에 대해 수

행하였다. 이때 전기로의 온도는 900 oC, 오븐의 온도는

65 oC, 사용가스는 헬륨 140 ml/min와 산소 250 ml/min를

column은 PQS(PTFE; 2M, 6*5 mm)를 검출기로는 열전

도도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를 사용하여 soxhlet 추출장

치를 이용하여 용매 불용분을 측정하였다. 용매는 n-헥

산(normal-hexane, C7H16)과 톨루엔(toluene, C7H8)을 사

용하였다. ASTM D-4072 방법을 기준으로하여 용매 불

용성분 측정은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를 100 메쉬 이

하의 크기로 분쇄한 다음 1 g을 달아 놓고, 수분을 완

전히 제거한 후 추출용 셀루로오즈 팀블필터(직경 28 mm,

높이 100 mm)에 넣고, 콘덴서, 싹슬렛 추출관 및 플라스

크 및 가열기로 구성된 soxhlet 추출장치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나면 용매가 완전히 냉각된 후, 추

출 장치를 분해하고 팀블필터를 꺼내어 오븐에 넣은 후

가열하여 24시간 이상을 유지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

하였다. 이를 다시 데시케이터 안에서 24시간 이상 건

조시키고 무게를 달아 불용분의 수율을 측정하였다. 퀴

놀린 불용성분은 soxhlet 추출관과 셀루로오즈 팀블필터

를 사용하지 않고, ASTM D-2318을 기준으로하여 측정

하였다. 75 ± 5 oC의 중탕비이커에 퀴놀린(25 ml)을 넣은

후 1 g의 핏치를 넣고 20분간 유지한 후, 이를 필터용

지에 부은 후,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퀴놀린을

1차 제거하고, 아세톤으로 퀴놀린을 2차 제거한 후, 24

시간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2.2.2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탄소수율(carbon yield)

측정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열간중량변화는 Mettler

Toledo사의 시차열중량분석기(SDT 851)를 사용하여 측정

하고 탄소수율을 계산하였다. 측정은 질소를 100 ml/min

흐르게 하면서 승온속도를 10 oC/min으로하여 1000 oC까

지 가열하면서 실시하였다. 

2.2.3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이방성상(anisotropic

phase) 및 점도(viscosity) 관찰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일부를 에폭시 레진에 마

운트한 후, 이를 폴리싱하여 편광현미경(polarized reflect-

ance optical microscope, BX51M, Olympus Co., Japan)

을 이용하여 이방성상의 존재유무를 관찰하였다. 편광현

미경에는 광간섭을 만들기 위한 반파장판(half-wave re-

tarder plate)과 평행극면(parallel polars)을 통해 편광

(polarized light)을 만들어 폴리싱을 한 표면을 관찰하여

변성된 콜타르 핏치에 존재할 수 있는 이방성의 메조페

이스 상(mesophase phase)을 관찰하였다. 또한 연화점 이

상의 온도에서 응력조정 점도계(stress controlled rheom-

eter, MCR 300, Anton Paar Co., Austria)를 사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점도 측정 시 전단속도(shear rate)는

10 s−1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수율, 연화점 및 C/

H비율

Table 2에 Method-1과 Method-2를 사용하여 제조한

Table 1. Preparation Methods and Conditions for Pitch Fabrication.

Condition Method 1(Heat and Blowing) Method 2(Heat and Suction)

Heat treated with 400 oC for 2 hours HB-1 HS-1

Heat treated with 400 oC for 1 hour HB-2 HS-2

Heat treated with 400 oC for 30 minutes HB-3 HS-3

Heat treated with 350 oC for 2 hours HB-4 HS-4

Heat treated with 350 oC for 1 hour HB-5 HS-5

Heat treated with 350 oC for 30 minutes HB-6 HS-6

Heat treated with 300 oC for 2 hours HB-7 HS-7

Heat treated with 300 oC for 1 hour HB-8 H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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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치들의 수율과 연화점 및 C/H비를 나타내었다. 질소

분위기하에서 열처리한 Method-1은 수율이 47.44 %부터

85.16 %로 동일조건에서 감압(350 mmHg)과 열처리가 수

반된 Method-2의 수율(38.64부터 49.23 %)보다 높게 나

타났다. 연화점을 측정한 결과, Method-1(56.7~165.8 oC)

은 Method-2(173~400 oC이상)보다 동일 조건하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Method-2의 낮은 수율은 동일 열처리 온

도와 시간 조건에서 감압으로 인해 저연화점을 갖은 콜

타르 핏치의 저분자량 화합물들이 더 많이 제거되고, 열

처리 동안 더 많은 양의 물질들이 중축합 반응을 한 결

과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는 C/H비율을 측정한 결과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Method-1의 C/H비율이 1.62~

1.84이고 Method-2는 C/H의 비율이 1.92~2.45로 Method-

1보다 높다. 특히 연화점이 400 oC 이상인 HS-1, 2, 4는

C/H 비율도 2.14 이상으로 다른 시료에 비해 매우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HS-3과 4를 비교해 보면 감

압하에서는 열처리 온도보다는 열처리 시간이 핏치의 변

성에 더 큰 영향을 주어 연화점과 C/H비가 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슷한 결과를 HS-6과 7에서도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Method-

1의 경우에는 열처리 시간보다 열처리 온도가 더 큰 영

향을 주었으며, 이를 HB-3과 4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용해도

Table 3에 n-hexane, toluene과 quinoline에 불용해된

핏치의 양을 각각 HI, TI 및 QI로 표시하였다. 특히 톨

루엔 불용성분의 양은 열처리 동안의 핏치 중축합의 정

도4,9)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TI-QI를 β-resin이라 표

현을 하였는데, 이는 ASTM D-5294에 언급된 것이다.

이들 성분은 분자량이 400 이상의 화합물들을 많이 포

함하고 있으며, 5~20개 정도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링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β-resin의 양은 연

화점과 C/H비율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Table 2와 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Method-1과 Method-2를 비교해

보면, Method-2가 상대적으로 동일조건의 열처리하에서

핏치의 중축합도를 나타내는 TI값이 높으며, 이러한 결

과는 열처리 방식으로는 가열과 감압을 사용함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한 유기용매중 가

장 용해도 지수(solubility parameter)가 높은 퀴놀린에 녹

지 않는 불용분(QI)의 양은 동일 열처리 온도 조건에서

Method-2 방법이 높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Table 3

의 Method-2에 의한 감압 방법에서는 HS-8을 제외한

Table 2. Results of Yield, Softening Point and C/H ratio of Fabricated Pitches with Method 1 and 2.

Method 1(Heat and Blowing) Method 2(Heat and Suction)

Sample Yield(%) Softening Point(
o
C) C/H ratio Sample Yield(%) Softening Point(

o
C) C/H ratio

HB-1 47.44 165.8 1.84 HS-1 38.64 Above 400 2.45

HB-2 53.26 136.7 1.83 HS-2 39.94 Above 400 2.14

HB-3 59.98 107.2 1.78 HS-3 44.44 245.7 2.09

HB-4 62.67 103.5 1.72 HS-4 40.43 Above 400 2.16

HB-5 69.91 84.9 1.73 HS-5 44.77 226.6 1.99

HB-6 76.78 70.1 1.62 HS-6 47.67 221 1.99

HB-7 78.50 69.2 1.67 HS-7 42.85 276.7 2.09

HB-8 85.16 56.7 1.62 HS-8 49.23 173 1.92

Table 3. Results of Beta and Gamma Resin of Fabricated Pitches with Method 1 and 2.

Method 1(Heat and Blowing) Method 2(Heat and Suction)

Sample HI TI QI Beta-resin Sample HI TI QI Beta-resin

HB-1 91.48 89.53 1.09 88.44 HS-1 99.61 99.90 99.21 0.00

HB-2 89.42 84.23 2.69 81.54 HS-2 98.18 94.35 55.89 38.46

HB-3 82.04 62.12 1.00 61.13 HS-3 96.06 86.30 21.69 64.60

HB-4 77.03 62.54 0.10 62.44 HS-4 99.80 96.46 65.97 30.49

HB-5 83.35 58.22 0.30 57.92 HS-5 96.33 79.52 20.58 58.94

HB-6 79.11 58.13 0.10 58.03 HS-6 96.35 80.88 10.05 70.83

HB-7 73.40 41.95 0.60 41.35 HS-7 99.60 90.85 34.03 56.83

HB-8 71.62 32.35 0.30 32.05 HS-8 92.43 77.32 1.59 75.73

*HI: hexane insoluble; TI: toluene insoluble; QI; quinolone in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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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부터 HS-7의 변성 핏치들의 경우 QI가 10.05 %

(HS-6)에서부터 99.21 %(HS-1)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Method-1에 의해 제조된 변성핏치의 경우

0.1 %(HB-4와 HB-6)부터 2.69 %(HB-2)까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Method-2의 경우 감압에 따른 핏치내의

저분자량 물질들의 고분자화 및 응축이 매우 심하게 나

타났고, 저분자량 물질들의 제거가 매우 많이 일어난 결

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동일 열처리 조건의 변성

핏치를 비교해 보면 HS-1, HS-2 및 HS-4를 제외하고는

β-resin값은 높게 나타났다.

3.3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

Method-1에 의해 제조된 핏치 중 연화점이 100 oC가

넘는 HB-1, 2, 3 및 4 핏치의 편광현미경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변성된 콜타르 핏치인 HB-1, 2, 3, 및

4 모두에서 이방성의 메조페이스 상이 발견되지 않아,

메조페이스 핏치로 전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Method-2에 의해 제조된 변성핏치들의 경

우, Method-1과 달리 HS-1, 2, 3, 4 및 5 핏치까지는

이방성의 메조페이스 핏치로 전이되었음을 Fig. 3에서 확

인할 수 있었고, HS-6, 7 및 8 핏치는 편광하에서 등방

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S-5(350 oC에서

1시간 열처리)는 구형의 메조페이스가 형성되었음을 Fig.

3(e)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S-4(350 oC에서 2시

간 열처리)는 구형의 메조페이스 상이 합쳐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동일 온도에서 열처리 시간이 증

가하면서 이방성의 메조페이스 상이 증가하면서 구형의

입자가 서로 충돌하여 합해지는 합체(coalescence)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HS-1과 3은 메조페이스가 현미경 사

진으로는 입자가 완전히 합체되어 벌크(bulk)상으로 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ochling 등13)이 설명한

메조페이스 상의 성장현상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콜타르 핏치의 경우, 변성된 핏

치들의 열처리 온도가 300 oC에서는 Method-1과 Method-

2에서 등방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350 oC에서는 방법에

따라 등방성 또는 이방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탄소수율

탄소수율을 측정한 TGA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탄소수율 측정은 Method-1 질소분위기에서 변성된 핏

치 중 연화점이 160 oC 이상인 HB-1과, Method-2 방법

에 의해 변성된 핏치 중 연화점이 200~400 oC 범위에

있는 HS-3, 5, 6, 및 7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

과 변성된 핏치들의 무게감소 시작온도는 연화점과 C/

H 비율이 낮은 HB-1 핏치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시작

Fig. 2. Polarized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fabricated modified coal tar pitch by Metho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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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연화점과 C/H 비율이 가장 높은 HS-7 핏치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무게감소가 일어났다. 이를 통해 변

성된 핏치의 무게감소 시작온도는 연화점과 C/H 비율에

따라 달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GA를 통해 1000 oC

의 질소 분위기에서 측정된 변성핏치들의 탄소수율은

45~63 % 정도를 보였다. 이들 변성핏치들의 탄소수율은

Fig. 3. Polarized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fabricated modified coal tar pitch by Metho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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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의 연화점과 C/H비율의 높고 낮음에 비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5 제조된 핏치의 점도변화

선택된 변성 콜타르 핏치의 점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변성된 콜타르 핏치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Fig. 5(a)에서 나타나듯이 점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

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핏치들의 일반적인 특

징이다. 특히 온도가 연화점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 도

달하면 Fig. 5(b)에서 나타나듯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를

보인다. Method-2의 감압하에서 변성된 콜타르 핏치의 경

우(HS-3, 5, 6, 7),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2 × 104

cPs 이상의 매우 높은 점도를 보였으나, 연화점 이상

(SP + 20 oC)의 온도에서는 5 × 103 cPs 정도로 점도가 낮

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Method-1의 질소 분위

기하에서 열처리된 HB-1의 경우, Method-2에 의해 제

조된 HS-3, 5, 6, 7 변성 콜타르 핏치들보다 낮은 점도

를 보인다. 이는 Method-2에 의해 제조된 변성 콜타르

핏치들(HS-3, 5, 6, 7)보다 Method-1에 의해 제조된 콜

타르 핏치(HB-1)의 연화점이 낮고, C/H 비율이 낮으며,

β-resin값이 작고, 이방성인 메조페이스 상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4. 결  론

연화점이 28 oC인 콜타르 핏치로부터 1기압의 불활성 분

위기에서 열처리(300~400 oC) 한 Method-1과, 350 mmHg

의 감압분위기에서 열처리(300~400 oC) 한 Method-2를

통해 변성 콜타르 핏치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변성 콜

타르 핏치의 경우 제조 조건에 따라 연화점과 C/H 비

율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제조된 콜타르 핏치의 연화

점과 C/H 비율은 서로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높은 연화점의 변성 콜타

르 핏치의 C/H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Method-1과 Method-2를 비교해보면, Method-2가 상

대적으로 동일조건의 열처리 동안 중축합도를 나타내는

톨루엔 불용성분이 높아, 열처리 방법으로는 우수함을 확

인할 수 있었으나, HS-1 및 2와 같이 고온에서 장시간

열처리 한 경우 퀴놀린 불용성분이 매우 높았다. 선택

된 변성 핏치들을 1000 oC의 질소분위기에서 TGA를 통

해 측정된 탄소수율은 45~63 %를 나타냈고, 잔류한 탄

소수율도 연화점과 C/H비율의 높고 낮음에 비례하여 변

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제조된 변성핏치의 경우, HS-1부터 HS-5까

지는 이방성의 메조페이스 핏치로의 전이가 확인되었

으나, 나머지 변성핏치에서는 이방성이 아닌 등방성을 계

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300 oC 이하의

온도에서의 열처리 시 메조페이스 핏치로의 전이는 일

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350 oC 이상의 온도

에서는 열처리 방법 및 조건에 따라 메조페이스 핏치로

의 전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성된 핏치들

의 점도는 연화점 부근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연

화점으로부터 일정온도 상승 시 점도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4. Results of TGA.

Fig. 5. (a) Viscosity changes vs Temperature and (b) Viscosity vs. Softening Temperature for selected modified coal tar p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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