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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석유 정제 부산물인 석유계 잔사유를 이용하여 리튬이차전지용 음극재를 제조하였다. 석유계 잔사유 
중 열분해 연료유(pyrolysis fuel oil, PFO),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fluidized catalyst cracking-decant oil, FCC-DO), 감
압잔사유(vacuum residue, VR)를 탄소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MALDI-TOF, 원소분석(EA)을 통하여 석유계 잔사유의 물
리화학적 특징을 확인하였고, 잔사유로부터 제조된 음극재는 XRD, Raman 등의 분석을 통해 그 구조적 특징을 평가하
였다. VR은 PFO 및 FCC-DO에 비하여 광범위한 분자량 분포와 많은 양의 불순물을 함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FO와 FCC-DO는 거의 유사한 물리화학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XRD 분석결과로부터 탄화된 PFO와 FCC-DO는 유사
한 d002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Lc 및 La값에서는 FCC-DO가 PFO보다 더 발달된 층상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에서는 FCC-DO가 가장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석유계 잔사유의 물리
화학적, 전기화학적 결과로 미루어 보아 FCC-DO가 PFO와 VR보다 더 우수한 리튬이차전지용 탄소 전구체인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anode material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was manufactured using petroleum-based residual oil, which 
is a petroleum refining by-product. Among petroleum-based residual oils, pyrolysis fuel oil (PFO), fluidized catalyst crack-
ing-decant oil (FCC-DO), and vacuum residue (VR) were used as carbon precursors.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etroleum-based residual oil were confirmed through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ALDI-TOF) 
and elemental analysis (EA),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node materials manufactured from residual oil were eval-
uated using X-ray crystallography (XRD) and Raman spectroscopic techniques. VR was found to contain a wide range of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s and large amounts of impurities compared to PFO and FCC-DO, and PFO and FCC-DO ex-
hibited almost similar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XRD analysis results, carbonized PFO and FCC-DO showed 
similar d002 value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FCC-DO had a more developed layered structure than PFO in Lc (Length 
of a and c axes in the crystal system) and La values. In addition, FCC-DO showed the best cycle characteristics in electro-
chemical characteristics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hysicochemical and electrochemical results of the petroleum-based re-
sidual oil, FCC-DO is a better carbon precursor for a lithium secondary battery than PFO and VR.

Keywords: Pyrolysis fuel oil (PFO), Fluid catalytic cracking-decant oil (FCC-DO), Vacuum residue, Structural analysis, 
Lithium-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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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6.1%에 해당하

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하여 왔다. 하지만, 석유정제 공정으로부터 매년 100만톤 이상 부생되

는 석유계 잔사유에 대한 기술개발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석유계 잔사유를 탄소재료의 

전구체로 사용하여 코크스, 인조흑연, 피치계 탄소섬유 등의 제품들로 

생성하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석유계 잔사유는 나프탈

렌, 안트라센 등 방향족 화합물을 대량 함유하고 있으며, 열중합을 통

해 탄소 육각망면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8]. 이
러한 석유계 잔사유를 이용하여 탄소소재를 제조할 경우, 낮은 단가

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면서 잔사유의 환경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9,10]. 이러한 석유계 잔사유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제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잔사유들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열분해 연료유(pyrolysis fuel oil, PFO),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

FCC-DO (fluidized catalyst cracking-decant oil, FCC-DO), 감압잔사유

(vacuum residue, VR) 등이 있다. 이 각각의 잔사유들은 서로 다른 화

학적 조성과 점도, 불순물(metal, ash) 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탄소소재는 

뛰어난 안정성, 저렴한 비용, 낮은 작동 전위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

고있다[11-13]. 탄소계 음극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유계 잔사유를 

사용할 경우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열처리 함에 따라 저비점 성분들

이 휘발되어 제거되고, 남아있는 방향족 화합물 간 중합 및 축합반응

을 거쳐 분자구조가 성장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난다[14-22]. 탄소

소재의 이러한 결정성 및 배향성 등의 기하학적인 구조는 전기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기하학적인 구조는 탄소소재의 원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더 적합한 원료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미래 이차전지의 산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언급한 석유계 잔사유를 탄소 전구체

로 사용하여 음극 활물질을 제조하였으며, 원료재료의 물리화학적 특

성과 제조한 음극활물질의 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기화학적 분석을 통해 원료, 결정구조와 전기화학적 성능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여천NCC에서 공급받은 열분해 연료유(PFO)와 현대

오일뱅크에서 공급받은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FCC-DO), 감압 잔

사유(VR)을 탄소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전극 제조를 위한 바인더로 

CMC (carboxylmethyl cellulose, MTI)와 SBR (stylene-butadiene rub-
ber, 50 wt%, MTI)을 이용하였다. 또한, MALDI-TOF 분석을 위한 매

트릭스는 TCNQ (7,7,8,8-tetracyanoquinodimethane)를 사용하였다. 

2.2. 석유계 잔사유 기반 음극재 제조

서로 다른 석유계 잔사유 PFO, FCC-DO, VR 20 g을 각각 알루미나 

보트에 넣고 5 °C/min의 승온속도로 1,200 °C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

다. 이 때, 반응기 내부를 불활성 분위기로 유지하였고, 반응에 미참여

하는 일부 저비점 성분의 제거를 위해 아르곤 기체를 500 cc/min의 유

속으로 주입하며 반응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에는 제조된 음극재를 

알루미나 보트로부터 회수한 후, 분쇄하여 25 µm 이하로 체분급하였

다. 제조된 음극재는 석유계 잔사유 종류 및 탄화 온도에 따라 각각 

PFO 1200, FCC-DO 1200, VR 1200으로 명명하였다. 

2.3. 리튬이차전지용 전극 및 셀 제조

제조된 음극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리튬 금속을 

양극으로 하는 2032 코인 셀(CR2032) 반쪽 전지(Half-cell)를 제조하

였다. 전극 제조 시 활물질 : 바인더 = 97 : 3 wt% 로 혼합하였으며, 
증류수를 용매(점도조절제)로 사용하였다. 전극 슬러리를 구리 호일 

위에 코팅한 후 100 °C 진공오븐에서 8 시간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전극을 압연 및 절단한 후, 글러브 박스(Glove box)에서 코인 셀 조립

을 실시하였다. 코인 셀은 리튬 금속을 양극, 제조한 전극을 음극으로 

하고, Celgard 2400 분리막을 사용하였으며, 전해질로는 LiPF6 [in EC 
(ethylene carbonate): DEC (diethyl carbonate) = 1:1]를 사용하였다. 코인

셀은 하루의 안정화 시간을 유지한 뒤 전기화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2.4. 특성 분석

석유계 잔사유의 분자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MALDI-TOF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Bruker autoflex 
III, Bruker Daltonics, USA)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매트릭스로는 

TCNQ를 사용하였다. 또한, 원소분석(FLASH 200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통하여 잔사유에 포함된 탄소, 산소, 수소, 황, 질소 

원소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제조된 음극재의 결정 구조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 X-석 회절분석기(XRD, Empyrean, Netherlands)를 시행

하였다. 또한, 음극재의 구조 분석을 위하여 라만 분광 분석기 

(LabRAM HR-800, HORIBA, Japan)를 실시하였다. 코인셀의 전기화

학적 특성은 충 방전 테스트 장비(PNE solution)를 이용하여 전기화학

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정전류/정전압(constant current/constant volt-
age, CC/CV) 복합 모드를 적용하였고, 충 방전 시 컷오프(cut-off)는 

0.005~2.5 V (V vs Li/Li+)까지 수행하였고 5분의 휴지시간(rest time)
을 부가하여 전기화학적 평형에 이르게 하였다. 충 방전 시험은 0.2 
C-rate에서 100 사이클 동안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석유계 잔사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석유계 잔사유 종류에 따른 분자량 분포를 MALDI-TOF 분석을 이

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감압잔사유

는 35~1200 m/z의 성분으로 세 잔사유중 가장 넓은 분자량 분포와 큰 

분자량을 나타내었고, 약 400 m/z에서 가장 높은 peak를 나타내었다.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은 50~600 m/z의 영역의 분자량 분포를 나

타내었고, 잔사유들 중 가장 좁은 분자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열분해 

연료유는 75~800 m/z의 범위의 성분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약 140~ 
160 m/z에서 가장 높은 peak를 나타내었다. 

석유계 잔사유들의 화학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소분석(elemental 
analysis)을 실시하여 C, H, O, N, 및 S의 함량을 확인하고 이를 Figure 
2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분석결과로부터 석유계 잔사유들은 다

량의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소량의 불순물인 질소와 황을 함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분해 연료유와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

은 90%가 넘는 탄화수소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감압잔사유는 다른 잔

사유들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탄화수소 값을 나타내었으며 타 

잔사유들보다 많은 양의 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불순물

(질소, 황) 함량 또한 감압잔사유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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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MALDI-TOF와 원소분석결과 세 종류의 석유계 잔사유 중 감압 잔

사유가 가장 무거운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순물을 많이 함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열분해 연료유와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은 유사한 값을 나타내지만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이 좀 더 

좁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며 가장 균일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제조된 음극재의 구조적 특성

석유계 잔사유 종류에 따라 제조된 음극재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한 XRD 분석 결과를 Figure 3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음극재는 2Ɵ 값이 25.4, 43.0°에서 특성 피크가 관찰되었고, 각각의 

피크는 (002), (001)의 결정면을 의미한다[23-25]. 일반적으로 d002 값

은 탄소재료 내부의 층간간격을 의미하고, d002 간격이 작을수록 흑연

화도가 좀 더 발달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24,25]. 제조된 음

극재 중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과 열분해 연료유가 3.464, 3.465 
Å의 d002값을 나타내었고, 감압잔사유는 상대적으로 큰 3.516 Å 값

을 나타내었다. 한편, La, Lc 값은 탄소 결정의 크기를 나타내며 PFO 
1200과 FCC-DO 1200은 Lc 값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유동접촉분

해 데칸트 오일을 이용하여 제조한 음극재(FCC-DO 1200)에서 더 큰 

Lc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을 이용하여 제

조한 음극재가 열분해 연료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음극재와 유사한 층

간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축합되어 많이 쌓여있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압잔사유는 세 잔사유 중 가장 큰 Lc 
값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큰 층간간격(3.516 Å)을 가짐으

로써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측정된 La 값은 FCC-DO 1200 
에서 가장 높은 값인 82.39 nm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PFO 1200과 VR 
1200은 상대적으로 낮은 La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을 이용하여 제조한 음극재가 가장 잘 축합되고 배열도 

우수한 구조의 음극재로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석유계 잔사유로부터 제조된 음극재의 라만 결과값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라만 그래프에서 약 1340 cm-1에서 나타나는 D피크는 탄

소구조의 결함(defect)과 관련된 피크이고, 약 1580 cm-1에서 나타나는 

Figure 1.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petroleum residues.

Figure 2. Elemental contents of petroleum residues.

Table 1. Elemental Analysis Result of Petroleum Residues

Sample
Elemental composition

C (%) H (%) O (%) N (%) S (%)

PFO 92.122 7.642 0.045 0.1 0.091

FCC-DO 90.524 8.017 0.224 0.222 1.013

VR 76.499 4.236 16.419 0.9 1.946

Figure 3. XRD pattern of petroleum residue based anode materials.

Table 2. XRD Patterns of the Petroleum Residue Based Anodes

Sample d002 (Å) Lc (nm) La (nm)

PFO 1200 3.464 17.03 76.31

FCC-DO 1200 3.465 18.22 82.39

VR 1200 3.516 19.81 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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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피크는 탄소 구조의 발달(graphitic)과 관련된 피크이다[26,27]. ID/IG 
값은 탄소재료 내의 결함정도와 흑연화 정도의 비율로 탄소재의 결함

구조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를 비교하면 PFO 1200과 FCC-DO 1200
은 0.95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고, VR 1200은 0.97로 상대적으로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ID/IG 값이 크다는 것은 탄소 구조의 결함이 더 

많다는 의미로 감압잔사유를 이용하여 음극재를 제조할 경우 구조적

으로 결함이 더 발생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감압잔사유의 원료

구성 성분상 산소와 불순물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탄소 결정구조로 

성장할 때 미세공극 같은 결함구조가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XRD와 라만 분석결과 감압잔사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음극재가 구

조적으로 가장 결함이 많은 음극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동접

촉분해 데칸트 오일과 열분해연료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음극재는 유

사한 층간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에서 더 

큰 Lc 와 La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탄소 결

정 구조에서 결정립 크기와 직경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동접

촉분해 데칸트 오일을 이용하여 제조한 음극재가 더 적층되고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제조된 음극재의 전기화학적 특성

석유계 잔사유로부터 제조된 음극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

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0.2 C-rate의 전류로 100 사이클 충방전 테

스트를 진행한 결과, 열분해 연료유는 약 232 mAh/g,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은 약 269 mAh/g, 감압잔사유는 약 388 mAh/g의 초기 용

량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음극재들은 첫 번째 사이클에서 모두 높은 

비가역용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열분해 연료유를 탄

소 전구체로 활용한 음극재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24,28,29]. 
이러한 높은 비가역 용량은 흑연의 층간간격보다 더 큰 층간거리를 

가지고 미세공극에 의한 큰 비표면적 및 저온소성에 의한 수소효과 

등을 가지는 비정질 탄소재료의 특징을 나타낸다[30]. Figure 5(a)에 

나타난 사이클 특성을 분석해보면 초기 용량은 VR 1200이 가장 높은 

용량을 나타내나 두 번째 사이클부터 높은 초기용량 손실을 나타내는

데 이는 미세공극 같은 결함구조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3 cycle 이후부터 FCC-DO 1200보다 낮은 용량을 나타내고, 
용량 유지율 또한 다른 음극재들에 비해 일정하지 않고 불균일한 결

Figure 4. Raman spectrum of petroleum residue based anode materials.

Figure 5. (a) Cycle stability of petroleum residue based anode materials, (b) Galvanostatic charge curve of prepared anode materials, (c) Capacity 
contribution of adsorption and intercalation in the second char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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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CC-DO 1200과 PFO 1200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나, 절대적인 가역용량은 

FCC-DO 1200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원료 분석과 구조적 

분석에서 열분해 연료유와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이 유사한 값들

을 나타내었으나, Lc, La값에서 FCC-DO 1200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

며 탄소 결정 구조에서 결정립 크기와 직경이 발달되어있는 적층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5(b), (c)는 2 cycle의 갈바노스태틱(galvanostatic)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비정질구조의 탄소재료에서 리튬이온의 저장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데, 미세공극에 흡착(adsorption)되는 반응

과 탄소 층간간격에 삽입(intercalation)되는 반응으로 나뉠 수 있다

[31,32]. 미세공극에 흡착되는 형식의 리튬이온 저장은 갈바노스태틱 

그래프에서 곡선(curve) 형태를 띠고 있고, 탄소 층간간격에 삽입되는 

리튬이온 저장은 직선(plateau)형태를 띠고 있다. Figure 5(b), (c)에 나

타난 갈바노스태틱 결과값을 확인하면 VR 1200에서 미세공극 구조가 

가장 발달되어 있어 흡착(adsorption) 부분에서 가장 큰 용량을 나타내

고,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에서 좀 더 흑연화된 구조가 가장 발달

되어 있어 삽입(Intercalation) 부분에서 가장 큰 용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클 안정성 또한 VR 1200에서 가장 불안정한 경

향을 보이며 이 또한, VR 1200의 불안정한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앞선 데이터인 XRD와 Raman 결과값과 일치한 값을 보

이며 결론적으로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을 이용한 음극재가 다른 

잔사유에 비하여 조금 더 발달된 흑연화 구조를 가지며 안정적인 구

조를 나타내고, 감압잔사유를 이용한 음극재가 미세공극이 발달되어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서로 다른 물리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석유계 잔사유를 탄소전

구체로 활용하여 리튬이차전지용 음극 탄소소재로 제조하였다. 제조

된 음극재중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과 열분해 연료유는 유사한 층

간간격을 가지고 있으나, 측정된 Lc, La값에서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이 열분해연료유보다 더 적층된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만 분광법을 통하여 얻은 ID/IG 값은 감압잔사유(0.97)
가 열분해 연료유(0.95)와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0.9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감압잔사유가 미세기공 구조가 상대적으

로 발달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불순물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고, 광
범위한 분자량 분포를 가지고 있는 원료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전기화학적 특성은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이 100 사이클 

이후 189 mAh/g으로 가장 높은 용량특성을 나타내었다. 감압잔사유

는 초반에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보다 높은 용량특성을 보였으나, 
불안정한 사이클 특성을 나타내며 100 사이클 이후 유동접촉분해 데

칸트 오일보다 낮은 용량특성을 나타내었다. 상기의 결과들을 통해 

언급된 세 종류의 석유계 잔사유 중에서 유동접촉분해 데칸트 오일이 

가장 우수한 탄소 전구체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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