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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ethylene-co-vinyl acetate) (EVA) was pyrolyzed to eliminate acetic acid of VA unit using off-line pyrolysis,
and the deacetylated EVA was analyzed infrared spectroscopy (IR) and pyrolysi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Py-GC/MS). EVA film for deacetylation was prepared by solution casting on aluminum foil and it was pyrolyzed at low
temperature of 300oC in the off-line pyrolysis apparatus. After deacetylation, carbon-carbon double bond (C=C) was formed
by 1,2-elimination of the VA unit in the EVA backbone. Most of C=C bonds were trans-1,4-unit and 1,2-unit was also
observed. Presence of the 1,2-unit in deacetylated EVA indicates that terminal or branch VA units exist in the raw EVA.
Py-GC/MS chromatogram of deacetylated EVA displayed much smaller acetic acid and much more abundant other pyrolysis products than that of raw EVA, which means that the pyrolysis efficiency and separation condition were improved.
Keywords: EVA, analysis, off-line pyrolysis, IR, Py-GC/MS

로 EVA의 VA 함량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2,5 에틸렌과 VA
단량체의 양성자수를 바탕으로 VA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으

Introduction
Poly(ethylene-co-vinyl acetate) (EVA)는 에틸렌과 비닐아세
테이트(VA)의 공중합체이며 VA 함량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
진다. EVA의 VA 함량은 적외선분광법(IR), 핵자기공명분광

나, 가교 EVA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TGA는 다른 분석 방
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EVA의 주쇄 분해가 일어
나기 전 탈아세틸화 반응(deacetylation reaction)에 의한 무게

법(NMR)과 열무게분석법(TGA) 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
다.1-8 ASTM D5594-98(2012)에 제시된 IR을 이용한 EVA의

감소를 이용하여 VA 함량을 분석한다.2,6-8
EVA의 탈아세틸화 반응 후에는 EVA의 1,2-elimination에

VA 함량 측정 방법은 VA 함량이 알려진 EVA 표준물질의 IR

의해 VA가 제거되고 주쇄에 탄소-탄소 이중결합(~C=C~)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탈아세틸화 EVA (deacetylated EVA)

−1

스펙트럼에서 에틸렌 흡수 봉우리(4250, 2020, 720 cm )에
대한 VA 흡수 봉우리(1020, 609 cm−1)의 면적비와 검량선을
1

를 제조하기 위해 오프라인 열분해(off-line pyrolysis)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제시한 검량선의 상관
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표준 시료들의 신뢰성 등에 따라 오

구성하였다. 오프라인 열분해로 준비한 탈아세틸화 EVA의
구조를 IR로 분석하여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탄소

차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ASTM D5594-98(2012) 이외에 IR을 이용한 EVA의 VA 함

-탄소 이중결합의 종류(C=C)를 분석하였다. 탈아세틸화 EVA
의 IR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VA의 결합 형태를 규명하였다.

량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4 Koopmans 등이 제시한 분

또한, 탈아세틸화 EVA를 열분해하여 열분해 특성을 조사하
였다.

석 방법은 두께 50 µm 이하 EVA 필름 분석에 적합하며 VA
함량이 33 wt% 이상인 경우에는 분석이 곤란하다고 보고하
였다.3 Meszlenyi 등은 EVA 필름의 두께가 100 µm 이상일 때
IR 흡수 봉우리가 중첩되어 VA 함량 분석이 어려워지는 것

Experimental

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4 IR을 이용한 EVA의 VA 함량 분

EVA는 VA 함량이 18 wt%인 시약용 EVA를 알드리치사

석은 시료의 VA 함량과 두께 등에 영향을 받으며, VA 함량
이 낮은 EVA 용액은 상온에서 서로 응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Aldrich C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오프라인 열분해장
치(off-line pyrolysis apparatus)는 전기로(소정기계제작소, 용

IR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NMR은 고분자의 미세구조 분석에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

량 1.4 kW, 길이 40 cm, 도가니 안쪽 지름 8.2 mm/바깥쪽 지
름 3.6 mm)에 석영관(외경 2.8 mm, 길이 60 cm)을 넣어 구
성하였다. Figure 1에 오프라인 열분해장치 사진을 실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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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순도 질소 가스(유속 25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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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를 흘려주었다. 원재료 EVA를 클로로폼에 완전히 녹인
후 알루미늄 호일에 캐스팅(casting) 후 건조시켜 필름 형태로
제조하였다. 알루미늄 호일에 있는 필름 형태의 EVA를 석영
관에 넣은 후 상온부터 온도를 올려 300 oC에서 30분간 열분
해하여 탈아세틸화반응을 진행시켰다.
원재료 EVA와 탈아세틸화 EVA의 FTIR 분석은 전반사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ATR) 방식을 이용하였다. 원재료
EVA의 ATR-FTIR용 시편은 EVA를 클로로폼에 녹여 알루미
늄 호일에 캐스팅 후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ATR-FTIR 분석
은 알루미늄 호일에 필름 형태로 있는 EVA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FTIR 장비는 Perkin Elmer 사의 Spectrum 100을 사용
하였다.
원재료 EVA와 탈아세틸화 EVA를 열분해하여 열분해생
성물을 비교하였다.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pyrolyzer-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Py-GC/MS)
를 이용하여 열분해시키고 열분해생성물을 분리하고 그 성분
을 분석하였다. Py-GC/MS는 CDS Pyroprobe 1500 heated
filament pyrolyzer (Chemical Data System, Oxford, USA),
Agilent 6890 gas chromatograph (Agilent Technology Inc.,
USA), 5973 mass spectrometer (Agilent Technology Inc., USA)
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열분
해는 600 oC에서 10초간 실행하였다. GC injector 온도는
o

Figure 2. TGA curve of EVA (VA content: 18 wt%).

동결트랩(cold trap bath)으로 모았다. 오프라인 열분해온도는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결과를 바탕으
로 설정하였다. Figure 2는 EVA의 전형적인 TGA 곡선으로,
탈아세틸화 반응은 295 oC 정도부터 시작해서 415 oC 정도까
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반응 억제와
오프라인 열분해장치의 온도 조절 오차 범위 등을 고려하여
300 oC에서 30분간 탈아세틸화 반응을 진행시켰다. 알루미늄
호일에 필름 형태로 있는 EVA를 오프라인 열분해장치의 석

250 C이고, 시료분할비율(split ratio)은 1 : 20이고, 이동상 기
체로 헬륨(He, flow rate 1.5 mL/min)을 사용하였고, GC-MS

영관에 넣고 열분해하는 동안 다량의 아세트산이 발생하였다.
이는 탈아세틸화 반응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interface 온도는 250 oC이다.

Figure 3은 EVA 용액을 알루미늄 호일에 캐스팅하여 필름 형
태의 시료를 제작한 사진과 오프라인 열분해 후의 시료의 사

Results and Discussion

진으로, 오프라인 열분해 후 시료의 색이 갈색으로 진해진 것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로와 석영관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열분해 장치를 구성하였으며, 각 연결 부분은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실링하였으며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의 초고순도 질소를 석영관으로 흘려주었다. Figure 1의 오른

을 볼 수 있다. EVA 색이 갈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발색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EVA 주쇄에 탄소-탄소 이중결합(C=C)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한 C=C 결합의 형성은 IR
분석 결과와 함께 뒤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쪽 사진은 전기로에 시료를 넣은 모습으로 표시 온도와 실제
열분해 온도 사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료의 위치는 온도

오프라인 열분해 후 알루미늄 호일에 있는 탈아세틸화 EVA
를 분석하기 위해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완전한 필름 형태로

감지기가 있는 정중앙으로 조정하였다. 열분해생성물은 저온

떼어지지 않았다. 탈아세틸화 EVA 필름을 용매에 넣어 초음

Figure 1. Apparatus for off-line py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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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totographs of EVA samples before and after off-line
pyrolysis.

Figure 5. Expanded ATR-FTIR spectra (1,000-800 cm−1) of EVA
(a) before and (b) after off-line pyrolysis.

Figure 4. ATR-FTIR spectra of EVA (a) before and (b) after offline pyrolysis.

파 처리도 실시하였으나 완전히 분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탈
아세틸화 EVA 시료는 알루미늄 호일에 코팅된 필름 형태로
ATR-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탈아세틸화 EVA 시료를 ATRFTIR로 분석하였으므로, 원재료 EVA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
석하였다. Figure 4는 원재료 EVA와 탈아세틸화 EVA의 ATRFTIR 스펙트럼으로, 탈아세틸화 반응 전후 크게 달라진 피크
들을 볼 수 있다. IR 스펙트럼에서 2922와 1464 cm−1의 봉우
리는 각각 에틸렌 단량체의 CH2 신축 진동과 굽힘 진동을 나
타내며, 1739와 609 cm−1의 봉우리는 VA 단량체의 카보닐기
(~C=O) 신축 진동과 세로 흔들림 진동에 해당한다.3,4,8 탈아
세틸화 후 사라진 피크들로는 1738, 1238, 1020 cm−1를 들 수
있다. 1738 cm−1은 에스터기의 카보닐기 진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1238과 1020 cm−1은 에스터기의 C-O 진동에 해당한
다.9 탈아세틸화 후 새로 생성된 대표적 피크들로는 3402,
-1

1716, 966 cm 를 들 수 있다. 매우 넓게 나타난 3402 cm

−1

는 수산화기와 이들의 수소결합에 해당하고, 1716 cm−1은 카
보닐기에 해당하나 VA 단량체의 에스터기에 해당하지는 않
−1

으며, 966 cm 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에 있는 수소(~C=C-H)
의 진동에 해당한다.9-11 탈아세틸화 반응 후에는 에스터기와

Figure 6. Expanded ATR-FTIR spectra (1,800-1,600 cm−1) of
EVA (a) before and (b) after off-line pyrolysis.

관련된 1738, 1238, 1020 cm−1 피크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VA 단량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아세틸화 반응
후에 나타난 탄소-탄소 이중결합(966 cm−1) 피크는 VA 단량
체의 탈아세틸화에 의해 C=C 결합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수산화기의 형성은 산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크
세기가 매우 약하고 폭이 매우 넓은 것으로 보아 대기 중 수
분의 흡착과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아세트산 중 일
부가 증발하지 않고 잔류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종류가 나타나는 영역과 카보닐기의
종류가 나타나는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000-800
cm−1 부분과 1,800-1,600 cm−1 부분을 확대하여 각각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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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Deacetylation reaction of EVA.

5와 6에 나타내었다. 가능한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종류는

는 EVA의 주쇄 말단이나 측쇄에 VA 단량체가 존재한다는 것

trans-1,4-unit (967 cm−1), cis-1,4-unit (724 cm−1), 그리고 1,2unit (911 cm−1)이다.10,11 Figure 5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탈

을 의미한다.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아세틸화 반응
전에는 카보닐기가 1,738 cm−1에서만 나타났으나, 탈아세틸

아세틸화 반응 전에는 이들 C=C 결합에 대한 피크가 전혀 나
타나지 않았으나 탈아세틸화 반응 후에는 trans-1,4-unit (967

화 반응 후에는 1,716 cm−1에 새로운 카보닐기가 나타났다. 오
프라인 열분해 후에도 1,738 cm−1이 흔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cm−1)와 1,2-unit (911 cm−1)에 관련된 피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is-1,4-unit (724 cm−1)에 관련된 피크는 관

보아 완전한 탈아세틸화 반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
겨진다. 새로운 카보닐기인 1,716 cm−1 피크는 카르복실산에

찰되지 않았다. 이들 탄소-탄소 이중결합은 VA 단량체의 탈

서 유래된 것12으로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아세트산

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Scheme 1). EVA의 주
쇄에 있는 VA 단량체의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trans-1,4-

이 완전히 휘발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열분해분석법은 고분자 미세구조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

unit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탈아세틸화에 의해 형성된 1,2-unit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열분해분석법은 열분해생성물 형성

Figure 7. Py-GC/MS chromatograms of EVA (a) before and (b) after off-line py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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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과 열분해생성물의 분리 용이성 등이 그 활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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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알루미늄 호일에 용액 캐스팅으로 제조한 EVA 필름을 오
프라인 열분해 장치로 300 oC에서 30분간 탈아세틸화 반응을
진행시켰으며, 이를 ATR-FTIR과 Py-GC/MS로 분석하여 원
재료 EVA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EVA의 오프라인 열분
해 동안 다량의 아세트산이 발생하였으며, 시료는 갈색으로
변하였다. 탈아세틸화 반응 후에는 VA 단량체의 에스터기와
관련된 작용기들이 사라졌으며, 탄소-탄소 이중결합(C=C)에
관련된 작용기들이 새로 형성되었다.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
해 형성된 C=C 작용기의 대부분은 trans-1,4-unit이고 일부
1,2-unit가 형성되었다. 탈아세틸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1,2unit는 EVA의 주쇄 말단이나 측쇄에 VA 단량체가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EVA의 VA 단량체 중 말
단 VA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량도 할 수 있다. 탈아세틸화
EVA의 Py-GC/MS 분석 결과, 아세트산 피크의 세기가 현저
히 줄어들어 인접한 피크들의 분리에 도움이 되었고 열분해
효율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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