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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ethylene (PE) and maleic anhydride-grafted PE (PE-g-MAH) were pyrolyzed, and their pyrolysis products
were analyzed using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AH grafted onto PE
on pyrolysis behaviors. Major pyrolysis products of PE and PE-g-MAH were n-alkanes, 1-alkenes, α,ω-alkadienes, and aromatic compounds. 1-Alkenes were more formed than n-alkanes, α,ω-alkadienes, and aromatic compounds. Butadiene was
more produced from PE than PE-g-MAH, whereas toluene and ethyl benzene were more generated from PE-g-MAH than
PE. Difference in the pyrolysis behaviors between PE and PE-g-MAH were explained by initial decomposition of MAH
moiety.
Keywords: PE, PE-g-MAH, pyrolysis behaviors, mechanism

수소 화합물과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갖는 화합물(알켄, alkene)

Introduction
Pyrolysis-gas chromatography (Py-GC)와 pyrolysis-gas

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온도에서는 저분자량 물질뿐만 아니라
두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생성물(알카디엔, alkadiene)을 얻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Py-GC/MS)를 이용한 열
분해분석법은 특별한 시료전처리 과정 없이 적은 양의 시료

을 수 있다.9,10 Conesa 등과 Walendziewski 등은 PE의 열분해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 혹은 액체상의 생성물이 증가한다는

를 직접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1 열분해생성물의 종

것을 보고하였다.11,12
일반적으로 PE의 열분해는 1차 경로와 2차 경로로 나뉜다. 1

류를 분석하고 열분해 형태를 조사함으로써 분석 물질이 무
엇인지 규명할 수 있다. Py-GC/MS는 광범위한 고분자 물질
2

차 경로는 고분자 사슬이 열에 의해 직접 끊어지는 것으로 사

을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다.
Polyethylene (PE)는 우수한 내화학성과 다양한 특성을 가

슬의 분자 내 이동과 β-scission이 포함된다 (Scheme 1). 열분
해 온도가 높을수록 사슬의 분해가 잘 일어나서 불포화 사슬

지고 있어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3 Maleic anhydride

과 말단 자유 라디칼을 가지는 생성물들이 생긴다. 2차 경로
는 1차 경로를 거친 후 발생하는 2차 생성물이 분자 내 혹은

(MAH)가 그래프트된 PE (PE-g-MAH)는 과산화물 존재 하에
PE와 MAH를 혼합하여 제조한다.4 PE는 비극성 사슬이므로

분자 간 반응을 통해 Schem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고리형 화

극성 물질들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MAH의 극
성을 도입함으로써 무기 충전재 등과의 분산성을 높일 수 있

합물 등을 만드는 경로 등을 포함한다. Toluene이나 alkylated
benzenes 등은 2차 경로를 통해 생성된다.13,14 PE의 주요 열분

고, 다른 극성 물질들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3-5 Liu 등

해 생성물은 알칸(n-alkanes), 알켄(1-alkenes), 알카디엔(α,ωalkadienes)이며 그 생성 메커니즘을 Scheme 3에 나타내었다.

은 PE와 옥수수 녹말(corn starch) 간의 혼화성이 PE-g-MAH
에 의해 향상되어 인장 물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7 PE

MAH를 유리용기 내에서 저압(40 mmHg)의 조건으로 열분

에 MAH가 도입되었는지 여부는 주로 적외선분광법(I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염기 적정을 통하여 PE-g-MAH 내의

해하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에틸렌이 생성되었고, 200oC
의 질소 조건일 때는 아세틸렌도 생성되었다.15 Back 등은

MAH 함량을 결정할 수 있다.6,8
PE의 열분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열분해

0.7~20 Torr의 압력 하에 372~487oC에서 MAH의 열분해가 일
어난다고 보고하였다.16 PE-g-MAH의 열분해는 그래프트된

온도와 시간 그리고 촉매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MAH의 열분해 거동에 따라 그 열분해생성물의 종류와 양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MAH가 PE에 그래프트되면 숙신산 무

루어졌다.9-13 PE의 열분해생성물은 온도에 따라 생성물에 차
이가 있다. 낮은 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슬이 긴 포화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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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물(succinic anhydride) 형태를 가지게 되며, 이 숙신산 무수
물은 주위 수분에 의해 쉽게 숙신산(succinic acid)으로 전환
된다.17 그러므로 PE-g-MAH의 열분해는 MAH가 숙신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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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Dissociation of PE backbone.

Scheme 2. Mechanism for formation of cyclic compound from ~CH2• radical of PE.

MAH는 Dupont 사의 MO525D (Fusabond N525)를 사용하였
다. 열중량분석(TGA)에 사용한 기기는 Mettler Toledo사의
TGA/DSC 1을 사용하였다. TGA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PE와 PE-g-MAH 시료 약 7 mg을 취하여 질소 분위기 하에서
40~700oC까지 20 oC/min의 승온 속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소 기체 흐름속도는 50 mL/min이었다.
Py-GC/MS 분석을 위해 PE와 PE-g-MAH 시료를 각각 약
0.4 mg 정도 취해 석영관에 넣고 양 끝을 유리섬유로 막아 시
료를 준비하였다. Py-GC/MS 중 열분해 장치는 CDS Analytical
사의 CDS 2000을 사용하였고, interface는 CDS 1500을 사용
하였다. Interface의 온도는 250oC로 유지하였다. 열분해는
700oC에서 5초간 실시하였다. GC는 Agilent사의 6890GC를
사용하였고, 질량분석기는 Agilent 5973MSD를 사용하였다.
GC 컬럼은 HP-PLOT/Q capillary column (15 m × 0.32 mm ×
20 mm)을 사용하였다. GC 오븐 온도프로그램은 50oC에서 1
o
C/min의 승온속도로 80oC까지 올리고, 다시 2 oC/min의 속
도로 130oC까지 올렸다. 이 후 5 oC/min의 승온속도로 220oC
까지 올린 후 17분간 유지하였다. GC 주입구 온도는 250oC
이며, MS quadrupole 온도는 150oC, MS source 온도는 230oC
로 유지하였고 electron voltage는 70 eV이다. GC의 이동상 기
체는 고순도 헬륨(He, 99.999%)을 사용하였으며 mass range
Scheme 3. Mechanisms for formation of n-alkanes (a), 1-alkenes
(b), and α,ω-alkadienes (c) from PE.

는 10~550 amu로 설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수물로 존재하는지 혹은 숙신산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열분해 생성물의 종류가 달라질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g-MAH의 열분해생

열분해 시 MAH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E와 PE-gMAH를 TG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인 PE와 PE-g-

성물을 PE의 열분해생성물과 비교하고, 열분해생성물의 형성
에 MAH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MAH

MAH의 TG 열분석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Huang 등18
이 질소 조건에서 PE-g-MAH의 열분해는 한 단계로 이루어

의 영향을 열분해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였다.

진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PE와 PE-g-MAH는 하나의 열분해
곡선만을 나타내었다. PE-g-MAH의 열분해 곡선에서 MAH

Experimental

가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로 전환되어 무게 감소를 일으키

PE는 Sigma Aldrich 사의 HDPE를 사용하였으며, PE-g-

는 현상을 찾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PE-g-MAH의 열분해 시
작이 PE보다 좀 더 앞당겨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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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G (a) and DTG (b) curves of PE (blue dash curve) and PE-g-MAH (red solid curve).

에 의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PE와 PE-g-MAH의 DTG 열분해

해석하여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PE

곡선의 온셋 온도(onset temperature)는 각각 458oC와 440oC
이다. 이는 PE-g-MAH가 MAH의 영향으로 인해 열분해 시작

와 PE-g-MAH의 Py-GC/MS 크로마토그램을 보면, 탄소 수 1
개 단위로 연속적인 3개 피크들이 나타났고 이외에 다른 몇

온도가 18oC 앞당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PE와 PE-g-MAH
의 DTG 열분해 곡선의 피크점 온도는 각각 482oC와 474oC

몇의 피크들을 볼 수 있다. 연속적인 3개 피크들은 대부분 알
카디엔(α,ω-alkadiene), 알켄(1-alkene), 알칸(n-alkane)의 순으

로 역시 피크점 온도도 PE-g-MAH가 8oC 낮다.
PE와 PE-g-MAH의 Py-GC/MS 크로마토그램을 Figure 2에

로 나타나며, 이들은 PE의 전형적인 열분해 형태이다.19 연속
적인 3개 피크들은 특히 탄소 개수가 8개보다 많을 때 현저

나타내었고, 이들의 주요 열분해생성물들을 크로마토그램에

하게 잘 나타난다. 탄소 개수가 4개인 경우에는 부텐(1-butene)

번호로 표기하였다. 주요 열분해생성물들은 질량 스펙트럼을

이 먼저 나타나고 잇따라 부타디엔(butadiene)과 부탄(butane)

Figure 2. Py-GC/MS TIC chromatograms of PE (a) and PE-g-MA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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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Pyrolysis Products of PE and PE-g-MAH.
Peak No.

Pyrolysis product

Peak No.

Pyrolysis product

1

Propene

14

Heptane

2

Propane

15

Toluene

3

1-Butene

16

1-Octene

4

Butadiene

17

Octane

5

Butane

18

Ethyl benzene

6

1,4-Pentadiene

19

Xylene

7

1-Pentene

20

Styrene

8

Pentane

21

1,8-Nonadiene

9

1,3-Pentadiene

22

1-Nonene

10

1,5-Hexadiene

23

Nonane

11

1-Hexene

24

1,9-Nonadiene

12

2,4-Hexadiene

25

1-Decene

13

1-Heptene

26

Decane

Figure 4. Pyrolysis products ratios of α,ω-alkadiene/1-alkene
according to the product size.

의 순서로 나타난다.
열분해에 의해 1-alkenes와 n-alkanes의 형성에 대한 상대

방법은 수소를 제공한 후 생성된 이차 라디칼인 ~CH2CH•CH2~

적 우위와 PE와 PE-g-MAH의 열분해 거동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1-alkenes와 n-alkanes의 상대 비(n-alkane/1-alkene)를

의 재배열을 통해 말단 알켄(R-CH=CH2)이 형성된다(Scheme
3).20 알켄 형성의 경로가 알칸 형성의 경로보다 많으므로 알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탄소 수와 무관하게 n-alkane/1-alkene

켄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1-alkenes의 생성이 n-alkanes

상대 비 값이 1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PE와
PE-g-MAH에서 모두 1-alkenes가 n-alkanes보다 더 많이 생성

보다 우세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PE의 n-alkane/1-alkene 상대
비 값이 PE와 PE-g-MAH보다 작은데, 이는 PE에 의한 1-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포화탄화수소 사슬의 탄소-탄소 결
합의 분해로 생성된 ~CH2• 라디칼의 반응 경로로 설명할 수

alkenes의 발생이 PE-g-MAH에서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C5와 C7일 때 PE와 PE-g-MAH의 n-alkane/1-

있다. 먼저 알칸(R-CH2CH3)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R-CH2CH2•
라디칼이 주변의 또 다른 고분자 사슬로부터 수소를 공급받

alkene 상대 비 값이 더 크게 차이가 났다.

아야 한다. 이 때, 수소를 제공한 고분자 사슬은 이차 라디칼

Figure 4는 α,ω-alkadiene과 1-alkene의 상대 비(α,ω-alkadiene/
1-alkene)를 탄소 수에 따라 도식한 것이다. n-Alkane/1-alkene

(~CH2CH·CH2~)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R-CH2CH2• 라디칼
이 알켄(R-CH=CH2)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웃한 수

상대 비와 마찬가지로 α,ω-alkadiene/1-alkene 상대 비 값들도
모두 1보다 작기 때문에 1-alkene의 생성이 α,ω-alkadiene의

소를 잃는 재배열이 일어나야 한다. 알켄을 형성하는 또 다른

생성보다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Akene과 α,ωalkadiene 생성 경로 중, 포화탄화수소 사슬의 탄소-탄소 결합
의 분해로 인하여 ~CH2• 라디칼이 생성되고 이웃한 수소 원
자 하나를 잃음으로써 이중 결합 하나를 생성하는 과정까지
는 동일하게 볼 수 있다(Scheme 3). 그 후 한 번의 열분해가
더 일어나 생성되는 ~CH2• 라디칼의 운명에 따라 1-alkene 혹
은 α,ω-alkadiene으로 전환된다. 1-Alkene이 되기 위해서는 생
성된 CH2=CH~CH2CH2• 라디칼이 고분자 사슬로부터 수소를
얻고 CH2=CH~CH2CH3로 전환되어야 하며, α,ω-alkadiene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 결합을 생성하는 단계를 다시 한번 더 거
쳐야 한다. 저분자량 CH2=CH~CH2CH2• 라디칼은 주변의 고
분자 사슬로부터 쉽게 수소를 얻을 수 있으므로 1-alkene의 생
성이 α,ω-alkadiene의 생성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또한, 1-alkene은 CH3CH2~CH2CH2• 라디칼로부터도 생성
될 수 있다

Figure 3. Pyrolysis product ratios of n-alkane/1-alkene according
to the product size.

α,ω-Alkadienes 중 부타디엔의 생성은 PE와 PE-g-MAH 모
두에서 다른 α,ω-alkadienes보다 우세하다. 특히 PE에 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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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4. Mechanisms for dissociation of MAH moiety which is converted to radical having ethyl group (CH3-C •~) (a) and having vinyl
group (CH2=CH~) (b).

타디엔의 생성이 PE-g-MAH 보다 월등히 우세한데, 이는 그
래프트된 MAH의 열분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MAH 부분이 분해되어 CO2와 CO가 배출되
고 재배열을 거쳐 CH3-CH•~ (secondary radical) 혹은 CH2=CH~
(vinyl group)를 형성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Scheme 4).
CO2와 CO가 방출되면서 생성되는 이중 라디칼(H2C•-CH•~)
은 말단 부위인 메틸렌 라디칼이 수소를 공급받아 메틸기로
전환되어 상대적으로 안정한 이차 라디칼인 CH3-CH•~가 되
거나 회합에 의해 CH2=CH~가 생성될 수 있다. CH2=CH~가
생성되는 경로를 따르면, 부타디엔 형성이 유리해진다. 하지
만 실험결과(Figure 4)는 이와 반대로 PE-g-MAH에서 부타디
엔 생성이 불리하게 나타났으므로 CH2=CH~를 생성하는 경
로를 거의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방향족 열분해
생성물 styrene의 생성 비가 가장 낮다는 실험결과를 통해
CH2=CH~의 생성 경로는 유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toluene은 CH3-CH•~가 생성되는 경로를 따라 생성
될 수 있다. 따라서 MAH 부분에서 열분해에 의해 먼저 CO2
가 떨어져 나가 메틸렌 라디칼(H2C•~)이 형성되고 이어서 수
소를 공급받아 메틸기가 형성되는 것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α,ω-Alkadienes, 1-alkenes, n-alkanes 이외에 나타난 주요 열
분해생성물로 toluene, ethyl benzene 등의 방향족 화합물을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PEg-MAH가 PE보다 열분해에 의해 방향족 화합물 더 잘 생성

Figure 5. Pyrolysis product ratios of aromatic compounds and
corresponding 1-alkenes.

한다는 것이다. 특히, toluene과 ethyl benzene은 PE에서보다
PE-g-MAH에서 월등히 잘 생성되었다. Figure 5는 toluene/1heptene과 ethyl benzene/1-octene의 상대 비를 도식한 것이다.
PE와 PE-g-MAH의 toluene/1-heptene 값은 각각 0.23과 0.33
이며, ethyl benzene/1-octene 값은 각각 0.05와 0.18이다. 이는
PE-g-MAH에 의한 방향족 화합물의 생성이 PE보다 유리하다
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MAH의 분해에 의해 방향족 화합물
의 형성이 활발히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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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6. Mechanism for formation of ethyl benzene from PEg-MAH by dissociation of MAH moiety which is converted to
succinic acid.

반응(decarboxylation)을 통해 CO2를 방출한 뒤 이어지는 재
배열과 탈수소화 과정을 통해 ethyl benzene을 형성하는 과정
Scheme 5. Mechanism for formation of toluene from PE-g-MAH
by dissociation of MAH moiety.

을 나타낸 것이다. PE-g-MAH의 숙신산 무수물은 수분에 의
해 쉽게 숙신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그 경우는 많지 않다. 하
지만 탈카복실화반응을 통해 숙신산이 에틸기로 전환되는 반
응은 높은 확률로 진행된다. 비주류 반응 경로이지만 주요 반

PE-g-MAH로부터 toluene과 ethyl benzene을 생성하는 메커

응 경로와 견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니즘을 각각 Scheme 5와 6에 나타내었다. Scheme 5는 PE-g-

그래프트된 MAH의 형태에 따라 열분해 생성물이 달라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H의 MAH 부분인 숙신산 무수물의 분해에 의해 CO2와
CO가 빠져나간 뒤 생성되는 CH3-CH•~ 라디칼의 재배열과 탈
수소화 과정을 통해 각각 toluene을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 6개 정도의 거리는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쉽게

Conclusions

고리형태로 전환될 수 있고, 두 번의 탈수소화과정을 거쳐서

TGA 분석 결과, PE-g-MAH의 열분해 시작 온도는 그래프
트된 MAH에 의해 PE에 비해 18oC 정도 낮았다. PE와 PE-

벤젠 고리의 형성이 가능하다. Scheme 6은 PE-g-MAH의 숙
신산에 있는 2개의 카복실산이 열에너지에 의한 탈카복실화

g-MAH의 주요 열분해생성물은 n-alkanes, 1-alkenes, α,ω-

Influence of Maleic Anhydride Grafted onto Polyethylene on Pyrolysis Behaviors

alkadienes, aromatic compounds이다. 이들 중 1-alkenes의 생
성이 가장 우세하였다. PE와 PE-g-MAH의 열분해생성물 종
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생성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발
생함을 관찰하였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생성물은 butadiene, toluene, ethyl benzene이었다. MAH 부분의 열분해 시작
으로 인해 생성이 잘 되는 열분해생성물은 toluene과 ethyl
benzene과 같은 방향족 화합물들이었다. 반면, MAH 부분의
열분해 시작으로 butadiene의 생성은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Toluene은 MAH 부분이 숙신산 무수물 형태일 때 생성에 도
움이 되었으며, ethyl benzene은 MAH 부분이 숙신산 형태일
때 생성에 도움이 되었다. PE-g-MAH의 MAH 함량이 다른 다
양한 표준 시료를 얻을 수 없어서 다양한 PE-g-MAH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열분해생성물 중 butadiene,
toluene, ethyl benzene의 상대비를 비교함으로써 PE-g-MAH
의 MAH 상대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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