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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임계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하의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케토-에놀 토토머릭 평형상수를 후리
에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세 가지 다른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케토-에놀 토토머릭 평형상수의 용매에 대한 
밀도 의존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온하에서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변화시켰다. 용매인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증가
시키면, 케토 토토머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케토-에놀 토토머릭 평형상수값이 감소한다.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케토-에놀 토토머릭 평형상수의 밀도의존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변형된 격자유체수소결합 모델을 적용하였다.

The keto-enol tautomeric equilibrium constant, K, of ethyl acetoacetate in compressed and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was determined by using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lvent density, the CO2 pressure was systematically changed at a constant temperature. As the 
CO2 density is increased, the amount of keto tautomer is increased, causing the K value to decrease. The modified 
lattice fluid hydrogen bonding theory has been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sity on th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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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액체 같은 밀도 그리고 기체 같은 점도와 확산도를 가지는 초임계 

유체의 고유한 특성들은 순수한 액체와 기체의 그것들과 구별되고, 
또한 그런 연유로 해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응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져 왔다. 이용 가능한 많은 초임계 유체들 중에서 값이 싸고, 
비폭발성이며, 환경친화적인 CO2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 이용에 대한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한다면 

CO2의 열역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일은 선결되어져야 할 과

제임에 분명하다. 특이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 CO2가 루이스 산으로도 

루이스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이중성 때문에 CO2와 다른 화합물

들과의 분자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일은 기본적인 연구과제들 중 하

나라고 하겠다.
  Bell 등[1]은 삼플루오르화 아세트산의 이합체화 평형상수를 이산

화탄소 용매 조건하에서 발표하였다. 그들은 낮은 온도에서 삼플루오

르화 아세트산의 선형 이합체를 구형 이합체와 함께 관찰하였음을 발

표하였고, 이 결과는 삼플루오르화 아세트산에 있는 강한 산성의 성

질을 띠는 수소가 이산화탄소의 산소와 분자간 루이산-염기 작용을 

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이 실험결과는 사실 플루오린을 함유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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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들이 친 CO2 화합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낸다면 그리 놀라운 결

과라 하기 힘들다. 그러나 플루오린은 환경과 건강에 잠재적으로 위

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화합물을 개발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Sarbu 등[2]은 초임계 CO2 하에서 에테르-카
보네이트 작용기를 포함하는 공중합체의 상거동을 연구하였다. 구체

적으로 이 공중합체의 에테르-카보네이트 작용기가 CO2와 분자간 상

호작용으로 이 작용기를 포함하는 공중합체의 분리 압력(demixing 
pressure)이 이 작용기를 포함하지 않는 탄화수소만을 포함하는 대응 

공중합체의 그것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플루오린 

함유 화합물을 대신할 환경친화적이면서 친 CO2 화합물로 케톤 작용

기가 함유된 화합물이 유력함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실험적인 접근이외에도 Raveendran과 Wallen[3]은 가능한 케톤 함

유 화합물들 중에서 sugar acetate를 모델 화합물로 정하고 이 화합물

이 친 이산화탄소 화합물임을 순이론적 방법(ab initio)으로 고찰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결과를 토대로 감마 위치가 

에톡시 작용기로 치환된 아세틸 아세톤, 다시 말해, 에틸 아세토아세

테이트의 케토-에놀 토토머리즘 평형상수를 이산화탄소 용매하에서 

측정하였다. 많은 감마위치가 치환된 β-dicarbonyl 화합물들 중에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를 연구한 이유는 전자쌍 주게인 케톤 작용기

를 두개 가지고 있어 CO2의 탄소와 분자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이외에도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놀 토토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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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automerism of ethyl acetoacetate.

산성이 강한 수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CO2에 있는 전자쌍 주게인 산소

와 분자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분

자 구조의 특성이외에도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를 모델 화합물로 택

한 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에 있는 케토 

토토머와 에놀 토토머의 화학량적 계수가 같기 때문에 실험에서 얻는 

평형상수의 차원은 무차원이다. 따라서, 열역학 함수들의 다른 표준상

태 고려시 해야 할 부가적인 일들의 생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에

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토토머리즘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다[4-8]. 예
를 들면, 기상에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토토머리즘 평형상수, K
를 여러온도에서 핵자기공명법(NMR)으로 측정하였고[5], 자외선 분

광법(UV)을 이용하여 K를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와 공용매하에

서 측정하였다[4]. 푸리에 적외선 분광법(FTIR) 역시 초임계 유체하에

서 토토머리즘의 평형상수를 구하는데 많이 이용되어졌다[9,10]. 
  본 연구에서는 푸리에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에틸 아세토아세

테이트의 토토머리즘 평형상수를 이산화탄소하에서 다른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토토머리즘 평형상수의 밀도에 대한 의존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등온에서 CO2의 압력을 체계적으로 바꾸어 K 값을 구하였다. 
실험에서 얻은 평형상수값, K를 모델링에서 얻은 평형상수값과 비교

하기 위하여 변형격자유체 이론을 적용하였다. 실험치와 모델링에서 

얻은 수치들의 비교는 제한되나마 토토머리즘의 평형상수의 밀도의

존성을 연구하는데 작은 일조를 하리라 기대된다. 더욱이 본 실험을 

통하여 CO2가 친 CO2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높여지게 된다.

2. 실    험

  2.1. 시약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Cat. No. 80357, >99.5%)를 Aldrich로부터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CO2 (99.998%)는 Airgas South Inc. 
(Columbus, GA)로 부터 구입하여 드라이어(Part No. 8113, Aldrich)를 

통과시켜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저자가 기존[10]에 사용한 실험장치들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

다. 0.2 밀리 간격을 갖고, ZnSe 윈도우가 장착되고, 높은 압력에도 사

용가능한 cell (Harrick, Cat. No. HPL-C-13)을 사용하였다. 푸리에 변

환 적외선 분광기(Shimadzu 8400S FTIR)를 2 cm-1 간격으로 30회 평

균하여 스펙스럼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용질인 에틸 아세

토아세테이트 일정량(1.98 mM)을 용매인 CO2 존재하에 투입하기 위

하여 6-포트 분사 밸브를 이용하였다.  좀 더 자세한 실험방법은 참고

문헌[1,10,11]에 잘 나타나 있다.

  2.3. 토토머리즘 화학평형상수의 계산

  토토머리즘 화학평수상수, K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K = [en o l]
[k e to ]

(1)

  여기에서, [enol]과 [keto]는 각각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에놀 토

토머와 케토 토토머의 농도를 의미한다. 에놀 토토머와 케토 토토머

의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Fujii[12] 등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케토 토토머와 에놀 토토머가 Lambert-Beer의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

하면, 케토 토토머 작용기(1731 cm-1)와 에놀 토토머의 작용기(1639 
cm-1)의 피크 높이는 각각 (2)와 (3) 식으로 표현된다.

  A E=εE* l* [eno l] (2)

  A K=εK* l* [keto ] (3)

  여기서 l은 용기(cell)의 경로 길이(pathlength)이고, ε은 각 밴드의 

몰 흡광도를 나타낸다. 아래 첨자 E와 K는 각각 에놀 토토머와 케토 

토토머를 나타낸다.  미지의 에놀 토토머와 케토 토토머의 몰 흡광도

를 구하기 위해서 식 (2)와 (3)으로부터 아래의 식 (4)를 얻는다.  

C * l
A E

=
1
ε
E
+
1
ε
K (
A K

A E ) (4)

  여기에서 C는 실험에 사용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농도를 나

타낸다. 식 (4)의 좌변과 케토 토토머와 에놀 토토머의 높이비를 그리

면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케토 토토머와 에놀 토토머의 몰 흡광도를 

구할 수 있다. 구한 에놀 토토머와 케토 토토머의 몰 흡광도와 식 (2)
와 (3)으로부터 에놀 토토머와 케토 토토머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온도와 압력을 바꿔가면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케토-에놀 토토

머의 화학 평형 상수를 구하였고, 이를 Figure 2(a～c)에 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케토-에놀 토토머리즘의 밀도에 대한 영

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용매인 CO2하의 온도를 일정하게(300, 305, 그
리고 310 K) 유지시키면서 압력(74.8에서 132.7 bar)을 변화시켰다. 이
런 CO2의 온도와 압력 조건하에서 CO2의 밀도는 0.54에서 0.85 g/cm3 
범위였다[13]. 용질인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몰 퍼센트는 0.05에서 

0.35 몰 퍼센트 범위이기 때문에 용매인 CO2의 밀도가 용액의 밀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3.1. 실험결과

  Table 1은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케토-에놀 토토머리즘 평형상

수를 CO2 용매하에서 세가지 다른 온도(300, 305, 그리고 310 K)하에

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1에 얻은 케토-에놀 토토머리즘 평

형상수 K 값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소 2회 이상 실험을 수행한 후 

평균하여 얻었다. 본 실험에서 얻은 평형상수 값은 Lu 등[4]이 보고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토토머리즘 평형상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실험에서 온도 310 K, 밀도 0.78 g/cm3 

조건하에서 얻은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토토머리즘 평형상수값

(0.15)은 Lu 등이 발표한 값(0.49)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Lu 등이 발표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토토머리즘 평형상수는 

308.2 K와 밀도 0.71 g/cm3에서 0.51이었고, 본 실험에서 얻은 값은 

0.48이었다(온도 305 K, 밀도 0.68 g/cm3). 따라서, 전반적으로 본 실

험에서 얻은 토토머리즘 평형상수가 오차범위내에서 Lu 등이 구한 값

들[4]과 비슷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평형상수값의 차이는 아마

도 실험오차에서 기인하리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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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termined tautomeric equilibrium constants of ethyl 
acetoacetate in CO2. (a) 300 K, (b) 305 K, (c) 310 K.

Table 1. Keto-enol Tautomeric Equilibrium Constants of Ethyl 
Acetoacetate in Various Solvents

solvent T [K] density 
[g/cm3]

K method ref

- 300 - 1.10 NMR 5*

305 - 1.01 

310 - 0.93 

Methanol 308.2 0.78 0.05 UV 4

Ethanol 293 0.79 0.11 

n-Propanol 308.2 0.79 0.17 

Cyclohexane 293 0.78 0.49 

CO2 308.2 0.42 0.52 

0.71 0.51 

0.77 0.50 

0.80 0.49 

CO2 300 0.76 0.67 FTIR this study

0.80 0.55 

0.85 0.44 

305 0.54 0.75 

0.68 0.48 

0.75 0.30 

0.82 0.22 

310 0.68 0.24 

0.78 0.15 

5*: gas phase values.

  Table 1에서 얻은 결과를 좀 더 쉽게 알아보고 고찰하기 위하여 

Figure 2로 다시 나타내었다. Figure 2의 결과는 CO2의 밀도가 낮을때

는 에놀 토토머가 케토 토토머보다 더 안정하고, 케토-에놀 토토머리

즘 화학평형 상수, K가 CO2의 밀도의 증가에 따라 각 온도에서 선형

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온도가 305 K에서 토토머리즘 

화학평형 상수값, K가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0.54 g/cm3 일때 0.75에서 

CO2의 밀도가 0.815 g/cm3로 증가하면 K값은 0.22로 감소한다 

(Figure 2(b) 참조). 또한, 밀도가 대략 0.76 g/cm3 일때 온도를 300 K
에서 310 K로 증가시키면 토토머리즘 화학평형 상수값은 0.67에서 

0.15로 감소한다.
  비슷한 실험결과들이 다른 시스템하에서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포
름산의 이합체화 반응[11]에서는 이합체화 상수가 용매의 밀도를 증

가시킴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

명들 중 하나는 용매의 밀도가 높아지면 케토 토토머의 농도가 증가

하게 되고 이는 결국 토토머리즘의 평형상수 값이 작아지는 이유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산화 탄소에 있는 탄소원자가 루이스산으

로 작용하여 케톤 작용기에 있는 산소원자(루이스 염기) 두개와 루이

스 산-염기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CO2가 루이스 산으로도 또 때로는 루이스 염기로도 작용한다는 다른 

실험결과들[1,14,15]과도 일치한다.  

  3.2. 모델링 결과

  수소결합 이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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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FHB Scaling Parameters for Pure Fluids

Fluid T* (K) P* (MPa) R* (kg/m3)

Methanol 496 315 786

Ethanol 464 328 826

Water 518 475 853

Ethane 315 327 640

Carbon dioxide 305 574 1,510

where
T*: characteristic temperature, 
P*: characteristic pressure, 
r*: characteristic density

가능한 많은 이론방법들 중에서 밀도가 높은 매질에서도 실험값들과 

근사한 이론값을 낼 수 있는 변형격자유체 수소결합 이론(modified 
lattice fluid hydrogen bonding theory)을 이용하였다.  주어진 실험조

건하에서 토토머리즘 평형상수 K의 압력, 온도, 그리고 환산 밀도에 

대한 의존성은 식 (5)로 표현된다. 

  RT lnK=RT lnν*-E o-PV o+TSo-ρ rF ' (5)

  여기서, R은 기체상수, ν*은 격자유체 닫힌충전분절부피(lattice 
fluid close-packed segment volume), 그리고, Eo, Vo, 그리고 So는 각각 

토토머리즘의 표준 엔탈피, 부피, 그리고 엔트로피를 의미한다. 변형

격자유체 수소결합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16,17]을 참

조하면 된다. 닫힌충전분절부피는 격자유체특성 매개변수들로부터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ν*= RT
*

P *
(6)

  용질인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농도가 낮으므로, 용매인 CO2의 

격자유체특성 매개변수들을 사용하여 닫힌충전분절부피를 구하였다. 
Table 2에는 몇 가지 주요 유체들의 격자유체특성 매개변수들을 나타

내었다. 그리고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5]에 발표된 Eo (토
토머리즘의 표준 엔탈피)과 So (토토머리즘의 표준 엔트로피) 값을 이

용하였다. 그렇게 되면, 식 (5)에서 토토머리즘에서의 부피(Vo)와 자유

에너지 변화(F′)만이 미지로 남아 있게 되는데, 실험값으로부터의 회

귀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Vo 값을 일반적인 값인 -10 cm3/mol 
[18]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수행할 때 온도범위가 300에서 310 K 범
위에서 ln K (식 5에 표시)를 밀도에 대하여 plot하여 자유에너지 변화

(F′) 값을 얻었다.
  각 온도에서 밀도가 감소하면서 토토머리즘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평형상수값이 밀도에 선형적으로 반비례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변형격자유체 수소결합이론은 이를 이론적으로 잘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에 있는 점선은 외삽한 기체상태에서

의 평형상수 값이다. 다시 말하면, 실험과 모델링에서 얻은 평형상수 

값 모두는 밀도가 증가하면서 K값이 감소한다. 이런 결과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케토 토토머에 있는 전자쌍 주게인 케톤 작용기의 산

소 원자가 CO2에 있는 루이스 산인 탄소와 루이스 산-염기 결합을 한

다는 데 있다. 이런 연유로 밀도가 감소하면 절대적인 CO2의 숫자가 

밀도가 클 때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 내에 있는 

에놀 토토머가 숫적으로 더욱 우세하게 되고, 결국 케토-에놀 토토머

리즘 평형상수는 밀도가 클 때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밀도가 

Table 3.  LFHB Parameters for keto-enol tautomerism of ethyl 
acetoacetate[4]

Parameter Estimated Value

Eo -13.2 kJ/mol

So -43.4 J/molK

Vo -10 cm3/mol

where
Eo is the enthalpy change upon keto-enol tautomerism.
So is the entropy change upon keto-enol tautomerism.
Vo is the volume change upon keto-enol tautomerism.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실험과 모델링 결과에 있어서 평형상수값

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에놀 토토머

내에 있는 수소결합의 결합력이 약화[19]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여러 온도에서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토토머리즘 화학평형 상

수값은 문헌에 보고되어졌다[5]. 예를 들면, 온도가 303 K이고, 기상

에서 조건에서 화학평형 상수는 1.01이다. Figure 2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같은 온도에서 변형격자유체 수소결합이론을 기체상태의 값

을 얻기 위해 외삽한 값은 4.44이다. Figure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상에서의 값 4.44를 기준으로 이론값들을 표시하면(점선) 밀도가 높

으면 평형상수값들이 지나치게 크게 높은데 반하여, 그 보다 낮은 밀

도(0.54 g/cm3)에서는 비교적 실험에서 얻은 평형상수값과 오차범위

내에서 같았다. 이 비교결과는 CO2의 밀도가 높으면 케토 토토머와 

CO2간의 분자간 상호작용 때문에 에놀 토토머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포름산-CO2계에서 얻은 자유에너지와 본 연구에서 얻은 그것을 비

교해보면, 두 연구 모두에서 자유에너지 변화가 양의 값을 나타내었

다. 이 사실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평형상수 값, K가 감소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시스템에서의 절대값도 포름산-CO2 계의 11.5
와 본 연구에서 얻은 10.8 kJ/mol로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이 사실은 케토 토토머와 CO2의 분자간 작용이 포름산 단량체와 

CO2의 분자간 작용힘 만큼이나 센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푸리에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케토-
에놀 토토머리즘 화학평형상수를 CO2 용매하에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용매의 밀도를 증가시키면 케토 토토머의 농도를 증가

시키게 되고, 따라서 토토머리즘 평형상수값은 감소한다. 케토 토토머

와 CO2의 분자간 상호작용이 분자내 수소결합으로 안정된 에놀 토토

머와 CO2간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사료된다. 또한, 변형격자유

체 수소결합이론을 이용하여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성공적으로 모델

링 하였고, 등온에서 ln K 값이 용매 밀도에 선형 반비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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