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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디에틸렌글리콜(DEG, 분자량 106.1)과 폴리에틸렌글리콜600(PEG600, 분자량 603.3)을 아디프산(AA)과 

반응시켜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 공중합체를 합성하는 에스테르 반응에서, stannous 2-ethyl-

hexanoate 촉매의 농도가 반응속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반응에 사용되는 AA의 카르복실기 당량 대비 폴리올

의 히드록실기의 당량비를 2로 맞추어서 합성된 폴리(에테르-에스테르)의 양말단이 OH기로 결합되도록 유도하였다.  

반응은 170 ℃에서 촉매농도 0.15 ~ 2.0 wt.%로 수행하였다.  합성된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의 수평균

중합도는 약 3 이었다.  DEG와 AA로부터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이 합성되는 반응의 겉보기속도상수

(kapp) 값은 촉매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 kapp=0.88[Ccat]의 관계를 가지며 선형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PEG600과 

AA의 에스테르 반응의 kapp 값은 촉매농도와 kapp=0.123[Ccat]
0.55의 관계로 증가하며 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DEG와 AA사이의 합성반응에서도 반응속도의 촉매농도에 대한 의존성이 비선형 관계로 바뀌는 것이 예상되며, 이 

때의 촉매농도는 [Sn(C8H15O2)2 mole / mole of AA mole] 값이 0.066([Ccat]=0.22M)에 가까운 영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stannous 2-ethylhexanoate catalyst on the esterification 
rate between adipic acid (AA) and each of two PEG oligomers, diethylene glycol (DEG) and polyethylene glycol (PEG600).  
The concentration of the catalyst was varied from 0.15 to 2.0 wt.%.  To attach hydroxy group to each end of the poly(oxy-
ethylene-co-adipate) synthesized from AA and the PEGs, the esterification was performed with excessive PEG oligomers 
([PEG]/[AA]=2) at 170 ℃. The degree of polymerization of the poly(oxyethylene-co-adipate)diol products were three.  
The apparent rate constant (kapp) of the esterification between AA and DEG shows the first order dependency on the catalyst 
concentration (kapp=0.88[Ccat]), whereas the kapp of the esterification between AA and PEG600 has a relation of kapp= 
0.123[Ccat]0.55 with the catalyst concent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ate of esterification between AA and DEG has a 
non-linear dependency on the catalyst concentration as the catalyst concentration approaches to 0.22M..

Keywords： poly(oxyethylene-co-adipate)-diol, esterification rate, polyethylene glycol, adipic acid, stannous 2-ethyl-
hexano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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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폴리올은 고분자 합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폴리우

레탄도 폴리올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고분자 중의 

하나이다. 연질 또는 경질의 폼형 폴리우레탄 제조에 사용되

는 폴리올은 분자량이 300 ~ 1000 정도이며 분자 내에 OH기를 

3~8개 정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코팅제, 실란트, 접착제, 탄성

체 (CASE: Coating, Adhesives, Sealant, Elastomer) 용도로 사용

되는 폴리우레탄은 주로 2~3 개의 OH기를 가진 올리고머 폴

리올 화합물들로부터 제조된다.1~5 폴리우레탄이 개발된 초기

에는 폴리에스테르-폴리올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폴

리우레탄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올의 80%가 폴리에테르-폴리

올이며, 에스테르 연결기를 가지고 있는 폴리에스테르-폴리

올이 폴리우레탄 합성에 쓰이는 양은 폴리에테르-폴리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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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Raw Materials and the Catalyst

Substance Chemical
structure

1Molar mass
(g/mol)

2
NDP

Melting
point
(K)

Density
at 20°C
(g/cm3)

Appearance

DEG HO(CH2)2O(CH2)2OH 106.1 2 262.7 1.118 Transparent liquid

PEG600 HO-(CH2-CH2-O)n-H 1603.3 13.3 279.2 1.128 Transparent liquid

Adipic Acid HOOC(CH2)4COOH 146.1 - 425.3 1.36 White powder

Stannous 
2-ethylhexanoate Sn(C8H15O2)2 405.1 - - - Viscous liquid

1. The molecular weight was determined from the measured hydroxyl value.
2. Number averaged degree of polymerization.

비하여 약 23% 정도에 불과하다.6 폴리에스테르는 일반적으

로 결정을 형성하므로, 폴리에스테르-폴리올로부터 만들어진 

폴리우레탄은 주사슬이 부분적으로 결정을 형성할 수 있어서 

폴리에테르-폴리우레탄에 비하여 용매에 대한 저항이 강하

며, 내마모성, 내열성과 난연성이 우수하다.4,6,7 이러한 장점 

때문에 폴리에스테르-폴리올은 폴리우레탄의 물성을 개선하

는 modulator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CASE 용도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물성을 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말

단에 히드록실기를 가진 폴리에스테르-디올을 단독으로 또는 

폴리에테르-폴리올과 함께 사용하거나 폴리(에테르-에스테

르) 폴리올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폴리우레탄 원료인 폴리(에테르-에스테르) 
폴리올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폴리에테르형 폴리올과 

디카복실산인 아디프산(Adipic acid, AA)으로부터 폴리(옥시

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 공중합체를 합성하는 반응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폴리올

로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폴리에테르-디올인 디에틸렌글리콜

(Diethylene glycol, DEG)과 평균중합도 13.3(수평균 분자량 

603.3)인 폴리에텔렌 글리콜(PEG600)을 사용하였다. PEG600
의 분자 크기는 DEG에 비하여 크므로, 이 폴리올들이 AA와 

중합하는 반응속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응에 사용되는 

AA의 카르복실기 당량 대비 폴리올의 히드록실기의 당량비

를 2로 맞추어서, 합성된 폴리(에테르-에스테르)의 양말단이 

OH기로 결합되도록 유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촉매의 사용량

은 비용이나 물성을 고려하면 적을수록 좋으나 반응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촉매 비용과 반응시간, 물성 등을 같이 

고려하여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루이스 산인 stannous 2-ethylhexanoate 촉매의 농도가 

폴리(에테르-에스테르)-디올 공중합체의 중합속도에 주는 영

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 실험

  DEG(순도 99% 이상)는 Junsei에서, PEG600(순도 99%)과 

stannous 2-ethylhexanoate(순도 99%)는 시그마-알드리치에서, 
AA(순도 99%)는 Osaka Hayashi pure chemicals에서 구입하였

다. 모든 원료는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입한 상태

로 사용하였다. Table 1에 실험에 사용한 원료와 촉매의 화학

구조와 물성을 정리하였다. 
  COOH기 대비 OH기의 당량비가 2가 되도록 적정량의 DEG 
또는 PEG600를 반응기에 투입하고, 반응물의 온도를 170 ℃로 

올렸다. AA를 투입하기 바로 전에 stannous 2-ethylhexanoate 
촉매를 투입하였다. 별도의 플라스크에서 170 ℃보다 약간 높

은 온도로 유지시킨 AA를 반응기에 투입하여 반응을 개시하

였다. 반응온도는 촉매와 AA 투입부터 반응종료까지, 전 과정

에 거쳐서 170 ± 0.2℃가 유지되도록 제어하였다. 부반응물인 

H2O 를 제거하기 위하여 낮은 압력의 N2를 전 과정에 걸쳐서 

반응장치에 흘려주었다. 에스테르 반응의 진행 정도는 반응-
생성물의 산가(acid value)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

서 산가의 정의는 반응-생성물 시료 1g에 있는 COOH기를 중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KOH의 mg수로, KS M 0065 규격에 있

는 산가 측정 방법 중에서 중화 적정법으로 측정하였다. 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한계반응물인 아디프산의 양이 줄어들므로, 
산가는 낮아진다. 한계반응물인 AA의 전환율이 98% 이상이 

되면 반응을 종료하였다. 최종 생성물인 폴리(옥시에텔렌-아
디페이트)-디올의 acid value와 hydroxy value를 측정하여 평균

분자량과 중합도를 계산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AA를 DEG 또는 PEG600와 반응시켜서 폴리(옥
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을 합성하는 에스테르 반응 scheme
을 보여준다. Figure 1에 보여지듯이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

이트) 생성물의 분자구조는 AA의 양 끝에 있는 2개의 COOH
가 각각 한 개의 폴리올 분자(DEG 또는 PEG600)의 OH와 에스

테르기로 결합되어 있어서 전체 분자의 양 끝에 OH를 가지고 

있는 diol 형태로, 이를 아래의 IR 분석과 수평균분자량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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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sterification scheme between adipic acid(AA) with excess polyether-diol. Stannous 2-ethylhexanoate was used as Tin(II) catalyst.

Table 2. The Catalyst Concentration used to Synthesize the Poly(oxyethylene-co-adipate)-diol Products and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roducts

Product Raw
polyol

Concentration of Sn(C8H15O2)2 2Estimated 
NM (g/mol)

3Measured
NM (g/mol)

   
   

mole of the catalyst
mole of adipic acid

æ ö
ç ÷
è ø

1Wt.% of 
Sn(C8H15O2)2

[Ccat] 
(mole/L)

PDA05 DEG 0.005 0.56 0.0168
337.3

335.3
PDA08 DEG 0.008 0.90 0.0269 336.9
PDA16 DEG 0.016 1.78 0.0538 337.1
PPA05 PEG600 0.005 0.16 0.0046

1077.8
1101.6

PPA16 PEG600 0.016 0.48 0.0136 1120.7
PPA70 PEG600 0.066 1.93 0.0559 1099.3

1. Wt.% of Sn(C8H15O2)2 was calculate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the reactant mixture.
2. The estimated NM  was calculated using Carothers equation,  nDP r r rp= + +(1 ) / (1 - 2 ) , where r and p represent the reactant ratio (initial 

value of [COOH]/[OH]) and the conversion of AA.
3. The measured NM  was obtained from the hydroxy value of the poly(oxyethylene-co-adipate)-dio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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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T-IR spectra of (AA + DEG) reactant mixture and the 
poly(oxyethylene-co-adipate)-diol product.

  Figure 2는 반응물인 (AA + DEG)와 이로부터 합성한 폴리

(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의 FT-IR 피크들을 보여준다. 
(AA + DEG) 혼합물에서는 AA 카르복실기의 -OH stretching에 

의한 2400 ~ 3600 cm-1 피크, 카르복실기의 C=O stretching에 

의한 1700 cm-1 피크와 CO stretching에 의한 1400 cm-1 피크가 

측정되었다. 반면에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의 IR 
스펙트라는 알코올의 OH stretching 피크가 3300-3600 cm-1 영
역에 작게 나타나며, 2940 cm-1과 2860 cm-1에 CH stretching 
피크가 뚜렷하게 보인다. 1730 cm-1에서 측정되는 강하고 날카

로운 피크는 전형적인 에스테르의 C=O stretching 피크이다. 
1060 cm-1 피크는 1차 알코올의 CO stretching에 의한 것으로 

생성물(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의 말단이 –CH2OH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in(II) 촉매를 사용하여 에스테르 반응과 에스테르 교환반

응을 수행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8~12 Tin(II) 촉매의 양은 

반응물인 알코올과 카르복실산의 분자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전체 반응물의 0.02 ~ 1.6 wt% 범위에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stannous 2-ethylhexanoate 촉매의 농도를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농도 범위와 유사하게 사용하였다. Table 2에 

stannous 2-ethylhexanoate의 농도를 3가지 유형(한계반응물인 

AA의 몰수에 대한 stannous 2-ethylhexanoate 몰의 비, 반응물 

전체 무게 기준의 촉매 wt.%, 촉매의 몰농도)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촉매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합성한 폴리(옥시에텔렌-아
디페이트)-디올의 분자량도 Table 2에 같이 표기하였다.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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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료로 사용하고, stannous 2-ethylhexanoate의 투입 몰수를 

AA 몰 대비 0.005, 0.008, 0.016(전체반응물의 무게 기준으로 

0.56, 0.90, 1.78 wt%)으로 변화시키며 합성한 폴리(옥시에텔렌

-아디페이트)-디올 생성물(PDA05, PDA08, PDA16)의 분자량

은 335 ~ 337로 거의 일정하였다. PEG600을 사용한 경우도 

AA 몰 대비 stannous 2-ethylhexanoate의 몰수를 0.005, 0.016, 
0.066(전체반응물의 무게 기준으로 0.16, 0.48, 1.93 wt.%)로 크

게 증가시키며 합성시켰으나 이로부터 생성된 디올 생성물

(PPA05, PPA16, PPA70)의 분자량은 1099 ~ 1121로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2는 [COOH]/[OH] 값(r=0.5)과 실험자료에서 구한 

COOH의 전환율을 Carothers equation에 적용하여 계산한 평균

분자량과, 합성한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의 hy-
droxy value를 측정하여 구한 평균분자량 값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DEG로부터 합성한 PDA 시료들의 경우에 Carothers 
equation으로 구한 분자량과 hydroxy value 측정값으로 구한 

분자량 사이의 오차는 0.6 ~ 1.2% 정도였고 PEG600으로부터 

합성한 PPA 시료들의 경우는 2.0~3.8% 정도로, Carothers equa-
tion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분자량을 

예측하였다. 한편, Figure 1에서 보여지는 생성물의 분자구조

로부터 계산한 PDA(x=2)의 분자량은 322.3으로 이 값은 생성

물의 hydroxy value 측정값으로부터 구한 분자량 335.3 ~ 337.1
과 거의 일치하였다. 반면에 PPA(x=13.3)의 분자구조로 계산

한 분자량은 1316.7로, hydroxy value 측정값으로부터 구한 분

자량과의 오차가 14.8 ~ 16.5 %로 PDA의 경우보다 다소 컸다. 
이는 PEG600의 분자량이 PPA에 비하여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적은 양의 PEG600가 미반응 상태로 남아있어도 전체 생성물

의 평균분자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 분자량 자료와 

Figure 2의 FT-IR 자료로부터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
디올의 합성반응은 주로 Figure 1이 있는 scheme에 따라 같이 

일어난다고 추정된다.
  Figure 3A는 AA와 과량의 DEG로부터 PDA05, PDA08, 
PDA16를 합성하는 반응에서 한계반응물인 AA의 전환율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AA의 전환율은 반응

물의 초기 산가와 반응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응 · 생성

물의 산가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반응 초기에는 stannous 
2-ethylhexanoate 투입량이 증가하여도 반응속도의 차이가 미

미하나, 전환율이 60%를 초과함에 따라 반응속도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전환율이 80% 보다 커지면 촉매투입량에 

의한 반응속도 증가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Figure 3B는 

AA와 과량의 PEG600으로부터 PPA05, PPA16, PPA70를 합성

하는 반응에서 AA 전환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DEG를 사용한 

반응에서 촉매 투입량을 AA 몰수 대비 0.005에서 0.016으로 

약 3.2배 증가시킨 반면에, PEG600를 사용한 경우는 촉매 투

입량을 AA 몰수에 비하여 0.005에서 0.066으로 13.2배 증가시

켰다. Table 2를 보면, DEG와 PEG600의 에스테르 반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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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onversion of adipic acid reacted with diethylene glycol 
(A) and PEG600 (B) at various stannous 2-ethylhexanoate concen-
trations and 170 ± 0.2℃. The concentrations of stannous 2-ethyl-
hexanoate catalyst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amount of AA, 
the limiting reactant. The initial molar ratios of adipic acid to DEG 
and PEG600 were 0.5.

AA 몰수 대비 촉매 몰수는 크게 차이가 있으나, 전체 반응물

의 부피와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한 촉매의 몰농도와 wt.%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EG와 PEG600
의 비중이 각각 1.118와 1.128로 비슷한 반면에 (Table 1 참조) 
PEG600의 분자량이 DEG에 비하여 약 5.7배 정도 크기 때문이

다. 
  Figure 3은 촉매 농도가 같아도 PPA 합성 반응의 속도가 

PDA 합성 반응속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느린 것을 보여준다. 
AA와 폴리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스테르 반응속도에 stan-
nous 2-ethylhexanoate 농도가 주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반응속도론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실험초기에 반응기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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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pparent Rate Constants (kapp) of the Esterification of AA with DEG and PEG600 at 170 ± 0.2℃. The initial Molar Ratio of 
DEG and PEG600 to AA was Two

Raw Polyol DEG PEG600
1Product PDA05 PDA08 PDA16 PPA05 PPA16 PPA70

Concentration
of

catalyst

   
   

mole of the catalyst
mole of adipic acid

æ ö
ç ÷
è ø

0.005 0.008 0.016 0.005 0.016 0.066

2Sn(C8H15O2)2 wt.% 0.56 0.90 1.78 0.16 0.48 1.93
[Sn(C8H15O2)2] (mol/L) 0.0168 0.0269 0.0538 0.0046 0.0136 0.0559

kapp (min-1) 0.0269 0.0369 0.0599 0.0063 0.0124 0.0248

1. PDA and PPA mean the poly(oxyethylene-co-adipate)-diol products synthesized with DEG and PEG600, respectively.
2. The wt.% represents the weight percent of the catalyst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reactant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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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irst order plot of the esterification rate of adipic acid with 
excess diethylene glycol (A) and PEG600 (B) at various stannous 
2-ethylhexanoate concentrations and 170 ± 0.2℃. The concentrations 
of stannous 2-ethylhexanoate catalyst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amount of AA, the limiting reactant. The initial molar ratios of adipic 
acid to DEG and PEG600 were 0.5. 

되는 DEG 또는 PEG600의 당량은 AA의 당량에 비하여 2배이

므로, 반응속도는 폴리올의 농도보다는 AA의 농도에 민감하

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폴리올의 농도 변화가 반응속도에 주

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므로, 에스테르 반응이 AA의 농도(CAA)
에 대하여 1차 반응이라 가정하여, AA에 대한 반응속도(-rAA)
를 식 (1)로 나타내었다. 식 (1)에서 kapp는 겉보기속도상수로 

촉매농도와 kapp=k’ [Ccat]의 관계를 가진다. 반응 과정에서 제

거되는 물의 부피는 반응-생성물의 부피에 비하여 5% 미만이

므로 전체 반응-생성물의 부피 변화를 무시하고, 식 (1)을 전환

율의 항으로 나타내면 식 (2)가 된다. 

  
' [ ][ ] [ ]AA

AA cat AA app AA
dCr k C C k C

dt
- = - = × = × (1)

  ln(1 ) appx k t- = - × (2)

  Figure 4A와 4B는 Figure 3의 반응속도 자료를 식 (2)에 따라 

재구성한 도표이다. Figure 4의 직선들은 반응이 평형에 도달

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전환율이 급격히 변화하여 속도론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영역(x = 0 ~ 95% )의 자료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직선들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겉보기속도상수(kapp) 
값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ure 4는 본 실험에서 구한 반응

속도 자료가 식(2)에 따라 작성된 직선과 잘 일치되는 것을 

보여준다.
  원료인 DEG와 PEG600의 분자량이 다르므로, AA 대비 폴

리올의 당량비가 같아도 촉매의 몰농도(Ccat)는 원료 폴리올에 

따라 다르며, 이는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Table 3을 

보면, PDA 합성반응의 kapp 값(0.0269 ~ 0.0599 min-1)이 PPA 
합성반응의 kapp 값(0.0063 ~ 0.0248 min-1)보다 상당히 크며, 
stannous 2-ethylhexanoate 농도가 커짐에 따라 비교적 일정하

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PPA 합성반응의 kapp 값의 

변화는 촉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형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Stannous 2-ethylhexanoate 농도 변화와 PDA와 PPA 합성

반응의 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Table 3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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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apparent rate constant of the esterification of AA with 
excessive DEG and PEG600 at various stannous 2-ethylhexanoate 
concentrations. The esterification was carried out at 170 ± 0.2℃. The 
initial molar ratios of adipic acid to DEG and PEG600 were 0.5.

도표화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반응속도 해석에 적용한 식 (1)에서, 촉매 농도가 반응속도

에 주는 영항은 kapp에 반영되어 있다. Figure 5는 촉매의 농도

범위가 [0.0046M] ~ [0.0559M] 일 때에 PDA 합성반응의 kapp 
값이 촉매 농도에 대하여 선형적( app catdk dC =0.88)으로 증

가하는 반면에, PPA 합성반응의 kapp은 촉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정도가 줄어들며 평형 값을 가지는 거동을 명확

하게 보여준다. 비록 3개의 농도에서 측정되었지만, PDA와 

PPA 합성의 반응속도 자료로부터 촉매농도와 kapp 사이에서 
각각 kapp=0.88[Ccat]와 kapp=0.123[Ccat]0.55의 관계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PPA 합성반응에서 kapp 값의 변화가 멱함수 형태의 

거동을 가지는 주요 원인은 PPA의 원료인 PEG600의 분자 길

이가 DEG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폴리

올의 분자크기가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의 합성 

반응속도에 주는 영향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중합도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폴리올들과 AA의 에스테르 합성반응을 

연구 중에 있다. Figure 5는 stannous 2-ethylhexanoate 농도를 

[0.0559M](=1.93 wt%) 보다 높여도 PPA 합성반응의 kapp 값의 

변화가 미미할 것임을 잘 보여준다. 식 (1)에서 kapp가 일정하

면, AA의 농도만이 PPA 합성의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므로 

stannous 2-ethylhexanoate의 농도가 2 wt% 보다 상당히 높아도 

PPA 합성반응의 속도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촉매의 농도가 반응속도에 주는 영향이 포화되는 현상은 PDA 
합성반응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촉매농도에 대한 의

존성이 비선형 관계로 변할 때에 촉매농도는 mole of Sn(C8H15O2)2 

/mole of AA 값이 0.016([Ccat]=0.0538M) 보다 0.066([Ccat]=0.22M)

에 가까운 영역에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Ⅳ. 결 론

  가장 작은 폴리에테르형 폴리올인 DEG(중합도 2)와 DEG에 

비하여 분자량이 5.7배 큰 PEG600(평균중합도 13.3)를 과량으

로 AA와 반응시켜 폴리(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 공중합

체를 합성하는 에스테르 반응에서, stannous 2-ethylhexanoate 
촉매의 농도가 반응속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원료 폴리올의 반응성은 폴리올의 분자크기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며, 폴리올의 분자량이 커짐에 따라 반응성이 급

격히 낮아져서 에스테르 반응속도를 상당히 느리게 작용한다. 
에스테르 반응 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촉매 농도인 0.15 
~ 2.0 wt.%([0.005M] ~ [0.056M])에서, DEG와 AA로부터 폴리

(옥시에텔렌-아디페이트)-디올이 합성되는 반응의 kapp 값은 

촉매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 kapp=0.88[Ccat]의 관계를 가지며 

선형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PEG600과 AA의 에스테르 반응의 

kapp 값은 촉매농도와 kapp=0.123[Ccat]0.55의 관계로 증가하며 포

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DA 합성반응은 촉매농도에 대하

여 1차 의존성을, PPA 합성반응이 촉매농도에 대하여 0.55차 

의존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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