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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butanol 용매 내에서 titanium n-butoxide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하여 TiO2 분말을 합성하였고, 

가수분해 반응 머〕카니즘은 UV-Vis 분광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가수분해 반응시 물의 농도를 과량으로 하 

여 반응이 유사일차반응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농도 조건에서 얻어진 분말의 상(phase)을 XRD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반응속도는 Gugg血heim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합성 결과 얻어진 분말은 생 

성 초기 비결정 상태에서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rutile 구조로 상전이 하였다. 속도상수로부터 얻어진 물 

분자수(n-v이ue)와 열역학적 파라미터로부터 titanium n-butoxide의 가수분해 반응은 Interchange- 

Associative(I;1) 메카니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TiO2 powders were prepared via hydrolysis of titanium n-butoxide in n-butanol and 
hydr이ysis mechanism of titanium n-butoxide was studied using UV-Vis spectrometer. Hydrolysis reactions 

were controlled to proceed to pseudo-first order reaction in the presence of excess water. The phases of TiO2 
powders, prepared under the these conditions, were identified by XRD and reaction rates were calculated by 
Gugggenheim method. Prepared powders were nonciystalline states in their initial stage of formation but 
transformed to crystalline rutile structure by heating. Reaction mechanism of titanium n-butoxide was proposed 
as Interchange-Associative (L) mechanism, based on the data of n-value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which 
were determined from the rate constants.

서 론

일반적으로 금속 알콕시드(metal alkoxides)는 중심 

금속과 alkoxy group간의 극성 차 때문에 상당히 반 

응성 이 강하다. 따라서 금속 알콕시드는 물과 반응하여 

쉽게 가수분해되고 가수분해 생성물로부터 금속 산화물 

의 미분말을 얻을 수 있다(sol-gel process). 금속 알 

콕시드의 반응은 주로 금속 원자의 전기음성도, 크기 

및 전하, alkoxy group의 특성 등에 의존한다.心 중심 

금속 원자가 같은 알콕시드의 반응은 alkoxy group의 

크기와 배위수 등이 반응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가 된다. 실리콘 알콕시드의 경우 가수분해 반응속도는 

alkoxy group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이것은 

alkoxy group의 입체장애 효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心 그러나 alkoxy group 효과에 의한 반응속도 

및 메카니즘은 중심금속이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이금속의 경우는 산화상태에 따라 전기음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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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배위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금속 알콕시드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주의 깊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titanium alkoxides를 가수분해하여 

TiO2 미분말을 합성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려 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선 

titanium alkoxides의 alkoxy group 변화에 따른 반응 

변화를 추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itanium iso-pro- 

poxide와 titanium n-propoxide의 가수분해 반응 머】카 

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전 논문들 

에 6.7 이어 titanium n-butoxide의 분말 합성과 가수분 

해 반응 메카니즘을 조사하였다. 가수분해 반응메카니 

즘은 전 논문과 같이 UV-Vis 분광법을 이용하여 규 

명하였다.

실 험

TiO2 분말 합성 및 XRD 분석. Titanium n-butoxide 
(Ti[O(CH2)3CH3]4, 이하 Ti((*Bu)4라 약칭)는 Aldrich 

Chemical의 특급 시 약을 사용하였으며 , 용매로 사용된 

n-butanol(Junsei Chemical, 99%)은 molecular sieve 
로 물 성분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 측정 및 TiO2 미분말 합성에 사용된 증류수 

는 1차 증류수를 이온 교환 수지를 거쳐 얻은 증류수 

를 사용흐｝였다.

전 실험 과정에서 n-butanol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Ti(O"Bu)4 농도는 4.5X10%!로 일정 

하게 고정하였으며, water/alkoxide의 농도비가 200~ 

500 정도 되도록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UV 분광법에 

의하여 Ti(O"Bu)＜의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을 조사하 

기 위한 것으로서 반응 진행에 따른 흡수 peak의 변 

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Ti(O"Bu)i의 농도를 

다른 합성 반응 연구(통상 0.1 〜 0.5M)에 비하여 극도 

로 적게 하여 반응 속도를 제어하였다. 먼저 ice-bath 

내에 설치된 250 mL three-neck flask에 Ti(OnBu)4 

과 용매인 n-butanol을 넣어 140 ml가 되도록 만든 

다음 용액을 교반하여 완전히 혼합하였다. 그리고 n- 

butan이에 가수분해에 참여하는 물을 첨가하여 100mL 

의 용액을 제조한 뒤, dropping funn하을 이용하여 Ti 

(O"Bu)과 n-butamol이 섞여있는 three- neck flask에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교반하였다. 이때, 반응물을 ice- 

bath내에서 균일상이 되도록 완전히 혼합하는 것은 낮 

은 온도에서 반응물의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되어 혼합 

중 용액내에서 일어나는 알콕시드의 불균일한 가수분해 

반응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flask 내 

부는 질소가스를 계속 공급하면서 반응을 진행 시켰다. 

합성된 분말은 원심분리기로 분리하여 50 "C 건조기에 

서 24시간 건조시켰다. 실험 농도 조건에서 합성된 분 

말을 SEM(AkashiBS-130S)頑로 관찰하였고 상(phase) 

을 확인하기 위하여 350。(2와 800。(2에서 각각 열처리 

한 후 분말 XRD(Shimadzu, XRD-6000) 분석을 하 

였다.

가수분해 반응속도. Ti(O"Bu),의 가수분해 반응속도 

를 측정하기 위한 농도 조건은 합성 농도 조건과 동 

일하였다. UV 분광기의 reference와 sample cell에 

각각 4.5X10-3M의 Ti(O"Bu)a을 넣은 두], 물의 양을 

1.19M〜 1.51M의 농도비로 변화시켜가며 첨가하였다. 

물의 농도는 Ti((yBu)网 비하여 과량이며, 이는 유사 

일차반응에 의한 가수분해 반응의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가수분해 반응 속도상수는 흡광도의 변화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장위치를 선택하였다. 이 파장위 

치는 본 반응의 최대 흡수 파장보다 약 10nm 큰 

314 nm의 파장을 선택(서。하였는데, 이 파장은 시간 

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가 비교적 일정한 pattern을 나 

타내는 위치이다.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긱긱의 

물의 농도와 251, 35 °C 및 45。(2에 서 측정 하여 

Guggenheim method0!]8 의한 유사일차반응 속도상수 

ke를 구하였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ln(At+41-At)=-k0bs • t+constants (1)

여기서 A는 t시간에서의 흡광도이고, Ag는 반감기 

의 2〜 3배 위치에 해당하는 흡광도를 나타낸다.

결과 및 고찰

미세구조 관찰 및 XRD 분석. 25。(2에서 알콕시드 

와 물의 농도비가 500일 때 생성된 TiO2 입자를 주 

사전자 현미경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합성된 TiQ는 Fig. 1과 같이 대체로 구형 

입자였고, 물/알콕시드의 농도비가 200에서 500까지 

변화하면서 입자 크기는 약 0.32~0.20 |im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 논문에서貫 발표되었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Titanium /i-Butoxide^] 가수분해에 의한 TQ 분말 합성과 반응 메카니즘 507

Fig. 1. SEM photographs of fine powders synthesized at 
25 °C by the hydrolysis of Ti(OnBu)4. ([H2OJ/[Ti(OnBu)4] 
=500).

경향과 일치하였고, 또한 Barringer'등도 titanium 

ethoxide의 가수분해 연구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생성 

되는 TiO, 입자의 크기는 물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감 

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Ti(O"Bu),의 가수분해에 

의하여 생기는 Ti(OH),는 균일 핵 형성의 전구체 

(embryo)가 되며 이들의 중합반응으로 임계크기 이상 

으로 성장하면 핵이 형성되고 TiO2 입자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입자의 크기는 물과 alkoxide의 

농도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물의 농도가_ 증가 

하는 경우 OH의 농도가 증가하여 M-OR의 가수분해 

가 쉽게 일어난다. 가수분해로 인한 용액중의 M-0H 

양이 많아지면 embryo가 임계크기 이상으로 성장하기 

쉬워진다. 그 결과 핵의 수는 많아지고 이 핵을 성장 

시키기 위한 M-0H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 

에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반면, 물의 농도가 작을 

경우 핵으로 성장하는 embryo의 수는 적고 이 핵을 

성장시키기 위한 M-0H는 많이 남아 있으므로 입자의 

크기는 커진다.

25 °C 온도 조건에서 합성된 분말을 50。(2에서 24시 

간 건조시킨 것과, 이를 350。(2와 800 °C에서 각각 5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얻은 시료에 대한 XRD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기시료의 경우 특정한 피크 없이 

broad한 비결정질 pattern 이었지만 열처리 과정을 거 

치면서 TiO?의 anatase(JCPDS card No. 21-1272)와 

rutile(JCPDS card No. 21-1276) 구조에 해당하는 피 

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XRD pattern 변화 

는 titanium iso-propoxide。나 titanium n-propoxide7 

로부터 합성된 TiO2 분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titanium alkoxides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얻어진 TiO2 
초기 분말은 비결정질(noncrystallization) 상태이지만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顽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 Ti(O”Bu)4의 가수분해 반 

응에 대한 메카니즘 연구는 전 논문에서 실시한 방법 

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일정 온도와 일정 농도에서 

각각의 물 농도와 온도에 대한 In(Ag-A)와 시간과의 

관겨를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ln(A.m-A)와 시간과의 관계가 직선을 이루 

고 있으며, 이는 식 (1)의 가정이 타당성이 있음을 의 

미한다. 각각의 온도에서 식 (1)에 의해 계산된 유사 

일차반응 속도상수 K*을 종합하여 Table 1에 나타내 

었다. Fig. 2에 의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Fi흥. 2. Plots of ln(At+&-A|) vs. time fbr the hydr이ysis of 
Ti(OnBu)4 at 25.

Fig. 3. Plots of ln(At+At-At) vs. time for the hydrolysis of 
Ti(OnBu)4 at various temperatures. ([H2O]=1.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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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e constants n-values and second-order rate 
constans (Lp) for thereaction of Ti (OnBu)4 and water with 
some concentrations at varioustemperatures _____

Temp.
(°C)

[H2O]
(M)

10*
(sec-1)

n-value
lokp 

(M_|sec-1)

1.19 1.38
25 1.35 2.27 4.8 39.1

1.51 4.38

1.19 2.22
35 1.35 3.62 4.6 49.3

1.51 6.58

1.19 3.86
45 1.35 5.04 3.3 67.2

1.51 8.18 ____________

으며 이 때, 직선의 기울기는 반응의 유사일차반응 속 

도상수로서 반응의 속도가 물의 농도에 의존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서 나타낸 유사 

일차반응 속도상수 값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Kivinen은 반응경로에 있어 전이상태에서 n개의 물 

분자가 반응에 관여한다는 가정하에 반응의 속도상수와 

물의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 Kivinen 식, 

즉 1유、의 대수값에 대한 물 농도의 대수값은 직선관계 

를 나타내며 기울기는 전이상태에 참여하는 물 분자수 

(n-value)를, intercept는 본 반응의 이차속도상수(kg) 

를 나타낸다. Kivinen 식에 따라 계산된 titanium n- 

butoxide의 유사 일차 반응 속도상수와 물 농도에 대 

한 대수관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온도에서 

물의 농도변화에 따른 속도상수 변화는 직선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Kivinen이 가정한 식이 타당성이 있음

Ti(ORBu)4 at varioustemperatures.

을 설명하는 것이다 Kivinen 식에 의종｝여 계산된 전 

이상태에 관여하는 물 분자수(n-value)를 역시 Table 

1에 나타내었다.

Kivinen에 의하면 n-value는 반응 메카니즘을 판단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n=6〜 7 정도이면 dissocia- 

tive(D:SNl), n=2〜3이면 associative(A: SN2) 반응 경 

로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한 리｝ 있다전 논문w 및 

본 연구에서 얻어진 titanium alkoxides의 n-value를 

종힙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Titanium ethoxide, 

iso-propoxide 및 n-propoxide의 n-value/｝ 2.7 ~ 3.4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titanium n-butoxide의 경 

우는 4.8 정도로 반응에 참여하는 물 분자수가 다른 

alkoxy group 보다는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vinen의 r日alue에 의한 메카니즘의 판단 기준에 따 

르면 titanium n-butoxide는 A와 D 메카니즘의 

borderline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Titanium n-butoxide의 1鼠값을 전 논문에서 계산 

된 titanium n-propoxide^] Kx값(25 °C, 35 °C, 45 °C 

에서 각각 1.488X10-4mt • sec시, 2.119X ICLm시， 

sec"1, 3.038〉＜10土广 - seM)과 비교하면 titanium n- 

butoxide의 虹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Tit~ 

anium n-butoxide^ 瞄값이 titanium n-propoxide^- 
다 크다는 사실은 titanium n-butoxide의 activation 

enthalpy(20 kJ/mol)가 titanium n-propoxide의 activa

tion enthalpy(25 kJ/mol)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activation energy 장벽이 낮아져 반응속도가 빨라졌음 

을의미한다.

반응속도의 온도의 존성을 나타내는 Arrhenius식

lnkexp= InA- (2)

에서 Inkg를 1/T에 대하여 plot하면 기울기로부터 

activation energy(Ea) 를 구할 수 있고 식 ⑶과 (4) 

로부터 activation enthalpy(AH*)4 activation entropy 

(△S*)를 구할 수 있다. 그 값들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H』E「RT (3)
信=쑾丄5쏺쀠 (4)

여기서 15는 이차속도상수, 13는 boltzmann 상수, 

h는 plank 상수, 時 기체상수이다. 일반적으로 친핵 

치환(nucleophilic substitution) 반응은 dissociative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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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values for the reaction of titanium alkoxides at 25 °C

Titanium 
ethoxide

Titanium 
n-propoxide

Titanium 
iso-propoxide

Titanium 
n-butoxide

n-value 2.7 3.4 3.1 4.8

O(CH2)3CH3 ' 

H L- »a-

— O(CH3)3CH3

and H2O at various temperatures
Table 3.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reaction of Ti(OnBu)4

Temp.
(°C)

AH* 
(kJ • mol-1)

-TAS* 
(kJ - mol-1)

&了

(kJ - mor1)
25 20.0 61.0 81.0
35 19.9 63.9 83.9
45 19.8 66.8 85.8

응경로와 associative 반웅경로의 두 가지 메카니즘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와 같은 메카니즘 구분은 

activation enthalpy(사f)와 activation entropy^AS*) 
사이의 상관관계로도 추정할 수 있다. 즉, activation 

enthalpy 값이 activation entropy 감소량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클 경우 enthalpy 조절반응(D 메카니즘), 

activation entropy가 크게 감소할 경우 entropy 조절 

반응(A 메카니즘)으로 구분된다」3 Activation entropy 

가 감소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반응물 화학종이 

결합하여 전이상태 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분자수가 감 

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Ti(OnBu)4 가수분해 

반응에서 activation entropyCAS^-207.4J - mor'K-1) 

가 activation enthalpy(z\H주 =19.96kJ • mo「)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반응은 associative 메카니 

즘을 따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활성화 파라 

미터에 의한 반응성이 A 메카니즘을 나타내는데 비하 

여 Kivinen 식의 n-value에 의한 반응 메카니즘은 A 

와 D 메카니즘의 borderline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Ti(O%u)4의 경 

우는 butoxyl기에 의한 steric effec가 다른 alkoxides 

에 비하여 비교적 크기 때문에 물 분자가 entering 

group으로서 중심금속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른 종류의 titanium alkoxides의 경우 보 

다『value가 다소 증가하여 A 메카니즘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Ti(bBu)4의 가 

수분해 반응은 activation entropy 값으로 미루어 볼 

때, 본 반응은 A 메카니즘으로 진행하지만 이 때 

butoxyl group의 steric effect 때문에 반응이 완전한 

A 메카니즘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소 불안정한 전이상 

태 화합물을 형성하는 메카니 즘, 즉 Ia(Interchange-

CH3(CH2)3O 0(ch2)3ch3 y + h2o 
ch3(ch2)3o^ o(ch2)3ch3

(slow) ch3(ch2)3o o(ch2)3ch3

HO O(CH2)3CH3

X + ch3ch2oh
CH3(CH2)3C) O(CH3)3CH3

Fig. 5. Proposed scheme of hydrolysis reaction mechanism 
of Ti(OnBu)4.

Association)17 메카니즘을 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러한 반응 메카니즘을 Fig. 5,이9에 나타내었다.

결 론

합성된 분말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 TiO2의 평균 입 

자크기는 0.5~0.2 卩m 정도의 fine powder로 물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XRD 분석 결과 합성 초기에는 비결정질 상태에서 

3501와 8("C로 열처리함에 따라 anatase와 rutile 

구조로 상전이 하였다.

가수분해 반응의 전이상태에 관여하는 물 분자수인 

n-value는 4.8이며 activation enthalpy(AH*)^ 18.7kJ/ 

mol, activation entropy(AS^ -207.3J/mol • K이었다. 

n-vahie와 활성화 파라미터들로부터 titanium n-butoxi- 

de의 가수분해 반응은 이분자 반응인 associative(A) 

메카니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butoxyl 

group의 steric effecH 의하여 전이상태에 참여하는 

물 분자수가 25 °C에서 4.8 정도까지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이상태에서 entering group과 중심금속 

사이의 bond formation이 다른 alkoxy gnxip 보다 

약화되는 Interchange-Associative(L) 메카니즘으로 반 

응이 진행하는 것W■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1999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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