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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norbornene 디에스터 유도체를 합성하는 공정에서 반응 부산물로 생성되는 boric acid를 회수하여 norbor-

nene diacid의 에스터화 반응에 재사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Boric acid를 4가지의 alcohol과 에스터화 시켜 4종류의 tri-

alkyl borate (tributyl borate, tripentyl borate, triisopentyl borate, trihexyl borate)를 합성한 다음 이를 norbornene dicarboxylic 

acid와 반응시키는 2단계 공정으로 디에스터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이 때 norbornene dicarboxylic acid의 전환율은 89.50

∼99.31%였다. 디에스터화 반응의 부산물인 boric acid를 NaCl염과 함께 회수하여 trialkyl borate를 합성한 후 정제한 

결과 회수율은 92.43∼99.35%이었다. 이를 다음 반응에 사용한 결과 디에스터의 수율은 43.70∼64.39%였고 순도 97.70

∼99.24%로 수율이 일부 감소되었으나 손실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반응 부산물인 boric acid를 공정내에서 재

사용이 가능하므로 화합물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공정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the boric acid which is a by-product in the esterification process to obtain norbornene diester derivatives was 

recovered, and then its reusability for esterification of norbornene was investigated. Four types of trialkyl borate (tributyl bo-

rate, tripentyl borate, and triisopentyl borate, trihexyl borate) were synthesized through the esterification with boric acid and 

four types of alcohol. Then, diester derivatives were synthesized by esterification with the synthesized trialkyl borate and nor-

bornene dicarboxylic acid. The conversion of norbornene dicarboxylic acid is 89.50∼99.31%. The boric acid which is a 

by-product in the esterification were recovered with NaCl salt and used for synthesizing trialkyl borate. The recovery rate 

was 92.43∼99.35 %. When the recovered trialkyl borate was used in esterification, there are little losses of the yield. Since 

boric acid which is a major by-product is able to be recovered, the process is expected to be a clean technology to prevent 

an environmental pollution by the emission of chemical compounds.

Keywords: trialkyl borate, esterification, recovered boric acid, norbornene dicarboxylate

1. 서    론
1)

에스터 화합물은 향료, 조미료, 제약, 화장품, 가소제, 용매, 반응 중

간체 등 화학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이다[1]. 에스터를 

합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카복실산 또는 카복실산의 유도체와 hy-

droxylic 화합물과의 반응, 축합반응, 자유 라디칼 반응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산 또는 염기 촉매 하 카복실산과 alcohol

을 반응시켜 얻는 방법이다[2,3].

일반적인 에스터화반응은 매우 느린 가역반응으로 대표적인 균일

계 촉매로 sulfuric acid, methane sulfonic acid, para-toluene sulf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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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등의 산 촉매를 사용하여 유기용매 하에서 합성한다. 이와 같은 

산 촉매는 부식성이 있으므로 상업화시 장치투자비 상승의 문제가 있

으며, 반응 후 부산물의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폐기 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균일

계 촉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불균일계 촉매는 고체의 형태

가 대부분이며 여과를 통해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장

점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촉매는 sulfated zirconia[4-6], 

zeolites[7-9], heteropoly acids[10-12] 등이 있다. 그러나 불균일계 촉

매의 문제점은 반응 후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져 재사용이 어렵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방

안으로 trialkyl borate를 활용한 새로운 에스터화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13].

Trialkyl borate를 이용한 에스터화 반응은 산 촉매, 유기용매 없이 

반응이 가능하며 반응 후 정제가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

다. 그리고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산 촉매 폐기물의 양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Mansoori 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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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the Reaction of Boric Acid with Four Alcohols

Product
1
H-NMR (CDCl3) Yield (%)

Tributyl 

borate

3.75∼3.80 (6 H, t), 1.48∼2.04 (6 H, m) 

1.32∼1.41 (6 H, m), 0.92 (9 H, t)
98.20

Tripentyl 

borate 

3.73∼3.80 (6 H, m), 1.47∼1.58 (6 H, m), 

1.28∼1.37 (12 H, m), 0.90 (9 H, t)
99.18

Triisopentyl 

borate

3.76∼3.83 (6 H, m), 1.60∼1.74 (3 H, m), 

1.37∼1.49 (6 H, m), 0.91 (18 H, m)
99.25

Trihexyl 

borate

3.73∼3.82 (6 H, m), 1.47∼1.57 (6 H, m), 

1.23∼1.43 (18 H, m), 0.89 (6 H, t)
98.58

Figure 1. Mechanism of the reaction of trialkyl borate with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은 trialkyl borate를 이용하여 naphthenic acid, benzoic acid, phthalic 

acid, adipic acid, sebacic acid 등 다양한 방향족 및 지방족 dicarbox-

ylic acid, diacid의 에스터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환경친화성에 대

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cyclopentadiene으로부터 얻은 norbornene dicarbox-

ylic acid와 boric acid와 alcohol을 사용하여 얻은 trialkyl borate를 반

응시켜 에스터 화합물인 norbornene dicarboxylate를 합성하는 2단계 

공정에서 반응 부산물인 boric acid의 회수 및 재사용을 통해 그 결과

를 비교하여 에스터화 반응의 친환경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화합물인 boric acid (99.5%), 1-butanol 

(99.8%), 1-pentanol (99.0%), 3-methyl-1-butanol (99.0%), 1-hexanol 

(98.0%) Sigma-Aldrich 사에서 구입하여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는 TCI 사의 5-norbornene-2,3-di-

carboxylic anhydride (95.0%)를 구입하여 가수분해 한 다음 24 h 동안 

진공 상태에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15].

합성한 물질의 구조분석을 위해 
1
H-NMR (250 MHz, Bruker)을 사

용하였으며, 순도는 GC (7890A, Agilent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GC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컬럼 : HP-5MS capillary GC 

columns (30 m, 0.25 µm, 0.25 mm, Temp : 50∼280 ℃, Heating rate 

= 5 ℃/min, Split ratio = 1 : 50, Injector temperature = 280 ℃, Detector 

temperature = 280 ℃). 

2.2. Trialkyl borate의 합성

2구 플라스크에 dean-Stark trap을 장착하고 1.0 당량의 boric acid와 

4.0 당량의 alcohol을 넣은 다음, 반응온도 110∼130 ℃에서 8∼10 h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중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은 alcohol과 공비혼

합물을 이루게 하여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역반응을 억제시킨다. 진공 

하에서 미반응 alcohol을 제거하여 trialkyl borate를 얻었다[16].

2.3. Dialkyl-5-norbornene-2,3-dicarboxylate의 합성

Reflux condenser를 장착한 2구 플라스크에 1.0 당량의 5-norbor-

nene-2,3-dicarboxylic acid와 규정량의 trialkyl borate을 넣고 140∼160 ℃

에서 14 h 동안 가열하였다. 반응이 끝난 혼합물을 ether로 추출하였

으며, 10% NaOH 수용액을 사용하여 boric acid와 monoalkyl-5- norbor-

nene-2,3-dicarboxylate를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 시킨 다음 용매를 감압 증발시켜 norbornene 유도체를 얻었다. 

2.4. Boric acid의 회수

2.3에서 반응혼합물을 추출하여 분리한 물층을 20% HCl 용액으

로 중화시킨 다음 ether를 이용하여 mono-alkyl-5-norbornene-2,3-di-

carboxylate를 분리하였고, 남은 물층을 증발시켜 boric acid와 NaCl염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NaCl염이 포함된 boric acid에 4.0 당량의 alcohol을 

넣고 2.2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trialkyl borate를 

합성하였다. 반응종료 후 여과를 통해 NaCl염을 분리하였다. 합성한 

trialkyl borate를 2.3과 같은 방법으로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와 반응시켜 디에스터를 합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Trialkyl borate의 합성결과

Mansoori 등[14]은 boric acid와 alcohol의 반응을 당량비 1 : 3, 반응

온도 90∼110 ℃, 반응시간 11 h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당

량비 1 : 4, 반응온도 130 ℃, 반응시간 9 h의 조건으로 반응온도를 

높이는 대신 반응시간을 줄여 반응시켜 문헌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 때 수율은 tributyl borate의 경우 98.20%로 가장 낮았고 triisopentyl 

borate의 경우 99.25%로 가장 높았다. Boric acid와 4종류의 alcohol 

(n-butanol, n-pentanol, iso-pentanol, n-hexanol)의 에스터화 반응으로 

얻은 trialkyl borate의 수율 및 
1
H-NMR 분석자료를 Table 1에 정리하

였다. 분석결과 3.75 ppm 영역에서 trialkyl borate의 피크(-BOCH2-)를 

확인할 수 있었다.

3.2. Dialkyl 5-Norbornene-2,3-dicarboxylate의 합성결과

Dialkyl-5-Norbornene-2,3-dicarboxylate는 5-norbornene-2,3-dicarbox-

ylic acid와 trialkyl borate의 에스터화 반응으로 합성하였다. 일반적인 

산 촉매를 이용한 에스터화 반응은 물이 생성되는 가역반응으로 르샤

틀리에의 원리에 의해 물의 지속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trialkyl 

borate를 사용한 에스터화 반응은 Figure 1에서 제시된 반응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붕소에 붙어있는 OR기와 카복실기의 OH기의 상호교

환이 일어나는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별도의 용매나 촉매 없이 반응이 

진행된다[14].

에스터화 반응에서 최적의 당량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응온도를 

140 ℃, 반응시간을 14 h으로 고정시킨 다음 몰비를 변화시켜 생성되

는 디에스터의 수율을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두 개의 카르

복시산과 trialkyl borate의 이론적 반응 몰 비는 3 : 2이고, 이 조건에

서 디에스터의 수율은 35.22%이었다. Trialkyl borate를 50% 과잉으로 

사용했을 경우 수율이 65.24%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후, trial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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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n Yield of Diester by Molar Ratio of Tributyl Borate to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

No. Rxn. temp (℃) Molar ratio (5-norbornene-2,3-dicarboxylate : tributyl borate) Rxn. time (h) Yield (%)

1 140 3 : 2 14 35.22

2 140 3 : 3 14 65.24

3 140 3 : 4 14 44.46

4 140 3 : 5 14 44.65

Table 3. Result of the Reaction of Dialkyl 5-norbornene-2,3-dicarboxylates with Fresh Frialkyl Borate

No. Product Rxn. temp (℃) Rxn. time (h)
1
H-NMR (250 MHz, CDCl3)

Yield (%) Conversion

(%)Mono-ester Di-ester

1
Dibutyl-5-norbornene

-2,3-dicarboxylate
140 14

6.23 (2H, t), 3.92∼4.30 (4H, t),

3.14∼3.26 (4H, m),

1.30∼1.62 (10H, m), 0.95 (6H, t)

32.11 65.24 97.34

2
Dipentyl-5-norbornene-

2,3-dicarbxoylate
150 14

6.24 (2H, t), 3.89∼4.08 (4H, t),

3.27 (2H, m), 3.15 (2H, m),

1.31∼1.61 (14H, m), 0.90 (2H, t)

45.56 49.28 98.57

3
Diisopentyl-5-norbornene-

2,3-dicarboxylate
150 14

6.25 (2H, t), 3.94∼4.12 (4H, t),

3.27 (2H, m), 3.15 (2H, m),

1.30∼1.72 (8H, m), 0.91 (12H, m)

45.56 53.75 99.31

4
Dihexyl-5-norbornene-

2,3-dicarboxylate
160 14

6.24 (2H, t), 3.89∼4.03 (4H, t),

3.26 (2H, m), 3.15 (2H, m),

1.28∼1.59 (18H, m), 0.88 (6H, t)

32.51 56.99 89.50

Table 4. Result of the Reaction of Trialkyl Borate with Fresh Boric Acid and Recovered Boric acid

Compounds
Yield (%)

Fresh boric acid Recovered boric acid

Tributyl borate 98.20 92.43

Tripentyl borate 99.18 98.09

Triisopentyl borate 99.25 99.35

Trihexyl borate 98.58 96.42

borate를 양론비의 2배 이상 사용한 경우 오히려 수율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의 디에스터화를 위한 반응조건

으로 trialkyl borate와의 반응몰비는 3 : 3으로 하였으며, 선행되었던 

연구를 바탕으로 alcohol의 사슬길이에 따라 140∼160 ℃, 반응시간 

14 h으로 설정하였다[17]. Dicarboxylic acid의 에스터화 반응 속도는 

모노에스터로 빠르게 전환되지만 디에스터는 입체장애로 인하여 매

우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 h의 

반응 후에도 모노에스터가 32∼45%까지 포함되어 있고 반응온도가 

상승하면서 모노에스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반응온도를 

160 ℃ 이상으로 상승시킬 경우 retro Diels-Alder 등 부반응물이 생성

되는 문제점이 있다.

Table 3에
 1

H-NMR을 이용한 분석결과 및 모노에스터와 디에스터

의 수율 및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3.89∼4.30 ppm 영역에서 

에스터 구조 형성에 따른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디에스터의 수

율은 butyl의 경우 65.24%, pentyl 49.28%, isopentyl 53.75%, hexyl의 

경우는 56.99%이었다. 14 h의 반응시간으로 97% 이상의 전환율을 보

였으나 탄소길이가 가장 긴 hexyl의 경우는 160 ℃에서 14 h 동안 

89.5% 의 전환율을 보여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3. Boric acid의 회수 및 이를 이용한 디에스터의 합성결과

2.4의 방법으로 boric acid를 alcohol과 반응시켜 trialkyl borate로 회

수하였으며, 회수한 boric acid를 사용한 trialkyl borate의 합성 결과를 

fresh boric acid를 사용한 trialkyl borate의 합성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Fresh boric acid를 사용한 경우 반응수율은 

98.20∼99.25%이었고, 회수한 boric acid를 사용한 경우의 반응수율은 

92.43∼99.35%으로 90% 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Figure 2에 회수한 boric acid를 사용한 trialkyl borate의 
1
H-NMR 분

석결과를 fresh boric acid를 사용한 trialkyl borate의 합성 결과와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수한 boric acid를 사

용하여 얻는 trialkyl borate는 fresh boric acid를 사용한 경우와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함께 생성되는 NaCl염은 trialkyl borate가 

생성될 때까지 반응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rialkyl borate와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의 반응과 반응 

부산물로 생성된 boric acid를 회수하여 2단계의 반응을 통하여 디에

스터를 합성하는 공정도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회수한 boric acid로 합성된 trialkyl borate와 5-norbornene-2,3-di-

carboxylic acid의 반응은 최적 몰비인 3 : 3에서 처음 반응과 동일하

게 진행하였고, 반응 종료 후 디에스터를 분리시켜 GC를 통해 분석하

였다. 처음 에스터화 반응의 경우 디에스터의 수율은 49.28∼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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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 Comparison of 
1
H-NMR spectrum of synthesized trialkyl borate using fresh boric acid and recovered boric acid (a) tributyl borate (b) 

tripentyl borate (c) triisopentyl borate (d) trihexyl borate.

Figure 3. Synthetic process of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 using recovered trialkyl borate.

이었고, 재활용한 trialkyl borate를 이용한 경우 디에스터의 수율은 

43.70∼64.39%로 처음 반응에 비해 수율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GC를 

통한 순도분석결과 97.34∼98.44%, 97.70∼99.2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5). Trialkyl borate를 이용한 에스터화 반응에

서 trialkyl borate가 boric acid로 전환되어 큰 수율의 손실 없이 재사

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NaCl염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합물들이 

공정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해 화합물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공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Boric acid를 이용하여 tributyl borate, tripentyl borate, triisopentyl 

borate, trihexyl borate를 98.20∼99.25%의 수율로 합성하였고, 합성된 

trialkyl borate를 5-norbornene-2,3-dicarboxylic acid와 반응시켜 dibutyl 

TBB (recovered) TPB (recovered)

TIPB (recovered) THB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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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the reaction of dialkyl 5-norbornene-2,3-dicarboxylate with fresh trialkyl borate and recovered trialkyl borate

Compounds
Yield (%) Purity (%)

Di-ester Di-ester (Recovered) Di-ester Di-ester (Recovered)

Tributyl borate 65.24 64.39 97.34 99.24

Tripentyl borate 49.28 46.41 97.24 98.98

Triisopentyl borate 53.75 43.70 98.03 98.67

Trihexyl borate 56.99 52.96 98.44 97.70

5-norbornene-2,3-dicarboxylate, dipentyl-5-norbornene-2,3-dicarboxylate, 

diisopentyl 5-norbornene-2,3-dicarboxylate, dihexyl 5-norbornene-2,3- 

dicarboxylate 4종의 화합물을 49.28∼65.24%의 수율, 97.24∼98.44%

의 순도로 얻었다. Trialkyl borate는 반응 후 92.43∼99.35%의 회수율

로 boric acid로 회수하여 재사용하였으며, 회수한 boric acid를 이용하

여 합성된 trialkyl borate의 
1
H-NMR 분석결과 기존 화합물의 스펙트

럼과 일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수한 trialkyl bo-

rate를 이용한 디에스터의 합성결과 수율 43.70∼64.39%, 순도 97.70

∼99.24%로 수율이 일부 감소되었으나 순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Tributyl borate를 합성하기 위한 반응조건으로 반응 몰비는 boric acid

와 alcohol 1 : 4, 반응온도 130 ℃, 반응시간 9 h이고, dialkyl norbor-

nene dicarboxylate를 합성하기 위한 trialkyl borate와 norbornene di-

carboxylic acid의 최적 몰비는 1 : 1이며, 탄소사슬의 길이에 따른 반

응온도 및 시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NaCl염을 제외한 대부

분의 화합물들이 공정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해 화합물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공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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