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콜의 청정 촉매 산화반응 기술  

공업 공정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정화학공정의 한 예가 보고되었다. 네덜란
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Roger A. Sheldon 교수 연구진이 제약이나 화장품 
등 각종 화학제품에 함유된 알콜을 알데히드, 키톤, 그리고 카르복실산으로 전환하여 "청소"하
는 기술을 선보였다[Science, 287, 1636 (2000)]. 이 기술의 발견으로 인하여 독성 중금속
인 크롬과 위험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기존의 반응들이 향후 산소와 물을 이용하는 반응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이 공업적으로 응용된다면 매년 발생하는 수천 톤의 독성 폐
기물의 배출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Carnegie Mellon 대학의 Terry Collins 교수는 크롬에 의한 반응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하며 새로 보고된 기술이 공업적 응용에 당장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발이 더욱 진행되
어야 한다고 평하였다. 하지만, 최소한 실험실 조건에서는 기존의 기술을 단연 능가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알콜은 짧은 탄화수소로서 산소와 수소가 부가되어 있다. 이를 전환하려면 산화시켜서 2-3개
의 수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잘 제어하여야 한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화크롬이 바로 이 역할
을 매우 잘 수행하는데 알콜의 수소로부터 한 쌍의 전자를 빼앗으며 수소이온을 함께 가져간
다.  

문제는 일단 수소를 가져간 후에 산화크롬으로부터 수소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다른 알콜분자를 전환시키려면 더 많은 크롬이 필요하며, 결국 원하는 생성물을 생산하는 
만큼 폐기할 크롬의 양도 증가한다. 크롬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Sheldon 교수 연구진은 새로
운 촉매를 사용하여 동일한 반응을 수행하되 반응이 진행되더라도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미 다른 연구진이 phenanthroline 그룹에 팔라듐 원자를 부착시키면 유사한 촉
매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최초에 팔라듐 원자가 알콜로부터 수소를 빼앗고 
나중에 용매 내의 산소에 수소를 전달하여 물을 형성하고는 그 자신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다. 따라서 비록 팔라듐이 비싸긴 하지만 이러한 반응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 또한 희
토류 금속은 크롬에 비해 독성이 적으므로 환경적 잇점이 있다.  

위의 방법으로 일단 크롬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유기용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욱이 용매와 촉매의 혼합물로부터 반응 생성물을 회수하려면 열을 가하여 증류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촉매능이 파괴될 수 있다.  

Sheldon 교수 연구진은 유사한 팔라듐 촉매가 친근한 용매인 물 속에서 작동하도록 고안하였
다. 황을 지닌 그룹으로 변형된 phenanthroline에 팔라듐을 부착시킴으로써 촉매가 물에 녹을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여러 가지 알콜을 첨가하자 촉매반응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NaOH를 첨
가하면 알콜로부터 수소의 제거를 도와 반응속도가 증가하였다. 반응 생성물인 알데히드, 키
톤, 그리고 많은 카르복실산이 소수성을 지니므로 물에 용해되지 않고 팔라듐 수용액 표면에 
떠오르므로 촉매를 건드리지 않고 쉽게 이 것들을 흡수하여 분리할 수 있다.  



 

그림. 팔라듐 수용액 촉매에 의한 알콜산화반응 싸이클.  

현재까지 연구진은 이 촉매를 사용하여 10가지의 알콜로부터 수소를 제거하는 데에 성공하였
다. 만약 유기합성에 자주 사용되는 보다 복잡한 유기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면 
매우 획기적인 일일 것이다. 공업적 응용을 고려해 본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수용액 씨스템은 공정 중에 쉽게 오염되며 비록 소수성 생성물이 물과 쉽게 분
리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증류 공정을 거쳐햐 할 것이다. 그러나 Sheldon 교
수는 촉매 수용액을 반복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
로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산업체의 연구자들이 이 새로운 공정의 엔지니어링 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제성을 
검증하는 일이 남아있다. 안전하고 저렴할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화학공정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와 같이 훌륭한 연구를 통해 그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C&EN, March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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