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공해 용매 이산화탄소 이용 기술  

이산화탄소는 현재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른 용매에 비해 환경을 덜 파괴시키는 무공해 
용매로 각광 받았지만 그 용해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조 소량의 고분자나 계면활성제 등과 
같은 유용한 물질을 용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압력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친이산화탄소 보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두되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보조용매는 불소를 함유하므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University of Pittsburgh 화학공학과 Eric Beckman 교수 연구팀이 손쉽게 친이산화탄소 물
질을 제조하는 기술을 선보여 이산화탄소의 용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Nature, 
405, 165 (2000)]. 

이산화탄소는 그 임계조건(T
C 

= 31.1℃, P
C 

= 73.8bar)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전이되는

데 액체와 기체와는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진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액체와 유사하
되 기체와 같이 점도는 낮으며 확산속도가 빠르다. 또한 압축성이 매우 크므로 온도와 압력 변
이에 따라 그 용매력이 변화한다. 

1960년대 말 Max Planck Institute for Coal Research의 Kurt Zosel 박사가 농산품의 추출 
용도로 비독성, 환경친화적인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활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타 액체 용매
와 비교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물질을 쉽게 투과할 수 있으며 임계압력 이하로 압력을 낮추
면 잔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는 장점이 있다. Zosel 박사가 개발한 추출기술은 현재 산업적으
로 응용되어 커피콩으로부터 카페인을 제거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용매가 독성
을 지니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폐기 또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섬유의 염색과 탈색, 제약제품의 정제, 화학합성 공정의 중간매체 등으로 그 응용범위
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극성 또는 비활성 화합물에 대한 용매력이 낮아서 이산화탄소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
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친이산화탄소 보조용매를 고안하는 연구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산화탄소 상용화 물질을 설계하는 기본 원리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친화도가 높은 물질을 용해
하고자하는 물질에 부착하는 것이다. 소이산화탄소 물질에는 염색제, 화합물, 촉매, 그리고 부
착후 계면활성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 등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
로 합당한 용해제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친이산화탄소 용해제는 폴리실옥산과 불화탄소이다. 특히, 후자
가 효율적이어서 고분자나 물 등을 이산화탄소 내에 분산시킬 수 있다. Beckman 교수 연구팀
은 불소를 함유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높은 친이산화탄소 성질을 갖는 고분자를 설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에 기여하는 엔트로피(구조)와 엔탈피(상호작
용)을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알루미늄 촉매를 사용하여 가격이 저렴한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
켜 폴리에테르와 폴리카보네이트의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폴리에테르는 매



우 유연하고 고분자간 상호작용이 매우 약하며, 카보네이트 그룹은 유연성을 보다 향상시켜 혼
합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카르보닐 그룹이 친이산화탄소 성질을 띄므로 
혼합 엔탈피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향상되었다. 

연구팀은 프로필렌옥사이드 또는 에틸렌옥사이드 그룹을 25-250개 지니고 카보네이트 링크
가 15-40% 정도인 고분자를 합성하였는데 그 용해도가 불화폴리에테르 보다 우수하였으며 
더욱이 각 단중합체의 용해도와 비교하여 훨씬 향상되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물의 에멀젼
을 안정화할 수 있는 탄화수소 고분자가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원문: Nature, 405, 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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