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화의 청정기술 

수소화는 미래의 화학공업에 있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원료가 점차 오일의 구성성분
으로부터 식물에서 추출된 생물학적 분자들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물학적 공급원료들
은 석유화학 원료에 비해 더 고도로 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수소화 반응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액상 또는 고상 물질들을 용매
에 녹인 상태에서 고체 촉매를 사용하여 수소화하는 공정은 다상 반응기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반응
의 속도 결정 단계는 본래의 반응 속도가 아니라 이동 속도가 되게 된다. 수소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
로 온도 조절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종래의 수소화 공정은 환경적 문제점들을 가지
고 있다. 균일계 반응의 경우는, 용매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싸고 독성이 
강한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촉매의 회수, 재사용도 되지 않는다. 비균일계 반응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비균일계 반응은 정량적이지 못하며 선택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분리 정
제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분자체 속에 이원금속촉매를 고정화시키고, 이를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시
스템에서 수소화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최근 예를 들면, 루테늄-주석 촉매를 
사용하여 둘 또는 세 개의 이중 결합을 갖는 고리형 탄화수소를 선택적으로 수소화하는 무용매 일단 공
정을 보고하였다[Angew. Chem. Int. Ed., 40, 1211 (2001)].  
또 하나 종래의 수소화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기술로는 초임계 CO2를 사용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
고 있다. 초임계 CO2의 수소화 반응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소와 유기 반응물과 혼합성이 좋다
는 것이다. 수소와 유기 반응물을 초임계 CO2에 용해시켜 단일상을 만듦으로써 물질 전달 저항을 제거
할 수 있다. 수소화는 초임계 CO2를 반응에 적용시킬 가장 가능성 있는 목표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촉매 회수 문제를 극복할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fluorous biphasic 촉매반응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기
되어 있다. 이 기술은 온도에 따라 종래의 유기 용매와 단일상 또는 분리된 두 개의 상을 이룰 수 있는 
fluorinated solvent의 능력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촉매 반응은 단일상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에서 수
행하고, 반응후 시스템을 냉각시켜 촉매를 fluorous 상으로 분리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제기된 또 하나의 촉매 회수 방법으로는 상온의 ionic liquid와 유기 용매를 초임계 CO2와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이다[J. Am. Chem. Soc., 123, 1254 (2001)]. 사용된 ionic liquid는 CO2에 전혀 
용해되지 않으나 촉매는 이 ionic liquid 상에 쉽게 포함된다. 따라서 생성물을 초임계 CO2로 추출하
면 생성물과 촉매를 깨끗이 분리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상분리 가능 촉매 반응은, 균일계 촉매의 장점
인 분자 설계와 리간드 조절의 용이성을 유지한 채, 비균일계 촉매의 분리, 회수에 대한 장점을 함께 지
닌 시스템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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