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소고분자의 중합반응 용매로서 초임계 CO2를 사용 

DuPont와 UNC 공동으로 한 Teflon 투자 성과  

DuPont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의 공동연구는 학교와 함께 개발된 기
술적인 부분에 근거를 둘 fluropolymer 시설들에 2억7천5백만달러에 이르는 Dupont의 투자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 새로운 기술은 Dupont, UNC 화학 교수 joseph M. DeSimone과 그
의 학생들의 공동연구하에 1990년 이래 연구되어져 왔다. 물과 chlorofluorocarbons을 대체
하여 fluoromonomer polymerization solvent로서 초임계 CO2를 사용하고 있다.  

DuPont는 Teflon(polytetrafluorethylene) fluoropolymer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Fayetteville, N.C. 부지에 4천만달러의 개발장치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듀폰은 세계적인 규모의 fluoropolymer과 monomer공장 건설에 2억3천5백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연간 2백5십만 파운드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개발 장치는 2000년 안에 가동될 것이
다. Dupont는 상업용 규모의 공장 부지를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North Carolina 
관계자들은 현안의 경제 장려 법안(economic incentive legislation)이 통과되어진다면, 
Fayetteville에 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 공장은 2006년에 가동되어질 것이다.  

미국의 DuPont의 fluoropolymer의 director인 Klaus Kimpel는 그 회사의 초기 생산품은 통
신 케이블과 반도체, 그리고 다른 응용분야에 사용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fluorinated 
ethylene-propylene와 perfluoroalkoxy resins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polytetrafluoroethylene를 포함한 다른 생산물들도 이 새로운 기술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Kimpel은 DuPont는 불소고분자를 합성하는 데 반응 용매로서 사용되는 CFC
(chlorofluorocarbon)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왔으며 대체물질로서 물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결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에 매료되었다고 말한다. UNC의 
DeSimone에 따르면, fluoromonomer은 물에서 보다 CO2 에서 더 잘 용해되어 고분자중합 공

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초임계 CO2의 사용은 폐기물 처리문제 뿐만 

아니라 물을 용매로 쓸 경우 필요로 하는 polymer isolation과 건조(Drying)를 배제할 수 있
다. 사실, DeSimone은 CO2가 물이나 유기 화합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용매로서 무한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1995년에 그와 학생은 perchloroethylene을 대신해
서 CO2와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새로운 drying-cleaning 공정을 상용화하여 Micell 

Technology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DeSimone는 또한 Dupont, Dow Chemical, Rohm과 
Hass, Solvay, Air Products & Chemicals, BOC, 그리고 Praxair로부터 스폰스를 받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연구 기관인 "Kenan Center for the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in 
Manufacturing"의 codirector이다. 그는 지금 polyvinyl chloride와 acrylic 그리고 styrenic
를 포함한 많은 고분자들이 물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낮은 가격과 환경 친화적인 CO2 로 전

환되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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