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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uPont사는 연산 2,500,000톤의 생산규모를 갖는 용융가공성 불소고분자 개발 및 생
산 공장을 건설하는데 4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 공정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응 
용매로 응용한 신공법이다. DuPont사는 이 공정이 성공할 경우에 향후 7년간 2억 7천5백만달
러를 투자, 전세계를 공급 대상으로 하는 불소 고분자 및 불소고분자 제조용 단량체 생산공장
을 설립할 예정이다. DuPont사는 미국 Delaware주 Wilmington시에 있는 연구소인 DuPont 
Experiment Station에 설치된 2백만달러 짜리 Pilot Plant에서 1999년에 불소고분자 제조시
험을 수행하였다. 2000년 말에는 Fayetteville plant가 건설되고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FEP)와 perfluoroalkoxy resin (PFA)의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DuPont사는 상
용화 공장을 건설하기 전 까지 2-3년간 이 기술을 Demonstration할 계획이다. 이 신기술의 
개발로 DuPont사는 불소고분자 제품에 대하여 독특한 성질을 갖는 새로운 등급의 제품을 추가
하게 될 것이다. 이 기술은 기존공정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유동적이며 경제적으로 유리한 공정
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한다. 이 신기술은 DuPont사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의 화학과 교수 Joseph DeSimone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DeSimone
교수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고분자 제조 분야의 개척자이며 DuPont사는 1990년부터 이 교
수의 연구를 지원해 왔다. DuPont사의 Teflon FEP는 우수한 절연성, 난연성, 경량성 때문에 
케이블의 절연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기초로 한 이 신기술은 특수 등
급과 경제성에 밝은 전망를 갖게 한다.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유기용매 내에 존재하는 수소는 
불소고분자의 사슬 전이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소고분자 중합시 용매 내에 존재하는 수소
를 취하게 되면 자유 라디칼의 생성으로 반응 조절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하
므로 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수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 라디칼 반응에 대하여 불활성을 갖
는다. 이러한 사실이 몇몇 반응을 단순화시키고 경제성을 갖게 해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매
우 훌륭한 용매로서 CFCs(chlorofluorocarbons)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용제에 불용성인 
불소고분자에 대하여 좋은 용해성능을 갖고 있다.  

Fluoropolymers can't have hydrogen present in the solvent because it's chain 
transfer agent," he explains. "Carbon dioxide doesn't have any hydrogen, and so it's 
inert to free radical chemistry." This simplifies some reactions and makes other 
economically feasible.  
 

또한 공중합 단량체(comonomers)도 아주 잘 녹이고 중합 후 생성된 고분자를 쉽계 고립시킨
다. 반응 압력을 낮추어 주기만 하면 초임계 유체는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제품인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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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은 같은 고분자를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
들 수 있게 한다. 불소고분자 중합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이나 CFCs
(chlorofluorocarbons) 용제들은 오염이 된다. 그러나 신기술은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
며, 쉽게 분리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물을 용매로 하여 합성된 고분자를 건조할 때, 물의 높은 증
발열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 기술에서는 에너지소모가 매우 적다고 DeSimone은 말
한다.  

DeSimone 그룹은 1992년에 최초로 불활성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자유 라디칼 고분자 중합
(homogeneous free radical polymerization)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 후로 그는 이 
초임계 유체 방법을 dispersion, cationic, ring-opening metathesis, step-growth, and 
additional heterogeneous polymerizations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UNC-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esearch center와 16개의 지원회사들로 구성된 the Kenan 
Center for the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in Manufacturing의 공동센터장이다. 이 연구
센터는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를 코팅 기술에서부터 섬유 염색에 이르는 산업 분야에 적용하
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센터에는 20여명의 연구원과 40여명의 학생 및 박사후
과정이 일하고 있다. DeSimone박사의 UNC 대학 연구실에는 16명의 연구 대학원생과 다섯명
의 박사후과정 그리고 교환교수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기술계약에 따라 DuPont사는 생산이 
시작되면 UNC에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며 관련 기술분야의 연구에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DuPont사의 Fayetteville 공장에서는(Bladen군의 시 북쪽에 위치함) 자동차 유리에 이용되
는 Butacite polyvinyl butyral protective laminates를 생산하며 가성소다 생산에 이용되는 
Nafion polymer membrane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515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듀
퐁사는 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불소고분자 및 불소단량체 생산을 전세계적인 수요에 맞도록 
scale up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North Carolina 주에 이 단위 공장을 설립하는 허가를 아직 받
지 못한 상태이다. DuPont사의 대변인은 이 계획은 North Carolina 주 의회의 성공적인 법률
제정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회사를 위한 경제적 보상 법안이 North Carolina 주 
상원의원인 Tony Rand에 의하여 상정되었으며 공장의 건설은 다른 문제해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DuPont의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상세히 설명하
지 않았다. DuPont사의 세계 시장 사업 부문장인 Henry B. Voigt의 말에 따르면 DuPont사
는 불소분자 시장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새로
운 고분자, 비용절감 그리고 품질 개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DuPont사의 경쟁 회사가 새로운 공
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DuPont사의 이 공장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 훨씬 더 의
미가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이 새로운 투자로 얻게 될 부가적 생산능력과 새로운 제품은 급속
히 성장하고 있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 자신들의 고객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소고분자의 세계 최대 생산자인 DuPont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DuPont사의 불소제품들은 통신, 우주산업, 냉동, 공조, 
의약, 자동차, 전자, 화학공정, 그리고 가용 가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다. 그들의 제품은 Teflon 불소고분자, SilverStone 비점착 코팅, 그리고 Suva 냉매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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