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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기를 갖는 방향족 화합물은 다양한 유기화합물이나 농약 및 그 원료로서 화학공
업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芳香環을 특정위치에 치환기를 도입하는 방법
은 현재도 활발히 연구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
물의 치환기 도입법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용매를 사용하여왔으며 예를 들면, 방향족 
에스테르의 합성법과 같이 할로겐화 알킬이나 황산디알킬 등 환경에 유해한 시약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반응속도나 반응선택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촉매가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는 강산이나 중금속과 같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촉매의 회수나 재생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에 2년 전부
터 일본의 物質硏究所는 초임계 알콜이 갖는 커다란 반응성에 주목, 지금까지 PET 
등의 플라스틱의 분해 및 리사이클용 용매로서 초임계 메탄올을 사용하는 예가 증가
하고 있다. 초임계 알콜의 높은 반응성과 용해력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며 반응선택성이 높은 방향족 화합물 및 아세탈의 신규합성법을 개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질연구소와 스미도모화학공업은 1997년 8월부터 공
동연구를 실시해 왔으며 아래와 같은 성과를 얻었냈다.  

(1) 신규합성반응의 이점 

① 알콜을 초임계상태로 하면 반응성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무촉매반응이 가능하다 

② 부반응이 적어 부산물 처리가 용이하고, 반응기 제어가 쉽다 

③ 통상적인 반응에서는 합성이 어려운 물질을 고 선택률로 합성할 수 있다. 

④ 환경에 부담이 큰 벤젠계 용제나 유기염소계의 용제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⑤ 초임계 메탄올에서의 반응은 초임계 에탄올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2) 치환기를 갖는 방향족화합물의 신규합성반응 

① 알킬화반응: 촉매없이 350℃, 120기압에서 하이드로퀴논(HQ)나 크레졸 등의 페
놀류와 초임계 메탄올을 반응시키면, 芳香壕가 알킬화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초임계 
메탄올 대신에 액체 메탄올을 이용하는 반응에서는 산촉매가 없으면 반응이 진행되
지 않는다. 또한, 메틸기를 하나만 도입한 생성물을 선택적으로 합성 가능하다. 기존
의 방법에서는 차례로 메틸기가 방향환에 도입되어, 많은 종류의 생성물이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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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 

② N-메틸화반응: ①의 페놀류로부터는 방향환이 직접 알킬화하는 반응이 진행되었
으나, 방향환에 붙어있는 치환기가 알킬화하는 반응도 발견되었다. 촉매를 첨가하지 
않고 아닐린과 초임계 알콜을 350℃, 150기압에서 반응시키면, 1개의 메틸기가 도
입된 N-메틸아닐린이 98% 이상의 선택률로 합성된다. 이 반응도 종래의 반응조건
하에서는 반응성이 큰 N-메틸아닐린은 RP좌에 반응하고 말아, 2개의 메틸기가 도
입된 N,N- 디메틸아닐린이 되므로 중간생성물인 N-메틸아닐린의 합성은 대단히 
곤란하다. 

③ 에스테르화반응: 촉매를 가하지 않고, 350℃, 150기압에서 레톡시안식향산과 초
임계 메탄올을 합성하면, 100%의 선택률로 p-메톡시 안식향산 메틸이라는 에스테
르가 합성된다. 이 반응도 일반적으로는 촉매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같이 높은 선택
률이 얻어지지 않는다.  

(3) 아세탈의 신규합성반응 

무촉매로 아세톤이나 아세트알데하이드등 케톤류, 알데하이드류와 초임계 메탄올을 
300℃, 100∼160기압에서 반응시키면, 아세탈화가 진행된다. 특히 아세톤에서 디메
톡시프로판을 합성하는 반응은 100%의 선택률로 반응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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