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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화학의 세계에서 이산화탄소(CO2)는 오랫동안 떠오르는 샛별처럼 여겨

져 왔다. 그러나 이 별은 아직까지 지평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에
나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이 기체 물질은 압축시키면 액체로 변하여 적어도 이론
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완벽한 용매가 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는 가격이 저렴

하고 생물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용 후 시스템에 가해 주었던 압력을 내리면 기
체로 배출되므로 후처리가 아주 간단하다. 이 때문에 화학공학자을 비롯한 엔지니어
들이 컴퓨터 칩의 오염 기름을 제거하고 옷을 세탁하는 것에서부터 플라스틱과 약
품 제조시의 용매 물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꿈꾸어 왔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이산화탄소를 압축시켜 액화시키거나 액체와 비슷한 초임계
(supercritical)상의 이용기술을 개발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연간 
수십억kg의 유독한 유기 용매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산화탄
소에 녹는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연구로 이산화탄소가 
'용매' 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의 화학공학과와 화학과 교수 
Joseph DeSimone의 주도하의 미국-이탤리 공동 연구팀은 최근 Science에 발표
한 논문(1996년 12월 20일자, p.2049)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업공정에 중요한 여
러 화합물들을 포함하여 기름(greasy)분자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면활성제를 만들었다고 보고하였다.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산화탄소가 용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다양한 종류의 분
자들과 혼합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처음에는 그 해결책이 쉽게 얻어질 것으로 기
대했다. 즉, 단순히 한 쪽은 CO2에 붙고(stick) 다른 한 쪽은 CO2에 녹은 분자들에 

잘 붙는 친(親)-이산화탄소 분자(계면활성제)들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들은 이러한 성질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산화탄소는 불소고분자인 
Teflon• 만큼이나 활성이 없어서 어떤 것도 붙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
에서는 이러한 계면활성제 장벽을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DeSimone교수와 연구진
과 University of Texas-Austin의 연구진은 각기 별도로 CO2 에도 붙고 수용성 

화합물에도 붙는 계면활성제들을 개발[Science, 1996년 2월 2일자, p.624]하게 되
어, 단백질과 다른 친수성 생체분자들을 처리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DeSimone연구팀, 그리고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와 이탤리 University of Palermo의 연구진들이 그리스, 오일, 절삭기 
용제,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분자를 포함한 비극성, 즉 소수성(疏水性)분자들을 CO2



에 녹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에 친화적인 불소화 아크릴레이트(fluorinaed 
acrylate)화합물을 비극성 고분자인 polystyrene에 연결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계면
활성제를 만들었다. 이 연구팀은 grease와 같이 보통 같으면 CO2에 녹지 않을 

polystyrene으로 코팅된 하나의 조각판이 들어 있고, 이산화탄소로 채워진 용기 속
에 이 새로운 계면활성제 물질을 집어넣어 테스트 해보았다. 이 과학자들은 이 계면
활성제의 polystyrene쪽 끝이 조각판에서 붙어 있던 polystyrene을 떼어 내어 親
이산화탄소쪽 끝이 바깥으로 나오고 폴리스티렌이 가운데 붙잡혀 있는 球 형태의 
micelle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 결과 액체 이산화탄소 속의 조각판이 
깨끗해져 보였다. 이들은 또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SANS)에 의한 분
석결과 micelle 이 실제 형성됨을 확인했다. 이들은 polystyrene에 중수소(D)로 치
환된 polystyrene을 조각판에 코팅하여 표시(marking)를 하고, SANS를 사용하여 
이들 D-Polystyrene이 micelle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 과학
자들은 용기에 가하는 압력을 조절하여 micelle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깨트릴 수
도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화학전공자들이 micelle내에 일어나는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줄 가능성 때문에, micelle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용
할 것입니다." 라고 DeSimone은 언급한다. Micelle들을 깨뜨려서 화학자들은 그 속
에 들어 있는 grease를 마이크로칩으로부터 용액 밖으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연구가 현재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긴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였지요. 그러나 드디어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자기 역할을 해
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University of Pittsburgh의 화공학과 Eric Beckman
교수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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