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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CO2는 유기 용매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대체용매 이외의 용도로서 주목을 받

고 있다.  
영국의 화학자들은 diastereo-selectivity가 전통적인 용매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
우에 초임계 CO2가 하나의 diastereomeric 생성물에게 유리한 반응들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 Leeds 대학의 연구팀은 초임계 CO2에서 

cysteine 유도체들의 산화반응에서 diastereo-selectivity가 압력에 따라 증가한다
는 것을 보고하였다. [Chem. Commun., 1999, 247] 이 연구는 유기화학 강사인 
Christopher M. Rayner, 물리 화학 교수인 Anthony A. Clifford, 그리고 그들의 동
료들에 의해 수행되어졌다. Rayner는 "만약 이런 효과가 광범위한 화학 반응들에도 
보편화되어지고 우리의 발표되지 않은 일부 결과들이 진정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stereo-controlled 합성에서 이 반응의 응용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
게 된다."고 말했다. "Stereo-controled 합성은 정밀화학공업의 많은 분야들 특히 
제약과 농약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임계 유체들은 그들의 임계 온도와 압력 이상에 있는 물질들이다. 기체와 액체사이
의 중간체인 그들의 성질들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조절되어 진다. 초임계 CO2는 저

독성이고 쉽게 회수되어지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Leeds대학의 연
구팀은 일련의 압력범위에서 이온 교환수지와 산화제인 t-butyl hydroperoxide를 
사용하여 cysteine 유도체들의 산화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면은 전통적인 용매에서는 본질적으로 0%의 
diastereomeric excess를 얻는 것으로 부터 초임계 CO2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95%이상의 diastereomeric excess 까지 갈 수 있는 즉, 거의 완벽한 stereo-
control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Mulheim에 있는 석탄연구를 위한 Max 
Planck Institute의 고압 대규모 합성의 그룹 리더인 Walter Leitner는 이러한 발견
은 진실로 흥미로운 결과들이라고 말한다. "화학 합성에 대한 가장 높은 기대가 곧바
로 나타났다. 즉 공정 매개변수로써 초임계 CO2 밀도의 도입은 최적화와 선택도 조
절에 대한 부가적인 자유도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 개념의 훌륭하고 진
기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Leeds 연구팀의 결과들은 특히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 Chemical Science & Technology의 그룹 리더
인 William Tumas의 관심을 가지게 했다. 그는 이 공정이 그 자체로는 환경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화학 합성에 대해 초임계 CO2와 함께 유기 용매들의 대체를 위
한 기회로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 화학반응이 반응성과 선택도에서 상
당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Leeds 그룹의 결과는 특히 선택
도 향상이 임계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당히 높은 압력에 있는 영역인 즉 
CO2가 아주 좋은 용매가 되는 적당한 용매 밀도에서 관찰되어진 것이 의미있고 중요



했다."라고 말했다. Leeds 연구자들은 그들이 관찰하는 이러한 극적인 선택성의 향
상의 원인을 아직은 모르며 현재 그 원인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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