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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온난화룰 일으키는 온실가스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Epoxide와 이

산화탄소를 Tetrabutylammonium bromide를 촉매로 하여 고압(900-1600psi), 고온(90℃ )에서 반응시

켜 고리형 카보네이트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고리형카보네트의 구조는 는 H-NMR, GC=MS, FT-I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세계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매년 평균 1.6%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은 매년 평균 1.9%의 증가로 총 온실 가스의 배출

량 증가보다 높은 배출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산

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1900년대의 증가율 보다

2000-2005년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00ppm이상 증가되어

2005년에 379ppm에 도달 했고 2025-2030년 까지 산

업의 80%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산화탄소의 증가는 2000년대에 비해 40%-11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관해 최근 많은 나라들은 이산화탄소의 감축

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방법 중 물리

적으로는 냉매, 청량음료, 석유회수 등에 이용되고

있고 화학적으로는 메탄올의 제조, 요소의 제조 그

리고 epoxide와 반응시켜 poly(alkylcabonate)의 중

합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과 고리형 카보네이트를 만

들어 제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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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ynthesis of Poly(alkylene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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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

이중 본 연구실에서는 epoxide와 촉매를 이용하여

새로운 고리형 카보네이트를 합성하여(그림 3)

FT-IR과 H-NMR 그리고 GC-MS로 분석 하였다

[그림 3] Synthesis of Cyclic Carbonate

2. 실험

2.1 실험 기구 및 시약

본 연구에서 합성에 사용된 시약은 1,2-epoxy

dodecane((dodecane oxide, DDO) Aldrich, 98%)와

epichlorohydrin((ECH) Aldrich, 99%), 그리고

4-vinyl-1-cyclohexene-1,2-epoxide ((vinylcyclohex

ene oxide, VCHO) Aldrich, 98%)였다. 그리고 실험

에 사용된 촉매는 tetrabutylammonium br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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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4NBr) Sigma-Aldrich, 99%)를 사용하였다.

Hydrochloride acid(HCl), 무수 Magnesium

sulfate(MgSO4)와 Methylene chloride (MC)는 덕산

약품 공업주식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99.99%+의 고순도 이산화탄소는 서진 특수가스에서

특별 주문한 것을 사용하였고, 고압반응기는 Parr사

의 Medium Pressure Reactor를 이용하였다.

2.2 Cyclic carbonate의 합성

500mL의 고압반응기 내 유리반응기에 epoxide(

ECH 30mL(0.38mole), EDD 30 mL(0.14mol),

VCHO 30mL(0.23mol))와 (Bu)4NBr 3g, MC 100

mL를 넣어준다. 이 때 촉매는 수분과의 접촉을 방

지하기 위해 실험 전에 충분히 질소분위기하에서 수

분과의 접촉을 방지한다. 그 후 고압반응기에 유리

반응기를 넣고 밀봉된 반응기 내에 이산화탄소를

600 psi로 충전시키고 약 10분 동안 교반시키며 이

산화탄소가 용액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압

력이 변화되지 않을 때까지 3번 정도 반복하였다.

반응기의 온도를 90 ℃로 설정하고 24시간 반응시켰

다. 이 때 반응기내의 압력은 900～1650 psi 정도 사

이를 유지하였다.

반응이 완결된 후 반응기를 상온까지 냉각시키고,

미반응 이산화탄소를 서서히 배출시켜준다. 생성물

을 MC에 녹여 회수한 후 촉매를 여과하여 제거하

고, 남아있는 촉매는 0.1 M HCl로 세척하여 제거하

였다. 그 후 MC층을 분리하고 반응물이 있는 MC

층을 무수 MgSO4를 넣어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

였다. 감압 증류하여 MC를 제거하여 합성물을 회수

하였다. 이를 다시 vacuum 증류하여 순수한 고리형

카보네이트를 얻었다.

3. 결과.

3.1 chloromethyl ethylene carbonate

epichlorohydrin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통하여 5각

형의 고리형카보네이트인 chloromethyl ethylene

carbonate을 얻었다.

이 합성의 결과는 H-NMR에서 δ 4.3ppm은 Ha, δ 

4.5ppm은 Hb. δ 4.6ppm Hc로 나타내었다. 이는

chloromethyl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chloromethyl기

와 같은 위치에 붙어 있는 Hc가 가장 큰 영향을 받

아 제일 downfield에 나오고, 반대편에 같은 위치에

붙어있는 Ha,와 Hb는 chloromethyl기와 같은 방향에

위치해있는 Hb가 더 영향을 받아 Ha보다 downfield

에 나오게 된다.(그림 4)

[그림 4] H-NMR of chloromethyl ethylene carbonate

GC-MS로 분석한 결과 e/z 137은 chloromethyl

ethylene carbonate의 분자 이온 피크를 나타낸다.

(그림 5)

[그림 5] GC-MS of chloromethyl ethylene carbonate

FT-IR에서는 1750 cm
-1
의 피크는 C=O를 나타내

고, 1250 cm
-1
의 피크는 O=C-O를 나타냄으로써

chloromethyl ethylene carbonate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그림 6] FT-IR of chloromethyl ethylene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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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C-MS of dodecylene carbonate

[그림 7] H-NMR of dodecylene carbonate

3.2 dodecylene carbonate

1,2-epoxy dodecane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통하

여 5각형의 고리형카보네이트인 dodecylene

carbonate을 얻었다. 이 합성의 결과는 H-NMR에서

δ 4.0ppm은 Ha, δ 4.5ppm은 Hb. δ 4.6ppm Hc로

나타내었다. 이는 decanyl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decanyl기와 같은 위치에 붙어 있는 Hc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제일 downfield에 나오고, 반대편에 같

은 위치에 붙어있는 Ha,와 Hb는 decanyl기와 같은

방향에 위치해있는 Hb가 더 영향을 받아 Ha보다

downfield에 나오게 된다.(그림 7)

GC-MS로 분석한 결과 e/z 183.2은 dodecylene

carbonate의 분자 이온 피크를 나타낸다.(그림 8)

FT-IR에서는 1750 cm
-1
의 피크는 C=O를 나타내

고, 1250 cm
-1
의 피크는 O=C-O를 나타냄으로써

dodecylene carbonate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그림 9] FT-IR of dodecylene carbonate

3.3 4-vinyl cyclohexylene carbonate

4-vinyl-1-cyclohexene-1,2-epoxide과 이산화탄소

의 반응을 통하여 5각형의 고리형 카보네이트인

4-vinyl cyclohexylene carbonate를 얻었다. 이 합성

의 결과는 H-NMR에서 δ 5.0ppm은 Ha, δ 5.1ppm은

Hb. δ 5.7ppm Hc, δ 4.7ppm Hd로 나타내었다. 이

는 cyclohexanyl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Ha와 Hb가

비슷한 부근에서 나오고 C-C=C의 영향으로 Hc가

제일 downfield에 나오고 C=C의 영향으로 Hd가

4.7ppm에서 나온다(그림 10)

[그림 10] H-NMR of 4-vinyl cyclohexylene carbonate

GC-MS로 분석한 결과 e/z 169은 4-vinyl

cyclohexylene carbonate의 분자 이온 피크를 나타

낸다.(그림 11)

[그림 11] GC-MS of 4-vinyl cyclohexylene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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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에서는 1750 cm
-1
의 피크는 C=O를 나타내

고, 1250 cm
-1
의 피크는 O=C-O를 나타냄으로써

4-vinyl cyclohexylene carbonate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2)

[그림 12] FT-IR of 4-vinyl cyclohexylene carbonate

4. 결론

이번 실험에서 세 가지 고리형 카보네이트의 합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모두 H-NMR에서

oxide일 때 보다 cyclic carbonate로 합성되었을 때

Ha, Hb, Hc의 피크가 모두 downfield에서 나오는

것과 GC-MS를 통해 CO2의 분자량만큼의 변화, 그

리고 FT- IR로 C=O, O=C-O의 peak를 확인하여

반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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