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받는 임계  근처의 물에 의한 청정 유기 합성 (Chemical & Engineering News, 

78( 1), 26 (2000))

  임계 인 374℃, 221 기압 근처에서 물이 갖는 독특한 물성은 물이 용매로서 뿐만 아니라 

유기 화합물의 반응에서 반응물과 매로 작용할 수 있게 해 다. 어떤 물질의 임계 은 그 

물질이 단일 유체상이 되는 온도와 압력이다. 10여년 에 이 임계  이상으로 물이 가열, 

압축되면 유해 물질들을 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이 알려진 바 있다. 를 들면, 미국 국

방성은 임계 물 산화에 의해 군용 화학무기들을 무해화한 바 있다. 최근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화공과 교수인 Charles A. Eckert는 임계 에 가까우나 이보다 

온화한 조건의 물이 여 히 강한 반응성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 다.

  임계  근처의 물은 상업  합성 공정에서 유기 용매를 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환경 친화  공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임계  근처의 물은 단순한 무극성 탄화수

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을 용해할 수 있다. 그 용매로서의 능력은 아세톤이나 에탄올 정도

가 된다고 한다.

  물은 일반 인 액상에서는 수소 결합의 네트웍 때문에 규칙 인 발달된 구조를 가지고 있

으나, 온도를 올리게 되면 수소 결합이 어들게 되고 구조가 느슨해지며 팽창하게 된다. 결

국 임계  근처에서의 물의 도는 0.7 g/cc가 되게 된다. 유 상수는 상온의 물보다 떨어지

나 여 히 높아 염뿐만 아니라 유기 화합물들도 용해할 수 있다.

  임계  근처 물에서의 반응은 유기 용매에서의 반응보다 생성물의 분리에 있어 유리하다. 

일반 인 화학 공정에서 분리가 차지하는 비 은 60-80%에 이르는데, 고온의 임계  근처 

물에서의 반응의 경우, 단지 온도와 압력을 낮춘 후 물을 decantation하여 분리함으로써 쉽

게 용매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과 물에 녹아 있는 매를 회수, 재사용할 수 있다.

  물의 이온화 상수는 200과 300℃ 사이에서 최고에 달하므로, 산성 hydronium ion과 염기

성 hydroxide ion의 농도는 275℃에서가 25℃에서보다 몇 차수 높게 된다. 결국 이들 이온

들이 산과 염기를 필요로 하던 반응들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므로 매 없이도 반응이 수행

될 수 있다. 를 들면, Eckert 연구 은 산성 매가 없거나 아주 소량 존재 하에 임계  

근처의 물 속에서 방향족 화합물의 Friedel-Crafts acylation을 조사하고 있다. 상업 으로 

이런 반응들은 2-3 당량의 AlCl3 등의 루이스산을 필요로 하여 반응 후 생산물 1 운드 당 

5-10 운드의 염 폐기물이 생성되나, 임계  근처 물 속에서의 반응의 경우 이와 같은 염 

폐기물의 염려가 없게 된다고 Eckert는 말하고 있다. Georgia Tech의 연구 들은 한 임

계  근처 물에서의 알킬화 반응과 알돌 축합 반응을 연구하고 있고, 에스테르 가수분해의 

메카니즘을 조사하여 산 매 작용 반응기구가 임계  근처 물에서 지배 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Chem. Commun., 1999, 2063].

표. 물의 특성

상온 임계  근처 임계

온도, ℃ 25 275 400

압력, 기압 1 60 230

도, g/cc 1 0.7 0.1

유  상수 80 20 2

상  이온화 상수a) 1 1,000 <0.01

a) Kw/Kw,25℃(H2O ⇄ H+ + 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