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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초임계유체공정  

 

1. 사업개요  

 

1-1. 기술의 개요 

초임계유체란 아래 그림에서 보인 것 처럼 "임계 온도와 압력 이상에서 있는 유체"로 정의되며 기존의 용매와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매의 물성은 분자의 종류와 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비 압축성인 액체 용매
는 분자간 거리가 거의 변화하지 않아 단일 용매로서는 커다란 물성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초임계상태에 있는 
유체는 밀도가 이상기체에 가까운 희박상태에서부터 액체 밀도에 가까운 고밀도 상태까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체의 평
형 물성 (용해도, entrainer 효과), 전달 물성 (점도, 확산계수, 열전도도) 뿐만 아니라 溶媒和 및 분자 clustering 상태를 조절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임계유체기술은 물질이동과 열이동이 빠르고, 저점도, 고확산계수로 인한 미세공으로의 빠른 침투성 등
과 같은 초임계유체의 장점을 이용한 기술로서, 기존의 반응 및 분해, 추출, 증류, 결정화, 흡수, 흡착, 건조, 세정 등의 공정에서
의 저효율, 저품질, 저속, 환경에의 악영향 등과 같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대
표적인 초임계유체로 임계점이 상온에 가깝고, 무독성, 불연성이면서 가격이 매우 싼 이산화탄소(T

c
=31℃, P

c
=73atm)를 사

용하면 환경친화성 또는 에너지 절약형 공정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세공이 많은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의약품, 향
료, 식품공업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임계 상태의 물(T

c
=374℃, P

c
=218atm)은 그 자체가 산화 촉매로서의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염은 용해하지 못하는 반면, 유기화합물과 산소, 수소 등을 완전히 녹이기 때문에 미세입자의 제조나 
난분해성물질의 분해반응, 합성반응, 라디칼 반응, 이온반응의 제어가 가능하다. 초임계 메탄올(T

c
=239℃, P

c
=79atm)은 극

성용매와 탄화수소의 용해도가 매우 커서 분해반응 및 합성반응에 이용되고 있다.  
 

1-2. 초임계유체 기술의 중요성  

초임계유체공정기술은 화학공업, 재료공업, 전자공업, 반도체공업, 기계공업, 환경공업, 식품공업, 제약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이용되는 반응 및 분해, 결정화, 증류, 추출, 흡수, 건조, 흡착 등과 같은 여러 산업공정 또는 제품 공정에서 고품질의 제품향
상, 효율향상, 환경친화공정, 에너지절약공정, 또는 고속공정을 위한 공통적 기반기술로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
리 나라에서도 이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 청정생산기술 : 유기용매 대신에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용매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원천 

적으로 방지하는 공정 

▶ 에너지절약 공정 : 임계온도가 낮은 용매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정 

▶ 상온공정 :향료와 같은 열변성 물질의 추출이나 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정 

▶ 단일상 공정 : 기체, 액체, 고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존 반응이나 분리공정은 상사이의 물질전달이 이루어 

진 후 반응이나 분리가 이루어지나, 초임계공정은 단일상(Homogeneous Phase)에서의 조작이 가능하여 

분리효능이나 반응효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정 

▶ 물성조절 공정 : 단순히 온도와 압력의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초임계유체의 밀도와 특정 물질에 관한 용해력 

을 큰 차이로 변화시킬 수 있어 공정의 운전범위가 넓고 다양한 물성을 갖는 제품의 제조공정 



▶ 무촉매 공정 : 초임계유체 자체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촉매작용으로 무촉매 반응공정  

초임계유체는 종래의 용매의 개념을 타파하는 새로운 용매로서 소재ㆍ물질ㆍ공정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공학적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환경용
매에 대한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초임계유체공정기술을 기술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기술분야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1-3.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외의 기술동향 및 수준] 

초임계유체에 관련된 국제회의는 현재 소재ㆍ물질ㆍ공정 분야에서 반응, 증류, 흡착, 흡수, 고액분리, 결정화 공정 등과 비교하여 가장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97-98년에 개최된 11건의 국제회
의는 다음과 같다.  

1997년 

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lecular Thermodynamics and Molecular Simulation (1.11-1.14, Tokyo, Japan) 

2) 4th Meeting on Supercritical Fluids and Environment <ISASF>(1.20-1.21, INSA-Villeurbranne, France) 

3)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percritical Fluids <ISSF97> (5.11-5.14, Sendai, Japan) 210편 논문 

4)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Hydrothermal Reactions (7.20-7.24, Tennessee, USA) 

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Pressure Science and Technology <AIRAPT> (8.25-8.29, Kyoto, Japan) 

6) AIChE Annual Meeting <AIChE97> (11.16-11.21, LosAngeles, USA) 

7) Separation Technology VII, "Separation for Clean Production" (10.26-10.31, Davos, Swiss) 

8)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y (9.15-9.17, Birmingham, UK) 

1998년 

9) 5th Meeting on Supercritical Fluids Material and Natural Products Processing <ISSF98>(3.23-3.25, Nice, France) 

10) 8th Conference on properties and Phase Equilibria for Product and Process Design (4.26-5.1, Netherlands) 

11) AIChE Annual Meeting <AIChE98> (11.15-11.20, Miami, USA)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분야 

회의 

분야
ISSF97 AIChE97 AIRAPT97 ISSF98 PPEPPD98 AIChE98

추출ㆍ분해 35% 25% 5% 52% 3% 18%

반 응 21% 18% 25% 8% - 23%

재 료 14% 25% 42% 31% 13% 26%



물 성 20% 15% 23% 12% 70% 27%

미셀구조 8% 9% 5% 8% 3% 4%

수치해석 2% 8% - - 18% 7%

 

유체의 분류별로 보면 초임계이산화탄소가 주로 연구되다가 최근에는 초임계수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논문의 서론에는 초임계 유체는 'Environmental..., Earth Friendly..., 
Sustainable...'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환경용매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제회의가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추출ㆍ분해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근래에는 고분자 
프로세스, 미세입자제조, 초임계용매하에서의 반응 등이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ISSF97에서 분해반응를 제외한 순수반응에 관련된 논문이 44편(21%)를 차지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
다. 초임계유체기술에 대한 전문지인 J. of Supercritical Fluids에는 최근 2-3년간 반응 15%(반응결정화, 가수분해, 합성반응), 물리조작 35%(추출, RESS, GAS), 물성 50%(상평형, 임계궤
적, 수소결합...)을 차지하여 반응 및 물리조작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초임계유체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의 국내외 개발현황 및 수준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연구, 기술개발, 또는 응용기술의 수준이 선진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계유체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의 국내외 개발현황 및 수준  

분야

적용기술

국내외 개발현황

국내수

준 

선진국 

100
항목 유체 종래기술

식

품 

공

업  

화

학 

공

업  

합성 

ㆍ 

반응

PS, PVC, SBR 등 폴리머 제조 CO
2 Autoclave 반응 반응기구연구진행, 연속제조가능 40

TDI증류잔사의 TDA(Toluene diamine)로 
회수

H
2
O 알카리촉매공법 神신신神戶製鋼所(일본)상업화 30

cis형, trans형의 구조변환에 의한 이성체 제
조

CO
2

크로마토그래프분
리

영국의 Leed대학 실험실적 합성 30

아미노산유도체 합성 CO
2 액상용매 촉매반응 실험실적연구 40

에스테르축합반응의 고속화 CO
2 액상용매 촉매반응 실험실적연구 40

PET, PMMA 고분자합성 CO
2 용매내의 합성 미국, DeSimone기초연구 70

천연향료 자스민의 합성 CO
2

P-K RXN in 
DMSO

국내연구진, 실험실적연구 100

수첨탈황반응 H
2
O 삼상촉매반응 일본, 도후쿠대 실험실적연구 50

고체촉매의 비활성화방지
n-
C

6
H

10

촉매산처리, 금속담
지

미국, 중국기초연구 50

추출

식품중의 엑기스성분, 약효성분, 향료의 추출 CO
2 고액, 액액추출 미국 1, 일본향료회사 4에서 상용화 70

커피에서 카페인 제거 CO
2 고액, 액액추출 미국, 독일에서 상용화 70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물질 추출 CO
2 TBP용액추출 일본 나고야대 기초연구 30

DDS용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입자 제조 CO
2

용액결정화, 분무건
조

RESS, GAS공법, 국내연구도 활발 70



의

약 

공

업  

재

료 

공업

재료
페인트, 코팅, 잉크용 미세입자제조 CO

2
용액결정화, 분무건
조

일본, 미시마 상업화 진행 50

무기산화물 미립자의 제조 H
2
O 분쇄, 수열합성, 결

정
일본, 도후쿠대 기초연구 70

항암제, 단백질, 인슐린의 미분체 제조 CO
2 용액결정화 일본, 미국 실험실적 기초연구 30

분획

폴리머에서 미반응물질의 제거 CO
2 증류, 분류 일본 40

초임계 크로마토그래피 CO
2 증류, 추출 일본시세이도사의 EPA분리 40

알코올의 무수화 공정 CO
2 증류, 멤브레인 일본 Kobelco사에서 상업화 70

향료에서의 탈 테르핀화 공정 CO
2 분류, 선택용제추출 독일, 국내에서 기초연구 80

분리 세라믹의 탈 바인더 CO
2 용제추출, 열분해 미국 실험실적연구 40

세정

마이크로머신의 세정 CO
2 CFC-113 일본 기초연구, 국내3사 관심 50

초임계CO
2
이용 CFC-113, 1,1,1-TCE대

체세정

CO
2

CFC-113, 1,1,1-
TCE

미국 상업화 40

건조

에어로젤의 제조 CO
2 치환건조 미국, 일본 기초연구, 국내연구진행 70

목재의 건조 CO
2 열풍건조, 자연건조 국내연구진행 70

담지

미세공담체에의 impregnation CO
2 용액건조법 국내외 기초연구 70

섬유에 염색공정 CO
2 액상염색 독일섬유연구소, 스위스 시바게이지 70

환

경 

에너
지

분해 폐수 중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 H
2
O 활성오니, 습식산화

미국의 EWO에서 PCB분해용 파이
럿트

80

산화 반도체공장 폐액의 처리 H
2
O 중화, 폭기, 침전 일본, 신일철 세미콘사, 35ton/day 30

재생 PET, FRP, PP 등의 분해 H
2
O 연소, 매립 일본의 구마자와 Bench규모 연구 70

에너
지

Furfural 반응초임계정류 C
3
H

8 액상촉매반응
일본, 90%에너지절감, 2차부반응억
제

40

국내 초임계유체공정 연구 분야 및 기관  

산업분야 초임계유체공정 연구기관

환경산업 초임계수산화반응
한화그룹, 남해화학(주), KIST, 화학연구소, 
숭실대, 서강대, 아주대, 한양대, 서울대

화학공업 초임계합성, 알킬화반응, 수소화반응 한효과학원, KIST, 아주대

식품/의약품 천연식물로부터 유효성분 추출 두산, 아주대, KIST, 서강대, KAIST, 단국대

환경산업 폐타이어 및 폐플라스틱의 분해기술 서강대, 한양대, KIST



식품/의약품 주목으로부터 Taxol 추출 제일제당, 정식품, 태평양, 두산, 아주대

식품/의약품 귤껍질로부터 PA추출 KIST, 인하대

염색공업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청정염색공정 KIST, 영남대

환경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오염토양복원 울산대, 경북대, KIST

환경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폐윤활유재생 KIST, 영남대

에너지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알코올 농축 KIST, 고려대

에너지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이성체분리 한국자원연구소

식품공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EPA/DHA정제 KIST

재료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미세입자제조 수원대, KIST, 아주대, 서강대, 영남대

에너지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흡착탑 재생 KIST, 단국대,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재료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에어로젤 제조 서강대, KIST, 포항공대

고분자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고분자 중합 성균관대, 연세대, KIST

화학공학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공정 단국대, KIST

고분자산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발포공정 KIST, 영남대

화학공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세정공정 KIST, 대우전자

식품공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유제품에서 콜레스테롤제거 제주대

화학공업 초임계유체 열역학/용해도
KIST, 연세대, 울산대, 서강대, 고려대, 영남
대, 성균관대, KAIST, 포항공대

화학공업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잔사유분리/금속추출 한국자원연구소

 

1-4. 초임계기술의전망  

국내 연구개발투자는 1985년부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과기부를 중심으로 연구투자가 시작되어 동력자원부, 청정생산과
제 및 에너지 절약과제, 환경부 등에서도 매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Source: http://kordic.re.kr/] 1997년과 1998년
에는 4-5개의 초임계유체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한국화약그룹연구소, LG화학, 남
해화학, 두산기술원, 태평양, 정식품, 제일제당, 동아제약, 현대약품, 한국신약(주), 삼성전자, 대우전자, 제일화학(주) 등 20
여개의 회사에서 연구투자를 하고 있어 매년 수억원의 연구과제가 제안되어 수행 중에 있다. 향후 5년간 연구투자 전망은 국
내 정부투자 연구과제수의 증가로 예측하여 보면 매년 6-8건의 새로운 연구과제가 제안되어 2010년경에는 매년 약 10건
의 과제를 정부에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부문도 이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 국내 전체적인 연구투자는 
매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다. 

국내 화학공학, KIChE J. 화학공업과 기술, 공업화학, 화
학공학의 이론과 응용에 발표된 초임계 관련 논문을 보
면 1982년 처음 논문이 발표되어 1988년 이후에는 10
년간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 1998년에는 
39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초임계유체기술의 관심이 고조
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



다면 5년후 2004년경에는 60건,그리고 2010년 경에는 
매년 80건의 초임계유체기술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리
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원천기술인 초임계유
체기술에 대한 성장잠재력 의 배양을 위한 국가차원에서 
연구투자가 지원된다면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초임계유체기술 분야  
 

현재 초임계유체공정기술은 광범위한 기초산업공정 분야
의 제품, 부품, 공정개발, 분석 등에 이용되고, 향 후 응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화학공업, 의약품산업, 
에너지환경산업, 화장품향료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관련 시장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 기 술 수 요 처

의약품 공업
효소, 비타민의 정제 및 회수, 동물, 식물에서 약효성분 추출 (알칼로이드, 토코페롤 등) 의약품 원료의 농축, 정제, 탈용제, 지
방혼합물의 분리 및 정제 (글리세라이드, 지방산, lecithin) 효모, 균체생성물의 추출

식품 공업
동물유지의 추출 (어유, 간유), 식물유지의 추출 (대두유, 해바라기유, 팜유, 코코아, 커피), 식품의 탈 지방 (튀김, potato 
chip, 무지방 녹말), 커피, 차의 카페인 제거, 향신료의 추출, Hop의 추출, 식물색소의 추출, 식품의 탈색, 탈취, 알코올 음료
의 연질화

화장품 

향료 공업

천연향료의 추출, 합성향료의 분리 및 정제, 담배의 니코틴 제거 

화장품 원료의 추출 및 정제 (계면활성제, 지방산 에스테르, monoglyceride)

화학 

공업

탄화수소의 분리 ( 지방족과 방향족의 분리, Naphthene계의 분리, olefin의 분리, n-paraffin과 iso-paraffin의 분리), 유기

합성원료의 정제 ( carbonic acid, ester, adipic acid, tere-phthalic acid, caprolactam, DMP), 유기용매 수용액의 탈수 
(알코올, MEK), 공비화합물의 분리 (ethanol), 희석재로 이용 (중합반응, paraffin의 이성화 반응), 반응약제 (저급지방산
염 수용액에서 지방산의 회수), 농산물 및 임산물의 추출 및 정제 (발효원료의 전처리, terpene 왁스 회수), 지방산의 분리 
알루미늄 알킬의 회수, 고분자물질의 분획 (poly carbosilane, 실리콘유, perfluroether, halogenated carbon), 활성탄 재생

에너지 공업
석탄성분의 추출 (paraffin, tar, 재), 석탄액화유의 추출, 석유 잔사 유에서 아스팔트 및 중금속 제거, 원유 또는 중질유의 경
질화, Biomass 알코올의 농축, 탈수

재료산업 무기산화물의 미세입자, 생분해성고분자의 미세입자, 세라믹 바인더 제거, 

환경산업 초임계수산화공정(SCWO),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분해/회수, 초임계염색, 환경호르몬 분해, 

 
 
초임계 유체 공정은 초임계유체의 우수한 물리, 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기존의 공정의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기술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환경 친화적 공정, 에너
지 절약 공정, 비독성 용매의 장점은 식품공업, 의약품공업, 재료공업, 환경산업 등에서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초임계 유체 공정 기술은 기존 공정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원
천요소기술로서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서 우리 나라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초임계유체공정기술은 고분자 합성 및 프로세스, 미세입자 제조, 초
임계용매 하에서의 반응, 초임계수산화공정 등이 많은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5년 후 국내의 시장 규모는 약 수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 실행계획  

2-1. 최신연구동향 제공 



국내외의 최신 연구동향정보 등을 수집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모든 자료수집은 우선 선진국에서의 초임계유체공정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집중 입수한다.  

가. 수집방법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보편적인 정보의 수집 

2) 과학기술문헌, 특허 현황조사를 통한 정보의 수집 

3) 다국적 기업의 개발현황 뉴스 입수 

4) Fax 및 서신을 통한 관련자료 입수 

5) 학회참가 및 유관 기관의 방문에 의한 보완자료 입수  

나. 수집분야 

1) 초임계유체 추출공정 

2) 초임계유체 반응공정 

3) 초임계유체 세정공정 

4) 초임계유체 환경복원 

5) 초임계유체 염색공정 

6) 초임계유체 Fractionation 

7) 초임계유체 크로마토그래피 

8) 초임계유체 건조공정 

9) 초임계유체 분석기술  

2-2. 초임계유체 홈페이지운영 

초임계유체연구실(Supercritical Fluid Research Lab)의 홈 페이지 운영한다.  

http://www.sfrl.re.kr에서 초임계의 기초 과학 자료 및 전세계 초임계유체 연구팀 및 개인 홈페이지 link작성, 초임계유체관련 학회 및 conference 정보제공, 초임계유관 회사 link제공, 기술 타
당성 검토, 기술지도 및 자문, 국내의 초임계관련 논문 list작성 등을 운영한다.  

2-3.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본 사업으로 학.연.산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협력을 통한 초임계유체공정 관련기술부문의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 과제탐색에 기여토록 한다. 본 사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정부 부처에서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 정립 

2) 대기업에서의 물질 및 공정개발 연구의 방향조정 및 정립 

3)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연구지원을 위한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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