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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수산화반응은 Eco Waste Tech사에서 연산 9,000톤 규모의 염소화합물 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공정을 처음 실용화하였으며 GNI Group에서는 연산 6,000톤 규모의 염소화합물
의 처리공정이 실용화되었다. 한편 Kimberley-Clark에서는 연산 600톤 규모의 PCB함유 폐
수를 처리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미국 국방성과 에너지성에서는 연산 1,500톤 규모의 화
학무기와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SCWO공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Noram Eng. & 
Con.에서는 연산 1,500톤의 펄프공장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을 실용화하였으며, Texaco 
Chem.에서는 연산 9,000톤의 에틸렌-프로필렌 공정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SCWO를 개발하
였다. 

초임계수산화반응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이 입증되
고 있다. 특히 난분해성물질이 함유된 폐수의 처리에는 탁월한 산화반응속도로 소규모의 장치
에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유출수를 공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
어서 매우 전망이 밝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문헌에 발표된 초임계수산화로 고도처리 가능한 난분해성 유기폐기물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초임계수산화에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화합물은 정유공장의 기름과 용매가 함
유된 산업폐수, 펄프나 종이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슬러지, 제약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용제, 
하수슬러지, 군사화학물질 등에 함유된 난분해성 화합물이다. 최초의 초임계수산화 상업화 예
는 1994년 미국의 Eco Waste Technologies (EWT)가 설치한 Huntsman사에 설치한 것으
로 하루에 약 5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군사화학물질에 적용된 예는 The U.S. Army 
Armament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enter (ARDEC)와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그리고 Foster Wheeler Development Corporation/GenCorp 
Aerojet사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동형 초임계수산화 prototype 장치로서 알칸사스의 Pine 
Bluff Arsenal에서 병기창의 군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매연과 염료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초임계수산화가 Bench scale 규모이상의 실험장치 및 상용장치로 운전되고 있는 사례를 표2
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초임계수산화의 경제성은 약 $50∼$200/ton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폐수처리비용에 비하여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1 초임계수산화로 고도처리 가능한 난분해성 유기폐기물 



Acetaldehyde 
Acetamide 
Acetic acid 
Ammonia 
Aniline 
Benzaldehyde 
Benzene 
Benzoic acid 
Benzylamine 
Chloroform 
Chlorophenol 

Chlorotoluene 
Cresol 
DDT 
Dichlorobenzene 
Dichlorophenol 
Diethylene 
glycol 
Diethyl ether 
Dinitrobenzene 
Ethanol 
Ethylene 
dichloride 
Ethylene glycol 

Hexachlorocyclohexane 
MEK 
Metabolic waste 
Methane 
Methanol 
Methylene Chloride 
Nitroaniline 
Nitrobenzene 
Nitrophenol 
PCB 
Phenol 

Pyridine 
Tetrachlorocarbon 
Toluene 
Trichlorobenzene 
Trichloroethane 
Trichlorophenol 
Urea 
Xylenes 
 
 
 

 

 
표2 상업화된 초임계수산화의 사례 

지
역 

회 사 폐 수 
용 량  

(ton/day) 
경제성 공 정 

미
주 

ABB Lummus 
Crest 

  2   Modar 공정 

GNI group 염소화합물 20 $200/ton Modar 공정 

Kimberly-Clark PCB함유 폐수 2 $187/ton   

ARDEC 군화학무기 9   
Sandia Lab, 
FWD 

DOD 
화학무기, 방사능폐
기물 

5   
General 
Atomics 

DOE PCB, Dioxin 2   MODEC 공정 

Huntsman Corp. 아민류 폐기물 30 $50/ton EWT 공정 

Noram Eng. & 
Con. 

펄프·종이공장 폐

액 
55 $225/ton MODEC 공정 

Texaco Chem. 에틸렌공장폐수 30   EWT 공정 



유
럽 

독일제약회사 컨서
시움 

제약사 생화학폐기
물 

30   MODEC 공정 

KfK사 할로겐화 유기물       

Fraunhofer Inst. 폭약물질함유 폐수       

일
본 

NEDO 소각재의 다이옥신 1     

Organo Corp. 염소화합물 40 $100/ton Modar 공정 

Evara 염소화합물       

Shinko Pantec 산업폐수 30   EWT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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