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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와 같은 용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체와 같이 높은 유동성을 나타내는 高密度 
유체의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을 추출하는 등 원
료로부터 유효 성분을 추출 정제하는 응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초임계 유체를 新 合成
反應의 용매로서 이용함으로서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나 再자원화, 또는 유해 폐기물
을 방출하지 않는 청정공정(Clean Production)의 실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통산성은 21세기의 화학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고효율
이며, 청정한 화학반응공정 개발을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한다. 연구 개발의 기본 
계획 입안을 위해 머지않아 産官學의 조사연구회가 발족한다. 산업계에서는 고베제
강소(Kobe Steel), 미쓰비시화학, 미쓰이석유화학, 올가노, 도요다자동차 등이 참
가 예정이다. 동북대학(Tohoku University) 공학부의 공업기술원 동북기술연구소
는 각각 초임계 유체의 전문 시설을 정비, 상호간에 연구 교류를 활발히 한다. 특히 
동북대는 일본의 초임계 유체 연구의 거점으로써 세계에 정보를 발신하고 있으며 
1997년 5월 11-14일에는 Sendai市에서 제4회 초임계 유체 국제회의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upercritical Fluids: ISSF97)
를 개최하였다.  

올가노(Organo corp.)는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1980년 8월설립)의 위
탁으로 초임계 水중의 산화 분해반응을 이용한 공장 폐액 처리의 대형 파일럿 플랜
트를 건설, 금년 봄부터 실험 운전을 개시했다.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쓰여지는 난분
해성의 유해 화학 물질이 10% 혼합된 공장 폐액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으며 처리 능
력은 1일당 약 1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초임계 유체는 상온에서는 액체인 물이나 기체인 이산화탄소(CO2)를 임계점 이상

의 고온, 고압으로 하였을 때에 나타난다. 물질의 상태는 열 운동과 분자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힘(분자간력)의 겹쳐짐으로써 결정된다. 기체에서는 열 운동, 액체에서는 
분자간력이 지배한다. 그러나 초임계 유체에서는 이 두 힘이 공존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초임계 상태로 되면 이제까지 생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 초임계 CO2를 이용한 가장 잘 알려지고 있는 기술은 유용 성분의 추출 정제이

다. 많은 물질을 잘 녹이면서도 유동성이 높은 성질을 이용한다. 커피의 원두로부터 
카페인, 맥주 원료의 호프로부터 쓴 성분 등을 추출하는 데에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청량 음료수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용화하고 있어 통산성은 알코
올의 분리 정제의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새
로운 화학 반응의 용매로써 초임계 유체의 이용이다. 이제까지의 화학 반응에서는 거



의 모두 유기 용매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어디든지 있는 무해하고 풍부한 물이나 
CO2가 초임계 상태로써 사용된다. 또한 초임계 CO2는 용매이면서도 그 자체가 원료

로도 될 수 있다. 환경에 유해한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되는 CO2가 자원으로서 사용된다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이다.  

한편 초임계수는 거의 모든 물질의 용매로 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 難分解性 물질의 
고속 산화 분해나 유용 자원으로써 재회수하는 뛰어난 반응용매로도 되는 것을 알아
내었다.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프레온 등이 완전히 분해되며, 플라스틱 폐기물
은 초임계 알코올 등 용매에서 분해되어 화학 원료로서 태어나게 된다. 초임계 유체
의 이용 기술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순환형 경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新산업기술
로서 크게 육성되려고 하고 있다. 임계 유체에 의한 화학 반응의 이용 연구가 실용화
에 가장 가까운 것이 초임계수 이용에 의한 유해 폐기물의 처리(SCWO: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에서 연구가 활발
히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CO2)나 폐플라스틱, 바이오매스 등을 고효율 반응으로 再

資源化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아 화학 산업의 새로운 기술의 싹으
로서 육성되어 나갈 듯하다. 초임계水 중의 산화 반응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위에 
유해한 난 분해성 물질이라도 극히 단시간으로 이산화탄소나 물, 유기 염증 등으로 
완전 분해되고 만다. 따라서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유해한 공장 폐액 등을 연속 분
해 처리할 수 있는 소형 고성능의 플랜트가 실현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기초 기술
은 성립되었으나, 실용화에는 유해 화합 물질을 포함한 폐액을 연속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의 개발이 과제였다. 미국에서는 기본 특허를 갖는 하이테크 벤처, 
Modar, 미항공우주국 (NASA), Argonne National Lab 등이 취급하고 있다. 일본
에서는 올가노가 Modar와 제휴, 파일럿 플랜트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공립의 
연구 기관에서도 초임계수 이용에 의한 폐기물의 무해화 연구가 활발하다. 일본 공업
기술원 물질공학공업기술연구소는 프레온을 수분 이내에 99.9% 이상 분해하는 기
초 기술을 확립했다. 공업기술원 동북 공업기술연구소는 유해한 다이옥신 등을 발생
시키지 않고 폴리염화비페닐(PCB)을 완전 분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초임계 유체의 응용 분야는 폐기물의 무해화에 그치지 않고, 꽤 넓은 것으로 보여지
고 있어 화학 산업 전체에 파급될 것 같다. 신기술사업단의 野依 분자 촉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野依 良治 나고야대학 이학부 교수)의 그룹은 초임계 CO2를 용매 겸 

원료로서 사용하여 Acetic acid의 원료로 되는 의산메틸과 용매로서 이용되는 DMF
(Dimethylformamide)의 합성에 성공했다. 유독의 일산화탄소나 메탄을 이용하는 
종래 제법보다 안전하여 더욱이 반응 속도가 100배 가까이 향상되었다. 동북대학 공
학부의 新井 邦夫 교수 등은 PET병에 이용되는 PET(Polyethyleneterephtalate) 
미립자를 초임계수 중에서 가수분해, PET의 원료로 되는 Terephtalic acid와 
Ethyleneglycol로 변환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종래의 산촉매를 사용하는 반응은 분
해에 수시간이나 걸려 생성물 회수에는 촉매 제거 등의 후처리가 필요하였었다. 신기
술을 사용한다면 반응 시간은 겨우 수분으로 더욱이 후처리가 필요없다. 물질공학연
구소는 초임계 CO2중에서 옥수수의 속대나 사탕수수의 찌꺼기 등의 바이오매스를 

산촉매와 반응시켜 순도 98% 이상의 화학 원료 furfural을 단번에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제조공정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10%로 감소하고, 공정이 3단계
에서 1단계로 단순화하는 이점이 있어 바이오매스 재자원화 기술로서 실용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임계 유체의 활용은 커다란 가능성이 있으나 실용상으로까지는 정리해야 할 학문
적인 과제도 있다. 초임계 유체에서의 화학 반응은 현상으로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미세한 molecular level에서 어떠한 구조로 일어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예를 들
면 초임계 CO2를 사용한 의산 메틸 제조의 경우 효율이 높아진 것은 초임계 CO2에 

의해 촉매가 계속하여 새로운 원료 물질과 접촉을 해 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
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의 구축은 이제부터이
다. 여러 가지 초임계 유체의 반응이 체계화되어 자유로이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초
임계 유체공학의 확립이 연구의 커다란 목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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