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임계크로마토그래피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SFC)는 1962
년 Klesper, Corwin, Turner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그러나 SFC는 1981년 
Novotny와 Lee등에 의해서 개발된 capillary 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으로 인하여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Hewlett-Packard에 
있는 Gere 등이 packed-column SFC를 개발한 이후 관심이 증대되었다. 

Gas chromatography(GC)나 high performa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SFC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는 기존 크로마토그래피들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원래 크로마토그래피
는 gas와 vapor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Ramsey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
다. 이 실험에서는 active charcoal 같은 solid adsorbent에서부터 선별적인 흡ㆍ탈
착을 이용하였다. 그후 Tswett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James와 Martin이 gas-liquid 크로마토그래피를 도입하였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
은 장점들로 인해서 분석기기로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크로마토그래피
의 장점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시간이 빠르다.  
mobile phase가 gas인 경우 분석시간은 대체로 20분 이내이다. 

2.  분리능력이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증류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물질들을 적절한 solvent를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3.  정량, 정성분석이 가능하다.  
각기 물질마다 다른 retention time으로 정성분석과 각 peak의 면적으로 
peak 농도를 계산하여 정량분석을 할 수 있다. 

4.  sensitivity가 좋다.  
gas chromatography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sensitivity가 월등히 우수하
기 때문이다. TCD는 가장 단순한 detector이며 100 ppm range까지 감지할 
수 있는 FID등이 주로 사용된다. 

5.  간단하다.  
gas chromatography는 조작하고 이해하기가 간단하고 얻은 data도 쉽게 해
석할 수 있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여 구입이 용이하다.. 

그러나 chromatograph는 batch로 사용되기 때문에 취급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



다. 따라서 chromatographic system이 feed mixture를 대량으로 continuous하
게 분리할 수 있는 continuous chromatographic system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크로마토그래피는 원래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scale up에 문제점이 생긴다. 

1.  분리능력이 우수한 것은 phases가 얇기 때문이다. 

2.  Elution chromatography는 feed mixture를 pulse로써 취급하는 batch 
method이고 component가 mobile phase에 의해서 희석이 되어야 한다. 

3.  유체가 larminar flow일 경우 scale up할 때는 혼합 및 자연대류로 인해서 
system의 안정성 문제가 생긴다. 

Continuous chromatography는 1952년 James와 Martin에 의한 gas 
chromatography가 소개가 된 후 시작되었다. 분석용 gas chromatography가 물질
의 극소량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continuous chromatography는 GC의 inert gas, 
solid carrier 및 Stationary liquid phase의 사용을 최적화하여 light hydrocarbon
에서 oil 및 metal chelates까지 feed 양을 많이 취급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enzyme 및 protein, Dextran 같은 carbohydrate polymer 등의 nonvolatiile 
mixture의 분리까지 확장되었다. 

Scale up 문제는 크게 batch와 continuous형태로 나뉘는데 batch system은 1950
년대 초기 column diameter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2"이상의 
diameter를 가진 column이 사용되고 있다. Continuous system은 1950년도 중반
에 시작되어 여러 단계, continuous countercurrent moving bed, moving 
column system, simulated moving bed 등으로 현재에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Continuous system으로 scale up 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atch system으로 큰 규모로 feed를 주입하는 경우 생기는 빈 공간이 
column efficiency를 감소하게 하며 

2.  continuous process에서는 column size를 증가시킬 때 column length도 증
가시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batch process보다는 유리하다.  
Batch system에서는 back mixing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대부분의 화학공업의 분리공정에서는 경험상으로 continuous system인 경
우 동일 batch process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고 순도가 좋고 비용이 적게 드
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리기술은 혼합물을 신속하고 고순도로 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기기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가 상업적 규모로 응용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
어왔으나 최근 유전 및 생명공학에 의한 제품들에 대한 분리, 정제의 방법으로서 연



구 및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SFC의 급격한 발달은 1981년 Novotny와 Lee 등에 의해서 개발된 모세관 SFC에 
기인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Hewlett Packard에 있는 Gere등이 충진 SFC를 개
발한 이후 관심이 증대되었다. Gas chromatography (GC) 또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서는 분리하기 힘든 물질에 이용
될 수 있는 점에서 최근에 SFC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대별로 본 SFC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2 : 초임계 유체를 이동상으로 최초 사용 

1970 : 밀도를 제어하기 위한 압력 programming 

1977 : 모세관 SFC의 등장 

1982 : 상용화된 분석용 SFC 

1983 : FID를 사용 

1983∼ : SFC의 응용 및 대형화  

SFC에서는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의 부근이나 그 이상의 상태의 유체를 이동상으로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임계 유체는 CO2로서 임계온도가 낮아서 열에 약

한 화합물의 분석에 유효하다. CO2의 임계온도는 31℃이고, 임계압력은 73 atm이

다. 한 물질의 임계온도에서는 기상과 액상의 밀도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기체는 임
계온도를 넘어가면 압력에 상관없이 액화될 수 없다. 새로운 크로마토그래피로서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점차 GC와 HPLC에 대응하는 분석기기로서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Gas Chromatography가 MAartin과 Synge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물질의 증기압이 작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
다. Liquid Chromatography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였으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
선을 거듭하고 있다. 분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Column속에 충진물을 가능한 미세
한 분말형태로 하였고 압력을 가하여 분리도나 분석시간에서 GC에 필적하게 되었
다. GC는 Golay가 개발한 open tubular capillary column으로 분리도가 더욱 좋아
지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SFC에서도 점차로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모세관에서 이동상의 최적 유속을 사용하면 초임계 유체, 기체, 액체가 이동상인 경
우 비슷한 정도의 효율을 가진다. 최적유속은 이동상내 물질의 이성분계 확산 계수
에 직접 비례하고 관의 내경에 반비례한다. 기체가 이동상인 경우 확산 계수는 10-



1cm2/sec로 비교적 커서 최적유속은 가장 빠르다. 초임계 유체와 액체 이동상에서
는 확산 계수가 각각 10-4•10-3, 10-5cm2/sec로 훨씬 작아서 최적유속은 상대적
으로 느리게 된다. 물질이 관을 나오는 시간을 비교하면 기체, 초임계, 액체의 순서
로 유출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속을 최적조건이상으
로 하게되며 특히 초임계 및 액체의 효율은 감소하여서 기체, 초임계 유체, 액체의 순
서로 효율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SFC에서는 GC와는 달리 관의 내경을 줄여야 한
다. 관 내경이 50micrometer가 보통 사용되고 있으며 조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
적유속이상에서 조업하기도 한다. 분리효율, 분석시간, 장치의 간단함, 감지기의 다
양함만을 볼 때에는 GC가 가장 우수하나 휘발성 및 열 안정성 문제가 있다. 물질이
동이 기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휘발성이 필요하다. 물질의 증기압을 높이
기 위해서 온도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열적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현재 화학물질
의 약 15%만이 열분해 없이 증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GC의 사용은 제한적이다. 화
학적 유도체화는 통상적으로 휘발도를 증가시키고 극성을 줄이며 GC분석이전에 물
질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와 같이 화학적 유도체화는 GC 의 응용범위를 늘릴 수 있
다. HPLC는 항상 상온이나 별로 높지 않은 온도에서 조업하므로 열안정성 문제가 
적다. 휘발성의 조건은 물질이동이 액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
나 단점으로는 첫째로 일반적으로 HPLC 는 GC보다 효율이 좋지 않다. HPLC에서
는 보통 25,000 이론 단수인데 비해서 GC에서는 200,000단수까지 얻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HPLC의 감지도 문제이다. UV absorbance나 fluorescence detector
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제한이 있으며 electrochemical 
detector는 감도가 매우 좋으나 electroactive solute에 한정되어있다.. HPLC의 근
본적인 문제는 물질에 관계없이 간단하고 감도가 좋은 감지기가 없다는 점이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HPLC에서도 물질의 감도를 좋게하고 극성을 줄이고 효율을 좋
게하기 위해서 유도체화를 한다. Refractive index detector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
만 감도는 좋지않은 단점이 있다. 특히 세가지의 분야에서 SFC가 유용할 수 있는데 
이는 고온 모세관 SFC분야, 초임계 추출에 상응하는 방법 및 용매가 검출되기 이전
에 제거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GC나 HPLC가 상호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이 두 방법
으로서는 모든 분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한 분석물질이 GC를 사용하
기에는 충분히 휘발성이 없거나 열적으로 불안정하고 또한 분석할 물질이 매우 복잡
한 혼합물질에 포함되거나 액상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GC나 HPLC로
서는 분석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분리문제에서 약 30∼40%까지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SFC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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