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S(Rapid Expansion of Supercritical Solutions)

    초임계 유체의 용해력은 약간의 온도, 압력 변화에도 상당히 달라진다. 

따라서, 고밀도의 초임계 유체에 용질을 용해시킨 후 노즐을 통해 흘러 보내

게 되면 갑작스런 팽창으로 거의 대기압까지 밀도를 낮춤으로서 용질의 용

해도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임계점 근체에서 압력에 있어서의 약간의 

감소가 용해도에서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오며 그렇게 함으로서 높은 과포화

도가 얻어진다. 팽창은 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과포화도가 

10-5sec이하의 매우 짧은 시간에서 얻어짐으로서 정제된 입자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RESS라 한다.

    RESS법에서는 초임계유체가 대상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고압의 장치에 

들어가서 대상물질을 용해시키고 그 용액은 노즐을 통해 분사되어진 후 초

임계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의 급격한 감압을 통해 열전달속도에 지배를 받

지 않고 단지 음속의 속도에서 매우 높은 과포화도를 가져옴으로서 나노에

서 마이크로 크기의 범위를 가진 정제된 입자를 결정화시킬 수 있다. 운전 

조건을 바꿈으로서 whisker이나 membrane의 결정화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RESS 공정에 시도된 용매-용질계의 일부와 이들 제품 형태, 조건 등을 

Table에 요약하였다.



solute-solvent

autoclave 

temp.

℃

system 

pressure,

bar

pre 

expansion 

temp. ℃

product morphology

SiO2-H2O 260 580 450 >1.0㎛ thick film

SiO2-H2O 300 590 470 0.1～0.5㎛ diameter spheres

GeO2-H2O 25 580 475 5㎛ agglomerates

GeO2-H2O 25 580 445 0.5～1.3㎛ diameter spheres

SiO2, KI-H2O 385 580 500 20㎛ agglomerates

Si-NH3 250 284-415 350 a

SiO2-NH3 285 204 350 a

ZrO(NO3)-ethanol b 175 375 ～0.1㎛ particles

Si3N4-NH3 16-385 136-306 280-410 a

polystylene-pentane 200 170 350 20㎛ diameter spheres

polystylene-pentane 200 170 200 1㎛ φ x 100～1000㎛ L filbers

polypropylene-pentane 225 170 200-400
1㎛ φ x 100～1000㎛ L filbers or 0.5～1㎛ 

particles

poly(carbo silane)-pentane c 102 375 1㎛ φ x 80～160㎛ L filbers

poly(carbo silane)-pentane c 238 250 <0.1㎛ particles

poly(phenyl sulfone)-propane 125 170 150 agglomerated sphere(each sphere ～0.5㎛ φ)

poly(methylmethacrylate)-propane 125 170 125-300
1㎛ φ x 100～1000㎛ L filbers or 0.5～1㎛ 

particles

poly(vinyl chloride), KI-ehanol 250 170 350 7㎛ diameter spheres

a: 용해도가 너무 낮아 RESS제품이 생성안됨.

b: 3.0g ZrO(NO3)2/l의 에탄올이 들어있는 premixture를 초임계 공정에 직접 펌핑.

c: 초임계 반응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3230 ppm 용액을 375℃로 예열하여 팽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