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폭약과 고성능 폭발물 제조

    고체 폭약과 폭발물들은 초임계 역용매 침전에 의해서 제조되어진 최초

의 물질이다. 이러한 성분의 작은 입자들은 연소 공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

다. 사실, 고체 폭약의 폭발로부터 높은 에너지는 물질의 입자 크기에 의존

한다.  초임계 역용매 미세화의 첫 번째 응용은 Gallagher 등에 의해 제시되

었다. 그들은 액체 회분식 공정에서 nitroguanidine(NG)의 미세입자를 제조

하는 것을 제시하 다. 여러 가지 액체 용매와 chlorodifluorlmethane과 CO2

의 두 가지 다른 역용매들이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NG결정체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과포화 비율의 강한 향력을 발견하엿으며, 여러가지 형태(구

형, 큰 결정체들, snowballs, starbursts)들이 다른 팽창 경로에서 관찰되어

졌다. 입자는 약 1μm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으나 더 빠르게 역용매를 첨

가하면 더 작고 일정한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연구 그룹이 또한 

acentone, γ-buty-rolactone 그리고 cyclohexanone 으로부터 cyclonite 

(RDX)와 homocyclonite (HMX) 침전 공정을 수행했다. 그들은 RDX의 큰 입

자 생성과 RDX 생성시의역효과를 가지는 HMX를 분리할 목적이었다. 그 결

과들은 역용매의 분사의 속도로부터 입자의 차원에 의존함이 확실시 되었다. 

입자 차원과 균일성은 사용되어진 다른 유기 용매에 의해 향을 받았다. 동

일한 실험 조건에서 acetone으로부터의 침전과 비교해 볼 때 

cyclohexanone으로부터의 침전은 더 작고 더욱더 균일한 입자를 생성했다.  

HMX는 액체 회분식 절차를 사용한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 acetone와 γ

-butyrolactone으로부터 침전되어졌다. 다른 폭약 3-nitro-1,2,4-triazole- 

5-one는 Lim 등에 의해 수행되어졌다. 그들은 dimethylformamide(DMFA), 

dimethylsulfoxide(DMSO), 그리고 methanol로부터 초임계 에 의해 침전을 

실험했다. 다양한 형태(구형, 입방형 그리고 구형의 군집체들)가 관찰되어졌

다. 평균 입자 크기는 0.5-20μm 다.



Tabl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supercritical antisolvent micronization 

of explosives and prepellants. Supercritical CO2 is the antisolvent used 

except where otherwise indicated

Compound Solvent Process
Morphologies, particle 

size(㎛)

Nitroguanidine
DMFA, cyclohexanone, 

NMPa Liquid batch

Crystals: Spheres, 

Snowballs

Starbursts 1-100

Cyclonite, 

Homocyclonite

Acetone, 

γ-butyrolactone
Liquid batch Crystals>200

Cyclonite Acetone, cyclohexanone Liquid batch Crystals<5

Homocyclenite Acetone Liquid batch Crystals 2-5

3-nitro-1,2,4- 

triazole-5-one
DMFA, DMSO, methanol n.a.

Spheres, cubic and 

spherical agglomerates 

0.5-20

n.a.=not available,  

 aAlso CHFCl2 was used as supercritical antisolv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