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PPR Database 소개 
 
지난 글을 통하여 혼합물의 상평형으로 가장 유명한 DDB아 DETHERM을 
소개하였다.  이번글에서는 미국의 순수성분 물성 데이터베이스로서 유명한 
DIPPR 을 소개하도록 한다.  
 
DIPPR (Design Institute for Physical Properies)은 미국 화학공학회 (AIChE) 
주관으로 지속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산업계에서 필요로하는 물성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DIPPR을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다양한 프로세스 모사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공정엔지니어들도 다소 관심을 
가지는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DIPPR의 주요 프로젝트 활동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1. 자료 측정  
 - 실험자료가 없는 물질들에 대하여 실험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에 
자료가 있는경우, 좀더 정확도가 높고, 엄밀히 평가된 자료를 생산한다.  
 
2. 자료 축적  
 - 문헌상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3. 자료 상관식 생성 
 - 온도 의존 물성등의 상관식을 생성하고, 기존 표현식들의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현재 수행중인 DIPPR Project 들은 다음과 같다.   
 
1.  Project 801  - Evaluated process design data.  
 
- 엄밀하게 평가된 물성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 하여 산업계에 사용될수 있는 
형태로 공급한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확하고 완전한 세트의 
물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현재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Bringham Young University 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Dr. Richard Rowley , Bringham Young Univ.  
 Dr. W. Vincent Wilding, Bringham Young Univ.  
 Dr. John L. Oscarson, Bringham Young Univ.  
 
- DIPPR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실험 자료들과 함께, 자료의 정확도, 참고 문헌,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여러가지 다른 정보들도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점이다.  
 
 



- 데이터 베이스 현황  
 
 

연도   화학종의 수 
1998   1635 
2000   1685 
2002    1735 
 
상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DIPPR 801 Project에서는 많은 종류의 물질을 
포함하기 보다는 1가지 물질이라도 완벽한 세트의 (-즉 빈 공간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물질의 수는 다소 적은 편이지만 
자료의 빈 공간이 없는 완벽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있다는 점 에서는 DIPPR이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료들은 29개의 고정 물성 (fixed properties)와 
15개의 온도 의존 물성에 대한 실험 자료들과 상관식 자료 이다.  
포함된 순수성분 물성들은 다음과 같다.  

Fixed-value properties: 

1. Molecular weight  
2. Critical temperature  
3. Critical pressure  
4. Critical volume  
5. Critical compressibility factor  
6. Melting point (at 1 atm)  
7. Triple point temperature  
8. Triple point pressure  
9. Normal boiling point  
10. Liquid Molar Volume at 25° C  
11. Enthalpy of formation of  

ideal gas at 25° C  
12. Gibbs energy of formation of  

ideal gas at 25° C  
13. Absolute entropy of  

ideal gas at 25° C  
14. Enthalpy of formation in standard state at 

25° C  

15. Gibbs energy of formation in standard 
state at 25° C  

16. Absolute entropy in standard state at 25° 
C  

17. Enthalpy of fusion at melting point  
18. Standard enthalpy of  

combustion at 25° C  
19. Acentric Factor  
20. Radius of gyration  
21. Solubility parameter at 25° C  
22. Dipole moment  
23. van der Waals volume  
24. van der Waals area  
25. Refractive Index  
26. Flash point  
27. Lower flammability limit  
28. Upper flammability limit  

29. Autoignition temperature  

 



포함된 온도 의존 물성들은 다음과 같다.  
 

1. Solid density (when appropriate)  
2. Liquid density  
3. Solid vapor pressure  

(when appropriate)  
4. Vapor pressure  
5. Enthalpy of vaporization  

(at saturation pressure)  
6. Solid heat capacity  

(when appropriate)  
7. Liquid heat capacity  

8. Ideal gas heat capacity  

9. Second virial coefficient  
10. Liquid viscosity  
11. Vapor viscosity  
12. Solid thermal conductivity  

(when appropriate)  
13. Liquid thermal conductivity  
14. Vapor thermal conductivity  

15. Surface tension  

 
 
자료의 조회와 검색을 위하여 화학종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  
 

• Chemical identification  
• Molecular formula  
• Molecular structure  
• Simplified Molecular Input Line Entry System (SMILES) formula  
• Chemical Abstracts name  
• IUPAC compound name  
• Synonyms and abbreviations for the chemical name  
• CAS registry number  
• Chemical identification number for file  

 
현재 DIPPR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형태로서 공급되고 있다.  
 
(1)  Standalone version  
(2) WWW Version  
(3) Educational Version  
 
현재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약 1685 종 정도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글에서 소개한 STN Internationa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형태 또는 DB형태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DIADEM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료 관리, 플롯 등을 또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품의 구입은 Bringham Young University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교육용의 버전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청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에는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DIPPR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예를 나타내었다.   
 



 
 
 
 
2. .Project 805 – Experimental Data on Mixtures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실험을 통하여 산업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의 혼합물들의 
상평형 자료를 얻고 이를 DB화 하는데 있다.  실험 자료의 생산과 더불어 
UNIFAC, ASOG 등의 분자 열역학을 이용한 예측가능한 모델의 개발 도 
이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 이다.  
 
- 주요 연구자  
 
Jurgen Gmehling – Univ. Of Oldenburg  
 - DDB의 창시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Stanislav Malanowski – Polish Academy of Science 
Kenneth N. Marsh – University of Canturbury 
W. Vincent Wilding – Bringham Young University  
 
- 이 프로젝트에서는 매년 산업적인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을 선정하여 상평형 
자료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분자 열역학 모델의 매개변수를 
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3.  그외의 프로젝트 들… 
 
Project 821 – Pure Component Liquid Vapor Pressure 
 - 순수성분의 증기압을 측정하는 프로젝트이다.  
 
Project 851 – Critical Properties of Pure Compounds 
 - 순수성분 임계물성을 측정하는 프로젝트이다.  
 
Project 871 –Determination of Pure component ideal gas heat of formation 
 - 이상기체 생성열과 연소열을 측정한다.  
 
Project 911 –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Data Compilation  
 - 환경,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물성 DB를 구축한다.  
 
Project 931 – Data Prediction Method 
 - 물성의 예측을 위한 상관식을 개발한다. Project 801의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상관식을 검증한다.  
 
4. 예산 
 
 DIPPR 프로젝트의 예산은 일반 물성 측정 프로젝트 등의 경우에는 연간 
약  20,000-40,000 $ 정도 이며,  Project 801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고, 소프트웨어 판매 이득이 포함되므로 다소 많은 편이다.  (약 400,0000-
500,000 $ ) 
 
 
 
5. 결론  
 
DIPPR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사람들의 스타일 답게 단순하고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구하고 있다. 복잡한 모델의 개발 또는 상평형 모델의 
개발등은 대부분 외국사람들이 담당하고 있고, 실험 및 자료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DB를 
구축하는 노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