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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임계 유체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존재하는 유
체를 의미하며, 점도가 매우 낮고 높은 확산 계수를 가지고 있
어 여러 물질에 대한 빠른 침투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이다. 초
임계 유체의 성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점도, 확
산 계수 등의 성질에 맞추어 그 물성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초임계 유체만의 특별한 성질
을 이용하여 섬유 방사, 고분자 중합, 침지, 코팅, 클리닝, 섬유 
염색 등에 응용하고 있다1-6). 초임계 유체를 다양한 화학 공정
에서 적절히 응용하기 위해서는 초임계 유체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상거동이나 물성과 같은 열역학적 거동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초임계 유체의 열역학적 거동은 기존 액체 또는 

기체의 열역학적 거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초임계 유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초임계 유체의 열역학적 거동을 정확
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는 화학 공정의 
정확성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 초임계 유체의 열역학적 거동을 분석
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 실험을 통한 관찰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체를 초임계 상으로 만들
어 직접 실험을 통해 관찰하기 위해서는 임계 온도와 압력 이
상 가해줄 수 있는 고온, 고압의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쉽게 관찰하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초임계 유체의 열역학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3차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여 유체의 압력, 온도, 부피 그
리고 상거동 등의 열역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1,7,8).     
  Kwartiningsih 등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ideal gas, van 
der Waals, Redlich-Kwong, Soave-Redlich-Kwong, P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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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등의 상태방정식에 적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부피와 
압력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실제 실험값과 비교
하고 분석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임계 추출 장비 설계에 
응용하고자 하였다7). 
  Lee 등은 carbon dioxide, propylene, 1-butane, dimeth-
yl ether 등을 초임계 유체 용매로 적용하여 초임계 유체와 고
분자 혼합물의 상거동을 상태방정식으로 예측하고 실제 실험값
과 비교, 분석하였다8). 이와 같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부피, 
압력 간 상관관계를 예측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상거동을 분석
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일부 용매에 대한 연구 결과만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 초임계 유체를 화학 공정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이외에 다른 용매들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을 기
반으로 하는 초임계유체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비해 더 우수
한 용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고분자의 플래시 방사 및 초임계 
추출 등에 응용하고 있는 유기 용매이다9). 이러한 디클로로메
탄의 열역학적 분석 결과는 추후 실험실 규모의 초임계유체 장
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용 생산 규모의 초임계유체 장비
의 적절한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 용매 중 디클로로메탄을 가열하
였을 때의 압력과 부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디클로로메탄을 제한된 부피의 초임계유체 장비 용
기에 넣고 200 ℃까지 가열하여 첨가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ideal gas, van der Waals, 
Redlich-Kwong, Soave-Redlich-Kwong, Peng-Robi
nson 상태방정식에 적용하여 200 ℃에서의 부피와 압력간의 
식으로 나타내었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디클로로
메탄의 온도에 따른 부피와 압력에 대한 최적의 관계식을 도출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디클로로메탄 99%(Daejung Chemical Co., Ltd,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디클로로메탄을 상태방정식에 적
용하기 위한 성질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 측정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230 ℃의 온도까지 가열 가능하고 200 bar의 압력까지 견딜 
수 있는 고온 고압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초임계유체 장비는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약 85 mL의 액체를 넣을 수 있는 vessel에 sight glass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유체의 상 변화를 관측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또한 용기 내부에 온도계와 압력계를 설치하여 
실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와 용기에 가해지는 압력을 관측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히팅블록과 실린더를 이용하여 
온도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디클로로메탄의 부
피에 따른 압력 변화 관찰은 Figure 1의 초임계유체 장비를 

Table 1. Critical properties and acentric factor of dichloromethane

Material
Critical 

temperature
(℃)

Critical 
pressure

(bar)

Acentric 
factor

 

Dichloromethane 237 61 0.199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supercritical fluid apparatus; (a) pressure controller, (b) vessel, (c) gas valve, (d) heatin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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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vessel 내부에 20 ~ 70 mL의 디클로로메탄을 넣은 
후 200 ℃까지 가열하고, 가열에 의해 디클로로메탄이 기화하
면서 발생하는 자생압력을 각각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가열 시의 압력 변화

  초임계유체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한 200 ℃에서 실제 디클로
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과 실제 관측 이미지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200 ℃의 온도에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가 20 ~
55 mL까지는 디클로로메탄이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생압력이 
33.3 ~ 36.3 bar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디클로로메탄의 부
피가 20 ~ 55 mL 인 영역에서는 디클로로메탄 기체 상과 액체 
상이 공존하며 기체 분자가 응축하는 정도와 액체 분자가 기화
하는 정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압
력으로 관측되는 것으로 확인된다10). 
  디클로로메탄의 부피가 60 mL 이상일 때는 압력이 77.8±16.9 
bar, 128.8±23.8 bar, 155.1±65.0 bar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측하여 일정 부피 이하에서는 약 35 bar에 해당하는 
압력이 발생하고, 일정 부피 이상부터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첨가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은 디클로로메탄 액체가 기화 시 49
배 정도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디클로로메탄은 휘발성이 매
우 큰 액체이므로 용기에 첨가 시 발생하는 소량의 증발 때문
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디클로로메탄의 임계압력은 약 60 bar로 약 60 mL 이상의 
디클로로메탄이 첨가될 경우 임계온도 이상에서 디클로로메탄
의 기화에 의한 자생압력 만으로 초임계 상태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3.2 Ideal gas와 van der Waals 기체상태방정식을 이
용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와 압력 간의 상관관계

  Ideal gas와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200 ℃
에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와 압력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Figure 3에 나타내었다.
  Ideal gas 상태방정식은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와 분자 사이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기체를 다루는 상태 방
정식으로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where,
  P : Pressure
  n : Number of moles
  R : Gas constant
  T : Temperature
  V : Volume

  Figur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deal gas 상태방정식으로 
계산한 디클로로메탄 부피에 따른 압력은 실제 실험으로부터 
확인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기체 분자
의 크기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가 
매우 작으면 기체 분자 크기를 무시할 수 있고, 온도가 높을수
록 분자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가 작을수록,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우
수한 정확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클로로
메탄은 기체 밀도가 크고, 실험에 사용된 온도는 200 ℃로 이

Figure 2. Correlation of volume of dichloromethane and 

pressure in supercritical fluid apparatus at 200 ℃.

Figure 3. Ideal gas and van der Waals equation of state for 

dichloro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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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체의 거동을 나타낼 정도로 높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
체 분자 크기와 상호작용이 압력에 영향을 미쳐 큰 차이가 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
로 실제 기체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van der Waals 상태
방정식을 제안하였다11).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은 이상기
체 상태방정식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와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상수 a, b로 나타내었고, 식(2),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    


                         (3)

                                 
  where,
  Tc : Ctical temperature
  Pc : Citical pressure

  Figure 3에서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디클로
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을 실제 실험값과 비교해보면 이상
기체 상태방정식에 비해서 부피 증가에 따른 압력 변화량의 경
향성은 더 좋았으나 여전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Ideal gas 또는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이 온도
에 따라 자유롭게 팽창이 가능한 기체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한 
식인데 반하여 초임계유체 장비 내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의 부피
가 용기의 크기인 85 mL로 한정되고 그에 따라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Redlich-Kwong, Soave-Redlich-Kwong, Peng- 
Robinson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와 압력 간의 상관관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으로는 기체
상태의 거동만을 해석하는 식이므로 측정된 디클로로메탄의 부피
와 압력 간의 상관관계 실험값과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기체와 액
체 및 초임계 유체상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Redlich-Kwong, 
Soave-Redlich-Kwong 그리고 Peng-Robinson 방정식을 적용
하여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와 압력 간 상관관계를 Figure 4에 나타
내었다.
  Redlich-Kwong 상태 방정식은 van der Waals 상태 방정식을 
개선하여 나타낸 상태 방정식으로 실제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은 
온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기존 a로만 나타냈던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을   로 수정하여 식(4), 식(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12).

  





                    (4)

    

 


,     


         (5)

  Figure 4의 Redlich-Kwong 상태 방정식으로 계산된 디클
로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과의 상관관계는 앞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 van der Waals 상태 방정식보다 정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에 온도에 의한 영향을 
도입하면서 증기압과 기체의 밀도에 대한 계산이 개선되어 보
다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은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
이 온도와 단순한 관계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냈으나 실제 기체 
모델과는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기체의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은 온도와 단순한 관계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
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Soave-Redlich-Kwong 방정식은 
온도에 대한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심인자(acentric factor)를 도입하였다. 
  이심인자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의 거동과의 차이를 수치
적으로 나타낸 인자로 유체의 분자량, 임계 온도 등에 따라 다
른 값을 가진다13). Soave-Redlich-Kwong 방정식은 기체 분
자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항에 이심인자를 포함하는 알파 함
수를 도입하여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산
을 개선하였고 식(6) ~ 식(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4).

  





                         (6)

Figure 4. Redlich-Kwong, Soave-Redlich-Kwong, and Peng- 

Robinson equation of state for dichloro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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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ω : Acentric factor

  Soave-Redlich-Kwong 상태 방정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상호작용 항에 이심인자를 포함한 알파 함수로 나타내어 기
체 분자의 상호작용을 개선한 만큼 Redlich-Kwong 방정식에 
디클로로메탄 부피에 따른 압력에 대한 실험 값에 대해 보다 
우수한 정확성과 경향성을 가졌으나, 약 60 % 이상의 부피비
에서는 실제 실험값과 비교하여 50 bar 이상의 압력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Peng-Robinson 상태 방정식은 보다 부피와 압력간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고 정확한 열역학적 상태를 예측하고자 하였고, 
이심인자가 포함된 알파 함수의 계수를 수정하고, 새로운 부피 
항을 추가하였으며 식(10) ~ 식(13)로 나타낼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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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g-Robinson 상태방정식의 알파 함수 내 이심인자 앞 계
수들은 제한된 종류의 탄화수소 재료들에 대한 실험 값으로부
터 결정된 값으로, 탄화수소 이외에 대한 화합물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Figur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 % 이상의 높은 부피비에 
대해서 실험값과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0 ~ 60 % 사이의 부피비에서 압력이 증가하다가 다
시 감소하는 실제 기체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압력 변화가 있

으며 이 영역에서 Peng Robinson 방정식으로는 디클로로메탄
의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
하고자 맥스웰 작도법(Maxwell construction)을 적용하였다. 
맥스웰 작도법은 일반적으로 van der Waals 상태 방정식의 
압력과 전체 부피 간의 그래프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
는,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도 감소하는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쉽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작도법을 나타낸다.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에서는 압력과 부피 간의 그래프를 압력과 
깁스자유에너지의 관계로 바꿔 나타내고, 이때 깁스자유에너지
가 가장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압력 변화를 다시 부피와의 
상관관계로 나타내어 실제 기체가 거동하는 압력과 부피 사이
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맥스웰 작도법은 자유 깁스 
에너지를 구하지 않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작도법이다10,16). 맥스
웰 작도법을 Peng-Robinson 상태방정식으로 그려진 부피에 
따른 압력 그래프에 도입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
었다. 
  Figur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맥스웰 작도로 계산하여 그려
진 점선 영역을 보면 60 % 부피비 이하에서도 실험값과 거의 
유사한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는 부
피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 3.1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동적 평형 
상태의 영역이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 없이 액체의 증기압으로 
압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맥스웰 작도법이 적
용된 Peng-Robinson 방정식을 사용하면 모든 부피범위 내에
서 부피와 압력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Peng-Robinson 방정식으로 도출한 부피와 압력 간의 상
관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온도 범위에서의 부피와 압력 간의 상
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이용하
여 가압 없이 자생압력으로만 디클로로메탄을 초임계 상태로 
만들기 위한 최소 부피를 계산하거나 그 최소 부피 이하에서 
임계 압력을 도달하기 위한 가압 압력 등을 계산하여 디클로로
메탄을 초임계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예측을 통해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Maxwell construction of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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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deal gas, van der Waals, Redlich-Kwong, 
Soave-Redlich-Kwong, Peng-Robinson 상태방정식을 이용
하여 디클로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
였다. 85 mL의 압력용기 부피를 가지는 초임계유체 장비를 이
용하여 디클로로메탄 20 ~ 70 mL를 200 ℃까지 가열하여 발생
하는 압력을 측정하여 실험값을 구하였고, 이를 상태방정식으로 
예측한 부피와 압력 간의 상관관계와 비교하였다. 실제 디클로
로메탄의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는 20 ~ 60 %까지 33.3 ~ 36.3 
bar의 자생압력이 관측되어 거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다가 60 
mL 이상의 부피부터 급격하게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5가지 상태방정식으로 예측한 디클로로메탄 부피에 따른 압
력 변화는 60 % 이상의 부피에서,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이심인자를 도입한 Peng-Robinson 
방정식이 가장 실험값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60 % 
이하의 부피에서는 Peng-Robinson 방정식에 맥스웰 작도법을 
사용하여 예측하였을 때 실험값과 거의 유사한 압력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맥스웰 작도법을 사용한 Peng-Robinson 방정식으로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부피와 압력 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용기에 대한 압력을 예측하고, 초임계 상태
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를 기반으로 실험실적인 규모의 초임계유체거동 분석 결과를 
산업적인 규모의 장비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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