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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폴리에스터 섬유 내  

분산 염료 확산 거동 예측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김태완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염색 공정인 초임계 염색 기술 

(Supercritical Fluid Dyeing, SFD)은 다양한 섬유 산업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친환경 이슈가 부각되어감에 따라 기존 염색 공정을 

대체하는 신 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의류 산업에서 

컬러를 가미하여 옷감의 고부가 가치를 증진시키는 염색 산업은 

용수의 소비가 매우 많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1 kg의 섬유를 염색하기 위하여 200 kg의 물을 소비해야 하며, 

사용한 용수에는 잔존 염료를 비롯한 첨가물, 분산제, 유연제 등 

다수의 유기물들이 용해되어 이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처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을 사용한 전통적인 염색 공정을 대신하는 초임계 염색 기술은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폐수의 발생이 일절 없으며, 잔존 

염료를 분리하여 재사용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분산 염료에 대하여 가지는 높은 용해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분산제, 유연제 등 염료 외 추가적인 첨가물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염색 공정이 끝난 섬유 내 이산화탄소는 상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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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로 섬유와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공정이 생략되어 

에너지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초임계 염색 기술은 폴리에스터 

섬유와 분산 염료를 대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합성섬유를 

비롯하여 면, 모와 같은 천연 섬유에까지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폴리에스터와 분산 염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임계 염색 공정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이산화탄소 상에 고체 파우더 형태의 분산 염료가 

용해되어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용해된 염료 분자는 이동하여 섬유 

표면에 흡착한다. 흡착된 염료 분자는 섬유 내 염료의 농도 차에 

의하여 섬유 내부 구조로 확산하여 침투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이 

3가지 단계 중 염료 분자가 섬유 내로 확산하는 단계의 확산 

계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다른 단계와 비교하여 느리다고 

판단하였으며, 확산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로써 전체 염착 속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제시했던 실험 

방법에서 염색 초기 단계에는 용해 속도로부터 야기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체 염착 속도에서 용해 속도가 주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용해 속도가 전체 염착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입자 미세화 방법을 통하여 염료의 용해 속도를 조절하였다. 입자의 

용해 속도는 표면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입자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용해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염료 입자를 재결정 하기 위하여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입자 

재결정 방법인 aerosol solution extraction system (ASES)와 rapid 

expansion of supercritical solution (RESS)을 활용하였다. ASES 방법으로 

미세화를 진행할 때 특정 염료조건에서 이산화탄소 상에 대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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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력으로 인해 재결정 입자를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Hansen Solubility Parameter (HSP) 개념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RESS 

방법으로 미세화 한 염료 입자 결과 기존 입자 대비 입도 크기는 

4–8배 감소하였으며 표면적은 5–7배 증가하였다. 입자의 결정화도는 

감소하였지만 분자 결정 구조는 유지되었다. 녹는점은 오차 범위 

내로 유지하였으며 용융엔탈피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향상된 

비표면적과 낮아진 용융엔탈피와 감소한 결정성은 용해 속도를 

향상시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 RESS 방법으로 미세화 한 염료 

입자의 용해 속도는 in-situ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in-situ 분광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계를 교란시키지 않고 

내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분산 염료는 가시광선에 대한 

흡광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임계 이산화탄소 환경 내 염료의 용해 

속도를 관측하는 방법으로써 활용되었다. 염료의 용해 속도는 

미세화하기 전과 대비하여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Noyes-Whitney 모델과 Weibull 식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 기존 염료의 염착 속도와 미세화 한 염료를 사용하였을 

때의 염착 속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빠른 용해속도가 빠른 염착 

속도를 야기하는 것을 인하였다. 따라서 용해-흡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초임계 염색 메커니즘에서 용해 과정은 전체 염착 속도에 

관여를 하고 있으며, 용해 속도에 대한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분자 섬유 내 염료의 확산은 여전히 초임계 염색 공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섬유 내 염료의 확산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체 염착 

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확산의 결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앞선 결과를 통해 염착 과정에선 용해 단계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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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염착이 아닌 추출 방법을 통하여 

확산 계수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염착 기반의 

확산 계수 측정방법은 염료를 섬유 내로 침투하면서 그 농도변화를 

관찰한다면 추출 기반의 확산 계수 측정방법에서는 미리 염색된 

섬유에서 염료를 추출하며 내부 농도 변화를 관찰한다. 추출 

방법에서는 섬유 표면 농도가 0 인 조건을 sweep gas를 통하여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용해용해속부터 야기되는 오류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출기반으로 측정한 폴리에스터 섬유 내 염료의 확산 계수의 

온도, 압력 그리고 분자구조에 대한 영향을 정량 분석하였다. 온도, 

압력에 대하여 Williams-Landel-Ferry (WLF)와 Arrhenius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이산화탄소 환경에서 가소화된 폴리에스터 섬유 내 

염료의 확산 계수는 고분자 내 자유 공간을 고려하는 WLF 모델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분자 구조에 따른 확산 

계수는 분자량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섬유 단면의 염료 

분포를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섬유 단면 내 염료는 

일정하게 분포함과 동시에 특정 영역에 염료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이중 흡착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섬유 내 농도 변화 결과를 Fickian 확산 모델 보다 정확히 

예측하였다. 

 

주요어: 초임계 염색 메커니즘, 이산화탄소, 폴리에스터 섬유, 분산 

염료, 확산 계수 

학  번: 2013-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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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직물 섬유의 염색 공정은 몇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면, 모, 견 등으로 대표되는 천연섬유뿐만 아니라 

1900년대 이후 개발된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아미드 등의 

합성섬유를 염색하기 위하여 염색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적합한 

염료를 합성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과거 장인들에 

의하여 작은 규모에서 섬유 염색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현대에는 

대규모의 상업화 시설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물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염색 공정은 1900년대 이후 과학적 

사고와 논리에 기반한 많은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염색 공정의 기초연구가 진행되어 염색 메커니즘이 상당부분 

밝혀진 상황이다.  

섬유 염색 산업은 염료·조제와 용수 사용량, 그리고 열에너지 

소비가 매우 높은 고 에너지 산업으로 잔류 염료와 분산제, 첨가제 

등 대량의 유기물을 포함하는 폐수와 대기오염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두드러지는 산업이다. Greenpeace의 Detox 캠페인, 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의 roadmaptozero 프로그램, 

SAC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의 Higg Index 등 전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와 환경단체들의 섬유 염색 산업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수계 방식의 염색 산업은 다양한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정으로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초임계 염색 공정은 기존 수계 방식의 염색 공정을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친환경 공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초임계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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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Supercritical Fluid Dyeing, SFD)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기존 

공정에서 물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염색 기술로써 

새로운 개념의 염색기술이다.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지만 7.4 MPa 이상의 고압과 304 K 이상의 고온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에서 보다 

다양한 유기 용질을 용해 시킬 수 있는 월등한 용해력을 가지며 

이러한 성질은 초임계 유체가 물을 대신하는 용매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무극성 성질은 

소수성 염료를 보다 쉽게 용해시킬 수 있어 계면활성제, 분산제 

등의 추가적인 첨가제 없이도 염색 공정이 가능하다. 또한 용매로써 

사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감압 과정을 통해 섬유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며 재압축공정을 통해 95% 이상 회수할 수 있다. 잔존 

염료도 이 과정에서 분리되며 이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계 염색 공정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  

초임계 염색 공정은 1990년 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이산화탄소의 소수성때문에 대표적인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 섬유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초기에 진행되었다. 

폴리에스터와 친화력이 높은 소수성 염료인 분산 염료가 같이 

연구되었으며 염료의 용해도와 분배계수 등 열역학적인 기초 

물성을 비롯하여 염착 과정에 대한 속도와 내부 메커니즘 등에 

관하여 연구되었다. 폴리에스터 내 염료의 염착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뤄진다. ① 염료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상에 용해되어 

분자 상태가 되며, ② 용해된 염료 분자는 섬유 표면으로 이동한다. 

③ 염료 분자는 섬유 표면에 흡착한 뒤 ④ 섬유 내부 구조로 

확산을 통해 이동한다. 여기서 염료 분자가 섬유 내부를 확산하는 



3 

 

단계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속도결정단계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속도론 연구는 이 과정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초임계 염색 메커니즘은 용해, 흡착, 그리고 

확산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연속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초임계 염색 

공정은 기존 수계 염색에서 염료가 분산상으로 존재했던 것과 달리 

염료가 초임계 상에 용해된다는 과정이 추가되었으며 섬유 고분자 

내로의 이산화탄소 수착으로 인한 팽윤과 가소화 효과로 고분자 

내부에서 염료의 확산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속도 결정단계로써 

확산 만을 지목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졌다. 따라서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간과했던 용해 과정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용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초임계를 활용한 입자 재결정 방법을 

통하여 보다 미세화된 입자들을 제조하였다. 염착 메커니즘 중 다른 

단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를 교반 해주는 

방식 대신 용해 속도가 입자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입도 분포를 가지는 염료를 준비하여 용해 속도를 

조절하였다. 대표적인 초임계 재결정 방법인 rapid expansion of 

supercritical solution (RESS)와 aerosol solvent extraction system (ASES)를 

사용하여 염료 입자를 재결정 하고 이의 결과를 제 3장에서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상에서의 염료 입자의 

용해 속도를 최초로 측정하기 위하여 in-situ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계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측정된 용해 속도 결과를 

가지고 용해 속도가 전체 염착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초임계 염색공정에서 용해 

과정이 전체 염착 과정에 끼치는 많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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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새롭게 제시한 측정방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구한 염료의 확산 계수가 온도, 압력, 

분자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폴리에스터를 대상으로 한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용해 단계가 가지는 그 중요성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용해 단계로부터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확산 계수 측정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측정한 분산 

염료의 확산 계수를 통해 폴리에스터 내의 염료 확산 거동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고분자 내부의 확산과 흡착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용해 단계의 중요성을 지목한 본 

연구는 초임계 염색의 지식 체계를 넓혀 메커니즘 규명에 한 걸음 

나아갔으며 초임계 염색 공정의 가장 큰 장애물인 최종 결과물의 

균염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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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초임계 염색 기술 (Supercritical Fluid Dyeing) 

2.1.1. 초임계 염색 기술의 배경 및 장단점 

 

초임계 염색 기술은 기존 수계 염색에서 물이 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대체한 기술을 말한다. 기존 

수계염색에서 물은 염료를 녹이는 용매로써 작용함과 동시에 

용해된 염료 분자를 섬유 내로 이동시키는 매질이 된다. 또한 물은 

섬유 내로 침투하여 보다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가소제의 역할 또한 겸비한다. 초임계 유체로 활용되는 

이산화탄소는 임계 압력이 7.4 MPa, 임계 온도가 31 ℃로 매우 낮아 

다른 종류의 기체에 비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물 

다음으로 값이 싼 용매로 경제성이 높다. 또한 불연성의 기체로 

대규모의 공장에서 화재의 위험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기압의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존재하지만 임계점 이상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액체와 유사한 밀도를 가지며 용해력 또한 매우 

향상되어 소수성의 유기물질을 잘 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다양한 물질의 용해도는 R. B. Gupta and J-. 

J. Shim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1].  

폴리에스터 섬유와 이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분산 염료는 

소수성을 띄기 때문에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친화력이 높으며 이에 

착안한 초임계 염색 기술은 독일 E. Schollmeyer 교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폴리에스터 섬유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2]. 가장 널리 

쓰이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와 분산염료는 물과 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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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때문에 기존 수계 공정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분산 염료를 

물에 녹이기 위한 첨가제와 분산제가 다량으로 투여되며 

폴리에스터 섬유를 가소화 시키기 위한 가소제와 유연제가 

첨가된다. 그러나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 소수성을 띄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섬유와 분산염료와의 친화력이 높아 다른 

첨가제 없이도 충분한 용해력을 보이며 섬유 내로 쉽게 가소화 

되는 장점이 있다. 폴리에스터를 대상으로 한 염색 기술을 비교한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초임계 염색 

기술은 공정이 간단하며 에너지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공정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폴리에스터 섬유를 대상으로 한 초임계 염색 

기술은 비교적 순조롭게 연구, 개발되었으며 2019년 현재 

네덜란드의 DyeCoo Co. Ltd.는 나이키와 협업을 통해 초임계 기술로 

염색한 의류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DyeCoo에서 상용화 한 

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임계 염색 기술은 물을 단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수의 발생이 전혀 없으며 섬유와 초임계 유체가 상온, 상압에서 

고체와 기체로 분리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조 공정이 필요 없으며 

잔존하는 염료를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높은 용해력으로 인해 섬유와 염료 외의 일절 부가적인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임계로 운전하기 위한 고압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초기투자 자본이 많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용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초임계 유체를 사용한 경우 수계보다 약 2배이상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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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존 수계 염색 공정과 초임계 염색 공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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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yeCoo에서 상용화 한 초임계 유체 염색 설비의 장치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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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염색에 관련된 배경 지식 

 

염료 분류 

 

합성 섬유부터 천연 섬유에 이르기까지 현재 소비되는 섬유들은 

물리적, 화학적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염색하기 위한 염료 

또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특성 섬유를 대상으로 

염색하기 위하여 연구되고 합성되었다. 다양한 섬유를 염색하는 

데에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염료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면과 폴리에스터는 전세계적으로 소비하는 섬유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섬유이다. 염료 산업에서도 면 섬유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반응성 염료 (reactive dye)와 폴리에스터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분산 염료 (disperse dye)가 대부분의 염료를 차지한다.  

반응성 염료는 면을 구성하는 셀룰로오스 구조에서 하이드록시 

작용기와 반응성 염료의 작용기가 화학적 반응을 통해 결합을 

형성하는 원리로 염색이 진행된다. 반면 분산 염료는 폴리에스터 

섬유 내부 구조로 파고들어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염색이 된다. 분산 

염료는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아도 미세 구조로 확산해 들어가기 

때문에 세탁이나 일광 견뢰도가 높은 편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는 

천연 섬유를 염색하기 위한 염료가 많이 개발된 편이지만 배트 

염료 (vat dye) 나 설파 염료 (sulphur dye), 직접 염료 (direct dye) 는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면 섬유는 반응성 염료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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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섬유 적용대상에 따른 염료 분류 

염료 분류 적용 대상 섬유 

Direct 면, 인견 

Reactive 면, 모, 견, 인견 

Vat 면, 모, 인견 

Sulphur 모, 인견 

Azoic colorant 모, 인견, 아세테이트 

Acid 모, 견 

Disperse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Basic 아크릴, 모다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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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착량 (Dye uptake, Exhausion) 

 

염색 공정 중 섬유가 흡수하는 염료의 총량은 염착량이라고 

부르며 초기 투여한 염료의 양 중 소모한 퍼센트비율로 아래 

식처럼 나타낸다. 

 

%Exhaustion(%E)

=
Amount of dye in fiber at end of dyeing

Amount of dye in dyebath at start of dyeing
× 100 

(2-1) 

 

실제 상업용 염색 공정에서는 섬유가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염료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여 염색하기 때문에 원하는 염료의 양을 

처방하고 이를 모두 염착한다. 열역학 이론에 따르면 용액 상과 

섬유 상 사이에 평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 염착 되기는 쉽지 

않지만 섬유와 용액 상의 높은 분배 계수로 인해 대부분의 염료는 

섬유상으로 이동한다. 

퍼센트 개념은 무차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염료가 섬유 내로 

함유한 정확한 양을 추적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염색 공장을 

운전할 때에 사용한 섬유가 처방한 염료를 잘 흡수하는지 아닌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섬유와 염료의 친화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편적 개념의 염착량인 섬유 무게 대비 

침투된 염료의 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섬유 무게 대비 염료가 최대로 염착하면 약 0.1–0.5% 값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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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 uptake(mg g⁄ ) =
Amount of dye in fiber

Amount of fiber
 (2-2) 

 

액비 (Liquor Ratio) 

 

전통적인 수계 염색에서 액비란 개념이 등장한다. 액비란 

사용하는 섬유 대비 사용한 물의 양을 뜻한다. 8:1의 액비로 1 kg의 

섬유를 염색하였다면 8 kg의 물을 염색공정에서 소비한 것이다. 

사용하는 물의 양이 증가할 수록 그에 필요한 다양한 첨가물과 

분산제 또한 증가한다. 액비가 증가할 수록 염색 시간이 짧아지고 

시간은 단축되지만 그만큼 많은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최적의 액비를 찾는 것 또한 염색 공정을 최적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천을 염색할때에는 

12:1의 액비를 사용하며 연구에 있어 액비가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약 20:1 이상의 액비를 

사용하여 염색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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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폴리에스터와 분산염료 시스템에 대한 기존 연구 

 

폴리에스터 섬유 내에서 분산 염료가 염착하는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 기반 연구를 소개한다. 초임계 염색 공정이 개발되기 

이전 기존 수계 염색 공정에서 폴리에스터와 분산염료 시스템 연구

를 먼저 소개한다. H. Kojima는 필름 형태의 폴리에스터 섬유를 말아

서 원기둥형태로 제작하는 film-roll 방법을 사용하여 폴리에스터 내 

염료의 거동을 Fick’s law로 정확히 예측한 바 있다 [5]. T. Shibusawa

는 폴리에스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나일론 합성 섬유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나일론 섬유는 film-roll 방법을 사용하여 분산 염료의 

흡착 등온선을 측정하였고 이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나일론 내 

분산 염료는 확산과 흡착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dual-sorption 모

델을 제시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6]. M. Casetta는 필름 형태의 폴리

에스터가 아닌 200가닥의 필라멘트가 꼬여있는 실을 사용하여 확산

거동을 측정하고 이 또한 Fick’s law로부터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7].  

초임계 염색 기술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J. Von 

Schnitzler는 원기둥 형태의 1.3 mm 직경을 가지는 단섬유를 가지고 

확산거동을 측정하였고 수계에서와 유사하게 초임계에서도 분산염

료의 확산 거동은 Fick’s law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8]. S. Sicardi

는 film-roll 방법을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처음으로 적용하여 확산거

동을 측정하였고 이 또한 Fick’s law로 성공적이게 설명하였다 [9]. O. 

S. Fleming은 모노필라멘트 형태의 직경 0.4 mm 단섬유를 가지고 확

산거동을 측정하고 현미경을 통해 실제 염색된 섬유의 단면적 내의 

염료 분포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확산 거동은 앞선 연구자들과 유

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10]. A. S. Ozcan에 따르면 초임계 염착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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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산이 아닌 단순 흡착의 결과로 보아 염착 속도를 pseudo-2차식

으로 예측하였다 [11].  

앞선 연구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산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섬유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수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필름, 원기둥이 대표적이다. 

또한 확산 메커니즘은 섬유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

자들이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였다. 여전히 분

산 염료가 폴리에스터 섬유 구조 내에서 확산만이 일어나는지, 흡착

만이 일어나는지, 또는 확산과 흡착이 동시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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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 물질 

2.2.1.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는 에스터 구조 (-O-CO-)를 고분자 사슬의 반복 단위로 

포함하는 모든 고분자를 포함하는 단어이다. 폴리에스터는 수소 

포화도에 따라 쉽게 성질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섬유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형의 포화 폴리에스터 고분자는 

열가소성 성질을 지닌 반면 불포화 저 분자량의 폴리에스터는 

열경화성 성질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변적인 성질 때문에 

폴리에스터는 섬유를 비롯하여 타이어, 레진, 단열재, 로프, 보강제, 

접착제, 공병,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12]. 폴리에스터 

섬유는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기반으로 하며 PES, PET, PETP 

등으로 서술된다. 이는 에틸렌 글리콜과 테레프탈산 또는 다이메틸 

테레프탈릭과의 에스터화 반응과 알코올분해반응을 통하여 

얻어진다. 1941년 Whinfield와 Dickson에 의해 개발된 폴리에스터 

섬유는 초기에 Terylene 또는 Dacron으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폴리에스터로 통합하여 부른다. 이는 섬유로써 가지는 다양한 

성질과 더불어 높은 화학적 안정성과 여러 가공 처리에 의한 

부가가치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둬 현재까지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13–15].  

폴리에스터 섬유는 반 결정성 고분자로 제조방법 중 연신 속도 

(실을 뽑을 때 잡아당기는 속도)에 따라 결정화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16,17]. 결정화도에 따라 섬유의 물성이 결정되고 

염색성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결정화도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결정화도가 50% 내외의 폴리에스터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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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도 50% 내외의 반 결정 폴리에스터 

고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폴리에스터 내부 구조는 비 

결정 영역 (non-crystalline) 와 결정 영역 (crystalline) 으로 나뉜다. 비 

결정 영역은 고분자 사슬이 정렬을 하지 않아 국소 밀도가 낮으며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가 낮으며 같은 온도에서 고분자 사슬의 

분절 운동이 활발한 부분이다. 반면에 결정 영역은 고분자 사슬이 

잘 배열되어 높은 정렬성을 지니며 고분자 사슬의 운동이 거의 

없고 내부 자유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다. 다양한 연구의 사례를 

통하여 비결정영역과 결정 영역이 어떠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Peterlin에 의하여 주장된 2상 모델 (two-phase model) [18,19] 과 

Prevorsek에 의하여 제안된 3상 모델 (three-phase model) [20–22]은 

널리 인용되는 폴리에스터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 두 모델은 동일하게 폴리에스터가 결정 영역과 비 결정 

영역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미세섬유구조 (microfibrillar)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한 개의 폴리머 사슬은 결정과 비결정형태로 

동시에 존재하여 두 영역을 관통하며 경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2상 모델의 구조는 그림 2-3에 표기하였다. 두 모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결정영역을 처리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2상 모델에서는 결정 영역과 비 결정 영역으로 나누는 반면 3상 

모델에서는 결정 영역은 동일하게 고려하지만 비결정영역을 정렬된 

비 결정 영역 (oriented)과 무작위 배열 비 결정 영역 (randomly 

organized)으로 나눠 생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3]. 이러한 논점은 

비 결정 영역과 결정 영역 사이의 중간단계를 고려한 것으로 wide 

angle x-ray scattering (WAXS) 와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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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밝혀진 바 있다 [24–27]. 

본 연구에서는 신일섬유㈜에서 제공받은 폴리에스터 더블 니트 

섬유를 사용하였다 (그림 2-4, 2-5). 원사는 150 D짜리 100%로 

구성되었으며 섬유 중량은 360 g/yd 이다. SEM 분석 결과 섬유를 

구성하는 실 한 가닥은 20 μm 직경의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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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 섬유의 미세구조 2상 모델 [19]. 

(b) 폴리에스터 섬유의 3상 모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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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신일섬유㈜에서 제공받은 폴리에스터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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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폴리에스터 섬유 실 한가닥 내 필라멘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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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산 염료 

 

대체로 물에 용해되지 않고 소수성 섬유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등)와 직접적으로 친화력을 갖는 염료를 분산 염료 (disperse dye)로 

정의한다 [28]. 분산이라는 명명이 붙은 이유는 이 염료를 사용하는 

수계 폴리에스터 섬유 염색 공정에서 물에 대한 염료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산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산 염료는 폴리에스터를 염색하는 데에 사용하지만 

아세테이트와 폴리아미드 등에도 종종 사용된다 [29].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폴리에스터의 소비는 2000년 대 

면섬유를 앞지른 이후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몇 년이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현재 전체 

섬유 소비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글로벌 

요구에 따라 분산 염료 또한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연구들이 분산염료와 폴리에스터에 주목하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분산 염료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며 어떠한 화학반응을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염료 분자는 일반적으로 –NH2 또는 –

OH 작용기를 가지며 섬유와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하여 염착된다 

[30]. 약 60%의 분산 염료는 아조 (azoic)계열로 분류되며 이 중 

모노 아조 (monoazo) 형태만 고려했을 때 5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안트라퀴논 계열이 약 25%를 차지하며 그 두 계열이 대표적인 

분산염료를 구성한다고 보면 된다. 그 외 크게 중요하지 않은 

methyl (3%), styryl (3%), acrylene benzimidazol (3%), ouino naphthalenes 

(3%), amino naphthyl amide (1%), naphthoquinone imine (1%) 그리고 n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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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rse dyes (1%)가 있다 [31,32]. 본 연구에서는 총 6종의 염료에 

대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조 계열 염료 3종과 

안트라퀴논 2종 그리고 퀴논 계열 1종을 사용하였다. 그림 2-7에 

염료 컬러 인덱스 넘버와 분자구조를 차례로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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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글로벌 섬유 소비량 추세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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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실험에 사용한 6종의 분산 염료 color index와 분자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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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염료 입자 재결정 연구 

 

3.1. 연구 배경 

 

본 연구에서는 염료의 용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세화를 선택하였다. 용해 과정은 물질 전달 과정으로 고체 용질이 

매질로 용해되는 속도는 용질과 용매 관점에서 각각 향상시킬 수 

있다. 물질 전달 이론에 따르면 용질의 용해 속도는 표면적과 확산 

계수 그리고 총괄 물질 전달 계수에 의존한다. 용매 관점에서는 

물질 전달 계면의 두께를 감소시켜 용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분식 반응기 내 용액에 교반을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초임계 염색 메커니즘은 용해-흡착-확산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른 과정은 유지하면서 

용해 단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독보적이다. 예를 들어 교반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용해, 흡착 

단계가 모두 빨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용해 단계의 영향을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입자의 비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미세화 하는 방법에는 큰 

입자를 잘게 쪼개어 미세화 하는 top-down 접근법과 분자에서 

결정을 성장시켜 작은 입자를 만드는 bottom-up 접근법이 있다. top- 

down 방법은 입자를 분쇄 시켜 미세화 한다. 이때 사용하는 분쇄 

도구에 따라 ball mill, rod mill, pebble mill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쉽게 입자를 분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우 작은 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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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백 

마이크로단위에서 수십 마이크로까지 분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수한 ball mill 장치의 경우 수 마이크로까지 분쇄가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는 수 마이크로대의 

입자로 top-down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bottom-

up의 재결정 방법을 시도하였다. 

 초임계를 활용한 재결정 방법에는 ASES 공정과 RESS 공정이 있다. 

위 재결정 공정은 다른 재결정 공정에 비해 높은 과포화도를 가져 

미세화 된 입자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약, 

폭약, 고분자 등 많은 물질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미세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4–42].  

재결정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이 초임계 유체에 어느정도 

용해력을 가질 경우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는 RESS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상 물질이 초임계 유체에 대한 용해력이 

높지 않아 생산성이 낮을 경우 초임계 유체는 반용매로 활용되며 

타겟 물질을 녹이기 위한 추가적인 유기 용매를 필요로 하는 ASES 

공정이 있다.  

먼저 RESS 공정은 초임계 유체를 대상 물질로 녹이는 용매로 

사용하는 2성분계 시스템이며, 초임계 유체의 온도와 압력을 통해 

용질에 대한 용해력을 조절한다. 초임계 기체로 널리 쓰이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상온, 상압에서는 기체 상태로써 유기물에 대한 

용해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초임계 상태의 고압, 고온하에서는 

유기 용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기물에 대한 높은 용해력을 

가진다. RESS 공정에서는 대상 물질을 초임계 유체에 녹인 뒤 

노즐을 통해 상압으로 빠르게 감압시키면서 이산화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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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상으로 분리시킴과 동시에 입자를 석출시키는 재결정 공정이다. 

일반적인 RESS 운전 압력인 20 MPa–30 MPa에서 순간적으로 대기압 

0.1 MPa까지 감압을 겪으면서 용해력은 순간적으로 0에 수렴하며 그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매우 작은 입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공정이다.  

재결정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입자의 크기는 

핵생성속도와 결정성장속도 간의 경쟁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핵 생성이 매우 빠른 경우 수많은 핵이 생성되며 각각의 

핵에서 입자가 독립적으로 자라게 된다. 이 때 결정 성장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거나 주변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아주 작은 

입자로 성장이 멈추게 된다.  

RESS의 경우 용해력이 떨어진 이산화탄소 내에서는 결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작은 형태의 입자에서 성장이 

멈춘다. 반면에 핵 생성이 느려 소량의 핵이 생성되었을 때 주변 

영양분이 하나의 핵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 보다 큰 

결정이 자라나며 이 결과 큰 입자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결정 

공정은 보다 작은 입자를 얻기 위한 공정으로 핵 생성을 빠르게 

하고 입자 성장 시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공정이 개발되었다.  

ASES 공정은 초임계 유체를 반 용매로 사용하는 공정으로써 

이산화탄소-유기용매-용질로 구성되는 3성분계 시스템이다. 

유기용매에 용해된 대상 물질은 노즐을 통해 초임계 이산화탄소계 

내로 분사되며 이때 미세 액적 내부로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유기 용매의 용해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입자를 석출 

시키는 기술이다. 이 공정에서는 유기 용매의 용해력을 이산화탄소 

분율로써 조절하게 되고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빠른 확산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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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표면장력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용해력을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이는 RESS 공정에 비해 3성분계로 운전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며 운전 변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지만 용해도가 높은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 널리 사용되는 재결정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사용하는 유기 용매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입자의 크기, 형상 그리고 분자배열상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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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방법 

3.2.1. ASES와 RESS 공정 

 

ASES 공정은 그림 3-1(a)에 나타내었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대상 물질은 적절한 유기 용매에 일정 농도로 녹인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기 용매는 아세톤 (acetone), 에탄올 (ethanol), 

디메틸포름아마이드 (N,N-dimethylformamide), 디메틸술폭사이드 

(dimethylsulfoxide)등이 있다. 먼저 순수한 이산화탄소는 냉각, 압축, 

가열 공정을 통하여 초임계 상태로 유지되며 석출셀 내부를 지나 

압력조절기를 통하여 흘러 나간다. 운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응기 

내부는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온도와 압력이 안정화 되었을 때 추가적인 펌프를 통하여 

앞서 제조한 유기 용매와 염료 용액을 석출셀에 주입한다. 분사 시 

생성되는 액적을 보다 작게 만들어주며 빠른 추출을 도와주기 위해 

일반 라인을 통해 주입하는 것이 아닌 미세한 노즐을 통해 

주입한다. 이 실험에서는 127 μm의 노즐을 사용하였다. 

이산화탄소와 유기 용매의 유량비 또한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0에서 1:100정도로 이산화탄소를 과량으로 사용한다. 분사된 

유기용매 액적은 과량의 이산화탄소 환경에 노출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액적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오면서 유기용매의 

용해력이 떨어지고 입자가 석출된다. 석출된 입자는 이후 필터에 

거쳐 유기용매-이산화탄소 상으로부터 분리된다. 유기용매 분사가 

끝난 이후 순수한 이산화탄소만 흘려주는 과정을 통해 남아있는 

유기용매를 제거한다. 유기 용매가 완벽하게 제거된 입자는 감압 

이후 필터에서 분리되어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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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S 공정은 그림 3-1(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먼저 미세화 시키고자 하는 파우더 형태의 물질은 고압 

추출셀 내에 주입된다. 이때 사용하는 파우더의 양을 줄이고 내부 

이산화탄소와의 접촉을 늘리기 위하여 여러 크기의 유리구슬을 

함께 넣어줄 수 있다. 순수한 이산화탄소는 고압봄베로부터 나와 

냉각, 압축 이후 재 가열 공정을 거쳐 원하는 온도와 압력의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진다. 이때 펌프의 아웃풋과 인풋을 연결하는 순환 

라인에 압력조절기를 설치하여 시스템 전체 압력을 조절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추출셀 내부를 연속적으로 흘러 염료를 

용해시킨다. 우리가 운전하는 RESS 공정은 이산화탄소가 

연속적으로 염료를 녹이고 그대로 분사하는 형태로써 시스템 내의 

이산화탄소 유량은 최종 노즐의 구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구경이 2배 커지면 내부 유량이 4배 빨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포화 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체류시간이 아닌 투입하는 

염료의 양을 최소 1 g에서 최대 20 g까지 조절하여 포화용액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염료에 포화된 초임계 이산화탄소 용액은 이후 

127 μm의 내경을 가지는 노즐을 통하여 상압으로 분사된다. 위 

크기의 노즐을 사용하였을 때 내부 이산화탄소 유량은 약 100 

ml/min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작은 노즐을 사용하면 노즐 분사 이후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작아 보다 미세한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노즐이 막히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큰 직경의 노즐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펌프 허용 

유량을 벗어나 원하는 압력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노즐을 통해 

상압으로 분사된 이산화탄소는 단열 팽창으로 인하여 온도가 

감소하여 용해력을 빠르게 잃어버린다. 동시에 석출된 염료 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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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통하여 기체 이산화탄소와 분리시킨다. 단열 팽창으로 인해 

필터 위에 쌓인 드라이아이스는 60도 오븐에서 건조시켜 제거한 뒤 

재결정 입자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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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입자 재결정 장치도  

(a) ASES, (b) 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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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입자 특성 분석법 

 

우리는 DR60, DY54, DB359 총 3가지 염료를 대상으로 미세화를 

진행하였다. 기존 입자는 경인양행에서 제공받은 상태 그대로 

추가적인 정제와 분리 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입자의 크기,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odel: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 분석을 진행하였다. 고체 

파우더 형태의 시료는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미량 샘플링 한 뒤 

카본테이프 위에 고정하였으며 백금코팅기 (model: EM ACE200, Leica, 

Austria)을 사용하여 입자에 전도성을 부여하였다. 백금 코팅 두께는 

약 5–10 nm로 진행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입자 크기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입자 크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는 

5wt%의 polyvinyl alcohol 용액에 분산시킨 뒤 한 시간 이상 

소닉케이션 하였다. 잘 분산된 용액은 laser particle size analyzer (PSA, 

model: ANALYSETTE 22 MicroTec Plus, FRITSCH, Germany)를 이용하여 

0.01–2000 μm의 범위에서 입자 크기를 측정하였다. 파우더의 

결정구조는 high power x-ray diffraction (XRD, model: D-MAX2500-PC, 

Rigaku, Japan)을 통해 확인하였다. 입자의 열적 물성은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model: TA SW suite/MSDS Q100 System, Ta 

Instruments, USA)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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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및 고찰 

3.3.1. 기존 염료 입자 특성 분석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처리하기 전 DR60의 입자는 

결정성이 높고 각이 진 형태를 띄었으며 그 크기는 나머지 

염료보다 상대적으로 큰 10–100 μm 크기를 가짐과 동시에 입도 

분포의 범위가 매우 넓었다. DY54의 경우 L/D값이 큰 긴 막대 

형태로 보였으며 이 또한 면의 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아 

결정성이 높은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입자는 같은 부피의 구로 

변환하였을 때 약 1–10 μm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DR60에 비해 

상당히 작은 입자를 확인하였으며 그 분포 또한 비교적 고른 

형태를 보여주었다. DB359의 경우 DY54와 같이 긴 막대 또는 바늘 

형태의 입자 형상이 확인되었으며 그 크기는 가장 작은 0.1–1 μm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바늘 형상의 입자가 서로 뭉쳐 보다 큰 

형태의 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뭉침은 입자를 다룰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입자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거나 합성 중 용해와 결정 성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입자 

사이가 붙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비교적 약한 뭉침 현상의 경우 재 

분산과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석은 PSA 결과와 

함께 논의하겠다.  

PSA 분석을 통하여 100 mg 내외의 시료 전체의 입도 크기와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분산된 용액 내 입자와 빛의 회절과 굴절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입자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크기 별로 시료 내 입자 개수가 raw data로 얻어진다. 이를 

number-based frequency라고 부르며 q0라고 나타내었다. 우리는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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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와 표면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균 입도를 D(4,3)을 사용하였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q0로부터 volume-based frequency, q3를 산정해야 

한다. 입자의 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SSA)와 입도분포의 

표준편차 (root-mean-square-deviation, RMSD)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𝑞3𝑖 =
𝑥𝑖
3 ∙ 𝑞0𝑖

∑𝑥𝑖
3 ∙ 𝑞0𝑖

 (3-1) 

𝐷(4, 3) =
∑𝑥𝑖

4 ∙ 𝑞0𝑖
∑𝑥𝑖

3 ∙ 𝑞0𝑖
 (3-2) 

𝑆𝑆𝐴 =
∑4𝜋 ∙ 𝑥𝑖

2 ∙ 𝑞0𝑖
∑4 3𝜋⁄ ∙ 𝑥𝑖

3 ∙ 𝑞0𝑖
∙
1

𝜌𝑑𝑦𝑒
 (3-3) 

𝑅𝑀𝑆𝐷 = √
∑[𝑥𝑖 − 𝐷(4, 3)]2 ∙ 𝑞3𝑖

∑𝑞3𝑖
 (3-4) 

 

여기서 q0,i는 xi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의 빈도 수이며 q3,i는 부피 

빈도 수 그리고 ρdye는 염료의 밀도이다. 입자의 결정구조와 

결정화도 그리고 열적 특성은 이후 재 결정된 입자의 결과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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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경인양행에서 제공받은 (a) DR60, (b) DY54, (c) DB359 

염료의 초기 입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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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ASES 공정을 통해 미세화 한 염료 입자 분석 

 

ASES 공정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운전 온도, 압력, 유기용매 

종류, 용액의 용질 농도, 이산화탄소-용액 유량 비, 이산화탄소 유량, 

노즐 사이즈, 건조 시간이 최종 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 목적이 최적의 미세화 된 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닌 미세화 된 입자를 

얻는 것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용매 만을 달리하여 재결정을 진행하였다. 이산화탄소 압력은 10 

MPa, 온도는 40 ℃에서 이산화탄소 유량은 50 ml/min 그리고 용액의 

유량은 1 ml/min으로 설정하였다. 노즐의 직경은 127 μm로 

고정하였다. 용액은 유기용매 40 ml에 400 mg을 넣어 제조하였으며 

총 분사 시간 40분 이후 20분 간 건조과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세톤을 유기 용매로 선정하여 미세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DR60 염료는 성공적으로 미세화 할 수 있었으나 DY54와 

DB359의 경우 재결정 된 입자를 획득할 수 없었다. 이는 

이산화탄소-아세톤 혼합 용액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재 결정된 

입자들이 다시 용해되어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DMF를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DY54와 DB359 염료에 대하여 미세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DY54는 여전히 재결정 입자를 얻지 못하였지만 미세화 된 

DB359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3에 ASES 공정을 통하여 

미세화 한 DR60과 DB359의 SEM 분석결과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DR60 염료는 각진 형태의 평균 40 μm 크기의 입자에서 매우 얇고 

긴 바늘 형태의 입자로 재결정 되었다. 길이는 200 μm 이상이며 

두께는 1 μm 로 L/D가 200 이상으로 긴 막대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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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54 염료는 기존 평균 입도 15 μm 형태의 막대에서 미세화 한 

이후 크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막대 형태를 얻었으며 다소 불균일한 

형태의 입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ASES 공정에서 재결정 입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원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첫번째 원인은 공정이 불포화조건에서 

운전될 때에는 입자가 재결정 되는 구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유기용매-염료 3성분계 상평형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실험하는 조건이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판단할 수 있다. 불포화 

조건은 이산화탄소-염료 혼합물에 대하여 염료의 용해도가 높을 때 

또는 제조한 유기용매와 염료의 혼합물 농도를 낮게 설정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 원인은 입자가 재결정 되었지만 

세척과정에서 순수한 이산화탄소에 용해되어 사라진 경우이다.  

위 두 원인은 입자가 재결정 되는지 여부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ASES 고압 반응기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창이 설치되어 분사 과정 중 입자가 재결정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입자가 재결정 될 

때에는 뿌연 연무의 분사형태를 가진다. 우리 실험의 경우 입자를 

얻지 못한 DY54, DB359 조건에서 연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첫번째 제시한 원인에 주목하였다. 

이산화탄소-유기용매-염료 3성분계 상평형 데이터는 위 원인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이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한 

염료와 유기용매 그리고 이산화탄소 혼합물 상평형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직접 측정하기에는 본 연구 영역에서 

다소 벗어나기 때문에 Hansen solubility parameter (HSP)를 이용하여 

입자를 얻지 못한 현상을 정성적으로 해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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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는 물질의 구조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으로 분자 구조를 

반데르발스 분산력과 극성결합력 그리고 수소결합력 총 세 

부분으로 나눠 판단한다. “Like dissolves like”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두 분자는 서로 간의 친화력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별 분자의 

성질을 세 부분으로 나눠 쉽게 판단하는 것이다. Regular solution 

theory로부터 실제 용액에서 액체 내의 고체 용해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용해도와 HSP는 아래식으로부터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HSP 값을 통하여 용해도를 추적할 수 있다. 

 

𝑙𝑛 𝑥𝑏 =
∆𝑓𝑢𝑠,𝑏𝐻

𝑅
(
1

𝑇𝑓,𝑏
∗ −

1

𝑇
) − (

𝑉𝑏
𝑅𝑇

)(𝛿𝐻𝑆𝑃,𝑏 − 𝛿𝐻𝑆𝑃,𝑙)
2
 (3-5) 

 

용질 (아래첨자 b)와 용매 (아래첨자 l) 두 성분의 혼합물에서 xb는 

용매에 대한 용질의 포화 농도이며 ∆𝑓𝑢𝑠,𝑏𝐻는 용질의 용융 엔탈피, 

R은 기체상수이다. 𝑇𝑓,𝑏
∗ 는 용질의 녹는 온도이며 𝑉𝑏 는 용질의 

몰부피이다. 𝛿𝐻𝑆𝑃는 용해도파라미터이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𝛿𝐻𝑆𝑃 = √𝛿𝐷
2 + 𝛿𝑃

2 + 𝛿𝐻
2  (3-6) 

 

𝛿𝐻𝑆𝑃는 총괄 용해도 파라미터는 분산력 (D, dispersion), 극성결합 

(P, polar bonding)그리고 수소결합 (H, hydrogen bonding)의 제곱합으로 

나타난다. 각 항의 용해도 파라미터는 E. Stefanis가 제시한 group 

contribution으로부터 계산하였다. 폴리에스터 섬유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세톤과 DMF에 대한 HSP는 문헌값을 사용하였다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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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실험에 사용된 물질의 Hansen solubility parameter 계산값과 문헌값 

 
δD δP δH δHSP 

DR60 23.7 10.9 20.0 32.9 

DY54 22.1 8.8 5.2 24.4 

DB359 23.3 15.9 8.0 30.8 

Polyester* 21.9 19.5 9.8 30.9 

Acetone* 15.5 10.4 7.0 19.9 

DMF* 17.4 13.7 11.3 24.9 

CO2 (10 MPa, 40 ℃)* 7.6 3.9 4.3 9.5 

*referen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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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5에 따르면 염료와 용매의 HSP, 염료의 용융엔탈피, 몰부피 

그리고 녹는점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용해도값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한 염료에 관하여 HSP를 제외한 물성들은 

연구되지 않아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용매와 용질의 HSP 

차가 작을수록 용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HSP 값이 

비슷할수록 분자의 성질이 유사하여 서로간의 친화도가 높기 

때문이다.  

표 3-1에 나타낸 HSP를 통하여 우리는 세가지의 분산염료가 

폴리에스터와 유사한 HSP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산염료가 폴리에스터와의 친화력이 좋아 염색이 잘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세톤과 DMF 또한 그 

값이 유사하여 높은 용해도를 가질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와 염료의 HSP 간격은 DY54가 가장 작았으며 DB359, 

DR60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DY54, DB359, DR60 

순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DY54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ASES 공정에서 미세화된 입자가 얻어지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ASES 공정 변수 최적화의 까다로움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SES 

공정조건에서 얻어진 두 염료의 결과가 기존 염료 형태와 비교하여 

극적으로 미세화되지 않았으며 그 입도의 분포 또한 매우 넓어 

미세화 결과로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DY54를 재결정하기 위하여 

적합한 유기용매를 선정하는 과정은 본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RESS 공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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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SES 공정을 통해 재결정한 염료 입자 (a) DR60, (b) DB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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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SES 공정 중 용액이 분사할 때 재결정 되는 입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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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RESS 공정을 통해 미세화 한 염료 입자 분석 

 

약물, 고분자, 화약 그리고 유기물 등의 물질들은 RESS 공정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미세화 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5–

37,45–48]. 이 물질들의 용해도는 몰분율로 10-4–10-6 범위를 가진다. 

비록 RESS 공정을 활용하여 염료를 미세화 한 사례가 없지만 여러 

압력, 온도 조건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다양한 염료의 

용해도는 측정되고 연구된 바 있다 [49,50]. Sung et al. 연구에 따르면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DR60의 용해도는 몰분율로 10-4–10-6 

범위를 가지며 RESS 실험 조건인 40 MPa, 80 ℃에서 용해도는 7.0 × 

10-5로 확인되었다 [51].  

RESS 공정은 ASES 공정과 다르게 이산화탄소와 염료 만을 

사용하는 2성분계 시스템으로 운전된다. 앞선 연구들로부터 최적화 

된 공정 조건을 사용하였다. 추출 압력과 온도는 40 MPa, 80 ℃로 

유지했으며 분사 노즐은 내경이 127 μm 이고 길이가 10 cm 인 1/16 

in 스테인리스 튜빙 (model: 56708, Supelco, USA)을 사용하였다.  

RESS를 통해 재결정한 세가지 염료의 입자 형상과 크기는 그림 

3-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리하지 않은 염료와 RESS 처리한 

염료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 빈도수 분포는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표 3-2에 입도분석기를 통하여 얻은 염료들의 평균 입도, 표면적 

그리고 표준편차를 정리하였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처리하지 않은 DR60은 0–200 μm 

범위의 넓은 입도 분포를 가졌다. DY54의 경우 0–100 μm 범위의 

막대 형태로 보였으며 비교적 균일한 입도 분포를 보였다. DB359는 

뭉치지 않은 입자 (primary particle)은 1 μm 이하로 보이나 뭉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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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있어 0–200 μm 범위의 넓은 입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림 

3-5에서는 RESS 공정 처리 후 재 결정된 염료들의 입도 분포와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세가지 염료는 RESS 처리 후 미세화 

되었고 매우 균일한 입도 분포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의 입도 분석기 결과를 통해 DR60은 평균 입도가 8.4 배 

감소하였으며 표면적은 6.5 배 증가하였다. DY54는 평균 입도가 4.5 

배 감소하였고 표면적은 5.3 배 증가하였다. 기존 입자 크기가 작아 

RESS 공정 전후 차이가 크기 않았다. DB359의 경우 평균 입도는 

4.3 배 감소하였으며 표면적은 7배 증가하였다. 입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한 표면적이 용해 속도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RESS 공정을 이용한 미세화 과정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6 배 향상된 용해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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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RESS 공정을 통해 미세화 한 염료 입자  

(a) DR60, (b) DY54, (c) DB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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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기존 염료와 RESS 처리한 염료의 부피 기반의 입자 

빈도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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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처리하지 않은 염료의 평균 입도, 표면적, 표준편차 결과 

Dye Sample type D(4,3)/μm SSA/cm2g-1 RMSD/μm 

DR60 neat 39.0±0.2 1490±20 30.4±0.2 

 RESS 4.6±0.1 9780±190 4.1±0.1 

DY54 neat 14.6±0.2 7480±400 14.4±0.1 

 RESS 3.2±0.1 39950±290 4.5±0.1 

DB359 neat 31.8±0.9 2690±260 27.5±0.8 

 RESS 7.3±0.2 18910±150 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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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변화에 따른 결정화도와 열적 물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XRD와 DSC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7과 3-8에는 RESS 

공정 처리 전 후 입자들의 결정구조와 열적 특성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특히 DSC를 통하여 얻어진 다양한 열적 특성 물성들은 

표 3-3에 추가로 정리하였다.  

그림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염료들은 미세화 공정을 

거친 뒤 피크의 세기가 약해졌으며 그 분포가 넓어졌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피크의 위치는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RESS 

공정을 통하여 재 결정된 입자들의 분자 배열 상태는 초기 염료와 

동일함을 뜻한다. 그러나 피크의 세기가 감소한것으로 보아 

결정화도가 감소하였다. 미세화 과정에서 입자가 성장할 때 결정 

구조로 정렬하면서 자라기에는 주어진 성장 시간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무결정 형태의 입자가 얻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무결정형은 용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결정영역은 결정 영역에 비해 표면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용해 

과정 중 요구되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다.   

그림 3-8과 표 3-3에 DSC를 통해 측정된 열 흐름과 용융 엔탈피 

그리고 녹는점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3에서 RESS 처리한 

염료들의 녹는점은 DR60, DY54, DB359 각각 1 K, 2.2 K, 0.4 K씩 

감소하였다. 측정 장치의 오차를 고려할 때 이 차이는 유의미한 

값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용융엔탈피의 경우 결정화도와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모든 염료 시료에서 3–6 J/g만큼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언급한 미세화 공정 

이후 XRD 피크가 작아지고 넓어지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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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S를 통하여 재결정 된 염료 입자들은 보다 작은 입자 크기를 

가졌으며 좁은 입도 분포 그리고 넓은 표면적을 가졌다. 결정화도는 

감소하였으며 용융 엔탈피 또한 감소하였다. 결정구조와 녹는점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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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처리하기 전 염료와, RESS 처리 후 염료의 분자 배열과 

결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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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처리하기 전 염료와 RESS 처리 후 염료의  

열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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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존 염료와 RESS를 이용하여 재결정 된 염료 입자들의 녹는점과 

용융 엔탈피 분석결과 

Dye Sample type Tm / ℃ △Hfus / J·g-1 

DR60 

Neat 184.6 ± 0.4 88 ± 1.0 

RESS-processed 183.6 ± 0.3 84 ± 1.0 

DY54 

Neat 268.5 ± 0.5 66.3 ± 0.5 

RESS-processed 266.3 ± 0.8 59.4 ± 0.2 

DB359 

Neat 225.7 ± 0.1 66.0 ± 0.1 

RESS-processed 225.3 ± 0.5 63.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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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용해 속도와 

전체 염착 속도의 상관관계 

 

4.1. 연구 배경 

 

초임계 염색 공정을 대상으로 염착 동적 연구를 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섬유 내에서의 염료 분자 거동에 주목하였다. 

시간에 따른 고분자 내 염료의 농도를 측정하여 Fickian 확산 

모델로부터 확산 계수를 계산하였다 [9,52]. 이 경우 수학적 편의와 

정확한 위치에 따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라멘트 형태의 

섬유가 아닌 필름 형태의 고분자를 봉에 말아서 사용하는 film roll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흡착 모델로 염착 속도를 예측한 연구도 

있었다. 이 경우 시간에 따른 섬유로의 염료 염착은 오로지 흡착의 

결과로 가정하였으며 pseudo-second-order kinetic과 Freundlich 

isotherm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11]. 수계 염색 

공정에서 나일론 6 섬유 내 분산 염료의 거동을 연구한 Shibusawa에 

따르면 고분자 내의 염료 확산은 dissolved 입자와 adsorbed 입자 

두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Sorption-diffusion 모델로 설명한 경우도 

있다 [6,53]. Sorption-diffusion 모델에 따르면 염료 확산은 Nernst 

partitioning (P 입자)와 Langmuir sorption (L species)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염료의 동적 연구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혼재한다는 것은 염색 과정은 여러 다양한 속도를 가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것이라 사료된다.  



55 

 

 전통적인 수계 염색에서 분산 염료는 매질에 용해되지 않고 

분산제와 계면활성제 그리고 첨가제와 함께 분산하는 특성 때문에 

염료의 용해 속도는 직접적으로 측정된 바 없다. 반면에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는 염료가 매질에 분자 형태로 용해되기 때문에 용해 

단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염료의 용해 속도는 용해도 측정 연구 

중 반응기 내 체류 시간 [54] 또는 포화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49,55]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된 바 있다. 그러나 초임계 

용액 내 용질의 용해 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거의 없다. 

Ober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포토레지스터 고분자의 용해 속도를 

interferometry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바 있다 [56,57]. 본 

연구에서는 in situ 분광계를 활용하여 초임계용액을 직접 관찰하여 

용해 속도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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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방법 

4.2.1. 용해 속도 측정 장치 

 

그림 4-1에 용해 속도 측정 장치도를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염료의 용해 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in 

situ 분광계를 도입하였다. 초임계 상태의 낮은 표면장력과 높은 

확산속도는 용질을 빠르게 녹여낼 수 있지만 용해 속도가 무한대 

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빠르기에 많은 연구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정량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초임계 상에서 용질의 용해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고압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in situ 장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사용한 

염료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여 색을 나타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를 사용하여 내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체 제작한 고압 평형 셀 외부에 사파이어 재질의 

유리창을 제작하여 빛이 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광계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염료 물질을 10 mg 측정하여 평형셀 

내부에 투입한다. 반응기 채결 후 순수한 이산화탄소는 고압 

봄베로부터 나와 열교환기를 거쳐 0 ℃로 냉각된다. 액화된 

이산화탄소는 플런저 타입 고압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된다. 이후 

또다른 열교환기를 지나 원하는 온도의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되며 

이는 평형셀 내부로 주입된다. 원하는 온도와 압력에 도달 한 후 

평형셀 위에 위치한 벨브를 닫아 평형셀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초임계 내부의 흡광도는 매 초 간격으로 측정하며 최대 10분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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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관찰하였다.  

초임계에서 측정한 흡광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reference 조건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온, 고압 조건이 되더라도 

이산화탄소에 의한 흡광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색이 없는 것을 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험 온도 

그리고 상압일 때를 reference 조건으로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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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in-situ 분광계를 활용한 초임계 상에서의 용해 속도 측정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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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염착 속도 측정 장치 

 

시간에 따라 섬유 내부로 침투하는 염료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해 속도 측정장치에서 분광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였다. 2 mg의 염료 입자와 100 mg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동시에 평형 셀 내부에 투입하였으며 이때 액비 (liquor ratio)는 

20:1로 측정되었다. 이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압력을 유지하는 

일련의 실험 과정은 용해 속도 측정 실험과 동일하다. 실험은 

일반적으로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폴리에스터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393 K, 25 MPa 조건을 사용하였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까지 염색을 진행하였으며 매 시간에 따라 얻어진 

염색천은 이후 속실렛 추출을 통해 내부 염료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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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섬유 내 염료 농도 분석법 

 

속실렛 추출 

 

섬유 내에 존재하는 염료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이메틸포름아마이드 (DMF)를 용매로 한 속실렛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폴리에스터 섬유 내 염색 된 염료는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고분자 사슬 구조 사이에 물리적으로 끼어있기 

때문에 상온의 유기용매에서는 쉽게 추출되지 않는다. 유기용매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은 염료를 충분히 용해시킬 수 있는 

용해력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끓는 점이 100 ℃ 이상으로 높아 

고분자를 팽윤시킬 수 있는 온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끓는점이 200 ℃ 이상으로 너무 높을 경우 폴리에스터 섬유 자체가 

분해될 수 있고 염료 또한 열에 의해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우리는 DMF를 최적의 용매로 선정하였다. DMF는 

끓는점이 150도로 폴리에스터를 충분히 가소화 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염료를 분해시키지 않는 적당한 온도를 제공할 수 있는 

유기용매이다.  

약 20–30분 정도 추출을 진행하였으며 끓는점이 150 ℃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오랜 시간 끓인 경우 염료가 분해되는 

현상이 있어 육안으로 더 이상 염료가 추출되지 않을 때 가열을 

중단하였다. 염료의 흡광스펙트럼은 용액의 온도에 영향 받기 

때문에 염료를 용해한 DMF 용액은 상온까지 냉각한 뒤 분광계를 

통하여 최대 흡광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와 

스탠다드 용액으로부터 구한 검정 곡선으로부터 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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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속실렛 장비 

 

 



62 

 

초임계 용액의 흡광 스펙트럼 분석법 

 

그림 4-3에는 분자가 여러가지 전자기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흡수와 방출 상호작용을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에너지 레벨은 분자 진동에 의한 전위 곡선으로 분자 회전에 의한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분자가 적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는 이웃한 분자 진동 에너지 레벨의 간격과 일치한다. 

이 원리를 사용한 분광법은 IR-absorption spectroscopy라고 부른다. 

따라서 적외선 광자를 흡수한 분자는 바닥상태 전자 배열을 

가지지만 진동 양자 수 만이 변화한 상태이다. 반면에 

자외선/가시광선 영역의 광자 에너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전자 

배치의 에너지 레벨 간격과 일치한다. 따라서 분자의 전자 배열은 

바닥상태로부터 여기 상태로 전이한다. 염료 분자의 경우 두 이웃한 

전자 배치 에너지 레벨의 간격은 가시광선 영역에 있다. 가시광선-

자외선 분광법 (UV/Vis-absorption spectroscopy)은 위와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에 노출된 분자는 그 

에너지 수준에 따라 진동양자수가 바뀌기도 하며 전자 배열이 

바뀌기도 한다. 그리고 흡수한 에너지는 광자의 형태로 방출되지 

않으며 충돌과 같은 형태의 비방사 (non-radiative)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전 시스템으로 분산된다. 광자를 주사하였을 때 

방출이 되는 경우는 레이저 유도 형광법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광원으로 쓴다. 

분자가 광자를 흡수하면 전자 배열이 바닥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이동한다. 이어서 낮은 진동양자수로 완화하며 바닥상태의 전자 

배열로 광자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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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분광법이며 염료의 농도를 측정하기에 가장 알맞은 분석법이라고 

평가하였다. 흡수 분광법에서 흡광도는 일반적으로 파장의 함수로 

나타난다. 

𝐴(𝜆) = − 𝑙𝑜𝑔10 𝑇(𝜆) = 𝑙𝑜𝑔10(
𝐼𝑖𝑛𝑐𝑖𝑑𝑒𝑛𝑡,𝜆

𝐼𝑡𝑟𝑎𝑛𝑠𝑚𝑖𝑡𝑡𝑒𝑑,𝜆
) (4-1) 

흡광도 A는 투과율 T의 음의 상용 로그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초기 빛의 세기를 투과한 빛의 세기로 나눈 값과 일치한다. 여기서 

우리는 흡광 (absorbance)와 흡수 (absorption)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흡광이라는 현상은 초기의 

광량과 투과된 광량의 차이를 뜻한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현상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분자의 전자 배열에 의한 

흡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용액 내의 거품, 방울 또는 입자에 의한 

산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산란에 의한 효과는 그림 4-4 상단 

그림에 나타나 있다. 빛의 산란은 특정 파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며 그 세기는 파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흡수에 의하면 빛 중 분자 전자 

배열의 에너지 준위 간격과 일치하는 특정 파장대에서만 분자가 

선택적으로 흡수하며 그때 방출된 빛 스펙트럼은 그 세기가 

일정하지만 특정 파장에서만 빛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역학에 따라 전자 배열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하기 때문에 

특정 파장 빛만 제거된 형태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가장 아래 그래프에서는 흡수와 산란이 모두 이루어진 형태의 흡광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빛의 세기가 전체적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특정 파장에서 흡수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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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분광계를 통해 관찰하는 것은 초기 빛의 세기와 투과된 

빛의 세기이다. 이때 산란과 흡수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각각 현상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우리가 가진 용액이 흡수만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흡광은 온전히 흡수에 의한 함수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Beer-Lambert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𝐴(𝜆) = 휀(𝜆) ∙ 𝑐𝑎𝑏𝑠 ∙ 𝑙 (4-2) 

여기서 휀(𝜆)은 몰 흡광 계수이며 𝑐𝑎𝑏𝑠는 흡수 물질의 농도, 𝑙은 

빛이 투과하는 거리이다. 이 법칙은 희석용액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흡광하는 용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분자의 흡광 정도는 전체 용질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하단 뜻으로 흡광 정도와 분자 수와의 

선형성으로 나타난다. 용액의 용질 농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 

선형성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용질이 많아짐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흡광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겹쳐 선형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초임계 유체에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을 

적용하였을 때 그 용해도가 수용액에 대한 용해도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용질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염료의 

용해도는 몰분율로 10-7–10-5으로 희석 용액을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값이 낮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분자가 흡광을 하는 파장은 서로 이웃한 

두 전자 배열의 에너지 간격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전자 배열이란 

분자 고유의 값이 아닌 분자와 주변 용매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65 

 

결정되는 값이다. 즉, 특정 물질의 최대 흡광 파장은 용매가 물일 

때와 에탄올일 때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용매 의존 발색 현상 (solvatochromism)이라고 한다. 그림 4-5의 

Brooker’s Merocyanine 예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물질이 흡수하는 파장 영역이 용매에 의존하는 현상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 밀도와 같은 용매의 성질이 

쉽게 바뀌어 용매 의존 발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향은 아래 예시처럼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으며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안트라센의 최대 흡광 파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수 나노미터정도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8].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전체가 균일한 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분자 레벨로 

살펴볼 때 액체와 같이 뭉쳐 높은 밀도를 가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기체와 같이 밀도가 매우 낮은 영역이 혼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현상과 이산화탄소 밀도 변화로 인해 분자 전자 분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흡광 파장이 이동하는 용매 의존 발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파장 시프트는 modified Beer-Lambert 

법칙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  

 

𝐴 = ∫ 𝑙𝑜𝑔 (
𝐼0
𝐼
)

𝜆2

𝜆1

𝑑𝜆 = ∫ 휀(𝜆)
𝜆2

𝜆1

𝑑𝜆 ∙ 𝑐 ∙ 𝑙 (4-3) 

𝐴 = 𝐵𝜆 ∙ 𝑐 ∙ 𝑙 (4-4) 

𝐵𝜆 = ∫ 휀(𝜆)𝑑𝜆
𝜆2

𝜆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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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법칙은 단파장에서 흡광도를 추적하는 것 대신에 일정 

파장 영역에서 흡광도 값을 모두 더한 것을 추적한다. 이는 식 (4-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Beer-Lambert 법칙의 선형성으로부터 

이것들의 합 또한 그 선형성이 유지된다. 이때 몰흡광계수는 

통합몰흡광계수로 바뀌며 파장 영역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이 

값은 바뀐다. 일반적으로 Beer-Lambert 법칙을 최대 흡광 파장에서 

적용하는 이유는 최대 흡광 파장에서 파장에 따라 흡광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분광기 검출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 파장이 약간씩 시프트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기울기가 0인 부근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일정 파장영역대에서 적분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전략이다. 

기울기가 0이 되는 파장 영역 부근을 모두 적분함으로써 수 

나노미터씩 흔들리는 용매 의존 발색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는 각 염료에서 최대 흡광 파장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좌우 5 nm씩 총 10 nm 간격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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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여러 광원과 분자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설명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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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빛의 산란과 흡수 과정이 전체 흡광도에 미치는 영향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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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Brooker’s Merocyanine의 용매 의존 발색 현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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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4.3.1. 염료의 용해 속도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3가지 서로 다른 분산 염료의 용해 

속도는 고압 반응기에 직접 설치된 in situ 분광계를 통하여 측정한 

농도변화로부터 예측하였다. 초임계 상태의 density inhomogeneity 

성질로 인해 Beer-Lambert law를 적용하는 데에 어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Beer-Lambert law를 적용할 때 두 가지 가정에 위배가 된다 [61,62].  

첫번째 가정은 특정 파장에서 용질의 몰 흡광 계수는 주어진 

용매환경에서 일정하다는 것이다. 초임계 용액에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밀도가 바뀌는 환경에 용질이 존재하게 되며 그 결과 

몰흡광계수가 밀도에 의존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합의된 결과이다 [63,64].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온도와 압력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용매의 성질에 

무관하게 몰흡광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폴리에스터를 염색하는 일반적인 압력과 온도인 25 

MPa, 120 ℃로 고정하였다.  

두번째 가정은 초임계 용액은 희석 용액으로 각 용질 분자가 

흡광하는 것은 주변의 다른 용질와의 상호작용 없이 독립적인 

거동이다 는 것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분산염료의 

용해도는 몰분율로 10-7–10-4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일반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보다 상당히 낮은 값이다. 따라서 초임계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가 선형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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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로부터 밝혀졌다 [65–68]. 

시간에 따른 용해량을 분석하여 용해 속도를 검토하였다. 시간에 

따른 용해량은 흡광도로부터 아래 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𝐷𝑖𝑠𝑠𝑜𝑙𝑣𝑒𝑑,% =
𝐶𝑡
𝐶∞

~
𝐴𝑡
𝐴∞

× 100 (4-6) 

여기서 Ct와 At는 특정 시간 t에서의 초임계 용액 내 용질의 

농도와 측정한 흡광도이며 C∞와 A∞는 포화용액에서 용질의 농도와 

흡광도이다. 용해량은 포화 용액에서 100%가 되며 초기 값은 0%로 

지정하였다. 초임계상의 낮은 점도와 높은 확산 계수로 인해 용해된 

용질 분자가 용액 내에서 확산하는 속도는 고체 용질이 용해하는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고려하여 측정하는 흡광도는 온전한 용해 

과정에 의존한 결과로 가정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하여 용해 속도는 정확한 몰흡광계수의 측정 없이 흡광도 값을 

비교하는 것 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용질의 이론적인 용해 속도는 Noyes-Whitney 식을 통하여 표현된다 

[69]. 

𝑑𝑀

𝑑𝑡
=
𝐴𝐷

ℎ
(𝐶𝑠 − 𝐶𝑏) (4-7) 

dM/dt는 용질의 용해 속도, A는 용질 입자의 표면적, D는 확산 

계수, h는 확산 경계층 두께, Cs는 입자 표면에서 용질의 농도, 

그리고 Cb는 벌크 용액에서의 용질 농도이다. 위 이론 식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해가 됨에 따라 변화하는 표면적을 

정확히 추적하여야 한다. 입자의 표면적은 용해가 진행될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값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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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표면적은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용해 속도는 잘 알려진 실험식인 Weibull 

식을 통하여 피팅하였다 [70,71].  

𝑀𝑡

𝑀∞
= 1 − 𝑒−𝑎𝑡

𝑏
 (4-8) 

Mt는 시간 t까지 용해된 용질의 양, M∞는 무한대의 시간 이후 

용해된 용질의 양, a는 scale parameter, 그리고 b는 shape parameter이다. 

이 현상학적 실험식은 용해에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72–74]. 시간에 따른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분산 염료의 용해 속도 측정값은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약 100 초 간의 초기 가압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해 속도를 구할 수 

없었다. 또한 듀얼 플런저 고압 펌프가 일으키는 유체 유동 펄스는 

빛 산란과 흡광도 변화에 영향을 주어 측정값이 요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흡광도 값 요동은 용해 영향이 아닌 빛의 

산란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용해 속도는 약 8분간 측정되었다. 

RESS 처리한 DY54의 경우 1분이하의 짧은 시간에서 포화 용액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RESS 처리한 DB359의 경우 4분에 

포화의 95%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RESS 처리한 

DR60의 용해 속도는 다른 염료에 비해 가장 느렸으며 8분 동안 

포화 농도 대비 약 95%농도에 도달하였다. RESS 처리 전후로 가장 

차이 많이 난 염료는 DR60으로 처리하지 않은 입자는 8분이 지나도 

포화 농도의 4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반면 DY54의 경우 미세화 

전후 용해 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기존 DY54입자의 경우 평균 

입도가 가장 작아 미세화에 의한 용해 속도 향샹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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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염료 입자의 용해 속도는 그 표면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용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RESS를 이용한 재결정 

공정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DB359의 경우 입자가 미세화 된 

정도에 비해 용해 속도 향상 효과가 뛰어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DB359의 입자가 뭉쳐 있어 커 보였지만 primary 입자가 작아 낮은 

표면장력과 낮은 점도를 가진 초임계 유체는 뭉친 입자 사이를 

쉽게 관통했기 때문이다.  

Weibull 식을 사용한 수치해석방법은 Noyes-Whitney 식 보다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Noyes-Whitney 

식에서 고정되어 있는 표면적 항으로 인한 오차이며 Weibull 

식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용해 속도 결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Noyes-Whitney 식을 통해 높은 용해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입자 표면적을 향상시키거나 확산 계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물질 전달 경계층 두께를 작게 하는 방식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자를 미세화 하여 표면적을 넓게 

하는 것은 초임계 염색 공정을 최적화 하는 또 하나의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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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시간에 따른 염료의 용해 

속도와 Noyes-Whitney (점선), Weibull (실선)으로부터 예측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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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에 RESS 공정으로부터 미세화 한 입자를 얻는 과정과 

이를 이용하여 염착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의 내부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 mg의 염료 입자와 100 mg의 

폴리에스터 섬유 조각은 회분식 반응기 내부에 준비하였으며 

추가적인 교반 없이 염색을 진행하였다. 염료 입자와 천 사이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타공판을 위치하여 염료 입자가 섬유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였다. 염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해, 

확산 그리고 흡착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림 4-8에 폴리에스터 섬유 내 시간에 따른 분산 염료의 염착량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염료에서 RESS 처리한 입자 형태일 때 

60분내에서 높은 염착 속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빠른 염착 속도 

결과는 염색기 내부의 높은 염료 농도에 기인한다. 벌크 용액과 

섬유 사이에 형성된 큰 농도 구배로 구동력 또한 높아지며 그 결과 

염료가 섬유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가 빨라져 최종적으로 염착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75]. 초임계 폴리에스터 염색 

공정 중 폴리에스터 섬유 내로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수착으로 인한 

섬유 고분자 구조의 가소화와 팽윤 효과는 염료가 섬유 표면과 

내에서 흡착과 확산하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염료의 이산화탄소상과 폴리에스터 내에 대한 높은 분배 

계수와 고분자 내의 큰 자유 공간은 염료가 이산화탄소 상에 포화 

되기 이전 시간에도 섬유 내로 염료 분자의 흡착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76–78].  

따라서 향상된 염료의 용해 속도는 같은 시간 내에 용액 내 높은 

농도를 생성하며 그 결과 빠른 염착 속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통하여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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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의 용해 과정은 염료가 섬유 내로 흡착하고 확산하는 단계의 

시간 척도가 유사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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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RESS 실험과 이를 통해 얻어진 입자로 염착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의 장치 내부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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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염착 속도와 염료 입자 크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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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폴리에스터 섬유 내 염료의 확산 계수 측정 

 

5.1. 연구 배경 

 

제 4장의 결론을 통해 우리는 섬유 내 염료의 염착 속도가 

염료의 용해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초임계 

염색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섬유 내에서의 염료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유 내 염료 거동은 고체-고체 확산으로 

고체 용질을 고체 매질 내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 

3의 상이 요구된다. 이 실험의 경우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그 역할을 

한다. 고체-고체 확산의 거동을 살피기 위해서 제 3의 상이 필요한 

이유는 용질이 분자 레벨로 용해가 되어야지만 고체 매질 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자는 용해와 흡착, 그리고 

확산이라는 일련의 연속 과정을 통하여 전체 물질 전달을 관찰하며 

이를 오직 확산만의 결과로 간주하는 논리적 전개가 필요하다. 용해 

과정은 고체가 액체 또는 초임계 상에 용해되는 것이며 흡착은 

용질 분자가 액체 또는 초임계 매질을 통하여 이동하여 고체 

표면에 결합하는 것, 그리고 확산은 분자가 고체 매질 속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확산의 과정이 용해와 흡착에 비하여 

매우 빠르기 때문에 3 단계 중 확산이 속도 결정 단계로 평가되며 

전체 물질 전달은 확산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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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 방법 

5.2.1. 추출 기반의 확산 계수 측정 방법 

 

고분자 내의 고체 용질의 확산 거동은 일반적으로 침투 과정 

(impregnation)을 통해 관찰한다. 그러나 2성분계 시스템을 보기 위해 

3성분계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고체 용질이 고분자 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체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또다른 

상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체 용질이 스스로 고분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분자 수준으로 용해 돼야하며 용질 

분자는 고분자 표면까지 이동, 흡착해야한다. 따라서 침투 과정을 

통한 실험은 용해-흡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다만 우리는 위 3가지 형태의 거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총괄물질전달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용해 과정과 흡착 

과정은 확산에 비해 매우 빠르고 전체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험 조건 또는 가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체-고체 

확산은 그 저항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임계 상태에 고체가 용해되는 

과정과 분자가 고체 표면에 흡착하는 과정에 비해 매우 느릴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고분자 내 염료의 확산 계수는 

일반적으로 10-13–10-15 m2/s로 알려져 있지만 용해 속도와 흡착 

속도는 정량적으로 측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수치적으로 정확한 값을 알고있다고 하여도 용해와 

흡착 단계가 확산 속도에 비해 어느 정도 빨라야 무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100배 빠르면 무시할 수 있는지, 2배만 

빨라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결정단계가 

확산과정이라는 주장으로 전체물질전달을 확산만의 결과로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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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엔 원치 않은 오류를 야기 할 수 있다.  

우리는 용해 속도가 염착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함침 방법이 아닌 추출 방법을 통해 확산 계수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출 방법에 따르면 염료를 

고분자 내부에 함침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닌 제거하면서 

관찰한다는 점에서 그 원리는 동일하지만 방향이 정반대로 

작용한다. 추출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도 고분자 내의 염료의 거동 

만을 볼 수 없고 확산–탈착–용해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탈착, 용해 과정에 세부적인 가정에 차이가 있다. 침투 

과정에 따르면 용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농도는 0에서 

포화농도까지 증가하고 포화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리가 

용해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t>0에서 포화 농도로 일정하다 

라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용해 속도가 전체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농도가 0에서 포화농도까지 증가하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그 시간지연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추출과정에서 용해 과정은 그 속도가 동일할지라도 

시작점이 다르다. 용해 과정은 흐르는 이산화탄소에 노출된 섬유 

표면에서 진행된다. 고분자 내부에서 농도 구배에 따라 표면으로 

확산되어 나오는 염료는 포화 농도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작은 

값이다. 이 염료가 이산화탄소 상에 용해되는 시간은 함침과정에서 

말한 용해시간보다 짧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섬유 표면으로 순수한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섬유 표면의 염료 

농도는 0으로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위 설명을 간략화 한 개략도와 

추출 기반의 확산 계수 측정 실험 장비는 그림 5-1와 5-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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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압력에 따른 확산 계수의 정량적인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80–150℃ 온도 범위와 15–35 MPa 압력범위에서 실험하였으며, 

다양한 염료에 따른 확산 계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사용된 3가지의 염료 외에 azo 계열의 3가지 분산 염료를 추가하여 

총 6가지 염료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자세한 실험 조건은 표 5-1에 

정리하였다. 온도는 ± 0.1 K 측정 오차를 내포하며 압력은 ± 0.2 MPa 

의 오차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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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확산 계수 측정 실험의 자세한 운전 조건 

 

 

 

 

Exp. Dye Temp. (K) Press. (MPa) 

1 DR60 353 25 

2 DR60 373 25 

3 DR60 393 25 

4 DR60 413 25 

5 DR60 423 25 

6 DR60 393 15 

7 DR60 393 20 

8 DR60 393 30 

9 DR60 393 35 

10 DY54 393 25 

11 DR167 393 25 

12 DY211 393 25 

13 DB301 393 25 

Standard uncertainties are: u(p)=0.2 MPa and u(T)=0.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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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침투 방법과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실린더로 모사한 섬유 내부의 농도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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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추출을 기반으로 한 확산 계수 측정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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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수학적 확산 모델 

 

앞서 폴리에스터 섬유의 SEM 분석 결과를 통해 섬유를 10 μm의 

반경을 가지는 속이 꽉 찬 원기둥으로 모사한 바 있다. 실험에 

사용한 폴리에스터 섬유 조각의 크기는 그 반경과 비교하여 400 배 

이상 크기 때문에 섬유는 무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원기둥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확산 거동은 방사상의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섬유는 반경만을 함수로 가지는 1차원 원기둥으로 모사하였다.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섬유 고분자 내로 

빠르게 확산하며 짧은 시간만에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 

동안의 섬유는 pseudo-homogeneous 매질로 고려한다. 폴리에스터 

섬유 내 이산화탄소의 확산 계수는 120 ℃, 25 MPa에서 5 × 10-11 

m2/s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8]. 뒤에 측정한 염료의 확산 계수와 

비교하면 이는 103–105 배 큰 값으로 위 가정은 타당하다. 

섬유와 이산화탄소 경계면에서의 염료 농도는 0으로 가정한다. 

염색된 섬유에서 염료는 내부구조로부터 외부 이산화탄소 상으로 

이동한다. 본 실험 조건에서 추출기 내 이산화탄소 체류시간은 0.02 

초로 매우 짧아 이산화탄소 상에는 어떠한 염료도 축적되지 않는다. 

확산 거동와 위에서 나열한 가정들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Fick’s 

second law (식 5-1), 초기 조건 (식 5-2), 그리고 경계조건 (식 5-3, 5-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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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𝑐

𝜕𝑡
= 𝐷

𝜕2𝑐

𝜕𝑟2
 (5-1) 

𝑡 = 0, 0 < 𝑟 < 𝑎 →   𝑐 = 𝑐0 (5-2) 

𝑡 > 0, 𝑟 = 𝑎    →   𝑐 = 0 (5-3) 

𝑡 > 0, 𝑟 = 0     →  
𝑑𝑐

𝑑𝑟
= 0 (5-4) 

c는 섬유 내 염료의 농도, c0는 섬유 내 염료의 초기 농도, D는 

섬유 내 염료의 확산 계수, t는 시간 그리고 r은 원기둥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이다. 식 5-1의 해석적인 해는 주어진 

초기와 경계 조건에서 구할 수 있다 [79]. 이 해는 식 5-5 형태를 

가진다. 시간과 위치에 따른 농도를 r=[0, a] 범위에서 적분하면 

시간에 따른 섬유 내 염료의 총량을 추적할 수 있다.  

𝑐(𝑟, 𝑡) =
2𝑐0
𝑎

∑
𝑒𝑥𝑝(−𝐷𝛼𝑛

2𝑡) 𝐽0(𝑟𝛼𝑛)

𝛼𝑛𝐽1(𝑎𝛼𝑛)

∞

𝑛=1

 (5-5) 

𝑀𝑡

𝑀0
=∑

4

𝑎2𝛼𝑛
2 𝑒𝑥𝑝 (−𝐷𝛼𝑛

2𝑡) (5-6) 

where αns are roots of J0(αn)=0  

Mt는 시간 t에서 섬유 내 염료의 총량, M0는 초기 섬유 내 염료의 

총량, 그리고 a는 섬유 한 가닥의 반경이다. 무차원농도는 Mt를 

M0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 이후 분석에서 이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섬유 내 염료의 총량 만을 분석하였으며 섬유 

원기둥 위치에 따른 염료의 농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식 5-6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모델 변수를 최적화 함에 있어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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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는 데이터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최소제곱법을 목적 

함수 (Q)로 설정하여 확산 모델식으로부터 실험결과를 예측하였다. 

𝑄 =∑(𝑦𝑒𝑥𝑝 − 𝑦𝑐𝑎𝑙)
2

𝑛

𝑖=1

 (5-7) 

yexp는 측정한 무차원농도이며 ycal은 확산모델로부터 예측한 

무차원농도이다.  

확산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기 위하여 MATLAB을 기반으

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Fickian 확산 모델은 우리의 초기, 경계값에서 

해석적인 해를 가진다. 이 해를 이용하여 식의 유일한 파라미터인 

확산 계수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논의할 이중 

흡착 모델과 같은 확산 외에 추가적인 현상을 고려한 모델인 경우 

해석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식에서도 최적화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하였

다. 그림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ATLAB의 내장 함수인 genetic 

algorithm과 pdepe solver를 이용하여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함과 동시

에 실험값과의 제곱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최적화하였다. 목

표함수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AAD (average 

absolute deviation), AARD (average absolute relative deviation), SAE (sum of 

the absolute error), ERRSQ (sum of the square error) 등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섬유 내 염료 농도 값이다. 뒤

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섬유 내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0에 

수렴하게 된다.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흡광도 값 또한 0에 

다가감에 따라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큰 값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는 ERRSQ 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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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MATLAB을 이용한 확산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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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과 및 고찰 

5.3.1. 새롭게 제시한 추출 기반 방법의 타당성 분석 

 

일반적으로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고분자 섬유 내에서 염료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염료를 섬유 내로 염착 시키면서 측정하는 

침투 (impregnation)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의해 가소화와 팽윤된 섬유내에서의 확산 속도는 매우 가속화되며 

그 결과 용해 단계의 속도가 전체 물질 전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4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분자 내에서 염료를 

추출하며 내부 확산 거동을 측정하는 새로운 실험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된 확산 계수 결과를 분석함에 앞서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추출 기반의 확산 계수 측정방법이 기존 문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침투 기반의 측정 방법과 비교하여 측정된 확산 

계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두 

측정방법을 통하여 전체 물질 전달을 측정하였고 확산 과정이 

속도결정단계라는 가정으로부터 오직 확산에 의한 결과로 

생각하였다.  

침투 방법에서의 섬유 경계 조건인 시간 t>0일 때 그 농도는 

포화농도이다 (C=Csat at t>0)라는 주장은 전체 물질 전달 속도에 비해 

용해 속도가 무시 할 만 할 때 유효하다. 반면에 추출 방법에서의 

경계 조건인 시간 t>0일 때 섬유 표면에서 농도는 0이다 (C=0 at 

t>0)라는 주장은 스위프 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스위프 가스란 이산화탄소가 섬유 주변을 지나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섬유 표면은 늘 순수한 이산화탄소와 접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식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섬유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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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는 시간이 회분식 반응기에서 용해 속도 또는 교반 속도와 

동일한 개념을 지닌다.  

회분식 반응기에서 용해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흐름식 

반응기에서 이산화탄소의 흐름이 빨라 전체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측정방법에서 같은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존 침투 방법을 사용하여 

폴리에스터 섬유 내로 염료의 시간에 따른 염착량을 회분식 

반응기에서 측정하였다. 반응기 내의 염료 용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자석 교반기의 교반 속도를 100 rpm과 1000 rpm 으로 

조절하였다. 두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는 그림 5-4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 결과로부터 계산된 각 조건에서의 염료의 확산 계수는 표 

5-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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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추출과 침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섬유 내 시간에 따른 

염료 염착량과 침투 방법에서 교반속도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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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추출과 침투 방법을 통해 측정된 염료의 확산 계수 

Method Agitation rate Measured diffusion coefficient (m2/min) 

Extraction - (2.47 ± 0.5) × 10-14  

Impregnation 100 rpm (3.43 ± 0.8) × 10-15 

Impregnation 1000 rpm (2.12 ± 0.6) × 10-14 

 

 

 

 

 

 

 

 

 

 



94 

 

시간에 따른 폴리에스터 섬유 내 염료의 농도는 섬유 내 염료의 

포화 농도로 나누어 무차원농도로 환산시켰으며, 그 추세선은 

Fickian 확산 모델로부터 예측하였다. Fick’s law로부터 전개한 모델 

식은 이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림 5-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추출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엔 무차원 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만 침투 방법을 사용하였을 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반 속도가 100 rpm일 때의 확산 거동이 1000 rpm 조건의 결과보다 

느린 결과로부터 전체 물질 전달에 용해 과정이 영향을 주었으며 

용해 속도가 느린 경우 겉보기 물질 전달 속도 또한 느려졌다. 1000 

rpm이라는 교반 조건을 통해 100 rpm 조건보다 매우 강한 교반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시간에 따른 섬유 내 염료 농도 변화가 

추출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용해 속도가 다른 과정에 비해 충분히 빠른 경우 전체 물질 

전달은 확산에 의해 제어되며 두가지의 서로 다른 측정방법에서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회분식 반응기에서의 용해 속도와 교반 

속도는 유체역학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회분식 반응기 크기와 

교반 조건을 통하여 계산한 Reynold number (Re)는 100 rpm 일 때 약 

8,000, 1000 rpm 일 때 80,000 값을 가졌다. 회분식 교반 

반응기에서는 Re가 10,000 이상에서 전체 흐름이 난류가 되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79]. 100 rpm 조건에서 약한 교반에 의해 

형성된 층류는 용해 속도를 낮추었고 전체 물질 전달 속도 또한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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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수학적 모델 타당성 

 

그림 5-5에 각 실험조건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한 무차원농도와 

확산모델로부터 예측한 곡선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압력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섬유내에서의 염료 

확산 속도 또한 증가했다. 이러한 온도와 압력 조건의 경향성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침투 기반의 측정 방법에서 나오는 결과와 

일치한다 [9]. 낮은 압력인 15 MPa 조건과 DY211, DB301 염료를 

사용한 결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험값은 확산 모델로부터 

성공적이게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계산한 확산 계수는 온도, 

압력 그리고 분자구조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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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추출 방법 기반의 실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섬유 내 

무차원 농도 측정 결과 (a) 393 K, DR60, (b) 25 MPa, DR60, (c) 393 K, 

25 MPa  



97 

 

추가로 아래에 정의한 무차원 시간, t’을 도입하였다. 무차원시간과 

지배방정식부터 우리는 보편 법칙을 따르는 함수 (universal 

function)를 유도할 수 있다. 보편 함수는 섬유의 반경 만을 유일한 

변수로 가지는 함수로써 실험 온도, 압력 그리고 염료 종류와 

무관하다. 여러 조건에서 구한 실험 결과를 무차원 시간으로 

환산하여 하나의 그래프에 도시하여 그림 5-6에 나타내었다. 

실험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페리티 플롯 (parity plot)을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𝑡′ =
𝐷𝑡

𝑎2
 (5-8) 

𝑀𝑡

𝑀0
=∑

4

𝑎2𝛼𝑛
2 𝑒𝑥𝑝 (−𝑎

2𝛼𝑛
2𝑡′) (5-9) 

그림 5-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압력, 온도 그리고 염료 

조건에서 측정한 모든 실험값들은 하나의 곡선으로 수렴하였다. 이 

곡선은 우리가 사용한 섬유 두께인 a=10-10 일 때 보편 함수의 

그래프이다. 또한 그림 5-7의 페리티 플롯을 통하여 우리가 측정한 

실험값은 확산모델로부터 예측한 계산 값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로써 앞서 제시한 모델이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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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무차원 시간에 대한 무차원 농도 산포도와 a=10-10 일 때의 

보편 함수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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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실험값과 계산값의 parit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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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여러 실험 변수에 따른 확산 계수 분석 

 

초기 농도 경향성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섬유는 염색 온도와 압력 그리고 염색 

시간을 동일하게 처리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농도 범

위를 확장하였을 때에도 제시한 추출 기반의 확산 계수 측정 방

법 실험이 유효한지 확인하였다. 섬유 내부가 일정한 농도로 고르

게만 염색되어 있다면 수학적 모델에 따라 초기 농도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대주기계에서 25kg급 초임계 염색 설비에서 DR167의 염료로 

폴리에스터 섬유를 2가지 농도로 염색하였으며, 초기 섬유 내 염

료의 농도는 2.3 wt%, 1.4 wt%로 확인되었다. 약 60분간 추출실험을 

한 결과를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농도가 1.4 wt%–2.3 wt% 구간에서 그 변화량은 다르게 보이지만 

정규화를 통하면 하나의 곡선으로 수렴함을 볼 수 있다. 수학적 

모델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초기 농도 값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1 

 

 

 

 

 

 

 

그림 5-8 추출 기반 측정 방법에서 초기 섬유 내 염료 농도의 경

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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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경향성 

 

온도에 따른 확산 계수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아레니우스 

(Arrhenius) 또는 Williams-Landel-Ferry (WLF)식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80]. Shift factor (aT)와 아레니우스와 WLF 간의 관계를 아래에 

나타내었으며, 확산 계수를 대입하였을 때 그 식의 형태를 전개하여 

나타내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 두 모델은 관측하는 온도 

범위에 따라 그 용도를 달리 한다. 관측하는 온도가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 (Tg)로부터 Tg + 100 ℃ 까지 범위 내 일 경우 고분자의 

점탄성 물성은 WLF 모델을 따른다. 고분자 내 자유 공간의 

가용성이 고분자 구조 내 분자 움직임을 좌우하는 속도결정단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반면 아레니우스 모델은 Tg + 100 ℃ 이상의 

온도에서 관측할 때 적합하다 [81]. 이 온도 범위에서는 고분자 내 

자유 공간 가용성이 더 이상 분자 움직임에 있어서 속도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DR60 염료의 폴리에스터 내 확산 계수는 동일한 압력 25 MPa와 

5가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림 5-9(a)에 나타내었다. 

그림 5-9(b)에는 로그를 취한 확산 계수를 아레니우스와 WLF 

모델로 예측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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𝑙𝑜𝑔(𝑎𝑇) =
𝐸𝑎
𝑅𝑇

−
𝐸𝑎
𝑅𝑇0

 (5-10) 

𝑙𝑜𝑔(𝐷) = [𝑙𝑜𝑔(𝐷0) +
𝐸𝑎
𝑅𝑇0

] −
𝐸𝑎
𝑅𝑇

 (5-11) 

  

𝑙𝑜𝑔(𝑎𝑇) = −
𝐶1(𝑇 − 𝑇0)

𝐶2 + (𝑇 − 𝑇0)
 (5-12) 

𝑙𝑜𝑔 (𝐷) = 𝑙𝑜𝑔 (𝐷0) +
𝐶1(𝑇 − 𝑇0)

𝐶2 + (𝑇 − 𝑇0)
 (5-13) 

 

aT는 shift factor로 확산현상에서는 aT=D0/D로 정의된다. Ea는 섬유 

내에서 염료 분자가 확산할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T0는 기준 온도, 그리고 D0는 T=T0에서의 확산 

계수이다. C1과 C2는 피팅 상수이다.  

그림 5-9(a)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계수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수함수적 증가 

경향성은 이산화탄소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는 

용질 분자의 운동에너지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온도의 영향은 

폴리에스터 내로 흡수된 이산화탄소와의 양과 무관하다. 섬유내로의 

이산화탄소의 수착량은 고분자 내부의 자유 공간을 증가시켜 

용질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 시킨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25 MPa에서 353 K부터 393 K까지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에 폴리에스터 내로의 수착량은 10%만이 증가하였다 [8]. 이러한 

미약한 수착량 증가로는 확산 계수의 지수함수적 증가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림 5-9(b)에서 로그를 취한 확산 계수는 온도의 역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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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으며 이를 아레니우스와 WLF 모델로 예측하였다. 

아레니우스 식으로부터 예측되는 선형성은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못했으며 WLF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하였을 때 실험값을 보다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염료 

분자의 확산 거동은 고분자의 점탄성 성질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WLF 모델이 아레니우스 모델에 비해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은 WLF모델에서는 용질 분자의 운동에너지 

분포뿐만 아니라 고분자의 점탄성성질과 내부 자유공간까지 온도의 

함수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에서 

분산 염료의 확산을 연구했던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82].  

더불어 확산거동에서 활성화에너지는 두 모델에서 계산할 수 있다. 

활성화에너지는 shift factor의 로그 값에 대한 온도 역수의 일계 

도함수로 정의되며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5-3에 앞서 

구한 WLF 모델의 피팅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각 실험 온도에서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를 정리하였다. 

𝐸𝑎 = 𝑅
𝑑𝑙𝑜𝑔(𝑎𝑇)

𝑑(1 𝑇⁄ )
=

𝑅𝐶1𝐶2𝑇
2

(𝐶2 + 𝑇 − 𝑇0)
2
 (5-14) 

Ea는 확산 거동의 활성화에너지, aT는 shift factor, T는 절대온도, T0는 

기준 온도이다. C1과 C2는 피팅파라미터이다. 

Tg이상의 가소화된 고분자 내에서의 염료 분자의 확산 거동은 

Vrendas와 Duda의 자유공간 이론 (free-volume theory)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83,84]. 이 이론에 따르면, 고분자 내 국소 자유 공간은 

고분자 사슬의 이완과 사슬 분절 운동에 의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염료 분자가 확산하는 것은 한 자리에서 또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며 또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국소 자유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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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동한다. 따라서 확산 거동의 활성화에너지는 염료 분자가 

이동을 개시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레니우스 모델에 따르면 확산의 겉보기 활성화에너지는 온도에 

무관하며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림 5-9(b)의 아레니우스 예측 

곡선으로부터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압력이 25 MPa에서 

폴리에스터 섬유 내 DR60의 활성화에너지는 80 kJ/mol이다. 반면 

WLF 모델에 따르면 활성화에너지는 온도에 의존한다. 표 5-3을 

보면 활성화에너지는 353 K에서 145 kJ/mol 이지만 423 K에서는 

1/3배 감소한 45 kJ/mol로 나타났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의 

분절 운동과 사슬 운동성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염료 분자가 

이동을 개시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이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확산 에너지 장벽의 변화를 고려하는 WLF모델은 가소화된 섬유 

내에서의 염료 확산의 온도 의존성을 예측하는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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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폴리에스터 내 DR60 염료의 확산 계수와 온도와의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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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압력 조건이 25 MPa 일 때 WLF모델로 예측한 폴리에스터 내 

DR60의 확산 활성화에너지  

 

 

 

 

 

 

 

 

 

Temp. (K) Ea (kJ/mol) 

353 145.8 ± 7.1 

373 92.1 ± 0.1 

393 65.7 ± 1.8 

413 50.5 ± 2.3 

423 45.2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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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경향성 

 

DR60의 확산 계수의 압력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온도 

393 K와 압력 범위 15 MPa–35 MPa에서 측정하였다. 확산 계수 

실험값은 이산화탄소의 밀도와 압력의 역수로 도시하여 그림 5-10에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는 가소화와 팽윤 효과로 인해 고분자 내 

자유 공간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섬유 내 염료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그림 5-10(a)의 이산화탄소 밀도와 확산 계수의 선형적인 

관계는 자유 공간과 이산화탄소 수착량 간의 선형성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이다 [8].  

이산화탄소 압력과 고분자 내 용질의 확산 계수 간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확산 계수와 고분자 내 

자유공간간의 연관성은 아레니우스 모델을 따르며 아래 식 5-1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85]. 이러한 사실과 고분자 내 

자유 공간이 압력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여러 연구의 실험적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아레니우스 형태의 확산 계수와 압력 간의 

관계를 아래 식 5-16으로 표현하였다.   

𝐷 = 𝐴𝑒𝑥𝑝 (−
𝐵

𝐹𝐹𝑉
) (5-15) 

𝐷 ~ 𝐴′𝑒𝑥𝑝 (−
𝐵′

𝑃
) (5-16) 

A, B, A’, B’은 피팅 파라미터이며, P는 압력이다. FFV는 자유 공간 

비율이며 (V-V0)/V로 정의된다. V는 특정 온도, 압력에서의 팽윤된 

고분자의 부피이며 V0는 기준 조건에서의 팽윤되기 전 고분자 

부피이다. WLF모델은 유리상 고분자 (glassy polymer)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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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온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도된 

경험식이다. 이러한 논리적 전개과정을 압력 변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FFV는 압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압력에 따른 변형된 WLF식은 아래 식 5-17으로 나타난다. 그림 5-

10에 압력에 따른 확산계수의 경향성을 아레니우스 모델과 변형된 

WLF식을 통하여 예측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𝑙𝑜𝑔(𝐷) = 𝑙𝑜𝑔(𝐷0) +
𝐸1(𝑃 − 𝑃0)

𝐸2 + (𝑃 − 𝑃0)
 (5-17) 

E1과 E2는 피팅 파라미터이며, P0는 기준 압력, D0는 기준 

압력에서의 확산계수이다. 그림 5-10(b)에 따르면 압력의 경향성 

또한 변형된 WLF식을 통하여 잘 설명됨을 확인하였고 아레니우스 

식으로부터 예측되는 선형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변형된 WLF식은 압력에 따라 변화하는 확산 활성화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고 보다 적합한 모델이었다. 따라서 WLF형태의 모델은 

초임계 조건에서 가소화된 고분자 내 확산 거동을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험식임을 결론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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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폴리에스터 내 DR60 염료의 확산 계수와 이산화탄소의 

압력/밀도 간의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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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구조 경향성 

 

총 6가지의 서로 다른 염료를 대상으로 확산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이 염료들은 3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anthraquinone 

(DR60, DB359), azo (DR167, DY211, DB301), 그리고 quinoline (DY54) 

계열이 있다. 이 중 어떠한 염료도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체 매질 내에서 용질의 

입체저항으로 인해 큰 분자는 낮은 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 염료들을 분자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자의 반데르발스 직경은 

거의 분자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량은 여러 분산 염료의 확산 

계수를 분석하는 적합한 인자이다. 

강체 구 (hard sphere)로 묘사한 용질의 확산 계수는 Stokes-Einstein 

식으로부터 유도한 관계식에 따라 분자량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86]. 

𝐷 =
4

3

𝑘𝑇𝛿
1
3⁄

(3 4⁄ )1/3𝑛𝜋2/3𝜂𝑀𝑤,0
1/3

−
1

3

𝑘𝑇𝛿
1
3⁄

(3 4⁄ )1/3𝑛𝜋2/3𝜂𝑀0
4/3

𝑀𝑤 

  = 𝑎 − 𝑏𝑀𝑤 

(5-18) 

k는 볼츠만 상수, T는 절대온도, δ는 분자 밀도, n은 정수 (6, 4, 또는 

2), η는 용매의 점도, r은 용질의 반경, Mw,0는 pivot 분자량, 그리고 

Mw는 용질의 분자량이다.  

여러 염료들의 확산 계수는 분자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확산 계수는 온도,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고분자 섬유의 팽윤과 가소화 정도가 동일했으며 염료와 

섬유 간의 어떠한 화학적 결합이 없기에 오직 분자량에만 영향 

받았다. 다른 연구들도 동일하게 확산 계수와 용질의 분자량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도출한 것을 볼 수 있다 [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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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염료의 확산 계수와 분자량 간의 선형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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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이중 흡착 모델의 적용 검토 

 

초기 염색된 섬유 내의 염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초기 

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섬유를 단면 내어 그 표면을 관찰하였다. 

섬유는 Spurr’s resin을 사용하여 고정시킨 뒤 ultramicrotome (model: 

EM UC7, Leica, Germany)를 사용하여 1 μm 내외의 두께로 박편내었다. 

이 박편들은 직립 현미경 (model: Axio Imager A1, Carl ZEISS, 

Germa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염료 분자와 폴리에스터 섬유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형광 활성화 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 형광 

시그널로부터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90]. 현미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빛인 bright field (BF)와 형광 광원 인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를 사용하여 시편 내 섬유와 염료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그림 5-12에 나타난 현미경 결과를 통하여 BF와 GFP를 

주사하였을 때 염색되지 않은 섬유와 염색된 섬유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염료들로부터 염색한 섬유 단면의 결과가 유사하였기 

때문에 DR60으로 염색한 섬유 단면을 모든 염색 섬유를 대표하여 

분석하였다. 미염색된 폴리에스터 섬유는 BF를 주사하였을 때 그 

단면은 각진 육각형으로 보였으며 섬유 단면 내 빛이 산란하는 

점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5-12a-1). 점들이 초점이 맞지 않고 

번져 보이는 것은 점들이 위치하는 깊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12a-1의 

오른쪽 편에 말린 형태의 섬유는 박편 과정에서 레진으로부터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GFP를 미염색된 폴리에스터 섬유에 

주사하였을 때 어떠한 형광 시그널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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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섬유와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레진은 GFP에서 

활성을 띄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12a-2). 추가로 밝게 보이는 

영역은 형광 시그널이 아닌 시료의 높이 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염색된 폴리에스터 섬유는 BF환경에서 미염색된 섬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5-12b-1). 그러나 앞서 보았던 점들이 보다 

선명해졌으며 그 수 또한 증가하였다. 섬유 표면에 보이는 미세한 

선들은 박편 과정에서 사용한 다이아몬드 칼에 의한 손상 임이 

확인되었다. 염색된 섬유에 GFP를 주사하였을 때, 섬유 내부는 외부 

레진에 비해 밝게 보였으며 이는 앞선 결과에 의거하여 염료 

분자에 의한 형광 시그널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12b-2). 또한 

BF에서 관찰되었던 점들은 GFP에서 주변 환경에 비해 보다 밝게 

빛나는 것으로 보아 이 점들에는 높은 농도의 염료 분자가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현미경 결과를 통하여 염료 

분자는 섬유 단면 내에 균일하게 분포함과 동시에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  

광학 현미경의 특성상 우리가 관찰하는 이미지는 시료를 깊이 

방향으로 투과하여 모든 시그널을 취합한 결과이다. 염료가 

고농도로 존재하는 점들이 있었지만 그 수가 작고 radial 방향과 

depth 방향으로 무작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조건으로 

섬유 내 염료 농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미경 이미지 결과와 분산 염료가 폴리에스터 섬유 내에서 특정 

위치에 결합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위치의 수착과 

Fickian 확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인 이중 흡착 모델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예측해 보았다. Tshudy 와 von Frankenberg가 

제안한 이중 흡착 모델을 적용하였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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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𝑐

𝜕𝑡
= 𝐷

𝜕2𝑐

𝜕𝑥2
− 𝑘1𝑛𝑐 + 𝑘−1(𝑛0 − 𝑛)   = 𝑎 − 𝑏𝑀𝑤 (5-19) 

𝑠𝑖𝑡𝑒 + 𝑚𝑜𝑙𝑒𝑐𝑢𝑙𝑒 

𝑘1
→

𝑘−1
← 

 𝑠𝑖𝑡𝑒 − 𝑚𝑜𝑙𝑒𝑐𝑢𝑙𝑒 𝑐𝑜𝑚𝑝𝑙𝑒𝑥  

 k1은 특정 위치와 분자가 결합하는 반응의 속도 상수이며 k-1는 

특정 위치와 결합한 분자가 분리되는 반응의 속도 상수이다. n은 

특정 위치의 국소 농도이며 n0는 시간 t=0에서의 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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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염색되지 않은 섬유와 염색된 섬유 단면의 BF, GFP 

환경에서의 현미경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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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결합 위치는 radial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확산 

계수는 염료 농도에 대하여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중 흡착 

모델은 식 5-7에 나타낸 Q를 목적 함수로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였다. 25 MPa, 393 K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6가지 염료를 사용한 

섬유 내 염료 농도변화량은 확산모델과 이중확산모델로 예측한 

결과를 그림 5-13에 나타내었다.  

이중 흡착 모델은 확산 모델에 비해 보다 정확히 실험결과를 

예측하였다. DY211과 DB301을 사용하였을 때의 실험데이터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듯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는 데 이러한 거동은 이중 흡착 모델로 잘 

예측되었다. 이는 폴리에스터 내 특정 위치에 결합한 염료 분자가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결과로 보인다. 

두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예측 값과 실험 값 간의 차이를 식 5-

20에 나타낸 SAE (sum of absolute error)로 검토해보았다. 계산한 SAE 

값은 표 5-4에 정리하였다. 

𝑆𝐴𝐸(%) =
100

𝑛
∑ |𝑦𝑒𝑥𝑝 − 𝑦𝑐𝑎𝑙|

𝑛

𝑖=1

 (5-20) 

yexp는 특정 조건에서 실험 값이며 ycal는 각 모델로부터 예측한 

계산 값이다. 확산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평균 SAE 값은 2.4%에서 

이중 흡착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1.5%로 감소하였다. DR60의 확산 

거동을 설명할 때에는 확산 모델만 사용해도 어느정도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폴리에스터 내 분산염료는 확산의 

거동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염료를 사용하였을 때 

확산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중 흡착 

모델로써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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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시간에 따른 섬유 내 농도 변화 결과와 흡착 모델 (실선), 

이중 흡착 모델 (점선)으로 예측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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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실험값과 두 모델로부터 예측한 값 간의 SAE 계산 결과 

Dye 
Temp. 

(K) 

Press. 

(MPa) 

SAE (%) 

(diffusion 

model) 

SAE (%) 

(dual–sorption 

model) 

DR60 353 25 2.25 2.10 

DR60 373 25 2.12 2.88 

DR60 393 25 1.88 1.29 

DR60 413 25 0.86 0.86 

DR60 423 25 0.80 0.48 

DR60 393 15 5.13 4.01 

DR60 393 20 1.55 1.35 

DR60 393 30 0.80 0.72 

DR60 393 35 1.24 0.72 

DY54 393 25 1.73 1.21 

DR167 393 25 1.32 0.98 

DY211 393 25 4.21 0.77 

DB301 393 25 5.97 0.96 

  average 2.4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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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외부로부터 어떠한 교반 작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염료의 용해 속

도는 전체 염색 공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환경하에서 고분자의 가소화 효과와 초임계 이산화탄소 

상과 섬유 간의 높은 분배 계수는 섬유 내로 염료의 흡착과 확산을 가

속화시키고 그 결과 용해 단계가 중요해진 것으로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염착 속도에 대한 용해 속도의 영향은 염료 입

자를 미세화 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용해 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in 

situ 분광계를 활용하여 초임계 용액내 용질의 용해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용해 

단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용해 과정은 여러 입자 특성들을 변화

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위 결과로부터 초임계 이산화탄소 환경 

하의 팽윤된 폴리에스터 섬유 내 염료의 확산 거동을 측정하는 용해 

단계의 관점에서 기존 전통적인 침투 방법보다 유용한 새로운 통합적

인 방법 체계를 제안하였다.  

초임계 시스템에서 가소화와 팽윤 정도는 고분자 섬유 내 염료 분

자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 시키며 그 결과 용해 단계가 전체 물질 전달 

속도를 좌우하였다. 새롭게 제시한 방법은 용질과 고분자의 화학적 

반응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용해 단계의 고려 없이 정확한 확산 거동을 

측정할 수 있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 가소화된 폴리에스터 

섬유 내 염료의 확산 거동은 WLF 모델을 사용하여 온도와 압력에 대

한 변화를 예측하였다. 다양한 염료 종류에 따른 확산 거동의 변화는 

염료의 화학적 구조와 무관하였으며 분자량과 선형적으로 연관 있음

을 확인하였다. Fickian 확산 모델로부터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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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결과는 특정 위치에 흡수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분자를 고려하는 

이중 흡착 모델로써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새롭게 제시한 통합 체계는 가소화된 고분자 또는 용해 속도가 느

린 용질의 보다 정확한 확산 계수를 측정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용해-흡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초임계 염색 메커니즘 중 용해 단계와 

확산 단계에 집중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각 각 단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지식 체계를 넓혔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메커니즘을 제시하

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본 연구 이후에도 여전히 섬유에 대한 염료의 

흡착과 확산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으며 이 두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할 수 있

는 동역학연구가 이뤄져 초임계 염색 공정이 보다 보편화되어 널리 

상용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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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ritical dyeing technology (SFD) utilizing with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sc-CO2) has been gain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eco-friendly 

dyeing technology. The dyeing process which adds color to the fabric in 

conventional textile industry, is an energy intensive process. 200 kg of water 

was consumed to dye 1 kg of fabric, and waste water including various organic 

substances such as additives, dispersants, and residual dyes, are required an 

additional treatment step. 

SFD is known to have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for example, 

SFD does not consume water or emit organic wastes (i.e., dye residues, 

additives, and surfactants) due to the high solubility of disperse dyes in sc-CO2. 

In addition, sc-CO2 easily separated into a gas phase at atmospheric conditions 

makes the advantages of saving energy by eliminating the additional drying 

process over the conventional dyeing process. SFD began with polyester fibers 

and disperse dyes which have high affinity to sc-CO2, and researches are being 

applied to natural fibers such as cotton and wool as well as various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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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fibers. We focused on fundamental mechanism study of polyester 

fibers and disperse dyes system. 

The mechanism of dye molecule impregnation into a polymer matrix during 

SFD is known to occur in the following sequence: the dye molecule (1) 

dissolves in the supercritical medium, (2) transports to the fiber, (3) absorbs 

onto the surface of the fibers, and (4) diffuses into the fiber matrix. Previous 

researchers recognized that the diffusion of dye molecules into the fiber matrix 

is the slowest of these multiple processes, and the diffusion step controls the 

overall dye uptake as rate determining step. However, in the experimental 

methods suggested by the previous studies, it was assumed that there was an 

error which could be caused from the dissolution process. Therefore, the effect 

of dissolution rate on the overall dye uptake was analyzed and the new 

methodology was proposed and reviewed through the result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dissolution rate on the overall dyeing rate, the 

dissolution rate of dye particles was controlled through the recrystallization 

method. Since the dissolution rate of solid particl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specific surface area, it can be improved through micronized particle because 

the specific surface area increases as size of particle decreases.  

To recrystallize and micronize the dye particles, aerosol solution extraction 

system (ASES) and rapid expansion of supercritical solution (RESS) which 

were used supercritical fluids as anti-solvent or solvent were utilized. When 

recrystallization was carried out by ASES method, micronized particles was not 

obtained due to the high solubility of CO2 under specific operating conditions. 

Thes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cept of Hansen solubility parameter 

(HSP). As a results of dye particles recrystallized by RESS, the particle size 

decreased by 4–8 times and the specific surface area increased by 5–7 times.           

The crystallinity of the particles decreased but the crystal structure was 

maintained after recrystallization process. The melting temperature was kept 

constant with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but the heat of fusion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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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3–4 J/g because of lower crystallinity. The improved specific surface area, 

lower the heat of fusion and crystallinit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solution rate.  

The dissolution rate of RESS-processed particles in sc-CO2 was measured 

utilizing an in-situ ultraviolet / visible spectrometer. An in-situ spectrometer 

was used for the first time to observe the dissolution rate of dye solute in sc-

CO2 because the information of supercritical solution can be measured without 

disturbing the system. The dissolution rate of the micronized dye particles 

showed significantly improved results compared to the particles before 

micronization. The results were predicted using the Noyes-Whitney model and 

the Weibull equation. As a results of the rate of dye uptake experiments with 

micronized particl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e of dye uptake increased 

using micronized dye particle compared to the that of unprocessed dye particle. 

Therefore, in the supercritical dyeing mechanism proceeding to dissolution-

adsorption-diffusion, the dissolution step is also involved in the overall dyeing 

rate and much attention is needed to avoid the error originating from dissolution 

step. 

Diffusion of dye molecule in polymer matrix is still the most important step 

in understanding the SFD. Most of previous studies have observed the overall 

dyeing process to determine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dye in fiber and 

recognized it as the only result of diffusion. However, the previous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e dissolution step in the dyeing process, 

so a new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diffusion coefficient via extraction 

was proposed. The impregnation-based diffusion coefficient measuring method 

observes the change of dye concentration in fiber during penetrating dyes into 

the fiber. But the extraction-based method observes the concentration of dye in 

fiber while extracting the dyes from pre-dyed fiber. In extraction-based method, 

since the condition where the concentration of fiber surface is zero can be easily 

achieved through the sweep gas, the error caused from the dissolution step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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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asily excluded.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dye molecule in polyester fibers on 

the temperature, pressure and molecular structure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Williams-Landel-Ferry (WLF) and Arrhenius models were applied to explain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dependence on diffusion coefficients. Diffusion 

coefficients of dyes in plasticized polyester fibers in a CO2 environment can be 

more accurately predicted by the WLF model which considers the extent of 

fractional free volume in polymer matrix. The diffus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molecular structure was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molecular 

weight. It is likely a result of van der Walls attraction because of the absence of 

possible chemical reaction between the disperse dyes and the polyester fibers. 

Moreover, the dye distribution in the cross-sectioned fiber was observed by 

fluorescence microscope. It was confirmed that the dyes in the cross-sectioned 

fiber were uniformly distributed and at the same time the dyes were absorbed 

in a specific site. From these results, a dual-sorption model was examined, and 

it was predicted more accurately than Fickian diffusion model. 

 

Keyword: supercritical dyeing mechanism, carbon dioxide, polyester, 

disperse dye, diffu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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